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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이해하는 
서울시 마을기업 소개

02   마을기업 이해하기
04  마을기업 성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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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이해하기  
서울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지정 요건
1.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 추구, 시장 경쟁력 확보
▪손실금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 기준 충족

2.공동체성 
▪모든 회원의 법인 출자 원칙 준수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마을기업의 출자자로 참여
    *10인 이상 출자 권장, 6인 이상의 경우 지역 주민 비율은 70% 이상

3.공공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 지역사회 공헌 활동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 지분의 합  50% 이하

4. 지역성
▪지역 기반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성 : 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출자,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 주민 고용

지역 특산품
자연 자원 활용

녹색에너지 실천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공공 부문 위탁

유통형
마을기업

쓰레기 ·페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新유형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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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103개의 마을기업이
희망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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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성과보기

*우수 마을기업이란?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두루 갖춘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연 1회 신청>교육>서울시 심사>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선정

872명

*상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7% 증가
*79개 기업 응답,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마을기업 유형 ▪서울시 마을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 

카페/먹거리 
30%

문화/예술
24%

자원 순환
14%

교육서비스
13%

생활 제품•서비스
8%

건강•돌봄
7%

전통시장 활성화 5%
기업 수

없음 1~5명 6~10명 10명 초과 20명 초과
일자리

창출 수(명)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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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서울시 마을기업 수

113,183명
서울시 마을기업 회원 수                      

(*2017년 말 기준)

4개
서울시 우수 마을기업 수*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
・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 S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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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살펴보는
서울시 마을기업 현황

06 서북생활권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16 도심생활권 | 용산구/종로구/중구
24 서남생활권-1 |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
34 서남생활권-2 | 금천구/관악구/동작구
44 동북생활권-1 | 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중랑구
54 동북생활권-2 |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66 동남생활권 | 강남구/서초구/강동구/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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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생활권 
마포구/서대문구/ 은평구

 교육 공예 도시농업          먹거리

 돌봄 카페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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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대문구마포구

바늘한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여성협동조합 
문화촌사랑방 솜씨 

로하스 협동조합
(주)도농원 

주식회사 물빛마을청국장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식회사 마을무지개

콩세알어린이집
공동육아협동조합

꽃피는 호박골
(어울림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에코상상사업단 주식회사 

우리동네
나무그늘협동조합

주식회사 솔트카페
(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

(사)여성청소년
미디어협회

마포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작은나무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구세군두리홈
(엔젤스토리)그리다협동조합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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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현황  
마포구

그리다협동조합

1인 여성 가구의 역량을 키우고 자립을 지원하는 소통 공간인
‘어슬렁 정거장’을 운영한다. 카페와 교육장, 상담소가 결합된
커뮤니티 복합 공간인 어슬렁 정거장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강좌와 교육 등을 진행한다.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시설 및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병원이자, 건강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운영, 취약계층 무료 진료, 여성과 청년
을 살리는 생활 건강 처방전 프로젝트 등 가족과 동네의 건강 
카운슬러 역할을 한다. 

문턱없는세상사회적협동조합

환경 유기농 식자재만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며
로컬푸드 및 슬로푸드 운동을 전파하는 ‘문턱 없는 밥집’을
운영한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02-6338-6445
facebook.com/wgreeda 
w-greeda@hanmail.net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0 702호
02-326-0611
mapomedcoop.net 
akil7@gmail.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02-324-4190 
cafe.daum.net/bobjibngage 
m.t.ss@hanmail.net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성산 마을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인 ‘THE 함께’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주로 한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3길 10
02-784-1577
wyma.or.kr 
wy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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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마을의 소통 공간이자 사랑방인 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주민 생활 강좌,
마을 축제 등을 진행하며 지역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다.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성미산마을에서 성장한 장애 청년들이 익숙한 마을 안에서
자립하기를 꿈꾸며 부모와 교사,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만든 마을기업이다. 마을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
해 직접 유기농 공정무역 더치커피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자립을 돕는다.  

작은나무협동조합

대표적 마을공동체인 성미산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나무’ 카페를 운영한다. 아이들의 아토피를 걱정한
주민들이 모여 만든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가 시초가 되어
마을의 역사를 오롯이 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주식회사 솔트카페(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

마포구 염리동에서 천일염 직거래센터인 ‘솔트 카페’를 운영
하는 마을기업이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3-1 2층 
02-6408-5775
blog.naver.com/mapotree
treecare2013@hanmail.net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1-1  
02-3142-0414
cafe.naver.com/maulcafe
mystic-sj@hanmail.net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4
염리동주민센터 2층
02-717-6650
blog.naver.com/mapotree
kmz260@hanmail.net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3 2층
02-3153-8593
gooddaydutch.modoo.at 
dutch3757@naver.com



10

함께하는 여성협동조합 문화촌사랑방 솜씨

시니어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사업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마을 사랑방을 자처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2길 10 1층
02-330-8298
inock114@hanmail.net

(주)도농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 직거래 촉진 사업을 진행한다. 

꽃피는 호박골(어울림터)

도시텃밭 생태공원과 커뮤니티 공원 시설을 조성한다. 

콩세알어린이집 공동육아협동조합
(서대문부모협동조합)

공동체적 돌봄의 가치를 지향하며 함께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이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콩세알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10-2
02-374-8830
cafe.daum.net/donongwon
nettoy@hanmail.net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2
02-330-8298
heesu04@hanmail.net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3길 22
02-6243-2600 
threebeans.modoo.at
vitaminred@naver.com

구세군두리홈(엔젤스토리)

미혼모들에게 산전 관리, 출산, 산후 몸조리, 입양 및 아기의
양육과 자립을 도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과 재활용 의류 판매장을
운영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17-1
02-363-5722
sawoman.or.kr
 sawoman@hanmail.net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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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식회사 마을무지개

결혼 이주여성과 지역 여성들이 함께 만든 마을기업으로, 
요리를 통한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음식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이다. 

주식회사 물빛마을청국장(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

국내산 콩으로 만든 청국장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다. 

바늘한땀 협동조합

전통의 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한복을 짓고,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며 배냇저고리 및 수의 기증 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한다. 

