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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E Goods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중심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제로써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영리기업과 정부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시장 부문, 정부 부문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동에는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그 주체이며 공동체 기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공통 방식을 토대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 공동의 소유와 운영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구조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다음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하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이라는 달달한 열매를 주었고, 우리가 마주한 경제 위기와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때에 따라 
정부가 개입해 시장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 역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구성원 간 서로 협동하고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주체로 삼아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대응해 가기에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환경문제
심화

청년실업 먹거리와
생활용품 불신고령화

사회적경제의
특징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인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 기여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 참여

내부적으로 구성원 사이에 
민주적 특징 의사 결정 구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자활
기업

주요역할 주요역할

주요역할주요역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조합원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수요 부응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자활
기업 참여를 통한 탈 빈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5인일 
경우 100%),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자발적 개방적인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일반협동조합(신고제)과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 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마을기업육성지침관련법 사회적기업육성법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법

주무부처 주무부처

주무부처주무부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 평등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공동체의 이익 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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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E Goods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일한 국제 사회적경제 플랫폼 GSEF

한눈에 보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가치 실현 (억원, 2017년 기준)

+ =

사회적기업

695
협동조합

69.3
지역사회 재투자

764
서울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 정책

사회주택 655세대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211세대 의료혜택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22개소

시민햇빛발전
1만5, 103MWh 생산, 

매출액 36억원 (매출액 27% 
9억 8천만원 시민 환원)

규모 (개소)

4,288 19,610
매출 (억원)

19,800
일자리 (개) GRDP (지역내 총생산)

0.5
(2016년)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2018년 기준)

고용보험가입률
우리나라 평균87% (협동조합)

90.6%

생존율
창업기업 39.1%보다 2.3배 이상
높은 생존율 (3년 기준) 91.7%

참 괜찮은 일자리 일반기업보다 높은 고용의 질 (고용안정 · 근무조건 · 인간관계 · 임금격차)

추진 사례∣노원구 되살림 사업연합 (매장 7개, 기증품 32,117점, 참여 1,730세대)
은평구 빈집 사회주택 (공가 11호점 오픈, 100여명 입주)
광진 돌봄 특구 (방문 돌봄, 정서 돌봄, 영양 돌봄, 위생 돌봄, 세탁 서비스)

자치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치구
인프라 지원

지역 의제
사업 지원 정책 확산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

학교협동조합
(개소)23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일터 (%)88공정무역 매출액
(억원, 4년간 4배 성장, 2018기준)463

미래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매출
(331개 기업에 장기
˙저리 융자, 억원) 817

일자리 창출
(매출액 3배 증가, 개)

1,851

서울시 역점사업투자
(사회프로젝트, 개)

381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사회투자기금

GSEF 2013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11.5 ~ 7) 서울선언 발표

2013 GSEF 2016 몬트리올 
포럼 총회 (9.6 ~ 8) 
66개국 1,500여 명 참석

2016GSEF 사무국 분사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유치
GSEF 운영위원회
(22개 기관, ILO 참가) 

2015 아시아정책대화
(7.1 서울)

2017 아시아정책대화 (7.6, 서울)
GSEF 2018 빌바오 총회
(10.1 ~ 3) 80개국 1,700여명 
참석 및 차기 개최도시 선정

2018GSEF 2014 창립총회 
(11.17 ~ 19) 주도로 설립 
아시아 청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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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013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1월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소확행 상품들

구상나무 양말세트, 사려니숲 마스크

비건 스킨케어

공정무역 동물 펠트 방석 시리즈

외출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양말과 미세먼지로부터 호흡
기를 지켜줄 마스크 아닐까요? 매일 내 몸에 닿는 것
부터 가치 있게! 환경도 지키고 나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그린블리스의 양말과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구상
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서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고 있는 나무
입니다. 양말 판매가의 10%는 녹색연합에 전달되어 
사라져가는 구상나무와 바늘잎나무의 마지막을 기록
하고 우리 숲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 및 환경 피해 최소화 효과까지 있
습니다. 감각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발과 신발의 마찰
을 줄여주는 편안한 착용감은 덤!

조금만 날이 풀린다 싶으면 찾아오는 중국발 
불청객 미세먼지!

잠시만 외출해도 금세 칼칼해지는 코와 목 때문
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
주 쓰는 일회용 마스크는 그대로 쓰레기가 되기에 
환경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린블리스의 오가
닉 면 마스크는 식약처 산하기관에서 0.06um 입
자를 막아주는 KF80 테스트를 마쳤고, 시험 결과 
40~42%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포름알데이트, 아릴라민, 알레르기성 염료도 검출
되지 않을뿐더러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인
증받아 호흡기 건강에도 걱정 없답니다. 세탁 후 
재사용 가능하니 환경에도 부담이 적을 테고요. 
사려니숲 사슴의 신비로움을 담은 디자인 면 마스
크로 나와 지구에 행복함을 선물하세요!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소확행 상품들

그린블리스

멜릭서

그루

January

새해 선물은 특별한 날에 주고받는 
것이기에 의미가 더해지는 
법인데요, 새해를 맞이한 기념으로 
특별한 일상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홈페이지  http://greenbliss.co.kr/index.html

그린블리스 ‘구상나무 양말세트’

그린블리스 ‘사려니숲 마스크’

그린블리스 ‘구상나무 양말’



014 015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1월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소확행 상품들

구상나무 양말세트, 사려니숲 마스크
비건 스킨케어
공정무역 동물 펠트 방석 시리즈

최근 동물권리와 환경,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이 늘면서 ‘비거니즘’이 확산되고 있지요.

비거니즘은 단순히 채식을 하는 식습관을 넘어 소비
와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17년 7월 
런칭한 멜릭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
하고, 파라벤 같은 화학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특징입니다. 겨울철 가혹한 날씨로 칙칙하고 건조
해진 피부에 생기를 돌려줄 ‘비타민C 세럼’과 ‘식물성 
스쿠알란 오일’은 100% 천연 식물성 성분을 사용했
어요.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소확행 상품들

January그린블리스
멜릭서
그루

멜릭서 ‘비건 스킨케어’

멜릭서 ‘비건 스킨케어’

홈
페

이
지

  w
w

w
.m

elixir.co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21℃입니다.

실내온도가 1도 낮아지면 7%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는 건강 실내온도인 20℃를 실천할 수 있도
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겨울
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에게는 20℃가 꽤나 
쌀쌀한 온도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
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공정무역 동물 펠트 
방석 시리즈’의 펠트는 보온성이 우수하고 충
격을 흡수하는데 우수한 원단으로 방석에 잘 
어울립니다. 또한 천연 양모 펠트를 사용하여 
더욱 푹신하고 부드럽습니다. 네팔의 여성 수
공예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고급스러운 
매력도 넘치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학
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답니다. 폭신하고 도톰한 촉감이 인상적
인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의 공정무역 펠트 
방석으로 네팔 빈곤여성에겐 경제적 자립을, 
나에게는 따뜻함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떠세
요?

홈페이지  www.fairtradegru.com/shop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공정무역 동물 펠트 방석 시리즈’



016 017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2월 옛것의 매력을 새롭게 일깨우는 의미 있는 상품

정원 투어

민화풍 초상화

한글 앞치마 정원 없이 건축물만 복원되는 현실이 안
타까워 한국 정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
치스럽지 않은 아름다움. 건축물이 아닌 한
국 정원이 가진 미학을 자세히 들여다보세
요. 월하랑의 창덕궁 정원 투어는 문화재청
이 지정한 공식 프로그램이에요. 창덕궁 외
에 경복궁 투어도 있답니다. 개인 투어가 활
발히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옛것의 매력을 
새롭게 일깨우는 
의미 있는 상품

월하랑

로카(loca)

바늘한땀협동조합

February

확연한 찬 공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즘 같은 날 고즈넉한 
정취 덕에 우리 전통문화를 
만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wolharang.com/s2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을 거닐며 여유를 찾아보세요.

월하랑이 자연을 그대로 살린 창덕궁 정원 투어에 초대합니다. 설명을 무심히 흘려들으며 따라 걷기만 하지 않겠냐고요? 개
별 수신기와 함께라면 주변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찾아 혼자 와도, 친구
나 가족과 함께여도 좋아요. 3시간의 산책 동안 정조가 야망과 포부를 담아 조성한 부용지, 헌종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
들어 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낙선재 등 고궁의 정원을 조선 왕들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
다. 창덕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원을 찾아보세요.

월하랑 ‘정원 투어’ - 창덕궁

월하랑 ‘정원 투어’ - 창덕궁



018 019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2월 옛것의 매력을 새롭게 일깨우는 의미 있는 상품

정원 투어
민화풍 초상화
한글 앞치마

매일 사용하는 앞치마에 한글과 전통을 
더해보세요!

바늘한땀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전통문
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과 옷을 접목했습
니다. 경력단절여성과 어르신의 일자리
는 물론 새로운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
작한 바늘한땀협동조합, 30년 동안 한복
을 연구해온 곽경희 이사장은 한복은 특
별한 날에만 입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
해 생활용품인 한복 앞치마를 선택했습니
다. 한복 앞치마뿐 아니라 한글 복주머니
파우치, 에코백, 천연 염색 스카프, 생활 
한복 등을 제작하고 있고, 버려진 한복 원
단으로 업사이클링 상품도 기획 중이랍니
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
업 레벨업 사업’에서 연계된 청년활동가
가 등록을 도운 덕이라고 하네요!

평범한 초상화는 끌리지 않으신다고요?

소중한 이들의 모습을 이 순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 사진과 그림
에 담습니다. 로카는 컴퓨터로 초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수작업 
초상화보다 낮은 가격으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밋밋한 사진
도 한국의 멋을 더한 초상화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로카가 선 하나 
하나 소통하며 그린 민화풍 초상화의 매력은 무엇보다 부드럽고 따
뜻한 색감과 배경, 그리고 그와 어우러진 모델의 행복한 모습에 있
습니다. 인물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초상화도 가능하답니다.

옛것의 매력을 
새롭게 일깨우는 
의미 있는 상품

월하랑
로카(loca)
바늘한땀협동조합

February

홈페이지  https://bnhanddam.modoo.at

홈페이지  http://tt-ttt.com

바늘한땀협동조합 ‘한글 앞치마’

로카(loca) ‘민화풍 초상화’



020 021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3월 프로페셔널한 당신, 업무 공간에 사회적 가치를!

이면지전용바인더 + 플랫펀치

꽃 정기 배달 서비스

DIY 공기청정기 Our planet Air

국내 연간 종이 소비량은 1인당 약 150kg라고 합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인쇄되는 종이의 40%가 한번 보고 버려지는 1회용으로 추정된다고 하네
요. 재활용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지만 사무실마다 박스로 쌓여 있는 이면지의 활용도
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지구나무의 이면지 바인더와 함께라면 쉽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답니다. A4 이면지를 반으로 접어, 사용한 면은 안으로 숨기고 깨끗한 면은 밖으로 보
이게 합니다. 그리고 펀칭 툴킷에 종이를 넣고 구멍을 뚫으면 끝! 지구나무의 블로그에도 
방문해보세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다이어리 인쇄 디자인을 공개하고 있답니
다. 마음에 드는 걸 다운로드해 이면지에 인쇄하여 라인 노트로, 월별 플래너로, 아이디어 
노트로 활용해보세요! 버려질 뻔한 이면지가 훌륭한 업무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프로페셔널한 
당신, 업무 공간에 
사회적 가치를!

지구나무

스롤라인

카드보드아트컬리지

March

직장인 대부분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은 아마도 사무실일 겁니다. 여러분 
사무공간의 환경은 어떠한가요?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신경하게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사무공간에 작은 변화를 불러와보세요.

홈페이지  http://earthtree.co.kr

지구나무 ‘이면지전용바인더 + 플랫펀치’지구나무 ‘이면지전용바인더 + 플랫펀치’



022 023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3월 프로페셔널한 당신, 업무 공간에 사회적 가치를!

이면지전용바인더 + 플랫펀치
꽃 정기 배달 서비스
DIY 공기청정기 Our planet Air

매일 아침 나서는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바깥뿐만 아니라 실내공간까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요즘 공기청정기는 필수죠. 하지만 성능 좋다는 공기청정기 가격이 부담스러
운 것이 현실인데요. 저렴하지만 강한, 그리고 유지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카드보드아
트컬리지의 Our Planet Air를 소개합니다. 500원, Our Planet Air를 일 년 내내 틀
었을 때 나오는 전기 요금입니다. 99.6%, Our Planet Air의 헤파필터가 거를 수 있는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0.3 마이크론 이하의 먼지까지 확실히 제거 가능하다고 해요.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4~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굵은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는 세척해서 건조 후 재사용 가능하며 헤파필터는 시판되는 제품과 호환되어 
언제든 구매 가능합니다. DIY 제품이라고 조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셔도 좋
습니다.

꽃 한 송이가 주는 기쁨. 반복되는 일상과 칙칙한 사무공간에 
활력을 선사하세요!

내가 일하는 공간이 좋은 향기로 가득하도록 싱싱한 꽃 한 송이를 
마련해 보는 건 어떠세요? 스롤라인은 플라워 카페이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전문 플로리스트가 싱싱한 생화, 드
라이플라워, 다육이, 선인장 등을 엄격하게 고르면 정신장애인 근
로자분들이 직접 배송해주신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인천 수
도권 지역까지는 배송비도 없어요. 먼 거리 배송도 걱정 없답니다. 
물 주머니가 포함된 특별 안전 포장 배송과 함께라면 전국 어디에
든 안전하게 도착하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에 싱싱한 꽃 한 다발! 꽃
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내딛는 사회로의 첫
걸음을 응원해주세요!

프로페셔널한 
당신, 업무 공간에 
사회적 가치를!

지구나무
스롤라인
카드보드아트컬리지

March

홈
페

이
지

  http://srolanh.or.kr

홈페이지  http://cardboardartcollege.com
스롤라인 ‘꽃 정기 배달 서비스’

카드보드아트컬리지 ‘DIY 공기청정기 Our Planet Air’



024 025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4월 지구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새활용 제품

다듬:이

멀티카드 파우치

동물 카드지갑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
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만큼 버려지는 쓰
레기도 엄청난데요. 하이사이클은 커
피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
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기업입
니다. 하이사이클의 대표 브랜드 ‘다
듬:이’는 커피 산지에서 생두를 수입
해 올 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커피 자
루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새활용 제품

하이사이클

큐클리프

오운유

April

소비 만능시대, 역사상 인류가 
이토록 쉽게 물건을 사고 버리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쉽게 쓰는 만큼 
늘어난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높이면서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하이사이클 ‘다듬:이’
연평균 1인당 커피 소비량 400여 잔!

