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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함께누리란?

042 에듀케스트라

012 사회적경제란?

043 (주)엔비전스

014 사회적기업이란?

043 열린문화공동체 딱

016 협동조합이란?

044 열린아트

018 마을기업이란?

044 (주)영재오

021 자활기업이란?

045 영화제작소 눈

023 함께누리 인기상품

045 (주)오티비크리에이티브
046 (주)온디자인
046 우리마을미디어협동조합

도서·교육·공연

047 위누

026 국악나루(문화예술협동조합)

048 (주)위시루프컴퍼니

026 극단 날으는자동차

048 (주)유유자적살롱

027 극단아리랑

049 (사)정가악회

027 (주)꿈이있는여행

049 (주)지혜의밭

028 (주)놀이나무

050 (주)착한여행

028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050 (주)참이엔씨

029 (주)눈썰미아트앤디자인

051 (주)창작마을

029 다가치포럼 협동조합

051 청년협동조합 몽땅

030 도서출판 점자

052 (주)책농장

030 (주)도토리문화학교

052 컬처앤유

031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053 (주)케이앤아츠

031 (주)마을아카이브

053 쿠피협동조합

032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054 큐브문화이벤트협동조합

032 문화예술 NGO 예술과시민사회

054 트래블러스맵

033 문화예술협동조합 아트컴퍼니 길

055 주식회사팀즈아이앤씨

033 (주)바른참

055 (주)하나리더투어

034 빅이슈코리아

056 사단법인 하늘에

034 사진영상디자인협동조합

056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035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057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35 (주)샐러드

057 주식회사 한누리

036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058 협동조합 은빛기획

047 (주)위드네이버

036 (주)세상에없는여행
037 사단법인 솔아
037 스쿨프린팅그룹주식회사
038 주식회사 스토리메이커

사무전산

038 주식회사 스튜디오뮤지컬

060 EM실천

039 스포츠앤라이프협동조합

060 SRC직업재활센터

039 (주)스프링샤인

061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040 (주)아임우드

061 고양시구산동장애인직업재활원

040 아하!열린교육센터

062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041 (주)알로하아이디어스

062 (주)그린발전소

041 주식회사 암흑

063 (주)그린주의

042 에듀머니

063 그린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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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꿈을품은광고협동조합

086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064 나누리가구

086 (주)조은프로소싱

065 나무애그림(주)

087 주식회사 나눔세상

065 (주)네오누리콤

087 주식회사 도장마트

066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088 지구나무

066 늘푸른직업재활원

088 참조은협동조합

067 다솜인쇄협동조합

089 참행복한세상

067 (사)다옴복지회

089 (주)컴윈

068 (주)더사랑

090 (주)티원엘에스

068 도담디자인협동조합

090 파란미디어프린텍

069 (주)동연디자인

091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069 (주)두루행복

091 한국사무기렌탈협동조합

070 (주)두루행복한세상

092 한국오에이협동조합

070 디자인마이러브

09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071 디자인이고

093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일자리사업장

071 디쿱협동조합

093 한울타리인쇄제조협동조합

072 (주)레드스톤시스템

094 해피로드

072 리드릭

094 한빛사회적협동조합 서울지사

073 (주)리맨

095 함께하는세상 삼우보호작업장

07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95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074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인정재활관

096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074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유한회사
075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075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076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생활용품

076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098 (주)나눔하우징

077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복지재단

098 (주)나무를 심는 사람들

077 샛별공동체 샛별재활원

099 농업회사법인 바닮(주)

078 서울인쇄출판기업협동조합

099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착한지구

078 선문그린존(주)

100 누야하우스

079 (주)소윤컴퍼니

100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

079 (주)손안에세상

101 다올한지인형(주)

080 (주)신성피엔텍

101 (주)다함께

080 (주)심원테크

102 닥터노아

081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02 사단법인 담쟁이

081 (주)아트버스킹

103 (주)더사랑

082 (주)예림컴퍼니

103 더한커머스

082 (주)예일문화사

104 (주)도산도방

083 오피스메카(주)

104 도시융합협동조합

083 (주)오피스타운배재문구

105 동안우리복지센터

084 우리누리 보호작업장

105 (주)디자인뤼

084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106 라라어스

085 장애인노동진흥회(행복한나무)

106 (주)레딕스

085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107 주식회사 루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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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리벨롭

129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동행 사업단

108 (주)리움

129 (주)제일산업

108 (주)리플라워

130 (주)좋은아침

109 메이가든

130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109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

131 주식회사 맘씨생활건강

110 목화송이협동조합

131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110 (주)미미의세상

132 주식회사 에코그린

111 민들레워커협동조합

132 주식회사 예스비투지

111 바늘한땀 협동조합

133 주식회사 해피에이징

112 바이송

133 주식회사 화진산업 서울지점

112 번동코이노니아

134 (주)착한세상

113 비젠테크협동조합

134 천연향기

113 사단법인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135 (주)천우굿프랜즈

114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135 (주)카이정물산

114 (주)사랑방

136 캣냥닷컴

115 사회복지법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사업단 136 크린마커
해내기보호작업장

137 파주녹색농업사회적협동조합

115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137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116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

138 피엔티

116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

138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117 새터애협동조합

139 (주)한지문화

117 (주)샤인리테일

139 함께누리

118 서울특별시립 그린내

140 행복을파는장사꾼

118 (주)송지

140 (주)행복큐산업

119 스토어36.5노원점
119 (재)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
120 아름다운창 주식회사
120 아이유베베 협동조합

시설·관리

121 아이한코

142 (주)금빛가람 종합개발

121 엘이디응용기기(협)

142 (주)깔끄미

122 (주)업드림코리아

143 (사)꿈드래장애인협회

122 영농법인 해금강동백보존회

143 나모사회적협동조합

123 예림일터

144 도시마을협동조합

123 예지랑

144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

124 예진원

145 미래&나래

124 (주)오엠인터랙티브

145 (주)블루인더스

125 오티스타

146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주)수풀지기

125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146 (주)세림비엠씨

126 우리상포장례협동조합

147 (주)썬바라

126 유한엠케이(주)

147 (주)어반소사이어티

127 유한회사 자연향

148 에버클린

127 인사동비숍

148 (주)원포인트듀오

128 (주)자연과생활

149 (주)월드브릿지익스프레스

128 (사)장애인고용진흥회

149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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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주)인스케어코어

172 (주)물빛마을

150 일촌나눔하우징(주)

172 바다의향기

151 정담그린환경

173 배고픈사자협동조합

151 주식회사 새암

173 베어베터

152 주식회사 클린씨

174 복지유니온

152 (주)착한엄마

174 사랑의일터

153 페어스페이스

175 사임당푸드(영)

153 (주)푸른환경코리아

175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154 하얀나라 1호점

176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154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176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155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177 삼성떡프린스

155 희망하우징

177 새마을지도자신길5동협의회
178 새만금유기농꾸지뽕 농업회사법인(유)
178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식품

179 서울더조하협동조합

158 가평운악산잣협동조합

180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158 공정무역마을공동체협동조합

180 소로시 sorosi

159 관악시니어클럽

181 소백산영농조합법인

159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181 신우푸디스(주)

160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182 신중부시장 협동조합(따로또가치)

160 (주)경주제과

182 씨에스씨푸드주식회사

161 (주)기장사람들

183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161 (유)나눔마켓러브레드

183 (재)아름다운커피

162 (유)나눔푸드제2공장

184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162 나무를심은사람(주) 농업회사법인

184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163 녹색드림협동조합

185 (주)아주 건강한 속삭임

163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주)

185 언니네텃밭

164 농업회사법인 순천만누룽지 주식회사

186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16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싸주아리

186 (주)에치엘에스

165 농업회사법인 행복한사과

187 (주)연금술사

165 (유)다솜도시락

187 연우와함께

166 대구드림텍

188 (주)예주식품

166 더불어삶사회적협동조합

188 오늘담은과일

167 (주)도농살림

189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167 동그라미플러스

189 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

168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

190 유기농비건

168 둘러앉은밥상

190 이풀약초협동조합

169 (주)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191 자리(주)

169 (주)떡찌니

191 잔다리마을공동체

170 (주)맛들식품

192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건강대첩

170 맛조아베이커리

192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171 멸치협동조합

193 재단법인 행복한나눔

171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애

193 (주)정민서농업회사법인

179 서천시장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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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주식회사 리디브

215 동대문착한단체복협동조합

194 주식회사 어스맨

216 동아무역

195 주식회사 이든밥상

216 디제노협동조합

195 주식회사 친환경식품

217 마가리트

196 주식회사 커피창고

217 (주)마인드디자인

196 주식회사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218 메봐닷컴

197 (주)지디에코텍

218 베베원

197 (주)착한사람들

219 (주)새벽

198 천년누리

219 세종바이오텍

198 (주)카페티모르

220 세진플러스

199 (주)커피지아

220 (주)신호에이피엘

199 트립티

221 아름다운손

200 한국커피협동조합

221 아시안허브

200 합명회사 참좋은식품

222 (주)아토큐앤에이

201 행복플러스

222 에쉬

201 행복한유통협동조합

223 에코파티메아리

202 (주)현대에프앤비

223 여연(YEOYEON)

202 협동조합 농부장터

224 오르그닷

203 협동조합 집밥셰프

224 주식회사 위메이크티

203 협동조합 행복한밥상

225 주식회사 지아이엘에스

204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225 자연스레

204 (주)히든앤코

226 패션공예산업협동조합

205 희망카페 사회적협동조합

226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227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227 한국제화협동조합

원예·환경

228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208 (주)가든프로젝트

229 협동조합 감좋은공방

208 (유)그린에버

229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209 (주)비비컴퍼니

230 힐링필링협동조합

228 핸즈플러스 협동조합

209 서울화훼협동조합
210 (주)우리애그린
210 주식회사 에코십일
211 (주)이엠그린

의료·돌봄

211 협동조합 온리

232 (주)리베라빗

212 (주)화유플라워앤원예치료센터

232 사회적협동조합 강북행복한돌봄

212 (주)희망을심는나무

233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33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234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패션뷰티
214 그림타이
214 (주)나그네다문화센터
215 (주)동구밭

234 (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235 주식회사 윤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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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누리란?

“함께누리”는 서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개척·홍보·이미지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 조합,
자활기업을 말하며 “함께누리”는 유통·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업유형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전국(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02-6357-3896
hknuri@hknuri.co.kr
www.hkn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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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누리”
“함께누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개척 홍보·이미지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WWW.HKNURI.CO.KR
■ 입점업체 유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마을기업

친환경인증

공정무역

자활기업

■ 공공기관 혜택
공공기관
방문 교육 지원

자치구
구매담당자 대상
이용설명회 지원

자치구 소재
사회적기업
교육 지원

비교 견적서
제공

공공기관
방문 교육 지원

대량구매 및
서비스 용역에
대한 견적 제공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
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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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누리몰
이용하기

착한소비를 시작해보고 싶다면? 이제부터 함께누리몰 이용해보세요

이용방법
● 회원가입
회원은 개인/기업, 시설, 단체/공공기관 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해당되는 그룹으로 꼭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 위탁업체인 경우 투자 출연기관을 필수로 체크!
소속/자치구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실적구분을 위해 공공기관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필수!
“기본정보”, 담당자 정보“ 등 정보를 입력하세요.
＊표시는 필수 값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주세요.

꼭 알아두기!
●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인 경우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확인해주세요.(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의 ‘마이페이지’ 메뉴 →
‘나의 정보’의 ‘개인정보관리/수정’에서 정보변경 후 상품을 구매해 주세요)
● 결제수단
1. 신용카드＆신용카드 ISP
3. ARS(신용카드)
5. 방문결제

2. 무통장입금(신한은행, 100-031-304663)
4. 후청구(신용카드)＆후청구(신용카드ISP)

구매증빙서류 온라인 출력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상세정보 페이지
하단에 출력 가능합니다.

주문상품 견적서 바로 출력
① 본견적서 : 상품가격 그대로의 견적서가 필요한 경우
(장바구니에서도 출력 가능)
② 비교견적서(타견적서)
주문시 비교견적서 요청에 체크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
③ “견적요청” 상품 견적 신청하기

	“견적요청” 상품의 경우 “견적요청” 기능을 통해 견적을
신청
	판매자가 검토 후 금액 입력 “마이페이지”“견적요청관리”에서 확인
④ 대량 구매 견적서
	대량 구매하고자 할 경우, 상품 수량 및 요청 사항을 작성
후 견적 신청

구매실적 증명 서비스
● 온라인 주문 : 함께누리 이메일 문의(hknuri@hknuri.co.kr)
전화문의(02-6357-3896)
● 오프라인 주문
	허용범위
①물
 품이 아닌 “용역”만 인정(물품인 경우 약 300만원
이상일 때 매번 협의 후 실적인정)
② 함께누리몰을 통한 사전견적 진행시 실적 인정

- 증빙서류 :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제 출 처 : 함께누리 이메일(hknuri@hknuri.co.kr)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인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해당 업체’에서 등록진행
등록날짜 : 주문월 익월
(ex : 19년 8월 주문 → 19년 9월 등록)
※ 업체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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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FAQ
공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실적반영이 가능한가요?
함께누리는 개인, 기업/시설/단체, 공공기관 회원 3가지 구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시 꼭 공공기관 회
원으로 해주셔야 구매건에 대해 실적이 집계됩니다.
비교견적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문하기 페이지 하단에 “결제정보” 항목의 비교견적요청 여부에 대해 묻는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비교견적서를 제공해드립니다. 확인은 마이페이지 → 구매정보의 해당 주문 상세페이지에서 다운받
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누리 결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제수단은 현재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ISP 인증 또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 2. ARS(신용카드)
3. 무통장입금
4. 후청구 신용카드(ISP 인증 또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
5. 방
 문결제 카드 현장결제 : 주문일로 부터 4~5일 후 함께누리 방문결제 사원이 연락을 드린 다음, 현장 카드결제
배송먼저 받고 결제는 나중에 하고 싶어요.
후청구 신용카드 또는 방문결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봉투 같은 상품에 인쇄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주문해야 하나요?
원하시는 관련 상품을 우선 주문합니다. 그후 hknuri@hknuri.co.kr 메일로 원하시는 문안 등을 보내주시면 담
당자가 확인 후 해당 업체에 문의 및 진행 요청을 하게 되며 실제 인쇄 전, 시안을 받아 수정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직접거래(용역 또는 물품) 한 수기실적 등록 요청의 경우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우선 함께누리 입점기업과의 거래만 등록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 : 2019년 직거래 등록 요청 시 2020년 2월까지만 등록 가능 함.
찾아가는 설명회는 무엇인가요?
찾아가는 설명회는 공공구매시 함께누리 사용 등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청 시 담당 직원이 협의된 일자에 방
문하여 함께누리를 소개, 이용방법 등을 설명드리는 업무입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님께서는 고려해주세요.
1. 우리 자치구의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위해 함께누리 설명회를 가지고 싶은 경우
2. 우리 자치구 내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함께누리 입점을 안내하고 싶은 경우
3. 우리 자치구 내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누리 입점을 원하여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경우
(미팅 형식)

함께누리 고객센터 (평일 09:30~17:30 / 점심시간 12:00~13:00)
●전 화 : 02-6357-3896

●이메일 : hknuri@hknuri.co.kr

✽ 함께누리 주문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전화주문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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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쇼핑몰”
www.hknuri.co.kr

입점
신청대상
및 조건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 제품 및 서비
스를 직접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주문 및 배송처리를 포함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회적경제기업

함께누리(www.hknuri.co.kr)에서 온라인 입점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입점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 통장사본
- 해당기업만 제출 : 통신판매/공장등록, 중증시설 지정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각종 인증서 등
※ 각 제품군별 필수인증서는 반드시 첨부(예/식품군-식품판매허가 등)
■ 기타 전화문의 : 02-6357-3896

입점혜택

■ 입점수수료 면제 (지방기업의 경우 판매수수료 5%)
■ 공공구매 영업
■ 온·오프라인 마케팅
■ 정산 및 CS 관리 대행
■ 무료 카탈로그 제작 및 상품 사진촬영 지원
■ 운영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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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란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지 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한다.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
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개념인 것 같지만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
업,마을기업 등 한번쯤 들어봤던 활동 등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오늘날 고용문제의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다른 사회서비스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
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
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의의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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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의 집합

사회적기업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자활기업
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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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 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영역

■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
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의종류
-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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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획대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
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 수도 증가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
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
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
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관에 합산

■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 : 1800-2012) 및 관할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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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화 욕구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7대원칙
협동조합의 7대 원칙 발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직·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원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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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STEP 01

발기인모집

※ 정관 필수기재사항(정관작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STEP 02
01

발기인모집
정관
작성

STEP 03

설립 동의자 모집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
 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
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STEP 04

STEP 05

(조합원명칭,
(목적,
자격을
구역갖춘
등 포함)
5인 이상)

창립총회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
1/3이상 찬성)

설립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STEP 06

사무인수인계

STEP 07

출납금 납입

STEP 08

설립등기

STEP 09

협동조합

(발기인 → 이사장)

(조합원 → 이사장)

(관할 등기소)

(법인격부여)

※ 필수 제출 서류 (설립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2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
-이
 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
 자 1좌당(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
 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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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
정적 소득 및 알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
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3대 특성
▶ 필연성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룸
▶ 자립성 :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성 :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함

마을기업의 유형
목적과 수단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음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활성화사업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공공부분위탁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함께누리

마을기업 지정사업
- 주민의 필요에 의한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
- 지속적 자립 경영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
-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마을기업 심사기준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정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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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형태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성
지역주민 5인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함
※ 이때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자가 ‘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
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주민을 고용
- 수입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의 공공성
- 지역사회(마을)문제 해결 및 마을복지 개선에 이바지
- 현행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수익원 필요

마을기업 선정 절차
▶ 신청방법 : 연초에 시·군·구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
마을주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중간지원 기관 교육
시군구에서 1차 심사하여 추천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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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
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경제 확신
•사회적경제발굴육성
•교육사업
•현장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홍보 및 지원연계

자활근로

•사회적경제 형황 조사
•모범사례발굴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자활기업의 종류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사업의 종류와 기준
자활사업종류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보건
복지부
자활
사업  

자활
근로

실시기관구분

기준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
한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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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내용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자활기업의설립/ 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인증
■ 인증절차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
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이상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
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관련서류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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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누리 인기상품

1

2
복사용지

3

사무용품

4
식품(도시락)

5

인쇄/판촉물

6
교육/공연/행사

7

용역(청소/시설관리/돌봄)

8
생활용품

9

특별주문

10
화장지/종이컵류

가구/사무집기

도서·교육·공연
026 국악나루(문화예술협동조합)

040 아하!열린교육센터

055 주식회사팀즈아이앤씨

026 극단 날으는자동차

041 (주)알로하아이디어스

055 (주)하나리더투어

027 극단아리랑

041 주식회사 암흑

056 사단법인 하늘에

027 (주)꿈이있는여행

042 에듀머니

056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028 (주)놀이나무

042 에듀케스트라

057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8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043 (주)엔비전스

057 주식회사 한누리

029 (주)눈썰미아트앤디자인

043 열린문화공동체 딱

058 협동조합 은빛기획

029 다가치포럼 협동조합

044 열린아트

030 도서출판 점자

044 (주)영재오

030 (주)도토리문화학교

045 영화제작소 눈

031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045 (주)오티비크리에이티브

031 (주)마을아카이브

046 (주)온디자인

032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046 우리마을미디어협동조합

032 문화예술 NGO 예술과시민사회

047 위누

033 문화예술협동조합 아트컴퍼니 길

047 (주)위드네이버

033 (주)바른참

048 (주)위시루프컴퍼니

034 빅이슈코리아

048 (주)유유자적살롱

034 사진영상디자인협동조합

049 (사)정가악회

035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049 (주)지혜의밭

035 (주)샐러드

050 (주)착한여행

036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050 (주)참이엔씨

036 (주)세상에없는여행

051 (주)창작마을

037 사단법인 솔아

051 청년협동조합 몽땅

037 스쿨프린팅그룹주식회사

052 (주)책농장

038 주식회사 스토리메이커

052 컬처앤유

038 주식회사 스튜디오뮤지컬

053 (주)케이앤아츠

039 스포츠앤라이프협동조합

053 쿠피협동조합

039 (주)스프링샤인

054 큐브문화이벤트협동조합

040 (주)아임우드

054 트래블러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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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예술가가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국악나루(문화예술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사람과 문화 소통하는 공간 “국악나루”
답답한 무대를 뒤로 하고 넓은 마당에서 펼쳐는 젊은 국악인들의 신명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삶의 무대이고, 그 무대가 바로 우리의 삶터이다!

대 표 자 김광수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16길 3

전화번호 02-470-7147
홈페이지 cafe.naver.com/gugaknaroo
이 메 일 kukaknaru@naver.com

전통문화 체험놀이 창작놀이극
견적요청

크리스마스 공연
견적요청

사물놀이 공연
견적요청

Change your life & Change our culture

극단 날으는자동차
「극단 날으는자동차」는 2005년 ‘신나는 하루를 선물하자’는 모토 아래 창단되어, 어린
이로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배우가 되어 직접 무대에 서는 ‘생애 첫 무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참여형 시민 극단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우승주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22길 28
신일빌딩 2층
전화번호 02-764-8092
홈페이지 www.nalja.net
이 메 일 musical_nalja@naver.com

단원 수시 모집
별도문의

초청공연
4,000,000원(협의가능)

기업 맞춤형 교육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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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교육·공연

따뜻한 웃음과 눈물이 있는

극단아리랑
1986년 창단된 극단아리랑은 전통 연희의 현대적 재창조를 가치로 건강하고 개성있는
작품들을 공연하는 단체입니다. 항상 젊은 사고로 우리식의 연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창단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창작극을 제작·공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수진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14

전화번호 02-741-5332
홈페이지 www.arirangv.co.kr
명랑시골로맨스 동백꽃 short ver (30분) / full ver (70분)
3,000,000원 / 4,500,000원

이 메 일 arirangv@hanmail.net

꽃보다협동조합 (60분)
5,000,000원

여행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주)꿈이있는여행
‘꿈이있는여행”은 국내외 기업연수, 출장, 및 워크숍 등 맞춤연수에서 정책연수까지 역
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권 자체발권(BSP)이 가능하며, 수익의 일부를 취약
계층의 국내외 여행 및 청소년 진로교육에 환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한성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36길
22 수부빌딩 402호
전화번호 02-558-8747
홈페이지 www.kkumtour.com
이 메 일 jang@kkumtour.com

기업 출장 항공권
견적 요청

기업 연수
견적 요청

진로 교육 프로그램
견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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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따뜻한 리더를 키우는 기업

주식회사 놀이나무
(주)놀이나무는 2015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교육사회적기업이며 아이가 행복
한 자기주도교육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자합니다. 자체 전문연구진과 전문 강사
진이 모여 연구하며, 스마트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온라인 비대면교육과 배송전용 교육키트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박물관 및 전시관별 맞춤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교구재 개발 등의 교육사업은 매
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행복한 자기주도학습법을 강의
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대 표 자 이원영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0라길15
2층 놀이나무
전화번호 02-943-4433
홈페이지 www.norinamoo.com
이 메 일 ceo@norinamoo.com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거북선 특급대작전
4,950원

조선시대입체의궤
8,550원

누구나 ‘Artist’가 되는 마을 ‘마을 연예 기획사’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창작활
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
고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예술교육(청소년, 취약계층 대상 음악창작, 악기, 공연체험 교
육)과 예술계획(마을축제, 콘서트 기획 및 운영/아마추어예술동호회 육성), 홍보/컨텐츠
제작(음반, 비디오, 홈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남일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78
난향꿈둥지 4층
전화번호 070-4633-0433
홈페이지 www.facebook.com/noljaentertainment
이 메 일 noljaent@noljaent.com

우쿠렐레DIY
35,000원(부가세포함)

카혼DIY
65,000원(부가세포함)

지역(마을) 행사 기획 및 운영/행사 물품 대여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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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주)눈썰미아트앤디자인
주식회사 눈썰미 아트앤 디자인은 실내 인테리어벽화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예
술을 통해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진오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133-5번지
502호

전화번호 010-2246-3530
이 메 일 noonssm@naver.com

기업 csr 공공예술 사업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인테리어벽화

중장년층을 위한 미래전략 파트너 “강의 전문기업”

다가치포럼 협동조합
100세시대를 맞이하면서 퇴직 후 30~40년을 더 활동해야 하는 퇴직 전·후의 직장인
에게 미래의 변화의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다가치포럼은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연전문기업으로 급변하
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자기만의 퍼스널브랜딩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상
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
무원 퇴직자예정자를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대 표 자 이순재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 1층
전화번호 02-3674-7722
홈페이지 www.dagachi.org
이 메 일 lsj2025@hanmail.net

미래설계
맞춤형 가격

미래설계
맞춤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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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람에게 자유로운 독서문화를 제공하는

도서출판 점자
도서출판 점자는 독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알 권리, 읽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
애인의 문화복지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출판인쇄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독서 문화를 제공하고자 ‘Barrier
Free’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대체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사회의 인식개선을 이끌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육근해
주
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25-11
명일메가타운 303호
전화번호 02-3426-7512
홈페이지 www.kbraille.com
이 메 일 kbraille@naver.com

점.묵자 네임택 스티커
5,000원

TADOT 욕실 공병
4,500원

점자명함(UV)
33,000원

역사문화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주)도토리문화학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동참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역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소신으로, 역사문화에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강희정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52길
91-35 201호
전화번호 02-6326-6769
홈페이지 http://www.dotoriartn.com
이 메 일 dotoriartn_info@naver.com

걸어서 한국사
견적요청

마을기록학교
견적요청

우리미술산책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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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삶의 기반조성을 유도합니다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삶의 기반조성을 유도
하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
성하고자 노력합니다.
- 청소년 교육사업, 성인 교육사업, 인재양성 사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동옥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68
오류행복주택 101동 100호

전화번호 02-2068-1388
이 메 일 yebang1004@naver.com

예방교육 견적필요

동북4구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마을관찰 탐방프로그램

(주)마을아카이브
지역자원의 개발과 마을여행에 뜻이 있는 지역주민 3명의 의기투합하여 마을여행을 비
즈니스 모델로 2018년 (주)마을아카이브를 창업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
유라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북4구지역
을 기반으로 자원들의 개발과 지역 해설사의 양성 및 마을여행의 플랫폼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유환주
주

소 서울 도봉 노해로 279-5

전화번호 02-992-1179
홈페이지 www.urbantrip.co.kr
이 메 일 funhistory@naver.com

방학동 한글문화거리
견적요청

경춘선의 추억
200,000원

성북 서울의 달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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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친구 더베프’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1997년 5월 30일 창립된 문화예술교육 더베프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제46호), 전문
예술단체(제27호)이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제2011-117호),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
기업(제2018-04호)으로서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부터 어르
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등한 문화수혜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미희
주
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207
태정빌딩 2층
전화번호 02-2234-4032
홈페이지 www.thebefu.org
이 메 일 thebefu1997@gmail.com

드라마텐트
견적요청

어린이체험연극 <할망>
견적요청

넌버벌 가족인형극 <나무와 아이>
견적요청

재미있고, 창의적이며, 우열의 비교 없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문화예술 NGO 예술과시민사회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감수성 사이에서 예술의 진정한 ‘공공성‘에 관해 고민하
며, 미술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예술가들의 사회적기업입니다. 통섭교육연구소
‘조슈아나무’를 설립하여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실현하는 ‘미래형
창의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슈아나무는 학습자가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하
고, 예술작업을 통해 깊은 몰입을 경험하며 친구들과 협업하며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수혜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상세한 학습지도안과
PPT, 영상자료, 교재 및 교구재를 개발, 공급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오상길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미래청, 413호
전화번호 02-549-1887
홈페이지 www.joshuatree.co.kr / www.artnsociety.net
이 메 일 manager@joshuatree.co.kr

학습형 보드게임 메트로폴리탄
43,000원

드림하우스 ver.7
8,900원(10개 세트 이상 포장 배송)

아름다운 잠수함 만들기 <해저 2만리>
21,000원 (10개 세트 이상 포장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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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해 향기나는 세상

문화예술협동조합 아트컴퍼니 길
아트 컴퍼니 길은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등 공연 창작 활동과 축제기획, 지역 문화행사
기획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생활 속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연과 문화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사
랑이 있는 문화를 만들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보
이는 아트컴퍼니 길입니다.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다
양한 축제들을 기획, 개최하여 지역과 밀접한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모습 역시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연경진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메가스터디타워 2층
전화번호 02-6408-0501
홈페이지 www.facebook.com/artcompanygil
이 메 일 companygil@naver.com

마을(지역)축제
견적요청

연극 기억의 체온
견적요청

연극콘서트 낭독과 연극사이 안톤체홉 청혼
견적요청

바른 식습관, 참 즐거움

(주)바른참
바른참은 바른 식습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먹거리 관련 문
화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맛있게 먹는 법을 연구하고, 먹
는 즐거움을 알리는 건강한 식문화 연구소입니다. 음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
역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문화 생활” 을 추구합니다. 전통시장,
텃밭, 농부장터, 공유부엌등 지역자원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마을안의 건
강한 식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안선영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층
전화번호 02-497-1577
홈페이지 www.baruncharm.com
이 메 일 baruncharm@naver.com

전통시장 프로그램 및 행사
견적요청

어린이 식습관 프로그램
견적요청

도시락 및 케이터링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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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코리아 :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빅이슈코리아
빅이슈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일거리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
적으로 돕고, 지역사회에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인간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서정화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13
전화번호 02-2069-1125
홈페이지 https://bigissue.kr/
이 메 일 info@bigissue.kr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 스마트폰 스트랩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 스마트폰 그립톡 홈리스의 자립을 돕는 95g 초경량 우산 ‘비잇슈’
8,000원
12,000원
25,000원

선택하는 순간 최상의 파트너와 합께 합니다

사진영상디자인협동조합
사진영상디자인 협동조합은 사진,영상,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사진, 영상, 디자인을 원스탑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종합 시스템 개
설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고 퀄리티의 사진/ 영상/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대 표 자 김정연
주
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전화번호 02-3444-9904
이 메 일 jyeon55@naver.com

사진
견적문의

영상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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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
지수준의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연대와 협동
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
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
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승오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236
(신림동) 3층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000원

전화번호 02-6713-7500
이 메 일 gase@gase.kr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다

(주)샐러드
다국적 이주민으로 구성된 극단 (주)샐러드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
넘는 소통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2009년 창단해 운영해오
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샐러드는 현재까지 총 4년에 걸쳐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
단체로 선정되어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교육시설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경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57-4 201호
전화번호 02-2254-0517
홈페이지 www.salad.or.kr
이 메 일 saladboom@hanmail.net

란의 일기 개정판
4,500,000원

서렁거스훙
3,500,000원

교육연극+다문화체험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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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한 소통으로 정서함양 제공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는 2008년도에 창단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높
은 수준의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쉽고 즐겁게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사회환원사업으로 음악회 객석의 30%를 문화적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있으며, 보
건복지부의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콩쿨, 주니어서울오케스트라, 서울패밀리합
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희준
주

소 서초구 효령로49길 33, 대성빌딩 B1

전화번호 02-588-0974
홈페이지 www.seoulorchestra.co.kr
공연
가격 협의

이 메 일 seoulorchestra@daum.net

공연
가격 협의

공연
가격 협의

당신의 행복이 여행지의 행복이 되는 가치 여행

세상에없는여행
여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회적기업 탐방 연수, 해외 봉사활동, 친환
경 전문 여행사입니다. 우리만 떠나는 소규모 단독 패키지, 더불어 함께 떠나는 단체
패키지 모두 가능하여 B2C 공정여행사중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많은 해외 송출 인원
을 자랑합니다. 현지에 행복을 나누고 싶은 여행자를 위해 가치 있는 여행을 만듭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정식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가 25
하나로빌딩 810호
전화번호 02-737-3300
홈페이지 www.onlytour.co.kr
이 메 일 onlytour@onlytour.co.kr

캄보디아 프놈펜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해외연수
별도 견적

이탈리아 협동조합 투어
별도 견적

※ 여행상품 특성 상 일자별, 인원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 여봉투어
(여행+봉사활동)
별도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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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사단법인 솔아
공익법인단체이며 2011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단법인 솔아 서도산
타령 보존회는 약 150명의 회원과 10명 이상의 전문 예술 음악인 상근 근로자들이 모
여 전통음악을 통하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행복한세상·함께 나누는 세상을 만
들기에 앞장서는 전문 예술 운영·기획 단체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전미경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3
809호
전화번호 02-2612-6300
홈페이지 www.solaseodo.com
이 메 일 iiiqueen@hanmail.net

솔아서도 열쇠고리 - 북,장구
1,500원

국악공연-이동무대차량
견적요청

국악공연-전통음악
견적요청

고품격 디자인과 적정한 가격, 정확한 납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식회사
스쿨프린팅그룹(주)는 2012년 6월 정직한 경영 및 사회적 기여(Social mission)를 경영
이념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주 업무는 관공서, 정부, 학교 등의 홍보물, 교재 등을 기획,
디자인, 인쇄, 홍보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당사는 사회적 기업의 Social mission을 충
실히 이행하는 사회적기업의 롤 모델 되고자하며, 디자인·기획·인쇄 등 종합 홍보
회사로서 고객감동 실천을 기반으로 업계 Leading company로 성장함이 목표입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대 표 자 김호현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3
일흥빌딩 7층 702호
전화번호 02-2285-3366
홈페이지 http://schoolpt.co.kr
이 메 일 schoolpt@hanmail.net

홍보인쇄물(브로슈어, 리플렛, 달력 등)
견적문의

교재, 보고서, 소식지 등
견적문의

학교인쇄물(학사달력, 플래너, 브로슈어 등)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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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키즈를 위한 감성적 상호작용, 앞선 감각의 스토리텔링 전문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스토리메이커
(주)스토리메이커는 스마트시대의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어울리는 감성적 상호작용 중
심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기획하고, 에듀테인먼트 제품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전문회사
입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고자 하는 철
학을 담은 storybloom은 스토리를 통한 풍부한 상상력, 건강한 정서와 깊은 생각을 통
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 스토리북/보드게임 개발·제작(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2019년)
- 문화체육부장관상 착한게임 부문 수상(‘누구지?’ - 2016년 / ‘동시팝’ - 2018년)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미옥
주
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A동108호
전화번호 070-4148-3858
홈페이지 www.story-maker.co.kr
이 메 일 sales.storymaker@gmail.com

동시팝 스토리창작 보드게임
37,000원

돼지김밥 편식예방 보드게임
37,000원

누구지 감성교감 보드게임
29,000원

장벽 없는 공연! 교육!! 문화!!!