로하스 협동조합

‘토닥토닥 끼스쿨’ 운영을 통해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통을 돕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한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코상상사업단 주식회사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세상을 꿈꾸며 여성과 아이의
따뜻한 품을 의미하는 ‘물푸레’ 북카페를 운영한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151호
070-7642-0227
vrainbow.modoo.at
woojin5656@hanmail.net 

서울시 은평구 은평 터널로 8
02-372-7600
jjkvision@hanmail.net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02 2층
02-353-1327
cafe.naver.com/bnhanddam
hanbok622@hanmail.net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02-387-2007
cafe.naver.com/lohascoop
os1147@naver.com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48-51
742동 101호  
02-356-9410
jon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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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의 미학이 만들어낸
장애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  

마포구 성미산마을 초입에 자리한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이하 좋은날협동조
합)’ 사무실을 방문한 날, 최성욱 운영위원장은 직접 커피 설비를 세척하느라 정
신이 없었다. 장애 청년 직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외근을 나가는 길이었다. 지난
해 마을기업에 선정되면서 제2의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다는 좋은날협동조합 
사무실의 오후는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을기업을 가다
마포구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13

좋은날협동조합은 마포구 성미산마을에서 자란 장애 청년들
이 함께 더치커피를 만드는 마을기업이다. 마을 안에서의 자
립을 꿈꾸며 2013년 문을 열었다. 자녀들이 마을 안에서 안정
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자립하길 바랐던 부모들의 열정이 만들
어낸 결과였다. 
최경화 전 운영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좋은날협동조
합의 탄생 비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10시간 이상 천천히 우려내는 더치커피가 느리게 움직이는 
장애 청년들의 마을살이 일자리로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부모
들이 먼저 나섰어요. 여기에 교사,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초
기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성미산학교 재학 시절, 쿠키를 만들고 학교 안 카페를 운영했
던 3년 간의 소중한 경험이 협동조합 탄생에 큰 자산이 되었다. 
여느 마을기업들이 그러하듯, 좋은날협동조합에도 초기 판로 
개척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때 힘이 되어준 곳이 성미산마
을에 자리한 울림두레생협과 마을 주민들이었다. 마을기업이
라는 이름을 달기 전, 이미 좋은날협동조합은 마을 공동체 속

에서,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갔다.  

자립에 나선
장애 청년들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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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더치커피는 공정무역, 유기농 원두(페루산)를 사용한
다. 여기에 정제된 찬물로 약 8시간을 추출해 은은한 커피 향과 
깔끔한 뒷맛이 일품인 커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더치커피는 
더운 여름날에 수요가 몰리는지라 계절에 따라 매출이 일정치 
않은 게 문제였다.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두 팔 걷어붙이는 부
모 조합원의 지원도 한계가 있었다. 장애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
인 공간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영을 안정화시
키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 좋은날협동조합은 경영 안정화를 위
한 해법으로 마을기업 준비에 나섰고, 두 번의 좌절을 겪고서야 
2017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최성욱 운영위원장은 마을기업 선정 후 가장 큰 변화를 ‘시설 
현대화’와 ‘품목 다양화’로 온·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이 강화된 
점을 꼽았다.      
“계절 영향을 받던 더치커피에서 로스팅 원두 판매와 드립커피
를 추가 개발해 3월부터 판매할 예정이에요. 1~2만 원을 CMS
로 후원하는 회원에게 커피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도 최근에 
개시했고요. 이 모든 것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생긴 선
물이죠.”  

마을기업 선정이
가져다 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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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던 좋은날협동조합에게 마을기업 선정은 제2의 터
닝포인트가 된 셈이다.

최근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좋은날협동조합은 새로운 꿈을 꾸
고 있다. 
“지금은 동료들이 함께 점심도 먹고 음료수 같은걸 사서 서로 
나눠주기도 해요.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사회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다른 건 안 바래요. 조금 느리더
라도 더 많은 장애 청년들이 이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해요.”
최 운영위원장은 좋은날협동조합의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며 
서울시에 ‘마을기업에 대한 공간 임대 지원 연장’과 ‘우선 구매’
에 힘써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걸음 한걸음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향한 좋은날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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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생활권
용산구/종로구/중구

 먹거리       공예     건설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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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중부시장
협동조합

희망나눔반찬
(우리나눔협동조합)  

아름다운거리
조성협동조합 

통인시장커뮤니티
주식회사 북촌공예마을

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

행복중심
용산생협 

다사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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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중심용산생협

협동의 힘과 건강한 소비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중심생협 내 ‘용산 생협’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선다.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

스스로 만들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마을 공방을 지향하며
버려지거나 쓰임을 다한 물건들에 새로운 쓰임과 가치를 
만들어주는 생활 창작 공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마을 작업장 ‘사이’를 운영한다.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

옥외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이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목표로 공동 작업장 
운영 및 상가 클린 환경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희망나눔반찬(우리나눔협동조합)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나눔 케이터링 
및 도시락·반찬 제조 사업을 한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효창 맨션아파트 제디형 101호
02-713-0615
yongsan.minwoocoop.or.kr
mondragoncoop@gmail.com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276
02-2199-6802  
facebook.com/saii.maeul 
red@saii.kr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45길 1 2층
02-701-8000  
okdaddy@nate.com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5-12
02-713-7020
woorinanumi@gmail.com

마을기업 현황  
용산구



19

다사리협동조합

해방촌 성당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 
전통장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공동체 활동을 한다. 
‘전통장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나 학교 급식에 전통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북촌공예마을 협동조합

북촌 한옥마을 전통 공예 공방 활성화를 통해 마을 경제를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

통인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활용의 질을  
높이고자 통합 콜센터 및 배송센터 설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물 구축, 도시락 카페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친다. 

신중부시장협동조합

시장 내 우수 상품들을 모아 공동 브랜딩하고 고객 쉼터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0 
02-766-6535
yedang810@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2층
02-722-0911
tonginmarket.co.kr
giogihu@nate.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24 5층
02-2272-0022
jungbumarket.com
smartjungbu@naver.com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5길 69(본점)
소월로 20길 27 2층(사업장)
02-792-3020
hy2580@hanmail.net

종로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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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을 가다
종로구 ‘통인시장커뮤니티주식회사’

‘도시락 카페’ 가맹점 표시가 된 반찬가게, 분식집 등에서 엽전을 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빈 도시락 통에 담는다. 시장 전용 화폐인 ‘엽전’으로 음식을 구매한 후 
시장 한 중간에 위치한 고객만족센터 지하 카페에서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 끝!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통인시장’ 풍경이다. 
통인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도시락 카페로 데이트는 물론 가족 나들이 장소로 

상인회 • 주민 • 관광객들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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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다. 특히 서촌, 경복궁 등 대표 관광지가 인접해 해외 관
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통인시장의 유명세 뒤에는 숨은 주인공이 있다. 바로 ‘통인시
장커뮤니티주식회사(이하 (주)통인커뮤니티)’다. 2011년 상
인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마을기업이다. (주)통인커뮤니
티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선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전화상담센터 
및 배송센터 설치, 온라인 쇼핑몰 개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
이다.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총괄하는 신계숙 (주)통
인커뮤니티 관리부장은 마을기업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
한다. 
“상인회 회비만으로는 전통시장 운영이 어려웠어요. 그때 마
을기업 제안을 받았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거의 없을 때
라 마을기업 지원금이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죠.”
(주)통인커뮤니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며 시작한 ‘도시락 
카페 통(通)’ 운영은 통인시장 성공의 일등공신이다.

통인시장 성공의
일등공신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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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목공
방, 쇼핑몰 운영, 엽전 캐릭터 인형 판매도 (주)통인커뮤니티가 
일궈낸 성과들이다. 현재 통인시장은 식당, 반찬가게, 식자재 
가게 등 78개 점포(도시락 카페 가맹점 24개)가 운영되며, 연 
10억 원 매출의 마을기업으로 성장했다. 