일회용 잔으로 마실 때 필히 사용하게 되는 
슬리브는 종이 재질로 만듭니다. 일회용으
로 사용되다 보니 결국 쓰레기가 되는데요. 
나무를 아끼고 지구를 보호하는 커피 한 잔
의 시작! ‘다듬:이’의 슬리브&코스터 세트
를 사용해보는 건 어떠세요? 버려진 커피 
자루를 활용, 새로이 탄생한 슬리브&코스
터는 각각 고유한 패턴을 갖고 있어 똑같
은 디자인이 없답니다. 식품을 담았던 소재
로 만들어져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없
고, 가볍고 튼튼한 천연소재로 만들어 사용
하는 데 불편하지도 않답니다. 친환경 커피 
자루 슬리브 & 코스터 세트와 함께 일상의 
여유 한 잔 함께해요.

하이사이클 ‘다듬:이’

홈페이지  http://hicycle.co.kr

하이사이클 ‘다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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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이
멀티카드 파우치
동물 카드지갑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파블로 피카소

‘오운유’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넘쳐나는 아이들
의 그림을 유머러스하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풀어
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모티브 삼은 그림이 오운유
의 전문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디자인 상품으로 재탄생
합니다. 제품 컬렉션 중 60% 정도를 업사이클 라인으
로 생산하며 제작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 유
명 브랜드 샘플실에서 만들고 버려진 원단 등을 공수하
여 새활용합니다. 책상에 잔뜩 펼쳐놓고 친구들과 어울
리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 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개 구에서 일주일에 버려지는 
우산의 양은 약 1톤이라는데요.

큐클리프는 한 달에 500개. 지난 2년간 폐우산 2만 5,000
개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폐우산 천을 활용해 디자인 상품
을 만들기 위해서죠. 큐클리프의 제품은 특별합니다. 단 하
나도 똑같은 디자인이 없기 때문이지요. 큐클리프의 디자
이너가 직접 수거, 분리하여 고른 폐우산의 원단은 살균 세
탁을 거쳐 장인의 손끝에서 카드지갑으로 태어나지요. 각
기 다른 패턴과 색상, 시간의 흔적이 만든 빈티지한 무늬는 
힙스터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지구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새활용 제품

하이사이클
큐클리프
오운유

April

홈페이지  http://cueclyp.com

홈페이지  http://www.ownu.co.kr

큐클리프 ‘멀티카드 파우치’

오운유 ‘동물 카드지갑’

오운유 ‘동물 카드지갑’

4월 지구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새활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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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지하에서 만나는 공정무역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 있는 지구마을은 국내 공정무역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
는 공간입니다. 간단한 음료와 먹거리를 즐길 수도 있고 수공예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액세서리와 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 전
시들이 상시 진행되어 직접 체험하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신정, 설날, 추석 명절 당일만 
쉬고 항상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날씨 좋은 오후, 시청 주변을 산책한다
면 향긋한 공정무역 차 한 잔 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정무역 숍

페어라운드에서는 도슨트 프로그
램을 통해 공정무역 이론교육부터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주기적으
로 공정무역 수공예, 화장품, 요리 
배우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답니
다. 단순히 공정무역 물건을 소비
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실천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2층 매장에
는 국내 12개 공정무역 업체의 다
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니 둘
러보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서울의 공정무역 
편집매장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페어라운드

아프리카 스퀘어

더페어스토리

May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저개발국 
생산자의 상품을 공정하게 소비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정무역 
운동으로 공정무역 상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울 곳곳의 공정무역 
가치 소비 실천까지 즐겨보세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fair-round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igoomaeul

페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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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아프리카를 알리는 국제협력 NGO

아프리카 각지의 사회적기업, NGO에서 만드는 제
품들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 아프리카 브랜드 편집
숍이지요. 그래서인지 다른 곳에서 접하기 힘든 특
색 있는 아프리카 소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정
무역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정당한 거래수입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30%를 아프리카 교
육, 인식개선 활동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내 손목을 
더욱 빛나게 할 아프리카 수공예 팔찌에 에티오피아 
공정무역 원두로 만든 아이스커피 한 잔! 뚝섬에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 어떠세요?

공정무역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과 
스토리를 소개하는 더페어스토리

펜두카는 네덜란드의 디자인 아카데미
와 나미비아 현지 여성을 연계하여 독특
한 디자인의 상품을 만들어 알리고 이를 
통해 장애˙빈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현지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
을 자수로 새긴 앙증맞은 쿠션은 인기
리에 방영된 ‘효리네 민박’에도 등장했
답니다. 더페어스토리의 매장에서는 ‘펜
두카’ 외에도 캄보디아의 업사이클링 공
정무역 브랜드 ‘스마테리아’의 제품들도 
만날 수 있으니 성수동 아틀리에 길에서 
산책하실 때 들러 직접 구경해보시는 것
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더페어스토리 매장

아프리카 스퀘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서울의 공정무역 
편집매장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페어라운드
아프리카 스퀘어
더페어스토리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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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airstory.com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frisquare

더페어스토리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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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 베이비 블루,패치&클리어 쇼퍼백

제로데이즈 샤워바

데일리 스니커즈

나도 웃고 지구도 
웃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상품

June

2017년 7월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 선언 이후 아파트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일상을 멈출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상품을 
쓰는 노력을 시작해본다면 더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곧 다가올 휴가철 여행지에서 부담 없이, 그러나 ‘느낌 있게’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패치&클리어 쇼퍼백’을 추천합니다. 시원한 블루 톤의 데님 패치와 우든 소재 손잡이가 
인상적인 이 가방은 모두 기부받은 재활용 데님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이 멋진 가방
들이 그대로 쓰레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젠니클로젯은 자연에 
가까운 면, 데님, 린넨 소재를 사용하여 자원 순환될 수 있는 개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에코 디자이
너 브랜드입니다. 가죽이 아닌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 자원순환에 용이한 제품인 ‘마일드 라인’ 과 버
려지는 데님 소재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라인’ 제품이 대표적이지요. 목련자수가 아름답게 놓여 
있는 가방 ‘순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귀함을 재조명하는 ‘마리몬드’와의 콜라보 상
품입니다. 항균 작용과 호흡기 기능 강화 효능으로 알려진 유칼립투스 나무 추출물로 만든 ‘텐셀’이
라는 자연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화학성분이 아닌 천연소재이다 보니 공해 없이 자연
에서 피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가방이죠.

홈페이지  www.zennycloset.com

젠니클로젯 ‘패치&클리어 쇼퍼백’

젠니클로젯

제로데이즈

LAR

젠니클로젯 ‘마일드 베이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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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 베이비 블루, 패치&클리어 쇼퍼백
제로데이즈 샤워바
데일리 스니커즈

나도 웃고 지구도 
웃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상품

젠니클로젯
제로데이즈
LAR

June

‘화장품, 세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들

이왕 쓰는 거라면 우리 가족을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가격이 높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로
데이즈의 제품들이라면? 가격 거품도, 화학 거품도 싹 걷어냅니다! 매일 하는 샤워시간의 필
수품, ‘샤워 바’는 피지를 흡착하는 숯 성분, 보습에 좋은 오트밀, 시어버터 성분이 함유되어 
깔끔한 세정뿐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아준답니다. 합성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인
공 화학성분이 일체 들어있지 않아 임산부, 수유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몸 가장 
민감한 부분에 닿는 속옷, 그만큼 세제도 제대로 골라 써야겠지요? 콩, 녹차추출물, 자몽 씨추
출물, 야자열매의 지방으로 만들어진 이 세제는 세탁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아기가 입을 속
옷 빨래에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2L에 3mL의 세제만 풀어 담그기만 하면 세탁 끝!

한국인의 발은 서양인의 발의 모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발볼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브랜드의 경우 신을 때 사이즈
가 길이는 맞을지언정, 폭은 좁아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발이 아픈 당신, ‘LAR’의 데
일리 스티커즈 ‘Whale’을 소개합니다. ‘Whale’
은 가방, 피혁업체에서 사용되고 불필요하게 버려
지는 부분가죽을 모아 재생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렇다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업체에서 자투리 가죽 원단
을 수거하여 불순물을 거른 후 100% 리얼 소가
죽만 선별하여 만든답니다. 발에 닿는 안감은 무
려 유기농 면화를 사용합니다. 3년간 농약이나 화
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민감한 피부에 닿아
도 안심할 수 있지요. 또한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씨앗의 면화만을 사용한다니 친환경적인 것
은 덤이지요! ‘LAR’의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천연 
코르크와 천연 라텍스로 만들어진 친환경 인솔(밑
창)이 한몫합니다. 내 발에 딱 맞춰지는데 필요한 
시간, 단 1주일.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변형이 
이루어져 세상 다시없는 나만의 편안한 신발이 되
지요. 이 정도면 실용성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니커즈 아닌가요?

홈페이지  www.zeroday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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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데이즈 ‘제로데이즈 샤워바’

LAR ‘데일리 스니커즈’

LAR ‘데일리 스니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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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볼

클루텐 프리 베이커리

노 실크 컬렉션

휴식

클러치백

써니브레드 ‘비건 피넛버터 초콜릿 케이크’

이제는 
친환경 비건 
상품이 대세!

스푼미

써니브레드

비건타이거

#17VDerma

얼반 오리지널 코리아

July

스푼미 ‘비건볼’

집이나 회사, 어디에서든 이국적인 요리를 채식으로 즐기고 싶으셨다고요?

그러나 매번 요리하기도 힘들고 채식 전용 레스토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
죠. 하지만 ‘스푼미’를 통해서라면 다양한 이국적인 메뉴의 비건 요리를 직접 배달
받아 먹을 수 있답니다. 칠리 양념된 블랙빈과 슈퍼 푸드로 널리 알려진 렌틸콩, 알
싸한 토마토 살사 소스가 한데 어우러진 부리또볼과 감자와 당근을 이용해 만든 비
건 치즈 소스와 할라피뇨의 매콤한 균형감이 좋은 맥대디가 이곳의 대표 인기 메뉴
입니다. ‘셔틀 딜리버리’와 ‘마켓컬리’에서 즉시 배달 또는 예약 배달 주문이 가능하
다고 하니 필요할 때 어디서든 채식을 맛있게 시작할 수 있겠죠?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늘 사용하는 물건과 
먹는 음식이 탄소를 얼마나 내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먹는 고기를 만드는데 엄청난 
탄소발자국이 배출된다고 해요.

써니브레드 ‘글루텐 프리 얼그레이 스콘’

홈페이지  https://sunnysweetshop.modoo.at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poonmeseoul

이태원의 떠오르는 글루텐 프리!

비건 디저트 카페인 써니브레드는 
선천적 글루텐 불내증을 갖고 있는 
송성례 대표가 직접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곡물에 함유
된 단백질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
백질에 알러지 반응, 운동유발성 쇼
크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써니브
레드는 글루틴 불내증 환자들을 위
한 글루텐 프리 제품부터 개인별 건
강 및 체질 제한에 맞춘 알러지 프
리, 완전 채식 디저트까지 맛볼 수 
있는 곳이지요. 비건 피넛버터 초콜
릿 케이크는 단짠의 매력을 한껏 맛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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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볼
글루텐 프리 베이커리
노 실크 컬렉션
휴식
클러치백

패션에 대한 열정만큼 사람들은 명품
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브랜드 로고만 크게 박혀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예쁘고 실용적인 가
죽가방을 디자인하는 얼반오리지널의 
모든 제품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지 않
습니다. 동물성 재료, 동물 실험을 거친 
재료를 쓰지 않았다는 PETA의 비건 패
션 인증을 받은 브랜드이지요. 박성현 
대표는 자신의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
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진짜 가죽 같은 부드러움에 정말 
비건 가죽이 맞는지 물어보는 고객도 
많다고 합니다. 여름철 가볍게 매고 다
닐 수 있는 잔디 섬유로 만든 가방도 인
기 제품이라고 하니 패션의 완성인 가
방! 멋진 디자인의 비건 가죽제품으로 
하나 장만하세요!

이제는 
친환경 비건 
상품이 대세!

July스푼미
써니브레드
비건타이거
#17VDerma
얼반 오리지널 코리아

비건타이거 ‘노 실크 컬렉션’

홈페이지  http://vegantig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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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에 자주 쓰이는 실크소재는 수많은 누에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채식하는 호랑이 ‘비건타이거’는 이미 옷 좀 입는다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
니다. 영국의 매체 컬쳐트립에서 ‘세계 곳곳 당신이 알아야 할 비건 패션 브랜드’로 소개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겨울에 선보인 ‘비건 모피’, ‘비건 양모’ 아우터는 비건타이거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상품이 됐지요. 긴 기장의 실크 원피스를 만든다면 무려 1,500마리의 누에
고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누에의 희생 없이도 실크 같은 제품을 만들 방법을 찾
고자 레이온, 텐셀,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재료로 실험하여 나온 결과가 ‘노 실크 컬렉션’
입니다. “패션을 위해 작은 생명도 고통받을 필요 없다”고 외치는 비건타이거! 이번 여름
은 누에의 희생 없이 충분히 부드러운 노 실크 블라우스 한 벌 입어보세요!

달팽이, 밍크, 벌, 진주, 전복, 연어, 바다제비집, 동물의 연골...

우리가 피부를 가꾸려 사용하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동물
들이랍니다. 굳이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걸까요? 피부왕 휴식 마스크팩은 동물 유래 성분이 전혀 없고 마스크
의 시트까지 목화씨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편백 오일, 칼렌듈라, 아보카도 등의 천연 재료들이 피부의 보습을 도
와준다고 하네요. 민감성 피부, 알레르기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딱 안
성맞춤이겠죠? 이번 주말에는 갑자기 뜨거워진 햇살에 빨갛게 달아
오른 내 얼굴에 ‘피부왕 휴식 마스크팩’을 선물해주세요!

얼반 오리지널 코리아 ‘클러치백’

#17VDerma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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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아이필로우

행잉우드화병

취미클래스

소이프 ‘슬로우 아이필로우’

일상에 지친 내게 
힐링 타임을 
선물하세요

소이프

메인오브제

하비풀

August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입니다. 
더위에 지치고 힘들 여러분을 위해 
일상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거창하게 먼 곳을 나가지 않아도,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집돌이�집순이들을 위한 본격 
힐링타임! 시작합니다.