주식회사 스튜디오뮤지컬
(주)스튜디오뮤지컬은 장애 유형별 맞춤공연을 만들며,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식 개
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기획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리며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애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행복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섭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들리
는 시니어 대상 공연 ‘아빠가 사라졌다!’, 참여대상 맞춤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함양과 소통을 지향하는 연극
교실과 교양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고은령
서울시 마포구 광성로 6길 34, 지층(신수동)
02-6052-3334
www.studiomusical.co.kr
studiomusical.org
이 메 일 studiomusical333@gmail.com

뮤지컬 ‘아빠가 사라졌다’
200~300만원

장애인식개선공연·체험·강의
견적요청

연극교실 / 교양강좌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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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가 최고의 복지다

스포츠앤라이프 협동조합
체육시설업 운영자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체육시설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교육, 홍보, 인재육성, 사회기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복지다!’라
는 캠페인으로 스포츠 관련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자 합니다. 체육시
설업, 스포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 장치,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N
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스포츠인이 검증하여 믿을 수 있는 농수산, 건강식품을 선
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정경진
주
소 서울 송파구 문정로 246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2-10
전화번호 070-4709-7600
홈페이지 www.snlcoop.com
이 메 일 snlcoop@naver.com

사무실 재활운동교육
견적 요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견적 요청

당조고추 진액 1포(100m)×30봉
95,000원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있게!

(주)스프링샤인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인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을 깨는 방법을 재미있고 가치있게 전달하는 ‘소셜아트플랫폼’입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가 직업적 지위를 갖고 창작 기회를 누리는 예술 놀이터로써, 일상
생활 속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알려 발달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
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종수
주

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전화번호 02-355-3324
홈페이지 https://springshine.co.kr
이 메 일 hello@springshine.co.kr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티셔츠,후드,에코백) 비대면 도자기 키트 만들기+교육영상
23,000원 부터
가격 협의

친환경 머그컵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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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 장인 심상무대표의 다 년간의 목공교육 경험과 커리큘럼으로 목공기초, 고급, 자격증 및 향후 직업과 창업관련 특별한 목공교육을 실시함

(주)아임우드
아임우드는 목공예의 전통계승과 연구.발전을 목표로 정기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함으
로써 목공예 발전에 기여하고, 목공예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다양한 교육과 체험
을 통해 일반인들의 목공예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며 목공예 대중화를 목적으로 함.

대 표 자 심상무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207호
새한벤처월드
전화번호 02-805-7244
홈페이지 www.imwood.net
blog.naver.com/im_wood
이 메 일 im_wood@naver.com

원목독서대(400×300×40)
300,000원

차량펜던트(40×12×40~65)
35,000원

목공교육(가구제작, 목공예) 체험 및 교육
상시 출장 가능, 상담

인성, 감성, 창의를 키우는 체험학습 놀이터

아하! 열린교육센터
아하열린교육센터는 인성, 감성, 창의를 추구하는 역사, 문화, 사회, 진로체험교육을 전
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
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자극하여 융복합적 창의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경영
주
소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21길25
신도림우성3차아파트상가 3층
전화번호 02-865-2587
홈페이지 www.ahaclass.co.kr
이 메 일 ahaclass@hanmail.net

또래팀체험 - 상담협의
(역사또래, 과학생태또래, 교과또래,진로또래)

학교단체 체험 - 상담협의
(우리고장탐방, 서울탐방, 수학여행)

역사 팝업 북 시리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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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FROM THE LEAST”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최선

(주)알로하아이디어스
ALOHA IDEAS는 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 만들어져 ‘작은 관심에서 시
작되는 최선’이라는 슬로건으로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시도하는 소셜 벤쳐입니다. 기술은 허영심을 충족시키기보다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
품개발의 시작으로 독서 취약가정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 ‘담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대 표 자 김지영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신정동 해누리타운 8층
전화번호 02-1544-4705
홈페이지 www.alohaideas.com
이 메 일 lolojin@alohaideas.com

담뿍 / Tombook
120,000원

눈이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주식회사 암흑
(주)암흑Amheuk 눈탱이감탱이 암흑카페는 사회적기업으로 암흑 속에서 음식을 먹으
면서 후각과 미각을, 탁구를 치면서는 청각을, 보드게임을 하면서는 촉각을 느끼며 시
각이 단절된 곳에서 건강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 후 장애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
로 지정받고 집체(집합교육)와 체험교육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성정규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길 26,
준빌딩 8층
전화번호 02-3144-3760
홈페이지 www.noongam.co.kr
이 메 일 noongam7@naver.com

차보(차와 보드게임)
75분간 체험 이용
1인 20,000원

식보세트(식사와 음료 보드게임 세트)
75분간 체험 이용
1인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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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금융, 경제환경속의 인문학적 자기성찰

에듀머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
다. 밥벌이의 공포에서 벗어나 삶을 중심에 놓고 돈을 통제하는 사람 중심의 가정경제
를 지향합니다. 재무상담, 경제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제윤경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0-8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전화번호 02-775-7670
홈페이지 www.edu-money.co.kr
이 메 일 edu775@hanmail.net

에듀머니 이러닝 수강권
5,000원

보험다이어트 강의
견적요청

통합 재무 상담
견적문의

음악이 힘이다!

에듀케스트라
에듀케스트라는 창의적인 음악교육과 퓨전 앙상블 공연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끌어내
도록 돕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입니다. 교육과 공연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문
제(취약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계 일자리창출)를 음악적 컨텐츠로 해결함으로써 건강
한 사람들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에듀케스트라의 비전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신상훈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본관 309호
전화번호 070-8612-3342
홈페이지 www.educhestra.com
이 메 일 educhestra@gmail.com

놀이터에서 만난 악기체험(음악극)
2,000,000원

클래식악기와 국악기의 퓨전 앙상블
1,500,000원

한달만에 악기 마스터하기(교육)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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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엔비전스
(주)엔비전스는 사회적기업(2010년 고용노동부 인증) 및 우수사회적기업(2011년 서울시
선정)으로서 ‘어둠속의대화 (DIALOGUE IN THE DARK)’ 한국 상설 전시를 주관하고 있
는 전문 기획회사입니다. ‘어둠속의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국 160여개 지역에서 1,200만명 이상이 경험한 국제적인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100% 완전한 어둠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수
많은 시도와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전시와 퍼포먼스가 접목된 ‘Exhi-Performance’라는
신개념 종합예술로 진화한 일종의 참여형 체험전시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송영희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1(가회동)

전화번호 02-313-9977
홈페이지 www.dialogueinthedark.co.kr
이 메 일 didkorea@nvisions.co.kr

책갈피 (블랙/실버 유광) 90×50mm
7,000원

에코백 390×340mm
12,000원

머그컵(블랙/화이트)
15,000원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열린문화공동체 딱

열린문화공동체 딱
사회적기업 열린문화공동체딱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꿈터를 함께 운영하며 성물 브랜드
스텔라오르골을 론칭하고 다양한 교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작한 교구 판매 수익
금을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캐릭터를 기반으로 연령대에 맞는 수준
별 교구 제작과 함께 다양한 체험형 친환경 생활용품 키트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교육은 물론 생태, 환경, 안전, 질서, 성교육 등 미술체험 요소
를 활용한 생활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갑니다. 열린문화공동체딱은 공동체를 풍요롭
게 만드는 삶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는 교구 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희동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로 27번
길 28(민락동)
전화번호 051-626-2728
홈페이지 www.스텔라오르골.com / www.ddak.or.kr
이 메 일 revolej@naver.com

성물교재교구 샘플체험키트
1.0,000/20,000/30,000원

천연 염색 손수건 체험키트
9,000원

양모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키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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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다

열린아트
열린아트는 디자인/인쇄/서적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십년.디자인 한길로 걸어
온 디자인 쟁이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디자인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입니다. 고객이 상
상하는 이미지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 열린아트가 하는 일입니다.

대 표 자 김미희
주

소 서울시중구 필동3가 28-1
서울케피탈빌딩 607호

전화번호 02-2269-8167
이 메 일 openart7@hanmail.net

견적요청

견적요청

견적요청

평범한 우리아이의 숨겨진 영재성을 찾아낸다!!

(주)영재오
국내 최초 방과후 유아 프로그램 프렌차이즈를 개발한, 영재들의 오후학교를 운영하고
(주)영재오는 유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
키워나가는 성장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 표 자 임미정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역삼동 유니온센터오피스텔)
전화번호 02-1644-1517
홈페이지 영재오.com
이 메 일 ojo1517@naver.com

SC한글 병아리,초보,1,2,3,4,5
20,000원

SC칠교 A,B,C/D 세트
40,000/56,000원

SC미로 A,B/C,D
40,000/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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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다양한 영상문화를 틔우는 새싹의 눈이 되겠습니다

영화제작소 눈
영화제작소 눈은 ‘영화·영상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일거리를 연결하고, 공정
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창의성에 중점을 둔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영화·영상 교육 회사이자,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동시대가 호흡할 수 있
는 영화·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제작회사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강경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영등포역고가로 79 하자센터 304호
전화번호 070-4268-9964
홈페이지 filmfactorynun.tistory.com
이 메 일 nun@nu-n .co.kr

영화영상제작교육
견적요청

행사영상기록
견적요청

행사현장(생)중계
견적요청

모두가 개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하길 희망합니다

(주)오티비크리에이티브
(주)오티비크리에이티브는 경제력·경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일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가치 있는 일자리와 일문화를 기획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근준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6층
(성동상생도시센터)
전화번호 02-423-7088
홈페이지 www.otbc.co.kr
이 메 일 gjchoi@otbc.co.kr

행사기획 및 대행
견적요청

케이터링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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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자인은 디자인과 웹기술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주)온디자인
온디자인은 비쥬얼로 메세지와 감정을 공유하는 시대에 Visual Communicator로서, 체
계적인 레이아웃과 창의적이고 디테일한 디자인, 문화적인 소통이 실현 가능한 편집디
자인과 온라인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온디자인은 오프라인 브로셔, 리플릿, 카탈로그, CI,BI, 사보, 소식지 등 광고·편집 인쇄
물과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웹 제작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서비스 전문회
사로 기획부터 결과물 배송까지 원스톱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디자인은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인정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대 표 자 천미애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98 영건센스빌 303호
전화번호 031-701-0439
홈페이지 www.on-design.co.kr
이 메 일 help@on-design.co.kr

브로슈어, 리플릿, 카탈로그
견적요청

사보, 소식지, CI, 명함
견적요청

웹, 앱, 모바일
견적요청

공감하는 영상, 이미지 디자인의 모든 것

우리마을미디어 협동조합
우리마을미디어협동조합은 영상제작과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영상부문
으로는 사진·영상촬영과 기업이나 기관, 각종 행사에 관한 홍보영상·성과보고 영상
을 만들며, 인쇄디자인으로는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배너, 버스 내 광고물, 대형현
수막 디자인, 웹자보, 명함, 기업 CI·BI 등을 제작합니다.

대 표 자 임지연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자양동) 2층
전화번호 010-8713-5313
홈페이지 fb.me/coop.wmm
이 메 일 coop.wmm@gmail.com

홍보/성과보고/공연영상 제작
견적 요청

브로슈어/리플릿
견적 요청

대형현수막
견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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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기회를 만드는 기업

위누
위누는 99%의 예술과 99%의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신진 예술 작가를 홍
보하고, 소셜 이슈를 예술로 풀어내며 더욱 크리에이티브한 세상을 만듭니다.
신진 작가 소득증대, 저가예술시장 확대,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합니다.
FESTA : 아티스트와 대중이 소통하는 페스티벌, 전시 기획
EDU :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예술교육 컨설팅, 운영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DIY KIT 개발 및 유통
ONLINE :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예술경험 서비스 제공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허미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28-19 (성수동1가) 2층

전화번호 02-782-0514
이 메 일 admin@weenu.com

견적 별도문의

견적 별도문의

견적 별도문의

일, 행복, 보람을 알리는 언론사

(주)위드네이버
출간물 목록 : 데
 일리 시니어신문/ 격월간 시니어시대/ 격주간 시니어신문/ 각종 출판물(자서전,
자기 계발서, 철학, 문학 등)/ 광고 수주(SNS마케팅 포함)
주제 : 일+소득, 일+보람, 일+여가, 일+사람, 일+건강, 기업 뉴스(칼럼 또는 인터뷰 + 광고 수주)
추진사업
•뉴스검색제휴(현재 zum에서 진행 중 → 2019년 4월 이후 다음, 네이버 심사 통과 후 확장예정)
와 지면개선사업을 통해 여러 세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전달의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시니어의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기자단 양성과정 수행 중(2016년 서울권역 노
인복지관 순회 시니어기자단 교육 완료, 2018. 7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MOU체결 후 전국
제1기 시니어 기자단 선발 후 1차 교육 완료)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길상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9길 40, 1층
전화번호 070-7778-2302
02-2272-2302
홈페이지 www.seniorsinmun.com
이 메 일 seniorsinmun@naver.com

지면 시니어신문 39×51
2000원(배송비 포함)

잡지 시니어시대 22×29
15000원(권)/80000원(정기구독 6회)

출판물 편집, 인쇄, 광고 수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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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스토리를 담아내는 영상콘텐츠제작기업

(주)위시루프컴퍼니
위시루프컴퍼니는 다양한 공익영상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
적 경제를 널리 홍보하고 콘텐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힘써왔습니다. 이러
한 제작능력을 바탕으로 수익모델과 더불어 사회적가치를 담아내는 영상콘텐츠를 제
작하는데 그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임규호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
산학관 505호
전화번호 070–7169-8030
홈페이지 www.wishloop.kr
vimeo.com/wishloop
이 메 일 blackwish80@wishloop.kr

영상제작1
행사, 프로그램 촬영실사
(FullHD, 클린본, 원본)

영상제작2
상품+인터뷰 촬영실사
(FullHD, 클린본, 원본)

영상제작3
애니/인포그래피/모션그래픽
(모션, 자막, BGM)

음악이 지닌 가치를 함께 나누는

(주)유유자적살롱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은 음악의 즐거움을 통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삶
의 에너지를 되찾아주고, 더 나아가 음악이 흐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
다. 유자살롱은 유유자적 살롱의 줄임말 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유자적하게 살수 있는 여유로움과 세상에 대한 성찰이
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런 유유자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살롱(Salon)이 되
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전일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전화번호 02-2678-5177
홈페이지 yoojasalon.net
이 메 일 hello@yoojasalon.net

찾아가는 캐주얼 밴드 A / B
1,500,000 / 1,000,000원

마이크버스 A
55,000원

마이크버스 B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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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밭을 일구는 건강한 농부

(사)정가악회
2000년에 창단하여 가곡, 줄풍류, 판소리 등의 전통음악과 깊이 있는 창작음악을 바탕
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 단체입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과 고
민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이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고, 정가악회 스
스로 새로운 음악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천재현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7길
(서초동) 영우빌딩 지하 1층
전화번호 02-583-9979
홈페이지 www.jgah.co.kr
이 메 일 jgah@jgah.co.kr

정가악회 노닐다 A/B
5,500,000 / 4,000,000원

국악음악극 <내나이가 어때서>
3,000,000원

그림과 음악으로 만나는 풍류
5,400,000원

공동체. 지역사회의 문제를 쉽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예방하는 소통ㆍ공감 전문 콘텐츠 리딩 기업

(주)지혜의밭
(주)지혜의밭은 소통ㆍ공감 전문 맞춤형 콘텐츠 기획/제작사로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
를 소통, 공감, 해소, 통섭 콘텐츠를 통해 쉽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회복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관계회복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각종 단체의 문화행사 기획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문수정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F
전화번호 070-8264-6477
홈페이지 www.artswisdom.com
이 메 일 msj@artswisdom.com

소통(무늬만)
맞춤형 공연 제작-협의

공감(넋두리)
맞춤형 공연 제작-협의

해소(내비춤)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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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주)착한여행
사회적기업 (주)착한여행은 여행지, 여행자, 여행사가 모두 행복해지는 여행을 만들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공정여행 플랫폼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마을여행’,
빈곤과 개발,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국제협력, 자원봉사 여행’ 및 주제
별 연수 등 고객이 원하는 특징에 맞는 ‘여행디자인’을 서비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나효우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4나길 18

전화번호 02-701-9071
홈페이지 www.goodtravel.kr
이 메 일 goodtravel21@gmail.com

여행디자인, 단체연수
견적문의

국제협력, 자원봉사 여행
견적문의

피스보트 세계일주 크루즈
견적문의

문화기획전문 사회적 기업

(주)참이엔씨
(주)참이엔씨는 외국인과 함께 문화와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케팅 프로
모션을 제공, 운영하는 문화기획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문화 행사 기획 및 진행, 교
육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진행 기획하고 운영하며 자원봉사 모집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내, 외국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한 문화의 전파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 소양을 함양할 수 기회
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하영태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자연계)
산학관 501호
전화번호 02-723-9618
이 메 일 wheel999@gmail.com

지역 청소년들과 외국인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견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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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연극의 선구자

(주)창작마을
국내 유일의 중독예방교육연극 단체로서 중독예방교육연극과 예술심리치유 및 중독
예방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잠재계발 및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연극(유해물질과 유해성분의 차단을 위한 흡연,
게임중독, 약물중독,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성폭력) 등 다양한 연극과 인형극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성엽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길10

전화번호 02-2055-3055
홈페이지 www.villageofartists.com
이 메 일 cjmeart@daum.net

겜짱 (게임중독예방극)
2,000,000원

스마트흥보폰늘보폰(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극)
60,000원

인형극 (흡연,약물오남용예방극)
900,000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해법

청년협동조합 몽땅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비영리단체의 성장과 조직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옆에서 힘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각자의 재능과 관심사를 실현시키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편집
디자인, 행사기획, 제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화통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오준석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
창업지원센터 A동 2층 청년톡톡실
전화번호 070-4757-3434
홈페이지 facebook - coopmongddang
instagram- coopmong
naver blog - coopmong
이 메 일 coopmong@gmail.com

편집 디자인
견적문의

행사 기획
견적문의

기념품 제작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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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하는 사회 만들기

(주)책농장
(주)책농장은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하는 사회를 위해 독서심리유발 제품 및 서비
스를 개발하여 바쁜 현대인들이 책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다양
한 책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셜벤처 입니다.

소셜벤처
대 표 자 김대규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11
해누리타운 8층

전화번호 070-4036-9732
이 메 일 webookfarm@webookfarm.com

북텐트(BOOKTENT)
39,000원

홍보 인쇄물(카달로그, 책자, 리플릿, 브로셔 등) 제작
견적필요

문화 그리고 당신

(주)컬처앤유
컬처앤유(Culture & U)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예술의 향유에서 소외되지 않는 문
화(Culture)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 이름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인 당신(U)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
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컬처앤유는 앞으로도 문화를 필요로 하는 당신 곁에 있
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정수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140
(잠실동 잠실삼거리 신천지하보도)
전화번호 02-2651-2515
홈페이지 www.culturenu.co.kr
이 메 일 om@culturenu.co.kr

Lecture Concert (소리향기)
견적요청

음악편집프로젝트 <당장>
견적요청

필라테스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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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가치 창출

(주)케이앤아츠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케이앤아츠는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가치 창출을 목표로 국악
밴드 ‘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사입니다.
‘비단’은 훈민정음, 한식, 한옥 등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영상과 창작국악 공연을 접목
한 독창적인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앤아츠는 보다 가치있는 전통문화의 보급을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기범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서초창의허브

전화번호 070-8278-6984
이 메 일 kay@knarts.com

비단 헤리티지 콘서트
2,500,000원

역사교육 프로그램 K-헤리티지
렉쳐 콘서트 2,800,000원

히스토리텔링 콘서트 세종과 지화, 춤
을 추다 3,000,000원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협동조합

쿠피 협동조합
쿠피협동조합은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와 경영학부의 학생과 교수들이 조합
원인 협동조합으로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협동조합으로
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 표 자 장승권
주

소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항동)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A203

전화번호 02-2610-4805
이 메 일 coopy_coop@hanmail.net

구로협동조합학교

지역자원조사 네트워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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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로

큐브문화이벤트 협동조합
우리는 완벽한 행사를 꿈꿉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을 기획합니다. 기획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중심에서 한번 더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시대에 창의
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합니다. 한 번 경험하면 꼭 다시 찾고싶은 마음이 드
는 기업,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는 것을 믿는 성실한 기업, 우리는 큐브문화이벤트협동조합입니다.

대 표 자 송길수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길
110-0 (연남동) 101호
전화번호 02-988-7946
홈페이지 www.cubebtl.com
이 메 일 cubebtl@naver.com

케노피텐트 3x3
290,000원

케노피텐트 바람막이
100,000원

브로몰딩테이블 1200/1500/1800
43,000원

더 나은 여행, 더 나은 세상. 트래블러스맵

(주)트래블러스맵
트래블러스맵은 공정여행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
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여행업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트래블러스맵은 여
행자에게 행복을 주는 여행,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여행,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을 목표
로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변형석
주
소 서울 은평구 은평로245
은평구사회적 경제허브센터 3층
전화번호 02-2068-2788
홈페이지 www.travelersmap.co.kr
blog.naver.com/travelersmap12
이 메 일 travelersmap@daum.net

사막의 푸른 별, 모로코
3,890,000원

캄보디아 여행의 모든 것
1,350,000원

나시족과 함께 차마고도를 걷다
2,0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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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삶의 가치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주식회사 팀즈아이앤씨
주식회사 팀즈아이앤씨는 유니폼 및 판촉물과 NFC를 활용한 IOT융합제품을 개발 및 제
조하는 기업입니다. 혁신기술과 창의디자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공서 근무복, 작업복, 조끼, 모자, 자원봉사 유니폼전문
•스마트웨어, 유니폼, 남성복, 스포츠웨어 OEM 생산 공장
•NFC 홍보 및 시설관리 제품 - NFC 홍보스티커, 시설관리 제품 등
•솔루션 - NFC 범용 입력기, SOS긴급 메시지, 시설관리 솔루션 등 NFC 관련 특허 보유
•기업/관공서 홍보물 - 상패, 우산, 다이어리, 카렌다, 금연판촉물 등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천세경
주
소 서울 중구 동호로20길 86
성방빌딩 B1
전화번호 02-2238-5889
홈페이지 www.timzinc.com
이 메 일 timz01@naver.com

기업 및 관공서 유니폼 사업부
팀즈 (www.timz.co.kr)

판촉물 사업부
기프트 팀즈 (www.gtimz.com)

IOT 사업부 : 코리아NFC
(www.koreanfc.com)

소외 없는 여행 - 함께 사는 세상

(주)하나리더투어
2011년 복지여행에 뛰어든 이후 꾸준히 복지시설, 기관의 투어를 진행해 온 여행사로
2016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이후 공정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행사입니
다. 복지, 공공, 일반기업 연수 워크숍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지혜
주

소 서울 광진구 군자로70, 3F

전화번호 1588-1272
홈페이지 hanaleadertour.or.kr
이 메 일 leaderhana@hanmail.net

국내여행 1박2일
(복지여행, 문화누리여행)
기관 협의 / 견적가

공공기관, 기업연수
교육, 워크숍 (2박3일~)
기관 협의 / 견적가

제주도 연수&워크숍 3박 4일
기관 협의 / 견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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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예술법인

사단법인 하늘에
뮤지컬을 통해 문화, 공연, 복지, 교육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형
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 11월 창단된 사단법인이며, 수준 높은 예술창작 공연과 문화
예술가치를 창출하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법인이자 2011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건강하고 예술성이 높은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단체의 미션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문경수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5길
30 2층 202호
전화번호 02-838-9135
홈페이지 hanure.alltheway.kr
이 메 일 hanure55@naver.com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공연
10,000,000원(규모에 따라 협의)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공연
10,000,000원(규모에 따라 협의)

뮤지컬 <17세> 공연
10,000,000원(규모에 따라 협의)

아름다운 음악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권의 신장과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예
술가라는 새로운 직업창출을 이루어내어 장애인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한 일자리를 제
공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장애인예술가로 육성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
게 하기 위하여 2008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통하여 많
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열
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배은주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66

전화번호 02-6737-8005
홈페이지 www.idok.co.kr
이 메 일 bitsori@hanmail.net

가족뮤지컬 안내견 탄실이 공연 영상 DVD 및 OST 앨범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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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함께, 나눔도 함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디자인·
인쇄 전문기업으로, 장애인이 조직 구성원으로 동참하고 사회적 활동 영역을 높여, 보
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최대 가치로 추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더불어 성장
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홍중표
주
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10길 10
(저동2가)
전화번호 02-2279-6760
홈페이지 http://kdcca.com
이 메 일 kdcca2014@naver.com

인천항만공사
2016 홍보브로슈어

(서울특별시) 시민을 위한
악취관리 매뉴얼 7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7 캘린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 강화 전문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한누리
주식회사 한누리는 깨끗한 환경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
구하 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여행업, 기업 행사 기획, 종합 위생 환경 관
리, 특수 분야 환경관리, 소독. 방역 서비스, 교육,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경제 지원분야
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탈 클리닝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태호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0길
45, 2층
전화번호 02-6084-5130
홈페이지 www.okhannuri.com
이 메 일 hannuri0940@daum.net

분과별 행사, 관내 행사 진행
견적 문의

기업 워크숍 (국내, 국외)
견적 문의

테마 교육 여행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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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박물관을 지어드립니다

협동조합 은빛기획
협동조합 은빛기획은 사회적기업으로 시민자서전 출간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기관, 개인,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서전 출판, 어르신
글쓰기 교육, 생애사·영상자서전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기업
과 단체의 백서, 연감 등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천호선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03b호
전화번호 070-8770-5100
홈페이지 mylifestory.kr
이 메 일 silverplan@hanmail.net

인생노트 – 삶을 기록한다
12,000원

그 뜻 누가 알리오!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약전)
12,000원

아이캔두! 김칠두!
15,000원

사무전산
060 EM실천

074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유한회사

089 참행복한세상

060 SRC직업재활센터

075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089 (주)컴윈

061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075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090 (주)티원엘에스

061 고양시구산동장애인직업재활원

076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090 파란미디어프린텍

062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076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091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062 (주)그린발전소

077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복지재단

091 한국사무기렌탈협동조합

063 (주)그린주의

077 샛별공동체 샛별재활원

092 한국오에이협동조합

063 그린페이퍼

078 서울인쇄출판기업협동조합

09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064 꿈을품은광고협동조합

078 선문그린존(주)

093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일자리사업장

064 나누리가구

079 (주)소윤컴퍼니

093 한울타리인쇄제조협동조합

065 나무애그림(주)

079 (주)손안에세상

094 해피로드

065 (주)네오누리콤

080 (주)신성피엔텍

094 한빛사회적협동조합 서울지사

066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080 (주)심원테크

095 함께하는세상 삼우보호작업장

066 늘푸른직업재활원

081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95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067 다솜인쇄협동조합

081 (주)아트버스킹

096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067 (사)다옴복지회

082 (주)예림컴퍼니

068 (주)더사랑

082 (주)예일문화사

068 도담디자인협동조합

083 오피스메카(주)

069 (주)동연디자인

083 (주)오피스타운배재문구

069 (주)두루행복

084 우리누리 보호작업장

070 (주)두루행복한세상

084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070 디자인마이러브

085 장애인노동진흥회(행복한나무)

071 디자인이고

085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071 디쿱협동조합

086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072 (주)레드스톤시스템

086 (주)조은프로소싱

072 리드릭

087 주식회사 나눔세상

073 (주)리맨

087 주식회사 도장마트

07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88 지구나무

074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인정재활관 088 참조은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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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상생, 협력을 통한 동행의 EM실천

EM실천
EM실천은 다양한 사업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적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권리와 참
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Empowerment)를 실천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영환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709호
전화번호 02-875-9744
홈페이지 www.em21c.com
이 메 일 em21c@hanmail.net

인쇄물·판촉물
100,000원~가격 별도문의

현수막, 배너, 기타
주문제작

우편발송대행서비스(DM)
가격 별도문의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합니다

SRC직업재활센터
우리 센터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
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을 실시
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토너카트리지 CRC-310(I)
38,000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남광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2 한라시그마밸리 1006호

전화번호 031-786-6877
이 메 일 kyj4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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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복지 행복한 일터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근로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행복을 담아 판매하고,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정보근
주

소 서울 관악구 난우16길 13-7

전화번호 02-864-8585
이 메 일 gabeul85@hanmail.net

복사용지 A4 85g(250매x10권)
22,000원

복사용지 A4 80g(250매x10권)
21,000원

복사용지 A4 75g(250매x10권)
20,400원

장애인들과 함께 세상을 그려가는

고양시구산동장애인직업재활원
고양시구산동장애인직업재활원은 일
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
호적 환경 안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
고 유상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여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응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
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유창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174번길 13-1
전화번호 031-811-8088
홈페이지 kygusanwork.or.kr
이 메 일 lucas1450@naver.com

멀티탭_대기전력차단콘센트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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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얀 종이에 그린 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및 장애인들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친환경용지, 중질지, 신문용지 등)를 생
산 판매하는 회사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고만규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전화번호 02-857-6744~5
홈페이지 komduri.or.kr
이 메 일 rhaenfl1189@hanmail.net

명품 복사용지(A4)
21,500원 / 20,900원

명품 친환경 복사용지(A4)
20,900원 / 20,200원

명품 복사용지(A3)
21,400원

에너지 절약 운동의 불씨, 그린탭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당신의 손걸음을 사랑합니다

(주)그린발전소
(주)그린발전소는 에너지 절약의 시작은 사회 구성원의 실천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
약의 불씨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으며, 2015년 11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실천 수단
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서영길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18
604(신도림동, 천강아파트형공장)
전화번호 0505-699-2580
홈페이지 http://ecofan.kr / http://greentap.kr
이 메 일 s6992580@naver.com

에코팬
99,000원

그린탭 절전2구
4,500원

그린탭 절전3구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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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주)그린주의
공공기관 공공구매 비율제도 목표달성을 위해 (주)그린주의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기반
으로 행정소모품, 판촉/기념품, 인쇄/디자인, 실내건축, 정보통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김현미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23(상봉동
485) 신내테크노타운 703호
전화번호 02-1544-0725
홈페이지 www.greenjui.com
이 메 일 info@greenjui.com

인쇄·디자인
견적문의

판촉·기념·홍보물
견적문의

정보통신공사·실내인테리어
견적문의

사회기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업

그린페이퍼
그린페이퍼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며, 사무용지
및 점보롤화장지 전문 제조 기업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제품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소기업)
대 표 자 최원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 106호
전화번호 032-220-5551~3
홈페이지 www.greenpaper.or.kr
이 메 일 greenpaper01@naver.com

그린페이퍼 복사용지 A4 80g
21,000원

그린페이퍼 친환경 복사용지 A4 80g
21,500원

그린점보롤 300M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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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꿈을 품고 다 같이 가요!