통인시장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인접해 
있다. 도시락 카페, 엽전 등이 유명해지면서 통인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서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방문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먹거리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큰 자
부심을 느껴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고민하는 
이유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주)통인커뮤니티도 매년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는 ‘아시아창의센터’에서 파견
된 중국 유학생들이 직접 통인시장에서 POP, 언어교육 가이드 
등의 봉사활동도 펼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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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통인시장이지만, 올해 8년 차 
마을기업에 접어들며 고민도 한층 늘었다. 
“다른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임대료가 크게 상승
해 지하 작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주 6일을 일해야 운영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신계숙 관리부장은 뚝심 있게 전통시
장을 지켜온 주체답게 포부 또한 남다르다. 
“상인회도 살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상생
하려면 전통시장만 고집해서는 어려워요. 국내외 관광객과 더
불어 농산품을 파는 상인들도 공존할 수 있도록 소매도 병행하
면서 기존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야말로 조화를 이루는 통인
시장을 만들어가야죠.”

오늘도 통인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리고(주)통인커뮤니
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분주히 움직인다.  

전통시장으로
두 마리 토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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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생활권-1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주)나눔가게
(고척시장 상인 연합회)

모해교육협동조합

(사)녹색발전소
(녹색강서환경감시단)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도시마을
협동조합

 교육 공예  생활용품         먹거리

 카페 자원재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콘텐츠            생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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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영등포구

신길5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뻥뻥사랑)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협동조합
행복한밥상

구로여성인력
개발센터

배고픈사자
협동조합

(주)나눔카페앤가게
(조선족의 친구들 나눔카페 사업단)

(주)꿈더하기
((사)함께가는 영등포장애인부모회)

협동조합노느매기
(햇살촌)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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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교육협동조합

어린이 관련 돌봄사업과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는 교육협동 
조합으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 인성 교육, 생명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마을협동조합

해충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으로, 해충 없는
건강 마을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독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녹색발전소(녹색강서환경감시단)

폐현수막, 헌옷 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녹색 가게를 운영한다.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함께 크는 아이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교육 공동체다.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운영 및
주민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0길 52 2층
070-8862-2684
choisun1971@daum.net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마길 24 
1층
070-4120-6781
tpcc.co.kr 
gardino@hanmail.net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0번지 2호
02-2658-6357
kiagd.or.kr
kiagd@naver.com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18길
25-11 이을 203호
02-2699-1201
cafe.gongdong.or.kr/bongjesan
naggol@naver.com

마을기업 현황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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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발전소 협동조합

골목 활성화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73 지층
070-5153-9251
villagepop.modoo.at
khanbsj@naver.com

양천구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재래시장 연계 택배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한 노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11 
02-867-4598
kwyoung2244@hanmail.net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으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나눔카페앤가게
(조선족의 친구들 나눔카페 사업단)

서울 조선족 교회에서 1층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한국인과 동포들에게 필요한 쌍방향 정보 및 배움을 
제공한다. 수익금은 조선족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63
02-867-4456
kurowoman.com 
kuro-2009@hanmail.net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8길 9
02-837-2541
soonloved@hanmail.net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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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북카페 ‘곁애’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53
관리동 2층
02-852-7424
cafe.naver.com/028527424
39pretty@hanmail.net

배고픈사자 협동조합

간식 카페인 ‘배고픈사자’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한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길 42
02-855-1211
ac12887@nate.com

협동조합행복한밥상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바우처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2길 40
101호
02-863-5660
kccshk@hanmail.net 

(주)나눔가게(고척시장 상인 연합회)

시장 정비 사업으로 고척시장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서, 고척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마을기업이다.  
상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로나눔
가게(가칭)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류/침구류 세탁 및
정비 교체 지원 사업을 한다.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64길
고척프라자 1층
070-8128-6074 
gotow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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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꿈더하기((사)함께가는 영등포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이 만든 제과와 제빵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노느매기(햇살촌)

노숙인들의 자립과 자활, 마을 재정착을 위해 재활용 가게인
‘희망 가게’, 무료 급식소인 우리 동네 밥집, 자립프로그램 
생활 학교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4길 21
02-6349-9200
gummplus@nate.com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3길 24
070-4386-5050
cafe.daum.net/hschcoop
hanulee2@hanmail.net 

신길5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사랑뻥 뻥사랑)

국내산 웰빙 먹거리인 ‘사랑뻥 뻥사랑’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63길 32
02-831-5450
사랑뻥.com 
ssv0505@hanmail.net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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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 곁애(愛)서 
삶을 테라피하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해서 ‘마데카솔 공장’으로도 통해요.”
조하연 대표는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이하 곁애)’를 이렇게 표현했다. ‘곁애’
는 바쁜 일상에서도 곁에 머문 사람들과 문학을 통해 내면적인 소통을 꿈꾼다
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문학이 지닌 치유와 소통의 힘’이 단체 슬로건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마을기업을 가다
구로구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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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애의 모태는 ‘배꼽 빠지는 도서관’이라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
이다.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조 대표에게 ‘시’와 ‘도서관’
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꿈이었다. 꿈은 현실이 되었고, 도서
관은‘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라는 마을기업으로 2015년 재탄
생했다. 
그 사이 ‘곁애’의 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위기 청소년들을 시로 
치유하는 교육사업, 지역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동네방네 마을 
그림책’, 지역 문화기획,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운영 등이다. 
그 중에서도 ‘시 테라피’는 곁애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업이다. 시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
법을 전파하여 ‘삶 테라피’라고도 부른다. 조 대표는 시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크다고 얘기한다. 
“세상을 등지려던 청소년이 ‘시 테라피’를 통해 시를 쓰고 마
음을 다잡아 지금은 어엿한 ‘문학 청년’이 되었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힘을 
느껴요.” 
곁애는 지금도 구로경찰서와 함께 위기 청소년들을 문화예술
로 치유하는 일을 돕고 있다.

작은 도서관이 
협동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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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애가 문학적 치유와 더불어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일은 
‘지역 내 세대 간 소통’이다. 
“구로에서 ‘어린이 기자교실’을 하면서 구로시장으로 취재 갔
던 아이들이 부모에게 시장을 왜 이용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과
정을 보면서 아이들의 시선이 변하면 부모들의 의식도 변한다
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로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엮
어낸 ‘동네방네 마을 그림책’ 시리즈다. 28년 간 동네를 지켜
온 생산가게 맏딸 소영이의 유년 시절 이야기, 항동 철길의 간
이역 역장 이야기 등 소재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이도 모두 
지역 주민들이다. 
“젊은이들이 마을의 오래된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이
웃,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했어요.”
최근에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그림책 연극으로 둘러보는 마을
여행도 시도 중이다. 
 

