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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나금융그룹(기부 및 운영 파트너)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하여
환경과 공존하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사회
금융확대

2030년까지 녹색금융, 
ESG 금융지원 및 투자 35

조원 달성

소셜
벤처
육성

2030년까지 사회적 문제 해결
을 위한 임팩트 펀드 1,000억
원 조성

사회
투자

2030년까지 사회공헌
1.5조 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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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사회투자(운영 및 투자사)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한국사회투자는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 임팩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액셀러레이팅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혁신조직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UN SDGs를 기반으로 한 소셜임팩트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사업모델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합금융지원

액셀러레이팅

자기설계형 액셀러레이팅
국내최고 멘토링 pool 보유

로컬 비즈니스 및 글로벌 진출 지원
IMP를 통한 사회적가치 산출 및 관리

자금조달 및 투자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기술보증기금 엔젤파트너스

투자

초기사회혁신기업에 투자하여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회수된 투자금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하여
선순환구조의 임팩트금융 운영

융자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사회적경제조직 등에

공공/민간 기금을 저금리로 대출

• 공공기관/지자체 사회혁신기금 운용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서민금융진흥원, JDC, 한전 등(2013년~현재)

• 643억원 이상의 임팩트 투자기금 누적 지원 실적

• 누적 지원기업 수 214 개+ 

• 179개의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투ㆍ융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2020년~현재)

• 기술보증기금 엔젤파트너스 추천
엔젤투자연계보증 추천권 보유(2020년~현재)

• 글로벌 진출 지원 기업 수 14 개 +
- 인도네시아 사회문제해결 혁신창업 지원강화사업 (글로벌 프로젝트) 

• 글로벌 진출 국가 수 4 개+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중심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보유
- 소셜벤처 글로벌 진출 지원



4

03. 사업소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사업목적

• 매칭투자를 통한 사회혁신기업들의 사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

•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목표 달성

• 기업 성장에 따른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기준 제시(선순환)

양질의 일자리와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기업 중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
추가 매칭자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스케일업과 소셜임팩트 확대를 목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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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자기준 및 방식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구분 매칭투자 브릿지투자 공동투자

대상

신청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유치실적을 보유하고있거나 투자유치를앞두고 있는 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기업

• 일자리 창출능력이높고 성장성 있는 사회혁신기업
• 친환경 기술 및 사업역량을보유한 에코스타트업

투자기준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투자유치실적 보유 기업

기 투자완료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투자완료가능 기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다음 Round 

투자 진행 예정 기업

구체적인투자논의

진행중인기업

투자유치목표금액

50% 이상 확보 기업

투자규모 최대 5억원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펀드 소진 시 까지

투자방식
지분투자, CB,

PF, Loan
지분투자, CB, Loan 지분투자

기 투자 실적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 받아
추가 사업화
자금 확보

투자 라운드 간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

달

투자의 안정성
과

Scale up을 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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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서면평가

▶

현장실사

6월 ~ 9월 6월 ~ 9월 6월 ~ 9월

• 모집기간
6월 9일(목) ~ 9월 30일(금)

• 언론보도

• 사업설명회*
6월 23일 오전 10시 ~ 오전 11
시

•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 현장실사 기업 분류

• 지원조건 적합 확인

• 기업 평가

• 텀시트 논의

데모데이

◀
투자계약

◀
IR & 투심위

7월, 9월11월 8월 ~ 11월

• 투자기업 데모데이 진행

• AC / VC 초청

• 데모데이 결과 보도자료 배표

• 계약조건 협의

• 계약 체결

• 기업 IR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 투자기업 선정

05. 사업일정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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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설명회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2022년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2.06.23.(목) 10:00 ~ 11:00

• 장 소 : 온라인(실시간)

* 참가신청자 대상 참여 링크(Zoom) 별도 송부

• 구 성

- 인사말 및 기관소개(10분)

- 매칭펀드 사업소개(20분)

- Q&A(30분)

• 참가대상 : 투자자(AC/VC), 스타트업 관계자

* 온라인 사업설명회 참가신청(click)

https://bit.ly/matchingfund_livestream

https://bit.ly/matchingfund_livestream


감사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처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담당자
ㅇ E-mail : hana.fund@sifund.kr
ㅇ Tel : 02-2278-7545

딜 관련 중요 문의

이순열 본부장(글로벌액셀러레이팅투자 본부)
ㅇ E-mail : sylee@sifund.kr
ㅇ Mobile : 010-2569-2204

mailto:hana.fund@sifund.kr
mailto:sylee@sifun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