꿈을품은광고협동조합
“더불어 꿈을 품고 다같이 가요!”를 모토로 광고분야 개인사업자들이 뭉친 협동조합입
니다. 기획, 디자인, 중간자재, 시공 등 각기 전문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이 많은 자들이
뭉쳐 공동작업장과 생산설비를 마련하여 서로 협력하여 조합원의 안정과 소비자에겐
착한상품을 착한가격에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대 표 자 김홍필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00 (가리봉동)
전화번호 02-852-4020
홈페이지 blog.naver.com/k321j
이 메 일 k321j@naver.com

간판
견적요청

배너
130,000원

안내판
견적요청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가는 정직한 사회적 기업

나누리가구
“나누리가구”는 사무용가구 전문 제조 업체로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가는 정
직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 나누리의 이름을 건 믿을 수 있는 품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불편함이 없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혁신적인 공정을 통해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윤호
주

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로 161

전화번호 070-4837-6495
이 메 일 nanurigagu@hanmail.net

수강용 탁자 NAY120M
195,000원

회의용 원형 테이블 NANT90
147,000원

6단 책장 반문형 NAH220
290,000원

065

함께누리

사무전산

꿈을 담은 나무

나무애그림(주)
나무애그림은 기업부설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이며 벤
처기업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간판, 현판, 수목표찰, 인테리어소품 등 친환경 나무제
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타사의 나무제품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술로 빠른시간에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제품으로는 석재안내판, 바닥안내판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해룡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5-2
(만흥동)
전화번호 061-686-9900
홈페이지 www.treelove.kr
이 메 일 gaon9900@naver.com

석재 나무안내판
견적문의

석재 회사현판
견적문의

석재 수목표찰
견적문의

고용에서 창업까지 장애인 비즈니스 그룹

(주)네오누리콤
(주)네오누리콤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독립을 지원하여 협동 비즈니스 그룹을 만들고,
고객의 행사, 홍보, MRO 업무에서 최고의 성공과 편리함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을 돕
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신성호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B동 411호
전화번호 02-394-1821
홈페이지 http://neonuricom.kr
이 메 일 3941821@daum.net

판촉기념품 - 판촉 및 기념품관련 제
품 일절(타올, 볼펜, 보틀 등)
견적 문의

고주파 상품(명찰세트, 네임택, LED
뺏지, 풍선핀 등)
견적 문의

인쇄물
(포스터, 책자, 상장케이스 등)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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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자립을 일구어 갑니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는 함께 멋진 꿈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
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이재환
주

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70-8

전화번호 02-972-4362
홈페이지 www.no1boho.or.kr
패트배너
30,000원

이 메 일 nswf301@gmail.com

현수막
견적요청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늘푸른직업재활원
늘푸른직업재활원은 사단법인 늘푸름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이 자
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자립
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노동부 인증 사
회적기업입니다. 주생산품으로 복사용지 및 재생토너, 감열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서 지역경제 복지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지역사회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윤정숙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100-15
전화번호 031-912-4988
홈페이지 http://eg-jhw.com
이 메 일 jhw4988@hanmail.net

복사용지 A4(에버그린75g)
20,800원

복사용지 A4(에버그린80g)
21,400원

친환경복사용지 A4(에버그린75g)
2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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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Printing & Advertising

다솜인쇄협동조합

대 표 자 최성국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163-21

다솜인쇄협동조합은 인쇄, 광
고물에 종사하는 뜻있는 조합
원들이 모여 설립된 인쇄, 광
고 전문 협동조합 입니다. 인
쇄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지혜로 중무장한 저희 협동조
합은 각 분야에 1인자들이 모
여 Start에서 Finish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에게 빠르고 완벽한 일처
리로 기쁨과 만족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는 조합입니다.

전화번호 02-2261-0227
인쇄물 제작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등)
견적요청

이 메 일 dasomplus@nate.com

중증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기업

(사)다옴복지회

사회적기업

양극화로 민초들의 삶이 힘들
어져 가는 가운데 시장 경쟁에
서 탈락한 소외계층들에게도
재도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
애인의 자활과 사회안전망 구
축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건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우리
의 이웃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노신건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6-11
정암빌딩 1층

전화번호 02-2277-1106/내선2
이 메 일 daom7970@naver.com

책자.리플렛. 브로셔, 현수막
견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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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적장애인 - 고령자가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주)더사랑
더사랑은 지적장애인과 고령자가 2인 1조의 파트너로 일하는 조금 특별한 고용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나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청년 직
원과 세월에 따른 신체적 노화가 찾아온 고령자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파
트너십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디자인재능기부 등을 통해 만들어진 친환경 문구제품과
구급키트 시리즈 등을 판매중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이영구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마길 27
(하계동, 나눔아트센터 2층)
전화번호 02-973-1051
홈페이지 www.thesarang.co.kr
이 메 일 thesarang33@naver.com

레인보우 색연필 5본입
1,800원

미니 노트펜세트 최소수량 500개
1,500원

스페셜티 커피 4개입
2,200원

삶을 디자인하다!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디자인 기업

도담디자인협동조합
광고·기획/인테리어/사인/출력·맵핑/판축물 등 5개의 디자인 관련 기업이 하나로 통
합된 협동조합으로 디자인이라는 공통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
업 및 공동사업지향 및 원스톱 디자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시대
적 변화에 완벽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대 표 자 김창기
주

소 서울 노원구 중계로 160
화인상가아파트 2층

전화번호 02-514-0696, 02-932-4492
이 메 일 wildnart@naver.com

광고, 홍보 인쇄물 제작, 기획, 디자인
견적요청

인테리어 디자인 / 판촉물
견적요청

사인 / 출력, 맵핑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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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공간에 사람과 가구

(주)동연디자인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연디자인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가구를 제작합니다.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업무 효율성과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가구로 업
무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오택완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길 76
한빛빌딩 A동 4층
전화번호 02-588-5255
홈페이지 www.dongyeondesign.com
이 메 일 dydesign@dongyeondesign.com

사무용 가구
견적요청

의자
견적요청

소파
견적요청

함께의 가치를 알고 실천해가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주)두루행복
두루행복의 모든제품은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made in korea제품으로 자신있게 공
급합니다.
지갑, 가방등을 제조한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및 디자인 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지 피혁제품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문준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
남로 512번길 8-11
전화번호 1600-7882
홈페이지 www.dooroo.or.kr / blog.naver.com/moonjoonc
이 메 일 dooroo@dooroo.or.kr

시그니처 멀티바인더 A5
210×115mm
15,000원

시그니처 여권지갑
138×102mm
12,900원

시그니처 통장케이스
170×125mm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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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가치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착한기업

(주)두루행복한세상
(주)두루행복한세상은 인쇄제조 기반으로 사무용품과 판촉물 www.modunet.kr
쇼핑몰을 개발해 전국 관공서 및 기업체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제조, 유통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이시우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39길 40 1층

전화번호 02-1644-0728
홈페이지 http://www.modunet.kr
이 메 일 dhp1644@naver.com

책자, 보고서 디자인

리플렛, 브로셔, 홍보인쇄물 제작

현수막 및 배너

타인을 돕기 위한 선한 마음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마이러브
디자인마이러브는 설립 9년차의 편집디자인, 인쇄, 출판 전문 사회적기업 입니다. 장
애인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뜻있는 전문가들이 이 곳에
모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윤형
주
소 서울득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역삼동, 황화빌딩)
전화번호 02-3436-6033
홈페이지 www.designmylove.com
이 메 일 pure0501@naver.com

단행본, 스토리북 등 페이지물

포스터

각종 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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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복추구기업

디자인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포털아트 디자인이고입니다. 회원카드, 사원증, 특수카드 제작 및
종이인쇄물(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조은정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65
201호
전화번호 02-784-7772
홈페이지 www.iegoego.com
이 메 일 dkorean7@naver.com

기업사원증제작 86X54mm
견적서(옵션별적용)

대/소봉투(고객맞춤제작)
견적서

리플렛제작(고객맞춤제작)
견적서

디자이너협동조합

디쿱협동조합
디쿱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둘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이너들의 쉼터, 놀이터, 학습터, 장터를 목표로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 표 자 함영실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난계로 61
(금호동1가) 금호동1가

전화번호 010-3490-0741
이 메 일 leobeen@naver.com

광고홍보물 제작
견적필요

교재(워크북) 단행본 제작
견적필요

사보 매거진 제작
견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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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공생의 사회적기업, 레드스톤시스템

(주)레드스톤시스템
레드스톤시스템은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것을 소셜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전국 공공기관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자
체 브랜드 컴퓨터와 모니터의 제조·판매를 통하여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
습니다. 더불어 친환경·녹색기술 제품 개발을 통하여 그린 IT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발
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치영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현대아이파크에비뉴 B106)
전화번호 02-713-0863
홈페이지 www.rstone.co.kr
이 메 일 phy@rstone.co.kr

데스크톱컴퓨터
견적문의

LED 모니터
견적문의

LED 멀티스탠드 모니터
견적문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리드릭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이
룩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6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리드릭을 만들어 장
애인고용에 앞장서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정열
주
소 서울영등포구 양산로96 산경
216호
전화번호 3667-4945
홈페이지 www.ridplus.com
이 메 일 ridplus@hanmail.net

리드플러스 복사용지 A4/80g
21,500원

리드플러스 복사용지 A4/75g
20,900원

리드플러스 친환경복사용지
2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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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Social Innovator

(주)리맨
저희는 CC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등 함부로 버려졌던 디지털제품을 환
경과 보안을 중심으로 한 재제조(재활용·사용) 혹은 일괄처리(보안삭제, 친환경폐기
등)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구자덕, 장만호
주
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975-23
전화번호 031-534-7297
홈페이지 www.remann.co.kr
이 메 일 remann@remann.co.kr

실내외 혼합 8대 210만화소 CCTV세트 모니터 포함 야외용 8대 210만화소 CCTV세트 모니터 포함 실내용 8대 210만화소 CCTV세트 모니터 포함
418,900원
416,900 원
388,900 원

직접실천, 깨끗한 거래, 더불어 발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는 인쇄문화의 발전과 그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고용창출
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으로 윤택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과 문화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단체입니다.
2009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수익사업으로 기타인쇄물, 경인쇄, 책, 신문, 스트커, 리플랫 등
을 인쇄하여 각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에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숙현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경서로9길 35
(고척동 148-2)
전화번호 02-2683-0955, 0956
홈페이지 http:://www.kdmp.or.kr
이 메 일 mhksh8@naver.com

책자 주문제작
견적요청

달력 주문제작
견적요청

정기 간행물 주문제작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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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인정재활관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의 “인정재활관”은 작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
업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6년 10월에 설립된 공신
력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용학
주

소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1-1
인정재활원 1층, 2층

전화번호 032-574-0457
이 메 일 daijico8@injung.org

멀티탭 3구콘센트 스위치형 T자형
3,000원

멀티탭 3구콘센트 일반형 T자형
2,500원

멀티탭 개별6구
11,100원

평등한 일터, 모두를 위한 일터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유한회사
노란들판은 현수막&실사출력, 디자인&인쇄, 판촉물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을 하고자 노력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친
환경 인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경석
주

소 서울 성북구 화랑로 278, 4층

전화번호 02-469-9101
홈페이지 www.norandp.co.kr
이 메 일 norandp@daum.net

실사출력물(현수막, 배너, 타이벡 등) 인쇄디자인(포스터, 리플렛, 브로슈어 등)
상담 후 결정
상담 후 결정

판촉물
상담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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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하우스 : 더불어 함께하는 밝은 세상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에덴하우스는 우리 사회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
도 부양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집중 고용하여 더 많은 중증장애
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황태성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195번
길 47-30
전화번호 031-949-7040
홈페이지 www.33gifts.com
이 메 일 eden0007@chol.com

디퓨저 꼬망뜨
3,500원~10,000원

보조배터리 / LED 스탠드(USB 겸용)
8,000원 / 13,000원 / 12,000원

수첩 / 기능성 세우는 다이어리
견적문의

함께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곳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 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 연대는 2014년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보건복지부), 사회적기
업 인증(고용노동부)을 획득하였습니다. 직접생산품목은 인쇄물, 개인컴퓨터, LED전광판,
LED조명기구,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판촉물 등이 있으며, 취급품목으로는 전산소
모품,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
니다.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8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86명 중 52명의 취
약계층 및 장애인를 채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홍재현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3-15 우영테크노센터 B107호

전화번호 02-3409-8270
이 메 일 kkj9072@naver.com

개인컴퓨터

CCTV

LED가로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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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곳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빌 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했
습니다. 도서관의 책에서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하여 왜곡된 교육 현실의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미래
의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도서관학교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대 표 자 이만수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412 2층
디자인원_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전화번호 031-941-7084
홈페이지 www.libraryschool.kr
이 메 일 scmoonkr@naver.com

5년 일기장
15,000원

멜로우 패턴 캘린더
3,000원

패턴 노트
20,000원

나눔은 행복을 전해 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당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복사용지와 점
보롤 화장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구매 대행 사업을 병행하고 있
는 비영리기업 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우수선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45

전화번호 032-551-1532
홈페이지 www.ealwoncoop.co.kr
이 메 일 blue09543@ealwoncoop.com

스마트 친환경 복사용지 A4/80g
21,000원, 배송비 2,500원

천연펄프 점보롤화장지(2겹) 300m×16롤/박스
34,500원, 배송비 2,500원

스마트 친환경 복사용지 A4/75g
19,750원 배송비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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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하는 경영으로 사회통합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복지재단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복지재단’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
출하고자 일반 고용이 어려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개인
의 필요와 욕구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용자는 일거리 제공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도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동우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1동 B311호(이노플렉스)
전화번호 031-8002-3344
홈페이지 https://pacewith.kr
이 메 일 tstep2018@hanmail.net

친환경 정부화일(청색,노랑,연두,핑크)Å
400개입 / 46,000원

문서보존용표지(500매/박스)
70,000원

진행문서화일(판지/청색,노랑)
100개입 / 76,000원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나눔의 공간

샛별공동체 샛별재활원
샛별재활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과 수익창출을 통한 영업이익으로 그들의 재활
과 독립성을 키우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반영하여 재투자를 수행하는 기
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이수경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B101호

전화번호 031-776-0481
이 메 일 nsfamily2004@hanmail.net

진행문서화일 판지1호 집게 노랑 A4 / BOX [30매]
22,800원

황봉투(스지봉투) 5,000매
box 인쇄불가 83,500원

클리어화일 핑크 20P A3
낱개판매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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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통해 길을 찾다

서울인쇄출판기업협동조합
서울인쇄출판기업협동조합은 각
분야의 전문 회사들이 최적의 인쇄
프로세스를 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
된 협동조합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
에 주력하여 여러 업체가 협력하는
형태로 인쇄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고재헌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4층

전화번호 02-585-4455

각종 인쇄물
견적요청

이 메 일 abiskorea@hanmail.net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선문그린존(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친환경 기업을
이용한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며 공공기관에 다양한 홍보/판촉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경로당 등에 무료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진숙, 박문수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로45번길 3
(남촌동) 3층

전화번호 032-466-7133
이 메 일 okmsk7@naver.com

모래소독
견적필요

수목관리
견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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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주)소윤컴퍼니
‘보다 나은 환경창조’의 설립취지를 기반으로,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질이 높은 환경으
로 만드는 기획, 설계디자인 및 SIGN(옥외광고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홍보 및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광고대행을 운영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순화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24길 5, 2층

전화번호 02-402-2451
홈페이지 www.soyoon.kr
간판, 내부사인물
견적요청

이 메 일 soyoon2451@naver.com

기획전시물
견적요청

인쇄물-포스터, 리플렛, 책자
견적요청

교육컨텐츠를 나누며 가꾸는 기업

(주)손안에세상
지식재산인 저작권을 활용한 교재 개발 사업
지식기반을 창조하는 창작물의 공정이용 및 나눔을 통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용 교재
및 교구재의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운영.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취
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여성친화적기업으로서의 사회 기여에 앞장섭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여진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279-5, 2층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번호 02-948-3900
홈페이지 www.soojac.com
이 메 일 yuree117@naver.com

세계다문화의상종이접기4종
4,000원

한국민속의상우드아트10종
1,600원

지풀미패턴색종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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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균형 있는 기업발전·취약계층의 행복한 일자리제공·함께하는 일자리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주)신성피엔텍
(주)신성피엔텍은 사무용지류, 사무용품, 판촉물, 인쇄물을 생산, 판매하고 새로운 일
자리창출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우리의 사회공헌 목표는 더 많은 취
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
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높이 날자”라는 의미를 담아 함께 가
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대 표 자 하현정, 김경훈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풀로7번길 14

전화번호 032-549-4413
홈페이지 www.magingate.co.kr
이 메 일 ppckim@hanmail.net

친환경복사용지 80g A4
21,000원

신성카피복사용지 80g A4
21,000원

친환경복사용지 75g A4
20,000원

자원재생의 혁신을 통해 친환경 세상을 추구하며 사회적가치를 담은 혁신제품을 생산합니다

(주)심원테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2002년 설립된 주식회사 심원테크는 사회적 미션을 공유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
해 장애인직원과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일하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과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우
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준호
주

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전화번호 02-2627-5650~3
홈페이지 www.simwontc.com
이 메 일 simwontc@naver.com

MLT-305G(재제조/토너)
75,000원

MLT-203G(재제조/토너)
60,000원

CRG-324G(재제조/토너)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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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인쇄 분야 전문가가 되어 자아실현의 꿈을 이뤄가는 사회적 기업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는 디자인·인쇄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모여 자아실현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는 고품질 디자인을 기반으로 종이 인쇄물에 매이지 않고 스마
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고객 가치 실
현과 직원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신창식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702호
전화번호 02-6948-9650
홈페이지 www.misawell.org
이 메 일 misa3130@hanmail.net

책자 및 보고서
견적가

팜플렛 리플렛 브로셔
견적가

포스터, 전단지
견적가

삶의 예술, 예술적인 삶을 만듭니다.

(주)아트버스킹
인증 사회적기업 아트버스킹은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정여행, 공동체활동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
야에서 문화콘텐츠를 기획 실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
을 바꾸는 힘은 작은 울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울림을 만드는 일, 아트버스
킹의 일상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경서
주

소 서울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전화번호 070-4773-0880
홈페이지 www.facebook.com/artbusking
이 메 일 artbusking2013@naver.com

네모씨의 노트-세트(커버+내지2) 165×235
6,000원

네모씨의 노트-내지(줄지,무지) 150×220
1,500원(1장), 5,000원(5장), 9,500원(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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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구로, 업무능률과 사무환경 개선을 ~

(주)예림컴퍼니
교육용, 사무용 가구 에 IT 자동시스템을 융합시켜 첨단 시스템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예림컴퍼니입니다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 IT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지닌 다양한 가구를
창조해 , 사용자 및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 고객의요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의 향상과 사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고의 목표를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공헌의 실현
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성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570번길 285
031-988-8840
www.autooa.com
Blog.naver.com/autooa
이 메 일 master@autooa.com

3인 전자키사물함
280,000원

신형폴딩데스크
145,000원

반자동책상
330,000원

표창장·상장케이스·액자표창장·상장용지·상패 제작전문기업

(주)예일문화사
(주)예일문화사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빛과 희망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생산시설과 신뢰로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하는등, 관공서·단체·기업·
학교·개인을 대상으로 표창장·상장케이스·상장용지·상패를 직접생산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저희 (주)예일문화사 전 직원은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서비스
에 솔선수범하여 신뢰받는 사회적기업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영대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36
(구 풍무동 3-1)
전화번호 031-986-9773
홈페이지 www.skyprint.co.kr
이 메 일 sky2626@hanmail.net

표창장·상장케이스
2,000원 부가세별도(가격문의)

상장용지·상패
300원 부가세별도(가격문의)

액자 표창장
25,000원 부가세별도(가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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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오피스메카(주)
사무실 용품의 중심부가 되고자 하는 뜻의 오피스메카(주)는 설립 이후 문구와 판촉물,
인쇄, 디자인 등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면서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
니다. 수익과 분배 성장과 상생이라는 자부심 아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하는 가치추구
정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서진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7
6동 1층 23호
전화번호 1588-7993
홈페이지 officemecca.com 365mecca.com
이 메 일 officemc@daum.net

사무, 문구 용품
제품별 상이

홍보, 판촉물품
제품별 상이

인쇄, 디자인
제품별 상이

사회적 가치를 삶의 가치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

(주)오피스타운배재문구
오피스타운배재문구는 사무용품 제조 및 유통 전문기업으로 15,000여 사무, 전산, 생활
용품 구비하여 원스톱 구입과 자체 물류센터 보유로 신속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대 표 자 배재문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전화번호 02-716-0111
홈페이지 www.bjmg.co.kr
이 메 일 bjmg@bjmg.co.kr

친환경 정부화일 A4 100매입/박스
88,000원

문서보존박스 A4 50개/박스
44,000원

모니터받침대 스마트독브릿지
컴팩트USB3.0 4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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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하는 경영으로 사회통합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누리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안녕하세요. 우리누리 보호작업장입니다. 우리누리 보호작업장은 문구류.행정봉투류(
주소인쇄).사무용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기관으로써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
적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누리 보호작업장은 지역사회와 함
께하며 성장하고,상위 사업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고의 깨끗한
일터,친절한일터,장애인취업연계 일터로 만들어 저희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많
은 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중소기업(소기업)
대 표 자 김대종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오렌지
존218호 (아이테코지식산업센터)
전화번호 031-790-1681
홈페이지 www.우리누리.net
이 메 일 wr2019@hanmail.net

문서보존상자
47,500원

행정2호(1도인쇄)
행정4호(1도인쇄)
120,000원(테이프작업 별도 : 60,000원) 76,000원(테이프작업 별도 : 12,000원)

문화를 나누는 기쁨, 영화를 보는 즐거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저희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영화관이 없는 중소도시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작
은영화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서울과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를 저렴한 가격에 상영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
화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선태
주
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B동 507호
전화번호 070-4820-5719
홈페이지 www.scinema.org
이 메 일 scsc@scinema.org

디지털사이니지 CINE 490
48.50 inch Display / 견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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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경영을 더불어 지향하는

장애인노동진흥회(행복한나무)
(사)장애인노동진흥회 행복한나무는 우리 사회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
게 직업활동을 통해 직업적응력 및 일하는 습관을 키워주어, 소비적인 존재에서 생산
적인 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적 독립 및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
록 노력합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유경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당산동2가) 양산로 96
전화번호 02-324-7335
홈페이지 www.happywood.or.kr
이 메 일 happywood12@hanmail.net

정부화일
137,500원

결재판
1,700원

칫솔치약세트
견적요청

아름다운 동행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동행 사업단
장애인기업이 직접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판매하며 각종 인쇄
물과 현수막 등을 고퀄리티의 디자인으로 직접생산 하는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용국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24-27
전화번호 02-2269-5523
홈페이지 http://www.dec5523.co.kr
이 메 일 dec5523@hanmail.net

교육용 또는 작업용 도서
주문제작 상품

쇼핑백 및 카렌다 외
주문제작 상품

팜플릿 또는 교육 매뉴얼
주문제작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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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ICT는 ICT기술로 만들어갈 사회적가치도 함께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ICT는 차가운 기술을 따뜻하게 사용할 줄
아는 기업입니다.
행복ICT는 보다 공익적이고, 보다 선한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
으며, 소외된 취약계층의 사회진입을 위해 애
쓰고 있습니다.
행복ICT는 사회 공헌 및 사회적 경제 IT 사업과
취약계층의 ICT 인재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
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대 표 자 유항제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6길
33 아연디지털타워 2층
전화번호 070-7860-2703
홈페이지 http://www.happyict.co.kr
이 메 일 su5994@happyict.co.k

명함제작 머쉬멜로우 209g/유포지 250㎍
견적요청

착한 생각, 착한기업

(주)조은프로소싱
조은프로소싱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조은프로소싱의 정신은 나눔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
니다. 조은프로소싱은 아웃소싱 콜센터 파견, 시설물관리, 미화등의 종합 인력 서비스
와 캡슐커피와 개인정보 보호솔루션인 블루엑스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은프로소싱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이명근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0 301호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전화번호 02-2636-7101~4
홈페이지 www,joeunps.com
www.doublelove.co.kr
이 메 일 kwd40don@joeun.com

아웃소싱, 콜센터운영, 근로자 파
견 협의

시설물 관리, 미화 관리
협의

더블러브 캡슐커피 1 box X 15ea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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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

주식회사 나눔세상
(주)나눔세상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으로 가구직영공장을 운영
중이며, 전문건설면허(금속구조물창호공사), 인쇄직접생산확인서와 전산업무직접생산
확인서 등 보유중이며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업무
동반자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본
사
주
소
서울경기지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 메 일

송민기, 이난희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15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69-5
1588-7351
www.nanumworld.kr
sales@nanumworld.kr
smk-1026@hanmail.net

사무용의자
전화문의

인쇄물(명함,브로슈어,전단지,배너,현
수막 외 다수) 전화문의

각종 사무용가구
전화문의

부자되는 도장을 만드는 도장마트

주식회사 도장마트
주식회사 도장마트는 각종 도장 종류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의 취약계층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저희 도장마트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착한 가
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도장 및 스탬프 등 100여 가지의 다양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희준
주

소 대구 남구 대명로 10길 11

전화번호 053-621-1707
홈페이지 www.dojangmart.net
이 메 일 dj6893@naver.com

만년도장 4푼 검정
제품길이 70mm 인각면지름 11mm
3,700원

만년스탬프
제품사이즈 4.8 x 2.8cm
5,700원

인감도장
제품길이 75mm 인각면지름 15mm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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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r eco-life

지구나무
THINK ABOUT NATURE and PEOPLE. 지구나무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고 친환경적
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디자인 제품 전문회사입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문구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화려한 꾸밈을 배제하고 소재의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보여지지 않는 작은 한 부분까지 모두 자연
을 생각하여 제작합니다. 단순히 디자인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제품
을 사용함과 동시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위한 활동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
것이 지구나무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은나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16-1
(도봉동) 1층 지구나무

전화번호 02-955-2311
크라프트 베개 케이스 10개
4,500원

이 메 일 info@earthtree.co.kr

크라프트지 미니 봉투 5매
2,500원

종이 단추 케이스
3,000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참조은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모두 10년 이상의 유통업의 베테랑으로서 생필품과
문구류에 대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을위한 무료 온라인 비지니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진택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7길 21

전화번호 02-571-0042
이 메 일 chamjoeun12@hanmail.net

참 친환경재생복사용지 A4
21,000원

핸드타올 100매 50밴드
27,500원

세라비 점보롤 500m
3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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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행복한세상(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더불
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고자 항상 고
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창조적 고용과 철학이 있는 고용을 실현함으로써 장
애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스트레치필름과 OPP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세만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2
대룡드림타워 208호
전화번호 02-2658-0700
홈페이지 www.ohappyworld.org
이 메 일 admin@keerd.org

포장용 테이프(OPP TAPE)
45,100원(부가세포함)

포장용 랩(STRETCH FILM)
52,800원(부가세포함)

수직형 리프트
21,450,000원 (부가세포함)

미션 : 환경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나눔을 실천합니다

(주)컴윈
10년 넘게 쌓아온 PC정비 및 생산 기술로 탄생된 사회적기업 브랜드
PC “COMWIN”.
뛰어난 생산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PC를 만들
어 컴퓨터로 새로운 인생에서 승리를 다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연철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74
번길 23
전화번호 031-351-4576
홈페이지 www.comwin.co.kr
이 메 일 comwin@comwin.co.kr

데스크톱컴퓨터(미들타워)
별도문의

데스크톱컴퓨터(슬림)
별도문의

액정모니터(23인치)
별도문의

사무전산

장애인을 위한 창조적 고용, 철학이 있는 고용!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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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원엘에스는 사회 환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합니다

(주)티원엘에스
(주)티원엘에스는 2004년 티원시스템으로 설립되어 10년 넘게 PC 관련 사업을 주력으
로 성장해온 컴퓨터 전문 기업입니다. 전문 기술진들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당사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한 분한분과의 상담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영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402호
전화번호 1644-8032
홈페이지 www.t1ls.com
이 메 일 kyg6167@t1ls.com

DGS-54HSNPT
825,000원

SGS-54HSNPT
880,000원

T1M-T238W
255,000원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

파란미디어프린텍
저희 업소는 인쇄업체의 메카인 서울 충무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하게 모든
인쇄물과 취급 품목을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대 표 자 윤주철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92-30 인현상가 가동111호

전화번호 02-2285-4877
이 메 일 kdgyjc@hanmail.net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5,100원

점자명함
40,000원

위임장(가족관계등록)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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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산

장애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착한공간”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근로노동
의 취약자인 근로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재활·자립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며, 일자리제
공형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윤기상
주

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
길 9-18

전화번호 032-435-8857,8
고급 복사용지 A4 / 80g
21,500원

이 메 일 kpawd4@naver.com

점보롤(300) 무형광 2겹, 300m, 16개/box
34,000원

핸드타올(무형광) 2겹, 5,000매/box
32,000원

행복한 렌탈, 행복한 서비스

한국사무기렌탈협동조합
한국사무기렌탈협동조합은 국내 사무기 렌탈, 유통 등 유관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영세한 렌탈 업계의 특성상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체와의 경
쟁, 사업자 간의 경쟁 등에 의해 수익성 악화 등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환경에서 영세한 사업자 간의 협동을 통해 원가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얻음
으로서, 수익성 개선이 조합원의 걍쟝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업구조로 변환
하고자 합니다.