주중 직장에서 쉬지 않고 바라보는 PC 모니터, 주말 밤낮없이 보느라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우리 눈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눈이 뻑뻑하다 느껴진다면 ‘소이프’의 ‘슬로우 아이필로우’를 추
천합니다. 전자레인지에 20~30초 가열하면 따뜻하게! 지퍼백에 밀봉 후 냉동실에 1시간 
보관하면 시원하게! 눈에게 휴식시간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아주 쉽지요. 천연 아마씨와 
드라이 허브로 속이 채워진 ‘슬로우 아이필로우’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 눈 위에 올려놓
기만 해도 피로가 풀린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긴장을 완화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 숙
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들에게 디자인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홍보까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적성을 찾
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내게, 그
리고 꿈을 찾는 아이들에게 힐링을 선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집, 나의 방이 칙칙하고 죽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면? ‘플랜테리어’가 
딱입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이나 화분 등을 소품으
로 활용해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
어를 뜻합니다. 식물이 사람에게 정서적
으로 힐링을 선물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혼자 사는 자취방에 화분이라니! 부담되
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
을 해결해줄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메인
오브제’의 ‘행잉우드화병’입니다. 화학적 
가공을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이 없고, 유
럽산 친환경 오일을 발라 마감 처리한 레
드오크 원목은 청각장애인 목수 장인의 
손을 거쳐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나무 화
병으로 변신한답니다. 설치도 어렵지 않
아요. 그냥 벽에 걸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꽃집에 들러 좋아하는 
꽃 3송이만 사도 좋아요. 칙칙했던 방이 
화사하게 변신할 거니까요.

홈페이지  www.soyf.co.kr
슬로우 아이필로우에 녹아 있는 양육시설 청소년들 캐릭터 디자인 과정

메인오브제 ‘행잉우드화병’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mainob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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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아이필로우
행잉우드화병
취미클래스

하비풀 ‘취미클래스’

“야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나만의 취미가 있다는 것은 팍팍한 일상 속에
서 잠시 여유와 안정을 선물한다는 것일 테지
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떠오
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취미가 없더라도 하
비풀을 만나는 순간, 취미를 즐길 이유가 생길 
테니까요.

‘하비풀’은 잡지를 정기구독하듯 취미를 정기 
구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를 고르고 방안에서 편
히 즐기면 되죠. 결제 후 집으로 배송되는 취미
생활을 위한 재료와 도구가 담긴 클래스 키트와 
함께요. 그리고 ‘하비풀’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의 
취미 클래스 영상을 보며 따라 하면 끝이지요.

뜨개질로 만드는 토끼 인형부터 악몽으로부터 잠자리를 지켜줄 드림캐처, 나의 
일상을 함께하며 멋스럽게 길들여질 가죽 지갑까지!

내 방이 곧 공방이 된답니다. 재료의 촉감을 느끼며 자르고 꿰고 두드리며 만지다 보면 
어느새 우울함도 슬픔도 잊게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비풀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는 곳이에요. 하비풀의 취미 키트의 조립, 
포장과정을 ‘두손컴퍼니’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나에게는 위로의 시간을, 사회취약계
층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물하는 멋진 취미!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에 지친 내게 
힐링 타임을 
선물하세요

소이프
메인오브제
하비풀

August

홈페이지  https://hobbyf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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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사회적경제
전문매장에서 추천하는 
사회적경제 상품

트립티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름다운커피

모두예 예술연구소 협동조합

브레인이노베이터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목화송이 협동조합

자활기업 반짇고리
소비자들이 사랑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전문매장
‘공감마켓 정’ MD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  http://tripti.co.kr

기다린더치

페어데이 건망고

공정무역 초콜렛

와인병 무드등

TEMPO

부엉이 삼형제

면생리대

고양이 애착인형

트립티 ‘기다린더치’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페어데이 건망고’

9월 사회적경제 전문매장에서 추천하는 사회적경제 상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는 
꾸준히 높았습니다

‘착한 소비’, ‘가심(心)비’가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며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
었습니다. 트립티의 ‘기다린더치’, 아시아공
정무역네트워크의 ‘페어데이 건망고’, 아름
다운커피의 ‘공정무역 초콜릿’은 올 한해 소
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 대표적 공정무역 기업이 만든 안심 먹거
리로 시식 행사 등 판촉 행사를 통해 공정무
역 제품을 알리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046 047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트립티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아름다운커피
모두예 예술연구소 협동조합
브레인이노베이터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목화송이 협동조합
자활기업 반짇고리

September

모두예 예술연구소 협동조합 ‘와인병 무드등’ 브레인이노베이터 ‘TEMPO’

천편일률적이고 흔한 기성상품보다 유니크하고 특별한 선물용 제품

‘모두예 예술연구소 협동조합’의 ‘와인병 무드등’은 빈 와인병에 조명을 
넣어 만든 선물용 추천 무드등입니다. 전문 조향사가 직접 만든 예비사
회적기업 브레인이노베이터의 스토리가 있는 향수 ‘Tempo’ 제품은 선
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자활기업 반짇고리 ‘고양이 애착인형’

기다린더치
페어데이 건망고
공정무역 초콜렛
와인병 무드등
TEMPO
부엉이 삼형제
면생리대
고양이 애착인형

사회적경제
전문매장에서 추천하는
사회적경제 상품

일상에서 꼭 필요한 리빙 브랜드 제품

수공예 리빙제품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
고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 서울시 대표 
기업인 민들레워커 협동조합, 목화송
이 협동조합, 자활기업 반짇고리가 만든 
‘앞치마, 에코백, 파우치, 베개, 면생리
대’ 등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제품이 올 한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
고 있습니다. 

목화송이 협동조합 ‘면생리대’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부엉이 삼형제’

9월 사회적경제 전문매장에서 추천하는 사회적경제 상품



048 049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10월 소중한 친구! 내 반려동물의 소확행을 위해

무항생제 오리안심

고양이용 천연 타우린 보충제

릴라 러브스 잇, 엘레펑크, 에일리언 플렉스

October

동물의 집

밸리스

로렌츠

동물의 집 ‘무항생제 오리안심’

소중한 친구! 
내 반려동물의 
소확행을 위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그윽한 
눈으로 나를 지켜봐 주는 소중한 친구,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친구, 
바로 반려동물이지요.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홈페이지  http://animalhome.co.kr

밸리스 ‘고양이용 천연 타우린 보충제’

밸리스 ‘고양이용 천연 타우린 보충제’

홈페이지  www.밸리스.com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반려동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집 간식

동물의 집은 반려동물을 위한 안심 먹거리를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국내 오리 
안심 살코기 100%로 만든 무항생제·무첨가물 간식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멸균 공법을 통해 방부제 없이도 유통기한이 1년이나 되니 전부 먹이지 못
하고 상해서 버리는 일도 없어요.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더위에 지친 반려동물들에게 훌륭한 보양 간식이 될 
수 있지요. 게다가 다른 육류들에 비해 오리고기는 알레르기 유발이 적어 알레르기로 고
생하거나 피부가 예민한 동물 친구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고양이님을 모시는 집사 여러분들은 밸리
스의 천연 타우린 보충제에 주목해주세요!

밸리스는 반려동물의 체질과 종의 특성을 고
려한 맞춤형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청년 기
업입니다.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재료
로 100% 수제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태
계 교란종 배스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간식부
터 버려지는 초유를 활용한 사료와 영양제, 상
품성이 떨어져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
용한 동결건조 과일 펫푸드 등,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우리에겐 애물단지
인 배스로 만들어졌지만, 영양가로는 보물단
지랍니다. 밸리스의 타우린 보충제는 100g당 
858mg 이상 함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
3, 비타민도 있어 혈액순환, 뇌 영양 공급, 체
내 적혈구 생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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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오리안심
고양이용 천연 타우린 보충제
릴라 러브스 잇, 엘레펑크, 에일리언 플렉스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청년 기업 ‘로렌츠’는 다양한 반려동물용품을 판매하는 셀렉숍
입니다. 동물 실험 없이 생산된 상품과 친환경, 무항생제 재료를 
가공해 만든 사료와 간식들만 모아뒀어요. 집사님들께서는 더
욱 안심하고 물건을 고를 수 있지요. 게다가 매달 정기적으로 가
좌역의 매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기, 고양이 장난감 만들기부터 수의사님이 직접 진행하는 
건강 강의, 셀프 미용법 강의까지 들을 수 있어요. 초보 집사님
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렌츠

로렌츠 ‘릴라 러브스 잇’

로렌츠 ‘엘레펑크’

로렌츠 ‘에일리언 플렉스’

소중한 친구! 
내 반려동물의 
소확행을 위해

동물의 집
밸리스
로렌츠

October

홈페이지  http://lorenzmall.com

오늘도 선택 장애로 고생중인 분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릴라 러브스 잇’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반려동물에게도 좋다”는 신념으로 반려동물이 안
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모든 제품의 원료는 유기농 
재배, 공정무역 원칙을 지키는 천연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후추 추출물 등 천연원료를 사용해 살인 진드기까지 막을 수 있는 ‘안티티크앰비언
스 스프레이’를 뿌리면 잔디밭에서도 안심하고 즐거운 산책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
다. 오매불망 주인님과 즐거운 산책 시간만 기다리는 강아지들에게도 비 오는 주말은 우울
합니다. 그렇다면 ‘에일리언 플렉스’ 반려동물 장난감과 함께 놀이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표면처리를 통해 강아지들이 여러 촉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캐릭터
마다 나는 다른 소리들은 호기심을 자극하지요. 인형 제품은 3중 스티치 공법을 사용해 더
욱더 튼튼해졌어요. 아무리 뜯어도 인형 팔다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고무제품은 
무독성 원료로 만들어 신나게 물고 빨며 놀아도 안전해요. 치석 제거는 덤이랍니다!



052 053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11월 갑자기 찾아온 겨울,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누야 내츄럴 핸드크림 3종

유기농 아르간 리페어 발효 세럼

메가비타민, 나눔비타민

갑자기 찾아온 
겨울,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누야하우스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비타민엔젤스

November

겨울철에는 외부와 실내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피부 당김뿐만 
아니라 노화 현상까지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베리아 칼바람에도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nuyahaus.com

누야하우스 ‘누야 내츄럴 핸드크림 3종’

손끝까지 촉촉하게!

‘섬섬옥수’ 고운 손을 건조함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다들 하실 겁니다. 특히 손은 수시로 
씻다 보면 다른 신체 부위보다 금세 건조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 핸드크림은 겨
울에만 쓰는 것이 아닌, 가방에 반드시 넣고 다녀야 하는 필수 아이템(it item)이랍니다. 
이왕 쓰는 핸드크림, 천연 성분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누야하우스’의 ‘내츄럴 핸드크림 
3종’이 딱 맞습니다. 각각이 지닌 향긋한 향은 바르고 나면 기분까지 좋게 만들지요. 비
타민E와 알로에베라잎 즙을 베이스로 보습력이 뛰어나다는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
일, 헤이즐넛 오일로 특징을 준 크림이지요. 기분에 따라 돌아가며 쓸 수도 있고 가족, 친
구들과 좋아하는 향을 찾아 고를 수도 있답니다.

홈페이지  http://fairtradegru.com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유기농 아르간 리페어 발효 세럼’

지쳐버린 피부에 생기를!

아르간 오일은 보습뿐 아니라 노화를 방지
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신비의 황금오
일이라 불립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미
세먼지의 습격까지 당하고 나면 어느새 피
부는 울긋불긋 트러블로 난리가 나지요. 페
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의 공정무역 ‘유기농 
아르간 리페어 발효 세럼’은 겨울 피부 트러
블로 고생하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보습뿐만 아니라 피지조절, 피부세
포 조직 손상감소 효과까지 있답니다. 지성 
피부와 트러블로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요. 게다가 공정무역을 통해 
얻은 원료로 모로코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
윤까지! 올겨울은 그루의 공정무역 ‘유기농 
아르간 리페어 발효 세럼’으로 수분도, 피부
의 세포 장벽도 지켜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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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야 내츄럴 핸드크림 3종 등
유기농 아르간 리페어 발효 세럼
메가비타민, 나눔비타민

피부 응급치료사! 순수 비타민

대한 비타민 연구회 회장인 염창환 박사가 만들어 믿을 수 있고, 피부 효과만큼은 확실히 보증된 제품이라 할 수 있겠
죠? ‘메가 비타민’ 제품을 만드는 ‘비타민엔젤스’는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비타민 하나를 독거노인, 결식아동, 미
혼모 시설 등에 기부하는 착한 서울시 사회적기업이에요. 오늘 먹는 비타민 한 포! 나의 피부세포도 지키고 주변 이웃의 
건강도 지키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피부를 지키기 위해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피부를 위해 쉽게 한 포 뜯어 
물과 함께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
스’의 ‘메가 비타민’ 3000mg와 함께라면 매일 
쉽게 비타민C를 충전할 수 있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겨울,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November누야하우스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비타민엔젤스

홈페이지  http://www.vitamin-angels.com

비타민엔젤스 ‘메가비타민’

비타민엔젤스 ‘나눔비타민’

16가지 비타민�미네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B, C, D, 마
그네슘, 엽산 등 16가지의 비타민과 미네
랄을 담았습니다. 엄선된 원료만을 사용
하여 주원료의 함량 및 원산지를 100% 
공개하기 때문에 ‘비타민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056 05701 매월 만나는 사회적경제 12월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정성과 가치 가득한 선물

플라워리스 캔버스 조명액자

건강 수제쿠키 세트

드립백 커피 선물세트

가꿈 입욕제

착한 선(善)물(water) 다이어리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정성과 
가치 가득한 선물

멋진월요일

똘레랑스

그라나다

동구밭

팀앤팀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가는 와중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픈 고마운 
분들이 생각납니다. 정성 가득 담아 
고르는 선물에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가치까지 담겨 있다면 더욱 좋겠죠?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내 보세요.

똘레랑스 ‘건강 수제쿠키 세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맞춤 선물이 필요한데 특별한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싶다면?

‘멋진월요일’의 ‘플라워리스 캔버스 조명액자’를 소개합니다. 블랙, 아이보리 색상의 캔버
스 위에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이 액자는 LED전구 50개로 장식되어 ‘크리스마스 무드’를 연
출하기에 딱이랍니다. 캔버스에 들어갈 문구와 폰트 디자인을 취향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도 장점이지요. ‘플라워리스 캔버스 조명액자’를 만드는 ‘멋진월요일’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
활을 응원하는 사회적기업이랍니다. 내가 준비하는 액자 선물이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 성공이라는 선물이 되지요. 연인에게는 사랑 가득한 마음을, 부모님께는 
평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사를 반짝이는 꽃 그림에 담아 전달해보세요!