지역의 이야기로
소통의 창구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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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을기업을 
꿈꾸다    

곁애가 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마을기업’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린
다. 마을기업이 지원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라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을기업에 선정되고 지원 받으면서 곁애만이 할 수 있는 소
신 있는 지역사업들을 많이 펼칠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보다
는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는 ‘마을기업’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을기업을 꿈꾸는 조 대표는 오늘도 꿈을 꾼다. 척박한 
환경에서 겪은 상처를 예술이라는 연고로 치유하는 마을기업
으로 남는 것을. 바로 지역민들 곁애(愛)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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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생활권-2
금천구/관악구/동작구

 교육 공예 도시농업           먹거리

 돌봄 카페  헬스케어           생활용품

 녹색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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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주)금천커피로드

노나매기
단체급식협동조합

참손길공동체
협동조합마을.살림

(마을닷살림)

아리알찬
협동조합

(주)아임우드

신나는공동육아
협동조합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주)에덴스푸드

좋은친구들
협동조합

새터애협동조합

한국학습코치협회

민들레워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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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천커피로드

금천구의 주요 구성원인 외국인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커피로드인
‘팝콩’을 운영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에 힘쓴다. 

(주)아임우드

친환경 가구를 제조하고 목공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하여 지역의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전통 짜임 가구 및 DIY 생활 가구 제작 및 교육, 단체 목공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나는공동육아협동조합

부모들이 함께 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마을기업
이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129 5층
02-867-6857
octo449@nate.com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207호
02-805-7244 
imwood.net
im_wood@naver.com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10길 96
1동 109호
070-8239-7146
cafe.naver.com/kcgongdong
sabin74@hanmail.net

마을기업 현황  
금천구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지역민들이 도시 텃밭을 통해 세상과 만나도록 돕기 위해
텃밭 조성, 생태농업 교육, 텃밭 관련 자재 판매, 텃밭 생산물
로 식품 가공·판매 등 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02-809-6070
azim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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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워커협동조합

금천구 지역 풀뿌리 환경단체인 숲지기 강지기와 암탉 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결합해 만든 마을기업이다.
솜씨 및 원예공방 운영으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 교구 
제작과 환경 체험 교실, 지역 활성화 마을 만들기, 공정무역
가게와 카페도 운영한다.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5길 13
02-895-3379 
blog.naver.com/sambo333
3sambo@hanmail.net

관악구

(주)에덴스푸드

지역아동센터 급식 제공 및 음식 문화 교육을 진행하며, 
유기농 도시락 마을사업단을 운영한다.  

새터애협동조합

새터민으로 남한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새터민 당사자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봉제 
공장을 통해 새터민 자립 및 소통 공간을 운영한다. 

좋은친구들 협동조합

E&L마켓(EM&Local-food Market)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서울시 관악구 조원중앙로2길 111
02-858-2953
edensfood@naver.com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3길 16
103호
02-882-9233 
facebook.com/saeterlove
nokcha1125@naver.com

서울시 관악구 양산길 46 1층



38

노나매기단체급식협동조합

공부방 이용 아동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가 함께 운영하는 단체 급식소를 만들었다. 도시락 판매 수익
금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지원한다.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에 앞장선다. 

마을.살림(마을닷살림)

성대골을 중심으로 마을 장터, 에너지 축제, 불끄기 행사,
에너지 진단, 에너지 절전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자립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6길 76
02-587-2251
saeterlove1.cafe24.com
nonamegicoop@gmail.com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71
02-1600-3175
chamsongil.com
moojinjang36@hanmail.net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80
02-3280-6684
e-super.co.kr
ksy03242008@hanmail.net

한국학습코치협회

3년 간 학습 코칭 임상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변화에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을 모아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지역
연계형 자기 주도 학습관을 운영한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34
02-3472-7762
klcoach.or.kr
yuncoach@paran.com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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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알찬 협동조합

당일 조리해 당일 판매하는 신선한 반찬과 엄마들의 정성이
담긴 간식을 판매하는 마을 분식 카페를 운영한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0길 40
foru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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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목공방에 숨겨진 비밀, 
금천구를 넘어 세계에서 빛나다  

금천구에 위치한 (주)아임우드는 도심 속에서 친환경 가구를 제조하고 목공 교
육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목공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의 청년 및 중장
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마을기업을 가다
금천구 ‘(주)아임우드’

전통 가구 장인에서
마을기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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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임우드가 운영하는 목공방에 들어서면 여느 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는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다. (주)아임
우드의 ‘심상무’ 대표가 바로 그 비밀의 열쇠다. 

심 대표는 ‘심상무짜임’이라는 국내 유일한 결구 방법으로 특
허를 낸 소목장이자, 문화재 수리 기능 보유자다. 인간문화재 
공예가 박명배 선생 등에게 사사를 받았다. ‘심상무짜임’은 세
련된 디자인은 물론 내구성이 뛰어나 지진을 자주 겪는 일본에
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 또한 전통 짜임 가구 제작법 교육으로 
사라져가는 목공 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각종 공예품 대전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목공 일
을 시작했지만 목공을 향한 심 대표의 열정은 누구못지 않다.  

심 대표에게는 ‘전통 가구 장인’이라는 이름과 동시에 또 다른 
직함이 있다. 바로 마을기업가다. 직업전문학교에서 목공을 가
르치던 중 받은 사회적기업가학교 교육이 계기가 되어 2011년 
마을기업과 인연을 맺었다.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그에게 

전통 가구 장인에서
마을기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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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선정은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 

마을기업으로서 (주)아임우드의 주 무대는 심 대표가 20년 넘
게 살아온 ‘금천구’다. 그동안 단체 목공 체험 및 진로 체험 활
동 등 지역민들과 목공으로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그 중에서도 심 대표가 특히 애정을 가진 사업은 고등학
교 내 특별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목공 수업이다. 언젠가는 그 
학생들이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목공 선생님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렇게 그는 늘 지역과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마을기업이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들
을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요. 
전부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관내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체험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
는 사업들이다. 

제2의 고향에서
목공으로 재능 나눔  

‘히트상품’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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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주)아임우드는 몇 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 중이다.  심 대표는 마을기업표 ‘히트상품’
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을기업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
면 좋겠어요. 그 기업만의 색깔이 담겨있는 히트상품을 개발한
다면 수익도 늘고 더 좋은 일자리도 생겨서 지역민들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더 확장될 거라 믿어요. ”
심 대표는 최근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심상무짜임’을 알리기 
위해 일본, 독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을 공략 중이다. 아직은 
그 발걸음이 더디지만 언젠가는 (주)아임우드의 도전이 금천
구를 넘어 세계에서 빛나길 기대해본다.  

‘히트상품’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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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생활권-1
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중랑구

 교육 공예 문화콘텐츠            자원재활용 

 카페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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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다문화 인형극단 
모두

약령시허브
그린협동조합

(주)희망을심는나무
성동패션봉제

협동조합

마장축산물시장진흥
사업협동조합

(고기익는마을)

이야기가있는 사람들
협동조합

SSST(주)(성수수제화타운)
(성동제화사업주협회)

감성마을 협동조합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주)동대문마을기업

광진담쟁이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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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망을심는나무

화훼 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다. 

중곡제일시장아리청정협동조합

중곡시장 전통 음식 공동 브랜드인 ‘아리청정’을 개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국산 깨로 직접 짠 ‘아리청정
참기름’을 비롯해 국산 효소 현미, 굴비, 건어물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등 수익 창출과 함께 시장 혁신
을 주도하고 있다.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동육아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진출
을 돕고자 설립되었다. 광진구 지역 여성들을 주축으로 마을 
가게 및 제조, 평생 교육, 디자인 상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22 5층
02-2038-0101
hopetree.co.kr 
lsj990189@naver.com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길 14
02-466-5003
aricj.co.kr
taesin0517@hanmail.net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07
070-8263-1211 
inurilove.modoo.at 
flowerstar7@naver.com 

마을기업 현황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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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광진담쟁이협동조합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창구를 
만드는 일로서 진로 직업 탐색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상담소 
운영 등을 한다.  

