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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무형자산의 시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요, 
지혜의 시절이자 어리석음의 시절이었으며
믿음의 세월이자 회의의 세월이요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곧장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두 도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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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폐지 수거를 하는 이웃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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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단순하고 깔끔하며 잘못된 해결책이 존재한다

헨리 루이스 멩켄

4



보험 감독 기관은 보험만, 은행 감독 기관은 은행만,

증권 감독 기관은 증권만, 소비자 감독 기관은 소비자만 주시했어요.

하지만 신용 보증 업무는 이 모든 시장에 다 걸쳐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품도, 규제도 모두 전문 분야별로 나누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시장 전체를 누가 관리하지?’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접근하다 보니 시스템 전체를 못 본 거지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한 임원



이 시스템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진, 피
해자를 돕는 지원단체, 사건을 기소하는 지방 검사, 출소한 학대자를 감
시하는 가석방 경찰관 등 전문화된 기능직들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은 서로에게 지휘봉을 넘기는 것이었
다. 병원은 피해자를 지원단체에 맡기고, 지원단체는 폭력적인 학대자
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사건을 지방 검사에게 넘기는 식이었다. 하
지만 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같은 테이블에 앉아본 적은 없었고, 대응
이 아닌 예방 쪽으로 시건을 돌린 적도 없었다. 

준타 코터(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 같은 여성들은 이 역할들 사이에
생긴 틈새로 추락한 것이다. 살인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이 그룹들을 결
속시키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봤다.

<업스트림> 댄 히스

여성 가정폭력/살인을 14년간 제로로 만든 메사추세츠주 뉴버리포트
주어진 역할만 최선을 다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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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201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사회혁신 컨설팅•엑셀러레이팅•임팩트투자 기관입니다.



MYSC, 2016년부터 ESG 경영 체계 수립
글로벌 ESG/책임기업 인증인 비콥(B Corp)을 통해 ESG를 경영핵심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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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C 임팩트투자 요약
MYSC 임팩트투자 Summary 



MYSC 액셀러레이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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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인력 AC 담당 전문 인력

49명 AC 평균 3명

운용사 X 16 배

투자 집행 금액 최근4년간 총 투자금액

94억 AC 평균 8.2억

운용사
X 11배

자본금 운용사 자본금

28억 AC 평균 5.9억

운용사
X 4 배

*출처: 국내 AC 평균 수치 - 중기부, 2020.11

| 전문 액셀러레이터 중 인력규모 TOP 3

| 전문 액셀러레이터 중 운용자산(AUM) TOP3 (퓨처플레이 1,080억, 블루포인트파트너스 655억 2021년말 기준 )



출처: MYSC 내부 자료

MYSC 임팩트투자 누적 83개 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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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xabay.com/photos/accessory-sunglasses-fashion-lens-
3002608/

선글라스 광고
과거 아웃도어나 인물 배경이 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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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o 선글라스
차별화된 소재와 환경 가치를 설명
BUREO 폐어망으로 선글라스, 스케이트보드,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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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고니아 롱루트 에일
탄소포집 ‘컨자’ 식물 기반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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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은 플라스틱병 몇 개로 재활용되었나요?"라는 아직은 어색할 수 있는 대화가

곧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매하는 옷이나 식품, 제품마다 가격표 외에 어떠한 사회

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포함되었는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질문하고 비교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패션 브랜드 아디다스가 2024년까지 100% 재활용 플라스틱만을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일찌감

치 선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봄이 오듯, 임팩트 시대의 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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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비재무적 성과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임팩트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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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현대적 시작
2004년 세계은행 계열의 국제금융공사(IFC)
가 발행한
『 Who Cares Wins: Connecting Capit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에서 처음
으로 공식화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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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 산업 투자는 정의롭지 못하다”

ESG 개념적 시작
19세기 후반 존 웨슬리 목사가
제안한 ‘죄악 산업’(sinful industry)
에 대한 투자 배제 원칙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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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한 세계적인 브랜드들”

글로벌 석유회사 BP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철수는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BP에게 이익에 부합된다며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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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G

“세부적인 지표들 속에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 비즈니스 맥락 따라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비재무적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중대성(materiality)이라고 합니다” 

