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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1천 만의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치 있

는 일자리, 시민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탐욕적인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바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

적 경제의 소명일 것입니다.

경쟁과 이윤 추구의 논리가 지배적인 척박한 토양 위에 사회적 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여린 나무를 키워내듯 보살피며 사회적 경제를 가꾸어온 많은 사회적 경제인들의 노

력은 오늘도 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회적 경제의 수만큼, 높

아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만큼, 사회적 경제가 시민의 삶 속에 그리고 생활 속

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는 다시금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정작 우리들 생활 속

에,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단체와 기업의 활동 속에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

는 자리는 미약한 듯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파고들어 보다 많은 시민의 지지와 참여로 커가

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시민들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사회적 경제를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몇 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어온 단체

들이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사회적 경제가 더 깊이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책을 함께 만들어 내놓습니다. 부디 많은 이들의 손과 눈에 깃들어 사회적 경제의 뿌

리를 더욱 넓고 깊게 내리게 하는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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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정책이 현장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실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 거버

넌스 기관으로 2013년 1월 23일 설립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각각의 업종과 부문을 넘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자립적 생태계 조성

을 촉진합니다.

시민사회 협동 촉진을 

위한 공유자원 확대
→

◎ 부문·업종간 협력사업 지원

◎ 자원공유망 구축 및 활용 플랫폼 마련

◎ 사회적경제 허브(Co-working Office) 운영

◎ 특화사업단 운영지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 공공구매 활성화 등 시장 기반 마련

◎ 사회투자금융 연계 지원

◎ 소셜 프랜차이징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주체 형성 및 

공감대 확산
→

◎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및 교육 과정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 구축

◎ 시민 홍보

정책 개발과 

연구사업
→

◎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 사회적경제 가치 평가 시스템 개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위치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공간은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 지원 기관들이 모여서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허브’ 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수상 팀들이 입주해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부문

별 협의회와 창업팀 및 청년들을 멘토링할 수 있는 협력 기관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 2013년 4월 11일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 개소

    (서울시 은평구 舊질병관리본부 1동 1층(면적 1,163㎡)

◎ 주요 시설: 카페형 오픈오피스, 입주기업 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허브입니다.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허브입니다.

01.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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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eMap’(mapplerk.com/

semap)은 ‘서울사회적경제지도’로

서 서울 소재 1,600여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사회적기업, 협동조

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

조직, 협의회)의 기본정보 및 현황 

정보를 지도와 목록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져로 접속하시면 모

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서울SeMap’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지도 아이디(계정) 발급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이 속

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도에 추가하고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서울 사회적 경제 지도

모바일 
페이지

서울SeMap
앱화면(목록)

서울SeMap
앱화면(시작)

서울SeMap
앱화면(개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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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기존 협동조합과 기초자치

구별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규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설립 취지

①   기존 한국 협동조합운동 성과를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견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협

의회를 통해 서로 도와주는 협동조합간 협동이 중요

②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단위 협동조합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기금, 

교육, 상호거래, 제도 개선, 경영지원 등)를 공동으로 진행함

③  정부의 협동조합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며 현장에 바탕한 민관파트너

십을 맺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협의체가 필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업

① 기초 자치구별 협동조합협의회 설립 및 활성화 지원 ② 일반신규협동조합 교육 사업(교안개발 및 강사양성 등)

③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상호 거래 사업 ④ 경영지원 사업(경영컨설팅체계 구축 등) 

⑤ 현장에 기반한 민관파트너십 형성, 협동조합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자치구별협동조합협의회 설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별협동조합협의회 진행 현황(서울협의회 비회원 포함). 참여하고 싶은 분은 서울협의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평구협동조합협의회,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구로구협동조합협의회,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관악구협동조합협의회(준), 양천구협동조합협의회(준), 영등포구협동조합협의회(준), 강서구협동조합협의회

(준), 금천구협동조합분과, 노원구협동조합간 모임, 마포구협동조합간모임, 동대문구협동조합간모임, 도봉구

협동조합간 모임, 서초구협동조합분과

서울지역신협협의회, 한살림서울, 서울지역의료생협협의회,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양천구협동조합협

의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아이쿱서울협의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음식사업자연합

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논골신협, 에코생협, 자바르떼사회적협동조합, 마케팅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2.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http://cafe.daum.net/seoulcoopconference ☏ 02-351-3168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동 1층(통일로3684),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창립(2013.6.27.시민청 태평홀)



사회적 경제 단체소개

011사회적 경제 단체소개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의 해

결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지역구성원이 70% 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준비주체를 바탕으로 마

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려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마을기업의 3대 지표

마을기업으로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3대 지표로는 마을필연성, 공공성, 자립성이 있으며,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에서는 이 3 요소가 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자치구 당 한명 씩 배치된 인큐베이터를 

통해 주민 준비주체들을 밀착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마을필연성 :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로, 마을주민이 마을의 필요나 문제해결에 대해 어

느 정도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지표를 말합니다. 

②  공공성 : 마을기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내용 등이 공공이나 시장에서 제

공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와 관련된 지표를 말합니다.

③  자립성 : 마을기업 각각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안정화시켜, 장기적으로 창업이후 지원이 중단되

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지표를 말합니다.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주민분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

하기 이전 준비단계부터 마을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자발적 노력이 마을기업으로 이어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자치구 당 1명씩 배치되어 있기에, 예를 들어 종로구에서 어떤 마을기업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종로구 인큐베이터에게 상담과 안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인큐베이터는 단순히 마을기업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 공모과정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마을기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원의 연결, 사람의 연결,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

한 상담 등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마을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03.마을기업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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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

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뜻한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

업육성법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구성조건으로 ‘사회적목적추구’와 ‘영업활동’을 

요구하며 인증이라는 형식조건을 통해 완성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를 포함 13개 지부와 1개지역협의회로 구성)는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모든 창의적인 기업가와 함께 기업활동과 공공이익의 조화를 꿈꾸는 사회적

기업의 21세기 두레형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2008년부터 출발하여 (예비)사회적기업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결속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함으로써 서울시의 사회

적기업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홍보, 

연대협력,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4.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신청기관
사전상담

→ → → → →
통합지원

기관

신청서제출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형식요건 
검토 현장실사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통합지원기관

인증심사소
위원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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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

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지역사

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경제적 자립과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일

터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이란

장기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능

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일을 통

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란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

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에 247개, 서울에 31개 지역자활센터가 지

역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나눔·협동의 공동체를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일

집수리(일반건축, 인테리어, 난방공사 등), 간병, 청소, 재활용사업 등이 있으며, 영농(친환경, 유기농, 

특용작물 재배 등)과 세차, 외식사업(출장뷔페, 도시락 배달, 식품제조 등) 그리고 수공예품, 봉제, 가

구제작 등 기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사업의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보미, 산모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

미, 장애통합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참여주민의 경제적 자

활을 고려한 시장진입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능교육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교육사업과 취·창업 역량 향상, 자존감 향상, 공동체 의식 

고취, 리더십 개발, 가족기능 강화 등 심리·정서적 자립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5.자활기업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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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두레생협연합회는 1997년 수도권지역 생협들이 물류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만든 ‘

생협수도권사업연합’으로 출발했다. 2005년에 두레생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꾼 뒤 2013년 서울과 수

도권 지역 28곳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회원생협으로 가입해 함께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나누고,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며 우리 

땅과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제3세게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한 민중

교역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그들과의 교류, 연대, 호혜를 함께하고 있다. 

이웃과 협동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소개

두레생협연합회는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재를 공동으로 나눕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

원이 함께 연대하여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의 땅과 생명가치를 지켜갑니다. 

판매방식

조합원에게 판매

쇼핑몰 이용 (개별 나눔) 

매장(그루터기 나눔)

전화주문

주소ㅣ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KT텔레캅빌딩 4층 

연락처ㅣ1661-5110 / 02-6710-5118

담당자명ㅣ활동기획부 최현호 부장

두레생협연합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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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생협은

i _ ‘나’주체들이

ideal _ 생협의 이상(나눔과 협동)을 위해

innocence _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innovation _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협운동을 펼쳐가는

COOP(co-operative) _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iCOOP생협은

전국 77개 회원조합, 19만명의 조합원과 3,000여명의 조합원 활동가, 2,900여명의 생산자, 2,500여명

의 직원들과 함께 협동으로 행복한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

합입니다.

회원조합 77개 2013.11

조합원 193,561명 2013.11

조합 활동가 약 3,000여명 2012

생산자 2,909명 2012

직원 (지역조합, 연합조직) 2,476명 2012

매장 140개 2013.11

사업액 3,449억원 2012

iCOOP생협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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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생협은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기반으로 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협동

조합입니다.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생활 속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운동과 사업으로 만

들어 갑니다. 조합원이 직접 물품을 선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한국 사

회의 식품안전 기준을 높여갑니다. iCOOP생협은 생협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홈페이지ㅣhttp://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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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이 한집 살림하듯 더불어 살고 함께 살려낸다'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소비

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한살림은 생명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운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

아가려는 노력, 절제된 소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문화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생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지역 회원 생협과 167개 한살림 매장을 통해 전국 35만 조합원과 2천 여 농민 생산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살림서울 : 19만 조합원, 59개 매장, 8개 지부)

한살림은 어떤일을 하나요?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이웃과 나눕니다.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먹을거리 나눔 

◎ 건강한 밥상차림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 먹을거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참여 활동

농촌 회원들은 생명이 살아 있는 농업을 실천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 공동체가 

지속되게 힘쓰고 도시 회원들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촌 회원들을 응

원하며 생명 농업을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 생태적인 지역농업 유지·육성하기 위한 기금 운영 

◎ 도농 공동체를 위한 교류와 협력 활동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생명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연구·출판

◎ 자연과 하나 되어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생활실천 운동

한살림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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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생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한살림서울생협은 2013년 11월 말 기준 195,201가구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지

역에서 5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생협은 조합원의 직접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운영됩니다. 지역별 조합원이  요

구하는 활동들을 보다 밀접하게 펼쳐 나가기 위해 8개 권역(지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조합원이

라면 누구나 아래의 다양한 분야 중 관심있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의 모임활동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생활, 환

경 등의 이슈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는 분과활동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

가고 있습니다.   

◎  분과활동 : 가공품/농산물분과, 식품안전분과, 환경분과, 복지분과, 생명학교분과, 홍보분과

물품개발 및 취급범위

 0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수산물

 0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가공식품

 03. 친환경적인 생활용품

물품개발 및 취급범위

01. 우리 몸과 환경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품을 개발합니다.

02.  제철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우스 등의 시설 재배는 인정하지만 생육 초기를 제외하고 가온 재

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03. 무농약, 무화학비료의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개발, 취급합니다. 

04. 성장조절제 등 작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호르몬제를 전면 금지합니다. 

05. 수입산의 범람으로 지속적인 생산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개발, 취급합니다. 

06. 항생제, 성장촉진제 유전자 조작 없는 사료를 이용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개발, 취급합니다.

07.  국내산이면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개발, 취급합니다.

08.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양식 수산물일 경우 염산, 항생제 등 화학물질을 

금지합니다.

09. 한살림 생산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개발, 취급합니다.

10. 불필요한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을 개발, 취급합니다.

11. 차별성 있는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물품을 개발합니다.

12. 생산협동체를 형성하여 협동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개발, 취급합니다.

13.  상업적, 공업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물품은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가치 기준을 공유하는 물품

을 개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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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을 만나보세요!

홈페이지ㅣhttp://www.hansalim.or.kr    

장보기ㅣhttp://shop.hansalim.or.kr
대표전화ㅣ02-6715-0800(한살림연합), 02-3498-3600(한살림서울)
주소ㅣ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13 동훈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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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지난 1989년 창립 이후 25년 동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생활재 공동구입사업과 여성·환경·지역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행복중심생협 조합원들은 참 먹을거리를 나누고,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며 생태계를 보

호하고, 우리사회를 좀 더 인간화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생활의 필요를 협동소비를 통해 삶의 행복으로 만들어 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여성민우회생협에서 행복중심생협으로 단체명을 바꾸었습니다. 

참여

생산

함께

인증

정보

공개

생활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물론,

생협 운영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합니다.

협동

복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협동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생활재 생산·점검·관리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높여갑니다.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행복중심생협의

자체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리사회의 식품안전 기준을 높여갑니다.

행복중심생협(구 여성민우회생협)

당신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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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중심생협의 특별한 생활재

행복중심생협 연합회는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 1,500여 가지 다

양한 생활재를 공급합니다.

◎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쌀

◎ 100% Non-GMO 국내산 잡곡

◎ 친환경 유기농 채소와 과일

◎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무항생제 축산물

◎ 방사성 물질 검사를 마친 수산물

◎ 원료와 생산과정이 보이는 가공식품

◎ 환경친화적인 국내산 생활용품

◎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 공정무역 생활재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61 덕수빌딩 201호  

대표전화ㅣ1600-6215

홈페이지ㅣhttp://happy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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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22, 1층     

연 락 처ㅣ02-324-2607

“어머니의 마음으로 맛과 

정성을 배달합니다.”

(유)다솜도시락ㅣ자활기업

업체소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단체도시락, 직장인 점심도시락, 회의용 고급 도시락 등 도시락 배달 전문기업입니

다. 자활기업이면서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통

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제품종류 및 특징

다솜도시락으로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를 느끼세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영양사가 깐깐하게 영양

을 맞추고 전문 조리인이 맛깔스럽게 조리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배달합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정직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 이윤보다는 나눔의 가치를 고집스럽게 지켜가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솜모둠 : 든든한 한 끼로 하루과 꽉 찹니다. - 10,000원

◎ 다솜특선 : 고급식사 - 15,000원  

◎ 다솜스페셜 : 적당한 가격, 넘치는 맛과 영양 - 7,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전일 1시 이전 주문

◎ 배송조건 : 10개 이상 주문시 배송 

◎ 유통기한 : 당일제작, 당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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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5-30  

연 락 처ㅣ02-833-7955

이 메 일ㅣbearfnb@hanmail.net

(주)곰아저씨F&Bㅣ사회적기업

업체소개

도시락, 케이터링 제조 및 판매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에게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사회교육서비스와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품종류 및 특징

◎ 도시락 제품 소개

웰빙런치박스 웰빙도시락 패밀리런치박스 비빔밥

◎ 케이터링 소개 : 대안학교, 직업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동급식형태의 케이터링     



먹거리 먹거리

02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27먹거리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4   

연 락 처ㅣ018-350-5854

담당자명ㅣ정순경(점장)

(주)꿈더하기 베이커리ㅣ마을기업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만든

제과제빵 판매”

업체소개

2012년 안행부 마을기업 선정

1차년도 지원 후 자립, 장애아 및 장애아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베이커리.

제품 종류 및 특징

◎ 빵류, 쿠키 등

판매방식

◎ 매장판매, 근거리배송

전화상담



먹거리 먹거리

02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27먹거리

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은천로25길 27   

 하우젠빌딩205호   

연 락 처ㅣ02)826-0282

홈페이지ㅣwww.nanumfood.co.kr

담당자명ㅣ최영남(대표)

“사랑으로 만듭니다”

(주)나눔공동체ㅣ사회적기업

업체소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식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도시락 사업

◎ 독거노인, 결식아동 공공급식  

◎ 출장뷔페 납품  

◎ 밑반찬 사업

주요생산품

돈가스도시락 불고기도시락 제육도시락 웰빙도시락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



먹거리 먹거리

02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29먹거리

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74-10 지층

연 락 처ㅣ02-886-3993

홈페이지ㅣwww.nanummmill.com

“정을 담다 색을 입다”

(주)나눔방앗간ㅣ자활기업

업체소개

㈜나눔방앗간은 엄선된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 전통방식(slow food) 그대로 떡을 찌는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발효한 증편을 전문으로 제조·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우리의 재료를 순수하게 발효한 증편! 똑뚜미 증편은 이스트, 베이킹파우더가 아니라 순수 막걸리를 사

용해 발효한 식품으로 소화가 탁월합니다. 어린이, 어르신의 간식, 한 끼 식사대용으로 편하게 드시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으며, 증편 그대로 드셔도 좋고 증편 샌트위치, 증편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요생산품

◎ 똑뚜미 설기모음 : 부드럽고 쫄깃해요 - 개당 1,500원

◎ 똑뚜미 코코아 설기 케이크 : 영양만점, 주문생산, 당일제작 - 5,000원

◎ 똑뚜미증편선물세트 : 개별포장으로 깔끔함과 맛을 더했어요. - 18,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주요 판매처), 유통기한 등 ◎ 자사 쇼핑몰(nanummmill.com)에서 주문 판매 가능 

◎ 배송조건 : 서울/경기권 직배송 가능, 거리/구매액에 따라 배송료 발생

◎ 유통기한 : 실온판매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일, 냉동제품은 제조일로 6개월



먹거리 먹거리

02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29먹거리

전화상담

주소ㅣ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4번지 1층   

연 락 처ㅣ02-923-2012

이 메 일ㅣkhnemo@naver.com

담당자명ㅣ하영미

“천연재료로 맛을 낸 

우리동네 맛집, 성북구 

마을기업 1호 동네국수”

(주)동네국수ㅣ마을기업

업체소개

주먹밥 & 국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아동에게 환원

제품종류 및 특징

◎ 화학조미료 없이 국내산 재료로만 맛을 낸 명품육수, 잔치국수

◎ 한달간 숙성시킨 비빔장, 감칠맛 도는 새콤달콤 비빔국수

◎ 추억이 새록새록, 추억의 옛날도시락

◎ 참치, 멸치, 김치가 한세트 맛좋고 저렴한 주먹밥세트

주요생산품

◎ 국수 : 3,500원~4,500원

◎ 주먹밥(3개 1set) : 1,500원

◎ 추억의 도시락 : 4,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주문제작



먹거리 먹거리

03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1먹거리

주소ㅣ서울시

도봉구 도당로13다길 3-29 (방학동_본점)

도봉구 도봉로 691 2층(카페)     

연 락 처ㅣ011-263-0406

담당자명ㅣ윤경희

(주)세상을 움직이는 힘/세움카페ㅣ마을기업

“지적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희망일터 만들기”

업체소개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밀, 우리쌀, 무항생제계란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빵과 쿠키를 생산합니다.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등 음료도 판매하고, 소외계층에게 바리스타 교

육도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친환경 먹거리 제조, 판매 : 우리밀`우리쌀 100%, 국산버터, 무항생제계란 ,유기농설탕으로 빵과 쿠키 제조 

◎ 카페사업  :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친환경 음료 판매 

◎ 바리스타교육 : 소외계층(장애인,노인) 바리스타교육

주요생산품

◎ 흑미식빵, 카스테라, 호밀빵 등 : 흑미, 우리밀, 호밀과 잡곡을 넣은 건강한 빵 - 1,000원~5,000원

◎ 우리밀 쿠키(초코, 아몬드) : 우리밀과 다양한 재료로 만든 쿠키 - 1,000원 

판매방식

◎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세움카페에서 판매

◎ 5만원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전화상담



먹거리 먹거리

03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1먹거리

(주)세상을 움직이는 힘/세움카페ㅣ마을기업

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80  

연 락 처ㅣ02-2605-0052

                  02-2605-1222

“이웃과 함께 희망을 키우는 

착한 소비의 첫걸음”

강서희망가게ㅣ자활근로사업단

업체소개

강서희망가게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착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며, 자활이웃의 희망을 함께 키워가는 지역공동체 매장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강서희망가게에 오시면 비누꽃, 공정무역커피, 천연비누, 홈패션, 빵과 쿠키, 

친환경농산물 등 30여개 품목의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비누꽃바구니 : 93,000원  

◎ 공정무역 원두커피 : 6,500원  

◎ 천연비누 : 3,000원

판매방식

◎ 운영시간 : 월~일 09:00~21:00

◎ 인터넷쇼핑몰(www.gsgoodshop.or.kr) 운영

◎ 명절(설/추석) 특별선물기획전 진행



먹거리 먹거리

03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3먹거리

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75번지 1층  

연 락 처ㅣ02-416-7119

“직접 만든 수제음료로 

맛도 OK! 건강도 OK!”

꼬미로떼ㅣ자활기업

업체소개

꼬미로떼는 지속적인 메뉴개발을 통해 커피, 과일음료, 쿠키, 롤케이크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별화 

된 풍미로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송파 북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서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독자적인 레시피로 만든 수제음료, 쿠키, 롤케이크가 대표상품입니다. 특히 레몬청은 사이다를 넣으면 레

몬에이드, 뜨거운 물을 넣으면 레몬티로 즐길 수 있습니다. 롤케이크는 겉은 부드럽고 속은 딸기쨈이 가득

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며, 6종류의 수제 쿠키는 어린이들의 간식용으로 좋습니다.

주요생산품

◎ 쿠키 3개/7개 1,000원/2,000원 ◎ 레몬청 500g/1kg 8,000원/15,000원

◎ 롤케이크 7,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예약 주문판매

◎ 10만원 이상 서울근거리 무료 배송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먹거리 먹거리

03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3먹거리

주소ㅣ서울시 동작구 사당16길 76  

연 락 처ㅣ02-587-2251

이 메 일ㅣcrystal0106@hanmail.net

담당자명ㅣ변수정

노나매기협동조합ㅣ마을기업

“함께 나누는 밥상”

전화상담

업체소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부방 이용아동에게 신뢰할수  

있는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 케이터링 및 지역 주민에게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체임.

제품종류 및 특징

◎ 지역아동센터 급식 케이터링, 바로만들어서 바로 내보내는 도시락

주요생산품

◎ 도시락 : 당일 바로만들어서 바로 판매 - 6,000원 (배송정책 - 5인이상 주문시)

판매방식

◎ 주문제작



먹거리 먹거리

03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5먹거리

주소ㅣ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26-12 1층  

연 락 처ㅣ02-3390-4589

                 070-7581-2894

이 메 일ㅣkuspring@hanmail.net

담당자명ㅣ구자춘

녹색드림협동조합ㅣ마을기업

“협동하는 생활의 기쁨!”

업체소개

친환경 사업을 목표로 하며 발아현미를 중심으로 한 발아곡물 판매와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제품 제작, 

판매, 단체복 생산 등을 하고 있음

제품 종류 및 특징

천연 미네랄 용액을 이용하여 현미의 싹을 1~2mm 틔움으로써 현미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가 더욱 증

폭되거나 새롭게 생겨 생명력과 영양소가 가장 활성화된 상태의 쌀이 됨. 일반 현미보다 부드럽고 밥맛

이 좋음

주요생산품

◎  발아곡물 : 풍부한 영양가와 면역력 증가, 먹기에도 부담 없으며 소화가 잘 됨 - 5,500~9,000원 까지 

다양함(3만원이상 무료배송)

◎ 단체복 판매 : 디자인 상의 및 가격 조정 가능 - 가격 절충

판매방식

◎ 매장판매, 택배, 배달(전화주문) 가능

전화상담



먹거리 먹거리

03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5먹거리

주소ㅣ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길 60-10   

연 락 처ㅣ010-8955-6073

                  02-587-2251

이 메 일ㅣcmlhsh@naver.com

담당자명ㅣ최 미 례

“우리동네 먹거리는 

아줌마의 힘으로~~!!”