대 표 자 김우성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13-25
사당5동새마을금고 B1 비전OTS

전화번호 1661-5651
이 메 일 daylight0691@naver.com

L655 무한잉크 복합기
349,000원

L310 무한잉크 프린터
1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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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기업

한국오에이협동조합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산소모품(정품/재생)과 전산기기 판매 및 임대
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로 비용절감
은 물론이고 최적화된 오피스환경을 구축하도록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 드
리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인엑터스와 산학협력 협약를 맺어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건국대 등 여러 대학과의 전산사무기기 렌탈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대 표 자 권삼규
주

소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5-23 1층

전화번호 02-414-1919
홈페이지 www.koacoop.com
이 메 일 kwon4532@gmail.com

전산소모품
잉크/토너 정품,재생

전산기기(프린터/디지털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무한잉크공급장치

전산사무기기 임대

성공비지니스파트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1996년에 발족하여 장애인 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
해 활동하는 한국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각 장
애 유형 및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당사자주의 이념의 실천과 인
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영배
주
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54
을지로 3가, 2층
전화번호 02-2265-4600
홈페이지 www.kofod.or.kr
이 메 일 kofod@kofod.or.kr

각종 인쇄 서비스 (책자, 카다로그, 브로슈어, 달력, 다이어리, 소식지, 사보 등)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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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은 취약계층,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건
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취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
립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로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
어 균형적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조무호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
한국전자협동아파트형공장 A-102, 302(B)
전화번호 02-2272-0307
홈페이지 http://www.e-work.or.kr:8888/Å
이 메 일 ework0307@nate.com

인쇄, 전산디자인
견적문의

CCTV
견적문의

LED
견적문의

함께 나누고사는 세상

한울타리인쇄제조협동조합
한울타리협동조합은 충무로에 있는 디자인실·인쇄소·제본소·지류회사 등 실직적
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97개의 사업주가 양극화 되어가는 시장에 대응하고자 만든 협
동조합입니다.
각 분양별 최소5년에서 30념 이상된 디자인. 인쇄.제조 전문가 들로서 실직적으로 함
께 나누고 협동하면서 양극하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활
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대 표 자 김재택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41길 39
201호

전화번호 02-2269-8170
이 메 일 openart7@hanmail.net

견적요청

견적요청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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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한

해피로드
해피로드는 중증장애인복지진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자아실현 등 자조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
습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박한용
주

소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731
(작전동) 성웅빌딩 B01

전화번호 032-549-4322
이 메 일 hr4322@naver.com

보존용표지 A4 / 500매 10set
76,000원

문서보존상자 A4 하늘 / 50매 5set
48,400원

정부화일 A4 연두 / 100매 10set
26,000원

협력. 나눔. 행복으로 모든 이들의 삶에 희망이 싹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빛사회적협동조합 서울지사
구성원의 자주적. 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로 사
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 5. 18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받았으
며 2016. 12. 27 사회적기업인증 및 기획재정부 기부금단체지정을 받은 새로운 패러다
임을 여는 사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안기운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27-2

전화번호 02-2215-2111
홈페이지 www.hscoop.or.kr
이 메 일 durimer7@naver.com

[녹색제품] 2겹 점보롤화장지 300m/16롤
34,500원

한빛플러스 복사용지 80g 2,500매
21,000원

한빛미용티슈 200매/24각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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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산

세상을 바꾸는 착한 구매 We 복사용지

함께하는세상 삼우보호작업장
함께하는세상 삼우보호작업장은 일반경쟁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함께 복
사용지,화장지등을 제조 판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중증장애
인의 고용창출에 노력합니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박동신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사거리길 53

전화번호 031-692-0097
홈페이지 www.samwoo1004.org
이 메 일 samwoo0097@naver.com

사무용 복사용지 A4 85g
21,800원

사무용 복사용지 A4 80g
20,100원

사무용 친환경복사용지 A4 75g
19,000원

사회를 이롭게 하자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청년사회복지사 모임에서 출범하여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거쳐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영상, 행사 등을 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돌봄 사업과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지정훈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전화번호 070-8863-4489
홈페이지 soecoop.com
이 메 일 erouncoop@gmail.com

홍보물 제작
견적문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견적문의

행사 기획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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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을 배달하는 물류회사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자립,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
출 그리고 전국적 배송망 구축하여 사
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물
류기업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있으며,
건강하고 좋을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
력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
께 일하고,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
는, 행복을 배달하는 물류회사를 건설
하는 것입니다.

대 표 자 심양옥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당산동4가) 부천빌딩 4층

전화번호 02-324-2155
이 메 일 hpnarami@narami.co.kr

분류 : 식품/양곡
가격 : 본사문의 (대량주문 시 저렴한 단가로 협의가능)

생활용품
098 (주)나눔하우징

113 비젠테크협동조합

128 (주)자연과생활

098 (주)나무를 심는 사람들

113 사단법인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128 (사)장애인고용진흥회

099 농업회사법인 바닮(주)

114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129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동행 사업단

099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착한지구

114 (주)사랑방

129 (주)제일산업

100 누야하우스

115 사회복지법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사업단 해내기보호작업장

130 (주)좋은아침

100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

115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130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101 다올한지인형(주)

116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

131 주식회사 맘씨생활건강

101 (주)다함께

116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

131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102 닥터노아

117 새터애협동조합

132 주식회사 에코그린

102 사단법인 담쟁이

117 (주)샤인리테일

132 주식회사 예스비투지

103 (주)더사랑

118 서울특별시립 그린내

133 주식회사 해피에이징

103 더한커머스

118 (주)송지

133 주식회사 화진산업 서울지점

104 (주)도산도방

119 스토어36.5노원점

134 (주)착한세상

104 도시융합협동조합

119 (재)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

134 천연향기

105 동안우리복지센터

120 아름다운창 주식회사

135 (주)천우굿프랜즈

105 (주)디자인뤼

120 아이유베베 협동조합

135 (주)카이정물산

106 라라어스

121 아이한코

136 캣냥닷컴

106 (주)레딕스

121 엘이디응용기기(협)

136 크린마커

107 주식회사 루미르

122 (주)업드림코리아

137 파주녹색농업사회적협동조합

107 (주)리벨롭

122 영농법인 해금강동백보존회

137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108 (주)리움

123 예림일터

138 피엔티

108 (주)리플라워

123 예지랑

138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109 메이가든

124 예진원

139 (주)한지문화

109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

124 (주)오엠인터랙티브

139 함께누리

110 목화송이협동조합

125 오티스타

140 행복을파는장사꾼

110 (주)미미의세상

125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140 (주)행복큐산업

111 민들레워커협동조합

126 우리상포장례협동조합

111 바늘한땀 협동조합

126 유한엠케이(주)

112 바이송

127 유한회사 자연향

112 번동코이노니아

127 인사동비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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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술로 이웃과 함께하는

(주)나눔하우징
나눔하우징은 우리 사회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해마다 어려운 이
웃 1,000여 가구의 집수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하우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
며, 지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한 의미있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꽃을 심는 손’은 나눔
하우징의 모기업인 (사)나눔과 미래의 해외 빈곤 아동 지원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
어진 브랜드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성대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1
혜진빌딩 401호
전화번호 02-922-5962
홈페이지 www.nanumhousing.kr
이 메 일 nanumhousing@hanmail.net

나눔포트 (크리스탈/화이트) 각3색
12,000원

버려지는 자원에 생명을 담다

(주)나무를 심는 사람들
(주)나무를심는사람들은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미니
자석화분을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각없이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음으로써 버리는 행위에 대한 의식
의 재고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경모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246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번호 010-4743-5413
홈페이지 www.planthuman.net
이 메 일 plant_human@naver.com

미니자석화분
8,000원

다육3종세트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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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바람이 전해주는 바다이야기

농업회사법인 바닮(주)
농업회사법인 바닮 주식회사는 폐공병의 재활용과 지역의 소외계층의 일거리를 만드
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현재 폐공병을 활용한 인테리어 취침등(해윰등불)과 폐병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퓨져(모두향)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손동석
주

소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돌로 50

전화번호 070-4235-0306
홈페이지 badarm.modoo.at
이 메 일 sds5720@naver.com

모두향 뜨개질 디퓨저
7,500원

모두향 우드 디퓨저
7,500원

해윰등불
15,000원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초록별 지구를 지켜주세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착한지구
친환경 세제, 소독제, 오가닉코튼 출산용품을 경남지역 1,400개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 공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권춘현
주
소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성장동 306-2호
전화번호 055-761-9811
홈페이지 www.goodearth.kr
이 메 일 hppress@hanmail.net

임신출산선물 오가닉코튼 아기사랑세트 생활방역용 선물 손세정제 안심세트 생활방역용 소독제 손세정제 건강세트
210×60×260mm
145×85×270mm
145×85×270mm
43,000원
16,500원
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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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일깨워준 내 안의 아름다움 누야하우스는 또 하나의 작은 자연입니다

누야하우스
누야하우스는 사람을 위한 친환경제품 생산을 모토로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친환경제품을 대중에 공급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으며,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제품을 활용한 화장품 및 비누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며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고인석
주

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전화번호 02-351-3599
홈페이지 www.nuyahaus.com
이 메 일 nuyahaus@gmail.com

프리미엄세트(소)
14,000원

내츄럴손세정겔(레몬)
4,500원 / 2,200원

내츄럴 손세정스프레이
5,800원 / 4,200원

친절한 상담과 만족스런 제품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은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안 입는 청바지 등을
활용하여 되살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활기업 협동조합입니다.
수익금은 지역의 저소득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강영심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7길 38
(중곡동, 1층)

전화번호 02)453-8373
이 메 일 sim3299@hanmail.net

타올(루이스힐튼 프리미엄)
4,500원

파우치
9,000원(대) 7,000원(중), 5,000원(소)

앞치마(일반용, 원피스형)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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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한지인형 전문기업

다올한지인형(주)
대한명인의 손길로 직접 만든 다올한지인형은 인형 문화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인
형을 보급하고 알리기 위하여 다올한지인형(주)가 개발(특허 제10-0628784호)하였습
니다. 세계인의 자랑거리인 한지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부드럽고 정감있는 이미지를 표
현하였으며, 남녀노소, 외국인, 관광객 등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인형문화를 즐기고 체
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선미
주
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단월로
433-6
전화번호 070-4100-1649
홈페이지 www.daolkorea.com
이 메 일 97290216@naver.com

다올이 다복이 한지인형
16,500원

도령 아씨 한지인형
33,000원

백의 민족 한지인형
33,000원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기업

(주)다함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
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2/3가 장애인으로 취약계층장애
인,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개발로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원용관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23(고잔동)
제1동 1층 108-1호 성강지식센터

전화번호 032-466-7133
이 메 일 okmsk7@hanmail.net

기념타월
견적요청

기념우산
견적요청

홍보용 위생물티슈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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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노아는 자연과 사람에게 책임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듭니다

닥터노아
치과의사가 만든 대나무 칫솔, 천연 유래성분으로 만든 안전한 치약.
닥터노아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대나무 칫솔과 꼭 필요한 성분만 넣어 만든 안전한
치약을 만듭니다. 우리는 칫솔과 치약,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대나
무 빈곤지역 노동자들의 자립을 돕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를 대체하여 우리의 환
경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셜벤쳐
대 표 자 박근우·계요한
주
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Ⅲ1103호
전화번호 070-8873-2030
홈페이지 www.doctornoah.net
이 메 일 hello@doctornoah.net

닥터노아 마루 대나무 칫솔
2,800원

마루 대나무 칫솔 광목천 세트
5,600원

베이직 대나무 칫솔 광목천 세트
4,980원

환경을 생각하는 EM전문생산업체

사단법인 담쟁이
최고 품질 EM제품을 생산하고
지적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연심
주
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8-1
전화번호 051-508-1086
홈페이지 www.damjaengee.or.kr
이 메 일 07angelhome@hanmail.net

아이엠 종합선물세트
3,000~50,000원까지

아이엠 좋은 미생물 활성액 500ml
2,200원

아이엠 음식물 발효촉진제 500g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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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디자인하다

(주)더사랑
더사랑은 장애인 중 특히 취업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과 65세 이상 은퇴 고령자 직원을
함께 고용하여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내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문제와 고령자 고용문제라는 두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이영구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마길 27
나눔아트센터 2층
전화번호 02-973-1051
홈페이지 http://thesarang.co.kr
이 메 일 thesarang33@naver.com

더사랑 구급키트 베이직
16,500원

더사랑 구급키트 블랙마스터
9,000원

[난나무였어] 재생종이연필 (3pcs)
1,700원

정직한 판매로 항상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가는 더한커머스입니다

더한커머스
향기로운 핸드메이드 상품을 바탕으로 곳곳에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상품까지 한곳에
서 만날 수 있는 선물박스 같은 회사입니다. 여성기업으로써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신
경쓰며, 온라인 쇼핑을 단골가게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회사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애라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6
010-3830-8292
http://storefarm.naver.com/
thehancom
이 메 일 thehancom@naver.com

자연으로 1회용싱크대거름통 30매세트
25,500원

천연소이불꽃캔들-핸드메이드
15,300원

향기테라피디퓨져-핸드메이드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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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우리 전통 도자의 맥을 이어온

(주)도산도방
도산도방은 1997년 설립되어 다양한 작품 및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2년 도자기 공
방으로는 처음 사회적기업으로 재출발한 기업입니다.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명의 직원과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수공
예도자와 체험활동 서비스 및 오토캠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서병호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일생로
544
전화번호 070-7740-4697
홈페이지 http://dsdb.kr
이 메 일 dsdb@naver.com

나뭇잎 접시 (소/중/대)
8,000원 / 12,000원 / 15,000원

머그컵
15,000원

뚜껑 부부 반상기 (6pcs)
50,000원

솜씨좋은 창신동 수선 장인의 숨결

도시융합협동조합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반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커뮤니
티 개발회사입니다.
창신동에서 디자이너와 패션제작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신상묵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43 창신테이블
02-762-1220
www.urbanhybrid.co.kr
www.changsintable.co.kr
이 메 일 urbanhybrid@urbanhybrid.co.kr

도치 쿠션
38,000원

버니
32,000원

호미쿠션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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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기업홍보물) 생산업체

동안우리복지센터
동안우리복지센터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사회적기업화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장
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활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복
돋아주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된 기업의 형태를 추구하여 수익성 높은 아이템을 통해 장
애인뿐만 아닌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신일한
주

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46 2층

전화번호 02-473-0558
홈페이지 www.gift8484.com
이 메 일 gdwel0558@naver.com

극세사담요 수량100개
9,900원(자수인쇄별도)

알리오 거치대 USB
10,500원

2017 심플 스케줄 캘린더
1,800원(독판인쇄) 1,000부 제작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디자인합니다

(주)디자인뤼
(주)디자인뤼는 민화를 콘텐츠로 제품 생산, 디자인 컨설팅, 교육을 하는 예비사회적 기
업입니다.(2017년 지정) 청장년 공예디자이너, 영세 봉제업자들과 콜라보를 통해 제품
을 제작,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도자기, 유리, 퀼트, 금속, 한지, 섬유, 압화, 자수, 동화작가등 공예 분야 9 작가. 원단, 프
린트, 열재단, 봉제, 가죽 봉제, 실크스크린, 포장등 7개 업체.
많은 작은 업체들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뤼의 민화 제품이 제작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유숙
주
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414A
전화번호 010-3842-8869
홈페이지 designre2014.blog.me
이 메 일 designre2014@naver.com

민화 fabric poster
30,000 원 / 개

민화 note
2,000 원 / 개

민화 풍경
15,000 원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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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지구 즐거운 우리(lala earth, lala us)

라라어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행복해야 우기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자연과 사람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을 탐색하고 연
구하며 실행합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손숙현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L층 181호
전화번호 070-7761-0914
홈페이지 instagram.com/gachi_soap
이 메 일 lalaearth@naver.com

가치솝 유기농 설거지 비누 100g(건조중량)
8,000원

가치솝 유기농 설거지 비누 400g(건조중량)
18,000원

빛을 나누는 사회적기업

(주)레딕스

사회적기업

(주)레딕스는 차세대광원인 LED를 이용하여 조명 등을 연구개발, 보급하는 사회적 기
업으로 고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LED실내조명등 & LED실외조명등)
을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 디자인 등록 외에 ISO14001 환경보증시스템 및 ISO9001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 및 KS인증 등의 제품인증을 획득, 단순 조명제조 기업이 아닌 우수한기술
력으로 다양한 LED조명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 표 자 황순화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24
전화번호 042-671-3716~7
홈페이지 www.ledix.co.kr
이 메 일 engle001@hanmail.net

LED램프(컨버터내장형) 50W
120,000원

LED다운라이트 12W
22,000원

LED평판조명(매입등) 40W
6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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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빛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조명 브랜드

주식회사 루미르
루미르는 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빛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조명 브랜드입니다.
전기가 닿지 않는 저개발지역의 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지형 램프를 개발하여 보
다 밝은 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나아가 소셜임팩트를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롭고 감각적인 디자인 조
명들을 통해 빛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제환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403호 (성수동2가 아크밸리)
전화번호 02-6959-8224
홈페이지 www.lumir.co.kr
이 메 일 hello@lumir.co.kr

루미르B 디자인 LED 전구
19,000원

루미르S 테이블램프
74,000원 → 62,900원

루미르4E 테이블램프
170,000원 → 153,000원

차별된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에코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주)리벨롭
리벨롭은 환경적, 사회적, 디자인적 가치를 소비자와 함께 공감과 공유하여 당신의 즐
거운 에코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소셜벤쳐
대 표 자 한동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6길31

전화번호 070-7629-2104
홈페이지 www.revelop.kr
이 메 일 revelopinfo@gmail.com

퍼블릭캡슐_생분해 플라스틱 물병
21,000원

리카롱_휴대용 uvc 살균기
50,000원

퍼블릭캡슐2_친환경 물병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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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끄는 기업

(주)리움
(주)리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녕에 기여하는 자유
롭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아동, 노인, 재활용 등에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소셜 아이디어를 통해 디자인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동훈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40
202호
전화번호 041–415–2789
홈페이지 http://re-um.com
이 메 일 reumcompany@gmail.com

피츄 케이블
9,000원

피츄 차량용 충전기
10,000원

피츄 스윙 OTG (인쇄가능)
11,000원 / 19,000원 / 36,000원

폐기꽃을 수거하여 새로운 꽃으로 탄생시키는 기업

(주)리플라워
(주)리플라워는 경조화환, 가로수화단, 꽃축제 등에 사용되었던 폐기꽃을 수거하여 새
활용 상품을 제조 유통함으로써 녹색 산업을 선도하며, 인천시 의료관광도시 활성화 사
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 기념상품을 제작하려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
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재활용 공예, 원예 체험 및 원예치료를 통하여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금자
주

소 인천시 남구 한나루로 524
(주안동) 1층

전화번호 032-429-5660
이 메 일 reflower0625@naver.com

대나무항균 어린이집 타올
6,000원

대나무 항균 주방타올
6,000원

레저용 천연염색 손수건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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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들을 응원하며 협업합니다.

메이가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을 받고 창업한 여성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생활용품을 발굴해 판매하며 재능 있는 경력단절여성들과
협업하여 상품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용순
주
소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13길
정릉우성아파트상가 1동 105호
전화번호 010-6799-817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hanmaro61
이 메 일 hanmaro61@naver.com

접이식 보냉 시장바구니 쇼핑카트
32,000원

스테인레스대차
420,000원

3단 접이식 핸드카트
33,500원

모든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
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시대에 맞는 기술력으로 고객의 입장에
서 같이 호흡하는 원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조태연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0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108호

전화번호 02-3397-0033
이 메 일 jajh@makerstec.com

자세교정도움 에어펌프의자 88,000원

자세교정도움 에어펌프쿠션 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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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모든 엄마와 딸들을 위해 지구와 환경을 위해 함께 일하는 곳

목화송이협동조합
목화송이협동조합은 일회용을 줄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바느질 제품을
생산하며 지역의 취약계층과 장년층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마을기업,협동조합,여성
기업,사회적기업임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한경아
주
소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26길 20-1
금호아파트 내 (쌍문동, 2층)
전화번호 070-7124-9351 / 02-3494-5220
홈페이지 www.cottonball.kr
이 메 일 mokhwasonge@naver.com

무형광 이중거즈 면마스크 18×13cm
6,800원

워킹백(미니주머니) 16×19cm
5,000원

텀블러파우치 13×23cm
9,900원

미썅 - 자연의 아름다움을 두배로...

(주)미미의세상
주식회사 미미의세상은 피부가 건강하게 숨쉴수 있는 자연주의를 지향합니다.
주식회사 미미의세상은 모든제품이 99,9% 이상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미의세상은 인공방부제, 인공향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미미의세상은 자연과 사람에게 유익한 재료들로 엄선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미미의세상은 나와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도록 하
겠습니다.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미정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43-1

전화번호 010-9231-1165
홈페이지 blog.mimi6908.com
이 메 일 mimi6908@naver.com

미샹NO1, NO2, NO3 자연향수
55,000원

미썅 자연 발모샴푸.두피스프레이
35,000원

휴대용 손세정제(스프레이+겔)SET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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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경작자 행복의 공유자 손끝으로 바꾸는 행복세상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여성기업

민들레 씨앗처럼 세상 두루두루 희망의 씨앗을 뿌려 이웃과 소통하고(Network) 함께 일
하고(Work) 행복을 나누는(Share)마을기업입니다. 금천구 ‘암탉우는마을’ 주민들이 모
여 만든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은 솜씨공방과 원예공방을 기반으로 소외계층의 일자리창
출, 자연과 이웃과 지역이 연대하는 건강한 공동체 회복과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 표 자 김혜숙
주

소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5길13

전화번호 02-895-3379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ambo333
이 메 일 sambo333@naver.com

모드니에 퀼트백 35×40×5
45,000원

모드니에 숄더백 40×40×8
45,000원

모드니에 면에코가방 35×35×8
22,000원

실과 바늘로 사랑 나눔을 실천합니다

바늘한땀 협동조합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추구하는 바늘한땀은 실과 바늘로 사랑을 나눕니다. 약 30년 한
복을 제작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전통의 미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매일 만나고
싶은 전통 스타일을 만듭니다.
우수한 바느질 기술을 보유한 여성들과 함께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하고, 취약계층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곽경희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02 2층
(불광동)
전화번호 02-353-1327
홈페이지 https://bnhanddam.modoo.at
이 메 일 hanbok622@hanmail.net

바늘한땀 필터교체형 입체마스크(5종)
7,500~9,500원

한글행주앞치마
20,000원

한복앞치마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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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덜트 감성 핸드메이드 패브릭 생활소품

바이송
핸드메이드 패브릭 생활 소품을 제작하는 바이송은 다양한 기능성 디자인 수면안대를
대표상품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리빙/홈데코 패브릭 생활용품과 홈패션,교구용 diy키트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송순화
주
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금강
수목원아파트 상가동 207호
전화번호 010-4255-5020
홈페이지 https://bysongfabric.modoo.at
이 메 일 soondinggo@naver.com

3D 입체수면안대
19,000원

결명자 찜질안대
17,000원

린넨 쁘띠 스카프
8,900원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업체

번동코이노니아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원재활서비스 제공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직
업훈련 및 기술훈련을 통하여 개개인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정진
주

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15길 20
(번동, 번동주공5단지아파트)

전화번호 02-985-3609
이 메 일 bondong123@hanmail.net

명함
20,000원

소봉투
견적필요

대봉투
견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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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발전 (Business and Zen Tech)

비젠테크협동조합
상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역량강화를 서로 돕는 협동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회사들로 협업을 통해 유통과 제조의
인적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강지수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246, 2-9호
(마천동 창업인큐베이터)
전화번호 010-9484-6097
홈페이지 www.mrdinterior.com
이 메 일 mrd_tech@naver.com

내 맘대로 바꾸는 나 만의
인테리어 쿠션타일 5,900원

내 맘대로 바꾸는 나 만의
인테리어 쿠션타일 2,000원

내 맘대로 바꾸는 나 만의
인테리어 쿠션타일 2,500원

나머지 열이 아닌 전부인 하나를 나누는 HAPPY COMMUNITY!

사단법인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늘푸름보호작업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이 화장지, LED조명기구를 직접
생산, 판매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기업입니다. 저희기관은 “화장지를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화장지를 파는 기업”으로 그 수익금을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서비스 및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안성기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나길38
(온수동100-19)
전화번호 02-374-6091
홈페이지 www.egboho.net
이 메 일 greenboho309@hanmail.net

점보롤 300m(2겹×16롤)
34,000원

핸드타올 (일반형×5,000매)
27,600원

두루마리화장지 60m/24롤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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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버지 노릇을 돕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함께하는아버지들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예비사회적기업 함께하는아버지들은 2015년 5월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아빠들의 일
가정균형을 돕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천도구(Fathering kit)를 개발하
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가정균형 및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으로서 아버지솔루션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혜준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6호
전화번호 02-415-7955
홈페이지 www.fathers.or.kr
www.facebook.com/koreafathers
이 메 일 help@fathers.or.kr

아빠장갑
7,200원

앞장키트(아빠용 주방장갑, 아빠용 앞치마) 앞장키트+(아빠용 주방장갑, 아빠용 앞치마, 아이용 앞치마)
29,000원
42,000원

느낌이 좋은 침구를 슬로건으로 노력하는 기업

(주)사랑방
(주)사랑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입니
다.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느
낌이 좋은 침구를 슬로건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침구류 최초로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차렵이불/카페트/베개커버부터 시작해서 쇼파패
드 등을 생산하며 기숙사/펜션 등에서 쉽게 덮을수 있는 기숙사 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하
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기부등 다양한 활동과 지역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성기
주

소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589-4 1층

전화번호 053-643-1144
이 메 일 srb2900@naver.com

북유럽베어 베개커버
5,000원

북유럽베어 카페트/패드겸용
24,900원

시원한 쿨링 시어서커
홑이불/북유럽베어 1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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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사업단 해내기보호작업장
해내기보호작업장은 1998년에 인천시립에서 설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샌산품생산
시설”이며,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 “친환경인증”제품으로
화장지류(점보롤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핸드타올, 미용티슈), 면장갑류(면장갑, 반코
팅장갑)을 높은 품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인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황성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동춘동778-1)
전화번호 032-833-7074
홈페이지 www.maume.or.kr
이 메 일 hainaigi@hanmail.net

프리미엄 점보롤화장지300m/500m 32,000원
친환경 점보롤화장지300m/500m 31,500원

프리미엄 핸드타올 28,600원
친환경 핸드타올 26,400원

면장갑45g 96,800원
면장갑50g / 반코팅장갑 101,200원

자연주의 생활습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
키고, 친환경 생산품 제조 및 판매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창업지원 ·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선미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33, 7층 702호
전화번호 031-313-2733
홈페이지 http://www.jjh.or.kr/
이 메 일 saram3629@hanmail.net

복음자리 천연물비누 250ml / 500ml
10,000원 / 18,000원

복음자리 손빨래비누 180g
2,000원

생활용품

멈추지 않는 우리의 꿈이 있는 한, 우리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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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심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55세 이상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따뜻한 사랑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성철
주
소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12 대림프
라자503호
전화번호 032-715-5768
홈페이지 www.사랑이야기.com
이 메 일 lovestory5768@naver.com

사랑이야기 선물세트1호 500ml×2
12.000원

사랑이야기 선물세트3호 500ml×3
30.000원

사랑이야기 선물세트4호 500ml×4
45.000원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및 창업지원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정착유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통한 인재육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사
업을 통한 삶의 질향상 및 동질감형성, 저소득층우수학생 및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생
계비 학자금 지원사업, 사회적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이웃돕기 홍보사업, 기타 본 법
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등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손에손잡고입니다.

대 표 자 신덕균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1116호
전화번호 02-852-1455
홈페이지 www.손에손잡고.com
이 메 일 rokmcjh966@naver.com

EASY119 스프레이 소화기
17,900원(부가세별도)

EASY119 산소마스크
13,800원(부가세별도)

청소용역 및 소독방역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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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새터애협동조합
우리 조합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 지역주민들과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소통
하고 어울리며, 이러한 소통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올바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문
화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 표 자 최은옥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23-1
일성트루엘 103호
전화번호 02-882-9233
홈페이지 www.새터애.kr
이 메 일 nokcha1006@naver.com

편백베개 그린자수
15,000원

반달베개 구슬칩
150,000원

편백나무 사각발지압판
25,000원

신뢰의 품질로 마음을 전하는 기업

(주)샤인리테일
저가의 기념상패부터 고가의 순금상패 및 순금 기념품 전문기업!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자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마선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전화번호 070-4204-1480
이 메 일 mint1616@naver.com

순금 기념품
순금 기념패
1.88gr(0.5돈)부터 제작 가능 / 24K 순금판 가로120mmX세로80mm / 24K
금시세변동으로 전화문의 요망(10만원부터) 금시세변동으로 전화문의 요망(88,000원부터)

상품명 골드바 감사패
1.88gr(0.5돈)부터 제작 가능 / 24K
금시세변동으로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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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

서울특별시립 그린내
서울특별시립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린내는 직접 생산기반을 갖춘 중증장애인
생산품재활시설로, 50여명의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화장지 생산 및 판매사업을 기반으
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급여지급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 위탁운영중인 시설입니다.
그린내 “하하” 및 “청아” 화장지는 그린내의 고유 브랜드로, 언제나 정량·정품의 제품
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품질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노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기화서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

전화번호 02-303-4520
홈페이지 www.그린내.kr
이 메 일 greennae10@hanmail.net

청아 점보롤 화장지 500m / 300m
31,500원

하하 핸드타올 고급 / 일반
28,600원 / 26,400원

하하 미용티슈 250매/24개입/박스
30,000원

아이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주)송지
천사맘은 사회적기업 (주)송지가 다년간 유아용품 세탁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친환
경 제품 브랜드입니다.
천사맘은 아이와 환경을 보호하고 미혼모 및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황영희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3길 5-7

전화번호 1588-3989
홈페이지 www.1004mom.net
이 메 일 songji3988@hanmail.net

천사맘 친환경 유아전용세탁세제
11,000원

천사맘 오가닉 코튼 올인원 기저귀
(소형) 21,000원 / (중형)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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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세상의 안테나샵! 사회적 경제 생산품의 오프라인 플랫폼!

