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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 Acceleration

환경 Biz
전략 세미나

• 국내외 환경 스타트업 Best Practice : 환경 기회와 전략
- 기술과 Social Value 창출 연결성 이해

- 국내외 우수 환경 스타트업 성공사례 제시

• Green Financing 방법론 / IR코칭

Green
Investment

- Green Financing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투자/지원프로그램 소개
- 대기업/VC 투자를 위한 IR Coaching(w/VC 심사역)

- Impact Fund 심사역 및 Series B 이상 선배 환경 스타트업 대표 Session 등 노하우 전수

• 스타트업에 적합한 ESG 인증/평가 컨설팅 지원

ESG
인증/평가

- B Corp, SDG Action Manager등 ESG 인증/평가
: B Corp - 미국 비영리기관 B Lab에서 주관하는 ESG인증으로, 글로벌 사회책임기업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며, 비즈니스 기준을 바꾸는 기업혁신운동
: SDG Action Manager : B Lab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제작한 SDG달성률 관리플랫폼.

2

Biz 협업(w/SKI계열)

• Open Innovation W/S : Biz 협업을 위한 사업제안
Open Inno.
Workshop

- 파트너십 캔버스 작성 : SKI 와 스타트업간 상호 협업가능 Resource 정리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제시
- Open Innovation 제안서 작성 코칭
- Open Innovation W/S 우수 스타트업 선정

•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사업 Infra를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Agile 방식 Project 수행

Pilot Project

- Open Innovation W/S 우수기업(3~5社)과 SK이노베이션 계열 Pilot 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 ’21.10월 ~ ’22.4월(7개월) 후 사업 성과 분석 및 후속 투자 검토
*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회사 : Infra 및 Biz 협업 제공 / 스타트업 : 환경 기술 및 Item 적용(MOU, NDA등 기술 보호)

예시

주유소플랫폼
친환경 Item

폐 플라스틱
수거/재활용

전기차배터리
재활용

생산설비적용
저탄소 기술

3

투자 / 홍보

SKI + VC
공동투자

• 우수 스타트업(Open Innovation 결과) 에 SKI계열 직접투자 + Impact Fund(VC) 공동투자 검토
- 환경 Impact Fund와 공동 투자 검토 : 동일 Valuation & 투자 Scheme (SKI계열 지분투자 10% 내외)

-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회사의 Value Chain 內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 이후 Scale-up Project 진행

• 국내외 Network를 통해 후속 투자 성공 가능성 확보

Investment
Opportunity

- Green Scale-up 20社 대상 TIPs 운영사, Impact Fund(VC) 참여 Exclusive Demo Day
- SK그룹 주관 SOVAC 및 글로벌 AVPN*등 투자자 Network에 우수기업 소개
* 록펠러, 블랙락등을 포함하여 약 600여 금융/글로벌기업(유니레버, 구글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Impact 투자 관련 가장 큰 N/W

대/내외
기업 홍보

• SK이노베이션 및 그룹 홍보 채널 활용, 스타트업 Brand 가치 극대화
- 참여 기업 대상 언론 인터뷰 및 보도자료 제공
- 우수기업 대상 소개 영상 제작 및 기업/제품 홍보 진행
- 지분 투자기업 대상 후속 투자자 向 Referen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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