녹색뜰엔ㅣ마을기업

업체소개

‘동작구 소재 녹색환경 봉사회’ 회원으로 구성된 업체로서 주로 김치나 반찬거리를 판매함. 또한 이를 통

해 나오는 수익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반찬제공등 사회환원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임. 

제품 종류 및 특징

◎ 김치, 밑반찬, 김부각 등

주요생산품

◎ 김치 국내산 재료로만 만든 김치 - 7000원/1kg(매장판매)

판매방식

◎ 매장판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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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1-158   

연 락 처ㅣ02-455-9390

늘푸른가게ㅣ자활근로사업단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재로 지역과 함께 하는 매장”

업체소개

늘푸른가게는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재 전문매장을 운영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어주는 광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준)광진생활협동조합 늘푸른가게는 생산자 얼굴을 알 수 있는 농가 직거래 농산물(유기농 쌈모듬), 동물

복지인증을 받은 방사유정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자 하는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상품(마스

코바도 설탕), EM(유용한 미생물) 원액, EM샴푸, EM린스, 바디클린저 등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 운동을 실천합니다.

주요생산품

◎ 방사유정란(10알) 3,500원

◎ EM 샴푸/린스/바디클린저(300ml) 각 3,200원

◎ 마스코바도 설탕(500mg) 3,4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예약 주문판매

◎ 5만원 이상 구매시 서울지역 무료배송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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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574    

연 락 처ㅣ02-959-1050

이 메 일ㅣvnfms1012@naver.com

담당자명ㅣ정은숙(총무)

닥터콩전두부ㅣ마을기업

“100% 순 우리콩으로 만든, 

닥터콩 전두부”

업체소개

국산 콩을 이용하여 지역의 어머니들이 직접 제작한 전두부와 콩물, 순두부 판매, 

고령층 어머니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제품종류 및 특징

국산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두부는 비지가 나오지 않고, 콩을 100% 섭취할 수 있게 만든 두부로, 일반 

판매되는 두부보다 영양가가 높고 매우 부드러워 식사 대용 등으로 적합함

주요생산품

◎ 전두부 : 콩이 가진 영양소를 100프로 섭취할 수 있으며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진함

    - 2500원(00이상 무료배송)

◎ 콩물

판매방식

◎ 매장 판매, 택배 배달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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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59-16  

연 락 처ㅣ02-2248-1288

이 메 일ㅣcbs0644@naver.com

담당자명ㅣ조병순

“엄마손 장독대”

동대문 마을기업ㅣ마을기업

업체소개

국산 콩을 이용하여 어머니들이 직접 제작한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

웰빙식품 제조판매

제품 종류 및 특징

국산 콩만을 이용해서 만든 ‘장류’로 찰지고 진한 맛이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을 떠올리게 하

는 전통 웰빙 식품, 지역의 어머님들이 콩 생산지에서 수확부터 제조까지 직접 참여해, 정성을 담아 만든 

깨끗하고 맛깔스러운 제품

주요생산품

◎ 재래 된장 : 깊고 찰진 맛이 일품임 - 1kg 13,000 / 2kg 26,000

◎ 찹쌀 고추장 : 깊고 찰지게 매운 맛 - 1kg 23,000 / 2kg 46,000

◎ 재래 조선 간장 : 집에서 담그는 맑은 조선 간장(국간장) - 0.9리터 9,000

판매방식

◎ 매장 판매



먹거리 먹거리

03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39먹거리

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10-3   

연 락 처ㅣ02-2281-4446~7

담당자명ㅣ이민형 이사장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한우, 

마장동 고기익는 마을에서 

즐기세요!” 

고기익는 마을ㅣ마을기업, 협동조합

업체소개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전문 도·소매 시장인 마장동 축산물시장

의 상점가 협동조합니다. 전국 축산 농가에서 배송되는 신선한 축산물을 정확한 원산지와 가격 표시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마을기업에 회원으로 가입한 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고 마을기업 ‘고기 익는 마을’ 공동식당에서 저렴한 상

차림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이 공동의 브랜드로 육류 품질을 관리하고 공용 식당을 

운영하고, 소비자는 양질의 고기를 믿고 구매하는 동시에 불편함 없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생산품

◎ 고기익는 마을 식당이용 : 마을기업 공동 식당이용 - 인당 4천원 

◎ 고기익는 마을 축산물 : 마을기업 가입 상점가의 축산물 구매 - 한우 및 축산물 시가

    (서울지역 1kg 이상 배송가능)

판매방식

◎ 고기익는 마을 식당 이용 

◎ 마을기업 가입 상점가 한우 및 축산물 주문배송가능  

마장축산물시장
상점가진흥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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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

천호점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98-5

암사점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03-11   

연 락 처ㅣ02-488-4585~7

“방부제 대신 맛과 건강이 우선인 

우리동네 맛있는 빵집”

맛조아베이커리ㅣ자활기업

업체소개

2003년 7월 맛조아제과제빵으로 시작한 맛조아베이커리는 신라호텔, 주재근베이커리 등 베이커리 명가

의 비법을 전수받아 제대로 된 빵과 과자를 구웠습니다. 2007년 3월 천호점에 이어 2013년 5월 암사점

을 출범시켰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맛조아베이커리는 매일 아침 당일 판매할 양만 제조하여 맛은 물론 소비자의 건

강까지 챙겨드립니다. 천호점과 암사점 매장 외에 2곳의 가판판매점을 운영하며 생산판매 및 주문판매를 

통한 고객 맞춤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주요생산품

◎ 롤케이크(카스테라/목카) : NO방부제, 부드러움 - 1구 8,000원 / 2구 15,000원

◎ 쿠키세트 : NO방부제, 바삭한 고소함 - 5,000원(개당 700원)

◎ 크람 : NO방부제, 착한가격 - 2,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 시 맞춤형 생산 판매, 매장 판매

◎ 배송조건 : 강동구 외 지역은 5만원이상부터 배달 가능

◎ 당일생산, 당일판매, 당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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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63길 32   

연 락 처ㅣ02-831-5450

담당자명ㅣ조남형(대표)

사랑뻥 뻥사랑ㅣ마을기업

“작은사랑 실천, 
사랑마을 만들기”

업체소개

2011년 안행부 마을기업 선정, 

국산 자연 곡물을 이용한 웰빙 뻥과자 판매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관내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뻥과자(보리, 현미, 흑미)

◎ 국내산 곡물, 구운소금, 천연감미료 사용

주요생산품

◎ 뻥과자 : 국내산 재료 사용 - 1봉지1,000원 / 1박스 1만원(4만원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1박스 1만원, 4만원이상 무료택배 (전국)

◎ 관내 주민센터에 무인판매대 설치, 유통기간 6개월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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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48-145  

연 락 처ㅣ02-874-9295~6

담당자명ㅣ조종현

콩깍지ㅣ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관악시니어클럽 두부사업단

업체소개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관악시니어클럽 두부사업단 콩깍지는 ‘가장 아름다운 孝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

리는 것’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노

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콩깍지’ 두부가게를 통해 시니어 클럽에서 생산하

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콩깍지’ 가맹점 모집을 통해 준 고령자에게 가게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또한, 두부 이외에 지역사회와 연

계하여 전국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어르신 생산품 판매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국산콩두부·순두부·수입콩두부 제조 기타 어르신 생산품(기름, 밑반찬 등 판매)

◎ 두부 제품 일체는 <즉석제조판매>를 원칙  

◎ 제품의 규격화를 통한 맛과 중량(550g~600g)을 유지

◎ 위생적이며 깨끗한 제작공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

◎ 제품의 규격화를 통한 맛과 중량(550g~600g)을 유지 

◎ 시간 및 계절(추석, 설 등)에 적합한 제품 판매

◎ 엄선된 원재료의 사용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제공

◎ 포장용기의 사용으로 위생적이며, 장시간 신선도를 유지 

◎ 두부 외 다양한 제품 판매

“어르신 생산품(즉석두부) 및 

일반 상품 판매 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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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주소ㅣcafe.daum.net/Gimjang    

연 락 처ㅣ02-463-5028/02-463-0028

이 메 일ㅣabukung@hanmail.net

담당자명ㅣ김시열

성동희망나눔/희망찬가게ㅣ마을기업

업체소개

비영리민간단체인 성동희망나눔은 1998년부터 성동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등 먹을거리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었다. 지역사회 건

강한 먹거리 나눔과 저소득 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찬가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협동조

합으로 전환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우리 농산물과 천연조미료로 맛을 낸 각종 김치와 밑반찬을 판매한다. 건강을 생각하는 바른 먹거리 ‘생

명반찬’은 전화로 주문을 문의해야하며, ‘유기농 절임배추’는 김장 기간 동안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주요생산품

◎ 절임배추 : 순창 무농약 배추와 신안군 천일소금 사용 - 3만원 (20kg 1박스)

    - 배송료포함(화/목/토 정기배송)

판매방식

◎ 주문 생산 (전화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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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0   

 마포창업복지관 1층   

연 락 처ㅣ02-312-7942

소담ㅣ자활근로사업단

“깐깐한 맛과 영양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전화상담

업체소개

소담은 치료도시락 전문업체로 전문영양사와 외식분야 전문 조리사들이 엄선한 식재료로 안심 먹거리를 

만들어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종류 및 특징

현재 이화여대 종합복지관 및 서대문 노인복지관에 제공 중이며 Delicube 시리즈는 학창시절 쉬는 시간

에 친구들과 도시락을 까먹었던 즐거움을 담은 도시락입니다.

주요생산품

◎ 제육도시락 : 든든한 한 끼로 하루가 꽉 찹니다 - 6,000원

◎ 소불고기 도시락 : 고급식사 - 8,000원  

◎ 치료도시락 : 적당한 가격, 넘치는 맛과 영양 - 4,55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유통기한 : 당일제작, 당일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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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따로또가치”

주소ㅣ서울시 중구 오장동 145-9   

 신중부시장협동조합  

연 락 처ㅣ02-2272-0022

홈페이지ㅣwww.jungbumarket.com

담당자명ㅣ김정안(대표)

신중부시장협동조합  따로또가치ㅣ마을기업

업체소개

2013년 서울시, 안행부 마을기업 선정, 건어물 특화시장인 중부시장에서 온라인시장과 명절 선물세트 판

매를 위한 건어물 선물패키지 포장 사업으로 마을기업 선정.

개별점포가 아닌 시장상인회를 통한 신중부시장 협동조합에서 공동브랜드로 포장하여 판매

제품 종류 및 특징 

◎ 건어물 : 멸치, 미역, 다시마, 북어, 새우등  ◎ 견과류 : 땅콩, 호두, 잣, 대추, 밤등

주요생산품

◎ 건어물등 : 다양한 맞춤형 구성 - 1봉지 5천원~ 3만원  / 1박스 2만~5만원(3만원이상 무료택배)

◎ 견과류등 : 다양한 맞춤형 구성 - 1봉지 5천원~만오원 / 1박스 2만~5만원(3만원이상 무료택배)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주요 판매처), 유통기한 등

◎ 1박스 2만원~5만원(구성에 따라 가격변동) 3만원 이상 무료택배 (전국)

◎ 중부시장내 고객센터에 판매대 설치  

◎ 온라인전통시장에서 온라인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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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63-26  

연 락 처ㅣ02-874-9295

홈페이지ㅣ www.gacsc.or.kr

담당자명ㅣ조종현

“어머니心도시락”

씨에스씨푸드주식회사ㅣ사회적기업

업체소개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아침 신선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손맛을 가득 담아 정성

껏 만들어 고객에게 건강한 맛과 영양을 주는 전문 도시락기업을 지향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전문 도시락

스페셜도시락 고급도시락

판매방식

◎ 주문제작 판매



먹거리 먹거리

04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47먹거리

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72   

연 락 처ㅣ02-916-5511

담당자명ㅣ전명우

“ 공정무역 커피 온바로 및 

원두커피 판매(실버바리스타) ”

온바로ㅣ사회적기업

업체소개

고령자와 다문화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공정무역으로 인해 착한 소비 문화 확산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생산품

◎ 온바로 선물세트 A : 원두커피(린지) 200g + 생분해 그린컵 1ea - 25,000원

◎ 온바로 선물세트 B : 원두커피(린지) 200g + 원두커피(리끌) - 23,000원

◎ 온바로 선물세트 C : 원두커피(린지) 200g + 생분해 그린컵 1ea - 27,000원

◎  온바로 커피전문점 운영 / 바리스타 교육 : 직영점(성북정보도서관점 외 2곳) 

    가맹점(정릉점 외 2곳) 바리스타 교육(320,000원-10회 2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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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05-1 1층    

연 락 처ㅣ02) 372-7600

이 메 일ㅣyks384@hanmail.net

담당자명ㅣ유경순 실장

주식회사 물빛마을ㅣ마을기업

“국내산 100%콩으로 만든 청국장,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착한 기업”

업체소개

국내산 100% 콩을 활용하여 청국장과 청국장가루를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청국장과 청국장 가루

주요생산품

◎  청국장 : 국산콩 100% 이며, 짚을 이용하여 발효하고, 특히 무색소와 무방부제로 인한 담백한 맛

    - 400g  5,000원(5kg이상 택배무료/ 5kg이하 2,500원 택배비부담)

◎ 청국장 가루 : 발효된 청국장을 건조,분쇄 하였으며, 무첨가제로 고소한 맛 - 250g 10,000원

판매방식

◎  주문생산, 매장판매(수색마트, 녹번동 사회적기업 36.5)

◎  유통기한(제조일로 3개월 / 장기 보관시 냉동보관, 가루-6개월)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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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14

 (중곡동 221-6호)    

연 락 처ㅣ02-466-5003

이 메 일ㅣkurosa0805@hanmail.net

담당자명ㅣ대표 박태신/매니저 구정례

“세심한 침전과정을 거쳐 맑고 

고소한 고급 참기름과 들기름만을 

담았습니다.”

 아리청정ㅣ마을기업

업체소개

아리청정은 동쪽에서 서울로 흘러들어오는 맑은 한강물을 뜻하는 이름으로,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의 이름입니다. 마트나 일반 기업의 제품과는 달리 원산지가 명확한 질좋은 참기름과 건어물, 육가공품 등이 

주 상품입니다.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제품 종류 및 특징

참기름 특유의 향이 잘 나지 않는 인도산이나 수단산 참기름과 달리, 아리청정 참기름은 국내산(보급형

은 중국산) 통깨를 사용하여 적은 양으로도 고유한 맛을 내고, 적당한 양의 기름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

에도 좋습니다.

주요생산품

◎  국내산 참기름, 들기름(각 300ml + 볶음참깨) : 정확한 원산지 표시

    30년 경력 상인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제품 - 48,500원(배송무료)

◎  중국산 참기름, 들기름(각 300ml + 볶음참깨) : 정확한 원산지 표시

    30년 경력 상인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제품 - 36,600(배송무료)

판매방식

◎  주문 상담 : 02-466-5003 

◎ 인터넷 판매 : 전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리청정] 검색 혹은  홈페이지 aricj.co.kr 방문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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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73길 9 

(명일동) 동신빌딩 1층 한 살림 명일매장 옆   

연 락 처ㅣ02-481-6292 / 011-263-4085

담당자명ㅣ김옥분

착한밥상 맛깔손ㅣ마을기업

“친환경 반찬판매”

업체소개

한살림 회원들이 모여 만든 친환경 반찬가게로 개인뿐 아니라 단체에도 맛깔손으로 정성들인 안전한 먹

거리를 공급합니다.

주요생산품

◎ 도시락 : 밥, 국, 계란말이, 연근조림, 계절나물, 김치, 오징어채, 야채전 - 8천원

◎ 반찬  : 나물류, 조림류, 구이류 등 - gram 당 

판매방식

◎ 회원 직접 매장 방문 및 각종 음식 주문, 제사음식, 문화행사, 집들이, 모임등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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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0-3번지   

연 락 처ㅣ02) 722-0911

담당자명ㅣ심계순

통인커뮤니티 도시락카페ㅣ마을기업

“내 맘대로 카페 通통”

업체소개

종로구의 통인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도시락카페를 마을기업으로 만들어 시민과 소비자들의 눈높이

에 맞는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 시민과 소비자들은 직접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 맘대로 도시락을 구성할 수 있음

주요생산품

◎ 도시락 : 내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입맛에 맞는 맞춤형 도시락 구성 가능 - 5,000원

◎ 도시락은 현장주문

판매방식

◎ 직접 제작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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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17-91 1층  

연 락 처ㅣ02-838-5652

함지박ㅣ자활기업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빚은 

맛있는 떡, 예쁜 떡, 건강한 떡”

업체소개

함지박은 국산의 좋은 재료만을 이용해 정성껏 만든 떡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전통 떡방앗간입

니다.

제품종류 및 특징

함지박 떡은 국산 햅쌀과 천연재료로 만듭니다. 영양과 맛을 위해 예약주문, 당일생산, 당일 배송을 원칙

으로 합니다. 전통 떡의 기본을 지키는 함지박은 영양찰떡 모둠세트, 떡케이크, 오색송편, 시루떡과 각종 

설기를 대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시루떡(10㎏) : 쫄깃하고 부드러운 담백함이 일품 - 80,000원

◎ 영양찰떡 모둠세트 : 고급스러움이 선물로도 손색없어  - 30,000원

◎ 오색송편(1㎏) : 간식으로 만점, 별미로도 만점 - 10,000원

◎ 각종설기(10㎏) : 푸짐함과 영양이 한꺼번에 - 70,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당일제조, 명전(설/추석)선물세트 판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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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주소ㅣ서울시 중구 신당동 62-86  

연 락 처ㅣ02-2231-9455

                  02-754-2228~9

“워커힐호텔 경력 30년 

제과장의 노하우가 그대로”

해피바케트ㅣ자활근로사업단

업체소개

맛있는 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해피바게트.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 내 사회

복지 시설 그리고 결식이웃에게 정성이 담긴 빵을 저렴하게 제공, 지원하며 참여자에게 제빵 전문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일자리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해피바게트 빵에는 워커힐호텔에서 30년동안 제과를 담당한 제과장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호텔수

준의 품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주요생산품

◎ 롤케이크(대/소) : 부드러움에 최고봉 - 소 3,500원 / 대 7,000원

◎ 머핀류 : 촉촉한 달콤함이 최고 - 700원 

◎ 소보루, 단팥빵 : 장인의 맛이 그대로 - 7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2일 전 주문, 매장 판매

◎ 배송조건 : 3만원이상 부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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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행복만나협동조합은 도시락 개별 판매 금액 중 1,000원이 기부 계좌에 적립되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 

‘사랑의 반찬 도시락’ 을 기부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도시락 주문 시 후원자가 됩니다. ^^)

제품 종류 및 특징

천원의 행복 나눔 다양한 도시락 및 젓갈류 판매

◎ 6-7종의 젓갈류와 다양한 도시락 판매

◎  쌀, 김치 등 대부분의 반찬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어머님들이 직접 요리

◎ 적립된 기부금은 연말에 ‘공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소불고기 도시락 : 잡곡밥, 국, 김치,반찬 4종, 샐러드, 과일, 전 5종, 전복, 대하찜, 소불고기(호주산), 

    과일 - 10,000 (10개 이상 배달 가능)

◎ 낙지젓 외 다수 젓갈 : 낙지 외 기타 젓갈류 (강화군) 젓갈 양념 - 7,000원부터 (10개 이상 배달 가능)

판매방식

◎ 도시락은 당일 생산 및 배달합니다.(주문시 식사시간과 배송지를 알려주세요)

◎ 젓갈류 : 강화군에서 구매, 직접 양념 포장하여 배송

◎ 배달은 10개 이상시 가능(반찬수, 가격 등 조정 가능)

주소ㅣ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50-38 

연 락 처ㅣH.P 010-6665-0091

                  Tel 070-8282-5555

담당자명ㅣ최회광 이사장

전화상담

행복만나협동조합ㅣ협동조합

“천원의 행복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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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 

1호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293-3

2호점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37-183  

연 락 처ㅣ02-996-1414 / 02-984-1415

“자연을 마시는 기쁨! 

먹는 사람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신명나게!!”

행복한 반찬가게ㅣ자활근로사업단

업체소개

친환경유기농 전문 행복한반찬가게는 화학조미료 없이 국내산 친환경재료로 맛깔스럽게 만든 반찬과 음

료를 판매하며, 회원제 저녁밥상 배달서비스, 출장뷔페, 지역직장인 도시락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행복한반찬가게가 자랑하는 행복한 음료! 

일반식혜, 단호박식혜, 수정과는 100% 친환경 인증 원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전통방식으로 시간과 정성

을 들여 빚어내어 맛이 깊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생산품

◎ 우리음료(식혜/단호박식혜/수정과) : 100%친환경 인증 원료 - 2,000원~6,000원

◎ 행복한 도시락 : 당일제조, 당일공급 - 5,000원 밑반찬류 : 깔끔한 맛과 건강이 함께 - 1,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매장상설판매, 주문제작, 광화문 희망장터 판매(4월~10월)

◎ 배송조건 : 회원반찬, 출장뷔페(세팅포함), 도시락, 우리음료(5만원 이상 무료)

◎ 유통기한 : 밑반찬류(2~3일), 우리음료(냉동보관 6개월),도시락 및 출장뷔페(당일제조, 당일공급)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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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목공마을 친환경가구 

제작과 다양한 목공교육 진행”

주소ㅣ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시흥동, 새한벤처월드 B104호)   

연 락 처ㅣ02-805-7244(010-8826-7244)

이 메 일ㅣim_wood@naver.com

담당자명ㅣ정선자

업체소개

도심속 목공마을 아임우드는 수공구를 이용한 전통짜임법의 가구제작을 전문으로 교육을 하며, 단체 목

공교육, 진로 목공교육등 다양한 목공활동을 진행하며, 친환경 DIY생활가구와 원목가구제작을 하는 마

을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다양한 목공교육(전통짜임법의 가구제작, DIY생활가구, 단체목공체험등) 

◎ 친환경 목재와 칠을 사용한 가구및 소품

주요생산품

◎ 2인용 벤치 : 친환경 원목소나무와 친환경 칠을 사용하여 만든 2인용 벤치 

    - 35~50만원 : 금천구내 (무료배송)

◎ 다양한 생활소품 : 친환경 원목과 칠을사용하여 만든 생활소품 - 3만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아임우드공방

전화상담

(주)아임우드/도심속 목공마을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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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주)올리브나무는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양말 및 공산품의 제조와 판매 활동

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St.Scott 의 특별한 세트 구성과 다른 제품과 달리 판촉 행사용품의 대 혁신적인 구성으로 제품의 품질은 

최상이며 공급은 저렴한 가격대비 완벽한 구성으로 직접적인 생산 포장 모두 가능한 제품 , 고객이 원하

는 디자인을 제작. 포장도 가능한 제품 세트는 2족~12족 구성가능

주요생산품

◎  신사숙녀 혼합4족세트 : 영국 브랜드 St.Scott 으로 아가일 분위기의 세련되고 국내 직접 생산으로품질

이 뛰어남 - \9,500 (10세트 이상시 무료배송)

◎  혼합 스포츠 8족세트 : 행사용품으로 푸짐하고 스포츠,골프 양말과 스포츠 타올,토시가 어울어져 포장

된 제품 국내산 직접생산 - \19,000 (10세트 이상시 무료배송)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직판 , 도,소매 모두 가능.