※ ESG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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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유통 대기업의 중대성 ESG”
환경 TOP 3 ESG 이슈
①제품의 탄소배출량
②원재료 소싱
③독성가스 배출 및 폐기물

사회 TOP3 ESG 이슈
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② 개인 정보 보안
③ 근로자 노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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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신의 이웃(사회와 환경)에 어떤 역할을 할지 자각하게 된 ESG 시대
“이윤의 땅에 도달하려면 목적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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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이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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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샤이어 웨지우드, 성공한 도자기 비즈니스맨에서 사회혁신가로
”The Steve Jobs of the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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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샤이어 웨지우드, 1833년 영국 노예제도 폐지에 기여
당시 사회지도층과 교양층이라면 누구나 착용하는 “Emancipation Badge”

“Am I Not a Man or a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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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기업과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맥락

① ESG의 비재무적 가치 등 무형자산의 기업가치 중대성 인식

② 치열한 경쟁을 피한 ‘블루오션’ 비시장-비고객 탐색 필요성

Key Points

ESG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점

① 기업의 ESG 경영전략과 연계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

② 투자사의 ESG 투자전략을 통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창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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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기업과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맥락

① ESG의 비재무적 가치 등 무형자산의 기업가치 중대성 인식

② 치열한 경쟁을 피한 ‘블루오션’ 비시장-비고객 탐색 필요성

Key Poi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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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대 기업의 현재 평균 나이는? 
참고: 1950년대 6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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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age of an S&P 500 company is under 20 years, down from 60 years 
in the 1950s.”(CNBC) 기업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20대가 되기 전 평균 수명이 다함.

S&P 500대 기업의 현재 평균 나이는? 
현재는 평균 20년 미만의 기업들로 변화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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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에 속하는 기업의 기업가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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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대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90%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ESG)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극대화된 시대

31



불확실과 모호함의 영역 증가

기업에게 ESG는 불확실성(Complexity)이자 블루오션(Blue-ocean) 
익숙한 현 시장을 벗어나 미지의 영역(비시장/비고객)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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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 / 비재무적 영역>

식수 부족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쓰레기
배출

사막화

<사회/ 비재무적 영역>

소득
불평등

양성
평등 이슈

노동자
인권

지역 기반
시설

국민
교육
수준

시민 의식

지역
문화

비시장 비고객

재무적 성과

압박 압력

시장과 고객

과거 기업에게 환경과 사회란? 
환경 변화로 인한 좌초자산, 그리고 사회 변화로 인한 우발채무가 급증

좌초자산 우발채무

공급망 붕괴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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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적 측면>

식수 부족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쓰레기
배출

사막화

<사회적 측면>

소득
불평등

양성
평등 이슈

노동자
인권

지역 기반
시설

국민
교육
수준

시민 의식

지역
문화

생태계 영향력 확대 이해관계자 확대

위기 관리
ESG 경영

비즈니스 혁신
ESG 투자

현재 기업에게 환경과 사회란? 
환경은 비시장에서 New 시장으로, 사회는 비고객에서 New 이해관계자로 전환

기업의 영향력 · 이해관계자 범위 확장New 시장 New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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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블루오션 탐색을 돕는 선행지표: ESG 스타트업, 소셜벤처 등
비시장-비고객에서 New BM, New Market을 찾는 스타트업

35

“목표점:
비시장과 비고객의

시장화, 고객화

“조류”: 기존 시장의
불확실성, 경쟁심화

스타트업 대기업

Soure: The Social Intrapreneur: A Field Guide for Corporate Changemakers



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적 측면>

식수 부족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쓰레기
배출

사막화

<사회적 측면>

소득
불평등

양성
평등 이슈

노동자
인권

지역 기반
시설

국민
교육
수준

시민 의식

지역
문화

생태계 영향력 확대 이해관계자 확대

위기 관리
ESG 경영

비즈니스 혁신
ESG 투자

가속화 환경과 사회라는 비시장에서 기업은 스타트업과의 협업 이유가 증가
환경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은 기업에게 Blue-ocean 개척 파트너