스토어36.5노원점
사회적경제기업의 복합판매 전시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사
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체험 공간을 제공
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착한상품들을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하
여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복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의 체온을 닮은 따뜻한 가
게 스토어36.5노원점.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기성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지하1409

전화번호 02-3391-3650
홈페이지 blog.naver.com/store365nw1
이 메 일 store365nw@gmail.com

문서보존상자
A4(하늘색/50개/1BOX)
61,000원

인스 정사각티슈미니
250매/60개/1BOX
64,000원

리드플러스 복사용지
A4/80g/2500매/10권/1BOX
24,900원

에코파티메아리 : 지구를 지키는 착한 디자인

(재)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 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업사이클 브
랜드로 다시 쓸 수 있는 가죽, 의류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발굴,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
자인하여 실용적인 패션잡화를 창조하며,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
고 지구를 지키는 에코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홍명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용답동)
02-2115-7334
http://mearry.com
http://www.beautifulmarket.org
이 메 일 mearry@bstore.org

가죽장지갑
18,000원

슬림반지갑
15,000원

지퍼가죽필통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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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아름다운창 주식회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 마련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 고령자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의 의
무를 다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당당한 산업인력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윤중현
주

소 평택시 팔용당길 66-52

전화번호 031-665-9691
홈페이지 www.아름다운창.com
이 메 일 dkckd9691@hanmail.net

롤스크린
주문 맞춤 제작 / 견적문의

콤비롤스크린
주문 맞춤 제작 / 견적문의

강당암막커튼
주문 맞춤 제작 / 견적문의

아이유베베협동조합 : 패브릭으로 홈패션을 완성하다

아이유베베 협동조합
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인테리어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패브
릭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앞치마, 파우치, 패브릭액자, 낮잠이불, 봉제인형, 쿠
션, 에코백 등)

대 표 자 김혜신
주

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9길 23

전화번호 010-8280-7677
홈페이지 blog.naver.com/iubebe
이 메 일 iubebe@naver.com

아동 앞치마
10,000원

성인 앞치마
30,000원

성인 앞치마 랩스커트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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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손뜨개인형

아이한코
대한민국 최초 손뜨개인형 브랜드 아이한코!
100% 국내산 원사로 국내에서 직접 제작되어지는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한코 한코
손으로 제작되어지는 제품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성과 따뜻한 감
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DIY패키지화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만
의 손뜨개인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은경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4
삼익플라자 1층 148호 아이한코
전화번호 010-8792-5997
홈페이지 www.ihanco.co.kr
이 메 일 ihanco@naver.com

뚱이
(DIY) 9,800원 / (완제품) 25,000원

용감한 사자 오리온
(DIY) 10,800원 / (완제품) 38,000원

카네이션 브로치
(DIY) 4,800원 / (완제품) 8,800원

LED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엘이디응용기기(협)

대 표 자 차진수
주

엘이디응용기기협동조합은 LED관련 제품
을 생산 및 판매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경
쟁력을 높이고자 설립한 조합입니다. 운영
면에서 조합원들간의 제조·생산, 국내 외
판매, 개발, A/S등 분업화가 가능하며 회계,
설비, 생산, 컨설팅, 무역, 전자 등의 전문가
로 분업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공동구매와 판매를 통해 품질 좋은 제품
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
여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소외계층에 지원
하고 있습니다.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9길 38
37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전화번호 02-6342-6369
이 메 일 cnb2011@chol.com

G-Light(15P) 스탠드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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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함을 일상으로 만들다

(주)업드림코리아
업드림코리아는 임팩트있는 제품들을 기획 및 제조 유통하는 생활혁신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지웅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503호
전화번호 070-7739-7739
홈페이지 www.updreamkorea.com
이 메 일 cha@udk.kr

산들산들 생리대

산들 파우치

코지앤 생리대

우리 마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는 마을기업

영농법인 해금강동백보존회
2014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동백을 이용한 악세사리 개발과 동백기름, 동백 에센스
등 화장품, 각종 해산물을 공동생산하고 공동판매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동
백채취 및 건조는 우리 마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옥덕
주

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로
270 해금강로 270

전화번호 055-632-0555
이 메 일 wonhaohao@naver.com

돌김 100장
15,000원

냉국용 미역 150g
5,000원

쌈다시마 120g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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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일터의 종이컵에는 근로장애인의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예림일터
예림일터는 2006년부터 위생적인 환경과 신형설비, 인체에 무해한 원재료, 전문가의
기술력을 통해 예림일터만의 위생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3급)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공보연
주

소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62-2

전화번호 032-529-2677
홈페이지 www.iyerim.com
이 메 일 yerim2677@hanmail.net

해피타임 미니컵
19,800원

10oz 해피하루 종이컵
45,000원

해피타임 세모금컵
19,800원

유니크한 소품/패션잡화는 예지랑에서

예지랑
환경을 생각하는 청바지 업사이클링 제품(클러치,가방,지갑)을 주로 제작하며 청소재로
앞치마,지갑등 유니크한 패션잡화를 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 표 자 권예지
주
소 강서구 양천로 564
(두산위브센티움) 1418호
전화번호 010-2783-3961
홈페이지 www.instagram.com/yejirang_yj
이 메 일 fleader408@naver.com

이니셜 가능한 도도한 냐옹이·개조
폭 필통 17,500원

매너 뿜뿜~자수 이니셜스카프
12,000원(단체주문시엔 상담)

자수 문구·이니셜 냐옹이 텀블러홀
더/컵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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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의 꿈을 나누는 희망일터

예진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나누는 착한소비에 함께해주세요.
예진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류지웅
주
소 인천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심곡동,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관 2층)
전화번호 032-568-3276
홈페이지 happylog.naver.com/yejinone.do
이 메 일 bisou27@naver.com

숙성비누(카렌듈라, 어성초, 청대, 황토)
1구/2구/4구 4,500/8,500/17,000원

단호박, 코코아비누 2구
5,000원

장미비누 1구/3구
3,500/10,000원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유니크한 선물 가게, 후즈하비몰!

(주)오엠인터랙티브
‘후즈하비몰’은 사회적기업 (주)오엠인터랙티브가 만들어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쇼
핑 및 교육 플랫폼입니다. 나이와 육아 등의 문제로 일자리에서 멀어진 시니어 및 경
력단절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이 자신의 취미를 통해 경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습니다. ‘후즈하비몰’은 다양하고 색다른 제품을 선보여 유니크한 선물가게의 이
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권영준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동 아크밸리 502호
전화번호 02-2295-0519
홈페이지 www.sycstore.co.kr
이 메 일 contact@soyoungc.com

핸드메이드 동물 수세미
3,000원

동화 속 주인공 금속책갈피
9,000원

천연 수제 몰랑비누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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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오티스타
(주)오티스타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의 결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오티스
타는 그림을 좋아하는 자폐인이 디자이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디자인스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티스타의 모든 제품은 자폐인의 그림으로 제작되며 수익금은
이들의 독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완기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79
가람빌딩 6층
전화번호 02-523-1714
홈페이지 www.autistar.kr
이 메 일 autistardesign@gmail.com

동물그림 냄비받침
22,000원

L홀더 세트 6종
6,000원

머그-사계절
10,000원

자연 그리고 나무이야기

우드포유(Wood4U) 협동조합
자연 그리고 나무이야기
목공 DIY 수업, 맞춤가구, 원목소품, 제품 업싸이클링을 통해 더불어사는 삶,
친환경 재료로 오랫동안 함께하는 제품을 선보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로 구성된 목공협동조합으로 공방의 수익금은 발달장애청소년 및 시
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무료목공교육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류가영
주

소 서울 서대문 연희로33나길9, 101호

전화번호 010-4609-3971
홈페이지 wood4ucoop.com
이 메 일 wood4ucoop@naver.com

오크 물결사각 도마(중) / (대)
60,000원 / 80,000원

멀바우 책상 오거나이저
20,000원

원목 에그트레이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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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전장례

우리상포장례협동조합
우리상포협동조합은 허례허식으로 치러지는 장례, 장묘 문화를 친환경, 건전한 장례,
장묘 문화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실용
적인 친환경 장례용품 보급, 장례서비스 제공과 복지장례를 목적으로 장례산업을 선
도해 나갑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안태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B106-104호
전화번호 1600-6890
홈페이지 www.woorisangpo.com
이 메 일 woorisangpo001@naver.com

한지 유골함
350,0000원

한지 수의(자수) 한벌
350,000원

종이관
150,000원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하여

유한엠케이(주)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안전하게,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하여!
산업용품, 위생용품, 안전용품, 헬스케어 점보롤 화장지와 핸드타올의 OEM제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 표 자 명금란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18길 31
(수유동) 2층
전화번호 02-412-1535
홈페이지 yuhanmk.co.kr
이 메 일 kbs8224@gmail.com

개인보호장비세트 레벨D 비닐부츠
9,900원

엠케이건강마스크
6,600원

메이피오니 점보롤 300M x 16롤
3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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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업

유한회사 자연향
유한회사 자연향은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공예품 등을 연구개발하며 이에 대한 교육
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자연향에서는 다문화 여성들
의 정착을 돕기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천연수제
비누 친환경적인 천연제품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다문화여성 일자리창출,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마을나눔, 지역행사 참여 등 사회
적경제 기업으로서 역활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재순
주

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로
964 남상면무촌리831-1

전화번호 055-944-7782
이 메 일 15qxdio35m@naver.com

바디 바
14,000원

오미자 비누
10,000원

쌀겨 비누
9,000원

천연의 모든 것, 친환경 수제비누의 명가

인사동비솝
대한민국 최초 수제전통비누 명인인증을 받은 인사동비솝은 우리나라 고유의 산야
초와 천연재료 등을 이용하여 천연비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명인 제
13-1605-21호) 특히 검증된 한약재를 이용하여 피부에 좋은 천연한방비누 제작에 독
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명인의 자존심을 담아 보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모
든 제품을 현대적인 시설에서 과학적으로 생산하여 천연한방수제비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명금란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18길 31
(수유동) 2층
전화번호 02-412-1535
홈페이지 yuhanmk.co.kr
이 메 일 kbs8224@gmail.com

자운고 비누
13,000원

어성초&황백비누
9,000원

하이 다이애퍼 미스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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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자연에서 기른 고추냉이와 발효곡물로 만드는 건강한 와사비 멀티 샵

(주)자연과생활
강원도 철원 가장 깨끗한 자연에서 기른 고추냉이를 주원료로 제품을 개발합니다.
wasabi의 톡 쏘는 맛의 시니그린은 살아있는 생선의 기생충까지 살균작용을 합니다.
자연에서 찾은 재료에 기술을 더하여 생활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맛있게 당신의 건강
을 지켜드립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현숙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42, 501호

전화번호 010-4583-2258
홈페이지 www.lifeok.co.kr
이 메 일 jysh0801@naver.com

와사비워터 손세정제 45ml
3,000원

13.5 와사비바디클렌져 480ml
25,000원

와사비버블 핸드워시 240ml
10,000원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

(사)장애인고용진흥회
사단법인 장애인고용진흥회는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사회의 취약계층인 중
증장애인들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하며,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는 위생용품 화장지를 생산 판매하는 중증장애인시설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나아가 사회통합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임서현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07-53호

전화번호 02-2666-4426
이 메 일 niss2004@hanmail.net

봄날 핸드타올
26,000원

봄날 점보롤 300M
31,500원

봄날 점보롤 500M
3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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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동행 사업단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장애인생산시설로 사회적기업 인증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을 받아 위생용품(화장지류 등)을 생산하는 생산시설로써 제품으로는 점보롤
화장지, 종이타올, 두루마리화장지를 생산하며 꿈드림, 꿈그린, 꿈터, 꿈드래, 아름다운
동행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이용국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53-18
전화번호 031-925-1290
홈페이지 www.koreasm.or,kr
이 메 일 kk9251290@hanmail.net

꿈그린 점보롤 500M
31,500원

아름다운동행 핸드타올 일반형
26,000원

꿈드래 천연펄프 점보롤 300M
34,200원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주)제일산업
당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근로자 70%가 취약계층이며 취약계층 중 60% 이상
이 중증장애인으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여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복
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하일
주

소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 67-4

전화번호 054-972-7988
홈페이지 www.nanumicup.co.kr
이 메 일 bsjung0526@hanmail.net

종이컵 6.5oz(2,000개)
25,000원

테이크아웃컵(M) 10oz(1,000개)
45,000원

테이크아웃컵(L) 13oz(1,000개)
48,000원

생활용품

아름다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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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화장지를 나누고 이윤을 다시 사회와 나누는 착한기업

(주)좋은아침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친환경 화장지제조 및 판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화장지 생산으로 자원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어 자원절약 ·수질 오염물
질 절감에 앞장서며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데 노력하는 친환경사회적
기업 좋은아침입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송현민, 정민정
주

소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1길 18

전화번호 1522-9698
이 메 일 morning0625@nate.com

좋은아침 프리미엄 점보롤화장지 2겹 좋은아침 프리미엄 점보롤화장지 2겹 좋은아침 프리미엄 점보롤화장지 1겹
300M-민자(1BOX/16롤)
300M-엠보(1BOX/16롤)
500M(1BOX/16롤)
30,000원
30,000원
32,000원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꿈을 응원합니다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발달장애인 종합예술 에이전시’이자 소셜벤처인 디스에이블드는 발달장애인 예술가
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미션 아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고 있습니다.
장애를 뜻하는 단어 DISABLED에서 한 단어의 변화로 시작된 THISABLED는 발달장애
인 예술가들의 꿈과 희망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현일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3호
전화번호 070-8633-0755
홈페이지 www.instagram.com/thisabled_inc
이 메 일 hello@thisabled.co.kr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꿈을 담은 보조배터리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꿈을 담은 골프공
5,000mAh, 10,000mAh
Callaway
견적가
견적가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꿈을 담은 USB
8G, 16G, 32G, 64G
견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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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을 마음에 담아 그대에게…

주식회사 맘씨생활건강
1. 교육프로그램 :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수익창출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시켜 외부강사들의 수익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2. 천연재료판매 : 천연재료(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캔들, 아로마, 디퓨저, 석고방향제, 실
리콘몰드 등)를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구축되어 있
어 구매자들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며 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천연비누 제조 판매 : 더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이 담긴 (주)맘씨생활건강의 브랜드인
“더이니퓨어” 비누를 제조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현주
주
소 부산시 북구 만덕3로 33번길 8
맘씨몰
전화번호 051-343-1008
홈페이지 www.momsee-mall.com
이 메 일 momseesoap@naver.com

더이니퓨어 기능성비누
1구(10,900원) / 4구(43,600원) / 6구(65,400원)

더이니퓨어 전통비누
더이니퓨어 부산비누
2구(25,800원) / 3구(38,700원) / 4구(51,600원) / 6구(77,400원) 2구(21,800원) / 3구(32,700원) / 4구(43,600원) / 6구(65,400원)

작품으로 성장하고, 작품으로 소통합니다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스페셜아트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굴하고, 주체적 창작자로 육성하여 전문
작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시기획, 작품 및 상품 판매, 작가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장애 작가의 그림
을 이용하여 기업 홍보물 등 다양한 아트 상품을 제작해 드립니다.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김민정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271 3층
02-812-1762
https://www.facebook.com/specialartscenter
https://www.instagram.com/sa.specialarts
이 메 일 special_arts@naver.com

안경케이스와 클리너

텀블러

멀티 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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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친환경제품으로 건강을 만들어준다

주식회사 에코그린
2006년 이엠 발효미생물를 만드는 공부를 배워서 앞으로 심각한 환경파괴로인해 국가
와 지자체 개인들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목적으로 2008년
전국 최초 1인1백만원출자 8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에코그린은 이엠 발효미생물만들
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을시작으로 공공기관 소속단체의 교육체험사업 등 다양
한 환경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오영희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18
(장천동) 장천2길 5

전화번호 061-746-9195
이 메 일 7439195@hanmail.net

이엠부티헤어삼푸
5000원 / 10,000원

이엠트리트먼트헤어린스
5000원 / 10,000원

이엠바디클렌져
5000원 / 10,000원

공동구매형태로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

주식회사 예스비투지
주식회사 예스비투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에서 인증한 여성기업입니다
특판 유통업계 최초의 SALES NETWORK를 구축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제품생산의 공급사를 확보해 은행, 증권사, 공공기관 및 단체등에 납품하고 있
으며 소비자를 위해 공동구매형태로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합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윤순자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17
7층(상계동, 동창빌딩)

전화번호 02-473-0046
이 메 일 hjssb@hanmail.net

황사 방역 마스크 KF94 30매 1박스
1,480원

큐어라이프 황사마스크 [KF80]
830원

좋은날 등산용 방수돗자리(중)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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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주식회사 해피에이징
노인 낙상사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낙상예방 교육,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사고 예
방을 위해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는 낙상예방 전문 사회적기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권경혁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038 아인빌딩 8층
전화번호 02-6736-5678
홈페이지 www.happy-aging.co.kr
이 메 일 info@happy-aging.co.kr

실리콘 안전손잡이
50,000원 / 40,000원(설치비 별도)

미끄럼방지매트
35,000원

보행보조차(실버카)
230,000원

근로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능력개발 및 사회적 자립도모

주식회사 화진산업 서울지점
주식회사 화진산업서울지점은 사무기기 판매·임대, 장갑제조업, 의료기기, 기업소모
성 자재구매(MRO) 전문업체로 장애 유형별 맞춤 일자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이현진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273호(문래동3가)
전화번호 070-4348-5993
홈페이지 www.hjtx.co.kr
이 메 일 dghjtx@naver.com

면장갑 40g 200켤레
면70%/TC30%, 40g, 200×80mm
44,000원(VAT 포함)

반코팅장갑 200켤레
청이중장갑 100매
면70%/TC30%/천연고무(LATEX), 220×80mm, RED 면75%/TC25%, 13G, L23cm, 녹색노랑
44,000원(VAT 포함)
50,000원(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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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가치로 답하다

(주)착한세상
사회적경제공유마켓 소셜컴바인 (주)착한세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주민, 지역작가들과 함께 공유하며 상생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촉진과 공동마켓팅을 통해 판로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정예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연안로 59

전화번호 051-989-7942
홈페이지 www.instagram.com/365mansaok
이 메 일 365mansaok@naver.com

부산관광사투리엽서북(30매)세트
15,000원

부산관광사투리미니엽서세트(17매)
10,000원

광안대교펜던트(순은925)(1개)
48,000원

천연향기에서 만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클린 제품 브랜드, 클리니드

천연향기(서울등대협동조합)
클리니드는 불쾌한 환경과 유해성분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집을 지키는 천연 제품을 연
구 개발합니다. 클리니드만의 나노기술로 냄새균과 세균을 99% 탈취, 살균 분해하는
‘칙칙’ 라인부터 EM 미생물 타입의 욕실/유리 세정제까지! 클리니드에서 다양한 천연
탈취, 세정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 표 자 안상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
가 55-3
전화번호 02-882-1338
홈페이지 www.cleaneed.com
이 메 일 anss4@hanmail.net

클리니드 선물세트 (천연세정제)
23,000원

클리니드 선물세트 (천연탈취제)
19,000원

클리니드 선물세트 (매너칙칙)
1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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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가까이서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주)천우굿프랜즈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취약계층고용확대, 복지사업확대전개, 나눔정신 실현을 목표로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향후 더많은 소외계층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사회의 디
딤돌 역할을 하고자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우재금
주
소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50
엘아이지식산업센터 225호
전화번호 032-864-9988
홈페이지 www.cheonwoo.net
이 메 일 cheonwoo9@naver.com

뉴클린 칫솔살균기
27,800원

큐온 칫솔살균기
17,900원

뉴클린 치약짜개
10,900원

Beyond The JOB Our DREAM

(주)카이정물산
주식회사 카이정물산은 한국에 본사를, 중국 복건성 샤먼에 지사를 운영하는 포워딩 통
관대행 제품공수가 가능한 무역상사입니다. 가축 동식물, 사료 의약품원자재 수입에 역
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수와 검품, 투명한 가격, 정확한 납기로 신뢰할 수 있
는 조직을 토대로 확실한 매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유진성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1106,1107호
전화번호 02-6956-0160
홈페이지 http://kaijung.com
이 메 일 kayjung17@naver.com

사무용 천연대나무 노트북테이블
쿨링팬有:28,000원, 쿨링팬無: 20,000원

3in1 고속충전케이블(고급)
5,000원

여행용 세면도구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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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한 곳, 고양이 디자인 캐릭터 소품 편집샵

캣냥닷컴
캣냥닷컴 대표가 고양이 네 마리를 직접 키우면서 애묘인들과 냥덕후, 집사님들 위한 다
양한 아이템을 개발과 제작을 하여 대한민국 대표 고양이 디자인 캐릭터 소품 편집샵으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키워드 컨셉으로 고객들이 직접 키우는 고양이와 비
슷한 디자인캐릭터 소품을 소량 다품종 제품들을 선보여 소장가치를 지닌 제품들로 구
성합니다. 판매금액 일부는 길고양이 사료 지원 및 유기고양이 보호소 재단에 기부/후
원합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지현
주
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지하 81(예지동)
종로4가혼수쇼핑센터 98, 99호
전화번호 0507-1408-9610
홈페이지 www.catnyang.com
이 메 일 alien12@naver.com

순면 거즈 대형 바디 타올 8종
15,000원

순면 거즈 핸드 타올 18종
3,000원

고양이 얼굴 동전 지갑 28종
3,600원

크린마커
크린마커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용품 전문여성기업 종합쇼핑몰입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다년간이 노하우,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공
간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연구 개발하며 청소장비 청소도구,세제류,걸레,등 외에 제품을
공급하는 청소용품전문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박정숙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63-1
102호

전화번호 02-2249-9908
이 메 일 wonsik101@naver.com

쓰레기봉투(특대형 300매입)
29,700원

마포탈수기·봉걸레탈수기(대형)
69,000원

세수비누(하이랑 백색) 130G×10개입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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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녹색농업사회적협동조합
녹색조합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사회적약자 일자리 만들기 위해 동·식물성 잔재물
을 비료,사료 제조와 볏짚 등 농업 부산물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
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대 표 자 이이석
주

소 경기 파주시 탄현 매봉길 17-13

전화번호 070-4158-7786
홈페이지 https://pjcoop.modoo.at
이 메 일 hkcpc@naver.com

음식물쓰레기처리기(농부에게 W25L)
1일 식수인원 500~1000명
월 280,000(렌탈 39개월)

음식물쓰레기처리기(농부에게 99K)
1일 100kg~150kg
월 420,000(렌탈 39개월)

밥이 맛있는 우리쌀(파주 한수위 쌀)
4kg, 10kg, 20kg
문의

Fair & Sustainable Life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한국의 공정무역을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빈곤국가 여
성 생산자가 만든 친환경 원료와 핸드메이드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그 가족,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합니다.

공정무역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미영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503호

전화번호 02-739-7944
홈페이지 https://fairtradegru.com
이 메 일 marketing@fairtradekorea.co.kr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공정무역
유기농 그루테라피 스킨+로션 2종세트
50,000원

그루테라피 아르간3종세트
(스킨+로션+세럼)
82,000원

그루테라피 치우리 2종세트
56,000원

생활용품

저희 녹색농업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이윤 사회환원, 취약 계층 고용 농촌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목적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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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로 가자

피엔티(브랜드: minaz)
환경과 사람이 우선인 기업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며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피엔티의 길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윤미나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341
(생연동)
전화번호 031-875-9086
홈페이지 www.minazmall.com
이 메 일 minazmall@naver.com

한국의 대마 친환경 헴프 마스크(대,소)-BLACK, WHITE
17,000원

한국 전통 닥나무 한지 마스크(대,소)-GRAY
12,000원

친환경 한지 마스크-BLACK, WHITE
3,500원

환경을 생각하는 아로마테라피스트가 모여 만든 친환경 제품, 아리향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한국 아로마테라피 생활문화 협동조합(KAL·CCF)은 현대인의 웰빙 생활문화를 형성
해나가고, 이를 함께 나누고자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 내 자연주의 브랜드 ‘아리향(Arihyang)’의 제품과 아로마테라피 관련 교육활동 등
을 통하여, 현대인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한서연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36, 1층
전화번호 070-4070-0766
홈페이지 www.aryhyangi.com
이 메 일 kalccf@naver.com

아리향 약산성 패밀리 멀티워 500ml 손세정제 핸드워시, CP화장비누세트 250ml
36,000원
29,000원

룸스프레이세트 50g×3개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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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조상의 지혜의 산물

(주)한지문화
한지문화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조상의 지혜의 산물인 한지를 사용하여 수의, 공
예품 등 한지제품과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성 제품
은 Well-being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한지제품은 인체
의 생리작용을 활성화시켜 인체 내의 노폐물 제거 혈전 분해 및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등 인체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영호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124-39 (구로동)
전화번호 02-855-0370
홈페이지 www.hanjiculture.com
이 메 일 hanjiculture@nate.com

한지 수의
1,000,000원

한지사 양말
7,000원

피톤치드 방향탈취제
12,000원

피톤치드 손세정제
8,500원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세상

함께누리
함께누리는 63년 전통의 세계적인 기초필수의약품 소독약 전문 제약사인 (주) 퍼슨과
협력하여 코로나-19의 방역 제품 및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공간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 표 자 신혜정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82-1
지하1층(난빌딩)
전화번호 010-8943-4393
홈페이지 www.hamkenuri.com
이 메 일 sally4393@hanmail.net

버블 손세정제 3종 핸드워시 250ml
(숲속향,레몬향,베이비파우더향)
5,000원

일상닥터 손소독제 새니타이저 겔
미국 FDA등록 500ml
7,500원

싹독싹독 소독물티슈
1팩 60매
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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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행복을파는장사꾼
행복을파는장사꾼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기업이며 중증장
애인생산품인 책자, 브로슈어, 명함, 쇼핑백 등을 생산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완수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3층
전화번호 02-2065-1591
홈페이지 salehappy.kr
이 메 일 salehappy1@daum.net

각종 인쇄물 견적문의

우수한 제품·환경·서비스

(주)행복큐산업
행복큐는 환경기여, 사회기여, 나눔기여 등 3가지 기여를 경영모토로 하고있습니다. 지
속적인 사업확대를 통한 인력충원,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활동 제
공, 신체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작업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주요 사업은 점보롤화장지 제조&판매, 핸드타올 제조&판매, 위생용품 판매, 디스펜
서 용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친환경인증기업
대 표 자 박지혜 외 1인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72
(광장동) 학산오피스텔 501호
전화번호 02-455-1568
홈페이지 행복큐.net
이 메 일 sjh9146@naver.com

카드영수증, 순번대기표 감열지
29,000원

HQ미용티슈 250매(24개/1Box)
32,000원

HQ점보롤화장지
32,000원

시설·관리
142 (주)금빛가람 종합개발
142 (주)깔끄미
143 (사)꿈드래장애인협회
143 나모사회적협동조합
144 도시마을협동조합
144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
145 미래&나래
145 (주)블루인더스
146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주)수풀지기
146 (주)세림비엠씨
147 (주)썬바라
147 (주)어반소사이어티
148 에버클린
148 (주)원포인트듀오
149 (주)월드브릿지익스프레스
149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150 (주)인스케어코어
150 일촌나눔하우징(주)
151 정담그린환경
151 주식회사 새암
152 주식회사 클린씨
152 (주)착한엄마
153 페어스페이스
153 (주)푸른환경코리아
154 하얀나라 1호점
154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155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155 희망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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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명품이 아니면 시공하지 않겠습니다

(주)금빛가람 종합개발
진실한 마음으로 짓고, 집만 잘 짓는 회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분
야를 비롯하여 기업의 재정 지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획, 시
행, 분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백영학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상암로 441 2층

전화번호 02-992-0990
홈페이지 www.goldenriver.co.kr
이 메 일 company@goldenriver.co.kr

시설물 유지보수
견적요청

실내건축 인테리어
견적요청

종합건설업
견적요청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건물위생관리 전문기업

(주)깔끄미
(주)깔끄미는 2004년 1월, 구로구 여성가장 5명이 모여 창업한 고품격 건물위생관리 전
문기업입니다. (주)깔끄미는 자활기업으로 시작하여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청소 용역
업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주)깔끄미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청소기업은 오래 가기 어
렵다는 속설을 깨고 성공한 14년차 기업입니다. (주)깔끄미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혼
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활기업
대 표 자 김경희
주
소 서울 구로구 개봉로17다길 53
101호
전화번호 02-856-7040, 010-5277-6784
홈페이지 www.lifeclean.com
이 메 일 kkh0930@hanmail.net

건물대청소
건물노후도 및 면적에 따라 견적 후 결정

바닥광택
계단신주광택관리
바닥재 및 면적, 노후도에 따라 견적 후 결정 재질 및 면적, 노후도에 따라 견적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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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장애인 -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사)꿈드래장애인협회는 꿈을 미래에 드린다는 이름처럼 장애인과 사회적약자들의 꿈
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LED, 배전반, CCTV, 가로등주, 전광판 등 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창출
된 수익은 장애인 무료 합동 결혼식, 국토순례, 한마음 체육대회 등 우리 사회 장애인
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시
쓰여집니다.
다함께 사는 삶, 그리고 이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꿈드래장
애인협회 생산품을 구매해주
시기 바랍니다.

대 표 자 이일우
주
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07-45
전화번호 063-261-7023
홈페이지 꿈드래.com
이 메 일 js7023@naver.com

배전반
견적필요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조합

나모사회적협동조합
냉난방기 및 에어컨을 완전분해하며, 18단계의 세척과정을 통해 새것처럼 유지보수 합
니다. 나모 전용 ‘나모 핀 클리너’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각종 유해균을 박멸합니다. 각
종 세균 및 냄새 예방 / 냉방효과 상승 및 전기료 절감 / 기기의 수명 연장 등의 효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맑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이 선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안병화
주
소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B동 1113호
전화번호 070-4304-0261
홈페이지 www.namo.or.kr
이 메 일 jjy@namo.or.kr

냉난방기 에어컨 청소 세척(천정형4way) 냉난방기 에어컨 청소 세척(스탠드형) 냉난방기 에어컨 청소 세척(벽걸이형)
완전분해세척 80,000원
완전분해세척 90,000원
완전분해세척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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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전문가들이 모인 방역협동조합

도시마을협동조합
도시마을협동조합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정과 사무실은 물론 각종 사업
장과 대형시설의 소독방역 작업을 최고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 하는 사
회적경제기업입니다. 또한 지역 취약계층 일감나누기를 통한 UV LED 포충기 및 벌레
트랩 제작판매, 1+1 무료가정방제, 지역아동을 위한 해충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마을기
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시마을방역협동조합에서
도시마을협동조합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과 마을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노정은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마길
24, 1층
전화번호 070-4120-6781
홈페이지 www.ctcoop.kr
이 메 일 tpcc401@gmail.com

UV LED 포충기 사라세니아
98,000원

해충방제서비스
별도 견적 문의

패스트랩
500원(6개 한세트)/ 박스 구입시 별도문의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책임지겠습니다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
모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은 생활공간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용역서비스,
청소장비 및 청소용품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중 거의 모든 브랜드의 제품들을 취급중이며 저럼한 가격
과 동시에 확실한 제품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견경수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방화그린 2-1 단지내 상가 105호
전화번호 1644-5205
홈페이지 www.moananum.co.kr
이 메 일 lifes5185@naver.com

Swingo4000
견적 문의

리빙 점보롤 300m×2겹
39,600원

청소용역서비스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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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나래
앞선기술과 남 다르고 뛰어난 청소전문기업 미래&나래는 고객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청소란 깨끗함으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사회적 가치 창조를 하는 기
업입니다.