◎ 디자인 OEM 생산도 가능.

주소ㅣ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번지    

연 락 처ㅣ02-2694-5932

담당자명ㅣ이정희

전화상담

(주)올리브나무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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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소재 옷감이라, 

느낌(感)도 좋은 감좋은~공방.”

주소ㅣ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5길 26-7   

 신동아아파트 112동 105호  

연 락 처ㅣ02) 3491-4451

이 메 일ㅣsoon3027@hanmail.net

담당자명ㅣ김양순

업체소개

생활협동조합의 경험과 마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여성의 몸과 건강을 생각한 브래지어와 의류를 제작, 

판매합니다. 환경을 고려한 리페어, 업싸이클링 카드지갑 등 생활소품을 제작, 판매합니다. 지역 내 성인

과 청소년 대상으로 스스로 옷 짓기 등 바느질 강좌도 병행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여성의 몸과 건강을 고려한 천연소재 옷감으로 만든 브래지어, 통치마, 스카프 등 의류. 환경을 생각하는 

리페어, 업싸이클링 한 다양한 생활소품

주요생산품

◎  건강브래지어 : 가슴을 옥죄는 와이어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합성소재가 아닌, 천연소재로 만든 

친환경 건강브래지어 - 35,000~45,000원

◎  통치마 : 여성 건강에 유익한 천연소재의 옷감으로 통기성, 보온성 및 미적 감각을 살린 통치마 - 

43,000~60,000원

◎  업사이클한 생활 소품 : 자투리천, 청의류를 재활용한 업사이클 카드지갑, 발매트 등의 생활소품류 - 

7,000~20,000원    * 5만원 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공방 판매, 주문 판매, 행복중심생협(구 여성민우회생협) 매장

전화상담

(협)감좋은공방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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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날개”

주소ㅣ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8길   

 신창빌딩 6층    

연 락 처ㅣ02-307-1186

홈페이지ㅣwww.epjahwal.or.kr

업체소개

그린나래는 업사이클 제품 제작,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자원순환사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기증 및 

판매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사용 문화 확산에 동참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계면활성제 등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식물성 추출물을 배합해 만든 천연비누는 보습력이 좋고 자극

이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뜬 수세미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현수막 재활용 가방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방으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줍니다.

주요생산품

◎ MP비누 : 저자극성 세안제 - 3,000원

◎ CP비누 : 숙성비누의 탁월한 효과 - 6,000원

◎ 수세미 : 세제 사용이 확 줄어드는 - 1개 1,500원 / 4개 4,000원

◎ 현수막가방 : 환경을 살리는 간단한 실천 - 500~3,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판매, 광화문희망나눔장터 판매

◎ 배송 : 5만원 이상 무료배송

전화상담

그린나래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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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들판이 온몸과 마음으로 

만드는 꿈꾸는 현수막, 인쇄디자인!”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58-43  

 다림빌딩 4층    

연 락 처ㅣ02-469-9101

홈페이지ㅣwww.norandp.co.kr

담당자명ㅣ양현준(경영이사)

업체소개

노란들판은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2006년 3월,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장애인

의 노동권과 자립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만든 일터입니다. 직원의 대다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경쟁과 

효율의 가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노랗게 물든 들녘의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묵묵한 땀방울을 더 소중

히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과정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사람을 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현수막, 배너, 폼보드판넬 등 실사출력: 행사 및 게시용 실사출력물을 직접 디자인, 출력, 마감, 배송

     (시공)합니다.  

◎  인쇄디자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인쇄디자인. 상담, 기획, 디자인, 배송까지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

수를 거치는 작업과정

주요생산품

◎ 현수막(꿈막) 등 실사출력  ◎ 인쇄디자인

판매방식

◎ 주문방법 : 메일(norandp@hanmail.net), 홈페이지(norandp.co.kr)를 통해 주문

◎ 주문 접수(인쇄 관련 상담 및 견적)→디자인→시안 제작→시안 확정→출력→마감 및 배송(시공)

전화상담

노란들판 유한회사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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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50세 이상 시니어의 멋있고 도전적인 삶을 위해 시니어패션쇼의 국내외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시니어모

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 시니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세대간, 계층 간 

소통증진과 공감영역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시니어패션쇼 공연 : 시니어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시니어패션쇼 활용

    (판촉, 사은행사 등) 

◎  시니어모델교실 : 기업 고객사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에 활용가능. 특별한 고객들에게 4개월 수강료

     (60만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20명 이상 단체수강의 경우 장소, 시간, 기간, 교육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시니어이벤트 서비스 : 60세 이상 남녀를 위한 생신, 결혼기념일 등 시니어 행사 기획 및 운영

    ※ 개인은 물론 합동결혼식 등 단체행사도 가능  

◎  시니어 패션제품 : 시니어를 위한 디자인과 기능성, 실용성이 매우 뛰어난 패션의류와 스카프 등 패션소

품 제조 및 판매, *특히 장애인 화가의 작품을 실크에 프린트 해 만드는 원피스, 드레스, 스카프는 세계

인들이 감탄하는 제품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월곡로18가길 26   

      연 락 처ㅣ02-2051-8946

홈페이지ㅣwww.newseniorlife.co.kr

담당자명ㅣ구하주

전화상담

뉴시니어라이프ㅣ사회적기업

“시니어패션쇼 공연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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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청원단 재활용 디자인 제품과 개인의 취향에 맞춘 생활소품을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늘푸른가

게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과 되살림 운동을 실천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파괴에 비해 쓰임의 한계가 있는 청원단으로 발사랑 슬리퍼와 필통 

등 되살림 생활소품을 제작합니다. 발사랑 슬리퍼는 세균 번식이 낮고 땀 흡수력이 좋아 냄새 억제력이 

탁월하며, 앞치마는 개인의 취향, 몸매에 꼭 맞게 맞춤 제작해드립니다. 

주요생산품

◎ 발사랑 슬리퍼 : 2013 서울자활생산품 품질평가대회 대상 수상 - 세균 번식 및 냄새 억제(6,000원)

◎ 필통 : 되살림 제품(5,000원)  ◎ 앞치마 : 맞춤제작(20,000원)

 - 10개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한살림, 행복중심 생협, 늘푸른가게),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등

주소ㅣ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50-413   

연 락 처ㅣ02-499-8373

홈페이지ㅣwww.gjdoore.or.kr

전화상담

늘푸른되살림ㅣ자활근로사업단

“청원단의 아름다운 쓰임”



제조/공방

065제조/공방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마을결혼식”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2길8   

연 락 처ㅣ070-8840-8826

홈페이지ㅣwww.ecodress.net

담당자명ㅣ이경재

업체소개

친환경적인 재료와 생산방법을 통해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보다 유익한 의류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식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혼식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성숙하고 건전한 웨딩문화를 선도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친환경 결혼식 (Eco Wedding)  

  - 옥수수 전분, 천연 한지, 천연 쐐기풀 등 친환경 섬유를 사용한 에코드레스 

  - 원피스디자인과 리폼을 통한 평상복으로 활용  - 비목재.재생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장 

  - 뿌리를 그대로 살려 사용하고 흙에 심어 키울 수있는 부케와 부토니아 

  - 절화가 아닌 꽃화분으로 장식 후 예식 후 내빈들께 답례품으로 전달  - 유기농 뷔페 피로연 등 

◎  친환경 리빙 (Eco Living)  

  - 유기농 면 티셔츠, 표백ㆍ형광처리를 하지 않는 생지 면 티셔츠, PET 티셔츠(Recycle PET T-shirt) 

  - 친환경섬유, 천연염색 에코백, 수건, 주방용품, 유아ㆍ아동용품, 양말, 속옷 

◎  친환경 유니폼 (Eco Uniform) : 오가닉 코튼, 천연 쐐기풀, 재활용 PET섬유, 옥수수 전분 섬유 등 친환

경 소재로 만든 단체 티셔츠, 기업 CSR 유니폼 등 

◎  친환경 병원복 (Eco Hospital Clothes) : 친환경 소재와 활용성 높은 디자인을 통해 인간과 자연 모두

에게 이로운 건강한 병원복 

전화상담

대지를 위한 바느질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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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더드림은 액세서리와 천연비누 등 수공예품을 제작, 판매합니다. 행사 참여 시 목걸이, 팔찌, 브로치 만들

기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더드림의 수공예품은 다양한 공예기술교육을 수료한 장인이 정성을 담아 제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미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주요 상품은 비즈공예, 리본공예로 만든 목걸

이, 팔찌, 브로치 등 액세서리와 천연비누입니다. 

주요생산품

◎ 판도라팔찌 : 기품있고 고급스러운 - 25,000원

◎ 글로리아팔찌 : 최고의 퀼리티를 자랑하는 - 80,000원

◎ 매듭브로치 : 깔끔하고 맵시 있는 - 15,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판매, 광화문희망나눔장터 판매

주소ㅣ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57  

연 락 처ㅣ02-952-7185

홈페이지ㅣwww.nbjh.or.kr

전화상담

더드림ㅣ자활근로사업단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더 아름다운, 

더드림으로 행복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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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ㅣ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9 

 105동 1103호(상계 보람아파트)  

연 락 처ㅣ010-4903-2477

담당자명ㅣ유영미

전화상담 방문상담

두루모아공예협동조합ㅣ협동조합

“내손으로 직접 만드는 
공예품”

업체소개

다양한 공예 반제품, 완제품 판매 및 교육 

천연비누 주문제작. pop& 폼아트 글씨제작, 테디베어 반제품 및 완제품. 

그 외 다양한 공예 반제품 판매

제품 종류 및 특징

◎ 천연비누-아로마오일을 사용한 피부타입에 맞는 맟춤 비누

◎ pop&폼아트-이벤트 글씨를 다양한 글씨로 제작 

◎ 테디베어- 세상에 하나 뿐인 인형 

주요생산품

◎ 천연비누 : 아로마오일과 천연재료로 만든 제품, 피부 타입에 맞게 주문 제작  3,000원 부터

◎ pop&폼아트 : 원하는 문구를 손글씨로 제작  10,000원 부터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천연비누 - 제조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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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땀~ 한땀! 장인정신”

주소ㅣ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75번지  2층  

연 락 처ㅣ02-416-7119

홈페이지ㅣwww.spjahwal.or.kr 

업체소개

우리나라 전통공예 매듭을 이용한 생활소품과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손으로 직접 

전통문양의 모양과 색상을 나타낸 고풍스러운 작품들로 특별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도래매듭, 연봉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등 30여 가지 우리 전통매듭을 활용한 생활소품과 액세서리를 

제작합니다. 머리띠, 브로치 등 액세서리는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주요생산품

◎ 헤어머리띠 및 머리핀 : 전통매듭 수공예 - 머리띠15,000원 / 머리핀 5,000

◎ 브로치 : 전통매듭 수공예 - 꽃다발 7,000원 / 오벌 7,000원

◎ 매듭노리개 및 목걸이 : 전통매듭 수공예 - 10,000원부터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등

전화상담

매듭향기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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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목화송이는 환경과 자원재활용의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화송이는 지역과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

기를 원합니다. 목화송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면생리대, 장바구니, 에코백, 앞치마, 컵주머니, 무형광면행주, 면수저집, 폐현수막돗자리, 무형광 아기손

수건등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일화용 제품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을 개발, 생산

주요생산품 

◎ 면생리대 - 오버나이트 5,800원/대형 5,500원/일반형 5,000원/팬티라이너(3개/set)9,300원

      식약청으로 부터 생리대 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서울 제306호(품목별 허가 2개 포함) 다년간의 모니터

링으로 완성된 4가지 패턴으로 안과 밖을 두번 박음질하여 피부 자극 최소화한 제품. 

◎ 장바구니 - 3,700원 

      옛날 사용하던 보자기 형태로 가볍고 튼튼한 원단으로 제작함. 약 40L의 양을 담을 수 있으며 양 끝을 

묶어 어깨에 메거나 들 수 있음. 시즌별, 트렌드에 어울리는 다양한 무늬와 색상으로 제작함.

판매방식

◎ 매장판매(공덕동 늘장매장, 다누리-강남, 성북점, 노원 스토어 36.5등 블로그 ‘목화송이’로 주문 가능)

주소ㅣ도봉구 방학로 166, 2층(방학동)   

연 락 처ㅣ070-7124-9351

이 메 일ㅣmokhwasonge@naver.com

담당자명ㅣ한경아

전화상담

목화송이협동조합ㅣ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한  면생리대 

달동무. 지구를 살리는 보자기형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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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MW(민들레워커협동조합)는 금천구 지역풀뿌리환경단체인 ‘숲지기강지기’와 ‘암탉우는마을‘ 주민들리 

함께 만들었습니다. MW는 솜씨공방과 원예공방의 사업화를 기반으로 소외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MW는 자연과 이웃과 지역이 연대하는 건강한 공동

체,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참’ 가치 세상을 열어가는 서

울시 마을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솜씨공방 : 수공예품 기획, 디자인 생산, 체험교육

◎ 원예공방 : 그린디자인, 관엽식물·야생화모아심기, 손바닥정원·물정원만들기

◎ 초록교육 : 학교숲, 유아숲, 환경생태체험교육, 감성체험  

◎ 마을만들기 : 마을디자인, 프로그램기획 개발

주요생산품

◎ 부엉이쿠션, 꼬꼬닭쿠션, 부엉이장식 시리즈 - 5만원~ (5만원 이상 무료배송)

◎ 아기자기한 장식수공예품 - 3천원~ (5만원 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생산품, 디자인 기획 생산, 체험교육

주소ㅣ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11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상가 217호)   

연 락 처ㅣ02-895-3379(010-2753-3995)

이 메 일ㅣ3sambo@hanmail.net

담당자명ㅣ김혜숙

전화상담

민들레워커협동조합ㅣ마을기업

“ 따로또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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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반짇고리는 기존 홈패션제품에 손바느질, 퀼트, 전통양식(조각보, 호박문양) 등을 결합해 수제의 느낌을 

살린 독특하고 고급스런 상품을 제작·판매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전통규방공예와 퀼트양식을 활용한 독특하면서도 기품 있는 생활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쿠

션, 발매트, 가방, 슬리퍼, 쿠션 등 일상적으로 필요한 홈패션 상품에 실효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더해 고

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호박쿠션 : 전통 규방 공예품 - 25,000원

◎ 크로스 아이패드가방 : 2013 서울자활생산품 품질평가대회 금상 수상 - 18,000원

◎ 퀼트발판 / 슬리퍼 : 퀼트 양식의 기품 있는 생활 디자인 제품 - 발판15,000~25,000원/슬리퍼10,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노원롯데백화점 지하 별난공방),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등

주소ㅣ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99-3 2층

 노원구 상계동 389-45 행복한교회 5층(좌)  

연 락 처ㅣ02-939-3538/02-3392-2356

담당자명ㅣ강은정

전화상담

반짇고리ㅣ자활근로사업단

“우리의 손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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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품으로 새로운 관계와 따뜻한 
일상을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

주소ㅣ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층  

연 락 처ㅣ02-325-9955/010-4715-2922

담당자명ㅣ이 상 미

업체소개

사회적 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창작가게 KEY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그들의 신

선한 작품을 전문으로 전시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입니다. 예술로 더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들려

는 시민과 일상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작품을 만드는 신진아티스트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매개합니다. 대량

생산과 무한경쟁의 현실에서 일상의 미학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신진아티스트와 시민의 만남은 우리 사

회 구석구석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그림, 도자, 패브릭, 가죽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작가들이 직접 만든 일상예술품들로 독특한 작업 방

식과 감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실용적인 공예품이자 디자인 상품입니다.

주요생산품

◎  먹이를 기다리는 북극곰 캔들 홀더 : 얼음에 구멍을 내고 길게는 9시간동안 먹이를 기다리는 멸종위기

의 북극곰의 모습을 담은 캔들 홀더 - 30,000

◎ 다용도 그림 천포스터 : 30여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으로 제작한 그림 포스터 - 38,000

◎ 웃는얼굴 컵, 접시 SET : 빙긋 웃는 얼굴이 답긴 머그컵과 접시 - 25,000

판매방식

◎ 매장 판매 및 전화 주문 판매 (전화 주문시 매장내 재고가 없는 경우 제작기간 3일~7일 소요)

전화상담

생활창작가게 KEY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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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수제화 제조 중심지인 성수동의 구두장인·기능공과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모여 2013년 1월 설립한 협동

조합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 부자재 구매, 고령 장인의 고용 안정을 추구한다. 2013년 하반기 서울

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맞춤 수제화 제작 및 수제화 체험공방을 준비 중에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수제구두 제작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방을 준비 중이며, 현재는 맞춤 수제화 제

작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주요생산품

◎ 맞춤수제화제작 : 방문하여 사이즈 및 부자재 선택하여 맞춤 수제화 제작가능 

◎ 방문제작 (완성품 배송)

판매방식

◎ 맞춤주문제작 (방문 시 가능) 

◎ 협동조합 온라인 구매 

주소ㅣ서울시 성수2가 315-11(연무장9길 4)   

연 락 처ㅣ02-465-6690/010-8887-5092 

홈페이지ㅣwww.s-coop9doo.com

담당자명ㅣ김현호(실무)

전화상담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ㅣ협동조합

“대한민국 대표 수제구두를 성수동 

마을에서 체험하다! 내 발에 꼭 맞는, 

나만의 맞춤 수제구두를 만들자! ”



제조/공방

07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업체소개

손나래는 천연비누, 향초, 홈패션, 냅킨공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손공예품을 생산·판매하여 복지관, 학

교, 지역사회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공예 체험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피부에 좋은 천연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천연 수제비누,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제작한 펠트 필통과 카

드지갑, 일회용 커피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커피하우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단으로 만든 홈패

션 가방 등 개성과 정성이 담긴 다양한 손공예품을 생산·판매합니다.

주요생산품

◎ 천연비누 세트(MP) : 2012 서울자활생산품 품질평가대회 은상 수상 - 2구set 7,000원 6구set 20,000원

◎ 커피하우스(냅킨공예) : 냅킨공예 제품 - 25,000원

◎ 파우치 및 필통 : 퀼트 양식의 기품 있는 생활 디자인 제품 - 7,000~10,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강서희망가게),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등

주소ㅣ서울시 강서구 화곡 2동 832-10   

연 락 처ㅣ02-2605-0610

홈페이지ㅣwww.yonseijahwal.or.kr 

담당자명ㅣ허미성

전화상담

손나래ㅣ자활근로사업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 

엄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 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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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수상한가게ㅣ마을기업

“물을 생각하고 물을 살리는 

수상(水想)한 가게”

업체소개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피해가 심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주민들께 교

육과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저소득 중년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삶의 성

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또한 환경상품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으로 일상에서 환경보존을 생활화할 수 

있으며 살 맛나게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맑은물결’ EM세탁비누 : EM발효액을 넣어 만든 친환경비누로 거품이 잘 나고 때가 잘 지며 세

탁, 설거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누풀’ EM저온숙성비누 : 식물성 오일과 가성소다 및 EM발효액을 넣어 만든 천연비누로 쌀

겨비누, 올리브비누, 숯비누, 어성초비누 등이 있습니다

◎  ‘맑은물결’ EM발효액 : 악취제거와 물의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물을 깨끗이하고 세탁·세척시 

사용하며 청결한 실내관리와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주요생산품

◎ ‘맑은물결’ EM세탁비누 : 1장 1,200원 ◎ ‘비누풀’ EM저온숙성비누 (CP비누) : 1장 7,000원~8,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방문판매, 전화주문 가능

주소ㅣ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839-269   

연 락 처ㅣ02-981-1890

이 메 일ㅣkbpeace@hanmail.net

담당자명ㅣ임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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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아름다운 세상은 폐자원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환경사랑을 실천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폐재생 마대, 재생 장바구니와 친환경 수세미가 대표상품입니다. 마대와 장바구니는 폐현수막을 깨끗하

게 세탁하여 만든 되살림제품입니다. 또한 친환경 수세미는 항균기능이 있는 실로 직접 뜬 제품으로 세제

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에코라이프에 동참하게 합니다.

주요생산품

◎ 폐현수막 재생마대 : 쓰레기 봉투 및 도로 낙엽수거 용으로 사용 - 500원

◎ 친환경 수세미 : 친환경 생활용품 - 3,000원

◎ 폐현수막 장바구니 : 되살림 제품 - 1,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주소ㅣ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 8가길 2

 (월계동 66-7)   

연 락 처ㅣ02-941-6594

홈페이지ㅣwww.snnj.or.kr

전화상담

아름다운 세상ㅣ자활근로사업단

“환경사랑! 재활용으로부터~ 

당신을 에코라이프로 초대합니다.”