기업의 영향력 · 이해관계자 범위 확장New 시장 New 이해관계자
36

환경
분야

스타트업

환경
분야

스타트업

환경
분야

스타트업

사회
분야

스타트업

사회
분야

스타트업

사회
분야

스타트업



테사: 소액(1,000원)부터 가능한 미술품 분할소유 플랫폼 (MYSC 투자기업)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New BM, New Market의 발굴

“2022년 6월, 기업가치 1,000억원 기준 브릿지투자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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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허들링: No.1 점심 구독 서비스(매일 다르게 6,600원~) (MYSC 투자기업)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New BM, New Market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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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쉬버스터즈: No.1 다회용기 솔루션 스타트업 (MYSC 투자기업)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New BM, New Market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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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점

① 기업의 ESG 경영전략과 연계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

② 투자사의 ESG 투자전략을 통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창출 대상

Key Poi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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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블루오션을 돕는 선행지표: 스타트업, 소셜벤처 등 ESG 스타트업
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New BM과 New Market 공동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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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식 환자식 개발 스타트업
환자식 개발 노하우를 접목하여
에자이의 ‘저요오드 식단’ 오픈 이노베이션

x

AIA생명 프로그램을 통해 잇마플 육성

에자이: 뇌전증 치료제 1위 제약사 ‘에자이’x‘잇마플’의 오픈 이노베이션
저염식 개발한 ‘잇마플’과 저요오드식 공동연 개발 후 브랜드 런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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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 환경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2021년 3개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2022년 더욱 확대

▲현대차 현대PT생기3팀-‘쉐코’
나노섬유기술과 드론기술을 활용한 공장 폐수
처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

▲현대차증권 대체금융팀 및 현대엔지니어링 민
자개발팀-‘루트에너지’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 및
수익금 환원 프로젝트

▲현대로템 제철설비사업팀-‘이옴텍’
제강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 기반
의 친환경 아스팔트 개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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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4개 소셜벤처 선발-투자-신사업 개발까지
파력발전 소셜벤처 ‘인진’ 대기업(SK) 오픈 이노베이션과 연결하고
임팩트투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Carbon-free’ 프로젝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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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아모레퍼시픽 등과 기후테크, 환경, 폐기물 관리 분야 스타트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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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투자 스펙트럼

Impact 렌즈 강화Financial 렌즈 강화

ESG투자 스펙트럼 중 임팩트투자의 특징
미래에 주목될 사회 및 환경의 변화, 산업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혁신에 투자

의도성, 추가성, 측정성

임팩트투자

출처: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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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C 임팩트투자 렌즈
산업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선행지표 스타트업에 선제적 투자



민트컬랙션: 중고의류 플랫폼을 통한 패션 분야 순환경제 구축
탄소중립에 대응할 패션업계/산업의 혁신의 필요가 곧 투자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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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수상태양광은 주민이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에 분산돼 만들
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업이 관건인데, 발전 수익을 공유해 주민 참여
형 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천댐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은 마
을공동체를 통해 총사업비(767억 원)의 약 4% 
수준인 31억 원을 투자했다. 향후 20년간 발전
이익금으로 투자 금액의 10%(세전)가량을 매
년 돌려받을 수 있다.” 

루트에너지: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파이낸싱 플랫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지역 수용성(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 민간기업의 필요가 곧 투자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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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택시: 국내 유일의 플랫폼 운송사업(Type 1) 택시회사
플랫폼 모빌리티에 부족한 포용적 생태계가 곧 투자 잠재력

50

청각장애인 택시 드라이버, 휠체어 장애인 탑승형 차량 제공 등



Next ESG라 불리는 DEI, Disability Inclusion, Bio-diversity 등
산업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며,
비례적으로 ESG / 임팩트투자의 수요 역시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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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투자의 3가지 특징: 의도성, 추가성, 측정성
측정성 :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변화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가능한가?

52
MYSC 투자 포트폴리오



MYSC 임팩트투자 측정과 리포팅
창출된 비재무적 가치의 측정과 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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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은 플라스틱병 몇 개로 재활용되었나요?”

… 

“탄소중립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이번 출장의 탄소 배출은 어떻게 상쇄할 계획인가요?”

“100% 생분해성 포장재로 포장해주세요”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번 달에 얻은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어색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곧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생각의 사이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김광규 作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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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생각의 사이
김광규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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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생각의 사이
김광규 作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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