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n 스타트업 투자 및 협업

Save Earth, Save Us ‘에코인에너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실현은 인류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에코인에너지는 

최적의 Chemical Recycling 기술을 통해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from Waste to Plastic의 자원 순환 생태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에코인에너지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기술 검증, 비즈니스 

모델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에코인에너지가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 및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의 ESG 경영 노하우를 

다양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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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무공해 나라 ‘소무나’

소무나는 ‘소중한 무공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로, 개발과 환경이 공존 가능한 

환경 에너지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어·관리 시스템 기술을 통해 

냉장·냉동차가 무시동 상태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유류비 절감과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동시에 달성 가능합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인 ‘내트럭하우스(화물차 휴게소)'에 소무나 본사가 

입점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물류 업체 및 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 및 

공유 서비스 사업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무나는 내트럭하우스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 인프라를 통해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탄소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人)과 기술(Engineerin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인진’

인진은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삶의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을 추구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파력발전 기술을 개발하여, 고도화 및 상용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SV2  Impact Partnering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유치 후, 회사 차원의 

25억 원 후속 투자가 있었으며, 베트남 꽝응아이성의 Carbon Free Island 시범사업을 

협업하며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하며, 

저희 인진의 사례처럼 소셜벤처 기업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arth for the Next Generation ‘마린이노베이션’

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목재를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생산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친환경 

소재를 생산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내세운 미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 분석을 지원해 주었으며 아직 

생소한 신소재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ESG 전략 및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마케팅 및 홍보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곱하자! ‘쉐코’

쉐코는 사고용 해양 기름 회수에 활용 가능한 소규모 로봇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세대가 당면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청정한 바다를 만들고, 

이를 미래세대까지 보전하는 것이 사업 비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SV2 Impact Partnering은 우리의 사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되었고, 투자 이후 현재 SK에너지 울산·부산 전용 

항만에서 제품에 대한 실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벙커링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쉐코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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