자활기업
대 표 자 이규섭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아길1

전화번호 02-3280-277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lkswin7
에어컨 청소
견적요청

이 메 일 lkswin7@naver.com

바닥 광택
견적요청

카페트 건식청소
견적요청

산업안전업종 최초의 사회적기업

(주)블루인더스
블루인더스는 新기업문화를 실천하는 산업안전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직원의 70%이상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知先能後(능력도
중요하지만 화합이 우선)의 정신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 생산
성 향상은 물론 행복한 일터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은 마스
크, 안전화, 용접복, 사상·도장복 등 산업안전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유
명 제조사와 직접 일반안전용품을 유통하여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적기 납품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천식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8길5

전화번호 02-6279-9300
홈페이지 www.blueind.co.kr
이 메 일 jfk200166@hanmail.net

황사마스트 2,200원

분말소화기 kg별 판매가 다름

경량안전화 로드페이스

시설·관리

생활속의 파트너, 앞선기술 남다른 청소전문기업, 사회적 가치창조의 일등청소업체

146

www.hknuri.co.kr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주)수풀지기
지역사회의 건강한 자연생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기업입니다.
① 공원 조성 및 관리
② 수목/작물재배 및 판매사업
③ 벌초 및 묘지관리사업
④ 새집 제작 등 녹지조성관리

자활기업
대 표 자 김병국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86-77 (연희동)
전화번호 02-324-1027
홈페이지 www.supulzigi.com
이 메 일 green@seojahwal.or.kr

조경(정원) 공사 및 유지·관리
견적요청

산소(묘지) 벌초·사초 대행
견적요청

새집
견적요청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세림비엠씨입니다

(주)세림비엠씨
선진 관리기법과 전문화된 기술, 인력으로 운영하는 건물종합관리(시설경비)와
최신장비와 축적된 노하우로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소와 경비,
소독 전문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은복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69-1, 2층

전화번호 02-383-4565
홈페이지 www.serimbmc.com
이 메 일 serimbmc@hanmail.net

청소(건물, 저수조, 에어컨)

소독, 방역

청소용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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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Outdoor living Space

(주)썬바라
인간은 살아가면서 공간을 이용하고 목적에 따라 생활합니다. 인간에게 공간은 생활의
중심이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SUNBARA는 실외공간을 클라이언트들이 여유롭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위해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환경인증기업
대 표 자 이정완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1길
39 (성내동) 이노빌딩 6층
전화번호 02-475-1605
홈페이지 www.sunbara.com
이 메 일 sunbara2@naver.com

썬바라 에코어닝
견적요청

썬바라 고정식어닝
견적요청

4인용 접이식 원형탁자
200,000원

건물 내외부 공간 조성 및 임대운영

(주)어반소사이어티
어반소사이어티는 소셜 플레이스메이커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도시재생 환경개
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유지와 공동체문화 회복등의 사
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유휴공간개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가설시설
물 설치, 커뮤니티 공유공간 디자인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역기반단체와 협업
을 통해 공공공간을만들고 홍보하기에 최적화된 기업 입니다. 저희 구성원은 리모델링
디자인, 유지관리, 홍보 및 캠페인온라인/오프라인, 웹사이트 구축 인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공개 공지를 만들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활용되도록 유지 및 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양재찬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4
(성수동1가) 3층 302호

전화번호 02-466-2037
이 메 일 jyheo@urbansociety.co.kr

Seam 센터 인테리어

강원대 옥상정원

푸른하늘공부방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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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에버클린
(주)에버클린은 학교, 공공시설 등의 건물청소 및 해충, 세균 방지를 위한 소독서비스
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건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맞춤형 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천국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86-77 (연희동)
전화번호 02-3142-7017
홈페이지 www.seojahwal.or.kr
이 메 일 sjh@seojahwal.or.kr

청소서비스
견적요청

소독 및 방역
견적요청

도시를 아름답게, 거리를 깨끗하게

(주)원포인트듀오
2010년 4월 창업한 원포인트는 옥외광고업으로 출발하였으며 2010년~2013년에는 특
허 및 ISO9001 인증,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주)원포인
트듀오로 법인 전환하여 인쇄와 출판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
대 표 자 이인환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7길3
(성수동2가, 삼우아파트형공장)
전화번호 02-447-7117
홈페이지 www.giftone.net
이 메 일 yeju2008@hanmail.net

바닥 금연안내판
가격협의

간판
가격협의

현수막
가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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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대한 모든 것

(주)월드브릿지익스프레스
1993년 창사 이래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왔습니다. 관공서, 기업을 비
롯하여 연구소, 공장 등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하며 고객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에 매월 무료이사를 제공하
고, 동남아 지역 아동에게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모든 것,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변철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1라
길 35, 1층
전화번호 02-578-2080
홈페이지 www.worldex.co.kr
이 메 일 chulnoel@worldex.co.kr

관공서/기업 이사
견적 후 협의

학교/실험실/연구실 이사
견적 후 협의

학교/실험실/연구실 이사
견적 후 협의

성공비지니스파트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및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사업으
로는 직업재활사업, 직업활동사업 등이 있으며 주 생산품은 면장갑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남인순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1길 13

전화번호 02-384-1320
홈페이지 www.epvrcenter.or.kr
이 메 일 epct1320@hanmail.net

면장갑 45g/50g 100켤레
22,000원 / 24,000원

반코팅장갑(적색) 100켤레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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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케어하다 삶의 질을 더하다

주식회사 인스케어코어
인스케어코어는 방역방제, 살균소독서비스와 프리미엄 홈클리닝 전국서비스 및 건물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무환경향상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여 상품개발등 유통 사업분야의 역량강화에도 힘쓰
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창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5
3층(청담동, 세영빌딩)
전화번호 02-486-3657
홈페이지 http://inscare.or.kr
이 메 일 raki0821@wtco.kr

소독방역서비스
견적요청

청소서비스
견적요청

청소용품
견적요청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노력하는 기업

일촌나눔하우징(주)
일촌나눔하우징 주식회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를 통한 최상의 주거/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하여 인테리
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노원구 취약계층의 고용 및 취약계층
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창수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 49, 208호
월계동 현대아파트상가

전화번호 02-977-8200
이 메 일 icnanum1@hanmail.net

실내 인테리어 / 리모델링 / 공사 견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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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그린환경
1. 자활기업이자 여성기업
2. 삼성SDI 설비크린룸 청소
3. 노원구 소재 초·중·고 교실, 복도·계단, 유리세척 및 코팅왁스
4. 성수동 제규어 11층 내,외벽청소
5. KT목동IDC센터 14층 준공청소
6. GS25 편의점 500여 점포청소
7. KIST대강당 카펫세척
8. 삼성전자기숙사,부산 동아대기숙사 침대 1,000실 청소

여성기업
자활기업
대 표 자 박복련
주
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103호
(공릉동,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번호 010-5177-9055
홈페이지 www.jdam.co.kr
이 메 일 feel41me@hanmail.net

복도, 현관, 교실 보행식 세척

빌딩, 관공서, 학교건물외벽,
유리세척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노인정 등 살균소독

집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쉬운 방법을 찾고, 튼튼한 집으로 재탄생 됩니다!

주식회사 새암
(주)새암은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제
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사회적기업입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LED 조명 공사
•주택신축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용모
주
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6
(신림동 1576-23) 은성빌딩 302호
전화번호 02-868-8181
홈페이지 http://www.se-am.co.kr
이 메 일 pymmo@hanmail.net

AC 주택 신축공사

열린밥상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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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살리는 소비의 가치 소셜벤처 클린씨

주식회사 클린씨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사
회적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클린씨는 기회와 변화와 도전을 제공하는 소셜벤처기업으로, 환경친화기술기반 생활
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합니다.
클린씨 브랜드 C3KOREA(씨쓰리코리아)는 환경 친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주거 부분의 생활 내·외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LEANC CARE(클린씨케
어)의 긴급방역반에서는 생활방역 및 바이러스 대응 긴급방역·특수소독 서비스를 제
공하여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린씨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특허기반의 전문기술을 공유하여 기술자를 양성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진무두
주
소 서울 강남구 개포로26길 6
신유빌딩 1층
전화번호 02-529-1845
홈페이지 www.cleanc.kr
이 메 일 moodoo@cleanc.kr

클린씨 하이브리드 에너지보호필름 시공 서비스 클린씨 하이브리드 에너지보호필름 판매 클린씨케어 긴급방역반 방역·소독 서비스
77,000원
880,000원
79,000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주)착한엄마
착한엄마는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가, 공예 여성의 판로 지원을 위한 박람회와 마켓 등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개발, 브랜드 디자인, 참여자 교육 등 판로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연계하여 1000여명의 청년 상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주연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서울혁신파크 1동 509호
전화번호 070-7596-7075
홈페이지 www.market-factory.com
이 메 일 apo74@naver.com

행사 대행 / 야외 마켓 운영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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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휴공간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기업

페어스페이스
유휴공간의 기획을 통해 다양한 공유공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장터운영 및 한평샵판매부스 개발, 덕수궁페어샵 참여, 밤도깨비야시장 등 사회적 경제
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홍보, 판매하여 판로 개척 및 확
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씁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구민근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신림동, 2층)

전화번호 070-7596-7075
행사 대행 / 야외 마켓 운영
견적필요

이 메 일 fairspace9@naver.com

사람이 존중받는 일자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주)푸른환경코리아
종합 건물관리 전문기업
건물·시설물·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와 관련한 종합 Total 서비스 제공과 20년 이상의 관
리운영노하우를 토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희석, 공은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93, 2층

전화번호 02-868-8381
홈페이지 www.purenkorea.com
이 메 일 purenko@hanmail.net

시설관리

공통주택관리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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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터, 희망찬 미래

하얀나라 1호점
•청소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기술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자립기반 모색
•공공기관, 단체, 건물 및 주택관리, 입주청소, 바닥관리, 학교청소, 위생관리
기술교육 및 훈련

자활기업
대 표 자 김수현 외 1명
주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0-0
30, 601(남창동, 상동교회)
전화번호 02-754-2228
홈페이지 www.happywork21.or.kr
이 메 일 happyworks21@naver.com

청소, 소독 및 방역
견적요청

“환경이 미래다! 학교가 희망이다!”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사회!”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화장실 특수클리닉 서비스와 건물 시설관리에 필요한 특화제품을 개발·보급하고,
완벽한 위생관리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녹색생활실천학습장 설치, 거리정화 봉사활동 등 생활환경개
선에 기여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창국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31
401호
전화번호 02-2676-1830
홈페이지 www.schooleic.org/html/main.php
이 메 일 ksei2010@hanmail.net

종합청소
견적요청

에코대걸레세척기
990,000원

에코청소도구걸이대
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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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한국의 몬드라곤이라 불리는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우리의 친근한 이웃회사 “한국유지
보수협동조합”이 있다.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들이
우리 일상과 뗄레야 뗄수없는 기계설비(닥트(공조기),냉각탑,산업용보일러,냉온수기,냉
동기,배관,필터,인테리어 등등) 방수(옥상,주차장,내외벽방수,도색)공사를 신설 제작 보
수하는 전문업체이다.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업계에서도 선도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세종문화회관, 청와대 사랑채, 전국관공서와 현대, 쌍용, 태안화력발전소, LG등 대기업
이 발주하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3년연속 서울시 우수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희범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47

전화번호 02-2665-9455~6
홈페이지 www.koreamc.net
이 메 일 koreamc4956@naver.com

사각 직교류형 냉각탑

설비배관공사

공조기(닥트) 신설공사 및 유지보수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갖춘 내실있는 건설 사회적기업

희망하우징

여성기업

(주)희망하우징은 고용노동부 인증(제2012-044호)사회적기업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
는 세상을 만드려는 고민과 노력속에 만들어진 건설사회적기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동작14-01-02) 면허를 보유한 희망하우징은 다양한 인테리어, 리모델
링 공사와 주택 개보수 공사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공기업의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집수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강혜경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동, 주공아파트) 대방주공상가 103호
전화번호 02-2069-3636
홈페이지 www.heemanghousing.com
이 메 일 yurina20@hanmail.net

실내건축공사
견적필요

실내건축공사
견적필요

실내건축공사
견적필요

식품
158 가평운악산잣협동조합

174 복지유니온

190 유기농비건

158 공정무역마을공동체협동조합

174 사랑의일터

190 이풀약초협동조합

159 관악시니어클럽

175 사임당푸드(영)

191 자리(주)

159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175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191 잔다리마을공동체

160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176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192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건강대첩

160 (주)경주제과

176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192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161 (주)기장사람들

177 삼성떡프린스

193 재단법인 행복한나눔

161 (유)나눔마켓러브레드

177 새마을지도자신길5동협의회

193 (주)정민서농업회사법인

162 (유)나눔푸드제2공장

178 새만금유기농꾸지뽕 농업회사법인(유)

194 주식회사 리디브

162 나무를심은사람(주) 농업회사법인

178 서울남부보호작업장

194 주식회사 어스맨

163 녹색드림협동조합

179 서울더조하협동조합

195 주식회사 이든밥상

163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주)

179 서천시장협동조합

195 주식회사 친환경식품

164 농업회사법인 순천만누룽지 주식회사

180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196 주식회사 커피창고

16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싸주아리

180 소로시 sorosi

196 주식회사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165 농업회사법인 행복한사과

181 소백산영농조합법인

197 (주)지디에코텍

165 (유)다솜도시락

181 신우푸디스(주)

197 (주)착한사람들

166 대구드림텍

182 신중부시장 협동조합(따로또가치)

198 천년누리

166 더불어삶사회적협동조합

182 씨에스씨푸드주식회사

198 (주)카페티모르

167 (주)도농살림

183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199 (주)커피지아

167 동그라미플러스

183 (재)아름다운커피

199 트립티

168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

184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200 한국커피협동조합

168 둘러앉은밥상

184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200 합명회사 참좋은식품

169 (주)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185 (주)아주 건강한 속삭임

201 행복플러스

169 (주)떡찌니

185 언니네텃밭

201 행복한유통협동조합

170 (주)맛들식품

186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202 (주)현대에프앤비

170 맛조아베이커리

186 (주)에치엘에스

202 협동조합 농부장터

171 멸치협동조합

187 (주)연금술사

203 협동조합 집밥셰프

171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애

187 연우와함께

203 협동조합 행복한밥상

172 (주)물빛마을

188 (주)예주식품

204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172 바다의향기

188 오늘담은과일

204 (주)히든앤코

173 배고픈사자협동조합

189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205 희망카페 사회적협동조합

173 베어베터

189 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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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특산물 잣과 함께 건강하세요

가평운악산잣협동조합
가평특산물인 잣을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확을 하여
지역의 발전과 함께 상생에 노력하는 협동조합 입니다.

대 표 자 김봉순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718-19

전화번호 070-4197-4084
이 메 일 sky2791831@hanmail.net

선물용잣 3호 328×180×64 390g
30,000원

선물용잣 5호 370×302×40 500g
31,000원

생산자와소비자의 Fairing, 나눔의 가치 함께해요

공정무역마을공동체협동조합
공정무역 “나눔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알리는 켐페인 활동, 장터참여활동 및
공정무역 커피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인식의 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대 표 자 차우승
주
소 서울 강북구 삼양로 51길 22
02-6405-9595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s://fairtrade.modoo.at
이 메 일 duke9080@naver.com

공정무역 바오밥열매분말 180g
15,000원

공정무역 100% 유기농 천연원단 과즙팡팡 얼굴 마스크팩
1,000원/개 10,000원/1박스(10개)

공정무역 바오밥열매분말 500g
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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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孝

관악시니어클럽

사회적기업

관악시니어클럽은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노
인들의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콩깍지 두부는 웰빙음식에 걸맞는 콩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오
로지 간수를 이용하여 이른 새벽부터 어르
신들께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만들
어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두부입니다.
콩깍지 국산콩두부 550g
3,000원

대 표 자 조종현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
다길 60 (봉천동)

전화번호 02-874-9295
이 메 일 nambucsc@empas.com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가족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광
진구 지역여성들을 주축으로 마을가게 및 제조, 디자인 상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하
고 발생되는 수익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을 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박꽃별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2-119
현덕빌딩 3층

전화번호 02-457-1210
이 메 일 marrypofins@naver.com

입안에서 사르르 벚꽃 머랭쿠키
2,000원

쌀눈가득 현미누룽지
12,000원

웰빙견과류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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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약!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는 45명의 발달장애인과 카페, 로스팅, 단순임가공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김회경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5길 37
(가양2동 1470-2) 2층
전화번호 02-3661-3402
홈페이지 granada.or.kr
이 메 일 granada2010@hanmail.net

드립백 커피 2종 선물세트
예가체프 7g×8개입×2box
블루마운틴 7g×8개입×2box
32,000원

삼각티백 커피 2종 선물세트
예가체프 4g×10개입×2box
케냐AA 4g×10개입×2box
23,000원

그라나다 블랜딩 원두
200g 9,000원
500g 17,000원
1kg 30,000원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고 더불어 즐긴다

(주)경주제과
경주제과는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빵 및 차와 같은 먹거리 상품의 생산과 판매, 문화체
험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여성, 실직청년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
출하고, 기업의 공간과 기술 및 노하우를 개방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확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춘옥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녹지길 138-3

전화번호 054-746-0070
홈페이지 www.gjb.kr
이 메 일 gjb4618@daum.net

서라벌 경주빵
7,000원, 14,000원, 21,000원

서라벌에서 온 황리단길 찰보리빵
7,000원, 14,000원, 18,000원

우리밀 치아바타(감자, 오징어먹물)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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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향기를 전하다

(주)기장사람들
기장의 대표특산품인 기장미역과 다시마를 전문으로 멸치,김,간장,육수등 각종 건어물
을 답례품, 선물세트,기업체판촉선물로 납품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상호
주
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747-2
전화번호 051-722-2248
홈페이지 http://dongreen.co.kr
이 메 일 01072488848@hanmail.net

[기장사람들] 기장특산품 실속세트
15,000원

[기장사람들] 기장특산품 행복세트
20,000원

청해담은 정성8호 선물세트
50,000원

다문화가족과 새터민의 일자리창출 기업

(유)나눔마켓러브레드
나눔마켓러브레드는 다문화가족과 새터민의 일자리창출 기업으로 전주명물의 초코파
이생산업체입니다.
전주 한옥초코파이, 우리밀 초코파이, 치즈초코파이를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나춘균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7(팔복동2가)

전화번호 063-247-4489
이 메 일 lovebread@hanmail.net

전주한옥우리밀 초코파이 80g×10개 1박스
18,000원

전주한옥 화이트초코파이 80g×10개 1박스
18,000원

전주한옥 치즈초코파이 80g×10개 1박스
18,000원

162

www.hknuri.co.kr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마중물

(유)나눔푸드제2공장
(유)나눔푸드는 아동 및 어르신 도시락공급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자
활공동체로부터 출발한 자활기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시장으로 운영
하다 보니 안정적 지속적 고용창출과 운영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홍삼 공장
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치훈
주

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30

전화번호 063-432-9909
홈페이지 www.nanumfood.or.kr
이 메 일 nanumfood2@hanmail.net

나누미홍삼액365
75,000원

나누미홍삼절편
45,000원

나누미홍삼정파워
58,000원

이웃을 소중히 여기당

나무를심은사람(주)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 마이스터 일자리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나무를심은사람
이 자체 개발한 90여종의 수제청과 수제잼은 최소가공으로 영양손실이 적고, 재료본
연의 풍미가 높은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제카라멜은 프랑스 카라멜명장
Henri le Roux의 제조방법을 전수받아 전통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레생
협과 신라명과에 수제잼과 수제청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탁윤아, 정재욱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52길 35
1층(효목동)
전화번호 053-214-0405
홈페이지 www.yeogidang.com
이 메 일 yeogidang@naver.com

5가지 여기당 수제청
15,000원

24가지 여기당 수제잼
5,600원

수제카라멜 선물세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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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을 만들기

녹색드림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동대문구 지역만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문제
들의 해결에 일조하고 중, 장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주, 자조의 경제적
자립체의 필요성을 자각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발아·발효곡물의 생산, 유통사업과 도시농업시설 및 자재 유통, 폐현수막을 활용
한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허인회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23길 28

전화번호 02-3390-4589
홈페이지 www.ecocoop.kr
이 메 일 kuspring@hanmail.net

발효 혼합곡
5,500원

발효 현미
4,000원

미네랄수 유기농 발아 3곡세트
28,000원

김포시 여성 농업인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농업회사법인 김포농식품(주)
김포농식품은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배효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
188-11
전화번호 070-4406-7974
홈페이지 momist.kr
이 메 일 gimpomomist@naver.com

부드러운 우리쌀조청 2입세트
10,000원

차마시다 흑미톡톡 그린라벨
2,500원

차마시다 흑미톡톡 그린라벨
2,500원

164

www.hknuri.co.kr

엄마의 정성을 가마솥에 가득담아 만드는 수제누룽지

농업회사법인 순천만누룽지 주식회사
항암치료 하던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던 누룽지는 이제 소외계층에 따뜻함을 전
달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순천만누룽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
고 발생 된 이익을 지역 내외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전통 수제누룽지 제조 방
법을 계승하여 옛 것을 살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며 사회적가
치를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종훈
주

소 전남 순천시 팔마로 148, 1층

전화번호 061-744-6655
홈페이지 nurungji.kr
이 메 일 hoon6901@naver.com

현미찹쌀수제누룽지 선물세트
(국내산 현미찹쌀 30%, 국내산 쌀 70%)
26,000원(5만원 미만 택배비 3천원)

보리수제누룽지 선물세트
(국내산 보리 30%, 국내산 쌀 70%)
31,000원(5만원 미만 택배비 3천원)

가마솥고향수제누룽지 선물세트
(국내산 쌀 100%)
26,000원(5만원 미만 택배비 3천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싸주아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싸주아리는 강화토종 싸주아리약쑥을 무농약 재배하고 자연
에 거슬리지 않는 전통의 방법으로 3년간 숙성하여 이를 원재료로 현대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추출액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농
산물을 이용한 제조와 유통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농가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선영
주

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277

전화번호 032-937-8682
홈페이지 www.ssajuari.com
이 메 일 ssajuari@naver.com

싸주아리약쑥추출액
38,700원

싸주아리선물세트
46,800원

싸주아리찜질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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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해주는 행복한사과

농업회사법인 행복한사과
사회적기업으로 수익의 일부를 취약층에 기부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위크와 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원환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파담로 36
전화번호 1588-6086
홈페이지 www.hpapple.co.kr
이 메 일 pkjship@naver.com

사과 5kg(13과/14과/15과)
40,000원/50,000원/60,000원

배 7.5kg(9과/10과/11과)
50,000원/45,000원/40,000원

사과&배12과(상/중/하)
50,000원/55,000원/65,000원

맛과 영양이 풍부한

(유)다솜도시락
다솜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이윤보다는 나눔의 가치를 고집스럽게 지키면
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솜은 다년간의 경
험을 가진 전문 영양사와 전문 조리인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솜은 일반 대량생산 도시락이 아닙니다. 재료를 선별하고, 조리한 음식을
직접 담아 어머니의 손맛을 배달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순덕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1 1층
전화번호 02-324-2607
홈페이지 www.dasomislove.com
이 메 일 dasom@dasomislove.com

VIP도시락
18,000원

다솜특선도시락
10,000원

미소야끼생선구이 도시락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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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장애인의 일터 대구 드림텍

대구드림텍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정 시설입니다. 대구드림텍은 장애인들의
일터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곳은 일하는 장소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이
더욱 사람다워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이며, 우리의 미래
가 만들어 지는 곳입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강영진
주

소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68길 42
(갈산동)

전화번호 053-583-252
이 메 일 e00851@naver.com

착한멸치 선물세트 1호
15,000원

착한멸치 선물세트 2호
21,000원

친환경재료만을 고집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더불어삶사회적협동조합
2007년 평범한 귀촌인들이 모여 만든 여민동락공동체가 마을공동체의 대안살림법을
꿈꾸며 설립한 공동체기업입니다. 완전한 자립형 공동체기업으로 우뚝 세우고 마을 어
르신들과 조합 구성원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할 작
은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개관하는데, 작은 학교가 지속가능하도록 보탬이 되는데 기여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농촌공동체, 협력과 나눔, 생명의 온기가 살
아 숨쉬는 농촌공동체를 열어가는데, 묵묵히 최선을 다겠습니다.

대 표 자 김강선
주

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밀재로5길
63-4 (삼학리 702-1번지)

전화번호 061-353-9900
이 메 일 dblifecoop@hanmail.net

[생] 국내산 영광모싯잎송편 31개
15,000원

[찐] 국내산 영광모싯잎송편 25개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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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주)도농살림
(주)도농살림은 우리나라 농촌의 친환경 제품들을 도시에 제공하므로 농촌에는 판
로를, 도시에는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며, 기업은 노숙자나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
서 자립을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영민
주

소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205번길
11-3 (계산동)

전화번호 032-555-7332
유기농 슬라이스 세트
37,000원

이 메 일 hohe4@naver.com

유기농 동고세트
38,000원

유기농 동고 혼합세트
40,000원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동그라미플러스
장애로 인하여 일반기업의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보호고용하고 있
으며, 육포사업과 목공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아 현재
20명의 취약계층 분들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이창훈
주

소 전북 익산시 쌍능길 135-7

전화번호 063-831-7350
홈페이지 www.dongplus.com
이 메 일 dongfare@naver.com

미비방실록 3호 444×55×350 mm
37,000원

미비방실록 명품세트 444×55×350 mm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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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먹거리 제공,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하는 기업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유현주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53 (삼천동3가)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가
결성한 영농조합으로 고객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
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
으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
해 장애인, 취약계층을 채용하
여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 공헌활동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며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
록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63-211-6684
아로니아 숙성 훈제 닭가슴살 200g×15팩(3kg)
25,900원

이 메 일 tajoal60@gmail.com

같이 먹고 같이 잘 살기 위해

둘러앉은밥상
둘러앉은밥상은 전국에 있는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고 발굴하
여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농산물 큐레이션’ 기업입니다.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며 계절에
맞는 풍성한 제철 먹을거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러앉은밥상의 건강한 먹을거리들로 여러분의 밥상을 채워보세요.

대 표 자 한민성
주
소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21-71
동소문로 47길 12
전화번호 070-8886-2828
홈페이지 www.doolbob.co.kr
이 메 일 doolbob@gmail.com

달커피 200g
12,000원

유기농 토마토즙 아산 달기농장
25,000원

6년근 홍삼액 예산 삶애농장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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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꿈만 같은 세상

(주)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주)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의 ‘대한민국 브랜딩 스토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무꼬피)는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제품 및 콘텐
츠를 기획합니다.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샤인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2, 4층(삼전동, 광원빌딩)
전화번호 070-8811-2046
홈페이지 www.mukkopi.com
이 메 일 info@dmifamily.com

40240 독도커피 500ml
15,000원

40240 독도쿠키 350g
12,000원

40240 독도 미니쿠키 32g
2,000원

떡을 통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

(주)떡찌니
2009년에 설립된 (주)떡찌니는 맛있고 영양 가득한 떡을 제조하는 떡가게입니다.
떡찌니의 모든 떡과 음료는 선별된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100% 천연재료 본연의 맛
과 향 그리고 빛깔을 살려 당일 제조한 신선한 떡만을 선보입니다. 사이좋게 떡을 찧는
토끼들처럼 누구나 신나고 재밌게 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행복을 찌고 그 행복을 많
은 사람들과 나누는 떡집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석지현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0-11

전화번호 02-529-1345
홈페이지 www.dduckzziny.co.kr
이 메 일 sukjisukji@naver.com

담금차
15,000원

오색떡국떡선물세트
40,000원

조청선물세트
34,000 /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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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건강한 탕을 만들어,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 이윤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따듯하고 건강한 사회적기업니다

(주)맛들식품
(주)맛들식품은 2005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사회적기업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제
조 기업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품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
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신선한 원재료를 공수합니다. 발생한 수익은 새로운 일자리 창
출과 지역아동센터, 중기보호센터 등의 기증, 기부 활동에 사용합니다. HACCP인증 제
조시설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정희
주
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D동 52133호
전화번호 031-569-9919
홈페이지 matdl.co.kr
이 메 일 matdlfood@naver.com

정성 담은 우리 갈비탕 선물 세트
[갈비탕: 500g×7팩 ] 냉동
45,000원

정성 담은 우리 갈비탕 곰탕 혼합 선물세트
[갈비탕: 500g×4팩 , 곰탕: 600g×3팩 ] 냉동
40,000원

맛과 건강으로 가득 채운 빵과 쿠키

맛조아베이커리
2003년 7월 맛좋아제과제빵으로 시작하여 신라호텔, 주재근베이커리 명가의 버법을
전수받아 제대로 된 빵과 과자를 구워왔습니다. 그 결과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재
료를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
대 표 자 임종훈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8
(천호동, 현대프라자)
전화번호 02-488-4585
홈페이지 www.kdjahwal.or.kr
이 메 일 kdjahwal@hanmail.net

단과자(단팥, 소보로, 완두, 크림)
800원

쿠키
700원(개당)

머핀(초코, 치즈 등)
800 /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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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합

멸치협동조합
남해안 통영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중간 유통을 없애고 도.농간 직거래를 통하여 좋
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풀뿌
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 표 자 김신해
주

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301 호반휴게소내

전화번호 055-649-0003
이 메 일 syu1215@naver.com

태양해3호세트
(재래김50장+국물용 대멸500그램)
28,000원

태양해2호세트
(재래김50장+볶음용 소멸500그램)
30,000원

태양해1호세트
(재래김50장+세멸600그램)
29,000원

“예술 연고”로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곁애(愛)는 2008년 ‘배꼽 빠지는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픔 곁에 머무는 ‘곁애(愛)’는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연고로 마음의 상처를 아물
게 하는 ‘마데카솔 공장’입니다. ‘아트테라피’의 커다란 영역 안에서 교육과 출판, 문화
예술기획, 북카페 공간 운영(커피제조업)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조하연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10길 53

전화번호 02-852-7424
홈페이지 www.facebook.com/BCbesideU
이 메 일 armor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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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마을기업

(주)물빛마을
(주)물빛마을은 이웃을 위해 100% 순수 우리농산물(자매결연지에서 제공)로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을 가득담아, 자신있게 믿고 권할 수 있는 청국장제품
을 생산합니다. 물빛마을 청국장은 냄새가 적어 부담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대 표 자 정진국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8

전화번호 02-372-7600
청국장 800g
10,000원

이 메 일 jjkvision@hanmail.net

청국장다시마 환 300g
20,000원

고추장 1kg
20,000원

착한사람들이 만드는 맛있는 김

바다의향기
저희 바다의 향기는 장애인 삶의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
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분
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최신식 위생설비, 자동
화된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맛있는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회사는 (주)삼해상
사의 OEM 생산과 자체브랜드 개발 및 판매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짐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조상완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
전화번호 063-583-0035
홈페이지 www.바다의향기.kr
이 메 일 soslim063@naver.com

부안김선물세트(43×30×11)
20,000원

상품명 해미金김 5호(33×21×21)
13,000원

상품명 해미金김 자반세(33×21×21)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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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을 성장해내기 위해

배고픈사자 협동조합
배고픈사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마을 속에서 성장한다는 큰 방향 속에서 지
역의 방과 후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제돈까스, 샌드위치, 컵과일, 컵밥, 주먹밥, 떡볶이, 효소음료매실, 복분자, 오미자, 유
기농코코아 등” 방과후 아이들에게 엄마표 간식 및 안전한 공간제공하며, 어린이와 다
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은종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38길 10
(구로동) 2층
전화번호 02-855-1211
홈페이지 hungrylion.modoo.at
이 메 일 bsaja77@naver.com

작은도서관, 공간대여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주)베어베터
베어베터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소망
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 일자리는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며, 그 가족에게 안도와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당장애 청년들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진희, 김정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성수동1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807호

전화번호 02-6267-6919
이 메 일 bearbetter@bearbetter.net

베터카피(출력+명함)
견적필요

베터커피(프리미엄)
33,000원

베터쿠키(틴케이스)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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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사업을 선도하는 사회적기업

(주)복지유니온
복지,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친화급식사업을 선도하
는 기업으로 균형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삼킴이 어려운 어
르신들을 위해 특허받은 안전하고 건강한 고령친화식품 효반을 개발하여 판매합니다.
효반(孝飯)은 내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밥을 지어 올린다는 의미로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성오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47
고광빌딩 2층
전화번호 02-457-2988
홈페이지 www.well-union.or.kr
이 메 일 unionwork@naver.com

효반 현미영양식(330g)
3,000원

효반 연하도움식(330g)
3,000원

효반 10팩 패키지
30,000원

The most beautiful love!