한국동화 사회적협동조합

평균 연령 60세의 할머니들이 공연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스토리텔링과 전래동화 연극·음악극·마당극·인형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활동과 전래동화에 관한 여러 콘텐츠를 
개발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녹색드림협동조합

친환경 지도사 교육을 받았던 동대문구 주민들과 기존 친환경 
제품을 제작 유통하던 (주)녹색환경나눔이 만나, 지역 내에서 
친환경 생태사업 및 건강나눔 사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렁이 분변토 상자 보급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 인형극단 모두

다양한 국가의 문화 알리기를 넘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경제적인 자립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다양한 국가의 동화책을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고 
이 동화책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공연도 하며, 각국의 
전통놀이를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등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635 2층
문화부엌
02-477-1800 
culturekitchen.modoo.at 
yahoballoon@hanmail.net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3길 12
02-467-4754
kdonghwa.com
5cmsook@daum.net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23길 28 
02-3390-4589
ecocoop.kr
kuspring@hanmail.net

서울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4길 59
02-965-7808
modoowe.com
modoo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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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령시허브그린협동조합

한약재 부산물을 재활용해 친환경 상품화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주)동대문마을기업

동대문구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회의 주민들이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드는 
전통 장류 등 웰빙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SSST(주)(성수수제화타운)(성동제화사업주협회)

서울성동제화협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이자, 장인이 만든 
수제화로 성수동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마을 공동 
매장이다. 윤리적 생산과 소비로 도·소매를 다루며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해 왜곡된 유통 구조를 혁신한다. 

마장축산물시장진흥사업협동조합(고기익는마을)

마장 축산물 시장과 소매점 활성화를 위해 ‘고기 익는 마을’을 
운영하며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해 저렴하게 
맛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육류 소비 확대와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8-2
02-3394-7708
hgcoop@naver.com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59-16
02-2248-1288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1층
02-2118-7091 
ssst.co.kr 
ssst61273@daum.net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4길 11-1
02-2281-4446, 7 
mjmm.co.kr
mjmm4446@hanmail.net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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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성동패션봉제 협동조합

봉제 사업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원부자재 공동 구매,
패션봉제 기술인 양성,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우리 마을 봉제 공방을 운영한다. 

감성마을협동조합

성장기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간식 및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간식 가게를 운영한다.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

마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어우러지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카페 ‘이야기가있는사람들’을
운영한다.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길 89 1층
02-2296-0027
jhk3340@naver.com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3길 22
02-493-3535
cafe.naver.com/gamsungmm
henriatta@hanmail.net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B 02호
02-491-7999
jijun-00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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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을 가다
중랑구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

마을기업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 ‘이야기가 있는 사
람들’은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 위치해 있다. 카페 안으로 들어
서니 카페 끝 쪽의 긴 테이블에서 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어우러져 
핸드페인팅 수업이 한창이다. 한 청년이 익숙한 듯 커피를 직접 내리고는 테이
블로 배달까지 한다. 그는 발달 장애를 앓는 청년이자,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

발달장애인 엄마들의 절박함이 
빚어낸 희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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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이경애 대표의 큰 아들이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기업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합’
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던 부모들이 의기투합해 
2014년 문을 열었다. 복지관의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에서 만
난 엄마들이 먼저 마음을 냈다. 이미 장성한 자녀의 미래가 걱
정이었던 이경애 대표도 그 중 한명이었다. 
“대부분의 장애인 엄마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에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다 보니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몇 날 며칠 밤을 세워가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접 발로 
뛰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악물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다. 
이 길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절박함’이 일궈낸  결과였다. 엄마
들의 절박함은 마을기업 선정으로 이어졌고, 장애인 자녀들도 
잇따라 바리스타와 화장품 자격증을 땄다. 장애인 자녀들은 그
렇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사회 밖으로 나서는 연습을 시작했다. 

절박함이 빚어낸
마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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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야기가있는사람들’에서는 매주 목요일 지역민들을 위
한 생활 강좌가 열린다. 핸드페인팅,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전문 강사가 직접 와서 가르쳐준다. 장애인인 조합원 자녀들이 
대다수지만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찾아온 비장애인들도 많다.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보고 놀래요. 평
소에 장애인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 당
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평소 가졌던 편
견이 깨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 강사님도 처음에는 아이
들을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누구
보다 좋아하세요.” 
생활 강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
는 계기를 마련해 줘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가정’과 ‘복지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장
애인들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를 넘어 함께
머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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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마을기업 5년차에 접어든 ‘이야기가있는사람들협동조
합’도 최근 위기를 맞았다. 협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과
제기도 한 조합원들 간 소통과 협력 문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모성의 힘을 믿는다. 
“직접 커피도 만들어 나눠주고, 강좌 하면서 비장애인들과 어
울리며 사회성도 키우고...우리 아이들에게 이만한 공간이 없
다 싶으니 힘들어도 쉽게 포기가 안돼요. 언젠가 우리(부모)가 
없어도 아이들이 지역의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야죠.”

카페 ‘이야기가있는사람들’은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물론 부모
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다. 그러한 성장 이야기가 담긴 이 공
간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봄날을 맞이하는 그날을 꿈꿔본다.  

위기 뒤 찾아올
봄날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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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생활권-2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교육 공예 건설           먹거리

 돌봄 카페 녹색에너지           생활서비스 

 문화콘텐츠             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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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협동조합

함께웃는가게

(주)에듀케어공동체

세상을움직이는힘
(장애우두레 비전학교 
학부모회(세움카페))방아골사람들

(주)한국통합
체험학습센터

(주)키득키득협동조합
성북신나

(주)동네목수

협동조합에너토피아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협동조합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강북행복한돌봄 
협동조합(우렁각시)

한국교육강사협동조합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노원실버협동조합

청구FM

목화송이협동조합

협동조합감좋은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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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마을 속 음악 플랫폼 ‘괜찮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예술 교육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한국교육강사협동조합

창의교육과 교육나눔의 목적과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전하고자 한다.
창의·인성 교육 마을배움터 ‘꼴찌 학교’를 운영한다. 

협동조합 함께웃는가게

의류·도서 등 생활용품을 기증 받아 판매하고 발달장애인의 
자활 교육 훈련과 중·고등학교 특수 학급의 체험형 직업
교육을 제공하다. 

