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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Speaker 

김정태

現 MYSC 대표



現 MYSC 대표

벤처기업협회 특별부회장

소셜벤처포럼 공동의장

前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홍보팀장

저서 「어떻게 하면 소셜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나요?



MYSC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가요?

MYSC는 2011년에 탄생한 국내 최초 사회혁신 전문 투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MYSC는 파트너십 기반 및 인큐베이팅 기반 소셜벤처 협업을 바탕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의 고객을 위한 사회혁신 관련 컨설팅, 

인큐베이팅, 임팩트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와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례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YSC는 3대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접근이 아닌
섹터간 협력 혁신

기술이나 프로그램 중심
해결책이 아닌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를 중심에 놓는
인간중심 접근 혁신

사회문제에 내재된
영리와 비영리 모두의

공유가치 창출



MYSC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KOICA, 서울시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 및

클라이언트와 함께하여 소셜 임팩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MYSC의 <하나 파워 온 임팩트>는 발달장애인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집합적 임팩트

기반 다양한 섹터간 협력 및 발달장애인 강점 기반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적 가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MYSC의 <유망중소기업 대상 디자인씽킹 교육>은 유망중소기업들의

신규 사업 모델 개발 및 기존 모델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주기 기반 맞춤형 혁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비콥(B corp)은 국제적인 임팩트기업 인증제도로 비영리기구인 B Lab이

‘Environment, Workers, Customers, community, Governance’ 

총 5개 부문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곳입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서 제품을 만든 제작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과정 속

인풋(input)과 액티비티(activity)를

비콥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정 받는 것인데요,

미스크는 국내에서 10번째로 비콥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MYSC를 이끌고 있는 김정태 대표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I’m a social innovator and a social entrepreneur.”

MYSC 김정태 대표님은 소셜 이노베이터로서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따뜻한 투자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오래 꾸준히

살아 남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합니다. 여기는 돈의 색깔이 좀 다

릅니다. 여기엔 인간적인 돈이 흐릅니다”

SDG 신년 달력 크라우드펀딩…수익금 전액 기부한 MYSC



김정태 대표님은 영리 투자법인 MYSC를 이끌면서도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합니다.

오는 11월 3일, 2018 Y-CSR 컨퍼런스에서 김정태 대표님이

‘CEO와의 대화＇에서 강연을 합니다. 

11월 3일(토)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