제조/공방

077제조/공방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길”

주소ㅣ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59-3   

      연 락 처ㅣ02-3673-3967

홈페이지ㅣwww.jrjahwal.or.kr

담당자명ㅣ서성범

업체소개

아름다운손은 기부받은 자투리 원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가방과 생활소품을 만들어 내는 업사이클링 브

랜드입니다. 화려한 디자인보다 좋은 쓰임과 좋은 제품을 위해 노력하며, 인간의 아름다운 손에서 환경

과 자연이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원단 선택에서부터 부자재 일체, 디자인까지 구매자의 주문대로 작업이 진행되며, 샘플을 제작한 후 구매

자와 논의하여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완성품을 제작합니다. 20년 경력자의 기술로 100%수작업 주문생

산을 하므로 바느질이 꼼꼼하고 튼튼하여 구매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요생산품

◎ 현수막 가방 : 세상을 바꾸는 너무 쉬운 실천 - 1,000원~

◎ 가방 : 리사이클제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 5,000원~

◎ 복주머니 :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좋을 아이템 - 4,000원~

◎ 카드지갑 : 실용성이 돋보이는 - 3,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판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전화상담

아름다운손ㅣ자활근로사업단



제조/공방

07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업체소개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수익사업일환으로 천연비누 천연화장품등 생산 판매 교육 사

업 등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마을기업입니다, 판매수익금은 취약 계층 돕기 등 다양한 활동에 투자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각종행사 기념품 천연비누 주문제작, 판매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도 하고있으며 학교나 단체등 모임에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천연cp 비누 : 식물성오일7~8가지만드는비누, 4~6주숙성후 사용해야함 - (개)6,000

◎ 탈모방지샴푸 : 천연재료만 사용하고 방부제 사용하지않아 6개월이내 사용해야함 - (개)500g 20,000

  - 무료택배 50,000이상

판매방식

◎ 천연비누 선물셋트는 주문제작,공방방문판매,전화주문,블러그나카페주문가능

주소ㅣ서울시 구로구 오류로45 (오류동3층)  

      연 락 처ㅣ02-2620-7858/7556

이 메 일ㅣkyoung9929@hanmail.net

담당자명ㅣ서 경 자

전화상담

“좋은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뷰티공방주식회사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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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뷰티공방주식회사ㅣ마을기업

“손으로 만든 신발, 수제화! ”

주소ㅣ성동구 성수2가 300-4 

영동테크노빌딩 1층   

      연 락 처ㅣ02-2118-7090

홈페이지ㅣwww.shoenartisan.com

담당자명ㅣ권혁임 차장

업체소개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업체의 공동판매장 설치를 통해 공동이익 창출 및 판로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된 마

을기업. SSST는 백화점 중심의 유통구조, 판매수수료가 40%에 달하는 제조업체 수익이 열악한 구조의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개발한 자체브랜드이자 기업명으로, 윤리적 생산과 소비로서 생산자와 소

비자의 직거래를 돕고 도소매를 통한 실질적인 공정가격을 지향  

제품 종류 및 특징

수제화와 일반구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소재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화는 말 그대로 기계로 만든 혹은 기계를 주로 활용하여 대량생산된 구두를 말하지만, 수제화는 기계

제작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손을 활용하여 제작한 신발을 말합니다. 기계화된 제작과정을 최소화함으로

써 고객의 주문을 반영한 구두를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남성, 여성, 아동 수제화 생산 및 판매 : 120,00~150,000 - 온라인배송가능

◎ 기타 가죽제품 생산 및 판매 (가방, 지갑, 벨트 등)

판매방식

◎ 성수동 공동판매장 운영 ◎ 전국을 돌며 수제화 판매전 개최

◎ 슈슈마켓 개최 ◎ 온오프라인 홍보망 / 유통망구축

전화상담

에스에스에스티(주)ㅣ마을기업



제조/공방

08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선택, 

피부와 지구가 좋아하는 

에코라이프 스타일”

주소ㅣ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09-54 

 여성복지회관    

연 락 처ㅣ02-867-0516

홈페이지ㅣwww.gurolife.org

담당자명ㅣ염은주

업체소개

여우솜씨는 피부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천연 섬유로 기저귀와 면생리대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사회와 지

구를 위한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기저귀 황금똥과 생리대 달숨이 대표 상품입니다.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가 화학처리 과정으로 피부에 

트러불을 일으키며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반면, 황금똥과 달숨은 친환경 천연섬유로 제작해 피

부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세탁과 관리의 번거로움을 개선해 구매자로 하여금 에코 라이프 스타일

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황금똥 면기저귀 - 15,000원

    무표백 소창 흡수패드가 빠르게 흡수·건조되며, 버튼을 이용하여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 달숨 면생리대(소형/중형/대형) - 소형/중형7,000원 대형9,000원

     순면, 천연섬유로 공기가잘 통하고, 가려움, 짓무름 등 피부질환을 완화시켜 줍니다. 

    착용감이 속 옷 같아 뽀송하고 편안하며 환경오염을 줄여줍니다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등

전화상담

여우솜씨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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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폐자부활존은 버려지는 것을 활용해 개성만점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에코디자인 회사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해 디자인제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개성만점 디자인제품으로 

변신한 가방, 선풍기덮개, 장바구니, 앞치마 등이 대표 상품입니다. 사이즈별 주문제작을 통해 버려지는 

천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산하는 방식 또한 폐자부활존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요생산품

◎ 가방 : 실용과 멋이 함께 한 - 15,000원

◎ 필통 : 필통 외 작은 사무용품 가방으로 적합 - 3,000원

◎ USB파우치 : 너무나 앙증 맞는 것이 내 자료를 보호하네 - 1,000원

◎ 선풍기 덮개 : 이왕 쓰는 것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 2,000원

판매방식

◎ 사이즈별 주문제작 가능, 강북 민들레가게 판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주소ㅣ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4-79  

연 락 처ㅣ02-984-1414/02-982-1414

홈페이지ㅣwww.gbjahwal.or.kr

담당자명ㅣ황상섭

전화상담

폐자부활존ㅣ자활근로사업단

“버려지는 것의 아름다운 

폐자부활, 리폼을 통해 폐자원을 

생활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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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푸르미는 자활기업 푸르나와 자활사업단 푸르미재활용의 공동브랜드입니다. 자원순환과 생명존중의 가

치를 되살림 상품에 구현하며, 친환경·생태주의적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버려지는 천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결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투리 천으로 만든 

신개념 주방장갑 “아뜨(만들기 체험)”, 내맘대로 GREEN에코백(면 에코백에 핸드페인팅 체험), 롤스크린

과 청바지를 결합하여 만든 업사이클링 손가방, 천연염색 생활복, 천연염색 면 포대기가 대표 상품입니다

주요생산품

◎ 청스크린 토트백 : 멋과 가치가 함께한 - 12,000원

◎ 주방장갑‘아뜨’ : 신개념 주방장갑 - 4,000원

◎ 내맘대로 그린에코백 : 내가 디자인 한 단 하나의 가방 - 7,000원

◎ 아가마지 면가방 : 깔끔하게 실용성 높게 - 10,000원

◎ 천연염색 면포대기 :실용성과 멋이 함께한 - 45,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7-1   

연 락 처ㅣ02-848-0600

홈페이지ㅣwww.ydp1004.net

담당자명ㅣ채준배

전화상담

푸르미 되살림ㅣ자활근로사업단

“더불어 함께하는 신나는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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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처럼 깨끗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주소ㅣ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59-3   

연 락 처ㅣ02-3673-3964

홈페이지ㅣwww.jrjahwal.or.kr

담당자명ㅣ이은정

업체소개

‘하늘에 연꽃을 심은 연못’이란 뜻으로 하늘처럼 깨끗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화학제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수제비누와 개성 넘치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제작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확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에센셜 오일과 천연 식물성 분말을 사용한 친환경 천연비누(CP,MP)와 세상에

서 하나뿐인 개성 넘치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액세서리 :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 5,000원~

◎ 천연비누(CP,MP) : 천연비누의 품격 그대로 - 7,000원/3,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판매, 광화문희망나눔장터 판매

전화상담

하늘못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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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한지로 만든 친환경 제품 

저렴한 가격의 핸드메이드 제품”

주소ㅣ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39번지 지층  

연 락 처ㅣ02-445-1801

홈페이지ㅣwww.gjhope.or.kr

업체소개

한멋한지공방은 국내를 대표하는 한지공예전문작가 6인의 다양한 수공예 작품과 대한민국한지대전, 전

통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등 유수대회 수상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한지공예전문가 6인이 100%한지로 직접 만든 보석함, 다용도꽂이, 배등, 한지거울 등 예술적 가치가 높

은 작품을 실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지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적이며, 가볍고 견고한 실용

성까지 갖추어 장식용·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주요생산품

◎ 배등 : 고급스럽고 은은한 등 - 38,000원

◎ 다용도꽂이 : 매우 실용적인 다용도 꽂이 - 33,000원

◎ 보석함 : 담긴 귀중품을 더욱 빛내는 보석함 - 9,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판매

◎ 10만원 이상 서울 전역 무료배송

전화상담

한멋한지공방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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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최상의 품질,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생활용품을 선물합니다”

주소ㅣ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길 15 3층   

연 락 처ㅣ02-754-2228~9

홈페이지ㅣwww.happyworks21.co.kr

담당자명ㅣ유경화

업체소개

홈패션, 폐현수막 가방, 천연비누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의 기술습득을 통해 자활의 기반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식물성 오일과 글리세린을 첨가한 수제 천연비누와 고품질 사각휴지 케이스, 

파우치, 쿠션, 방석 등 홈패션 제품을 제작·판매합니다.

주요생산품

◎ 에코가방 : 5,000원부터

◎ 쿠션 : 12,000원

◎ 휴지케이스 : 12,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강서희망가게, 여성플라자, 늘푸른가게),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전화상담

해피샵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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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 

삶의 이로움을 더합니다”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61 3층   

연 락 처ㅣ02-876-6730

홈페이지ㅣwww.bcjahwal.or.kr

담당자명ㅣ지은주

업체소개

해피트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천연재료를 이용한 천연비

누, 입욕제, 모기기피제, 페브리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만든 천연비누, 입욕제, 모기기피제, 페브리즈, 등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염증완화, 피부재생을 도우며 특히 항균성이 뛰어납니다. 습기

방지를 위한 고급스러운 종이 포장지는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주요생산품

◎ 천연로고비누 : 행사에 맞는 로고로 기념품에 안성맞춤입니다. - 3,000원(1개)

◎ 일랑일랑 천연비누 : 일랑일랑 효과를 톡톡히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 3,000원(1개)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판매

◎ 배송조건 : 택배 또는 배달

전화상담

해피트리ㅣ자활근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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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햇빛공방은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바느질 동아리 ‘엄마손 요술손 우리도서관 햇빛공방’

으로 출발했다. 3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창작 작품을 만들었고 주위의 반응과 출판사들의 호

감에 자신감을 얻고 결혼 이후에 단절되었던 사회에 생산자로, 창작활동가로 다시 도전하고픈 꿈이 생겨 

‘엄마손 요술손 우리동네 햇빛공방’을 만들게 되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창작인형 :  그림책을 소재로 한 창작 인형 / 공방 자체 개발한 창작 인형 

◎ 생활소품 : 주문제작 앞치마, 스카프빕, 마스크, 판초우의 등 

◎ 교육상품 : 생활소품 및 창작인형 만들기 및 찾아가는 공방 교육 등

주요생산품

◎ 창작인형 : 그림책을 소재로 하여 만듬. 

 ◎ 교육상품 : 생활소품, 유아용품, 가방등 창작 상품 교육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

주소ㅣ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33-7   

연 락 처ㅣ2292-5934

이 메 일ㅣsjpenda@naver.com

담당자명ㅣ정 수 정

전화상담

 햇빛공방생산자협동조합ㅣ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림책에서 창작의 소재를 찾고 재료는 

자연과 진한 것들로 구하고 생산은 

재미있게, 거래는 공정하게 마을은 

즐거운 ‘부자’ 되게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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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의류 및 소품, 

천연인견 제작·판매”

주소ㅣ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율곡로 

 19길 68-3번지    

연 락 처ㅣ02-768-8537

이 메 일ㅣss9509@daum.net

담당자명ㅣ서양희 

업체소개

종로구 동대문 의류,봉제산업의 배후지인 창신동, 이화동 지역의 봉제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봉제패션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음. 

제품 종류 및 특징

이화동 지역의 봉제인들이 환경 친화적인 섬유재료인 인견으로 만든 고품질의 천연인견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천연염색체험 등을 해볼 수 있음.   

주요생산품

◎ 체험 : 천연염색체험활동 - 10,000원

◎ 천연인견 : 환경친환적인 소재로 만든 높은 품질의 제품 - 제품별

판매방식

◎ 매장 및 조계사 판매장에서 오프라인 판매

전화상담

행복마을협동조합/천연인견ㅣ마을기업,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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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협동조합/천연인견ㅣ마을기업, 협동조합

“자연의 소리 
협동조합숲소리”

주소ㅣ본점_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851  

 상가2층 방화지역자활센터

가구공방_경기도 일산서구 가좌동612-5  

연 락 처ㅣ010-8803-7513/031-925-0660

담당자명ㅣ본점:김원중/가구공방:전정걸

업체소개

협동조합 숲소리는 상식과 원칙이 있는 민간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관의 만남으로 탄

생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숲소리의 특징은 민간기업과 비영리기관과의 연계성입니다. ㈜ 숲소리의 전문성과 상품성을 바

탕으로, 3년 이상 원목가구 제작기술을 습득한  주민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고

객관리 및 영업은 ㈜ 숲소리가, 생산 및 품질관리는 협동조합 숲소리가 맡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원목교구, 가구 전문 ㈜ 숲소리와 협력관계를 맺어 어린이집 및 유아용 원목가구를 2011년 하반기

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조합원  ㈜ 숲소리는 교구, 완구 제품에 ISO9001(국제경영 시스템인증), ISO14001(국제 친환경 경영시

스템 인증) KS(한국 자율 안전확인) ASTM(미국 안전인증), ST (일본 안전인증), OZ/ISO( 호주 안전인증)

을  획득 하였으며 가구도 여러 인증을 진행하고 있음.

◎  숲소리는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않으며ISO14001(국제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받았으

며 아이들에게 유해한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숲소리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20가지의 각각의 색과 결이 다른 나무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주요생산품

◎ 자작원목  영아용1단 교구장 트인형 - 295,000  ◎ 주방세트복합형 - 910,000 

전화상담 방문상담

협동조합숲소리ㅣ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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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의 맞춤형 직업모델을 개발, 경영하며 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 구성원으

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정규직 직원인 중증장애인들은 미니화분(풍란/관엽/화초)을 맡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마음을 담아 보낸 화분에서 희망이 자라납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 ~ 희망나무 미니화분 / 선물용 화분

주요생산품

◎ 미니 화분 : 풍란, 허브 등 약 100여 가지의 다양한 관상용 화분 - 3,000원~20,000원

◎ 선물용 화환,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 가격 다양

◎ 배송 : 전국 어디나 2,500

판매방식

◎ 주문 상담 : 02-2038-0101

◎ 인터넷 판매 : www.hopetree.co.kr / 인터넷 검색창 ‘희망나무’ 검색 

주소ㅣ서울시 광진구 능동 247-5 501호   

연 락 처ㅣ02-2038-0101

홈페이지ㅣhttp://www.hopetree.co.kr

담당자명ㅣ대표 : 김경호

전화상담

희망을 심는 나무ㅣ마을기업

“콩 심은데 콩 나고, 

희망 심은데 희망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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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  이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향유를 돕는 사회복지와 교육기회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능력을 상승하고자 함

◎ 노인,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간의 화합과 소통하고자 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다문화 한글, 외국어 인성(체험교육), 컴퓨터 등의 직무 교육

◎ 다문화 지역조사

◎ 다문화 연극, 캠프, 가정방문 활동

◎ 국내외 자원봉사, 나눔활동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1594-1 

연 락 처ㅣ02-853-6695

홈페이지ㅣhttp://cafe.naver.com/vits7

볼런티어클럽 http://cafe.naver.com/engtalkclub 

담당자명ㅣ강석호

전화상담

(사)빛사랑 청소년회ㅣ사회적기업

“볼런티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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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은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소통하고 즐겁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을 표현하는 작

업실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매주 신나는 작업을 합니다. 주 5일제에 맞춰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시 농부 체험 교실, 업싸이클링을 이용한 미술 수업, 아이들과 간식 만들기 요리 

수업 등도 합니다. 키득키득은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일들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

희들과 함께 같이 꿈꿔 주세요

제품 종류 및 특징

◎ 아이들과 신나는 놀이 미술  ◎ 청소년 진로 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 지역 주민들 간의 문화 예술 활동

주요생산품

◎ 마을 탐험대 : 어린이들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이해하고 만들어 가는 미술 프로그램

◎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 :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하는 신난는 미술 작업

◎ 청소년 진로 탐색 : 미술대학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진로 적성 탐색, 전공 프로그램

◎ 나도 예술가 : 지역에 관심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술 작업

판매방식

◎ 아이들, 학부모, 마을 사람 등 함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과 상담

전화상담

(주)키득키득ㅣ마을기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주소ㅣ서울 성북구 길음로13길 22  

 두산아파트 705동 1층  

연 락 처ㅣ02-941-3142

이 메 일ㅣmamkikid@naver.com

담당자명ㅣ성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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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멘토”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4길 37

 성북빌딩 203호    

연 락 처ㅣ02-921-6384

이 메 일ㅣkfunstudy@naver.com

담당자명ㅣ고은선

업체소개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멘토를 지향하는 (주)한국통합체험학습센터는 역사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철학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협력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이바지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오감을 발달시키는 체험교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역사·생태·문화 체험학습 전문기업입니다.  성북구 마을기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

영되며 수익금은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착한 기업입니다.

주요생산품

◎ 또래·단체 체험학습 

    1.  또래팀 :  6명~10명 팀으로 구성하여 사회교과 및 한국사 개념잡기 프로그램을 6개월~1년 단위로   진

행 _현장 체험학습 - 1회당 3만원~4만원(장소 및 팀별 인원에 따라 상이함

    2. 단체팀 : 학교 현장 체험학습

◎ 교육여행 : 농어촌 체험여행, 체험형 교육여행, 수학여행 - 장소 및 프로그램 별 책정

판매방식

◎ 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및 팀 확정 후 현장에서 진행

전화상담

(주)한국통합체험학습센터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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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통합체험학습센터ㅣ마을기업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73-34 

연 락 처ㅣ02-3143-1818

홈페이지ㅣwww.ymcaagaya.kr

다음까페ㅣcafe.daum.net/SeoulAgaya

업체소개

YMCA서울아가야는 통합돌봄지원센터로서 부모의 상황과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안심하

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찾아와서 맡기는 시간제돌봄서비스

 -  교육활동 : 영유아~아동의 유의미한 놀이문화 공간으로서 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아동중심의 

교육, 공동체교육, 감성교육, 놀이와 작업을 함께 하는 체험활동, 자연친화적인 치유보육서비스, 연령

통합의 놀이공간과 자유로운 공간 통합교육 실시

◎ 여성일자리지원과 가정양육지원사업인 가정육아교사 교육과정 운영

 -  가정육아교사로서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 및 예비부모, 자녀양육중인 부모와 조부모들 중에서 전

문적인 양육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화된 친환경 돌봄교육 프로그

램으로 진행

◎ 가정육아교사 가정파견 연계 

 -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정파견 돌봄교사를 연계하여 가정에는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돌봄서비스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육아교사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

◎ 문의 및 신청 : 다음 아가야 카페 cafe.daum.net/SeoulAgaya 

전화상담

YMCA 아가야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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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관악예절원은 현대사회에 더욱 심각해져가는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어르신 1세대를 통해 2,3세

대에게 우리나라의 문화 및 예절을 교육시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전달하고 세대 간

의 이해 및 관계형성의 장으로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예절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문예절교육센터이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아동, 청소년, 성인예절, 전통혼례, 전통문화체험

주요생산품

◎ 생활예절, 다도예절, 서예, 전통놀이, 예절캠프

판매방식

◎ 판매방식 : 신청(홈페이지, 전화, 내방)  => 접수 => 실시 => 평가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225번지

연 락 처ㅣ02-885-6145

담당자명ㅣ김신

전화상담

관악예절원ㅣ사회적기업

“전통혼례, 전통문화체험”



돌봄/교육 돌봄/교육

09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97돌봄/교육

업체소개

광진구 공동육아 공동체에서 엄마들의 열린공간으로,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광진 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은 육아와 평생교육이 결합된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육아를 하면서 엄마 배움터를 통해 반찬품앗이, DIY등 소규모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복합문

화공간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광진맘 쉼터 / 광진맘 배움터 / 광진맘 열린육아 / 광진맘 마을가게 운영

주요생산품

◎ 공동육아 : 부모들의 보육 품앗이 공동육아 및 일시보육서비스 진행 (방문상담)

◎ 배움터 : 엄마들을 위한 카페형 강의장 (방문상담)

◎ 마을가게 : 반찬배달 아이덴티티 DIY (방문상담)

판매방식

◎ 방문상담 (구의사거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ㅣ광진구 구의동 68-37 3층  

연 락 처ㅣ010-7235-0831/02-455-2720

이 메 일ㅣflowerstar7@naver.com 

담당자명ㅣ박꽃별

전화상담

광진i누리愛 사회적 협동조합ㅣ마을기업

“다양한 교육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마을주민과 함께 자라는 공동육아 

형태로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지원”



돌봄/교육 돌봄/교육

09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99돌봄/교육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 확대의 필요성”

주소ㅣ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63  

연 락 처ㅣ02-867-4456

담당자명ㅣ김해영

업체소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전문 강사양

성]직업훈련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다문화 강사

로 활동하고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현재 구로구 어린

이집 위주로 다문화 강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외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문화 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요생산품

◎ 다문화강사 : 나라별 문화 소개 - 30~40분 3만원~5만원 (직접출강)

판매방식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파견( 연간계획서 : 2014.02 ~ 2015.02 )

◎ 어린이집 및 기관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청 또는 강사를 통한 직접 신청

전화상담

레인보우해피잡(rainbow happy job)ㅣ마을기업
구로여성인력
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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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099돌봄/교육

레인보우해피잡(rainbow happy job)ㅣ마을기업

“박물관 체험학습 및 교재”

주소ㅣ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상가

 102-203    

      연 락 처ㅣ02-943-4433

담당자명ㅣ이원영

업체소개

박물관 체험학습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력과 인성을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박물관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학습지원과 사

회적 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청년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나눔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옥토끼, 태양계송을 완성하라. (5,500원)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신비로운 태양계를 꾸며보세요.

◎ 꼭꼭 숨어라! 공룡 꼬리 보일라~ (5,500원) -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알아보고 지질시대를 구분해보세요.

◎ 거북선 특급 대작전 (4,500원) -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을 만들어 보세요.

◎ 교과서 옛그림이야기 (4,500원) - 교과서에 나오는 옛 그림으로 멋진 미술관을 만들어보세요.

◎ 세종대왕 X파일 (4,500원) - X파일 속에 숨어있는 세종대왕을 만나 보세요.

◎  내가 만든 삼국시대 날개책(9,500원) - 국가의 기틀이 잡히는 삼국시대, 각 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들을 

만나보세요. 흥미진진한 삼국의 이야기와 각 나라의 특징과 생활상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  내가 만든 선사시대 박물관 (9,500원) - 큐레이터가 되어 나만의 특별한 선사시대 박물관을 꾸며 보세요. 

