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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때

핸드메이드는 개인의 취미영역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우리 사회의 문화흐름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핸드메이드가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이자 일상문화 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선물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싶을때 핸드메이드를 추천 합니다.

잘 만든 물건이 주는 감동

비록 단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하나 하나 정성을 담아 

잘 만듭니다.  잘 만든 물건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세요.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다양한 분야의 핸드메이드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개성이 담긴 아티스트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응원하게 됩니다. 



창작자들의 작품을 마케팅, 판매, 유통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을 모토로 

생활창작자들의 지속가능한 일과 삶을 제안하고, 그들의 활동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기획·운영합니다. 일상그림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패브릭 포스터를 

제작하고 주력으로 유통합니다.

독자적 순환이 가능한 글로벌 생활창작네트워크 구축

생활  I  창작  I  소통

비전

핵심가치

운영사업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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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20 - 2014

2020

9월

6월

2018

11월  

9월

2016

12월

11월

7월

2015

6월

2월

2014

12월

9월

대만 PUA 참가 (일상예술창작센터 사업 소개 및 패브릭 포스터 전시, 판매)

도쿄 기프트쇼 패브릭 포스터 전시, 판매

중국 심천 공익박람회 참가_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올해의 공예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4주년 기념 굿즈 제작, 납품 (TBS)

사회성과 인센티브 선발 

자체 제작 상품 일상그림 한살림 납품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위탁운영 선정(2016.12~현재)

도쿄 디자인 페스타 패브릭 포스터 전시, 판매

문화예술인 공동체 주택 ‘따뜻한 남쪽’ 완공(한국사회투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단법인 인가

홍콩 PMQ 팝업 스토어 (국내 창작자 제품 전시 및 판매)

일상예술창작센터 지속가능보고서 발간_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핸드메이드_오래된 미래를 열다>_COEX 

(2014.09~현재)

2013 - 2002

2013

4월

2012

7월

6월

2월

2010

5월  

월

2009

3월

2007

10월

2003

5월

2002

6월

생활창작가게 KEY 오픈 (2011.07 ~ 현재)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10년 아카이브 전시 “프리마켓, 10년을 바꾸다.”

생활창작열린포럼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10년, 

프리마켓에 미션을 제시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노동부, 제2010-003호)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일상예술창작센터 설립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김진애)에서

<홍대앞 에술시장 프리마켓>이 10월의 건축문화환경으로 선정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개최

<매주 토요일, 홍대앞 놀이터> (2002.06 ~ 현재)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



KBS NEWS (2020.08.24)
< ‘올해의 공예상’에 하지훈·일상예술창작센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844&ref=A

이데일리 (2016.02.17)

< 생활창작가게 KEY, 18~21일 홍콩PMQ서 팝업스토어 진행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0086612551
504&mediaCodeNo=257

스포츠조선 (2013.07.26)
< 위메프 공정미술 프로젝트 세 번째, 홍대프리마켓 오픈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727
0100224030017132&servicedate=2013072632&serviceda
te=20130726

더나은미래 (2019.05.29)
< SK그룹, 사회적기업 188곳에 사회성과인센티브 87억원 지급 >
http://futurechosun.com/archives/41556

세모편지_SE뉴스 (2020.06.01)
< 우리 사회의 작은 변혁가들 > 일상이 예술이 될 때

https://blog.naver.com/sehub/221985976436?proxyReferer=

더나은미래 (2013.10.01)
< 문화 매개로 한 소통·참여로 뜨거운 반응 >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05319.html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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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844&ref=A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0086612551504&mediaCodeNo=2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0086612551504&mediaCodeNo=257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7270100224030017132&servicedate=2013072632&servicedate=20130726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7270100224030017132&servicedate=2013072632&servicedate=20130726
http://futurechosun.com/archives/41556
https://blog.naver.com/sehub/221985976436?proxyReferer=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05319.html


다년간 창작자와의 협업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문 후 시안 검토 

및 불량 검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 하여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물 

구성이 가능합니다.  고품질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독특한 개성과 완성도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작가를 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자, 가죽, 패브릭, 

일러스트 등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중저가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입하고 선물하는 것은 

1인 창작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응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받을 수 있을까?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물 구성

말만 핸드메이드?