홈페이지  https://wmonday.modoo.at

홈페이지  https://bit.ly/2APIB5y

멋진월요일 ‘플라워리스 캔버스 조명액자’

홈페이지  http://www.grana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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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생두를 로스팅 전문
가가 직접 볶아내며, 당일 주문생산과 3일 이
내 공급을 원칙으로 해 가장 신선한 상태의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드립백 커피는 언제 어디서나 최고
급 품질의 원두커피를 손쉽게 마실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똘레랑스’의 
‘건강 수제쿠키 세트’, 핸드드립 기구 없이도 고
급 원두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라나다’의 ‘드립백 커피 선물세트’로 즐거
운 연말 파티를 준비해보세요!

그라나다 ‘드립백 커피 선물세트’

친구와 만나는 연말 모임 때 맛과 건강 모두 담은 수
제쿠키와 향긋한 원두 드립백 커피를 선물로 준비하
는 것은 어떠세요?

향긋한 커피와 함께하는 잠깐의 티타임, 일상의 가벼운 
기분전환의 시간이지요. 그간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더
욱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방부제, 첨가제, 보존
제가 들어가지 않은 ‘똘레랑스’의 쿠키는 반죽부터 포
장까지 100%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답니다. 버터, 호
두, 초코, 오렌지, 오트밀, 호두, 호두 초코, 아몬드, 샤
브레컨넬, 아몬드시리얼, 나폴리탄 11종의 다양한 맛
의 쿠키에서 원하는 세 가지 맛을 골라 나만의 수제쿠
키 세트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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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리스 캔버스 조명액자
건강 수제쿠키 세트
드립백 커피 선물세트
가꿈 입욕제
착한 선(善)물(water)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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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정성과 
가치 가득한 선물

멋진월요일
똘레랑스
그라나다
동구밭
팀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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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고 돌아오면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가 찾아왔어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반신욕이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매끈한 피부뿐만 아니라 감
기 예방에도 효과적인 반신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입욕제입니다. ‘동구밭’의 ‘가꿈 입욕
제’는 피부 트러블과 천식의 원인인 타르색소와 인공 향을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천연 
에센셜오일로 향긋함을 잡고 피부 진정과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동구밭의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재료부터 꼼꼼히 따지며 장인정신으로 생산의 모든 공정 
과정을 올바르게 따르며 제품을 만든답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케일, 건조
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줄 상추,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바질, 트러블 케어에 효과적인 
페퍼민트, 부드러운 꿀로 묵은 각질을 녹이는 큐컴버, 에그플랜트까지! 요즘 같은 날 ‘가
꿈 입욕제’와 함께 반신욕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홈페이지  http://www.teamandteam.org

동구밭 ‘가꿈 입욕제’

팀앤팀 ‘착한 선(善)물(water) 다이어리’

팀앤팀 ‘착한 선(善)물(water) 다이어리’

홈
페

이
지

  https://donggubat.com

다이어리, 또는 플래너라고 불리는 녀석, 연말 선물의 가장 클래식한 아이템이지요. 

지나온 1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 맞이할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
미에서 ‘팀앤팀’의 ‘착한 선(善)물(water) 다이어리’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재생지에 콩
기름 잉크로 인쇄된 것은 물론, 일정 관리가 편리한 날짜 확장형 내지는 월간�주간�프리노트로 구성
되어 플래너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정말 
예쁘다는 것입니다. 유럽 친환경 아쿠아클린 패브릭 재질로 만들어 얼룩이 생겨도 물로 세척 가능해 항
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터키쉬 딥그린, 탠저린 오렌지, 멜란지 그레이, 차콜 그레이의 4종 색상은 
각각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본연의 매력을 뽐냅니다.

12월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정성과 가치 가득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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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식품
안전하고 맛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먹거리

패션잡화
디자인과 환경 모두 생각한 패션 아이템

생활용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용품

사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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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고려인삼협동조합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드림원에프앤씨

떡찌니

리얼씨리얼

메이커스테크놀로지

복지유니온

비타민엔젤스

삼성떡프린스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소녀방앗간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어반비즈서울

어스맨

오담과협동조합

위드유 사회적협동조합

이풀약초협동조합

친환경식품

카페오아시아사회적협동조합

카페티모르

혜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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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02 안전하고 맛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먹거리

식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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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64 065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경동고려인삼협동조합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한민국 고려인삼의 계보를 이어왔으며 독창적인 상인들의 유통 노하우와 고려인삼 전문가의 시선으로 당신의 
심신에 활력을 더하고 조화롭게 다스려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대한민국을 활력 넘치게 합니다.

02-959-6007

http://1000jangsam.co.kr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9 (제기동) 한솔동의보감 2층 33호

gpeace706@gmail.com 홍삼류 제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로 육성합니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대한민국 브랜딩 스토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려 합니다. 

070-8811-2046

smartstore.naver.com/mukkopi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2 광원빌딩 4층,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info@dmifamily.com 40240 독도커피

홍삼농축액(6년근, 고형분 65%, 진세노사이드 Rg1 
+Rb1+Rg3 7mg/g, 국산) 28%, 정제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사 대비 홍삼 함유량이 많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홍삼정 스틱

용량
판매가

10mL X 30포
60,000원

홍삼정 스틱 1 SET

홍삼농축액 100%(6년근, 고형분 70%, 진세노사이드 
Rg1+Rb1+Rg3 10mg/g, 국산)로 유사 제품과 비교 
시, 홍삼의 약용성분이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된 제품
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려홍삼
농축액로얄

중량
판매가

240g
140,000원

홍삼 농축액 1병

40240 독도커피 선물세트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
라 커피 원두를 드림메이커만의 노하우로 배합한 ‘독도 
블렌딩’ 콜드브루 원액 상품입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우치 7포와 아메리카노를 16잔까지 만들 수 있
는 500mL 보틀, 30mL 계량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240
독도커피
선물세트

용량
판매가

710mL
36,000원

콜드브루 원액 (500mL)
콜드브루 파우치 (30mL X 7포)
계량컵 (30mL)

40240 독도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커피 
원두를 드림메이커만의 노하우로 배합한 ‘독도 블렌딩’ 
콜드브루 원액 상품입니다. 독도커피 상품명의 숫자 
‘40240’은 독도의 우편번호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스톨루스 역사학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40240
독도커피

용량
판매가

500mL
15,000원

콜드브루 원액 (500mL)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엽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리플릿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66 067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종합식품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우선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02-3401-0225

기성품이 아닌 맞춤식 제작 도시락으로써 일반인부터 사회복지 수요계층까지 외부 
활동 등에 요구되는 니즈에 맞춰 특화된 도시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특화 도시락
다정다감

판매가 4,000원 부터
(1회 50인 이상 기준가)

상품 정보상품 구성

맞춤식 제작 도시락

www.dreamfnc.com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40길 3-14

director@dreamfnc.com 위탁 급식, 식자재, 특화 도시락

오색떡국떡
미니 선물세트

오색떡국떡
선물세트

부모님을 따라 떡을 만들기 시작한 후부터 저희의 꿈은 세련된 먹거리로써의 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생활
에 전통 음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떡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참쑥, 흑미, 흰쌀, 단호박, 홍국쌀에 품질이 우수한 
경기미를 더한 오색 떡국떡 입니다. 품질높은 경기미
를 사용하여 떡이 더욱 쫄깃쫄깃하며, 1kg 중량으로 
제품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이즈
중량
판매가

240 X 185 X 67mm
1kg
14,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흰 떡국 떡, 4색 떡국 떡 
(단호박, 쑥, 흑미, 복분자)

참쑥, 흑미, 흰쌀, 단호박, 홍국쌀에 품질이 우수한 경기
미를 더한 오색 떡국떡 입니다. 경기도 농업 기술원, 김포
쌀 협약조합과 협약을 통해 계약재배한 품질높은 경기미
를 사용하여 떡이 더욱 쫄깃쫄깃합니다.

사이즈
중량
판매가

525 X 405 X 75mm
4.8kg
49,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흰 떡국 떡, 4색 떡국 떡 
(단호박, 쑥, 흑미, 복분자)

02-529-1345

www.dduckzziny.co.kr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0-11

dduckzziny@gmail.com  떡, 전통음료, 조리식품

드림원에프앤씨 떡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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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069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임상 실험 및 연구 자료
로 입증된 석류 추출물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석류 
추출 및 정제 기술의 노하우가 있으며, 식약처에서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한 상품입니다.

여성건강기능식품
노노타임

중량
판매가

216g
147,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여성건강기능식품 노노타임

필리핀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사탕수수로 만든 마스코바도 원당은 당밀 
분리와 정제를 하지 않아 사탕수수의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한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선물 패키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달달팩토리
프리미엄 양갱 3종

용량
판매가

120g (60g X 2개)
1팩 4,000원
6팩 24,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프리미엄 양갱 3종

상품 판매를 통한 당기순이익의 2/3를 지역 내 독거노인 연계 제품 무상 제공, 위안부 할머니 시설(나눔의 집) 후원 
등 사회적 약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에게 컴퓨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계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02-3397-0033

www.makerstec.com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1108, 1109호

jajh@makerstec.com 건강기능식품, 데스크탑 PC

누구나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잃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에너지 식품 전문회사’로서 편리하고 건강한 온라인 먹거리 브랜
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에너지는 가공된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재료에서 온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회사라는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070-4139-8988

http://realseereal.com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45길 19-6 

jk@realseereal.com 푸드바, 양갱 등 프리미엄 식품

메이커스테크놀로지리얼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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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071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기본 루테인에 또 한 번의 공정을 거친 순도율 높은 
고급 원료 ‘플로라글로루테인’을 사용하였으며, 1일 
최대 함량인 20mg가 함유되어있습니다.

간편한 조리법으로 밥과 국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가마솥 직화 방식과 급속 동결 기술로 갓 지은 밥맛을 
느낄 수 있으며 혼합미가 아닌 신동진미를 사용하여 
밥알이 굵고 밥맛이 좋습니다.

나눔
플로라글로
루테인

효반
건강 국밥

중량
판매가

300mg
44,000원

용량
판매가

180g
4,500원

비타민 2개월분 (60정)소고기미역국밥, 육개장국밥

일반 성인 맞춤형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있으며 
중간 유통에 의한 가격 거품을 제거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기부하는 비타민입니다. 

한 끼 식사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 공급이 가능한 영양식
입니다. 100g당 91kcal이며 현미 4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눔비타민
사랑주는 
어른용

효반
현미 영양식

중량
판매가

중량
판매가

500mg
19,800원

300g
4,000원

비타민 2개월분 (120정)삼계죽, 전복낙지죽, 해물죽,
소고기죽

사회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제품 하나가 판매될 때마다 비타민을 
기부하여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 하시는 분들께 삶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해 사회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010-2458-6617

www.vitamin-angels.com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위워크 14층 118호

vitaangels@naver.com 비타민 등 건강 기능 식품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영양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섭식장애 노인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고령 친화 식품 개발 및 보급, 
판매하며 복지시설의 이용자 중심 식자재를 유통하고 영양사 부재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급식, 위생)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02-457-2988

http://www.well-union.or.kr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47 고광빌딩 2층

unionwork@naver.com 효반, 복지�요양 시설 식자재

비타민엔젤스복지유니온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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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073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국내산 쌀을 사용한 3색 두텁떡은 쫀득함과 깊고 고소한 
맛이 훌륭하며 간식과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 많은 상품
입니다. 각각의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며 선물
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두텁떡세트

판매가 55,000원흑미, 호두, 쑥 두텁떡 (42ps)

송편 속 달콤한 꿀과 깨, 콩 앙금이 가득 차 있으며 쫄깃
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색색의 송편에 호박, 백년초, 쑥 
등 각 재료의 맛을 더한 각각의 송편이 개별 포장 구성
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편 손잡이
선물세트

판매가 25,000원흰 송편, 호박 송편, 백년초 송편, 
쑥 송편 (각 15ps)

“나의 손과 너의 손이 만나 완성한 우리라는 힘!” 맛있는 떡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재료와 검증된 맛으로 고객
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 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익 활동을 진행합니다.

02-823-2230

www.ddprince.co.kr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30길 19-4, 삼성떡프린스

ssdd2230@naver.com 떡

삼성떡프린스

즉석 도정한 현미, 흑미를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 누룽지 과자로 즉석 도정한 1분도 현미의 영양이 
살아있으며 바삭한 식감과 구수한 맛의 세상에서 가장 
얇은 누룽지입니다.

구수미누룽지
(중)

중량
판매가

50g
2,500 ~ 3,000원

현미, 흑미 누룽지

즉석 도정한 현미, 흑미를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 누룽지 과자로 즉석 도정한 1분도 현미의 영양이 
살아있으며 바삭한 식감과 구수한 맛을 높였습니다. 뜨
거운 물에 담가 누룽지차로 이용 가능합니다.

구수미누룽지
(소)

중량
판매가

20g
1,000원

현미 누룽지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생산적 복지 구현을 꿈꿉니다.

02-848-0600

http://ydp1004.net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5길 3 경남아너스빌 상가동 2층

ydp1004@hanmail.net 누룽지 스낵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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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075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발달장애 청년들의 강점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조금 느리지만 정확하게 불량 콩을 골라냅니다. 한차례 
콩을 골라낸 뒤 로스팅하고 한 번 더 골라내는 더블 
핸드픽을 거친 최상급 원두입니다.

좋은날 유기농
원두

중량
판매가

200g
10,000원

유기농 원두 파우치

발달장애 청년들의 강점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조금 느리지만 정확하게 불량 콩을 두 번 골라낸 뒤 
로스팅하고 한 번 더 골라내는 더블 핸드픽을 거친 
최상급 원두로 만든 더치커피입니다.

좋은날 유기농
더치커피

용량
판매가

40mL X 12개
13,000원

유기농 더치커피 파우치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들과 마포구 성미산마을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을에서 함께 일하면서 마을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속
가능 한 시스템을 갖추려 합니다.

070-4154-3757

sungmisangoodday.modoo.at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3 (성산동, 2층)

dutch3757@naver.com 유기농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말린 참깨와 들깨를 깨끗이 씻어 타지 않도록 적정온도
에서 볶아 유해물질의 생성을 차단하며 청정지역 청송
에서 수확한 참깨와 들깨를 50년 이상의 장인이 가업을 
이어 운영하는 곳에서 직접 짰습니다.

