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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changemakers 
for positive social impact.
우리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확산시키기 위한 체인지메이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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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f us, as intrapreneurs, 
explore ways to build a system 
and culture of innovation.
우리는 각각 한 사람의 사내기업가로서, 

혁신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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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as a team, 
we are pioneering 
the social sector in Korea.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서,

한국의 사회적 섹터를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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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sto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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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랩 

social innovation lab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선적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본연의 비즈니스 활동을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다른 사회주체들과 협력하여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시장성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비즈니스 활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다양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에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확장된 차원의  

공유가치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mysc는 이랜드 그룹과 소셜벤처 바이맘과의 협력을 위해 혁신형 사업기획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상호 신뢰관계 형성, 이해관계자 관리 등 코디네이션 활동을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맘 룸텐트가 이랜드 사내 복지몰에 입점했고, 이랜드의 재고원단으로 제작한 룸텐트를  

이랜드 복지재단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랜드의 ‘코코몽’ 캐릭터를 활용한 ‘코코몽 X 바이맘 룸텐트’를 출시하여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안고 새로운 시장 개척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CSV - 바이맘 연계 사업impact sto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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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st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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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혁신랩
development 
innovation lab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가 다양한 만큼 관련된 상황과 이해관계자도 제각각입니다.

개도국의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중 혁신적 솔루션으로 소셜벤처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람, 소셜비즈니스모델이 만나면, 장애가 있는 실력파 가죽 장인들과 함께 제작하는  

가죽 액세서리, 전통 세공기술을 가진 소수민족 장인들과 함께 제작하는 주얼리,  

저소득 농부들과 함께 생산하는 안전한 야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2014년부터 MYSC는 KOICA, KOTRA 및 현지 파트너 기관과 함께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인간중심 디자인씽킹’Human-Centered Design Thinking 관점과 

‘린스타트업’Lean Start-up 프로세스를 통하여 개발협력형 소셜벤처를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KOICA-KOTRA 개도국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impact st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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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sto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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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지역에는 가정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모여 생활하는 아동 그룹홈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정서 불안과 학습능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장애로 평생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확률이 높고,  

이를 돕기 위해 장기간 커다란 사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은 공공부문과 민간 투자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아동그룹홈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사전에 필요한 예방 조치와 자립 지원을 함으로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금융분야의 사회혁신입니다.

2015년 mysc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제1회 사업(아동교육)의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 설립에 임팩트 투자자로 참여하였을 뿐아니라,  

제1호 사업 자체에도 임팩트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

impact sto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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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소셜벤처 수

함께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수

85 509
사회혁신/디자인씽킹  

교육 참여자 수

함께한  

비즈니스 파트너 수

12 2
임팩트 투자  

진행 건수

사업으로 다룬 

사회 이슈

팬임팩트코리아

요벨

환경/에너지 

장애인 자립 

저소득층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북한이탈주민

헬스케어

achievement in 201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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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소셜 벤처를 지원하고  

육성합니다.  

BOP* 비즈니스에 특화된 컨텐츠로  

창업팀들이 현지의 상황과 현지인의  

니즈를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 대상 사회혁신형(CSV 등)  

사업기획 및 운영, 컨설팅, 소셜벤처  

자원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회혁신 콘텐츠 개발 및  

교육/워크숍을 통한 사회혁신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필요한 다양한 기업, 학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간중심적인 혁신 방법론인  

디자인씽킹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에게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치 확산에  

힘씁니다.

사업 계획 및 경영 목표 수립,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및  

경영 실적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사업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사회혁신랩
social innovation lab

디자인솔루션팀
design solution team

경영기획팀
business planning team

2015년도 KOICA-KOTRA 개도국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KOICA

2015년도 KOICA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  

우간다 성과관리 협력사업(우간다 망고펀드 임팩트투자 사업) 

KOICA (파트너: 이화여자대학교)

2014년도 KOICA-KOTRA 개도국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KOICA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글로벌부문 멘토링 

사회적기업진흥원/열매나눔재단

이랜드 그룹 CSV 컨설팅 착수 

이랜드 그룹

대학생 CSV 기획단 ‘H-Social Creator’ 기획 및 운영  

현대자동차

2015 삼성 투모로우솔루션 참가팀 컨설팅 

삼성사회봉사단 

제 9회, 10회 아시아 소셜벤처경진대회(SVCA) 주관  

SEN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총서’ 출간 

SK사회적기업가센터

소셜 앙터프러너 육성사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웰스바이오

햇빛영화관 기획전  

‘내 손으로 만드는 작은 영화관, 햇빛영화관’ 

BnF media

디자인씽킹 교육 및 워크숍 

CJ인재원, 과기대, 숙명여대, 제주대 등 다수

composition of organization

개발혁신랩
development innovation lab

*BoP : Bottom of the Pyramid, 세계 경제 피라미드의 하층부



5th merry year 13
www.mysc.co.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88 노벨빌딩 4층

‘merry year’는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나눔’이란 의미를 갖는 희년은 사회양극화가 해소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mysc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ail info@mysc.co.kr
tel  02 532 1110
fax  02 6008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