사랑의일터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직업재활
상담의 각종 프로그램 및 작업활동, 생산작업 등 노동의 기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함으
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장유정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1
로뎀Ⅱ빌딩 6층
전화번호 02-3477-5111
홈페이지 www.sarangwork.org
이 메 일 sarangwork@naver.com

미니쿠키3종세트
11,000원

미니쿠키6종세트
22,000원

미니쿠키9종세트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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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만들고 함께나누는 사임당푸드입니다

사임당푸드(영)
빠르지는 않지만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가짐으로 오롯이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며,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입니다. ‘약식동원(藥食同
源-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을 기업이념으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만들고자 우
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첨가물은 일절 첨가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자연과 함께 한다
는 생각으로 생산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조해주
주

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551

전화번호 063-561-5986
홈페이지 www.saimdangfood.kr
이 메 일 sdf5986@nate.com

들꽃향기 774g / 2단구성
40,000원

꽃가람 874g / 2단구성
50,000원

금빛 1.1kg
29,900원

건강한 순수 착한 발효원액 해다미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해다미는 ‘사회복지법인 다운회’가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아름다운’이 직
접 생산, 판매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착한 발효식품의 브랜드입니다. ‘아름다운’은 다운
증후군을 비롯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써 해다미 브랜드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적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
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상춘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5길 32 103
(상봉동, 한국프라우드)
전화번호 02-971-1767
홈페이지 www.headami.com
이 메 일 headami1004@naver.com

해다미 발효원액 2종세트(오미자+매실) 해다미 프로미엄 발효원액 2종세트(오미자+매실) 해다미 프리미엄 발효원액 3종세트(복분자+오미자+매실)
44,000원
34,000원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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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프리미엄 수제 소시지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제주맘 브랜드는 수제햄 33종, 소시지 26종, 총 59여종에 대한 제품의 안정성을 인정
받은 제주도 최고의 식육가공 생산업체입니다. 로컬푸드를 통한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발달장애 청년의 고용 확대 등을 통한 사회
적 비용 감소 및 제주도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인증 및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남시영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전화번호 064-794-6277
홈페이지 http://peacevil.org
이 메 일 peacevil@hanmail.net

제주맘 알뜰세트 450×125×310mm
40,000

제주맘 명품세트 450×125×310mm
55,000원

제주맘 실버세트 450×125×310mm
70,000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합니다.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 조합입니다.
본 조합은 도봉구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바라기해피홈에서 중증의 발달장애인 치료
목적으로 2009년 실시한 블루베리 경작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농장을 임
대하며 규모를 확대했고, 이후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2,000
평의 농장에서 중증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전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대 표 자 김경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45
(도봉동)

전화번호 02-3492-5423
이 메 일 sanwoolberry@naver.com

시제품 단풍을 마시다

상큼하다, 블루베리 잎차

오후의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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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수록 빛이되는 떡프린스

삼성떡프린스
삼성떡프린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사
회적기업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여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종태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30길 19-4

전화번호 02-823-2230
홈페이지 www.ddprince.co.kr
송편세트(손잡이) 2kg
25,000원

이 메 일 ssdd2230@naver.com

두텁떡세트(함) 42알
55,000원

20구 찰떡세트
28,000원

작은 사랑 실천 “사랑뻥뻥사랑‘

새마을지도자신길5동협의회

예비사회적기업

작은 사랑 실천, 사랑마을만들기 사랑뻥
뻥사랑은 국내산 곡물을 이용하여 천연감
미료만을 첨가해 웰빙스낵을 생산하고 지
역관매와 사회시설(무상)에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윤극대화로 인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판매수
익의 일부는 불우청소년 장학금과 어르신
위문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홈페이지
참조)

대 표 자 조남형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63길 32

전화번호 02-831-5450
홈페이지 www.사랑뻥.com
이 메 일 jojo833@hanmail.net

사랑뻥뻥사랑(현미과자) Box(12봉지)
10,000원(5Box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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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마음과 정성 담은 ‘건전농부’

새만금유기농꾸지뽕 농업회사법인(유)
새만금유기농꾸지뽕은 2009년도에 토종꾸지뽕 농장조성을 시작으로 유기농꾸지뽕
진액과 진액골드를 중심으로 하여 꾸지뽕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출시 판매하고 있습니
다.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증 보유현황 : 유
 기농인증서, 유기가공인증서, 사회적기업인증, 전라북도지사인
증상품 등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호성
주

소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4길 208

전화번호 070-4402-7766
홈페이지 www.유기농꾸지뽕.com
유기농꾸지뽕 진액
45,000원

이 메 일 she4488@naver.com

꾸지뽕 천년초 쌀국수(6봉)
11,700원

꾸지뽕 천년초 선식(7봉)
12,600원

행복한 일자리~ 자립하는 삶!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서울남부호작업장은 40여명의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국내산 홍삼액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창출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생활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
지법인 SRC에서 설치,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대 표 자 서현미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전화번호 02-829-7191
홈페이지 www.서울남부보호작업장.com
이 메 일 nambuvrf2017@naver.com

도담홍삼액 80ml×30포/1박스
36,000원/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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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동과 공유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협업하는 조합

서울더조하협동조합
우리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생산자, 소비자,유통자,후원자 등 다양
한 계층의 조합원들이 모여 상호 협동과 공유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협업하고있는
조합입니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여 상품화된 제품만을 취급
하고 판매합니다.

대 표 자 손주익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6길 16
(자양동) 1층

전화번호 02-587-9973
이 메 일 gsh009@hanmail.net

박냉면(냉면10인분+육수10인+양념장500g)
38,000원

배즙
33,000원

당근차
6,000원

지역의 생산물을 이용한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천시장협동조합
지역에서 생산된 주산물을 이용하여 100% 천연조미료를 생산, 판매하고 서천엔& 이
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서천을 홍보하고 고령화가 진행된 서천의 노인 일자리를 만
들며 지역의 특색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와 유통을 통한 지역 경제에 기여할 목적
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농어가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박진시
주

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남산길 176
서천엔 천연조미료

전화번호 010-3425-0305
이 메 일 chinsi1@hanmail.net

서천엔& 누룽지
10,000원

서천엔& 천연조미료
20,000원

서천엔 & 천연조미료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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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정성이 빚은 최고의 맛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성미산마을에서 성장한 장애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지내기를 꿈꾸는 부모와 마을단체,
주민들이 함께 만든 서울시 마을기업입니다. 판매수익금은 장애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과 교육문화활동에 사용합니다. 유기가공인증 을 받은 HACCP 인증업체에서 로스팅한
최고급 유기농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는 좋은날더치커피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커피 장인의 주도로 제조되며, 철저한 살균을 거칩니다. 안전한 먹
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대 표 자 문형숙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3
(성산동, 2층)
전화번호 070-4154-3757
홈페이지 blog.naver.com/dutch3757
이 메 일 dutch3757@naver.com

좋은날더치커피 750ml
25,000원

좋은날더치커피 750ml x 2ea
50,000원

좋은날더치커피 파우치
40ml x 24ea 24,000원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소로시 sorosi
예술과 디자인의 접점을 모색하고 접목시켜 우리의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디
자인 제품을 만들어가고자 시작된 리빙브랜드입니다. 소로시는 ‘건드리지 아니하여 조
금도 축이 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
니다. 조선시대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산수화 시리즈] 와 [한글 패턴 시리즈],
전통조각보를 재해석한 [조각보 시리즈]를 시작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공예와 미술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어갑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선영
주

소 서울 광진구 능동로32길 53 1층

전화번호 070-7724-9190
홈페이지 sorosi.co.kr
이 메 일 studiosorosi@gmail.com

한글 패턴 후식잔(찻잔) 세트
20,000원

한글 패턴 둥근 커피잔 세트(자음라인) [소로시x아이서울유] 조형 한글 패턴 면에코백
25,000원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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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는 영농조합입니다.

소백산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
는 소백산 영농조합입니다.
농산물의 유통 판매 및 소포장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형채
주

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적성농공로 51

전화번호 043-421-9379
무농약 강낭콩(500g)16년산
6,500원

이 메 일 madang85@hanmail.net

무농약 서리태(500g)16년산
12,400원

무농약 약콩(500g)16년산
7,800원

전통의 맛을 활용한 힐링푸드

신우푸디스(주)
인간과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이 지구환경운동임을 알리
고, 회사의 미래와 젊은이의 식빵 선호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의 맛을 활용한 힐링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식생활 돌봄식 전문 신우푸디스(주)입니다.

대 표 자 신대철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74
(도봉동, 2층)
전화번호 02-3492-3683
홈페이지 www.swfoodis.com
이 메 일 swf5817@hanmail.net

못난이쑥찰떡
23,900원

수수부꾸미
26,900원

찹쌀떡
2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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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따로또가치’는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선정하고 인증한 믿을 수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신중부시장 협동조합(따로또가치)
‘따로또가치’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상품의 판매보다는 정을 나누는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하며 시장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현복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선혜빌딩5층
02-2272-0022
www.jungbumarket.co.kr
http://blog.naver.com/smartjungbu
이 메 일 smartjung@naver.com

맥반석오징어 쥐포 아귀포 3종 세트
13,900원

아몬드 캐슈넛 땅콩 3종 세트
9,000원

백진미 홍진미 참진미 3종 세트
12,900원

믿을 수 있는 도시락

씨에스씨푸드주식회사
씨에스씨푸드(주)는 기업의 이익을 취약계층 고용으로 전환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
업입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기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
여 항상 청결한 먹을거리와 양질의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씨에스씨푸드(주)에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조종현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1길 5-4
봉천동 963-26호

전화번호 02-874-9295
이 메 일 nambucsc@empas.com

김밥
2,500원

주먹밥
2,500원

스페셜도시락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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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고마울 땐 아삭도시락!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씨튼베이커리)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우리밀 제과ㆍ제빵과 유기가공 시리얼&스낵을 생산 하
고자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각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경제
적ㆍ사회적 자립을 이루어 사회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게하는 사회
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대 표 자 최은숙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앰코로 123

전화번호 062)973-1151~2
홈페이지 www.setonshop.or.kr
이 메 일 setonhouse@naver.com

우리밀 수제쿠키 선물세트
9종 : 34,000원 6종 : 23,000원
3종 : 12,000원

우리밀 호두파이/만주 선물세트
호두파이8개,만주7개
25,000원

머핀선물세트
16,000원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재)아름다운커피
세계 부의 85%는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차지하는 반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
는 세계 인구는 약 8억 명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는 성장했지만 국가 및 개인간 소득격
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커피는 2002년 한국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개척한 비영리재단법인이자 사회
적기업입니다. 무역의 이익이 저개발국 생산자에게도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 모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고광모
주
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1동 미래청 4층 406호
전화번호 02-743-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coffee.com
이 메 일 help@beautifulcoffee.com

이퀄 아메리카노 블랙 미니 100개입
18,500원

이퀄 모카 믹스 100개입
25,500원

드립백커피 4종 테이스팅 박스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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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보존하고 종자주권과 농업의 가치를 지킵니다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터먹이’는 토종종자를 뜻하며 로컬푸드의 순 우리말로,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은
소농중심, 공동체 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며,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의 바탕이 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호혜적 연대를 통해 토종
종자, 종자주권과 농업의 차기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명진
주
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460-25
전화번호 041-542-1601
홈페이지 http://jettercoop.kr
이 메 일 jettercoop@hanmail.net

제터밀선물세트
25,000원

앉은뱅이밀가루 500g
2,800원

앉은뱅이 밀 국수 400g
3,500원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공정무역이라는 사회 혁신 비즈니스로 세상의 변화를 꿈꿉니다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소비자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된 순수 공정무
역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저개발국 빈곤한 생산자들의 자립을 돕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전
해 드립니다.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강백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4
서울혁신파크 1동 605호
전화번호 070-4465-3339
홈페이지 http://asiafairtrade.net
이 메 일 afn.sns@gmail.com

캐슈두유
19,200원

캐슈두유 스위트
19,200원

페어데이 캐슈넛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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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고마울 땐 아삭도시락!

(주)아주 건강한 속삭임
아삭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프디자인센터,
아삭진로직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고 자립
할 수 있도록 ‘ We love human & nature’를 모토로 스퀘어C카페, 도시락, 케이터링 등
푸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양종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81
(신길동) 성지빌딩4층
전화번호 02-833-7955
홈페이지 www.a-sak.co.kr
이 메 일 a-sak@hanmail.net

소불고기런치박스(40×28×8)
15,000원

제육볶음 도시락(28×22×4)
9,000원

샌드위치 도시락(31×15×4)
7,000원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언니네텃밭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
산자 협동조합]은 지역의 여성농민 조합원을 중심으로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 토종씨
앗 지키기 사업, 도농교류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식량주권의 실현을
꿈꾸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여성농민의 자립,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먹을거리 나눔의 실천, 토종씨앗지키
기, 도농교류 등의 활동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현애자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7-2 2층

전화번호 02-582-1416
홈페이지 www.sistersgarden.org
이 메 일 sistersgarden@hanmail.net

언니네 참기름
24,500원

언니네 과일즙 첫만남
15,500원

언니네 토종곡식세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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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양평 재래종 들깨 사용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저온착유 양평 생들기름 들깨 그대로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 100% 양평 재래종 들
깨 사용 오메가3 다량 함유, 벤조피렌 0% 2015년 경기도 사회적 경제 우수상품 스타
기업 선정되었습니다.

대 표 자 김경훈
주

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19
운심리 42-6

전화번호 031-772-0189
생들기름 들깨그대로 250ml
20,000원

이 메 일 yinhlee@hotmail.com

생들기름 들깨그대로 180ml
15,000원

생들기름 들깨그대로 120ml
10,000원

Happy Life Society (사랑과 행복을 함께 추구하며 나누는 기업)

(주)에치엘에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루왁커피를 최신 관리 씨스템으로 제조.생산 유통망을 갖춘
커피 글로벌 전문업체로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용 자연산100% 루왁커피 입니다.

대 표 자 김흥회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가든파이브 패션관8층 8003호
전화번호 070-4790-7059, 010-7417-4079
홈페이지 www.luwakhls.com
이 메 일 ceo@luwakhls.com

P-루왁커피 100g
242,000원

P-루왁커피 200g
440,000원

루왁커피생두 100g / 200g
99,000원 / 1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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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즐기는 작은 소풍, 소풍가는 고양이

(주)연금술사
(주)연금술사는 외식업을 기반으로 대학에 가지 않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과 어른이
협동해 공평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 일을 통해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인재로 양
성하는 청소년 주식소유 기업이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 소풍가는 고양이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 도시락, 케이터링, 다
과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철재료와 천연조미료만 사용한 건강식으로 일상
에서 즐기는 작은 소풍을 선사합니다. 지역 재래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신선 식재료를
전문조리장이 즉석조리하고 깔끔한 다회용 도시락 용기에 포장, 배달하며 세팅과 수
거까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진숙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6-5
B102
전화번호 02-336-5090
홈페이지 picniccat.com
이 메 일 hello@picniccat.com

모임밥상(케이터링)

모듬도시락 12,100원

다과꾸러미 6,000원

삼보에 귀의합니다.

연우와함께
현대사회에 접어들수록 양극화해소, 일자리 문제, 생태생명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교계의 책임과 역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산
업육성을 통하여 청년, 주부, 실버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 것 입니다. 또한
이익은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회향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상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전화번호 02-3432-1233
홈페이지 www.lotuscoopmall.com
이 메 일 guisuks@hanmail.net

발효잡곡 3종세트
30,000원

발효슈퍼푸드 5종세트
40,000원

발효슈퍼푸드 3종세트(실속형)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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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주식품은 잊혀져 가는 전통의 맛을 이어갑니다.

(주)예주식품
예주식품의 모든 제품은 전통적인 솜씨와 맛으로 만들어 우리 입맛에 맞도록 연구개
발한 순수한 자연식품 먹거리입니다. 예주식품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예주식품은 사회적기업
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의 위해 노력
하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희연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8길16
(도마동)

전화번호 042-524-7205
이 메 일 mimiso70@hanmail.net

찹쌀유과 180gX4봉(720g)
16,000원

한밭민속한과 석현 345X260X60
30,000원

한밭민속한과 예송 430X340X60
60,000원

신선한 과일로 상쾌한 아침을~

오늘담은과일
오늘담은 과일(오담과 협동조합)은 신선하고 맛있는 제철과일 4~6종을 담아 당일 제
조, 당일 납품의 원칙에 따라 직장인과 어르신,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영향 섭취를 도울
수 있는 과일도시락을 생산하여 배송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대 표 자 양승
주

소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30-0(응암동, 우성아파트)

전화번호 02-338-1027
이 메 일 ib2814@naver.com

수제 오렌지청
12,000원

과일도시락(하트)
4,000원

과일도시락(컵)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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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포마을에서 직접 재배하여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전남 고흥군 두원면 와포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주민들과 함께 설립한 마을 기업으로써
직접 재배한 원료를 토대로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신경남
주
소 전남 고흥군 두원면 금산신흥
길 210
전화번호 061-834-0413
홈페이지 www.waapo.kr
이 메 일 snam35@hanmail.net

와포햇살 생들기름 270ml
18,900원

와포햇살 들기름 270ml
17,900원

와포햇살 들깨가루 250g
9,900원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한 전복 !

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
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은 완도지역 전복 생산자 스스로 설립한 자주적 생산자단체로
서, 완도전복산업 발전과 소비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이용규
주

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44

전화번호 061-555-6700
홈페이지 www.abalonecoops.or.kr
이 메 일 jiekyu@naver.com

선물용 전복 1.5kg( 9~10미/1kg)
99,900원

완도전복 1kg(11~12미)
54,900원

완도전복 1kg(12~14미)
4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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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to Happy!!

유기농비건
50여년 유기농논에서 자연그대로의 들과 하늘의 뜻과 농부의 노력으로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재배한 쌀과 콩등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여 유기
농쌀 유기농찰조청 유기농과자 콩을 이용
한 장류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중시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자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함
께 나누어‘Together to Happy’를 실현해가
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채운자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말목장터로 483

전화번호 063-538-6250
들하늘 유기농쌀 현미
39,600원

이 메 일 chinghaisong@nate.com

약초에 가치를 더하다

이풀약초협동조합
이로운 풀 이풀은 이 땅의 정직한 농부와 건강한 일꾼이 함께 만든 약초협동조합입니
다. 정직하게 생산된 약초가 제값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가치소비와 연결하고,
전통의 약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건강한 약초소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노봉래
주
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409호
전화번호 02-3674-5200
홈페이지 www.ipool.kr
이 메 일 ipoolcoop@naver.com

이풀약초 16종
5,000~15,000원(품목별 상이)

2g의 휴식, 2g의 배려
각 17,000원

시트러스필, 페릴라민트
각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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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프리미엄 블랜딩 원두

자리(주)
자리만의 특색으로 4계절을 원두로 표현하고, 분위기와 기분에 맞춰 즐겁게 드실 수 있
도록 원두를 블랜딩했습니다.
봄 : 향을 강조하고 가벼운 바디감이 특징인 미디엄 블랜딩 원두
여름 : 산미가 강한 편이고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지는 커피
가을 : 전체적으로 발란스가 훌륭한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피
겨울 : 스모키한 맛과 향을 갖고 있는 다크 로스팅 커피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신바다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81
해누리타운 8층

전화번호 0740-4642-7095
자리블랜딩원두 200g
12,000원

이 메 일 zari.corp@gmail.com

에코 컵 슬리브
10,000원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잔다리마을공동체
잔다리 마을공동체라는 브랜드명은 작은다리가 많았다해서 불려지던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의 우리말 지명에서 따온것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2011
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선정된 마을기업입니다.
잔다리 마을공동체의 직원은 모두 마을 주민으로 이윤보다는 나와 우리가족,우리 이웃
들이 믿고 먹을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
가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홍진이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14번길
31-32
전화번호 031-377-5866
홈페이지 www.jandari.co.kr
이 메 일 hong1843@naver.com

잔다리마을 서리태 볶음콩 콩가루 선물세트
25,000원

잔다리 초록콩두유 190ml 16개입
17,900원

잔다리마을 하루한줌 볶음콩 12g 33개입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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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바른제품 생산!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건강대첩
건강대첩은 (주)장애인장학사업장의 법인에서 만든 식품제조업제입니다. 수익금의 일
부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에세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평생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 표 자 김재필
주

소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1545번길
31(금곡동) 가동

전화번호 032-330-5957
이 메 일 wpds@hanmail.net

6년근 홍삼진액(홍삼 100%)
85ml×30포 65,000원

아로니아100 75ml×30포
33,000원

배도라지즙 90ml×30포
15,000원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
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물코정신, 되살림정신, 참
여와변화”를 운동철학으로 삼아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이 메 일

홍명희
서울시 중구 소공로 34
02-2115-7018
www.beautifulstore.org
www.beautifulmarket.org
bm@beautifulstore.org

아름다운 감귤주스 선물세트
15,300원

감귤젤리선물세트(380g)
5,000원

생강젤리선물세트(380g)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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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행복한나눔
기아대책 행복한나눔은 나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에게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함
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친구가 되는 bemyfrienf 커피, 함께 즐기실래요?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유원식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101 하늘바람빌딩 106호
비마이프렌드
전화번호 02-2085-8351
홈페이지 www.bemyfriend.co.kr

리얼더치 인박스(8개입) 1box
10,000원

리얼더치 선물세트 8개입×3box
29,000원

공기좋은 치아파스의 맛있는커피 원두드립백
1box×8개입 8,000원

직접 밭을 일구어 직접 가꾸고 함께 누립니다

(주)정민서농업회사법인
저희 ‘꽃순이김치’는 직접 밭을 일구어 직접 가꾸고 함께 누립니다.
저희 ‘꽃순이김치’는 사회적 기업 입니다.
저희 ‘꽃순이김치’는 ‘평창’ 브랜드를 알리고 평창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기업
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민서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200-8 평창꽃순이김치

전화번호 033-333-8837
이 메 일 jms8837@naver.com

개두릅절임
13,000원

엄지고추절임
14,000원

곤드레절임
10,000원

식품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나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공정무역·자립을 지원하는 착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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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농부와 함께 성장해나갑니다

주식회사 리디브
온라인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부님을 발굴하여 온라인 판매를 돕습니다.
쑥쑥마켓 상품은 농부와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여 만든 PB상품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제품과 수익금을 통해 보호종결아동
및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선웅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9층 소셜캠퍼스온
전화번호
010-4944-4444
홈페이지 http://ssukmk.com
이 메 일 nexfile@naver.com

봉화정 천연꿀스틱 선물세트 아카시아20P + 야생화10P
36,000원

양이다른 자연산 명이나물 장아찌 1KG
24,900원

생산자의 정성스런 손길과 그들의 이야기가 깃든 건강한 제품을 소개하는 공정무역 브랜드입니다

주식회사 어스맨
어스맨은 자연(EARTH)과 사람(MAN), 사람과 사람(EARTHMAN)을 잇는 무역을 통해 지
구촌 곳곳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시키는 공정무역 브랜드입니다. 세계공정무역기
구(FLO)와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의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서울시 예
비사회적기업, 20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과
유니크한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를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전달하고 개도국 소농과 아
티잔의 경제적 자립도 증대에 기여합니다.
공정무역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희진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301호
전화번호 02-6212-1257
홈페이지 https://earthman.asia/
이 메 일 sales@earthman.asia

지구마을 건과일 4종 선물세트
35,000원

지구마을 건과일 3종 선물세트
27,000원

건과일 혼합 4종세트
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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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엄마의정성으로 위생, 맛, 가격을 합리적으로 생산하는 행복한 기업

주식회사 이든밥상
우리 기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기업운영에 있
어 참여, 공개, 투명의원칙을 실현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바른먹거리를 통해 초중고 급식대상자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합
니다. 지역농산물을 엄마의정성으로 위생, 맛, 가격을 합리적으로 생산하고 전국민에게
사랑 받는 제품을 만들기 있는 행복한기업 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문덕암
주

소 충남 서산시 학동1길 15 (동문동)

전화번호 041-666-1066
모듬가스 꾸러미
30,400원

이 메 일 6661066@hanmail.net

자연산치즈돈가스 꾸러미
44,700원

소비자의 건강한 식탁을 구현에 힘씁니다

주식회사 친환경식품

사회적기업

(주)친환경식품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및 지구촌 환경을 생각
하는 기업으로 2012.4월 설립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
헌을 목표로 2013년 5월, 서울시 사회적기업예비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의 채용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푸드뱅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회복지관,무료급식
소등 기부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한 식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제품 생산과 엄격한 품질관
리를 통해 고객을 감동시
키겠습니다.

친환경인증기업
대 표 자 김명성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47길 73
(길동) B1,3층

전화번호 02-478-7775
이 메 일 knm120412@naver.com

유황콩나물 300g
2,000원

콩담터 손두부 420g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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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복을 불러오는, 특별한 나만의 커피. 당신의 하루를 커피창고가 책임질게요!

주식회사 커피창고
좋은 생두로부터의 시작을 원칙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노하우가 담긴 로스팅 과정을 거
쳐 생산된 갓 볶은 신선한 원두커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판매 서비스로 기
업 사내 카페, 자동차 전시장 등 300여 곳에 원두 납품 및 체계적인 점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20여 곳 회사에 OEM 원두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유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5, 3층

전화번호 02-2226-4444
홈페이지 www.coffeecg.com
이 메 일 coffeecg@coffeecg.com

갓 볶은 원두커피 31종
200g, 500,g 1kg
5,000원 ~ 45,000원

콜드브루 B,W, 오롯이, 달보드레,
디카페인 5종
9,500원 ~ 20,500원

드립백커피 케냐, 예가체프, 콜롬비아,
과테말라, 디카페인 5종
5,000원 ~ 38,500원

라운드키친7 : 중증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춤형 가정식을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라운드키친7은 2015년부터 중증 저소득 취약계층 한 분 한 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
건강한 맞춤형 가정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으신 기
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준형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4길 22
라운드키친7
전화번호 02-921-7199
홈페이지 www.RoundKitchen7.co.kr
이 메 일 roundkitchen7@naver.com

프리미엄 맞춤형 도시락 A세트
1인/1세트 10,000원

프리미엄 맞춤형 도시락 E세트
1인/1세트 29,000원

(기관CSR) 맞춤형 가정식 배송
1주일 가정식 / 1회 배송 (4주)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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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수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을 휘하는 기업

(주)지디에코텍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민병하
주

지디에코텍은 문경시에 소재하며 농민들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유통전문회사
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농민들의 수익을 위하여 판매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여 농민들의 수익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
다. 여러분의 자그만한 구매선택이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상북도의 지역 농민들의 노고를 지켜주
시는 큰 역할을 합니다.
다양하게 레시피화 하여 맛나게 드실 수
있는 오미자원액으로 만든 미자청 오미자
드리오 와생복분자진액으로 만든 분자청
인 복분자드리오 에 대한 많은 사랑 부탁
드립니다.

소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 문경대학교 창업보육센타 307

전화번호 054-554-5440
복분자드리오 700ml/1병
18,000원

이 메 일 v_jongja@naver.com

우리가 꿈꾸는 따듯한 세상을 위하여...

(주)착한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사회적 취약계층들끼리 모여 사람들이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
로된 명함을 내밀고 땀흘려 일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사회적기업 (주)착한사람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시 내에 있는 대
부분의 관공서 및 서울메트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해드리는
유통 사회적기업으로써 최고품질의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임상규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47길

전화번호 02-2672-7541
홈페이지 http://www.good-peoples.co.kr
이 메 일 good-peoples@hanmail.net

황금물결맑은쌀 20kg
55,000원

황금물결골드미 20kg
60,000원

명가포기김치(국산-100%) 8kg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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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해 빵을 굽는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의 명물, 전주비빔빵으로 일자리를 빚는다

천년누리
천년누리는 “건강한 먹거리” 제조를 통해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생존과 상생과 공
생”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북지역 신선한 로컬 재료(15가지)와 100%
우리밀로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창출 하여 고령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일
자리를 창출 하며, 지역 사회를 경재의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의 이념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윤영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1

전화번호 063-227-4883
홈페이지 www.facebook.com/kinfolkjb
전주 명물빵 모듬세트 44×12×22cm
30,000원

이 메 일 1000nuri@hanmail.net

전주 초코파이 세트 28×25×8cm
20,000원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평화 Peace Coffee

(주)카페티모르
카페티모르는 한국YMCA가 2004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동티모르 공정무역 커피
사업과 현지 사회개발활동, NGO 설립활동 등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
회적기업입니다. 경제적 가치의 추구만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공정무역 커피 농가의
구체적인 생활개선을 추구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으로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조여호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도림로 428-1 (문래동3가, 1층)
전화번호 02-540-0182
홈페이지 www.peacecoffee.co.kr
이 메 일 peace_coffee@naver.com

피스커피 홀빈 200g(드립용)
12,000원

피스커피 분쇄 원두 200g
12,000원

피스드립백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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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재능”으로!

(주)커피지아

HACCP

커피지아는 발달 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발달 장애인
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두 번의 핸드픽
으로 결점두를 제거한 품질 좋은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두커피머신렌탈, 케이
터링, 사내카페 운영 등 사업 콘텐츠를 확장하여 발다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
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 표 자 김희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20
일흥빌딩 1층
전화번호 070-8254-1910
홈페이지 www.coffeejia.com
이 메 일 coffeejia@naver.com

초능력 콩 감별사 드립백 3종세트
21,000원

드랑세르(블랜딩 커피) 200g/500g/1kg
9,000/18,000/30,000원

드칼리(블랜딩 커피) 200g/500g/1kg
9,000/18,000/30,000원

공정무역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물합니다

트립티
트립티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
년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트립
티는 국경을 넘어 행복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의팔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상암소셜박스 203호
전화번호 02-762-9472
홈페이지 www.tripti.co.kr
이 메 일 triptikorea@naver.com

티백+머그잔 선물세트
27,000원

기다린더치 선물세트
33,000원

기다린설탕 선물세트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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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기업

한국커피협동조합
한국커피협동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생활에 관련된 모든 제품의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커피머신 설계, 공정거래 커피,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협업, 여성기업 제조 및 판매 지원
과 청년단체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승택
주

소 서울시 중구 방산동 4-10 청계
5가 지하쇼핑센터 지하35호

전화번호 02-2263-6233
이 메 일 nokcha1006@naver.com

코지샤워 5장

코지샤워박스 3개

팔도 손맛이 모인 수제명가

합명회사 참좋은식품
팔도 맛이 한 곳에 모인 곳! 양반과 평민, 내륙과 해안의 음식이 모인 곳!
함경도 평안도 음식이 내려온 곳! 여기가 바로 강원도 속초입니다.
수제 순대의 명가 참좋은식품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임용기
주
소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중앙로
129번길 35-11
전화번호 033-637-5965
홈페이지 www.soondae.or.kr
이 메 일 chamjo59655@naver.com

삼색 방울순대
7,300원

아바이순대 350g
6,800원

오징어순대(진공팩 20미)
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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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커가는 착한기업

행복플러스
2014년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전국 최고 배송 전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써 정부양
곡, 친환경급식쌀 등을 배송해 드립니다.
또한 품질 좋은 충남서산 간척지 햅쌀을 판매·배송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대 표 자 임시경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86-77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전화번호 02-3144-0993
이 메 일 happy@cohappy.co.kr

해내리일반미 20kg 47,000원
해내리일반미 10kg 25,500원

해내리고급미 20kg 50,000원
해내리고급미 10kg 27,000원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적 유통 플랫폼

행복한유통협동조합
행복한유통협동조합은 따뜻하고 공정한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사회
적 유통플랫폼으로서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 등의 협동을 통해 불공정
한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비효율적인 유통산업을 선진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이원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전화번호 070-7657-2723
이 메 일 meca716@naver.com

행복가득 고급 멸치세트
70,000원

행복가득 명품 멸치세트
50,000원

행복가득 설원황태 혼합세트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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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상상 즐거운 먹거리

(주)현대에프앤비
(주)현대에프앤비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특허 출원된 솜사탕을 HACCP,
ISO 22000, 유기가공인증 등을 통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산하며, 특허 등록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2차례 실링을 하며 4차의 검수 작업을 통해 클레임 방지 및 제
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OEM제조를 통해 국내 대형마트,편의점,프랜차이즈,놀이공원,키즈카페,캐릭터
샵 등 다양한 유통채널별로 입점되어 있으며,아시아 및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
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종규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4산단1로 16

전화번호 031-677-7844
이 메 일 hdfnb@hdfnbkorea.com

몽스코 딸기 리뉴얼

해태 페코짱 솜사탕껌

몽스코 카스테라찰떡

도농이 함께 어우러져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꿈꾸다

협동조합 농부장터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선순환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소비를 지향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기수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37

전화번호 053-321-2909
홈페이지 http://coopnb.com
이 메 일 coopnb@coopnb.com

아카시아꿀 2.4Kg
50,000원

즉석산채밥 27인분
59,000원

도라지즙 100ml×50포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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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밥상

협동조합 집밥셰프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만드는 품격있는 노동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담은 반찬 및 도시락 개발을 통해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협동과 나눔
을 실천하는 청년 직원협동조합입니다.