오지의 향

중량
판매가

600mL (300mL X 2)
72,000원

참기름, 들기름

50년 이상 장을 담가 온 나주의 어르신들이 직접 재래
방식으로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리며 완벽한 장인의 맛
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신안군 유기농 신안 
함초와 최상품 천일염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지의 맛

용량

판매가

간장 (500mL X 2)
소금 (440g)
39,000원

청송재래간장, 나주재래간장,
신안함초소금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닌, 생산에 의한 소비를 지향하는 밥집입니다. 해마다 수확된 청정지역의 햇˙식재료를 수확
한 만큼만 가장 신선하게 대접합니다. 매일 다른 제철 반찬과 향긋하게 윤기나는 산나물밥을 단정한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02-6268-0778

http://www.millcompany.co.kr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왕십리로 5길 9-16, 1층

sobang@millcompany.co.kr 청정식

소녀방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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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성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76 077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사탕수수를 화학정제나 당밀분리를 하지 않은 필리핀  
전통제조방식의 원당으로, 사탕수수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탕수수 
미네랄을 
정제하지 않은 
마스코바도

중량
판매가

500g
2,900원

마스코바도

한 병당 100% 제주산 감귤 8.5개의 껍질을 제거한 후 
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착즙하였으며 설탕과 시럽을 전
혀 넣지 않고 고온 살균한 건강한 감귤주스입니다.

아름다운
감귤주스
선물세트

용량
판매가

340mL X 6개
15,300원

100% 감귤주스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각 지역의 재활용 가게 운영을 통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물건
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추가로 ‘조용한 생활의 혁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02-1577-1113

www.beautifulstore.org 서울시 중구 소공로 34 (회현동2가)

bm@beautifulstore.org 재활용품, 공정무역상품, 공익상품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합성 첨가물과 우유 성분을 넣지 않은 공정무역 초콜릿
에 국내산 오곡을 구워 만든 크런치입니다. 크런치의 
사이즈가 작아 한입에 쏙 넣어 먹기 편합니다.

이퀄 초콜릿
오곡 크런치

중량
판매가

60g
4,500원

이퀄초콜릿 오곡 크런치

이퀄(EQUAL)은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 브랜드로서 총 14종의 제품
을 보유하였으며, 페루 공정무역 초콜릿을 원료로 사용
합니다. 

이퀄 초콜릿
리얼 다크

중량
판매가

40g
3,000원

이퀄초콜릿

빈곤과 불평등을 낳는 무역체계와 사회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윤리적 소비자들이 가치 있는 소비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정의롭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가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02-743-1004

http://www.beautifulcoffee.org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88

fairtrade@bcoffee.org 공정무역 커피 및 식품류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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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079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정직한 꿀을 생산하고 도시를 더 푸르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 양봉을 통해 사라져가는 벌을 지키고 꿀
벌의 가치를 알리며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벌이 공존하는 더 푸른 도시를 꿈꾸며 
달콤한 나의 도시(꿀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사라지는 벌을 위한 서식지 확보(도시 양봉장 개설), 도시 내 꿀벌 
숲�정원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070-8767-8585

벌들의 날갯짓만으로 수분을 날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담은 숙성 꿀(RAW 
HONEY)입니다. 상품 판매 수익금의 8%는 밀원식물 조성금으로 사용합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용량
판매가

200g (50g X 4개입)
20,000원

숙성 꿀 세트

www.urbanbeesseoul.com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번지 아인빌딩 9층 

mib@urbanbeesseoul.com 꿀, 양봉 부산물

어반비즈서울

상품 정보상품 구성

품질 좋은 캐슈넛과 Non-GMO 국산 콩으로 만들었으
며, 제조 과정 중 설탕, 향료, 증점제, 안정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피부 미용과 기억력 저하 예방에 좋은 아연
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캐슈넛을 넣어 만든 두유
입니다.

페어데이 
캐슈두유

용량
판매가

3,040g (190g X 16개입)
19,200원

캐슈두유

캐슈넛을 재배하기에 최적화된 토양과 기후를 가진 
베트남 빈프억성에서 생산합니다. 알이 굵고 풍미가 
뛰어난 높은 등급의 캐슈넛을 선별하여 염분이나 당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대로 로스팅한 제품입니다.

페어데이
캐슈넛

중량
판매가

100g
5,600원

페이데이 캐슈넛

저개발국 생산자의 자립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물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070-4465-3339

www.asiafairtrade.ne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605호

eco041023@gmail.com 공정무역 견과류, 건과일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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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081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어스맨

제철 과일 4~7가지 품종을 컵이나 도시락에 담아 당일 제조하고 당일 납품하는 
과일 도시락입니다.

과일 도시락

판매가 2,000원부터컵과일, 사각 과일도시락

오늘 담은 과일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세요. 신선하고 맛이 좋은 제철 과일을 깨끗하게 씻은 뒤 정성을 다해 
오늘 담아 판매합니다. 과일과 자일로스만으로 만들어진 과일도시락과 상큼한 과일청이 당신의 힘찬 하루를 도와
드립니다.

02-338-1027

http://blog.naver.com/ib2814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30

ib2814@naver.com 과일 도시락

오담과협동조합

열대몬순의 영향으로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는 인도양의 
비옥한 땅, 스리랑카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그대로 
파인애플 100%를 건조한 간식으로 과실의 당도가 높고 
맛의 균형이 좋아 모두가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

인도양 
햇살이 키운 
건파인애플

중량
판매가

15g
2,300원

건파인애플

건강한 대자연이 살아 숨 쉬는 히말라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체리 100%를 건조한 간식
으로, 달지 않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아 모두가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미네랄 
빙하수를 먹고 
자란 건체리

중량
판매가

25g
2,300원

건체리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개발국가에 있는 소규모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사람이 중심
이 되는 무역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지속 가능한 삶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02-6212-1258

www.earthman.asia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301호

heejin@earthman.asia 공정무역 건과일

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82 083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캐슈넛, 크랜베리,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호박씨로 
구성된 견과 선물세트입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견과류 구성할 수 있으며, 3구 세트와 6구 세트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Nut’s
with you
선물세트

판매가 20,000원 (3구)
35,000원 (6구)

캐슈넛, 크랜베리,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호박씨

공장을 거치지 않은 고품격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정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
리 절차를 통해 생산된 견과류입니다. 주문 당일 포장, 
납품이 가능합니다.

Nut’s
with you

판매가 아몬드 5,800원 (180g)
캐슈넛 5,300원 (180g)

하루견과 프리미엄,
일반 프리미엄

정신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개인별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직종훈련과 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2-2243-1992

www.xn--hy1b875apc.org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424 (이문동)

070-8860-1992 정신질환 직업재활, 견과류 판매

위드유 사회적협동조합

이풀의 농부들이 정직하게 생산한 믿을 수 있는 토종약초를 원료로 사용하며 
기호성과 기능성을 고려해 끓이지 않고도 어디서든 편하게 우려 마실 수 있게 
만든 약초 블렌딩 티입니다. 인공 향이나 색을 일절 첨가하지 않고 자연원료 
그대로의 맛과 향이 살아 있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시트러스필, 페릴라민트 
차세트

중량
판매가

14g (2g X 7개)
19,000원 (세트)
9,500원 (개당)

시트러스필, 페릴라민트

정직하게 생산된 약초가 제값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가치 소비와 연결함으로써 소규모 농가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고품질 토종 약초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통 약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건강하고 세련된 약초 소비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

02-3674-5200

www.ipool.kr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409호

ipoolcoop@naver.com 토종 약초 20여 종, 블렌딩 티백차

이풀약초협동조합

상품 정보상품 구성상품 정보

상품 정보

상품 구성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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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085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100% 파주 장단콩으로 만들었으며 365일 음용할 수 
있는 저칼로리 상품으로 식사 대용으로도 탁월합니다. 
침수식 유황수로 발아한 백태와 서리태, 흑임자를 혼합
하여 맛이 진하고 고소합니다. 

사계절
내몸愛 마시는 
발아 콩듀

용량
판매가

500mL
4,000원

발아 콩듀

100% 파주 장단콩과 천일염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장인의 정성이 담긴 프리미엄 수제 두부로, HACCP 인증
을 통과하였으며 콩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여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콩담터 순두부

중량
판매가

400g
2,600원

콩담터 순두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음식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정직과 종사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아 
“콩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02-478-7775

www.친환경식품.com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52길 15 (길동)

kdtfood@naver.com 두부, 콩나물, 콩물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친환경식품

카페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모든 커피는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열대우림보호
인증(레인 포레스트) 커피이며 20여 개의 조합 및 직영점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맛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케이터링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카페오아시아 커피, 원두

판매가 7,000 ~ 8,000원 (250g)
20,000 ~ 30,000원 (1kg)

커피 원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청소년 등 전 연령대의 사회적 약자
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02-332-7498

http://cafeoasia.org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9길 48 (서교동) 302호

cafeoasia@gmail.com  커피 관련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정보상품 구성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86 087식품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베트남 메콩강의 풍부한 영양분을 품고 자란 렁터이 
마을의 카카오 열매로 만든 72% 코코아 함량의 깊은 
맛의 공정무역 초콜릿입니다.

차칸 다크
초콜릿 바

중량
판매가

47g
3,000원

초콜릿

공정무역 캄보디아 원두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진한 
정통 아메리카노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편 
드립백 커피입니다.

캄보디아
싱글 드립백

중량
판매가

70g (7g X 10개)
6,500원

드립백 커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공정무역의 확산과 국내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씁니다.

02-773-7891

www.peacecoffee.co.kr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4, 4층 (대신빌딩4층) 

jjd0414@naver.com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

카페티모르

맛과 향이 진한 질 좋은 한방 강황 생강차로 대추, 땅콩 
등의 고명이 별도로 담겨있어 맛을 더해줍니다. 생강차 
한 포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잘 저은 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가미하여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혜민서 강황
생강한차

용량
판매가

680g (17g X 40포)
16,000원

강황 생강한차

해바라기 씨, 아몬드, 대추 등의 고명이 별도로 담겨있
어 맛을 더해주며 쌍화차 한 포를 찻잔에 넣고 80cc 정
도의 온수에 타서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혜민서 쌍화차

중량
판매가

680g (17g X 40포)
16,000원

쌍화차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 밑반찬 제공 활동 등 사회복지 사업을 실현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지역밀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건강식품(쌍화차, 생강한차)을 판매합니다. 

02-960-0990

http://www.hyeminseo.org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4, 202호

chungwan0329@hamnail.net 복지 서비스, 한방 제품 판매

혜민서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디자인과 환경 
모두 생각한 패션 아이템

가즈아협동조합

디자인뤼

바늘한땀협동조합

브이노마드

서울가죽소년단

아임우드

아트임팩트

양천가방협동조합

업드림코리아

에이드런

에코파티메아리

에코프리즘

오운유

원진앤지협동조합

유니어스

이원코리아 

제리백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한국제화협동조합

허그인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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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90 091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이태리 배지터블 가죽을 사용한 제품으로 친환경적
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한 제품입니다. 

해, 모란, 연꽃, 솔, 구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화의 
복을 담은 도자기 풍경으로 소리가 맑고 청아합니다.

베지터블 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모던민화
wind bell

판매가 판매가20,000원 (여권 지갑)
15,000원 (컵 홀더)

17,500원 (100개 기준)여권 지갑, 컵 홀더 경종 (해, 모란, 연꽃, 솔, 구름)

버려지는 자투리 소가죽을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제작
한 제품으로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민화의 디자인적 요소를 개발하여 한복용 원단에 프린팅
한 제품으로 소재가 가벼워 외출용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 지참용으로 적합합니다.

소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모던민화
fabric bag

판매가 판매가5,000원 (카드지갑)
18,000원 (벨트)
23,000원 (남성지갑)

17,000 ~ 35,000원카드지갑, 벨트, 남성지갑 크로스, 숄더 민화 에코백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함께 힘껏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상인들의 마케팅 능력 향상과 공동 판매 마케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 도모와 지역 공헌을 위해 노력
합니다.

민화의 디자인적 요소를 상품화하고 각 분야 공예 디자이너들과의 상생을 꿈꾸며 스토리 디자인 개발을 통한 원단 
판매와 스토리 디자인 개발 컨설팅에 향후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02-2217-6767 010-3842-8869

https://neopark.modoo.at www.designre2014.com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77 우일 B/D 2F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14A

neopark0510@naver.com designre2014@naver.com   수공예 가죽 제품 모던 민화 에코백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가즈아협동조합 디자인뤼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92 093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친환경 데일리 투톤 에코가방은 환경을 위해 제작하였
습니다. 계절마다 경쾌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활동성이 
높고 양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견고한 박음질로 튼튼하
게 제작된 자유로운 스타일의 가벼운 천 가방입니다.

투톤 에코가방

사이즈
판매가

48 X 38 X 65mm
20,000원

투톤 에코가방

전통미에 현대적 감각을 더 해 전통 곡선과 깃, 옷고름 
등을 앞치마에 표현하여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였으며 뒷
면은 훈민정음을 프린트하여 양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한복앞치마

사이즈
판매가

85 X 55 X 75mm
35,000원

한복앞치마
(홍색, 남색, 노랑, 진홍, 
핑크, 비취, 연두)

전통과 현대를 디자인하여 옛것을 본받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으며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규방 공예를 재현했습니다. 아이디어상품으로 전통공예품과 생활용품도 제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실과 바늘로 
사랑과 희망을 뜨는 생활 창작 전통공예품이 성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02-353-1327

bnhanddam.modoo.at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02 (불광동 2층)

hanbok622@hanmail.net 한복 앞치마, 한글 행주 앞치마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만지면 기분 좋은 보들보들한 촉감의 털과 찰떡같이 늘어나는 몸통으로 만들었
습니다. 착 안기는 32cm의 크기이며 베개, 등 쿠션, 배 쿠션 등으로 활용 가능
한 인형입니다.

젬고미 앉아있는 인형

사이즈
판매가

32cm
28,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쿠션, 미니 동화

디자인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재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그 재능을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02-6380-0405

value-nomad.com 서울시 월드컵북로 6길 36 5층

info@value-nomad.com 디자인 서비스, 캐릭터 상품

바늘한땀협동조합 브이노마드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94 095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아임우드에서 처음 시도된 형태의 십자가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십자가 형태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스토리 해석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평화십자가

판매가 50,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주얼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

물격을 가진 제품의 생산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창조성이 겸비되어 새로운 기술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개발
하며 목공 분야 커뮤니티 예술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젊은 디자이너들
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과 서로 돕고 상생을 추구하는 문화를 추구합니다.