도구의 발달에 따라 선사시대를 구분해 보고 각 시대의 생활모습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세요.

◎  내가 만든 조선시대 입체의궤 (9,500원) -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기록 문화유산인 의궤로 정리해보

고, 조선의 성립과 유교이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전화상담

놀이나무ㅣ사회적기업

ㅣ02-94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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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명인의 손 끝에서 탄생한 

명품 한지인형”

주소ㅣ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동,롯데월드민속박물관화랑)   

연 락 처ㅣ02-411-0327/010-8729-0216

담당자명ㅣ이소연 실장

업체소개

다올한지인형(주)은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함께 우수한 우리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다올한지인형은 전통 닥종이 인형 제작과정의 어려운점을 보완하여 특허를 받은 인형입니다. 다 복이되

어 돌아온다는 순우리말인 ‘다올’ 의 의미처럼 다올한지인형은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요생산품

◎ 행운이, 행복이 :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은 인형 / 미니사이즈로 깜찍함을 강조 \ 22,000

                              (1개당11,000원)  - 100,000원 이상 무료배송

◎ 도령, 아씨 : 조선시대 양반집 아이들인 도령,아씨 / 오방색이 들어가 가장 한국적인 인형

                   기업의 I.D를 가장 잘 표현한 제품 \ 66,000(1개당 33,000원) - 100,000원 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코레일 중소기업 명품마루)

전화상담

다올한지인형(주)ㅣ사회적기업



돌봄/교육 돌봄/교육

10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1돌봄/교육

업체소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재료와 스토리의 만남·교육과 디자인과의 만남 만남의 부재가 많아지

는 현 시대의 모습 속에서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우리집에 온 FOOD BOX 박스당 10,000원 (택배비 포함) 

 유기농식품 월 2회 정기배송 (과일 1회, 야채 1회)

 집으로 놀러 온 야채와 함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박스

 제품구성 :  당근에 대한 정보를 손글씨와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 당근 이미지 일러스트, 당근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 당근의 실제 사진, 당근 푸드 아트사진 등 엽서 5종

    *정기배송 6개월, 12개월 결제시 보관첩, 다용도 매쉬주머니, 과일, 야채 ,일러스트 티셔츠 제공

◎ 오픈키친 아이+부모 15,000원

 1. 고마워 야채야(0~5세) : 컬러푸드에 대해 엄마와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오색 주먹밥, 삼색수제비 만들기

 2. 아트앤푸드(5~9세) :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먹어보고,그려보고,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아기학교 너와나의 행복한 만남 (6월, 11월 운영중) 4회 5,000원 선착순 50명

 푸드박스를 이용하여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주소ㅣ성북구 삼양로 43   

연 락 처ㅣ010-3848-5073

담당자명ㅣ김민이

전화상담

땡큐플레이트ㅣ사회적기업

“푸드박스, 오픈키친, 

아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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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3돌봄/교육

업체소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다문화 인형극단

으로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소재로 한 인형극, 스토리텔링 수업, 문화 다양성 수업을 제공함

제품 종류 및 특징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이란,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소재로 한 인형극과 이중 언어로 들

려주는 스토리텔링 수업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함

주요생산품

◎ 인형극 : 다양한 국가의 동화를 소재로 한 인형극 및 단체극 (30만원)

◎ 스토리텔링 : 다양한 국가의 동화를 외국어-한국어로 읽어주는 이중언어 스토리텔링 (10만원)

◎ 문화다양성 수업 : 다양한 국가의 문화, 역사, 전통놀이, 요리 등을 소개하는 수업 (3만5천원. 5만원)

판매방식

◎ 전화 상담, 메일접수 후 수업 제공

주소ㅣ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5-144 1층    

연 락 처ㅣ010-5135-5684

이 메 일ㅣminashka@naver.com

담당자명ㅣ볼로르 토야

전화상담

모두협동조합ㅣ마을기업

“동화로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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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3돌봄/교육

“뚜벅이 오감 체험단”

주소ㅣ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8단지아파트상가 303호  

연 락 처ㅣ070-8862-2684

                  010-4713-1888

담당자명ㅣ최정희/전효진/도민혜

업체소개

모해교육은 모퉁이를 비추는 햇살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교육에 소외된 계측, 즉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갇힌 공간이 아닌 다양한 외부 체험(박물관, 증미산 산행, 주말농장등)을 통하여 아이

들이 자연에서 배우고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또한 모해교육

에서 축적된 체험학습을 모해교육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뚜벅이 오감 체험단은 교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 체

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뚜벅이 오감체험단에서는 가족 힐링 프로그램으로 가족사명서, 우리 가족 안

전 식단, 우리가족 드림파일 만들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방과후자연 생태학교 : 자연 생태/체험 위주의 방과후 돌봄 교실 - 250,000원/월

◎ 뚜벅이 오감 체험단 : 역사/생태/문학체험, 가족 힐링 프로그램, STEAM 프로그램 - 판매가 협의

판매방식

◎ 마을관계망

전화상담

모해교육협동조합/방과후자연생태학교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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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봉제산 방과후 협동조합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자리잡은 공동육아 방과후 협동조합입니다. 

학원에 치이지 않고 마을에서 함께 소통하며 즐겁게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① 쉼과 여유가 있는 방과후 

② 아이들의 생활 리듬, 아이들의 발달과 함께 하는 방과후 

③ 아이들이 할 일은 아이들 스스로 하는 방과후 

④ 땅을 밟고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는 방과후 

⑤ 아이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과후

주요생산품

◎ 방과후교실 : 초등 저학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300.000~400.000

판매방식

◎ 월회비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주소ㅣ서울 강서구 화곡동 51-54  

연 락 처ㅣ010-4591-3526

                 02-2699-1201

이 메 일ㅣnaggol@naver.com

담당자명ㅣ김경순

전화상담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ㅣ마을기업

“즐거운 교육과 

따뜻한 돌봄의 생활공동체”



돌봄/교육 돌봄/교육

10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5돌봄/교육

“성북키다리학교”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46-76   

연 락 처ㅣ010-7658-6009

이 메 일ㅣez0715@naver.com

담당자명ㅣ강명희

업체소개

놀이공간이 없어 배회하는 어린이들의 맞춤형 학습 및 자연환경체험으로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자 마을기업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방과 후 및 놀토일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모를 가진 어린이 학습 및 놀이 공간 제공

주요생산품

◎ 방과후 교실 : 방과 후 학습 

판매방식

◎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상담

전화상담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ㅣ마을기업



돌봄/교육 돌봄/교육

10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7돌봄/교육

업체소개

◎ 수도권/서울 지역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잇는 활동을 함. 

◎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깨끗한 환경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서울시와 수도권 내 약 450개 국공립/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이 가입되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잇는 체험/교육 활동

◎ 합 시설(어린이집 & 유치원) 등에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41. 4층

 (남현동 지산빌딩)   

연 락 처ㅣ02 - 3158 - 0364

홈페이지ㅣwww.ecokid.org

담당자명ㅣ이사장 임미령

전화상담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ㅣ사회적기업

“아이살림, 농촌살림, 
생명살림”



돌봄/교육 돌봄/교육

10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7돌봄/교육

“아이도 부모도 
함께 크는 어린이집”

주소ㅣ서울 금천구 독산로 10길 96, 1동   

 109호 (시흥동, 건영아파트)   

연 락 처ㅣ070-8239-7146

        010-3292-7147

담당자명ㅣ정은환

업체소개

부모들이 출자,설립,운영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실

천하며 지역사회에 믿을 수 있고 아이가 마음껏 놀며 제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공동어린이집 운영과 지역내 품앗이 육아지원

주요생산품

◎ 아동돌봄

판매방식

◎ 조합 가입 및 자녀 등원 

전화상담

신나는공동육아어린이집ㅣ마을기업, 협동조합



돌봄/교육 돌봄/교육

10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9돌봄/교육

업체소개

◎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에서 평균15년이상 활동한 활동가들이 생명을 귀하게 모시고 살리는 아이

돌봄, 작은 생명들의 새로 형성되어가는 미각을 걱강한 먹을거리로 살펴주는 통합돌봄지원서

비스이다. 마을이 함께 커는 돌봄을 지향하며  2년이상 공부모임을 통해  만들었다.

◎  공공사업으로 마을사람들이 함께하는 수다카페,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는 무료이용시간, 토요

일 가족요리교실, 방뮨아이돌보미 양성과정 등을 마련하여 마을의 소통공간이 되고자 한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방과후교실 : 학교수업을 마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통

합적사고와 주도성이 자라도록 돕는다. 친환경재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식생활교육과 밥상머리교

육을 한다.

◎ 책놀이교실 : 아이들이 책과 함께 다양하게 즐기며 배우는 기쁨을 누린다

판매방식

◎ 주문제작, 매장판매(주요 판매처), 유통기한 등

주소ㅣ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4길 51, 1층

 (방배동)     

연 락 처ㅣ010-2756-8108

이 메 일ㅣisarangls@hanmail.net

담당자명ㅣ최순복

전화상담

아이사랑생명학교 협동조합ㅣ마을기업, 협동조합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 주세요”



돌봄/교육 돌봄/교육

10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09돌봄/교육

“아동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진로교육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상가 301-1   

연 락 처ㅣ02-3673-2796

담당자명ㅣ장윤주

업체소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에듀닥터바른배움은 학생들이 꿈과 목표

를 갖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로, 학습, 독서프로그램과 성인·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

도학습지도사 및 진로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1회기 10만 ~ 12만원)

 - 초4~고등학생 대상, 1:1 및 10명 이내(1 class) 구성, 주1회 2시간 (12회기~24회기) 운영

 - 학습동기부여, 시간관리, 노트필기법, 예습·복습법 등 공부에 필요한 학습전략 전수

◎ 독서-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1회기 10만 ~ 12만원)(기본편/심화편)

 - 초등학교 저학년~중학생 대상, 주1회 2시간 (12회기 ~ 30회기 운영) 

 -  이야기책과 자기주도학습을 접목시켜 기초학습능력부족하거나 학습동기부여가 잘 안되어 공부에 흥

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적합.

◎ 진로탐색 프로그램

 - 자기이해 및 강점에서 출발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진학정보제공)

 - Holland진로탐색검사를 활용해 흥미·적성분야 확인

전화상담

에듀닥터 바른배움ㅣ사회적기업



돌봄/교육 돌봄/교육

11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1돌봄/교육

업체소개

잉쿱은 ‘차별없는 꿈, 공정교육’이라는 모토아래 반값영어교육을 하고 수익금은 소외계층 영어교

육으로 환원하는 교육협동조합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영어교육서비스로, 테솔자격증을 가진 엄마강사들이 영어책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정예 대안

과외 영어교육입니다. 강의료는 수강생인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내는 구조입니다.

주요생산품

◎ 영어교육 사업 : 강사 아카데미, 영어교육

◎ 교육나눔 사업 : 저소득층 영어교육 사업

주소ㅣ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서초국제전자센터 6층 23-24호  

연 락 처ㅣ02-584-7424

홈페이지ㅣhttp://engcoop.com

담당자명ㅣ윤모린

전화상담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ㅣ협동조합

“차별없는 꿈, 공정교육”



돌봄/교육 돌봄/교육

11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1돌봄/교육

“멘토가 되어 줄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624-24

 낙성대동 주민센터 5층   

연 락 처ㅣ070-8263-0979

홈페이지ㅣwww.gongsin.com 

    www.gongsin.org

담당자명ㅣ강성태

업체소개

빈부와 지역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 준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공부법 컨텐츠 제작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멘토링

◎ 공부법 강연, 멘토링 캠프 등 진행

주요생산품

◎ 댓글상담, 온라인상담, 멘토링서비스

판매방식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주식회사 공신닷컴ㅣ사회적기업



돌봄/교육 돌봄/교육

11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3돌봄/교육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이어줍니다.”

주소ㅣ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300-6  

 삼원빌딩 3층    

연 락 처ㅣ02-793-2374

업체소개

돌봄사회서비스를 통해 생산.협동.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로 서울 전지

역에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가마지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는 2006년 보건

복지부와 산모도우미 서비스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문 산모도우미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

제품 종류 및 특징

재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서비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아가마지」 : 출산예정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신청

◎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서비스 : 노인요양등급 1~3등급의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제공(방문)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저소득 취약자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간병, 가사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활동이 어려운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원 시설 별도 운영

서비스방식

◎ 서비스별로 원하는 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 제공 전지역 가능)

전화상담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ㅣ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돌봄/교육 돌봄/교육

11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3돌봄/교육

“학습코치 레벨 인증기관”

주소ㅣ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일성빌딩2층  

연 락 처ㅣ02-3472-7762

이 메 일ㅣ34364576@naver.com

담당자명ㅣ조기원

업체소개

청소년이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로 자라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서 자기주도 학습코치 양성과정, 학습코치 방과후 교사 양성과정, 학습컨설팅 양성과정등의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임.

제품 종류 및 특징

◎ 자기주도 학습코치 양성과정

◎ 학습코치 방과후 교사 양성과정

◎ 학습컨설팅 양성과정 등

주요생산품

◎ 자기주도 학습코치 양성과정 : 

    올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영량 강화

판매방식

◎ 매장판매

전화상담

한국학습코치협회ㅣ마을기업





문화&예술Chapter 5
C u l t u r e  &  a r t s



문화/예술 문화/예술

11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7문화/예술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3-39   

연 락 처ㅣ02-522-6041

홈페이지ㅣhttp://www.joeunps.com

업체소개

사회의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 폐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자 예술의 가치를 살려 활성화를 장려하고, 특히, 청

년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능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 모두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공연 및 문화

예술 사업에 자기들의 재능을 바칠 수 있는 예능근로

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전화상담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ㅣ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문화/예술

11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7문화/예술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ㅣ사회적기업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잠사회관 4층 402호    

연 락 처ㅣ02-169-1062

홈페이지ㅣasiaea.or.kr

업체소개

본 협회는 지난 2005년 3월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탄생한 이래 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더 많은 국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 및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교

류협회는 관련 국가단체와 기관,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스포츠교류 : 각종 스포츠 대회 및 교류전을 개최하여 스포츠교류활동을 활성화

◎ 교 육 지 원 : 본 협회가 주최하고 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과학 공연극’

◎  국 제 협 력 :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개

선을 위해 봉사단 파견

◎ 대 외 교 류 :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아시아교류협회ㅣ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문화/예술

11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9문화/예술

업체소개

◎ 타악기 저변확대 및 대중화와 연주를 통한 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 공헌하고자 함

◎ 다양한 컨텐츠 연주를 통해 온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주회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공연사업 : 어린이를 위한 공연 / 남녀노소를 위한 공연 / 창작음악 발굴연주회 / 국제교류음악회

◎ 전시사업 : 악기야 놀자

◎ 교육사업 : 젬베 강습, 실버난타 강습

◎ 음반사업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48-145   

연 락 처ㅣ02-874-9295

홈페이지ㅣwww.academie.co.kr

블 로 그ㅣblog.naver.com/academykids 

담당자명ㅣ이강구

전화상담

(사)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ㅣ사회적기업

“타악기가 전해주는 

나눔과 행복”



문화/예술 문화/예술

11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19문화/예술

“춤,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행운동1665-1 

 은혜빌딩 1층   

연 락 처ㅣ02-879-0613

홈페이지ㅣwww.dance.ne.kr 

담당자명ㅣ김형희

업체소개

“보이는 춤이 아닌, 보는 이로 하여금 인식되는 춤”이 되고 춤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 어린이와 가족, 춤꾼

과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춤을 나누고 그 춤으로 소통하기

제품 종류 및 특징

◎ 공연 : 우리식의 창작품

◎ 교육 :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로 치유와 소통의 공간 

              일반인과 전문춤꾼의 춤 교육은 물론 장애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하는 춤판

◎ 나눔 : 예술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역과 계층을 찾아 

              그들과 춤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교육과 공연

전화상담

(사) 트러스트무용단ㅣ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문화/예술

12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1문화/예술

업체소개

문화예술체험, 교육,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문화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좀 더 행

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공동체 형성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관악 지역자원을 소재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커뮤니티 확대로 새로운 지역 공동체 실현

1. 문화예술 :  공공기관 축제, 행사 / 초.중.고 문화교실

2. 교육 :  주민 문화예술교육 / 마을 커뮤니티 확대

3. 네트워크 : 마을 공동체 / 지역 네트워크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연 락 처ㅣ070-4038-9529

                  010-4042-5120

홈페이지ㅣwww.socialart.co.kr

담당자명ㅣ한삼수

전화상담

(주)하나소셜아트그룹ㅣ사회적기업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문화/예술

12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1문화/예술

업체소개

경계없는예술센터(CENTRE D‘ARTS SANS FRONTIERES)는 2001년 설립되어 예술의 대 사회적 치유기능

에 관심을 갖고 장르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양태의 예술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데에 매진하는 

전문예술단체이다. 또한 교육연극 및 예술치료를 기반으로 한 창의성 개발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융·복

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소외계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운영, 공연예술 창작 및 보급,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46 302호    

연 락 처ㅣ02-6080-2757

홈페이지ㅣwww.casf.or.kr

전화상담

경계없는예술센터ㅣ사회적기업

“장르와 극장 및 국경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양식의 예술활동”



문화/예술 문화/예술

12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3문화/예술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

주소ㅣ강동구 구천면로 16-3    

연 락 처ㅣ02-470-7147/010-2990-7147

이 메 일ㅣkukaknaru@naver.com

담당자명ㅣ김광수 

업체소개

문화재 및 유적지를 활용한 교육,체험,놀이,공연,관광 컨텐츠 개발 

제품 종류 및 특징

◎ 국악놀이 Art Play  호랑아 놀자!

 1인: 1만원, 공연 : 300만원, 후원공연 조정가능 

◎ 크리스마스 국악뮤지컬 호랑아 놀자

 1인 : 10,000원, 공연 : 300만원, 후원공연 조정가능

◎ 공연  선사타악 퍼포먼스 

 300만원 - 원시인들의 삶을 <공연, 놀이, 체험>, 다양한 형식의 퍼포먼스 표현한 작품  

◎ 한국형 엘 시스테마 교육 

 창작뮤지컬 및 체험형 공연 제작, 협의에 의한 가격 결정 

 판매방식

◎  상담 및 예약방식  

전화상담

국악나루협동조합 ㅣ마을기업, 협동조합



문화/예술 문화/예술

12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3문화/예술

업체소개

2005년 창단된 이래 문화예술 교육으로 사회문제해결 및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성

인들에게 뮤지컬을 통해 신나는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만명의 관객이 환경뮤지컬을 봤

으며 서울, 분당, 일산에 20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어린이(서울,분당,일산) 월 15만원 1년과정 

◎ 청소년(서울) 월 20만원 1년과정 

◎ 입시반(서울) 월 40만원 1년과정 

◎ 성인반(서울) 월 20만원 1년과정

주소ㅣ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3층 311호    

      연 락 처ㅣ02-764-8092

홈페이지ㅣwww.nalja.net

담당자명ㅣ우승주

전화상담

극단 날으는자동차ㅣ사회적기업

“예술 교육 및 

창작 뮤지컬 공연”

돈암동일하이빌 3층 311호    

ㅣwww.nalja.net



문화/예술 문화/예술

12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5문화/예술

“결혼 이주 여성과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

주소ㅣ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7-1 

 146호    

연 락 처ㅣ070 7642 0227

담당자명ㅣ전명순

업체소개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공연단 결성.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다문화 교육-다문화 강사 양성과 파견

◎ 다문화 공연팀 - 컬러링 운영

◎ 다문화 축제단(다문화 음식 의상 놀이체험) 운영

판매방식

◎ 교육 사업-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다문화 교육

◎ 다문화 공연단 -컬러링

전화상담

마을무지개ㅣ마을기업



문화/예술 문화/예술

12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5문화/예술

업체소개

예술과마을네트워크(이하 ‘예마네’)는 ‘문화예술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공동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보

급 전문 기획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예마네는 도시농업 ‘텃밭살롱’, ‘에너지 스쿨’ 및 농촌 마을 주민 문

화학교 ‘마을이야기학교’ 등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문화예술 매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도시농업 공동체 문화사업

 - 문래도시텃밭 / 영등포구청 공동체 텃밭 

◎ 마을이야기학교(충북 제천 수산면 대전리)도시농업 텃밭살롱

 - 마을기획전(마을이야기박물관) / 주민 워크숍 / 이야기 품앗이

◎ 출판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22 

 일양빌딩 302호    

연 락 처ㅣ02-3667-2310

홈페이지ㅣcafe.naver.com/yemane

전화상담

사단법인 예술과마을네트워크ㅣ사회적기업

“예술 마을 텃밭 

이야기 학교”



문화/예술 문화/예술

12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7문화/예술

업체소개

샐러드는 다국적 이주민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다문화극단으로 이주민과 정주민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

넘는 소통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설립되었다. 공연예술에서 전시회, 퍼포먼스, 

다문화워크숍까지 문화적 약자인 이주민이 창작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면서 문화지형의 변방에서 다

문화의 상투적인 개념을 극복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문화예술창작-연극, 퍼포먼스, 전시회, 커뮤니티아트, 다국적밴드공연 등의 창작활동

◎  문화예술아카데미 및 워크숍-일반시민과 이주민,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국제이해교육강사 파견-다문화와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강사 파견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다문화와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배포, 문화다양

성 관련 공연기획 전반

주요생산품

◎ 아시아뮤지컬시리즈 : ‘마리나와 비제’ , ‘가면속의 비밀’

◎ 죽음시리즈 : ‘당신은 나를 기억하는가’ , ‘여수처음중간끝’ , ‘란의 일기’ , ‘미래이야기’ 

◎ 다문화연극시리즈 : ‘이주여성한국생활도전기’ , ‘승근이 엄마 학교오는 날’ , ‘미나이야기’

◎ 뮤지션 : 소속밴드 '곱창전골', 탈북가수 김가람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12-1, 201호    

연 락 처ㅣ02-2254-0517

홈페이지ㅣwww.salad.or.kr

전화상담

샐러드ㅣ사회적기업

“국내최초 다문화 극단”



문화/예술 문화/예술

12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7문화/예술

업체소개

서경뮤직스쿨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음악분야 교육서비스 비용을 고려하여 저렴한 교육

비용으로 사교육절감 효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음악을 통해 인성 성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하

고 학교폭력 문제 해소에 기여하여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 1회 2교시 / 최소인원: 10명)

  Play! 바이올린 (비올라) / Play! 첼로 / Magic! 플루트 / Wood wind 클라리넷 / Classic! 색소폰 / Rulu 

Lala! 우크렐레 / Friends! 리코더(하모니카) / I’m a 기타리스트 / Titi Tata스틸드럼 / 두드려락(樂) (타악 

앙상블) / Kids 코러스 (합창) / Junior 코러스 (합창)

◎ 창의체험 프로그램 - 창의체험 프로그램 (주 1회 2교시)

 Kids 오케스트라 / Junior 오케스트라 / Together 앙상블

◎ 창의체험 프로그램 - 단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주 1회 2교시)

 Hello! 클래식 / 엄마와 함께 Play! 바이올린 / Play! 바이올린 / 아빠와 두드려락(樂) (난타) / 

  Titi Tata 스틸드럼 / We are 색소포니스트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 본관 707호    

연 락 처ㅣ070-8702-1061

담당자명ㅣ박병서

전화상담

서경뮤직스쿨ㅣ사회적기업

“방과후학교 
음악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 문화/예술

12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9문화/예술

업체소개

장애인에게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적

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활동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장애인 창작공연활동 및 교육사업

 -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창작공연 

 - 찾아가는 초청 공연 (지역 순회 공연) 

 -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카페 운영 및 원두사업

 - 문화예술카페 별꼴 운영 및 원두 판매

 - 성북구 사회적기업 제품판매관 & 소셜카페 운영

주소ㅣ성북구 오패산로25 3층 302호   

연 락 처ㅣ02-745-4208

홈페이지ㅣwww.artpan.net

담당자명ㅣ좌동엽

전화상담

장애인문화예술판ㅣ사회적기업

장애인 창작공연활동 및 교육사업, 

카페 운영 및 원두사업”



문화/예술 문화/예술

12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29문화/예술

업체소개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음악의 즐거움을 통해서 마음

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되찾아주고 더 나아가 음악이 흐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유자살롱은 유유자적 살롱의 줄임말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탈학교-비활동(등교거부) 청소년의 심리치유 및 재활력화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현재까지 40여 

명의 수료생 배출 및 일본 니트-히키코모리 지원자 협회와 교류 중. 