대 표 자 김대식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노량진동)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전화번호 010-7963-4268
이 메 일 2ddasic@hanmail.net

반찬꾸러미 배송(월 4회)
117,000원

가정식 도시락
견적 요청

가정식 케이터링
15,000원~

엄마 마음으로 만드는 건강한 도시락

협동조합 행복한밥상
‘행복한밥상’은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출장 뷔페 및 도시
락 전문 업체입니다. 제철 신선한 재료와 천연조미료를 사용해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혜선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2길 40
(구로동)

전화번호 02-838-5660
이 메 일 kccsalja@hanmail.net

알찬 도시락
견적요청

행복 도시락
견적요청

출장 뷔페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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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황수연전통식품은 전통재래장류 위주의 제조업체로, 내 가족, 내 아이를 위해 믿고 먹
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아리에서 1년 이상 숙성된 된장, 간장, 고
추장, 그리고 황토방에서 띄운 청국장 등 다양한 식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HACCP, ISO22000과 같은 각종 인증을 받으며
고객의 사랑을 품질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된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황수연
주

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75

전화번호 063-832-5440
홈페이지 www.4namme.com
선물세트 和(화)
85,000원(무료배송)

이 메 일 yuhwamam@hanmail.net

선물세트 宗(종)
30,000원(택배비 3,000원)

선물세트 新(신)
22,000원(택배비 3,000원)

WAITING TO BE DISCOVERED

(주)히든앤코
세상엔 수많은 농부가 존재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는 대부분 저평가되곤 합니다.
히든앤코는 농부들의 가치에 빛을 비추려합니다. 이를 통해 정직하게 만드는 농부와 가
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우준석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동9동 307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전화번호 070-4006-1415
홈페이지 http://hiddntaste.com
이 메 일 hiddn.01@gmail.com

히든테이스트 100% 생과육 버진 코코넛 오일코코넛오일
1병(473ml, 8cm×8cm×11cm)
18,700원

히든테이스트 100% 핸드메이드 대나무빨대 세트
(빨대3개+코코넛 브러쉬1개+린넨 파우치)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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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푸드, 착한소비/희망나눔의 생활공동체

희망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카리타스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시설의 취약계층 자활 및 재활을 위해 발아커피를 제조
판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반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공동체

대 표 자 김영보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여중길 37

전화번호 033-731-4010
홈페이지 www.cafehimang.com
이 메 일 cafehimang@hanmail.net

발아커피원두(sprout coffee) 500g
22,000원

발아커피드립백 15개입 (7g×15개)
15,000원

발아더치커피선물세트(일반)
10,000원

원예·환경
208 (주)가든프로젝트
208 (유)그린에버
209 (주)비비컴퍼니
209 서울화훼협동조합
210 (주)우리애그린
210 주식회사 에코십일
211 (주)이엠그린
211 협동조합 온리
212 (주)화유플라워앤원예치료센터
212 (주)희망을심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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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시를 위한 모든 것!

(주)가든프로젝트
도시숲, 도시재생, 빗물이용시설 등 초록도시를 위한 모든 것!
(주)가든프로젝트는 도시농업, 도시숲, 빗물이용분야를 사업 영역으로하며, 텃밭에 필
요한 각종 자재와 움직이는 플랜터, 빗물이용시설 등을 아이템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경복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509호
전화번호 02-2203-9501
홈페이지 www.gardenproject.co.kr
이 메 일 1059501@naver.com

도시숲 사이즈 별도문의

빗물저금통 6톤 1,300×1,200×1,200 상자텃밭(토양,모종) 2,000 x1,000 x H3607
(주문제작) 별도문의
별도문의

전국 꽃배달 서비스

(유)그린에버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송은옥, 정석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1640) 마포창업복지관 1층
전화번호 02-308-5838
홈페이지 www.greenever.kr
이 메 일 sukwon2@hanmail.net

녹색환경조성 사회적기업, 식물관
리전문회사, 전국 꽃배달 서비스
(유)그린에버는 2009년 고용노동부
인증(인증번호:제2009-039호)사회
적기업입니다. 인증 후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
와 꾸준한 노력으로 취약계층 및 경
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이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 외 식물 및 조경 설치/관리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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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환경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주)비비컴퍼니
착한생산과 착한소비가 어우러질 수 있는 행복나눔터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정대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 22번길
3 202호
전화번호 1588-9887
홈페이지 www.goodflower.org
이 메 일 gf9887@naver.com

황금죽(화분 포함 140~160cm)
99,000원

크루시아(탁상용) (화분 포함40~50cm)
49,000원

철골소심(화분 포함 50~60cm)
49,000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서울화훼협동조합
서울화훼협동조합은 우리동네 꽃집 아저씨와 꽃집 아줌마들이 모인 화원 사업자협동
조합입니다. 영세한 화원경영자들의 힘을 모아 화원업계의 전문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문 플로리스트의 솜씨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토양으로 분갈이를 한 화분,
싱싱한 꽃으로 꽂은 근조, 경조화환으로 새로운 화훼유통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식물
생리에 맞는 실내외 화단 시공 및 유지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정용수
주

소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96

전화번호 1577-5883
홈페이지 www.moaflower.kr
이 메 일 sfcooper@hanmail.net

서양란
100,000원

근조, 축하 3단 화환
100,000원

동양란 50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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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기업

(주)우리애그린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활동을 통한 심리·정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힐링의
공간을 위한 치유정원, 옥상텃밭, 실내정원을 조성합니다. 또한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
하여 생활 속의 꽃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제의숙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58길 21

전화번호 02-975-060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wooriht_
이 메 일 wooriht@wooriht.co.kr

유니버셜 텃밭상자 ‘누구든’
견적가

배달 서비스(꽃다발, 동서양란) ‘두손가든’
49,000원 ~

실내정원조성 및 관리 ‘그린플래너’
견적가

1가정 1텃밭 만들기 웃는텃밭과 함께하세요

주식회사 에코십일
도시농업 문화 확산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농생명산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힐링,건강텃밭,스쿨팜 위탁 및 텃밭지도자 양성
도시텃밭용 좋은 흙, 땅에 좋은 커피 퇴비 생산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백혜숙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159길
라열 326호
전화번호 02-592-2357
홈페이지 www.eco11.co.kr
이 메 일 1eco1@naver.com

퇴비제조용 미생물 컴포스트카페
8,000원

뚝 100ml
7,000원

잘크네 200ml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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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환경

EM으로 만드는 맑고 깨끗한 세상

(주)이엠그린
(주)이엠그린은 유용미생물집합체인 EM원액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EM사용
의 대중화를 통한 친환경 생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 및 유기농장, 가정 등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EM 활용 및 EM생활교육도 진행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정열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99 지층

전화번호 070-8103-7721
홈페이지 www.emgreen.co.kr
이 메 일 emgreen.co.kr@gmail.com

EM원액(대용량) 10리터 / 20리터
40,000원 / 75,000원

EM원액(가정용) 1리터
5,900원

EM활성액 1리터
3,900원

버려지는 종이 생명을 품다 - 종이정원

협동조합 온리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업활동으로 지역고유의 가치와 환경, 전통을 보존하고 이웃
을 생각하는 활동으로 지역공동체와 문화의 되살림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대한 경제적대안을 찾는 열린마당이자, 사람들 스스로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창조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소셜벤쳐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명진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4길 25(본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가길 27
전화번호 063-282-0028 / 02-720-1140
홈페이지 www.cooponre.com
이 메 일 4u@cooponre.com

종이정원서울기념카드 10×15cm
4,500원

종이정원서울기념카드 10×15cm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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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 다시 피어나다

(주)화유플라워앤원예치료센터
청소년 미혼모, 다문화 등 취약계층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자
립을 위한 원예·플로리스트 직업 교육을 통해 꽃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꽃처럼 아름
답게 피워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기업 임직원,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
애인 대상 대면·비대면 힐링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현주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43길
8-5 1층
전화번호 1599-3190
홈페이지 www.hwayou.com
이 메 일 hwayouflower@naver.com

반전 용돈박스 비누꽃 플라워박스
30,000원

미세먼지 정화식물 틸란드시아 테라리움 세트 향기나는 비누꽃 플라워박스(직사각)
29,000원
17,000원

희망나무는 희망일터와 희망을심는나무의 공동브랜드입니다

(주)희망을심는나무
희망을심는나무는 희망일터와 연계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한 행정안전
부 지정 마을기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립과 고용창출을 위한 화훼사업 모델 구
출을 목표로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희망나무 장애인마술단을 운영하여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 서비스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동현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622
501호
전화번호 02-2038-0101
홈페이지 www.hopetree.co.kr
이 메 일 hlog_h05942@naver.com

축하화환, 근조화환

전국꽃배달사업(개업식, 꽃바구니 등)

희망나무 장애인마술단

패션·뷰티
214 그림타이

225 자연스레

214 (주)나그네다문화센터

226 패션공예산업협동조합

215 (주)동구밭

226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215 동대문착한단체복협동조합

227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216 동아무역

227 한국제화협동조합

216 디제노협동조합

228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217 마가리트

228 핸즈플러스 협동조합

217 (주)마인드디자인

229 협동조합 감좋은공방

218 메봐닷컴

229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218 베베원

230 힐링필링협동조합

219 (주)새벽
219 세종바이오텍
220 세진플러스
220 (주)신호에이피엘
221 아름다운손
221 아시안허브
222 (주)아토큐앤에이
222 에쉬
223 에코파티메아리
223 여연(YEOYEON)
224 오르그닷
224 주식회사 위메이크티
225 주식회사 지아이엘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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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그림타이
그림타이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접는 것이 안타까웠습니
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그림타이는 이러한 생각을 모아 만들어진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 기업입니다. 아이들
의 그림 혹은 꿈을 주제로 디자인 제작 후 제품의 수익금으로 아이들의 교육, 캠프등
을 진행, 후원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대 표 자 권금영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5

전화번호 010-3808-4585
홈페이지 grimmtie.com
이 메 일 grimmtie@naver.com

커플 넥타이
129,000원

위안부 후원 넥타이
129,000원

내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넥타이
129,000원

HERE & NOW

(주)나그네다문화센터
봉제 기술이 없어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혼 이
주여성들을 돕고자 2012년 봉제양성기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단순 기술교육에서 벗
어나 직접 임가공 생산을 시작한 이후로 2015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고 결혼이주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허재만
주

소 서울 강북구 4.19로 1길 16

전화번호 02-6465- 8300
홈페이지 www.naguene.co.kr
이 메 일 nageune12@hanmail.net

에코백 28×32
견적요청

라운드 반팔 티셔츠
견적요청

근무조끼(기장:67 어깨:37 가슴:58)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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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꿈의 직장

(주)동구밭
동구밭은 발달장애인 근속개월 수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자사 공장에서 천연 CP 비누를 제조 판매하는 소셜벤처입니다.
텃밭에서 가꾼 작물로 만든 ‘가꿈비누’와 꼭 필요한 것만 넣은 리빙브랜드 ‘Better than
Liquid’를 두 가지 브랜드로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노순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56
덕산빌딩 지하 1층
전화번호 070-4282-9626
홈페이지 www.donggubat.com
이 메 일 contact@donggubat.com

동구밭 가꿈비누 5종세트 180mm×160mm×65mm
26,500원

동구밭 가꿈비누 3종세트 110mm×160mm×65mm
15,000원

착한 품질, 착한 가격, 더불어 행복해지는 우리,

동대문착한단체복협동조합
동대문착한단체복협동조합은 단체복의 생산, 관리, 유통 분야에서 20년 이상 오랜 현
장경험을 바탕으로 결성된 소상공인 사업자협동조합입니다. 우리만의 로고를 넣은 단
체복, 행사복, 근무복, 스포츠 의류 등 단체와 관련된 모든 제품 등을 책임 있게 제작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착한 품질, 착한 가격에 믿고 입을 수 있는 착한단체복을 만
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고자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광수
주

소 서울 중구 다산로20길 32, 1층

전화번호 02-2254-0575
홈페이지 www.danchemon.co.kr
이 메 일 good22540575@nate.com

무지단체모자 DC1501
4,500원

왕망사 단체조끼 DC5632
9,000원

윌슨3031 스판트레이닝 DC513031
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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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동아무역
동아무역은 질 좋은 의류 생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통일부
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입니다. OEM 생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 자체 브랜드(FUL PILI)를 만들어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성진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75

전화번호 02-2207-1989
앞 마이 기모티셔츠 f5ct01
59,000원

이 메 일 kornco2000@naver.com

울 니트 점퍼 f5jk02
88,000원

인조가죽 점퍼 f5jP02
129,000원

디자인을 의미하는 스페인어/디자인과 창작공예로 생활을 아름답게

디제노 협동조합
서울시 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작가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동하여 시너지효과를 내
기위한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발전과 후진양성에 목표를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 표 자 김민선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72

전화번호 02-444-1515
이 메 일 mina@diseno.kr

브로치
75,000~128,000원

선글라스, 안경, 돋보기 케이스
28,000~38,000원

부토니에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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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하고 부드러운 수면양말

마가리트
프리미엄 home socks(일명 수면양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주)마가리트 입니다. 고
용을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멋진 기
업인이 되고자 합니다.

대 표 자 권금영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5

전화번호 010-3808-4585
홈페이지 grimmtie.com
마가리트 수면 양말
8,800원

이 메 일 grimmtie@naver.com

마가리트 어른용 덧버선
16,000원

마가리트 아동용 덧버선
6,000원

전통문화콘텐츠로 진정한 한류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주)마인드디자인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은 전통문화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담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통문
화가 대중과 단절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전통문화가 현대의 대중
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활용성을 높이고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민지, 안유선
주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303호
전화번호 02-2231-2011
홈페이지 www.withmdshop.com
이 메 일 hhui1222@mindd.co.kr

Meditation Accessory - 이음
99,000원

생각하는 구슬 여자용 - 5종
20,000원

생각하는 구슬 - 6종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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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뿌니~? 탐나니~? 너도 한번 메봐~^^

메봐닷컴
메봐닷컴은 최고급 원단만을 엄선하여, 메봐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에 실용성
까지 겸비한 명품스타일 핸드백을 취급하는 전문 업체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
을 만큼 예뿌고 탐나는 디자인에 품질 좋고 가격도 착한 제품들만을 취급하는 패션잡
화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 표 자 김윤현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전화번호 010-2247-6441
홈페이지 www.메봐.com
이 메 일 ideamank@naver.com

메는 순간, 깜찍해 지는 장지갑백
19×11×4cm
29,000원

이태리에서 제일 이뿐
양으로 만든 장지갑 19×9.5cm
89,000원

이태리에서 제일 예쁜
양으로 만든 위빙백 26.5×20×3cm
175,000원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자체 디자인 국내 생산 베베원

베베원
베베원의 상품은 소중한 아이를 위해 순면100%원단과 밤부원단을 사용하여 무형광염
료로 생산합니다.
흡습성과 항취성이 좋은 밤부상품은 순면보다 부드러운 촉감으로 아이들 피부에 자극
이 적어 아토피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어 많은 구매율이 좋은 상품입니다. 직
접 만져보시면, 부드러움에 반한답니다.

장애인기업
대 표 자 한상도
주

소 노원구 상계동 389-236번지 1층

전화번호 02-934-4366
홈페이지 www.bebeone.co.kr
이 메 일 bebeone@hanmail.net

유아 손수건 10장 set
7,000원

순면 언더웨어
7,900원

유아 방수요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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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족을 위한 건강한 화장품!

(주)새벽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산 천연물을 주로 한 천연기초&기능성화장품 연구 개발 및 제조,ODM,수출을 하
는 친환경 기업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정하
주

소 인천시 동구 인중로 377

전화번호 032-765-9411
홈페이지 www.ecosb7.com
이 메 일 mysaeba@naver.com

Turnip 순무 미백기능성마스크팩 25ml×5개
15,000원

Baby Ceramide Lotion 250ml
31,500원

Baby Natural 2in1(Shampoo&Wash) 300ml
31,800원

We Say Young, 젊음과 동안을 연구하다

세종바이오텍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구기자를 소재로 자사가 보유중인 고유의 특허 기술을 통
해 젊음과 동안을 위한 제품을 연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심순미, 이현정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503호
(군자동, 세종대학교 율곡관)
전화번호 02-467- 2017
홈페이지 www.biotechsejong.com
이 메 일 biotechsejong@gmail.com

동안이라 말하라 구기자 비누
10,000원

동안이라 말하라 구기자 골드 마스크
15,000원

리얼 고지베리 159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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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사업에 철학을 담다

세진플러스
세진플러스는 이윤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모토로 합니다.
정직하고 행복한 의류생산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국내 의류 생산으로 OEM, ODM 등 의
류 생산하는 의류 제조전문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박준영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7길 35-5

전화번호 02-909-6222
홈페이지 www.sejinplus.com
의사 가운
견적요청

이 메 일 sejinplus@naver.com

환경미화원복
견적요청

제품디자인
견적요청

信呼. 옷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면 정직합니다

(주)신호에이피엘
신호에이피엘은 옷한장을 만듦에 있어 나와 내가족이 입는다는 생각으로 생산에 임하
고 관리하여 항상 믿고(信) 찾을수(呼) 있는 의류 제조기업입니다.
자체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최고의 품질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서영임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2길 77

전화번호 02-2214-8115
홈페이지 www.tmaeul.co.kr
이 메 일 tmaeul@naver.com

최고급형 쿨론티셔츠
22,000원~23,000원

바람막이 SHL-3125
23,100원

앞치마(H-13/H-12/우레탄방수-중)
12,100원 / 13,200원 / 8,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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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지역자활센터

아름다운손
“아름다운손” 가방은 종로지역 자활센터의 자체 브랜드 상품입니다.
지역에서 기부받은 원단과 부자재로 직접 만드는 가방. 아름다움의 의미가
남다른 가방입니다.

자활기업
대 표 자 한재경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9-16
종로지역자활센터
전화번호 02-3673-3963
홈페이지 www.jrjahwal.or.k
이 메 일 jrjahwal@daum.net

름가방 小/大
38,500/44,000원

다가방 小/大
27,500/33,000원

파우치
6,000원

다양한 문화, 하나 되는 마음

아시안허브
아시안허브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개발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도
모하는 다문화 사회적기업입니다. 폐 현수막을 활용하여 만든 에코제품은 환경의 중요
성을 알리고 다문화 여성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아시안허브
와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화, 하나 되는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최진희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23-1
일성트루엘 501호
전화번호 070-8676-3028
홈페이지 asianhub.kr
이 메 일 asianhub@daum.net

에코필통
2,000원

에코백
3,000원

에코손수건 (스포츠타올 재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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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더마버드

(주)아토큐앤에이
(주)아토큐앤에이는 유기농산물 및 임산물 유래 고 기능성 신소재와 아로마 에센스오
일이 최적으로 배합된 고 기능 보습화장품으로 환경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여러분의
피부를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장선일,신준호
주

소 전주시덕진구호반7길2

전화번호 063-221-8005
홈페이지 www.atoqna.com
이 메 일 atoqna8005@naver.com

더마버드멀티선블럭
28,000원

더마버드 화장비누
15,000원

내추럴스프레이
9,800원

티니타이거 : 한국관광패션브랜드

에쉬
‘티니타이거(TeenyTiger)’는 ‘10대’ ‘아주 작은’을 뜻하는 ‘Teeny’와 한국을 상징하는 동
물 ‘Tiger’를 결합한 단어로써 작고 귀여운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여행객을 비롯해 패
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패션아이템을 선보이고
자 합니다. 한국과 잘 어울리는 관광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커다
란 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 입니다.

개인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윤보연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81 203호
02-3399-6882
http://teenytiger.co.kr
https://blog.naver.com/teenytiger
이 메 일 happybaney@naver.com

훈민정음 에코백
42,000원

코리아 패턴 자켓
138,000원

서울 도시 후드 집업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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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착한디자인

에코파티메아리
‘에코파티메아리’는 쓰임을 다한 소재에 새로운 쓰임을 더한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
로 기증되어 오는 ‘버려지는 것’들 중 가죽, 의류, 기타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발굴해 새
로운 쓰임을 디자인하여 실용적인 패션잡화 및 친환경 캠페인 제품들을 만듭니다. 이
로 인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구를 지키는 에코라이프스타일의 확
산을 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홍명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4

전화번호 02-2249-4113
홈페이지 mearry@bstore.org
가죽장지갑
18,000원

이 메 일 http://mearry.com

여권케이스
15,000원

지퍼가죽필통
10,000원

문화의 가치를 전합니다

여연(YEOYEON)
여연은 디자인, 실용성, 퀄리티를 경쟁력으로 손수건, 가방 등 패션잡화류의 한국문화
기념품을 개발하는 여성기업입니다. 현재 한국의 우수한 태권도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 표 자 김태은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1613호
전화번호 050-7366-2337
홈페이지 www.yeoyeonkorea.com
이 메 일 yeoyeon@yeoyeonkorea.com

여연 패턴 손수건 태극기
10,000원

여연 패턴 손수건 태권도인
10,000원

여연 패턴 손수건 지르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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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

오르그닷
지구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패션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입니다. 친환경, 국내생산, 디
자인의 가치를 담은 프리미엄 단체복과 기념품으로 기업, 기관, 단체의 훌륭한 파트너
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 티셔츠, 에코백, 손수건부터 직원들이 착용하는 근무복과 유니
폼까지, 단체복과 기념품은 오르그닷과 함께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방호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4-141호

전화번호 070-7596-8330
홈페이지 www.orgdot.co.kr
이 메 일 orgdot@orgdot.co.kr

친환경 무가공 면 반팔 라운드 티셔츠
견적요청

친환경 재생 폴리에스터 바람막이 자켓
견적요청

친환경 재생 폴리에스터 조끼
견적요청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주식회사 위메이크티
위메이크티는 단체복 유통 및 단체복에 들어가는 로고나 행사명등을 날염해서 납품하
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피인쇄물의 다양한 소재와 형상에 대처하기 위해 다년간의
노력으로 친환경소재와 기계설비를 도입하는데 성공하며 현재 행사업체 및 브랜드쪽
과도 긴밀히 연결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소재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승우
주

소 서울 중구 퇴계로80길 5-7 B1

전화번호 02-2238-8918
홈페이지 silkscreenkorea.com
이 메 일 ping.kr@gmail.com

[에코백제작] 에코백/캔버스백
36×36cm(밑면 없음)

[단체복제작] 특양면 후드 티셔츠
사이즈별로 상이함

[티셔츠판매] 국내티셔츠 및 수입티셔츠 유통
사이즈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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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your start , 꽃길만 걸어갈 당신을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엘에스
1976년 창립한 디자인 양말 전문회사입니다. “꽃길만 걸아갈 당신을 위해” 즐겁고 유
쾌한 양말을 만들며, 행복하고 힘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김숙자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25

전화번호 02-980-1188
홈페이지 www.gilsocks.co.kr
이 메 일 27law@hanmail.net

아이서울유 5족양말세트
20,000원

한국 전통 조각보양말세트
27,500원

한국 태권도양말세트
25,000원

천에 자연의 색을 물들이다

자연스레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천연염색 전문회사로서 전통천연염색의 멋과
아름다움을 실용적인 제품으로 담아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능과 우수성
을 살려 제품의 명품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교육과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일자리창출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제공
및 재능기부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정직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전경춘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치로 37
(우현동) 지하상가1층

전화번호 070-4107-7300
이 메 일 hun3130@hanmail.net

천연염색 쪽양말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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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패션, 세계를 디자인 합니다

패션공예산업협동조합
전통공예작가분들을 조합원으로 유입함과 공예 관련 단체들과의 MOU 협약을 진행하
여 국내 악세사리 제조기술과 전통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개발을 모
색함과, 수작업 위주의 생산방법 특성상 생산직 구성원을 사회 취약계층 인력으로 적
극 고용합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작업을 통한 국내 악세사리 패션산업의 인지도 상승
을 도모하고 중국시장에 점유당한 소상품시장의 재활 및 구성원의 자활자립을 성취하
고자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대 표 자 고광준
주

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4길 9
라이온스빌딩 4층 416호

전화번호 02-2267-7173
헤어고무줄 3개세트
1,500원

이 메 일 sinan10@naver.com

여성용 헤어밴드
15,000원

30수 실켓 티셔츠 (단체복제작)
17,000원

공정무역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공정무역 전문매장 ‘그루(g:ru)’에서는 면, 울, 마, 실크 등 자연
소재와 베틀로 짠 원단을 사용해 핸드메이드 감성을 한껏 살린 의류 및 수공예품을 선
보이고 있으며, 국내 최초 공정무역 뷰티 브랜드 ’그루테라피(g:ru therapy)는 공정무역
유기농 화장품, 수제비누, 향초, 천연오일 등 원료 생산지의 친환경 천연원료로 만든 뷰
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이미영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녹번동)
전화번호 02-739-7944
홈페이지 www.fairtradegru.com
이 메 일 hmkang97@fairtradegru.co.kr

그루테라피
견적요청

페어트레이드데이 에코백
견적요청

오가닉 티셔츠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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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디자인 굿프라이스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국내 수제화의 70%가 만들어지고 있는 성수동은 1980년대 초반부터 수제화 관련 업종
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보 부족, 젊은
기능자의 유입 부족, 국내 백화점 매장의 유통 등의 이유로 침체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
황에서 소공인들의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그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성수동수
제화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대 표 자 박경진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길 35
(성수동 2가)
전화번호 02-466-6739
홈페이지 ssuseoul.org
이 메 일 krisjinshoes@naver.com

수제화 K0032 블랙/바이올렛
179,000원

수제화 K0017
129,000원

수제화 K0029
129,000원

한땀한땀 정성으로 만드는 나만의 맞춤 수제화

한국제화협동조합
조합 회원사들은 30년 이상 수제화 구두를 만들고 있는 장인들입니다.
구두 완성제품과 구두 부분품을 OEM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업체에 납품하여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 표 자 현진영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15-4

전화번호 02-2234-9131
이 메 일 ars1910@hanmai.net

DB-101
88,000원

HI-101
102,000원

DB-101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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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합니다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은 민,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의류패션산업의 활성화와 지
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무복, 작업복, 단체복 등 제조, 유통사업의 주수
익원으로 취약계층 고용, 소공인 협동조합 지원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
니다. 조끼, 티셔츠, 점퍼, 모자등 의류 뿐 아니라 타월, 양말등 다양한 아이템에 원하시
는 로고작업이 가능해 단체근무복, 행사복 진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 표 자 이창근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217
정우빌딩 6층
전화번호 02-2135-1660
홈페이지 www.kfsc.kr
이 메 일 kfsc11@hanmail.net

17수 베이직 라운드 티셔츠 (20컬러)
6,600원

극세사_스포츠 타올 (5컬러)
3,000원

특양면 맨투맨 (22컬러)
10,000원

자연의 빛을 담은 스카프 ‘비채’

핸즈플러스 협동조합
핸즈플러스 협동조합은 2016년 설립된 여성공예디자인 협동조합으로 전문적인 섬유기
법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감각의 실용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에서 개발 생산하는 빛을 담은 스카프 ’비채‘는 한국의 전통적 곡선미와 천연의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도 적합 합니다.

대 표 자 유현진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211호
전화번호 010-3276-4844
홈페이지 www.instagram.com/handsplus_coop
이 메 일 ebtm2000@naver.com

바람연빛 천연염색 스카프
138,000원

하늘쪽빛 천연염색 스카프
138,000원

저고리 스카프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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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협동조합

협동조합 감좋은공방
사람에게도 좋고 자연에게도 좋은 천(옷감)으로 느낌(感)이 좋은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협동조합 감좋은 공방입니다.

대 표 자 김양순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5길 26-7

전화번호 070-4643-1986
천연염색가방
55,000원

이 메 일 gam0723@naver.com

빈티지 에코가방
23,000원

통장지갑
9,000원

손으로 만드는 당신의 디자인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저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캐릭터에 고유
한 디자인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로 저희의 모든 제품들은 디자인 및 금형
까지 저희의 손으로 직접 다하는 제품들입니다.
저희 ‘Cooperative Jinhandmade’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캐릭터들이 자신만의 디자인으
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 표 자 진준무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더아리움 4층 412호

전화번호 02-978-7404
이 메 일 eoe7706@naver.com

옥사이드 리프 브로치
35,000원

패션 마그넷 브레슬릿
11,900원

실버 스틱 이어링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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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느낌, 감성 (healing feeling)

힐링필링협동조합
힐링필링은 금속공예 및 다양한 공예를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간직하는 공간
입니다. 금속공예가, 도자공예가, 가죽공예가, 의상디자이너, 천연향초 등 전문작가 및
디자이너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로가 가진 다양한 기술
력과 재능공유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체험 개발로 공예의 발전과 질 좋은 공예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일체험, 전문수강 및 맞춤형 주문 제작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대 표 자 윤유식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0-22

전화번호 02-3142-2226
홈페이지 www.hfling.com
이 메 일 hfling@naver.com

금속공예체험(은반지, 은팔찌, 은뱅글팔찌 등)
견적요청

이니셜반지
견적요청

뱃지, 볼마커 등 주문제작
견적요청

의료·돌봄
232 (주)리베라빗
232 사회적협동조합 강북행복한돌봄
233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33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234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34 (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235 주식회사 윤슬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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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이동으로 만나는 자유로운 세상

(주)리베라빗
우리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지원하고 은퇴한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난 2년간 김포공항에서 교통약자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며
23명의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었고, 서비스노하우를 바탕으로 휠체어 사용자와 보조인
을 위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무빈(MOVIN)” 을 만들어,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전
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원영오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사회적경제마을센터 203호
전화번호 02-3152-0416
홈페이지 www.liberabit.co.kr
이 메 일 liberabit.help@gmail.com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무빈 에코
715,000원

언제나 변함없는 든든한 버팀목

사회적협동조합 강북행복한돌봄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며, 돌봄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돌봄노동자의
문화 교육, 복지 증진에 도모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중·장년 여성일자리 창출과
믿을수 있는 전문 관리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입니다.
현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법인으로써,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돌
봄노동자의 교육,복지증진에 도모하며, 고객님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강
북행복한돌봄입니다.

대 표 자 정명훈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217-13
지층우측 1호
전화번호 02-987-1419
홈페이지 www.momcare.pro
이 메 일 khdh923@daum.net

가사관리서비스
견적요청

베이비시터 서비스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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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좋은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도우누리는 2008년도 자활공동체로 출발한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며, 돌봄서비스가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략되어가는 현실에서 사
회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직원 스스로가 출자하여 만든 보건복지부인가 전국 제
1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민동세
주

소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41, 3층

전화번호 02-497-8373
홈페이지 www.gjcare.net
이 메 일 gjcare@daum.net

재가서비스

이용서비스

시설서비스

좋은 돌봄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2008년 비영리단체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2014년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취득,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전문적이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존중받는 ‘좋은 돌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
는 일하는 여성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우수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안창숙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7 4층
02-785-3238
carecoop.kr
blog.naver.com/carecoop
이 메 일 carecoop@hanmail.net

고객 가정에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산후관리서비스

부모됨을 응원하는
가사관리서비스

행복한 아이를 위한
베이비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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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나눔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에 서 돈벌이
보다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2002년에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
동조합으로 출발, 2013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출자금과 증좌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켜가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은선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76
동화빌딩 301호
전화번호 02-848-2150
홈페이지 www.medcoop.org
이 메 일 seoulmedcoop1@hanmail.net

따뜻한 기술로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업

(주)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주)씨토크는 2000년에 설립된 영상통신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VoIP 기반의 화상전
화 서비스 출시에 이어, 스마트 영상전화기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농아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솔루션 서비스 영역 또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대 표 자 문혜경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39, 4층

전화번호 070-7945-1010
홈페이지 www.iseetalk.co.kr
이 메 일 support@seetalk.net

SVP2000(300mm x 200mm x 72mm)
990,000원

SVP700(240mm x 192mm x 106mm)
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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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험자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윤슬케어
암 진단 후 혼란스러운 환자와 보호자에게 멘토링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올바른 투
병 정보와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중개합니다. 더불어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을 동행을
제공하여 병간호로 인한 보호자의 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합니다. 그 외 암 경험자의 일
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 운영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대 표 자 정승훈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신관 16층
전화번호 070-4756-0888
홈페이지 www.yunseul-care.com
이 메 일 hello@yunseul-care.com

암 환자 멘토링
견적문의

암 환자 동행 서비스
견적문의

암보다 강한 당신 1권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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