02-805-7244

www.imwood.kr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81 (새한벤처월드 207호)

im_wood@naver.com 십자가 주얼리, 생활 가구 등

㈜아임우드

Temp’s의 시그니처 핸드백으로 우아한 곡선의 핸들
이 특징인 가방입니다. 핸들과 크로스 스트랩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mp’s_
T’tote

사이즈
판매가

220 X 180 X 120mm
382,000원

핸드백, 숄더 스트랩

우아하고 아름다운 반달 모양의 핸드백으로 핸들과 
크로스 스트랩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mp’s_
Half moon

사이즈
판매가

200 X 155 X 60mm
218,000원

핸드백, 크로스 스트랩

가죽제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가죽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가죽 교육을 
진행하여 제작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 청년, 시니어 제조자 등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0-5756-2886

www.temps.kr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104길 32

sleatherbs@gmail.com 가죽 가방 및 가죽 제품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서울가죽소년단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96 097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천연한지에 겉면 투명코팅 가공으로 찢어지거나 물에 
젖지 않으며 천연한지를 사용하여 특색 있고 터치감이 
뛰어납니다. 현금부터 각종 카드와 동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LANTT
장지갑RP

판매가 56,000원장지갑

다양한 형태의 수납이 가능한 백팩이며 많은 포켓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아래 히든 
지퍼에 숨겨있는 레인 커버는 오물이나 이물질, 때가 
타는 것이 걱정인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LANTT
데일리 백팩

판매가 48,000원백팩

원청업체와 임가공업체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고 가방 제조업 소공인의 협동을 통한 더 나은 사회를 꿈꿉니다.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실업 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제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실현과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를 재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10-8638-8490

전화 문의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길 32, 태양빌딩 305호

ybc150511@naver.com 가방 및 제조 판매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양천가방협동조합

버려지는 천연가죽을 파쇄, 압착하여 만든 재생 가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원재료
와 제품 양산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며 재활용에 활용하는 가죽도 국내
에서 수급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블루오브

판매가 20,000원 (명함지갑)
200,000 ~ 300,000원 (숄더백)

상품 정보상품 구성

명함지갑, 숄더백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안하는 편집 매장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치 소비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치 있는 제품들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010-6318-5569

www.artimpact.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4길 26 테헤란리치빌 1층 (역삼동)

mike@artimpact.kr 업사이클 패션잡화

아트임팩트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098 099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금, 은박을 사용한 한국적인 디자인의 여권 케이스로 
티켓 및 호텔 카드키 수납이 가능합니다.

여권케이스 

중량

판매가

48g (여권케이스)
13g (네임택)
49,000원

여권케이스, 네임택

나일론 원단을 이용하여 생활방수 기능이 있으며 충격 
보호를 위한 하드 콤보가 적용된 탈부착 가능한 웨이스
트백과 파우치백이 있습니다.

딜럽
유닛백

중량
판매가

1.9kg
99,000원

백팩, 웨이스트백, 파우치백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자’라는 뜻을 가진 청춘들이 모여 만든 봉사모임으로 시작하여 제3세계 아이들의 그림을 패션
에 적용한 디자인 브랜드 ‘딜럽’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돕고 ‘산들산들’을 통해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지원
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70-7739-7739

www.updreamkorea.com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503호 

updreamkorea@naver.com 의류, 가방, 여권케이스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업드림코리아

양육시설 아이들에게 미술 시간을 제공하고 그 중 아이들의 이야기를 패턴으로 
재창조한 상품입니다. 가방을 들기만 해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구매를 통해 다시 아이들에게 미술시간을 선물합니다.

에이드런 패턴백�리틀백

사이즈

판매가

29 X 29 X 14 (패턴백)
13 X 16.5 X 8 (리틀백)
48,000원 (패턴백)
25,000원 (리틀백)

상품 정보상품 구성

패턴백, 리틀백

양육시설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패턴을 디자인하여 아이들의 이야기
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익금 일부는 다시 미술교육 비용으로 사용하며 양육시설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070-4405-7515

http://withadren.com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 v1타워 1605호

adren@withadren.com 패션잡화, 가방 등

에이드런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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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1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입지 않게 된 가죽자켓을 기증받아 만든 가죽 백팩으로 가죽 자켓 본연의 느낌과 
재봉선의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모던하면서도 캐주얼한 백팩입니다. 에코파티
메아리 가방 중 No.1 스테디셀러 가방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고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패셔너블합니다.

가죽자켓백팩

사이즈
판매가

320 X 450mm
219,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가죽자켓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각 지역 재활용가게 운영을 통해 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근본인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하게 하는 “조용한 생활의 혁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02-2115-7018

http://www.mearry.com 서울시 중구 소공로 34 (회현동2가)

purea@beautifulstore.org  업사이클링 패션잡화, 가방 등

에코파티메아리

캐시미어의 특징인 가벼운 경량성, 보온성을 지닌 캐시
미어 가디건이며 지역 기반 생산으로 국내 생산된 제품
입니다. 어깨 부분의 업사이클링 원사를 이용한 핸드 
위빙 자수를 놓은 디자인입니다. 

재클린
위빙 가디건

판매가 350,000원가디건

니트 자투리 원단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니트 소재 면직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자는 컨셉을 가지고 만든 머플러입니다. 

두근두근
머플러

사이즈
판매가

220 X 40cm
29,000원

머플러

‘2017 리빙앤라이프스타일’에서 해방촌 지역의 니트를 선보임과 동시에 에코페미니스트로서의 자유로운 마인드를 
담은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행복한 감동을 드립니다. 업사이클링 원사를 이용한 핸드 크래프트 위빙 DIY 키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수공예 취미 생활도 공유합니다.

010-8776-6394

www.facebook.com/needlenco 서울시 종로구 종로 39길 6, 선유빌딩 501호

needlenco@naver.com 니트, 머플러, 교육 서비스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에코프리즘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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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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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3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장에서 버려지는 가죽 또는 시즌이 지나 소각되는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이며 다양한 
캐릭터로 표현되어 유니크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가죽
캐릭터 열쇠고리

판매가 12,000원열쇠고리

공장에서 버려지는 가죽 또는 시즌이 지나 소각되는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가방 장식으로도
너무 좋은
고급 캐릭터
동물 카드지갑

판매가 25,000원카드지갑

아이들의 그림을 모티브로 아이들의 마음을 디자인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족을 목표
로 어린이에게는 자신감과 희망, 가족에게는 화합의 시간, 지구에는 아이들처럼 순수해질 기회를 선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010-2261-9343

www.ownu.co.kr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서울 새활용플라자 406호 

ahnjihae@empal.com 패션 잡화, 소품, 리빙 제품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오운유

국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20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자들이 생산합니다. 자체 검수 및 A/S는 신속히 진행됩니다. 

단체복, 유니폼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단체복, 유니폼

취약한 봉제공장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02-953-9984

www.wonjin-g.com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7길 42 삼익아파트상가 206호

won6457@daum.net  단체복, 교복 등

원진앤지협동조합



기업 정보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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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04 105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아프리카에서 선별한 독특한 패턴의 패브릭과 유니크
한 디자인이 더해진 드로우스트링 토트백입니다. 용도
에 따라 드로우스트링을 가볍게 묶거나 풀어서도 연출 
가능합니다. 

세리그라피
드로우스트링
토트

사이즈
판매가

40 X 38cm
53,000원

토트백
(핑크, 그린, 브라운)

체크무늬 패브릭을 사용한 도회적인 이미지의 슈카컬
렉션은 동아프리카 소수민족 마사이의 전통의상 슈카
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스카프처럼 자연스럽게 
묶거나 가방에 걸쳐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세리그라피
슈카 숄더 토트

사이즈
판매가

46 X 33 X 16cm
78,000원

토트백
(레드, 옐로우, 퍼플)

아프리카 세네갈 지역 여성들의 공동생산�공정무역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바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직업
훈련을 통한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010-2509-7861

https://www.serigraphie.kr 서울시 중구 퇴계로20길 37 열매나눔빌딩 103호 

uni-earth@naver.com 가방, 잡화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유니어스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시각과 촉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금속 유니바디로 더욱 견고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면과 옆면에 위치한 두 개의 구슬이 시계 내부의 자석을 
따라 함께 움직여 시간을 나타냅니다.

브래들리 타임피스

중량
판매가

87g
379,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손목시계, 브랜드 브로슈어,
설명서, 보증서, 청소용 천

시각장애인 역시 디자인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과 장애인 전용 상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들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시각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시계를 만들게 되었
습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1644-5142

http://eone-time.kr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G401호 

hello@eone-time.kr 시계, 액세서리

이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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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스타일리쉬한 리플랙터 스트랩과 기본에 충실한 튼튼
한 캔버스 소재가 만난 캐쥬얼 가방입니다. 통통 튀는 
리플랙터로 보행 중 안전과 개성 넘치는 당신을 표현
해보세요.

제리백 캐쥬얼

중량
사이즈
판매가

500g
32 X 41 X 15cm
36,000원

캐쥬얼 백팩, 리플랙터 스트랩

튼튼한 캔버스 천으로 만든 백팩으로 13인치 노트북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현지에서 아프리카 
여성이 만든 가방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백팩과 토트백
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2 way Bag입니다.

제리백 스탠다드
캔버스 10L
투웨이 가방

중량
사이즈
판매가

450g
34 X 44 X 10cm
54,000원

투웨이백

지역의 재료와 현지 인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개발도상국 지역 내수 경제 선순환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윤리적 상품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사회 문제 
참여를 확대할 워크샵 및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070-4137-2600

www.jerrybag.com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38길 19 A동 2층

jypark@jerrybag.com 캔버스 가방, 파우치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제리백

네팔 공정무역 생산자 WSDO의 베틀 직조 원단으로 제작한 색감과 직조 감이 
특별한 멀티 백팩입니다. 안쪽에 작은 수납공간을 부착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등받이와 어깨끈을 누빔 처리했습니다. 다양한 색상들의 
조합과 꽈배기 처리한 지퍼까지 수공예 감각을 한층 살렸습니다.

멀티 백팩

중량
사이즈
판매가

300g
26 X 38 X 14cm 
95,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백팩

여성과 환경,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을 연구했습니다. 여성들이 적은 자본으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수공예 의류, 리빙 소품, 식품, 화장품 등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해 빈곤 국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화,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정무역을 통해 빈곤 국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
원하고 국내 윤리적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에 기여합니다.

02-739-7944

fairtradegru.com/shop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종로6가, 서울디자인지원센터) 503호

marketing@fairtradekorea.co.kr 의류, 잡화, 리빙용품 및 화장품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08 109패션잡화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고 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캐주얼, 정장 모두에 잘 어울리는 구두이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이지만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디테일에 신경 썼습니다. 

수제화

소재
색상
판매가

소가죽
흑색
85,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수제화

발은 잘 보이지 않아 중요하지만 그다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온전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신발을 만들어 몸을 해치는 신발이 아닌, 몸을 보호하는 좋은 신발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2-2234-9131

http://www.kshoe.co.kr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15-4 

ars1910@hanmail.net 수제화, 신발 수선

한국제화협동조합

호주 시드니에서 론칭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로 고아원, 미망인, 그리고 빈곤층
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기 위해 시계 판매 수익금의 30%
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컬레버레이션을 통해 디자인되고 
각각의 디자인에는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있습니다.

모먼트워치

사이즈
판매가

40 X 40mm
50,000 ~200,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시계

전 세계 체인지 메이커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창립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체인지 메이커
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나눔을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소셜라이프를 꿈꿉니다.

010-5093-5173

www.hugin.kr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6층

cookie@hugin.kr  시계 등

허그인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용품

공기핸디크래프트

나무를 심는 사람들

네오누리콤

노인낙원효도사업단

누야하우스

늘푸름보호작업장

닥터노아

더사랑

동구밭

되살림모두협동조합

드림로드커뮤니케이션즈

라잇루트

루미르

리바치인터내셔널

마인드디자인

목화송이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

송지

오르그닷

오엠인터랙티브

오피스메카

우드포유협동조합

우리아이친환경

이엠그린

케이앤씨가람

터치포굿

한지문화

함께하는아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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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12 113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식물성 섬유인 주트 소재를 엮어 손으로 만든 수공예 
제품으로 방글라데시 여성 생산자들과 협업으로 만들
어지는 공정무역 제품입니다. 식탁 매트뿐만 아니라 
다용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특허
받은 접기 방식 화분 커버로 가볍고 깨지지 않아 화분
커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주트
테이블매트

접는화분

사이즈
판매가

사이즈
중량
판매가

35 X 35cm
15,000원

7 X 7 X 128cm
120g
4,000원

테이블 매트
(블루, 블랙, 버건디)

다육 식물, 화분 커버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운 티크 우드와 마른 코코넛 껍질
로 만든 자연소재 제품으로, 코코넛 껍질을 이용하여 
나무젓가락의 상단 부분을 이국적인 패턴으로 표현하
였습니다.

자석 부착으로 어디서나 붙여서 키울 수 있는 반려 식물
화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어 편리하고 
화분을 거꾸로 해도 흙이 쏟아지지 않는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티크 사각
젓가락,
받침 세트

미니자석화분

판매가 사이즈
중량
판매가

30,000원 (1 SET) 4 X 4 X 8cm
50g
7,000원

젓가락, 수저 받침 다육 식물, 포장 케이스

누군가의 시간이 담긴 그릇에 우리의 시간을 담습니다. 지구마을 소생산자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소생산자들
의 삶과 전통을 보호하고 좋은 제품, 더 많은 이야기로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일상 속의 자연
입니다. 자연의 흙과 나무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시 태어나며, 그 고유한 감성과 기술을 소중히 합니다.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화분을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생각 없이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음으로써 버리는 행위에 대한 의식의 제고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
다. IT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 동영상과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여 교육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070-4222-1203 010-8765-0322

http://gong-gi.com www.planthuman.net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성산동) 상암소셜박스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246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info@gong-gi.com plant_human@naver.com그릇 등 업사이클링 화분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나무를 심는 사람들공기핸디크래프트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14 115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튼튼하고 견고한 나일론 부직포를 사용하였으며 무광 
코팅 봉투로 고급스러움을 더함과 동시에 감성적인 캘
리그래피 메시지를 적음으로써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추가로 제품의 발열이 뛰어나 10분 정도 후 자연히 열
이 발생합니다.

포켓용
핫팩

사이즈
중량
판매가

105 X 135mm
80g
240원 (최소 1,000개)

핫팩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편리한 
그립감으로 휴대가 용이합니다. 위생적인 분리형 망을 
적용하여 세척과 사용이 편리하며 텀블러 바닥에 논슬립 
기능이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락앤락
노브텀블러

사이즈
용량
판매가

207 X 60mm
400mL
14,180원 (최소 40개)

텀블러

행사 또는 홍보를 진행하는 목적과 대상에 맞춘 핀셋마케팅을 적용하고 제품 선정에서 인쇄, 제작과 행사장으로의 
직접 납품을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합니다.