◎  공익적 커뮤니티 음악공연 기획 

       좋은 가치를 지닌 목적을 위한 음악공연을 기획, 섭외, 대행하는 사업.  세대와 취향의 경계를 넘어 지

역사회 내의 소통을 돕는 공연 기획.

◎  일반인 대상 음악교육사업 ‘직딩예술대학’ 

       인디 뮤지션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일반 직장 대상 커뮤니티 음악교육 사업.   

◎  자체 공연팀 ‘유자사운드’ 

       유자살롱의 인디뮤지션 및 기획자로 이루어진 자체 밴드의 공연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및 일반 기

업 행사 등에 출연 중.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하자센터 본관 302호   

연 락 처ㅣ02-2678-5177

                  070-4268-5177

홈페이지ㅣhttp://yoojasalon.net

전화상담

주식회사 유유자적살롱ㅣ사회적기업

“유유자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살롱(Salon)”



문화/예술 문화/예술

13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31문화/예술

“오! 재미<oh! Jamee> 
아트버스 프로젝트”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선잠로2길 14-4   

연 락 처ㅣ02-766-7660

홈페이지ㅣwww.can-foundation.org

담당자명ㅣ장문경

업체소개

작가 발굴 및 지원, 해외교류 전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문화교류, 문화 확산 공공 프로젝트, 

아트버스를 통한 지역연계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계의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의 연대성

을 중시하고 또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아트버스 프로젝트 <오! 재미> 창작체험프로그램 

 - 1회 15인 참여 * 2회 기준 200~300만원 소요(지역에 따른 교통 및 숙박비 별도 발생가능) 

 -  역량 있는 작가들과 함께 문화나눔희망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아트버스 프로젝트가 창작체험프로그램 

실행을 희망하는 곳을 찾아가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제공 

 - 환우(환아)프로그램, 주말가족프로그램, 직장인워크숍프로그램 등 실행가능 

 -  문화 나눔 희망지역 및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계의 역량 있는 작가들과 함께 미술 및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작업실로 개조된 예술버스로 찾아가는 예술창작체험 프로젝트

전화상담

캔파운데이션ㅣ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문화/예술

13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31문화/예술

“우리예술로 겨레를 하나 되게 

하고, 세계인과 친구가 된다”

주소ㅣ서울 관악구 청룡동 869-10

 센추리빌딩 705호    

   연 락 처ㅣ02-888-9797

담당자명ㅣ송낙환회장/ 조혜영단장

업체소개

◎  민족통일운동, 통일예술활동, 통일교육, 남북이산가족 교류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특히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출신 취업지원을 하고자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북한 예술 공연 - 겨레하나 예술단, 평양꽃바다예술단 

◎ 통일안보 강연 - 겨레평생교육원, 겨레뉴스

◎ 북한 상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겨레몰) 운영

주요생산품

◎ 홈페이지

     <꽃바다 강의팀 링크> : http://cafe.naver.com/hjan54/4613

     <예술단 카페 링크> : http://cafe.naver.com/hjan54

     <겨레몰 링크> : http://www.koremall.kr

전화상담

평양꽃바다예술단ㅣ사회적기업



문화/예술

13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음악이 일상이 되는 날을 

꿈꾸는 기업”

주소ㅣ관악구 은천로 97

 (봉천동, 공원빌딩 4F)    

연 락 처ㅣ02-830-1068

담당자명ㅣ이경아 (대표자)

전화상담

헤븐스뮤직그룹ㅣ사회적기업

업체소개

클래식 음악 악기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

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제품 종류 및 특징

◎  청년 관현악 음악가들에게 아동, 청소년, 일반인들이 클래식 악기를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음

악교육.

◎ 청년 관현악 음악가로 구성된 앙상블,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 즐겨찾는 음악학원의 음악인문학 강좌와 개인심화레슨을 통한 음악인재 양성.

◎ 지역 및 학교 오케스트라 조직, 악기대여, 교재제작.



서비스Chapter 6
s e r v I C e



서비스

13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업체소개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일

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마을기업을 진행함.

◎ 마을기업 약정체결일/사업개시일(사업체 open일) 

◎ 1차 약정체결일(2010.11.15) ---12월10일 open

◎ 2차 약정체결일(2011.6.13)----2013년 12월 현재 계속진행 중 

제품 종류 및 특징

◎  노인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5-10kg이하의 소화물을 택배사무실이라는 거점에서 배송물건을 인수

하여 각각의 가정집으로 신속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생산품

◎ 아파트택배 :  5-10kg이하의 소화물 / 택배회사의 지역중간업체성격 /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판매방식

◎ 택배사무실에서 배송물건을 각각의 가정집으로 배송

주소ㅣ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41-27  

연 락 처ㅣ02-856-4598

담당자명ㅣ강월영

전화상담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ㅣ마을기업

“친절한 서비스”



서비스

135서비스

업체소개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인

구 증가는 사회적, 국가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낙상예방이나 퇴화방지와 같은 방어적 개념에서 

벗어나 노년층 특성을 고려한 유압식 순환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공간 : 협소한 장소(Full Set 기준 50m2)에서도 최상의 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

◎  기구 :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는 중량식이 아닌 노년층에 적합하도록 부상의 위험을 없애고, 본인의 근

육량에 맞춰 능동운동이 가능하도록 유압식 장비 선택

◎  측정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수명과체력'이란 프로젝트 속에서 개발되고 표준화 된 노인체력검사

(Senior Fittness Test, SFT)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신뢰도와 타당

도를 위하여 과학적인 기준들을 충족

◎ 단계 : 총 729단계로 세분화 하여 최초측정 데이터에 의한 개별 처방식 프로그램 진행행

주소ㅣ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 

1427 2층   

연 락 처ㅣ070-8813-2210

담당자명ㅣ김용성

전화상담

(주)에쓰피씨ㅣ사회적기업

“고령자를 위한  
근력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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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중증장애 아동의 일시, 시간제 돌봄을 위한 전용 공간인 돌봄터를 만들어 장애아동의 무한돌봄과 재활치

료, 가족상담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중증장애아동의 일시, 시간제 돌봄과 재활치료서비스

주요생산품

◎ 돌봄 : 일시, 시간제 돌봄

◎ 재활치료 : 재활치료

판매방식

◎ 내방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104-112 7층 

연 락 처ㅣ010-2080-3319

이 메 일ㅣcorea501@naver.com

담당자명ㅣ김경예

전화상담

(주)열매와나무ㅣ마을기업

“장애아동의 무한돌봄과 재활치료, 

가족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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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 여행하는 사람들과 여행지의 사람들이 만나는 여행, 

◎ 역사, 환경, 경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책임여행,

◎ 감동과 재미, 체험과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여행,

◎ 여행을 통해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속가능한 여행  

소셜미션

◎ 사람 - 원주민과 소수민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갖습니다.

◎ 지역 -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희망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과정의 교육학 -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나누는 즐거운 학습과정입니다.

주요생산품

◎ 지구마을여행, 국제협력 봉사여행, 여행디자인

판매방식

◎ 전화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주소ㅣ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0번지 

관악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3층  

연 락 처ㅣ02) 701-9071

홈페이지ㅣwww.goodtravel.kr 

담당자명ㅣ 나효우(대표)

전화상담

(주)착한여행ㅣ사회적기업

“여행이 세상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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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살리는 여행, 
자연을 보호하는 여행,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주소ㅣ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0 

하자센터 103호 

연 락 처ㅣ02-2068-2799

홈페이지ㅣwww.travelersmap.co.kr

담당자명ㅣ변형석

업체소개

주)트래블러스맵은 자연에는 최소의 영향, 지역에는 최선의 기여, 여행자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여행을 기획하는 여행분야 1호 사회적기업입니다. 사람과 문화, 자연 그리고 나 자신과 만나는 진심

이 담긴 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트래블러스맵은 배움과 감동이 있는 기업연수, 수학여행, 가족여행 등 단체여행 기획해드립니다. 특별

한 경험을 원하는 개별 여행자, 세상에 도전하고 싶은 청소년,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신혼부부 등 공정

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여행입니다.

주요생산품

◎  국내외 공정여행, 청소년 교육여행, 단체별 맞춤여행, 사회기여형 여행, 공정여행 교육 및 컨설팅, 여

행어플리케이션 개발

판매방식

◎ 여행문의 02-2068-2799 / tranelersmap@daum.net

전화상담

(주)트래블러스맵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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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93번지 2층 

연 락 처ㅣ02-868-8381

홈페이지ㅣwww.purenkorea.com 

담당자명ㅣ정희석, 공은미

소셜미션

◎ 노동자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지향 

◎ 지역사회 노동소외계층과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

◎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

◎ 고용·서비스 등 기업활동의 모든 면에서 대안적 가치를 추구 

제품 종류 및 특징

◎ 시설관리용역(청소용역/대행청소/외벽관리)

-  종합시설관리분야 :  현재 한국철도공사, 서울산업통산진흥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학건

물, 병원, 쇼핑타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시설(기계/전기/설비)관리, 청소용역, 경

비, 주차, 직원파견, 물품공급, 외벽관리 등 종합시설관리 용역사업 수행 중

◎ 위생관련상품 도소매

◎ 경비업

◎ 근로자파견

전화상담

(주)푸른환경코리아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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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황혼까지 평~생 

우렁각시와 함께!”

주소ㅣ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24 1층 7호 

연 락 처ㅣ 02-987-1419 /  

010-5394-3493

홈페이지ㅣwww.gbwoman.or.kr

담당자명ㅣ정상희

업체소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강북지부로 활동하고있으며 돌봄서비스(가사,산모,베이비시터)를 파견알선합니다. 

사업을 위한 공동홍보와 공동고객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파견알선외에도 신입회원을 위한 

기본교육사업과 월1회 정기모임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가사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사회적인식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가사관리서비스: 가정의 유지를위해서 필요한 청소,세탁,식사준비 등 가사제공

◎ 베이비시터 : 0세~유치원 아동까지 돌봄

◎ 산후관리 :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주요생산품

◎  가사관리서비스 :  가사서비스-청소,음식,세탁,다림질 기타가사 / 4시간 기본 4만원, 8시간 기본 7만원 / 

고객가정의 사정에 맞는 관리사를 요청할 수있음

◎  산후관리서비스 :   출산산모의 산후조리서비스, 보건복지부지원, 바우처서비스, 일반 서비스 /  

바우처-2주70만원, 일반-2주76만원 / 우렁각시 산후관리서비스 이용 후 가사,베이

비시터 이용시 고객연회비1년면제

전화상담

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ㅣ마을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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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이벤트 기획 및 대행 (기업행사, 프로모션, 기공식, 준공식, 지역축제 등등) 뿐만 아니라 친환경 웰빙제품

과 사은품 등 다양한 행사용품을 제조, 판매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고성꾸지뽕 200g 12,000원 /  1kg  49,000원

- 자연산 야생뽕, 강원도 고성군청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 당뇨에 좋은 가바 성분 녹차의 46배, 고혈압 개선 루틴성분 녹차의 67배 함유, 항암효과

- 녹차나 보리차처럼 끓여서 복용

◎   게르마늄 패치(파스) 알뜰형 1만원 / 경제형 2만원

게르마늄 :  통증완화, 혈액순환촉진, 산소공급, 손발 저림 방지  

원적외선 :  체질개선, 곰팡이 세균 서식방지, 혈액정화

◎  게르마늄, 미네랄 보습 스프레이 60ml 10,000원   

건조해진 피부와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 음용수만 부어 6개월간 사용

약알카리수 생성으로 청결한 모공유지, 주름과 피부노화 방지, 피부보습, 피부영양공급, 운전 중 졸음

방지, 안구건조증해소 등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장위로4길 78   

연 락 처ㅣ02-2247-0085

홈페이지ㅣwww.gncbio.co.kr

담당자명ㅣ조형익

전화상담

글로벌지엔씨ㅣ사회적기업

“이벤트행사,  

친환경웰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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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자영업자의 몰락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합원들도 이 어려운현실을 협동조합으로 뭉쳐 규모를 늘리고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경영과제를 해결해

서, 효율성을 높여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자 한다. 조합은 옥내.외 광고분야의 각기 다른 전문기술을 가

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종합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착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현수막(고해상도), 실사그림(고해상도), 표찰, 아크릴제품(다양한 제품 가능), 입체형 문자(고무,아크릴,

알미늄채널,목재등), 간판 등

※조합 직접생산, 디자인 가능, 시공설치 가능

주요생산품

◎ 현수막 실사그림 : 디자인 가능 / 최신 출력기 구비 / 다양한 소재 / 고해상도 출력

◎  표찰, 아크릴제품, 입체형 문자 : 직접 생산시스템 구축 /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 토탈 광고물제작 조합 

/ 좋은 상품 착한 가격 / 주문자 요구 최대한 반영

판매방식

◎  주문제작 가능,  매장판매

주소ㅣ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00   

연 락 처ㅣ 02) 852-4020 

010-6272-8995

담당자명ㅣ김홍필

전화상담

꿈을품은광고 협동조합ㅣ협동조합

“더불어 꿈을 품고  
다 같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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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주택개보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람이 중심이 되

는‘Human Built’라는 비전 하에 친환경 자재 및 자연을 머금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인테리

어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내조경 등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Human Built (인테리어)

친환경 자재 사용, 사람을 위한 설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공

◎ 꽃을 심는 손 (실내조경) 

숯 화분을 기본모듈로 기능성 식재를 통해 벽면 고정형, 이동식 벽체형, 액자형, 팬던트형 등 다양한 

방식 연출

실내공기 질 향상, 숯에 의한 음이온발생 등 실내에 숲이 들어와 있는 효과 제공

◎ 초록비버 (시설물 유지관리)

정기적인 방문, 관리를 통한 이용 시설의 건축적 기능 유지

실내 환경의 유해성분 측정과 개선 작업을 통한 건강한 실내 공간으로 재창조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72 5층  

연 락 처ㅣ02-922-5962

홈페이지ㅣwww.nanumhousing.kr

담당자명ㅣ이제원 실장

전화상담

나눔하우징ㅣ사회적기업

“주택개보수, 인테리어, 

시설물 유지관리, 실내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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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든든하게,  

정든 집 편안하게”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4라길 4  

연 락 처ㅣ747 - 6004 

홈페이지ㅣ http//blog.naver.com/

byway69

담당자명ㅣ박학룡

업체소개

㈜동네목수는 서울 성북구 삼선교 장수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건축 인테리어 전문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집수리 : 노후 주택 보수, 단열, 도배, 방수, 난방, 배관 등 주택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지붕과 욕

실 등 주택의 부분적인 개량은 물론 전체 리모델링, 카페와 음식점, 사무실과 공공시설의 인테리어와 

외장 공사에 대한 상담 환영

◎   맞춤가구 : 가정과 사업장에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장, 책상, 수납장, 선반, 진열장 

등을 맞춤 제작.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가구

◎   작은카페 : ㈜동네목수가 리모델링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 

주요생산품

◎ 집수리

◎ 맞춤가구

판매방식

◎ 상담, 주문제작

전화상담

동네목수ㅣ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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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손길로 보다 많은 고객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겠습니다.”

주소ㅣ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50   

연 락 처ㅣ1600-3175

이 메 일ㅣmoojinjang36@hanmail.net

담당자명ㅣ정경연

업체소개

서울맹학교 이료재활과에서 2년이상 지압, 안마 전문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주민

들의 건강을 만드는 생활안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코스별 맞춤형 안마와 건강관리(부분안마, 족욕, 전신안마, 스톤찜질) 

주요생산품

◎ 부분집중관리 : 족욕 + 부분집중안마 - 19,000원

◎ 맑은손 코스 : 족욕 + 전신안마 - 29,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전화상담

맑은손 지압힐링센터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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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바른 우리말로 
통번역하자!”

주소ㅣ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4-17번지 3층 302호   

연 락 처ㅣ011 9580 8988 / 02 388 0003

홈페이지ㅣhttp://transcoop.net

담당자명ㅣ사무국장 최재직

업체소개

우리말을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을 즐기는 74명이 모

여 번역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저희 번역협동조합은 중간 유통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통·번역료를 제시합니다. 

통·번역사들에겐 보다 많은 통·번역료를 지급하고 끊임없이 교육하여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통·

번역의 품질을 높힐 것입니다.

주요생산품

◎ 번역 : 한국어 ▶ 외국어 번역, 외국어 ▶ 한국어 번역, 번역감수

◎ 통역 : 동시통역, 순차통역, 수행통역, 전화통역

◎ 통·번역 언어 :  11개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프

랑스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전화상담

번역협동조합ㅣ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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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종로구 북촌지역의 한옥체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 마을기업을 만들고, 공동 홍보와 마

켓팅을 통해 북촌지역 한옥문화의 장점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음. 

제품 종류 및 특징

북촌지역의 전통한옥에서 숙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음식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주요생산품

◎ 숙박 : 전통적인 한옥공간에서 숙식하며,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음 50,000원

판매방식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숙박 예약 가능

주소ㅣ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20-27  

(재동 54-1)   

연 락 처ㅣ02) 742-9987

홈페이지ㅣwww.hanokstay.org

담당자명ㅣ이채환

전화상담

북촌한옥체험살이ㅣ마을기업

“한옥체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14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친근한 마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배달하는 마을택배”

주소ㅣ 성북구 삼양로13길 45 대림상가 

114호    

연 락 처ㅣ02-912-9473

담당자명ㅣ이강일

업체소개

취약계층(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활동가와 단체들의 참여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회사의 수

익금은 취약계층의 복리후생과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마을택배

지역 내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노숙인의 일자리 창출사업

CJ대한통운 등의 물류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함. 

길음뉴타운지역은 방문 가능함.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지역은 신규진출 가능함. 

◎ 택배 우편사업

길음뉴타운 지역 DM 문서(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카다로그 등) 배송

◎ 각 지자체 책드림서비스 대행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대행 가능

◎ 지역사회공헌사업

아름드리도서관 설립 및 방과후 학습지도, 지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뮤지컬 수업 및 공연기회 제공, 

어르신들에게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교육기회 제공, 축구교실, 힐링장터, 마을만들기 견학사업, 실

직상태인 주민 발굴하여 교육지원, 지역 내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등

전화상담

살기좋은마을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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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건축전문기업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하

고자 함

◎  지속적 혁신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 창조 (주거환경개선, 일자리창출, 나눔문화) 

제품 종류 및 특징

◎  건축, 주택 수리 전문

◎  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집수리와 주거복지 나눔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에 환원 

주요생산품

◎ 주택신축, 집수리, 인테리어, 시설물보수, 주거복짓업

판매방식

◎ 온라인 견적상담 문의

주소ㅣ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1576-23 

은성빌딩 302호  

연 락 처ㅣ02-868-8181

홈페이지ㅣwww.se-am.co.kr

담당자명ㅣ박용모(대표)

전화상담

새암ㅣ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Ambitious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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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두레”

주소ㅣ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63 2층   

연 락 처ㅣ02-722-9517

홈페이지ㅣwww.handurae.org/

담당자명ㅣ김경환

업체소개

한두레협동조합은 극단적으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꾸고 사라진 마을장례문화를 복원하고자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일반 상조회사와 달리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장사물품과 장례서비스 등 장례식 전 영역을 직

거래 공동구매 방식으로 바꾸어 비용을 대폭 낮추었다. 한두레협동조합은 가정장례 마을장례 문화를 복

원하여 신뢰와 상호부조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는 장례 지도사, 도우미, 자원봉사자, 상근 활동가 모두 상주와 같은 조합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장례가 발생하면 일체의 뒷돈을 받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다. 장사물품의 폭리구조를 

없애고 조합원 형편에 맞는 맞춤형으로 장사물품과 서비스를 공동 구매한다. 

주요생산품

◎  장사물품 및 장례서비스  : 직거래 공동구매 방식으로 뒷돈과 리베이트가 없는 저렴하고 품격있는 장

례 - 250만원내외

◎  따뜻한동행 : pre-plane 서비스,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장례 계획을 세우는 서비스  - 1000만원 내외

판매방식

◎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출자금 1만원, 조합비 월 3만원)

전화상담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ㅣ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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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복지용구”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3가길 7 1층 

연 락 처ㅣ02-921-7230

홈페이지ㅣwww.bojangku.kr

담당자명ㅣ김기정

업체소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보장구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 및 판매, 점검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궁극적으

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전동휠체어 (2백만원 이상)

실내 및 도로주행이 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휠체어 자동차

전원충전 가능, 최고속도 50Km, 안전성, 등판능력이 좋음 

자동변속장치와 알루미늄 몸체로 의자와 핸들조정이 자유로움

◎ 전통스쿠터 (1백만원 이상)

전동기를 이용한 근거리 이동 수단. 최고속도 10km, 주행거리 35km~50km

◎ 수동휠체어 (48만원 내외) 

전화상담

성북구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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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심우장, 최순우옛집, 간송미술관, 한양도성 등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성북동이 요즘 역사문화

지구로 특화되어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동의 자원을 기반으로 성북동을 찾는 관광

객들에게 진정한 성북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성북동을 사랑하는 아줌마들이 2012년 성북구 마을만

들기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상반기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성북동 역사문화유산 자원을 기반으로 성북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진정한 성북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

해 성북동 해설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성북동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합니다. 