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우렁각시)

구인처 개발·관리 및 일자리 연계, 교육·홍보·상담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9길 29 4층
02-998-0209
kimeunsu741@naver.com 

서울시 강북구 숭인로 5길 14
0507-1471-2003 
ktcedu.modoo.at 
nazubu70@hanmail.net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24 1층 9호
02-993-8859 
blog.naver.com/withstore13
withstore13@naver.com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24 1층 7호
02-987-1419 
carecoop.pro
khdh923@daum.net

마을기업 현황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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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원구

청구 EM

중계 청구아파트 입주자 모임으로 EM(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펼치면서 EM 활용에 대한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목화송이협동조합

면생리대를 비롯하여 각종 친환경 바느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원실버협동조합

대단지 아파트 내 경로당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택배를 
운반하고 직거래 유통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감좋은공방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헌 의류 업사이클링과 생활소품을 
제작해 판매한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25
02-935-8046 
bjo0308@hanmail.net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66 2층
070-7124-9351
cottonball.kr 
mokhwasonge@naver.com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28길 23
02-938-0888 
lsh9380888@daum.net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2 101호
02-2091-2484 
gam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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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골사람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 밥집 ‘여름 방학’ 운영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자립적인 운영을 추진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5라길 31
02-954-2291
laputasky@paran.com 

(주)세상을움직이는힘
(장애우두레 비전학교 학부모회(세움카페))

착한 재료를 사용하고,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장애 가족 자활 
공동체로, 지적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해 본점 제과제빵실과 
지점 세움카페를 운영한다. 

(주)에듀케어공동체

도봉구 지역 내 ‘즐거운 지역아동센터’와의 장소 연계로 보습 
학원과 동일한 양·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학원보다 
저렴한 학습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과후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주)한국통합체험학습센터

지역사회의 역사·생태·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아동 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센터다.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13다길 3-29(본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91 2층(사업장)
070-4251-4264
blog.naver.com/sesangul 
sesnagul@naver.com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10 3층 
070-7642-1407 
blog.naver.com/jkh431
ddrdmz3@hanmail.net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18 4층
02-921-6384
kfunstudy@naver.com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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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목수

성북구 장수마을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마을 재생을 
꿈꾸는 마을기업이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4라길 4
02-747-6004 
jangsumaeul.com 
dongnemoksu@gmail.com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방과후 및 놀토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8길 11
02-923-7555 
kidari6009@naver.com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

역사 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성북동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국 최초로 장애 아동 시간제 
돌봄 공간 등을 운영하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간을 
기반으로 스포츠 체육, 미술치료 등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으로 생애 주기별,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토탈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45 3층
02-6249-0101 
soonae1211@naver.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환승주차장 701-1호
02-909-4125
cafe.naver.com/treen10  
namu4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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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성북신나

지역 재생과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연구, 기획, 
교육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에너토피아

한국전력 퇴직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회사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으로, LED 친환경 리폼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 

(주)키득키득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 맘 키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56 302호
070-5104-1402 
sinna.us
info@sinna.us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9가길 23-6
02-2241-3902 
enertopia.co.kr  
hansangyoo@naver.com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길음로118
대림아파트 작은 도서관
02-941-3142
artmasulso.net/?p=899
mamki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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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9세가 된 이은호 씨는 실버택배 기사다. 벌써 6년 차다. 그의 근무지는 
5,000세대가 사는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 단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몸도 건
강해지고, 물품 체크하고 일지도 써야 하니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오래 일하다 
보니 익숙해진 주민들에게 칭찬도 들어서 일의 보람도 느끼고요.”

'실버택배'로 노인 일자리의
새로운 장을 열다    

마을기업을 가다
노원구 ‘노원실버협동조합’

일로 건강도 찾고
삶의 보람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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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환하게 웃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한다. 

이 씨가 소속된 곳은 노원구 마을기업인 ‘노인실버협동조합’이
다. 2010년 관내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2017년 마을기업으로 선정
됐다. 지금은 대형 택배회사 네 군데와 연계해 하루 1,000개 이
상의 택배 물품을 받는 곳으로 성장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조합원 25명은 모두 70-80대 고령자이자 노
원 구민들이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그들의 사무실이자 작
업장이다. 대형 택배사가 택배 물건을 경로당으로 실어오면 이
를 아파트 동별로 분류하고, 분류한 물건을 체크해 기록한 후, 
전용카트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 업
무다. 하루 50개에서 100개까지 배달하며 이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다. 노인들은 일자리를 
얻고, 주민들은 안심하며 택배를 받고, 택배회사는 경비와 시
간을 줄여 그야말로 일석삼조 사업이다. 

일로 건강도 찾고
삶의 보람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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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응도 뜨겁다. 낯선 택배 기사가 부담스러운 요즘, 동
별 책임제로 동네 어르신들이 방문하니 관계가 깊어지면서 신
뢰감도 커졌다. 주민들과 매일 접촉하는 점에 착안해 지역 지구
대와 협력으로 독거 노인들의 일상을 살펴 돌연사 등 불행한 사
고를 막는데도 앞장선다. 

하지만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 아파트 단지 
내 잦은 주민 민원과 ‘개인 장사냐’는 따가운 눈초리 등으로 이
승희 노원실버협동조합 이사장은 한때 사업을 정리할 생각도 
했었다. 그때 힘이 되어준 이들이 바로 조합원들이었다. 
“여기가 우리 인생 전부인데 포기하지 말고 같이 힘내자는 조
합원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가 되
었죠.”
조합원들의 말에 다시 힘을 낸 이 이사장에게 2017년 마을기업 
선정도 큰 도움이 되었다.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작업장 개보수, 차량 및 운반 장비 
구입으로 안정적인 배송이 가능해졌다.   

열정과 지원으로
극복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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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7만 여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 노인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돕는 일자리 창출
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에 노원택배협동조합은 그동안 쌓은 택배사업 노하우를 토
대로 노원 지역 경로당을 통한 실버택배 사업의 확장 및 안전
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계획 중이다. 노원구도 여기에 힘
을 보태고 있다.   
이 이사장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에 우리 사회가 더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로당에 있는 대다수 노인들이 고스톱이나 술로 시간을 보내
는데 휴우증이 생각보다 커요. 노인들이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노인들 위한
새로운 일자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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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생활권
강남구/서초구/강동구/송파구

 건설 공예 문화콘텐츠          카페

 자원재활용

(마)강남스토리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협동조합

강남드림협동조합

협동조합잼터

(서)서초 나눔장터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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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1동주민자치위원회
(나누기와 보태기)

일원동 문화 사업단

한성백제 협동조합

나무사랑 협동조합

(주)놀자씨씨
국악나루 협동조합

메종드한디자인
협동조합

어린이 안전재단

마천1동 공동사업협동조합

홍스공방(코이로)

아리아트액세서리
협동조합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68

강남드림협동조합
(구 강남친환경집수리 및 재활용협동조합)

강남구 내 친환경 집수리 및 재활용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다. 

일원동 문화 사업단

즐거운 일원 마을 예체능 활동을 한다.

(마)강남스토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문화 역사와 강남의 매력을 전달
하기 위해 강남의 스토리와 여러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 
최초의 여행•체험 학습 전문 마을기업이다.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협동조합

바리스타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청춘 
카페다.  카페 공간의 개방으로 세대 통합을 지향하고,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한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47
02-563-0409 
nim237@hanmail.net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38길 20
070-7579-7791 
blog.naver.com/irwon1_cg 
irwon1_cg@naver.co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6길 10 5층
02-547-2295 
gangnamstory.net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4-26
영동새마을금고 지점 3층
02-518-7771 
silcafe@naver.com 

마을기업 현황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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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잼터

‘재미있는 놀이터’라는 이름처럼 다년간 체험학습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진 강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과 체험 학습 사업을 한다. 