창작자 활동을 지원

일상예술창작센터 핸드메이드 제품의 차별성 

기관용 선물제안서



제작 과정

01 . 주문 02 . 제품군 결정 03 . 계약 체결 04 . 제품 샘플 확인 05 . 납품

목적, 원하는 제품, 납품 기한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2일 이내로 

회신 드립니다.  

협의하여 제품군을 결정합

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5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총 견적의 5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회적기어으로 5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총 견적의 5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기관용 선물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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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사업 하하원정대 TBS 패브릭포스터 서울여성공예센터

BUY SOCIAL 전국시민홍보단에게 보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꾸러미 구성, 패키지 디자인, 홍보단 모집 등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BUY SOCIAL 전국시민홍보단 기획 

https://www.facebook.com/LACC.KOREA/posts/1076643536100714

제품 구성 / 패키지 디자인 / 홍보단 모집

하나은행

링크

과업범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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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사업 하하원정대 TBS 패브릭포스터 서울여성공예센터

TBS 라디오 진행자의 일러스트가 담긴 패브릭 포스터 제작 

및 납품, 선착순 400명에게 무료 배포 될 수 있도록 블로그 

글 업로드와 배송

TBS 패브릭포스터 굿즈

https://m.blog.naver.com/tbstv/222098384148

제품제작 / 디자인 / 홍보

TBS

링크

과업범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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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사업 하하원정대 TBS 패브릭포스터 서울여성공예센터

공예축제 SNS 팔로우 이벤트 참가자 경

품으로 일상그림 패브릭 포스터 납품

서울여성공예센터 SNS 
이벤트 참가자 경품

https://www.instagram.com/seoulcraftcenter/?hl=ko

제품납품

링크

과업범위

ó ç ì êå ~ ã É Ü É ê É

서울 공예센터 더 아리움고객



선물 제안

[ 핸드메이드 ]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기관용 선물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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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가격대 구성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수제 향초, 코스터 by 마미공방

인스타그램 @atelier_mamie

구성

15,000 원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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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구성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성별과 연령대와 관계없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선물  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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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인스타그램

구성

가격대 구성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도자 풍경 by 스며요 

압화 카드 by 낮호랑이

스며요 _ @seumyoyou

3만원-5만원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로 만든 손맛 나는 물건이 주는 특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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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구성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도자로 빚어 구워낸 풍경과 생화를 말려서 완성한 압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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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구성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가격대

인스타그램

구성 패브릭 포스터 by 일상그림

둥근홀 화병 by 일상사물

인센스 홀더 by 위도

일상그림  @ilsang_greem

일상사물 @common_object

위도 @wedo_craft

10만원 내외

핸드메이드 라이프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핸드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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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구성 핸드메이드 힐링 타임 핸드메이드 터치 바이 터치 핸드메이드 라이프

아름다움과 실용성까지 겸비한 물건과 함께 하는 편안한 일상



선물 제안

[ 가치 더하기 ]

Dear Earth 에코 생활

Dear Friend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기관용 선물제안서



용도별 구성 Dear Earth 에코생활 Dear Friend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기관용 선물제안서

인스타그램

구성 양말 by 콘삭스

가방 by 팬두카

펜두카 @penduka_korea

콘삭스 @cornsox

Dear Earth 

에코 생활 

업사이클 소재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기술력과 일상예술창작센터의 디자인 전문성을 

결합하여 제품 개발



용도별 구성 Dear Earth 에코생활 Dear Friend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기관용 선물제안서

인스타그램

구성 코스터 by 공기 핸디크래프트

조명 by 루미르 

커피 by 아름다운 커피

공기핸디크래프트 @imgonggi

루미르 @lumirlight

아름다운커피 @fairtrade_beautifulcoffee

Dear Friend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의 의미있는 제품  



패키지

꼭 필요한 만큼의 완충제를 사용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면 100% 소재의 원단을 이용한 포장으로 손수건, 반다

나 등의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관용 선물제안서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3길 84-5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48-5, 1층

info@lacc.or.kr

02-325-8515 / 9954

@shop_key

@GreemIlsang

@LACC.KOREA

주소

Mail & Phone

일상예술창작센터 

생활창작가게 KEY 

E-mail

Phone

Instagram 

Twitter  

Facebook

기관용 선물제안서

문의

궁금한 점이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https://www.instagram.com/shop_key/?hl=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