주요생산품

◎  자연물을 이용한 한양도성 나들이 코스(어린이, 학부모 대상) : 1. 한양도성-성곽길(북정마을)-심우장 2. 

봄, 가을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나 만들기 활동, 성곽 보물찾기 등

◎  성북동 역사탐방코스(일반 성인) : 1. 최순우옛집-선잠단지-수연산방 2. 마전터-한양도성-북정마을-심

우장-수연산방

◎  공간대여 : 소그룹 모임, 워크숍 및 어린이 생일파티 공간 대여

판매방식

◎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6길 16-30 

연 락 처ㅣ02-6249-0101

홈페이지ㅣ http://cafe.naver.com/

seongadeul1205

담당자명ㅣ이선화

전화상담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ㅣ마을기업/협동조합

“성북동 투어,  
역사문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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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전문성 있는 IT/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 일자리 창출

제품 종류 및 특징

◎ 소프트웨어 테스팅 아웃소싱

(1) Basic OUTSOURCING-고객사에서 작성된 테스트 지침서에 따른 테스팅

(2) IT 분야 취업능력 강화 및 직업 교육

(3) 남한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 탈북 청년의 IT 역량 강화 교육 및 직업 교육

(4) 수료생들의 고용알선

◎ SW 테스팅 실적

TPMS v3.5 테스팅 / ID 통합 시스템 테스팅 / NIPA 공개 SW지원사업 검증

◎ 북한이탈주민 교육

SW테스터 양성 교육 / IT교육 / IT 분야 진로교육

◎ 공모 및 수상 실적

대우증권 ‘Jump-up 청년사회적기업’ 대회 1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원사업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2년 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2층  

연 락 처ㅣ070-4124-3394

담당자명ㅣ김기도 (대표자)

전화상담

에스이앤티소프트ㅣ사회적기업

“Growing with Employee, 

Customer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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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선별”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한천로58길 307 

연 락 처ㅣ02-969-3683

담당자명ㅣ김경하

업체소개

재활용품 수집·선별업체로 성북구청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성북구 관내 재활용쓰레기를 재선별합니다. 

선별된 유가성 재활용품은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잔재쓰레기는 매립소각이 아닌 시멘트연로로 재

이용하여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상기 사업수행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게 됩니다. 

전화상담

영주자원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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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 건강한 사회”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 9-1  

연 락 처ㅣ02-2676-1830

홈페이지ㅣwww.schooleic.org

담당자명ㅣ김진숙

업체소개

교육 및 공공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자 화장실 전문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화장실 전문 청소(특수클리닉), 일반 청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무실 바닥 청소 등을 수행하며 화장실 환

경을 개선해주는 물절약 걸레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를 제작 및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화장실 전문 특수클리닉 :  발명특허(제10-1225366호)받은 전문 청소 시스템으로 배관 내부를 촬영하

여 악취의 원인을 찾아내고 클리닉함.

◎ ECO 물절약  걸레세척기 :  걸레 세척, 담수, 배수를 한 곳에서 해결하여 대걸레 이용 환경을 개선한 제

품(특허 제품) - 판매가 990,000 (VAT포함)

판매방식

◎ 주문제작

◎ 문의 : tel 02-2676-1830 / e-mail ksei2010@hanmail.net

전화상담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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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포츠 

건강 관리프로그램”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2층 

연 락 처ㅣ070-7579-5297

담당자명ㅣ부준석 (대표자)

업체소개

공공기반의 스포츠 &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지역기반으로 연구활동을 수행 

제품 종류 및 특징

◎ 체육 관련 업체 컨설팅(프로그램 및 운동교구 공급)

◎ 관악구 내 활동(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1)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기숙학교 건강관리 프로그램

(2) 삼육재활학교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with 서울대학교 건강운동실험실)

(3) 지역아동센터 초청 여학생 자세 교정 프로그램

(with 신현정 요가 아카데미-aerial yoga fithness)

(with 난곡 물댄동산,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전화상담

한국운동발달연구소ㅣ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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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저희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시설물전문유지보수업체로서 시설물유지보수,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시

공, 닥트, 방수, 필터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업체로서 2013년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으며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하여 총 13번 소개가된 대한민국 대표 유지보수전문회사인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냉각탑 : 빌딩 및 공장에서 냉각을 필요로 하는곳에 냉각탑을 설치 및 납품

◎ 닥트 : 공기순환이 필요로 하는곳에 공기순환(급·배기)시설을 설치 및 보수

◎ 보일러 및 냉온수기 : 산업용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

◎ 방수 및 바닥 공사 : 우레탄 및 에폭시를 사용한 방수 및 바닥공사 실시

◎ 필터 : 공조기용 필터 및 산업용 필터 제작 및 판매

주요생산품

◎ 냉각탑 

◎ 닥트 

판매방식

◎ 주문제작형이며 현장에따라 현장확인후 견적서 및 제안서 발송

주소ㅣ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1가길 20 

연 락 처ㅣ1899-4956, 02-2665-9456

홈페이지ㅣhttp://www.koreamc.net

담당자명ㅣ김희범

전화상담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ㅣ협동조합

“대한민국 대표 유지보수 전문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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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퀵기사님들의 열악한 환경하게 및 수입구조를 개선 하기 위하여 기사님들끼리 모여 6년 전부터 협동조

합으로 운영해와서며 현재 70여명 조합원들이 열심히 자기일처럼 협력 하여 도약 해나가고 있는 퀵서

비스 업체 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퀵서비스

주요생산품

◎ 서비스 : 빠르고 친절함 [내일처럼]

판매방식

◎ 주문 배송 [퀵서비스]

주소ㅣ신영등포로  53길 24-1   

연 락 처ㅣ1588-5251

홈페이지ㅣwww.15885251.com

담당자명ㅣ김영대  [이사장]

전화상담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ㅣ협동조합

“늘 고객님과 함께 하는 24시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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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아파트 및 일반업체 차량을 정기 계약(월.년 단위)을 통해 세차하고 있으며, 또한 (주)쏘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시 카쉐어링사업 차량들을 세차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180도 고온스팀(곰팡이, 진득이 제거), 회오리세차(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이동세차서비스

세차사업 운영기관

기관명 업체명 연락처

종로지역자활센터 반디출장광택 02-3673-3963~4

용산지역자활센터 회오리세차 02-797-5050

성동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 02-6402-8819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 02-2242-7578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 02-854-6581

성북지역자활센터
스팀세차사업단 010-9470-2420

나눔카세차사업단 02-927-2420

마포지역자활센터
CarRefresher 010-2243-7945

그린카서비스 010-9144-7945

강서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 02-2605-0610

으랏차차차 011-9166-8447

세차사업ㅣ자활근로사업단

“한번 인연을 평생 고객이라는 각오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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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신협은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

기관입니다.

1960년 이래 문턱 높은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

자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해왔음은 물론 서민·중산층의 따뜻한 이웃으로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협동조합의 참다운 모델, 상호금융의 진정한 리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서민의 경제 동반자로서의 소명

과 더불어 사는 신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신협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예탁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국가, 어음할인 등)과 

함께 저축의 다양화와 위험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개

발사업(농산물 직거래, 유통사업 등), 문화후생 사업(주부대학, 예식장, 독서실 등)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

(보육시설 운영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여신(대출) : 가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사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서민지원대출, 정책자금지원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중산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신협)ㅣ협동조합

“앞으로의 금융, 신협
한 명의 부자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신협”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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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예탁금, 목돈마련을 위한 예(적)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으로 서민

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 : 체크카드(캐시백 그린 체크카드, 쇼핑그린 체크카드)와 신협-현대 신용카드로 개인 및 법인 

회원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치구 조합명 대표번호 자치구 조합명 대표번호

강남구 남서울 02-548-2200

성북구

강북 02-9660-0011

강동구 강동 02-428-7191 새서울 02-914-0244

강북구 삼양 02-983-2275 성북 02-913-3422

강서구
강서 02-2664-2746 장위 02-913-6800

화곡 02-2065-2151

송파구

가락 02-407-5825

관악구

강남 02-863-0250 세한 02-414-8921

관악 02-886-7173 송파 02-2203-4828

난곡신일 02-851-2631 송파동부 02-400-1053

신림 02-885-4625 잠실 02-419-1140

구로구

구로 02-837-3301 정락 02-3401-3401

구로중앙 02-861-4767

양천구

등촌 02-2644-6631

남구로 02-859-3443 신목 02-2645-8176

서서울 02-2689-4028 신월 02-2691-8881

오류 02-2612-3200 신정 02-2603-5643

금천구
금천 02-866-3450 양천 02-2695-5222

서울남부 02-869-5454

영등포구

당산 02-2633-6501

노원구 태릉 02-975-6677 대방 02-842-8332

도봉구 북서울 02-954-9467 대창 02-849-2121

동대문구

경동 02-963-8488 도림 02-841-5011

대명 02-969-9001 신길 02-831-1051

이문 02-966-2314 용산구 한평 02-797-9212

청량리 02-962-3604

은평구

은평 02-3157-3211

동작구 대아 02-598-3121 은평제일 02-358-8911

동작구 동작 02-826-6300 은평중앙 02-359-8205

마포구
마포 02-719-4964

종로구
연동 02-762-1907

중앙 02-715-7565 종로 02-708-4466

서대문구

금모래 02-376-2036
중구

광희 02-2232-9426

봉원 02-365-0737 소공 02-755-0474

연희 02-323-2636

중랑구

면곡 02-432-4295

성동구

논골 02-2294-7203 묵동 02-978-8620

동호 02-2291-0585 상봉 02-435-3447

성동 02-2292-2284 중랑 02-496-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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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 운영,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등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직

접 만든 병원을 운영합니다. 주민 공동출자방식으로 의료진을 고용하며 모든 정보가 공개됩니다. 믿음

과 신뢰가 바탕으로 사람중심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열어가겠습니다. 

주요생산품

◎  함께걸음(노원, www.healthcoop.or.kr l 937-5368) : 한의원, 치과(6월 개원), 재가장기요양기간, 장애

인주간보호센터

◎ 살림(은평, http://cafe.daum.net/femihealth l 6014-9949) : 의원, 운동센터

◎ 서울(영등포, http://medcoop.org l 849-2150) : 한의원, 치과, 재가장기요양기관

◎ 마포(마포, http://mapomedcoop.net l 326-0611) : 의원

* 5구좌(1구좌 1만원)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비보험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할인적용을 받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ㅣ협동조합

“함께하는 건강한 삶”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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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로 달리는 친환경”

업체소개

우리동네자전거포는 거리에 버려진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여 재생산함으로써 도시미관과 환경을 개선하

고 자원낭비를 막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거리에 버려진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여 새부품 및 자전거 수리 전문가의 손을 거쳐 재탄생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생자전거 판매 뿐 아니라 자전거 소품 및 수리(이동수리 가능)를 전문으

로 합니다. 

주요생산품

◎ 26“남성용자전거 80,000원

◎ 26“여성용자전거 80,000원

◎ 어린이 자전거 40,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주문판매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전화상담

우리동네 자전거포ㅣ자활기업 및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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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업체명 연락처

광진지역자활센터 02-499-8873

성동지역자활센터 02-2298-8003

양천지역자활센터 02-2601-6039

관악지역자활센터 02-867-8381

구로지역자활센터 02-8899-9074

영등포지역자활센터 02-838-0600

노원지역자활센터 02-939-3538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02-952-7185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02-941-6594

도봉지역자활센터 02-955-1317

강북지역자활센터 070-8690-1415

성북지역자활센터 02-9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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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도배, 방소, 욕실공사, 보일러 등 집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일반 건축 및 상가 인테리어 : 일반 주택의 도배, 장판, 부엌개조, 가구리폼, 보일러 배관수리와 상가 인

테리어 및 공공편의시설을 소비자 욕구에 맞게 출장 시공합니다. 생활건축 인테리어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  사회공헌 주거환경개선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및 자치구 주거현물급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의 주거환경개선과 취약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판매방식

◎ 방문 견적 후 공사 진행

주거복지사업(집수리 및 인테리어)ㅣ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의 손길로 정직한 

가격의 집수리”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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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단

기관명 업체명 연락처

종로지역자활센터 종로지물인테리어 02-3673-3963~4

중구지역자활센터 시범(집수리) 02-754-2228

성동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 02-2297-4982

두손인테리어 02-2297-4982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사업단 02-436-4762

참인테리어 02-434-1767

강북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02-982-1414

둥지인테리어 02-988-1418

도봉지역자활센터 J&C 02-992-1302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형제인테리어 02-6404-0040

은평지역자활센터 신우인테리어 02-353-0022

서대문지역자활센터 행복짓기인테리어 02-394-1124

양천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 070-8797-4740

자활기업 행복한집 02-2601-0366

강서지역자활센터 인테리어사업단 02-2605-2262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02-3664-5920

편의사업단 02-2663-0624

구로지역자활센터
행복인테리어사업단 02-857-5660

공간인테리어 02-839-1518

금천지역자활센터 영재인테리어 02-805-0988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한마음인테리어 02-848-0600

동작지역자활센터 우성인테리어 02-971-3119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단 02-876-0377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관악주거복지사업단 02-854-6581

송파지역자활센터 도배장판 02-416-7119

강동지역자활센터

사랑의주거복지 02-488-4585

새창조인테리어 02-476-7171

새공간인테리어 02-47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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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청소 전문 21개의 자활기업(사업단)이 결합하여 전문적이고 고객 만족을 최상으로 서울 전역의 청결한 환

경 개선에 앞장섭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고객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대표적으로 시설관리/소독방역, 친환경 홈 크리닝, 학교 토탈 크리닝, 전기전자통신크리닝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 토탈크리닝 : 일반가정/사무실/회의장/공공장소

◎ 아토피 홈케어 : 침대/주방/욕실/세탁기/에어콘 

주요생산품

◎ 시설관리/청소방역 :  우리동네의 도서관, 매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시설에 전문적인 청소, 소독방역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시설관리를 유지합니다.

◎ 친환경 홈 크리닝 :  새집 증후군, 미세먼지, 세균,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을 친환경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정으로 바꿔드립니다.

◎ 학교 토탈 크리닝 :  아이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청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전기전자 통신크리닝 :  관공서 및 학교, 민간기업 전산실 등 전기전자통신설비장비 크리닝을 통해 장

비의 수명을 늘리고 전기 화재의 예방을 구현합니다.

청소서비스ㅣ자활근로사업단

“청결한 환경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켜요”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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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방식

◎ 견적요청→현장 방문 및 견적→서비스 제공

청소사업 업체 및 연락처

기관명 업체명 주요 서비스 연락처

종로지역자활센터

토탈파견서비스 
학교청소,

입주청소, 출장세차
02-3673-3963~4

청소이야기
학교청소, 입주 및 계단청소,

일상관리
010-2227-1744

학교 및 건물 청소용역
하얀나라 청소용역, 청소용품 판매

02-318-2232
푸른세상 시설 및 물품 소독방역

용산지역자활센터

청소

학교 및 건물 청소용역 02-797-5050
반짝청소

함께일하는세상용산

에브리데이클린용산

성동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 청소용역 02-2299-5933

광진지역자활센터

깔끄미 물탱크 청소 02-456-7497

인스케어
홈클리닝,

에어컨 등 특수 클리닝
02-461-6448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

청소용역 02-2242-7578하얀나라

빛나리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 청소용역

02-436-4767소독방역사업단 소독방역

참맑은세상 청소용역

성북지역자활센터

학교청소사업단

학교청소, 청소용역

02-916-2420

성북크린 02-922-9795

마술빗자루 02-909-0811

강북지역자활센터
종합청소사업단 학교청소

02-982-1414
시범사업단 청소용역

노원지역자활센터
우리집 위생관리사업

홈크리닝　
세탁기, 정수기, 에어컨 청소

02-932-5782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가전청소사업 가전제품 소독 02-952-7184~6

청소사업단

청소용역

02-952-7184~6

해맑음1호 010-3901-1386

해맑음2호 010-7979-1720

굿모닝환경 소독 02-932-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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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최상의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성으로 조리합니다.”

주소ㅣ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04번지   

연 락 처ㅣ02-357-7708 / 389-7708

이 메 일ㅣoj7707@naver.com

담당자명ㅣ최미경

업체소개

중증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장애 가족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을 통한 가계 안정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밥집의 수익금의 일부는 초록캠프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

한 프로그램에 사용함. 

제품 종류 및 특징

◎ 최고의 국내산 재료를 사용함(화학조미료 무첨가)

 - 메뉴 :  한우 설렁탕, 불고기·버섯 전골, 꼬막야채무침, 해물파전, 뚝배기 영양 꼬막밥, 

              뚝배기 불고기, 해물 순두부, 순두부, 제육볶음, 된장찌개. 

 - 영업시간 : 매주 월요일~일요일(10:00 ~ 22:00)

주요생산품

◎ 한우 설렁탕 : 1등급+ 한우와 한약재를 24시간 정성으로 고아 조리한 보양식 - 8,000원/10,000원

◎ 불고기전골 : 1등급+ 한우와 최상의 식재료로 정성껏 조리한 건강한 메뉴 -30,000원~55,000원

판매방식

◎ 매장 판매(건강한 밥집/포장 판매 가능)

전화상담

(협)초록캠프/건강한 밥집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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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공동출자해 운영”

주소ㅣ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7   

연 락 처ㅣ02-3216-0112

담당자명ㅣ김혜미 

업체소개

주부바리스타들이 내린 커피, 장애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함께만든 수제쿠키를 판매하는 마을카페  

제품 종류 및 특징

◎ 커피, 차, 쿠키 판매 

주요생산품

◎ 음료 : 공정무역 커피 - 공정무역 커피 

◎ 쿠키 : 수제 쿠키 - 1,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전화상담

A카페, B카페 ㅣ마을기업(협)초록캠프/건강한 밥집ㅣ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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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인스턴트와 불량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엄마표 간식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지

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간식가게 

제품 종류 및 특징

◎ 종류 : 컵밥, 과일꼬치, 샌드위치, 요일별 메뉴

◎ 특징 :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즉석제조

주요생산품

◎ 컵밥 : 대5,000원 / 소2,500원

◎ 샌드위치와 고구마칩 제철과일세트 : 3,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주문제작

주소ㅣ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177-146   

연 락 처ㅣ010-5308-0455

이 메 일ㅣhenritta@hanmail.net

담당자명ㅣ강명신(대표)

전화상담

감성마을ㅣ마을기업

“먹거리와 함께 소통하는 

우리동네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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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금천구 마을기업  (주)금천커피로드『팝콩』은 금천구 지역주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 운영하는 마을

기업 카페『팝콩』을 통해 커피를 제조하고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천구 외국인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을공간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협동조합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질좋은 원두를 그때그때 공급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질좋

은 원두커피를 판매, 서비스한다는 운영마인드와 커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카페에서 커피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여 커피의 고유한 맛을 일정하게 내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한다.

주요생산품

◎ 아메리카노 : 최상급 품질의 원두로 만드는 아메리카노 - 1,900

판매방식

◎ 매장판매 (주문판매 가능)

주소ㅣ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4-3

가산종합사회복지관 5층 팝콩카페  

연 락 처ㅣ02-867-6857

이 메 일ㅣocto449@nate.com

담당자명ㅣ윤명선

전화상담

금천커피로드팝콩ㅣ마을기업

“금천 Global Community 

카페 팝콩”



카페/식당 카페/식당

17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75카페/식당

“우리 동네 이야기 놀이터”

강남점 02-445-1801 / 강서점 02-2605-0610

관악봉천점 02-876-6730

관악일터나눔점 02-854-6583

광진점 02-499-8373 / 구로점 02-838-5660

성북점 02-927-2420 / 송파점 02-416-7119

업체소개

더마실카페는 서울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단 네트워크 공동브랜드로 자활형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회원기관 간 공동구매, 공동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카페 개발을 목적으로 2013년 결성되었

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고급 원두커피와 당일 구운 빵의 향기 대결

더마실카페의 커피는 고급 원두를 사용해 향이 짙은 아메리카노와 고소한 카페라떼 그리고 오랜 시간 정

성스럽게 추출한 더치커피를 판매합니다. 신선한 과일을 직접 같이 만든 생과일주스와 당일 만든 신선하

고 구수한 빵도 더마실카페를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주요생산품

◎ 커피류 1,500원~3,5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주문판매

전화상담

더마실카페ㅣ자활기업 및 사업단



카페/식당 카페/식당

17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75카페/식당

업체소개

주민 모임인 노원골사람들 주체의 협동조합으로 공정무역 커피 및 간식 등 판매 및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

제품 종류 및 특징

◎ 생협 공정무역 커피 판매 

◎ 노원 자활센터 반짇고리 협동조합의 판매 대행

◎ 마을공동체 교실

◎ 북카페 대관

◎ 마을 소모임 운영

◎ 돗자리 장터 운영

주요생산품

◎ 커피, 차 : 생협 물품 및 유기농 제품 - 1,500 ~ 3,000원

◎ 생활공방 : 노원자활센터 물품 판매 대행 - 1,000 ~30,000

판매방식

◎ 예약 및 방문 구매

주소ㅣ서울 노원구 동일로232마길 1

 (상계동, 2층)    

연 락 처ㅣ070-8627-4192

이 메 일ㅣgaksi00@gmail.com

담당자명ㅣ강경표

전화상담

북카페 마을 협동조합ㅣ마을기업, 협동조합

“공동육아에서 마을을 고민하다!  상계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을살이의 중심이 되자!”



카페/식당 카페/식당

17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77카페/식당

“모두의 소비를 

모두의 복지로”

주소ㅣ서울 동작구 상도4동 256 2층   

연 락 처ㅣ070-7569-6684

담당자명ㅣ유호근

업체소개

지역의 주민이 동네 소통공간이 필요해 공동으로 출자해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수익금 전

액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지는 업체임. 