(주)서초 나눔장터

재활용 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한다. 

국악나루 협동조합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이다. 문화재 및 
유적지를 활용한 교육, 문화, 체험, 공연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

한국 미를 살린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마을기업으로,  가장 아름다운 
한국 문화 정립을 꿈꾼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33-5
02-322-0525
zaemteo.com 
chilary@naver.com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서초토요벼룩시장 內)
070-8959-9177 
blog.daum.net/plusmee 
sendfile@nate.com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8-2
02-470-7147
cafe.naver.com/gugaknaroo 
kukaknaru@naver.com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99길 15
401호
02-484-1649  
maisondehan@naver.com

서초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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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트액세서리협동조합

‘액세서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아트 액세서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수공예 액세서리
를 제작해 판매한다.  

홍스공방(코이로)

강동구 지역의 소규모 가죽 제조업체와 젊은 디자이너 그룹이 
연계해 공동브랜드와 공동매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한다. 

(주)놀자씨씨

‘재밌게 일하면서 돈 벌자’는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모인
공연 이벤트 기획사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축제 기획 
등을 한다.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44-10
02-488-3658  
haja_u@naver.com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09
070-8955-7785  
coiro.co.kr 
hongsbang@gmail.com

서울시 강동구 암사길 105
02-429-4014
orangewave@hanmail.net 

마천1동 공동사업협동조합

마천1동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 공구 대여,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주택 보수, 직거래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을 한다.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43다길 6-2
070-8162-5000   
coop-town.co.kr
7812700@naver.com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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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협동조합

폐원목 리폼을 통해 가구를 제작·판매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성백제 협동조합

송파구 석촌고분과 석촌호수 일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
하여 석촌 고분군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진행한다.  

어린이 안전재단

노후 자전거 재활용 및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사업을 한다. 

거여1동주민자치위원회(나누기와보태기)

나눔&행복한 가게 운영 통해 자원 재활용 및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79
지하1층
02-3432-3000
songpase.org/com/treelove  
CKC9588@naver.com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8길 12-6
201호
rd6854rd@naver.com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테라타워
b동 1108호
02-406-5868 
childsafe.or.kr
105299@daum.net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3길 32
02-214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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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을 가다
강동구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

지난해 서울시 강동구의회는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완차이구의회를 방문했다.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과 지방 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동
구의회는 색다른 조명을 방문 기념품으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강동구의 암
사 선사 유적인 ‘빗살무늬토기’를 모티브로 전통 한지를 이용하여 만든 조명이 
그것. 해외 관계자들도 특별한 선물에 흡족해했다는 후문이다. 

한국美 살린 디자인으로  
지역에 색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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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한 조명은 강동구 마을기업인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
합’이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김주리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 
대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를 모티브로 
태양광 조명을 넣어 완성된 한지공예 조명 위에 작가님이 직
접 정성스럽게 빗살무늬토기를 그려줘 완성된 제품”이라고 설
명했다. 
강동구의회는 이 기념품을 해외 교류단 방문에 활용한 것은 물
론, 지역의 대표 축제인 ‘강동 선사문화축제’에서도 완제품과 
더불어 어린이 교육용 DIY 제품으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
다.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은 강동구에 터를 잡은 디자이너들
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이자 디자인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현
재 조합원은 10명으로, 모두 디자인이나 그림 전공자들이다. 
김 이사장 또한 홍대에서 금속조형디자인을 전공하고 액세서
리와 소가구 제작,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전문 디
자이너다. 

한국 문화를
디자인하는 마을기업 



74

‘메종드한(maison de HAN)’은 공간의 의미인 ‘메종(mai-
son)’과 우리 문화 즉, 한국 스타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韓)’을 조합한 단어로, 한국 문화를 의미한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 문화 정립을 꿈꾸는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의 방향성이 
잘 담겨진 이름이기도 하다. 

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은 2014년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적 색깔이 강한 한옥 인테리어 사업이 주였다. 
그해 마을기업에 선정되면서 공간을 지원받아 한옥 인테리어 
전시장 겸 카페인 ‘카페메종드한’을 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인들의 무료 퓨
전 국악공연을 선보였어요. 청년 작가 혹은 디자이너의 작품 전
시와 주민들을 위한 한지 조명 제작 강의도 열었죠.”
김 이사장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카페메종드한’이 강동구
의 새로운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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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드한디자인협동조합은 최근 시즌2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주력했던 한옥 인테리어 사업을 최소화하고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희 조합원 대다수가 강동구에 거주해요. 아무래도 내가 사
는 지역을 알리는 게 더 좋잖아요. 특히 강동구는 선사 유적지, 
도시농업 축제 등 특색있는 도시라 지역 역사 문화를 현대적 시
각으로 풀어내려는 우리의 방향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 디자이너가 홀대 받는 현대 사회에서 김 이사장과 조
합원들은 오늘도 강동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 브랜드를 직접 만
들어내는 상상을 한다. 열악한 디자이너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날도 함께. 

지역+한국美로
시즌2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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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준비하는 
서울시 마을기업 지정 

78 마을기업 준비 가이드  
81 마을기업 Q&A 
89 마을기업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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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준비 가이드
지금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마을기업 준비, 아래 준비 가이드를 꼼꼼히 
살펴보고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봐요.  

STEP1. 지정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확인부터!
STEP2. 상담에서 사업비 지원까지 지원사항도 꼼꼼히!
STEP3.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지정 절차에 따라 Go Go~

5. 지역성
▪지역 기반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성 
     : 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출자,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 주민 고용

4. 공공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추구, 지역사회  
    공헌 활동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 지분의
    합 50% 이하

2. 공동체성
▪모든 회원의 법인 출자 원칙 준수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마을기업의 출자자로 참여
     *10인 이상 출자 권장, 6인 이상 지역 주민 비율은 70% 이상

1.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형태

3. 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 추구, 시장 경쟁력 확보
▪손실금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 기준 충족

STEP1.     아래 6가지 지정 요건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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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교육
▪1차 사업 대상
      : 5인 이상 24시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입문, 기본, 심화) 이수

▪2차 사업 대상
     : 5인 이상 4시간 마을기업 운영 전문 교육 이수

STEP2.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일까요? 

1. 상담 지원  
▪마을기업 설립 상담과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생태계조성사업단)
    2.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
         서울의 사회적경제 > 마을기업 > 자치구 센터 안내

▪8,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금액
         투자 유형 선택 후, 사업 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단,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2. 지급 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3. 지원 기간
         사업 개시일(약정 체결 일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신설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1년 간  2,000만 원(자부담 20%) 지원 

▪우수 마을기업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차등 지급 
      *우수 마을기업 :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두루
                                       갖춘  마을기업을 심사 선정하여 지원

2.  사업비 지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초기 투자형 5,000만 원 3,000만 원

후기 투자형 3,000만 원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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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지원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안내 sehub.net)

        3. 육성 지원
             - 판로 지원
             - 제품력 향상 지원
             - 마케팅 지원 등

    2. 교육 지원
          - 경영컨설팅 
          - 경영 부문별 교육 실시

    4. 레벨업 지원
          - 홍보/마케팅
          - 디자인 지원
          - 신규 상품 개발 등
            *사전 진단 후 인력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제 해결력 제고

     1. 일상 지원
          - 법률, 회계 등

STEP3. 지정 절차는 이해하셨나요?