02-394-1821

http://neonuricom.k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B동 411호

3941821@hanmail.net 인쇄홍보물, 고주파 제품생산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식약처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해 생산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무색의 
무독성 살균제로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살균력으로 식중독 및 각종 바이
러스를 차단하고 맥스크린을 접촉면 또는 대상물과 공기 중에 뿌려 주면 안전한 
공중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스크린 MAX CLEAN

용량
판매가

300mL
5,5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친환경 살균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성장 경영능력을 확충합니다. 5090세
대 행복 만들기, 사회공헌기업 정착,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02-578-7474

www.1443.co.kr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10길 25, A동 지하 2호 (양재동, 트윈타워)  

5787474@hanmail.net 친환경 살균제

노인낙원효도사업단네오누리콤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16 117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천연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져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몸에 있는 노폐물에 없애주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보습에 우수하며 프로
폴리스가 함유되어 있어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가정용, 사무실용 두루마리 화장지입니다. 형광증백제
를 사용하지 않은 부드러운 순백의 화장지입니다. 2겹
으로 되어 있어 질깁니다.

아카시아
프리미엄 세트

두루마리 화장지

중량

판매가

사이즈
판매가

300g (바디워시)
280g (리퀴드 솝)
100g (프로폴리스 비누)
150g (클렌징 솝)
48,000원

폭 96±3mm
4,500원

바디워시, 리퀴드 솝, 
프로폴리스 비누, 클렌징 솝

두루마리 화장지 (2겹, 10롤)

오일, 비타민E, 알로에베라잎 즙 등이 함유되어 매끈하고 
맑은 피부를 만들어 주며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 공공장소 등 대용량 착한 화장지로 친환경 원지
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높은 퀄리티와 흡수율을 자랑
합니다. 물에 잘 녹고 인장강도가 높아 질기며 먼지가 
나지 않는 인체에 무해한 무형광 무표백제 화장지입
니다.

네츄럴
핸드크림 
3종세트

점보롤 화장지

중량
판매가

사이즈
중량
판매가

50g
7,500원

폭 96±3mm
15kg
34,000원

핸드크림
(아보카도, 올리브, 헤이즐넛)

점보롤 화장지 (1겹, 16롤)

사람을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모토로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으로 친환경 제품을 대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 제품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 및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교육과 놀이시설 안전컨설팅을 진행하며 안전 관련 시설재를 생산˙유통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방과 재난 위기 대처에 필요한 안전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국제 인증 제품군 생산 등으로 
재난 안전산업 선도를 지향합니다.

02-351-3599 02-374-6091

www.nuyahaus.com www.egboho.net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내 누야하우스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나길 38, 2층 유림레포츠빌딩

nuyahaus@gmail.com greenboho309@hanmail.net천연 화장품 및 천연 비누, 핸드크림 위생 용지(점보롤 화장지 외)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늘푸름보호작업장누야하우스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18 119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닥터노아는 예방치의학 전문성을 가지고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고 있으며 꼭 
필요한 성분만 넣고 대체 가능한 것은 모두 천연 유래 성분으로 바꾼 안전한 
치약을 만들고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닥터노아 대나무
칫솔 휴대용 세트

중량

판매가

19g (칫솔)
30g (치약)
5,9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대나무 칫솔, 안전한 치약

칫솔, 치약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대나무 농부와 지역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플라스틱 칫솔을 대체하여 우리의 환경
을 더 지속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대나무 생산지 빈곤층 거주지에 공장을 지어 일정 기간 후 공장의 소유와 운영을 
지역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역자립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070-8873-2030

doctornoah.net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빌딩 519호

hello@doctornoah.net 대나무 칫솔, 천연 유래 성분 치약

지적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의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며 지적 장애인과 고령자와의 2인 1조의 
고용모델 제시하고 디자인 구급키트 시장 개척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02-973-1051~2

www.thesarang.co.kr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37 나눔아트센터 2, 3층 더사랑

thesarang33@naver.com 구급키트, 문구, 커피

더사랑닥터노아

일반 가정, 가벼운 산행, 여행 등 야외 레저 활동에 휴대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급 키트로 파우치는 허리띠
나 가방에 탈부착할 수 있으며 내부는 2단 포켓과 메시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수납에 효과적입니다.

구급키트 베이직

사이즈
판매가

10 X 13cm
16,500원

비접착 패드 2개, 면 붕대 1개, 
거즈 1개, 소형 가위 1개,
핀셋 1개, 면 반창고 1개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처를 빠르고 간편
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초소형 구급 키트이며 
3단계(지혈�소독�보호)응급처치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급키트 스피디

사이즈
판매가

10 X 16cm
1,200원

비접착 패드 1개, 알콜 솜 2개,
드레싱 밴드 1개, 관절 밴드 1개, 
표준 밴드 2개, 설명서 1개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20 121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콜드 프로세스(Cold Process) 방식으로 만든 천연비누
입니다. 발달 장애인 사원들이 동구밭 팩토리에서 직접 생산 포장한 제품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포장만 하였습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를 거친 무형광 순면을 사용하였으며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현대인의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특히 눈이 건조한 사람에게 도움
을 줍니다. 추가로 약팥이라고도 하는 이팥을 사용하여 토종 종자를 살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구밭 가꿈비누 이팥 눈찜질팩

중량
판매가

중량
판매가

100g (비누)
5,000원 (개당)

130g
17,000원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비누(케일, 상추, 바질) 눈찜질팩

발달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천연비누 제조 및 판매하며 공장에서 여러 품목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천연 CP(Cold Process)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시설과 시스템, 그리고 인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천연 CP 비누 공장이며 파라벤, 경화제,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천연비누를 1,000시간 동안 
숙성하여 발달장애인 사원들이 가공,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을 살리는 물품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동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평범한 
물건에 창의력과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여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070-4282-9626 02-537-5508

www.donggubat.com  전화 문의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56 덕산빌딩 지하 1층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3길 10, 102호

contact@donggubat.com isarangls@naver.com천연비누, 입욕제 이팥눈찜질팩

되살림모두협동조합동구밭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22 123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높은 화력에서 12시간 이상 구워 강한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으며 정성스러운 핸드페인팅으로 고급스럽
습니다. 온 가족이 찜이나 샐러드, 과일 등을 담아 
다함께 화목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붓터치 고급
다용도 중형 
원접시

사이즈
판매가

344 X 338 X 53mm
46,000원

접시 1종

특수 기술을 이용한 환원 자기로 산화 자기보다 기포가 
적고 강도가 높은 기능성 디자인 자기류입니다. 위생상 
개인 식기로 활용하기에 좋고 뛰어난 디자인으로 선물
하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인기가 좋습니다. 

나뭇잎 소스
종지 6p 세트 

사이즈
판매가

255 X 220 X 25mm
32,000원

종지 6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지속성장 가능한 고용 창출 및 이익의 공동체 공유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 합니다.

070-8146-2727

http://www.droffice-mro.kr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3 구로선경오피스텔 608호

yjkang@drcomms.kr 식기류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최고급 면으로 만들어져 타사 면사 수건에 비해 부드럽고 먼지가 없으며 세탁에
도 제품 형태의 보존성이 높아 보풀이 적고 색을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원하는 문구 및 로고 자수 각인이 가능하며 색상 및 두께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급 수건

사이즈
판매가

40 X 80cm
6,000 ~ 8,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수건 (세트 가능)

현재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 옷을 만드는 사회적 패션 브랜드이며 청년 디자이너들의 문화적 경제
적 복리를 증진합니다. 간략하게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춘들이 디자인한 제품이 나오도록 돕고 있으며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에 제반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춘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70-7655-9843

http://rightroute.co.kr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9-21 402호

rightroute@naver.com 패션 브랜드, 패션 아카데미 등

라잇루트드림로드커뮤니케이션즈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24 125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독일산 친환경 오일 사용으로 실내에서도 사용 가능
하며 각도 조절 부분은 동양 톱을 사용해 손으로 가공
하였습니다. 둥글고 견고한 마감과 방수�방오 가공
된 변형에 강한 인도네시아 폴리 원단을 사용한 제품
입니다.

USB를 이용하여 전원을 연결하며 4단계 밝기 조절과 
조명 색 온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30분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고 세련된 유리 바디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호가니
원목 덱체어

루미르S

사이즈
판매가

중량
판매가

120 X 62.5 X 4cm
120,000원

565g
74,000원

덱체어루미르S 테이블 램프

100% 티크 원목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천연오일 
마감 처리를 한 핸드메이드 도마입니다.

양초의 열을 빛으로 전환하며 양초 대비 최대 60배 
밝으며 향초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등대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유럽인증 열
경화성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핸드메이드
티크 도마

루미르C

사이즈
판매가

중량
판매가

42 X 16 X 1.8cm
45,000원

645g
79,000원

티크 도마루미르C 캔들 LED 램프조명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센터 지원에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으며 드림센터 생산품 및 국내
외 윤리적 생산자 제품 발굴, 유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빛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빛을 의미하는 Lamp와 세상을 뜻하는 Mir의 합성어로, 
해외 유명 언론에서도 주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촛불 램프 루미르C를 필두로 기술과 디자인을 겸비한 디자인 
조명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현지형 램프를 개발하여 
빛보다 더 큰 가치를 전해나가고 있습니다.

010-6069-443802-6959-8224

https://rebach.imweb.mewww.lumir.co.kr 서울시 중구 퇴계로20길 37, 103호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403호

allenyjpark@re-bach.comsupport@lumir.co.kr 재활용 IT기기, 원목가구, 목제품루미르C, 루미르S 등

상품 정보상품 정보 상품 구성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정보 상품 구성상품 구성

루미르 리바치인터내셔널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26 127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원은 사용 전, 후 정갈히 정돈합니다. 향은 공기를 정화
해주며 막대 향 사용 시 연을 사용합니다. 다른 모양의 
향 사용 시, 연못 위에 향을 올려두며 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힙니다.

무형광, 무표백 생지융과 옥스퍼드 지로 만들어졌으며 
면 100%로 몸과 환경을 생각하는 빨아서 쓰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마인드리추얼
백자 원

목화송이
면생리대
팬티라이너

사이즈

판매가

사이즈
중량
판매가

89 X 85mm (원)
78 X 23mm (단)
70,000원

14 X 19cm
29g
11,000원

숨, 연못, 연, 향, 초 3개 1폴리백 (색상 랜덤)

숨은 사용 전, 후에 정갈히 정돈합니다. 향을 꽂고 숨을 
덮으면 숨의 차크라에서 향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막대 
향 사용 시 연을 사용합니다. 다른 모양의 향 사용 시, 
연못 위에 향을 올려둡니다.

무형광, 무표백 생지융과 옥스퍼드 지로 만들어졌으며 
면 100%로 몸과 환경을 생각하는 빨아서 쓰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속지 분리형으로 건조가 빠릅니다. 

마인드리추얼
백자 숨

목화송이
면생리대

사이즈

판매가

사이즈

판매가

154 X 39mm (연못)
95mm (향)
100,000원 (세트 판매)

18 X 23cm (일반)
18 X 28cm (대형)
20 X 32cm (오버)
5,500 ~ 6,300원

숨, 연못, 연, 향, 초 오버나이트, 대형, 일반형 중 선택

문화가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소외되고 잊혀진 가치 있는 지역 문화를 발굴합니다.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Event)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 문화를 발굴해 개발된 사례들을 통해 아시아
의 소외되는 문화를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며 ‘모든 문화는 가치 있다’라는 비전을 실현하려 
합니다.

10년 전 한살림 조합원들이 몸과 환경에 좋은 바느질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시작됐으며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빨아 
쓰는 면 생리대, 장바구니, 에코백, 앞치마 등 다양한 친환경 상품들을 만들면서 지역의 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만들
어나가고 있습니다. 면 생리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여성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로 수출하여 전 세계 여성의 
자궁 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질 좋은 여성 장년층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02-2231-2011 070-7124-9351

https://www.mindd.co.kr http://shop.cottonball.kr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5 (세영빌딩, 3층)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66 (방학동, 2층)

account@mindd.co.kr mokhwasonge@naver.com 마인드리추얼 백자 면 생리대, 앞치마 등 생활용품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마인드디자인 목화송이 협동조합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28 129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고장 나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및 리폼하여 시가 제품의 30% 가격이지만 
성능은 80% 이상으로 새 제품과 큰 차이 없는 외관의 자전거입니다.

재활용 자전거

판매가 50,000 ~ 100,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어린이 자전거, 보급형, MTB,
ROAD 등 다양한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만들어진 재활용 자전거는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
니다. 자전거 수리소, 대여소 등 위탁운영과 자전거 관련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 및 북한 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자전거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2-845-9028

lovebike.kr/home/index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 (신설동, 3층)

love@lovebike.kr 정비 교육, 푸드바이크 제작 판매

100% 오가닉 면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입니다. 2중 텐셀 기모 흡수층으로 항균
성과 흡수력이 우수하며 천 기저귀와 방수커버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허리와 허벅지 부분을 고무줄로 처리하여 샘을 방지하며 가볍고 
얇아 건조가 간편합니다. 

천사맘 오가닉
코튼 올인원 기저귀

판매가 21,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팬티형 천 기저귀

국제 NGO 생명누리공동체 패밀리케어사업단으로 출발해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나무 기저귀의 화학성분 때문에 아토피, 천식, 불임, 질염에 걸리고 
기저귀 발진율 80%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송지가 친환경 천 기저귀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02-762-3988

http://www.1004mom.net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5-7

songji3988@hanmail.net 친환경 기저귀, 아기용품 등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 송지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30 131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면이 도톰하고 깔끔한 마감 처리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수건입니다. 염색하지 않아도 100% 하얀 색상
으로 발현 가능하며 파란색 수건의 경우 친환경 염색
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대나무 수건

중량
판매가

130g
6,000원 (1개)
10,000원 (2개)

수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의류이며 선수 유니폼 등 
기능성 의류도 가능합니다. 대나무 수건 등 자주 접하
기는 어려우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제품도 가능합니다.

친환경 소재
의류 및 잡화

판매가 티셔츠 최대 40,000원일반 의류 및 잡화와 같으며 주문 
제품의 경우 티셔츠 및 점퍼류는 
최소 100벌 이상 주문 가능

제안하는 윤리적 패션은 작은 점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와 자연의 유기적 일부를 이루는 개인과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윤리적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더욱 크게 그리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향하는 윤리적 패션은 생산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의 위협을 덜 받는 지구를 위한 실천입니다.