제품 종류 및 특징

◎ 커피 및 차, 음료

주요생산품

◎ 아메리카노 - 2,5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전화상담

사이시옷ㅣ마을기업



카페/식당 카페/식당

17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77카페/식당

업체소개

실로암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단은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실로암안마센터 및 카페모아 등의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931-7   

연 락 처ㅣ02-880-0580

담당자명ㅣ김미경

전화상담

실로암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단ㅣ사회적기업

“시각장애인 핼스키퍼”



카페/식당 카페/식당

17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79카페/식당

“청년과 마을을 잇는 허브”

주소ㅣ서대문구 대현동 34-40    

연 락 처ㅣ02-2275-0923 

이 메 일ㅣohjungik@gmail.com

담당자명ㅣ오정익, 장성욱

업체소개

카페를 기본으로 공연과 전시, 공유사무실, 공동주거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허브 

제품 종류 및 특징

지하 공연 전시, 1층 카페, 2층 모임 및 사무공간, 3층 거주공간으로 구성된 청년허브 

주요생산품

◎ 공간사용 - 공간이용료 1시간당 2,500원

◎ 음료 - 커피, 티 3,500원부터 

판매방식

◎ 주문에 따라 조리, 매장판매

전화상담

얼티즌허브 ㅣ마을기업, 협동조합



카페/식당 카페/식당

17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79카페/식당

간식

업체소개

행복기프트의 자체브랜드 허브레마는 다양한 허브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브찻잔세트, 허브 

찜질팩, 여성전용 아로마 상품 등 허브에 관한 많은 상품들이 허브레마 안에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식약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원산지 직수입의 13가지 허브차를 일반 추출차, 고급믹싱차, 티백차, 

리필차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허브를 더욱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브 찻잔세트

와 허브 찜질팩, 허브아로마 등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기허브차 7종 

: 카모마일, 루이보스, 페퍼민트, 로즈마리, 라벤더, 펜넬, 레몬밤

주요생산품

◎ 대용량 일반차(7종) : 향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 7,000원~8,900원

◎ 소용량 일반차(7종)3종 세트 : 향을 선물하기 안성맞춤 - 10,000원~13,000원

◎ 티포트/필터머그컵 : 허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상품 - 12,000원~18,000원/7,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판매

◎ 배송조건 : 2만원 이상 무료배송

주소ㅣ서울시 광진구 능동 255-13 204호  

연 락 처ㅣ02-452-8380/02-452-8390

전화상담

행복기프트/허브레마ㅣ자활기업

“행복한 향기를 
선물하세요”



카페/식당

18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내일을 기약하는 청춘 

바리스타의 인생 역전”

주소ㅣ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3-7 3층  

연 락 처ㅣ02-518-7771

이 메 일ㅣsilcafe@naver.com

담당자명ㅣ김춘정

업체소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이수한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강남구 시니어들이 실버세대들이 만남과 소통과 공간

을 마련하고 세대통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열린 카페 

제품 종류 및 특징

커피 9종류와 더치 커피 및 핸드드림 커피, 한국차 및 생과일 쥬스, 와플, 

샌드위치 등 40여 종 식음료 판매

주요생산품

◎ 아메리카노 : 케냐 원두 AA - 2,500원

◎ 와플 - 2,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 및 출장 판매, 사업장 대여 

전화상담

협동조합 티앤유ㅣ마을기업, 협동조합



기타&유통Chapter 8
e t C  &  C I r C u l a t I o n



기타/유통 기타/유통

18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3기타/유통

“고가매입 저가판매매”

주소ㅣ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64-4  

연 락 처ㅣ02)884-7289

홈페이지ㅣ

담당자명ㅣ이재호

업체소개

(주)관악구재활용센터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중고가구, 중고 가전, 중고사무기기, 기타 재활

용품 등을 수거, 세척, 수리, 판매하는 재활용품 사회적기업으로서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가계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보존,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회사임. 

제품 종류 및 특징

◎  제품 종류 및 특징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컴퓨터, 계절용품, 도매장터 등 중고 제품들을 매

입하여 관리자의 검증을 받은 제품만을 본 사이트에 등록

판매방식

◎ 전화주문=>제품확인=>현금결재

전화상담

(주)관악구재활용센터ㅣ사회적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8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3기타/유통

“버려지는 전단지는 NO! 

입고다니는 티셔츠는 YES!”

주소ㅣ서울시 중랑구 답십리로 365 

연 락 처ㅣ010-4313-7933 / 070-8265-7933

홈페이지ㅣhttp://t-rack.co.kr/

담당자명ㅣ이승기

업체소개

버려지고 있는 잉여원단, 자투리원단, 재고원단을 수거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아 가공하여 남녀의

류를 제작 판매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숙련공으로 육성, 취업 및 창업 지원하

며 소외계층에 의류기부 

제품 종류 및 특징

◎  무료티셔츠 - 광고주가 광고물을 티셔츠로 표현하여 타깃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광고효과를 보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다. 

◎ 통큰할인단체복·단체복의 커품을 뺀 가격 리안어페럴만 가지고 있는 가격경쟁력

주요생산품

◎ 무료티셔츠 : 무상으로 배포하는 무료(광고)티셔츠 - 5,000원

◎ 통큰할인단체복 : 잉여원단으로 제작하여 기존의 단체복가격에 절반가 - 2,5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홈페이지를 통한 주문제작

전화상담

(주)리안어패럴ㅣ마을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8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5기타/유통

업체소개

◎  서초나눔장터는 일자리 창출 및 자원재활용의 장을 마련, 어려운 이웃돕기 기반 마련, 서초구새마을부

녀회(회장 박춘선)에서는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통한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

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이웃돕기의 기반을 마련

◎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품 종류 및 특징

◎ 서초나눔장터에서는 재활용 생활용품, 의류, 신발, 그릇, 학생용품 등을 판매

주요생산품

◎ 재활용 의류, 악세사리, 학생용품(교복, 도서), 어린이용품

판매방식

◎ 매장판매

주소ㅣ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서초토요벼룩시장 內)    

연 락 처ㅣ010-6203-9177

담당자명ㅣ박춘선

전화상담

(주)서초나눔장터ㅣ마을기업

“토요일엔 벼룩시장 나들이. 천원의 

행복 벼룩시장(서초나눔장터)”



기타/유통 기타/유통

18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5기타/유통

“ART 창작 플랫폼”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하자센터 신관 301호    

연 락 처ㅣ02-782-0514

홈페이지ㅣweenu.com

업체소개

위누는 99%의 예술과 99%의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신진 예술 작가를 홍보하고, 사회이슈

를 예술로 풀어내며 더 나아가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합니다. Make art, Make a living 

누구나 크리에이티비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Art collaboration 예술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페스티벌, 전시 기획 아트상품 제작 유통

ART x PLAY 각 기관에 맞는 예술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및 운영

기업과 연계한 환경 예술 교육프로그램 진행,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는 쉬운 아트 DIY KIT 개발 유통 

제품 종류 및 특징

◎ weenu App 

◎ 2012.6.15. - 6.17 아트업페스티벌·토이정크 수상작 ‘고릴라는 휴대폰을 싫어해’ 

◎ 2012.07.28. 서울시 어린이병원 ADHD 캠프·폐플라스틱 용기로 장난감통 만들기 

    (락앤락에서 하자있는 플라스틱 용기 지원) 

◎ 폼폼카네이션 DIY KIT

전화상담

(주)위누ㅣ사회적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8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7기타/유통

업체소개

㈜케이디텍은 연극, 뮤지컬, 영화제작 및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트센터K의 운영, IT산업,경영컨설

팅 및 인력자원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성장 패러다임을 개척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특

히 경쟁력 있는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서 컨설팅과 마케팅을 병행하여 보다 가치있는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정보통신사업 :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기술컨설팅과 IT를 전략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교육사업(원격) : 첨단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며, 인터렉티브 자료 표시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구축 같은 공간에서 대면하고 있는 효과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며, 장소에 구

애 받지 않는 다양한 환경구축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의 솔루션 : 인터넷이 연결된 장소라면 어디든 실시간 양방향으로 화상, 음성, 문자등의 자료를 

통해 글로벌 회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통신시스템”입니다. 

◎  아트센터K : (주)케이디텍은 연극, 뮤지컬, 영화제작 및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트센터K의 운영으

로 새로운 기업성장 패러다임을 개척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동아프라임밸리 901~3호  

연 락 처ㅣ02-744-3378

홈페이지ㅣhttp://kd-t.com

전화상담

(주)케이디텍 ㅣ사회적기업

“소프트웨어 전문 

솔루션 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8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7기타/유통

업체소개

꽃향기는 플라워 전문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꽃꽂이 관련 교육, 리본플라워, 다양한 포장법등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꽃 소품제작 및 매장판매 등을 통하여 자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꽃과 화분, 관엽 식물과 분재, 동양란, 서양란, 비누꽃을 판매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각종 행사장

에 근조·축하화환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문제작하는 비누 꽃은 장기 보존이 가능해 방향제는 물론 인

테리어 소품이나 향이 사라진 후에도 비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상품 : 축하용, 근조용 화환/꽃꽂이/생화도매/신부용 부케/각종소재/꽃바구니/꽃다발/꽃박스/동양란/

서양란/화병/관엽 식물/분재

주요생산품

◎ 비누꽃바구니 : 비누로 만든 꽃 바구니 - 10,000원

◎ 동양란/서양란 : 품격이 보이는 난 - 50,000원~

◎ 꽃바구니/꽃다발/꽃박스 : 함께하는 자리엔 언제나 - 10,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및 매장판매  ◎ 배송조건 : 배달 가능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4-21   

연 락 처ㅣ02-917-0125

홈페이지ㅣwww.sbjahwal.or.kr

전화상담

꽃향기ㅣ자활근로사업단

“사랑과 존경, 

축하의 순간을 향기롭게”



기타/유통 기타/유통

18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9기타/유통

업체소개

2012년 행안부 마을기업

다우리봉사회를 17년간 꾸려오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됨

재활용 의류를 리폼하여 판매, 보루 판매 

제품 종류 및 특징

◎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여 리폼하여 판매

◎ 산업용 걸레로 가공하여 판매함

주요생산품

◎ 재활용 의류 : 리폼

판매방식

◎ 사업장 판매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39   

연 락 처ㅣ010-7788-3332

이 메 일ㅣsarang8942@daum.net

담당자명ㅣ이옥동

전화상담

다우리 마을복지회ㅣ마을기업

“재활용 의류사업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기타/유통 기타/유통

18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89기타/유통

“도시에서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08호  

연 락 처ㅣ02-717-2342

홈페이지ㅣhttp://www.ctfarmer.co.kr

담당자명ㅣ조종욱

업체소개

농업회사법인 도시농부들(주)는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생태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의 확산과 보급을 위하여 도시농업 공원 설계 및 운영, 옥상텃밭 조성, 텃밭상자의 

제작 및 유통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유통을 통해 도시

와 농촌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사업모델을 발굴,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도시농업기관 및 시민단체와

의 협력으로 도시농업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년간의 유기농 경작과 자연농업을 통

한 노하우 및 축적된 전문적인 도시농업 교육 역량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도시농업의 미래와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실력을 갖춘 도시농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텃밭운영

◎ 옥상텃밭 설계 및 조성

◎ 도시농업에 최적화된 텃밭상자 보급

◎ 친환경 유기농 도시농업 교육

전화상담

도시농부들ㅣ사회적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9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1기타/유통

업체소개

도시농업을 통해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과 여가가 함께하는 주민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를 목표로 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추

구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호미질은 도시의 경작지를 개발 다양한 용도의 텃밭상자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현수막, 

재활용 용기 등을 활용한 재활용 텃밭을 제작하여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며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의 도시농업 교육 사업 추진 및 농촌과 제철농산물을 연계 판매하는 로컬 푸드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

◎ 텃밭상자 : 베란다 텃밭 활용 - 4,000원

◎ 플랜트박스 : 옥상 텃밭 활용 - 30,000원

◎ 폐현수막 재활용 주머니 텃밭 : 주머니를 활용한 텃밭 - 4,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텃밭상자, 재활용텃밭           

◎ 배송조건 : 주문 후 1주일 이내(주문제작 시 5~7일)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7-1   

 경남아파트 상가동 2층    

연 락 처ㅣ02-848-0600

홈페이지ㅣwww.ydp1004.net

전화상담

도시농업 호미질ㅣ자활근로사업단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



기타/유통 기타/유통

19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1기타/유통

업체소개

방물단은 대안문화장터를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가꾸어 가려는 청년등 사회적기업

가 2기 창업팀입니다. 영등포구의 마을장

터, ‘달시장’과 문래동 아트마켓, ‘헬로우 문

래’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문화장터를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2012 영등포구 달시장

◎  방방곡곡 대안장터 네트워크 ‘별시장’

    (교보생명 지원)

◎ 서울시 마을박람회 ‘마을이야기’ 

◎  정읍 샘고을시장 활성화 사업 ‘정읍단

풍축제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하자센터 신관 301호    

연 락 처ㅣ070-4268-9916

홈페이지ㅣdalsijang.kr

전화상담

방물단ㅣ사회적기업

“사회적장터를 꿈꿉니다.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기타/유통 기타/유통

19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3기타/유통

“사랑을 모아(MOA) 정성을  모아

(MOA)... 보내는분의 마음까지 

전해드립니다.”

주소ㅣ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3-12   

연 락 처ㅣ1577-5883

홈페이지ㅣwww.sfcooper.co.kr

담당자명ㅣ정용수

업체소개

경기불황과 함께 연예인 및 대기업 꽃배달업체들이 시장잠식있는 가운데 이에 경쟁력을 갖추기위하여 

영세한꽃화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구매, 배송, 신상품개발, 브랜드개발 및 공동 마케팅과 홍보로 수익 부

진을  극복하기위해 서울화훼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꽃바구니, 꽃다발, 경조사 화환, 공기정화 관엽식물 실내.외 조경 

주요생산품

◎  절화류 꽃바구니 경조사화환 : -전문 플로리스트(경력 20년이상) 제작 - 재탕화환은 절대 사용하지 않

음 - 꽃바구니 50,000~ 근조화환 100,000~ (50,000이상 무료배송)

◎  분화류 동,서양란등 관엽식물 : 농장직영, 식물 최적의 배양토 사용 - 50,000~(50,000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매장및 온라인 홈페이지(www.sfcooper.co.kr)와 1577-5883으로 예약주문 후 3시간안에 신속배송, 

문자해피콜 및 배송사진전송

전화상담

서울화훼협동조합/MOAㅣ협동조합



기타/유통 기타/유통

192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3기타/유통

“지역내 장애인들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립지원”

주소ㅣ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16   

 대화프라자 6층 601호   

연 락 처ㅣ010-6224-2668 

        02-576-9307~8

담당자명ㅣ이정효

업체소개

헌옷수거함 추가 설치 및 교체, 수거의류 선별 등 수익금을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에 전달 

제품 종류 및 특징

◎ 재활용품수거 사업

주요생산품

◎ 재활용 의류

전화상담

서초구장애인연합회ㅣ마을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9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5기타/유통

업체소개

에코11은 도시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농업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둘째,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 확대, 자원 순환 형 도시농법을 연구, 기업CSR 기부

텃밭 보급, 스쿨 팜 프로그램 및 친환경농자재 개발에 힘쓰며 셋째, 누구나 손쉽게,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

태의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중심 도시농업전문 사회적 기업을 경영한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학교 텃밭 프로그램 : 학교 내 텃밭이 있거나 텃밭 조성하여 연관 프로그램 제공

◎ 기업 CSR 프로그램 : 기업 내 HR, CSR, 사회공헌 활동 등 프로그램 연계 

주요생산품

◎ 컴포스트카페 : 퇴비제조용 미생물 - 6,000원 (3만원이상 무료배송)

◎ 텃밭KIT구성품 : 구성품_베이비 립 매뉴얼, 씨앗2종, 쏘일카페20L(흙) -10.000원 (5만원이상 무료배송)

판매방식

◎ 오프라인 매장 : 늘장(늘열리는 장, 공덕)내 모자란협동조합에 판매부스 설치

◎ 온라인 판매 : 에코11 사이트 보고 전화 후 택배 발송

주소ㅣ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4-3  

 서초창의허브센터   

연 락 처ㅣ02-592-2357

담당자명ㅣ문세라

전화상담

에코십일 / 메리스가든ㅣ사회적기업

“텃밭을 통해 선순환, 

도시생태계를 만듭니다.”



기타/유통 기타/유통

194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5기타/유통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위한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주소ㅣ서울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대명루첸상가 1층    

연 락 처ㅣ070-4412-2556

홈페이지ㅣwww.ohmycompany.com

담당자명ㅣ성진경

업체소개

기업의 프로젝트를 올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펀드레이징 사이트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소

셜벤처 등 사회적미션을 갖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하며 자금을 모으는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상품

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연계하여 기업의 자금과 판로개척을 돕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프로젝트를 올리면 이를 다양한 sns를 통해 알려 투자자 모집

 모집된 자금으로 기업은 비즈니스 수행, 투자자들에게는 금액별 리워드 제공 

◎ 쇼핑몰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의 상품을 디스플레이하여 회원들이 구매하도록 도움 제공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기업들의 상품을 주로 소개

전화상담

오마이컴퍼니ㅣ사회적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9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7기타/유통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패션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올리브트리입니다.”

주소ㅣ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6-8   

 다산빌딩 4층    

연 락 처ㅣ010-9247-9777

홈페이지ㅣwww.olivetrees.co.kr

담당자명ㅣ전수정 실장

업체소개

당사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협동조합으로 현업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함께 “올리브트리”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생산하여 원가를 낮춰 합리적인 판매가로 공

동 마케팅을 하는 전략으로 현재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아동의류, 여성의류, 남성의류, 패션잡화

주요생산품

◎ 여아레깅스 : 밍크털기모로 따뜻함을 더한 기모레깅스 - 9,900 (무료배송)

◎ 남성 웜기모 티셔츠 : 가볍과 따뜻한 특가 발열티셔츠 - 9,900 (무료배송)

판매방식

◎ 당사사이트,지마켓,옥션,11번가,쿠팡,위메프,티켓몬스터등 온라인쇼핑몰

전화상담

이레인터내셔날협동조합ㅣ협동조합



기타/유통 기타/유통

196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7기타/유통

기타

“미니 선인장이 불러오는 

내 책상 위의 작은 숲”

주소ㅣ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1마길

 86-77   

연 락 처ㅣ02-324-1027

업체소개

푸른숲은 자연생태공원 및 식물관리 전문기업입니다. 도시 숲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관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푸른숲의 대표상품은 미니 선인장입니다. 미니 선인장은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다육식물로 직장, 가정, 학

교 등 어느 장소에서나 잘 어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일상생활 속 힐링을 제공합니다.

주요생산품

◎ 미니선인장 : 책상 위를 밝히는 작은 숲 - 5,000원

판매방식

◎ 주문제작 : 주문제작 및 지역행사 판매      

◎ 배송조건 : 구매자 부담

전화상담

푸른숲 생태공원ㅣ자활기업



기타/유통 기타/유통

19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9기타/유통

업체소개

대한민국 기념품 판촉물 홍보물 대표 브랜드 하나온 협동조합 

제품 종류 및 특징

지갑 가방 볼펜 

주요생산품

◎ 골프파우치가방 : 가방안에 골프공 골프티 골프용 머니클립 휴대용이 - 33000 - 무료배송

◎ 한글머니클립 : 한글 문양 뺏지가 부착된 소가죽 머니클립 - 24000 - 무료배송

판매방식

◎ 당일 낱개배송  

◎ 판매처 전국기념품 매장 및 쇼핑몰 

주소ㅣ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67   

      연 락 처ㅣ02-3141-0401

담당자명ㅣ제갈종익

전화상담

하나온협동조합ㅣ협동조합

“기획상품을 잘 만드는 기업,

고객마음을 잘 헤아리는 기업,

행복한 공동 마케팅”

 서대문구 연희로 167   



기타/유통 기타/유통

198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199기타/유통

업체소개

2013년도 안행부 마을기업.

경제 및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협동조합.

재활용품 매장 운영 

제품 종류 및 특징

재활용 생활용품 

주요생산품

◎ 재활용 생활용품 : 대체로 양호한 제품임 - 2,000원~

◎ 재활용 수제 비누 : em비누 - 1,000원~

판매방식

◎ 매장 판매 및 이동판매

주소ㅣ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3길 24  

연 락 처ㅣ02-2636-8182

이 메 일ㅣdropincenter@hanmail.net

담당자명ㅣ김건호(대표)

전화상담

협동조합 노느매기ㅣ마을기업

“경제.주거취약 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징검다리”



기타/유통 기타/유통

20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201기타/유통

“건강한 밥상의 시작! 

정직한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발아현미. ”

주소ㅣ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0길 29, 

107(신월6동 562-4 삼동타운 107호)  

연 락 처ㅣ02-2697-9286

                 (010-3695-6436)

담당자명ㅣ홍성순 이사장

업체소개

양천구의 주부들이 중심이 된 6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식탁의 

기본인 건강한 쌀, 발아현미를 제공하여 건강한 먹거리확산에 기여코자 직접 생산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발아현미 / 현미 / 백미

주요생산품

◎ 씻어나온 발아현미 : 

    국내산 일반현미를 세척, 발아, 세척, 건조 과정을 거친 영양이 풍부한 쌀 - 5,000원/1kg

◎  씻어나온 발아찹쌀현미 : 

    국내산 찹쌀현미를 세척, 발아, 세척, 건조 과정을 거친 영양이 풍부한 찹쌀 - 6,000원/1kg

판매방식

◎ 택배비 2,500원 별도 (50,000원이상 무료배송)

◎ 매장판매 및 전화주문을 통한 택배판매 / 유통기한 6개월

전화상담

협동조합 양천팜ㅣ협동조합



기타/유통 기타/유통

200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즐겨찾기 201기타/유통

“나눔과 연대로 행복을 
사세요!”

주소ㅣ서울 강북구 삼양로 424 1층 9호

 (수유동,정암빌딩)    

연 락 처ㅣ02-993-8859

이 메 일ㅣmi_kyoung@hotmail.com

담당자명ㅣ대표 최미경

업체소개

재사용 기증물품의 판매로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일자리제공으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제품 종류 및 특징

◎  마을주민의 재사용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합니다. 사업체의 재고물품도 기증받습니다.

     (의류,신발,가방,모자,책, 장난감,인형,생활용품, 주방용품,소형가전 등)

◎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 등 제공, 시간제 일자리도 배치합니다. 

주요생산품

◎ 각종 의류 : 기증받은 재사용, 신상품 남성, 여성, 아동의류 3000원-10,000원

◎ 인형, 신발 등 각종 잡화 : 기증받은 물품이므로 종류나 크기가 다양함 1,000원-10,000원

판매방식

◎ 매장판매가 주로 이뤄집니다.

전화상담

협동조합 함께웃는가게ㅣ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날커뮤니케이션 02-2274-0329

두레생협연합회│서울광역자활센터│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한살림서울│행복중심생협연합회
기획

지원

디자인

제작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 • •  • •

서울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2013~2014)







사회적
경제가
서울을 
바꿉니다!

쓸수록 힘이 되는 사회적 경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