67 58

119 10

모집 공고 현지 조사

행정안전부 심사

사업 기간 종료 후

교육 실시

서울시 심사지정 통보

사업 추진

지원 접수

자치구 적격성 검토

약정 체결

자치구 센터 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접수

신청 적격 여부 확인행정안전부
↓

서울시
↓

자치구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제출

서울시, 자치구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대면 심사최종 심사

 자치구청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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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Q & A

1.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협동조합은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마을기업은 그러한 기업들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은 
조직의 형태가 협동조합 또는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분의 마을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통해 마을(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지역성과 공동체성, 공공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Tip. 마을기업 지정 요건

기
업
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함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닐 경우 자치구에서 시로의 추천 불가

공
동
체
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가 5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공
공
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1.여기서 출자 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
           ③배우자 및 직계
     2.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의 한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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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1.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하여야 함 (우수 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2.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Q2. 마을기업 준비부터 선정, 사업 추진까지 과정을 알고 싶어요.
신규 마을기업의 경우, 매년 11~12월 사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차기년도 신규 
마을기업 신청 공모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업에 한해 현지 조사→서울시 심사→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 기업은 대략 3~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현장 점검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년차 기업의 경우, 매년 3월 공고와 필수 교육이 진행되고, 6월에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Tip. 마을기업 육성 체계

순서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1 지원기관 선정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광역

2 마을기업 교육

▪신규 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차 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광역/기초

▪신규 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차 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3 공모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

4 적격 검토
▪신청 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선정 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5 심사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 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광역

▪문제 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 실사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 심사

행정안전부

▪예비 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예비 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6 사업 추진
▪사업 시행 약정 체결 및 사업 수행
▪사업 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행정안전부

7 점검·평가
▪현장 점검 후 결과 제출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기초→광역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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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수 선택

입문 이수 효력: 2년
(4시간)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 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기업 설립 사례

기본 이수 효력: 2년
(10시간)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 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우수 사례(견학)
▪공동체 운영 및 관리

심화 이수 효력: 2년
(10시간)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 요령)
▪재무 기초
▪마케팅 전략

▪기업 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Q3.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라고 부르며, 입문·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 시간은 24시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상담과 컨설팅을 위해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전 교육은 사업 추진의 공정성을 위해 출결 상황을 매우 엄격히 모니터링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4. 마을기업 신청 시 법인 설립과 공간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나요?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법인 설립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제출 서류이니 반드시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Tip.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안)

Tip. 신청 시 제출 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별도 서식 없음)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2차 지원, 고도화 마을기업 신청의 경우
    ⑨실적보고서         ⑩정산보고서, 재무제표 추가 제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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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마을기업 준비부터 선정, 추진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준비 과정에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 중인 마을기업 소재지의 구청 마을기업 담당자 또는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Tip. 자치구별 문의처

1. 자치구청
연번 자치구       부 서      전화번호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698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1

7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5

8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2

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7254

1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1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7

1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8298

1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3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16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64

1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18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5

19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5

20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21 관악구 주민협치과 02-879-5753

22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40

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3

24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4913

2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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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주소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6713-7500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597-17
관악사회적경제허브 2층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32-3792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 8길 23

도봉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04-5906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성북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6223-6230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5길 29 3층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02-355-7913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994-8283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 서울캠퍼스 만우기념관 3층 7307호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666-9845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4-28  
오류문화센터 4층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33-715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성동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2291-2323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8층

강동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489-1366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922 2층

마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03-5284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1, 2층

광진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461-9390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동작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815-171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양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2643-1556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5029-4969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2층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단 02-969-9936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네오르네상스관 B203-3호

용산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2-318-5200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B1

강서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 02-2600-650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10-10
2층(탐라영재관)

서초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2-582-8868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길 10 지하2호

종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2-739-70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3 쌍용빌딩 3층

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70-8670-0039 서울시 중구 다산로 62 이화빌딩 4층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 02-2043-1421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246(송파소방서 앞)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02-3140-8026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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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자부담 예정 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자부담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장에 출자자별로 이름과 출자금 내역이 
드러나도록 입금하는 방법과 법인 기금을 활용하여 일괄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법인 
기금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자부담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총회 또는 이사회 등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의결했음을 증명하는 회의록(참가자 전체서명 필수)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출자금 명부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
안전부에서 지정한 지원기관 등을 통해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마을기업박람회나 
장터와 같은 홍보 및 판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광역지자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여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을 위해 사업 모델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Tip. 마을기업 지원 내용
1. 1~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1.마을기업에서 투자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2.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사업 기간 : 사업 개시일(약정 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자부담 : 마을기업, 보조금의 20% 이상 공동 출자
                      *자부담 기준은 예비 마을기업 포함, 우수 마을기업 선정 시 제외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초기 투자형 5,000만 원 3,000만 원
후기 투자형 3,000만 원 5,000만 원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부담 : 법인 설립 등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시)

     1. 보조금이 5,000만 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이 경우 총 사업비 6,000만 원)   
     2. 보조금이 3,000만 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이 경우 총 사업비 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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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1. 지원 대상은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2. 2차년도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 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2.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지원 규모 : 1년 간 2천만 원(자부담 20%)

  ▪선정 기준 :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선정 시기 : 2018년 하반기 선정
                                   * 예산 지원은 2019년 예산 활용(2018년 예산 잔액이 남은 지자체는 2018년 지원 가능)

  ▪선정 방법 : 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시•도 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

3. 자립 지원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

  ▪박람회 개최 : 연 1회 이상 전국 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 지원 :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 및 확대

  ▪멘토링 : 우수 기업과 신규 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 노하우 전수 

  ▪마케팅 : 스타 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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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예비 마을기업이란 무엇인가요?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자지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 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Tip. 예비 마을기업 선정 및 관리 세부 내용

주관/시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모 시기는 4월을 전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선정 기준/
방법

▪신규 마을기업 선정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혜택

▪1,000만 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우수 마을기업과 연계 등),
     교육 등 지원,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시 가점 부여  

▪ 예비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광역)공모, (기초)접수, 현지 실사 및 적격 검토, 광역자치단체에 추천 →
    (광역)심사 및 지정 → (기초)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정산, 모니터링

▪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1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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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02-353-3553 / 070-4270-3943, 5034
       02-383-3533
       sehub.net
       info@sehub.net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열린사무실 4
       02-352-5846
       maeulse@hanmail.net

서울시 마을기업 협의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는 서울시의 마을기업들(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선정)이 함께 모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업을 통해 개별 마을기업의 미션 수행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자발적이고 
자치적 협동단체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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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 잡히는
서울시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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