070-7596-8330

www.orgdot.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505호

upani@orgdot.co.kr 친환경 의류 및 잡화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자사에서 판매 중인 독보적인 핸
드메이드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가능한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귀여운 디자인으로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핸드메이드
귀요미 펭귄
수세미

중량
판매가

17g
3,000원

수세미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어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
하며 돌멩이에 불을 밝혀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가능
합니다.

돌멩이를
닮은 캔들

중량
판매가

70g
30,000원

캔들 (3개), 스텐트레이,
선물박스 및 리본 포장, 
팜왁스, 향오일

나이와 육아 등의 문제로 일자리에서 멀어진 어르신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이 자신의 취미를 통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인 후즈하비몰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장
하여 더욱더 폭넓은 판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02-2295-0519

http://www.whmall.co.kr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동 아크밸리 502호

om@ominteractive.co.kr 소프트웨어, 수공예품

오르그닷 오엠인터랙티브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상품 정보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구성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32 133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물을 잘 흡수하며 도톰한 면과 꼼꼼한 마감 처리로 최고
의 퀄리티를 가진 수건입니다.

수건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수건

일회용품 사용의 대안으로 제작된 환경호르몬 미검출 
텀블러이며 세련된 디자인의 바디와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텀블러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텀블러

“사무실용품의 중심부가 되자”라는 포부로 시작하였습니다. 프린트 관련 품목을 시작으로 이후 문구와 판촉물, 
인쇄, 디자인 등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원활한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나눔을 베푸는 기업 정신을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88-7993

www.officemecca.com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7, 6동 123호

officemc@hanmail.net 에코백, 가방, 우산, 텀블러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높은 항균력으로 세균 번식을 막아주어 음식을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나뭇결이 도마마다 달라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도마로 즐겁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2회 재연마,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크 물결사각도마

중량

판매가

1,664g (중형)
2,274g (대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상품 정보상품 구성

종이박스, 에어캡, 사용설명서, 도마

경력단절 및 경력 보유 여성의 자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목공 DIY 수업, 맞춤 가구, 원목 소품, 제품 업사이클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과 친환경 재료로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010-4609-3971

www.wood4ucoop.com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wood4ucoop@naver.com 원목 소품(도마), 목공 DIY 수업

오피스메카 우드포유협동조합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34 135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EM원액은 천연세정제로 EM은 80여 종의 유용 미생물군이란 뜻입니다. 대표적
인 유용 미생물군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품의 개발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이며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물질들을 생성하여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해 안전하게 세척됩니다.

EM원액

용량
판매가

1L, 10L, 20L
4,900 ~ 75,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세정제

EM 사용의 대중화를 통한 친환경 생활을 구현하며 EM 매출 증대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070-8103-7721

www.emgreen.co.kr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99 지하

emgreen.co.kr@gmail.com  EM원액

이엠그린

칫솔모에 치약이 발라져 있어 치약을 묻힐 필요 없이 
개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칫솔입니다. 치약 코팅 전 세척과 코팅 후 자외선 살균
을 2회 실시하여 세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치약이 발라져
있는 칫솔

사이즈
판매가

19 X 1cm	
2,000원

칫솔

건식마스크와 습식마스크의 장점을 결합한 접착식 
습식 화재 대비용 마스크이며 마스크를 펼치면 내부
의 물주머니가 터져 필터가 적셔지고 안면에 접착됩
니다.

화재 대비용
습식마스크

판매가 9,000원마스크

유기농, 무중금속, 무환경호르몬, 리사이클링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신을 
추구합니다. 

070-7723-7567

www.wuriai.co.kr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가길 9-3

wuriaieco@hanmail.net 친환경 제품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우리아이친환경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36 137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줄에 비즈를 꽂아 직접 제작하는 제품으로 길이와 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직접 키트로 제품을 만들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하며 건강한 환경과 몸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업사이클 줄넘기
KIT

중량
판매가

500g
16,500원

플라스틱 줄넘기

뚜껑과 제품 하단의 블록이 특징이며 원하는 방식대로 
쌓을 수 있어 다양한 연령 및 목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
다. 재생 PP로 개당 플라스틱 1.2kg의 폐기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
블록박스

중량
판매가

약 1.2kg
19,800원

블록박스

짧게 쓰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문제와 버리는 습관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버려지는 
것들을 솜씨 있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가치를 담아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자 하며 수익금 일부는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쓰입니다.

02-6349-9006

http://www.touch4good.com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80-34 (대흥동) 2층

t4g@touch4good.com 업사이클 제품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터치포굿

사포닌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유해산소로부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보호합니다. 항산화에 효과적인 석류, 
무화, 오디, 은행 추출물로 만들어 영양감 넘치는 크림
입니다.

진생코어
올인원 크림

용량
판매가

70mL
25,000원

진생코어 올인원 크림

빛나는 피부를 위한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국내 최대 금 
함유량인 510ppm이 함유되어 있는 미백 주름 개선 
이중기능성 화장입니다.

진생코어 24K
골드컨트롤
올인원 세럼

사이즈
용량
판매가

12 X 12cm
50mL (25mL X 2병)
40,000원

진생코어 올인원세럼 1 SET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더불어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며 항상 다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개발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2-2279-7857

http://kncgaram.com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v타워 B110, 111, 113호

happy2654@hanmail.net 화장품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케이앤씨가람



생활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38 139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100% 국내에서 생산되며 면 100% 앞치마로 가정과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주방용 앞치마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기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빠앞치마

사이즈
판매가

85 X 100cm
24,000원

아빠용 앞치마

천연펄프를 사용하였으며 무독성 잉크 인쇄로 민감 피부
에 자극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착용 시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하며 사계절 사용 가능합니다.

아빠장갑

사이즈
판매가

17 X 41cm
7,900원

아빠용 고무장갑

아빠들의 아빠 노릇, 일과 가정의 균형(WLB 워라밸)을 돕고 공동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아빠 상자 출시, 교육 확대)를 통해 아빠 솔루션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2-415-7955

www.fathers.or.kr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6호

help@fathers.or.kr 아빠용 앞치마 등 주방용품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함께하는아버지들

오리지널 솔잎추출물, 파인 오일 등 전 성분을 천연으로 
제작하였으며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향기가 납니다. 집
먼지진드기 억제, 담배 연기나 발 냄새, 곰팡내, 쓰레기 
냄새 등 각종 악취에 강력한 탈취 효과도 있습니다.

한플향기
피톤치드
방향탈취제

용량
판매가

500mL
12,000원

방향 탈취제

호호바 오일, 비타민E 등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여 
은은하고 품격있는 향기이며 양쪽 손바닥에 고체향수
를 넓게 바른 후 모발 끝 또는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밤
처럼 가볍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한플향기
고체향수

중량
판매가

15g
18,000원

고체 향수

어르신(55세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현대사회는 더욱 절실하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업공정에 어르신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02-855-0370

www.scmt.kr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54, 제상가동 제지층 제 7호

hanjiculture@nate.com 고체향수, 향수, 피톤치드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한지문화



생산자와 자연을 살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리드릭

반짇고리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연합회

아트버스킹

오피스타운배재문구

페이퍼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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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사무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42 143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사용지 생산업체로 한국제지 원지를 사용하여 품질을 보장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갑니다.

복사용지, 중질지, 신문용지

중량
판매가

10kg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용지

인쇄 및 복사용지를 생산하며 중증 장애인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생산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일반 고용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도모합니다.

02-3667-4945

www.ridplus.com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산경 216호

ridplus@hanmail.net 복사용지, 인쇄출판

면으로 만들어져 오염 시 간단히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긴 세모 모양으로 
앞 입구가 트여 있어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찾기에 쉽습니다.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화장품 도구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합니다.

필통

사이즈
판매가

20 X 7 X 6mm
6,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필통

봉제 물품 제조 및 판매를 통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업 
이미지를 높입니다.

010-6213-7885

www.nwjahwal.org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5, 1층 (상계동)

nwjahwal@hanmail.net 홈패션 패브릭 제품

리드릭 반짇고리



사무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44 145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고품질의 원지를 판매�사용하며 풍부한 재단 경험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 
여러분께 직접 찾아가 최상의 제품을 전달합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에
서 인쇄 납품까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복사지, 인쇄 사업

사이즈
판매가

A4, A3, B4, B5 등
가격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어울림 복사지, 신문용지, 
친환경 복사용지 등

사회복지 차원의 성숙한 기업 경영을 통해 얻어지는 힘을 우리 이웃과 나눔으로써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사회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더욱더 합리적인 경영과 
구성원 개개인의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2-2279-9240

www.nanoom114.com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길 8, 1 ~ 3층

nanoom9240@hanmail.net CCTV, 방송장치, 복사지, 인쇄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연합회

늘 비빔밥처럼 섞이고 글 쓰는 중간에 도식이 끼어들며 섹션은 제멋대로 나뉘던 
단점을 개선한 도도한 다이어리! 내지는 아코디언 형식으로 시간의 흐름과 자유
를 담을 수 있으며 KOTRA에서 진행하는 아트콜라보와 함께 했습니다.

도도한 다이어리

사이즈

판매가

148 X 210mm (접었을 때)
888 X 210mm (펼쳤을 때)
28,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다이어리 커버, 다이어리, 
도도새 스티커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
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70-4773-0880

facebook.com/artbusking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502호

artbusking2013@naver.com 문화콘텐츠 기획, 다이어리

아트버스킹



사무용품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46 147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문서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보존 박스로 색상은 노랑색
과 청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보존박스

사이즈
재질
판매가

210 X 297mm
종이
44,000원

A4 (50매)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화일로 분홍색, 녹색, 노랑색, 
청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정부화일

사이즈
재질
판매가

210 X 297mm
종이
88,000원

A4 (100매)

사회적기업의 생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고 직원들과 같이 상생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적 경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으며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2-716-0111

www.bjmg.co.k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 18차 B114   

bjmg@bjmg.co.kr 사무용품 생산 및 유통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오피스타운배재문구

골판지로 제작된 책상 칸막이입니다. 양 날개판 2개, 중간 큰판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조립이 쉽고 사용 후 재활용
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이 적습니다. 

공부집중 칸막이

사이즈
판매가

600 X 460 X 395mm
7,5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공부집중 칸막이

평균 15개월마다 1, 2개의 가구와 50L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물건이 한번 사용하면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쓰레기로 남아 지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각종 가구와 물건을 종이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21세기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재미있고 실용적인 일상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070-4642-4248

www.paperpop.co.kr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6층 (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pp@paperpop.co.kr 종이 제품

페이퍼팝



사무용품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48 149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각종 인쇄물, 명함, 전단지, 리플릿, 책자 등 인쇄 가능합니다.인쇄물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각종 인쇄물, 명함, 전단지, 
리플릿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족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서로
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자립 생활을 추구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서로 다른 장애를 보완하는 협력작업으로 가치를 만드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 정신을 도모
합니다.

02-2065-1591

전화 문의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3층  

salehappy1@hanmail.net 인쇄, 쇼핑백 제작, 임가공 등

행복을파는장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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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날카롭게 부셔지지 않아 안심
하고 급여할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 무항생제 오
리목뼈를 사용하였으며, HACCP 인증 국내 제조시설
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리목뼈

중량
판매가

60g (1 EA)
4,000원

오리목뼈

100% 국내산 무항생제 닭가슴살을 사용하였습니다. 
HACCP 인증 국내 제조시설에서 원재료의 영양분을 
그대로 살리는 저온건조 공법으로 생산한 무항생제, 
무첨가물 닭가슴살입니다.

순닭가슴살

중량
판매가

60g (1 EA)
5,000원

순닭가슴살

반려동물�반려인�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반려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하여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기획,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금 일부는 동물병원협동조합과 NGO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02-323-3333

smartstore.naver.com/good_buy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504호

jks@animalhome.co.kr 반려동물 간식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환경과 상생하기 위해 품질 좋은 친환경 재생 용지를 사용하려 적극적으로 노력
하며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주문 접수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제작, 
납품까지 모든 단계에 최선을 다하여 제작합니다.

디자인, 인쇄, 현수막,
실사 출력, 판촉물

판매가 가격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디자인, 인쇄, 현수막, 
실사 출력, 판촉물

‘노들 장애인 야학’의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자립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일터
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소중한 사람을 곁에 남기고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02-469-9101

http://norandp.co.kr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78 한우리빌딩 4층   

norandp@hanmail.net 디자인, 인쇄, 현수막 등

노란들판 동물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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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장미 프린트에 깜찍한 리본으로 장식된 워너비 
강아지 원피스입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와 똑딱이 처리
로 입고 벗기기 간편하며 반려동물의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꼼꼼한 마감처리로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장미
원피스

사이즈
판매가

S, M, L, XL
28,000원

원피스

고급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누빔 
티셔츠이며 면+누빔 원단으로 신축성, 보온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반려동물의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꼼꼼한 마감처리로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하트넥
티셔츠

사이즈
판매가

S, M, L, XL
25,000원

티셔츠

반려동물 제품산업의 사회적경제 진출을 목표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문화 개선과 동물복지 등 인간과 동물에게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도모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제품 사업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향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070-7390-1120

www.laons.modoo.at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optionzero@empas.com 반려동물 의류, 액세사리 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상품 정보상품 구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홍보 인쇄물, 교재 제작, 기업체 홍보 인쇄물 등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며 학교 홍보용 포스터 달력, 브로슈어 등의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합니다.

지자체�공공기관 홍보물, 
학교 홍보 인쇄물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홍보 인쇄물, 교재 등

고품격 디자인과 적정한 가격, 정확한 납기를 통하여 고객님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으로서 당사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나눔 사업으로 더불어 공생�공영하는 대한민국 사회
적 기업의 롤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02-2285-3366

www.schoolpt.co.kr 서울시 중구 서애로 33 아싸컴빌딩 407호

schoolpt@hanmail.net 디자인, 인쇄물

라온스 스쿨프린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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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브로슈어, 카탈로그, 보고서, 소책자, 설명서 등을 제작하며 대중교통
(지하철 및 버스)을 이용하여 수화물을 배송하는 지하철 택배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오토바이 등 타 배송수단보다 저렴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정체가 없어 
원하는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매뉴얼, 브로슈어, 카탈로그,
지하철 택배 등

고품격 인쇄물 제작과 친절˙정확한 지하철택배 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여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기업홍보 및 물류비용 절감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발전에 기업경영의 비전과 보람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2-2278-7133

http://www.늘찬.kr 서울시 중구 을지로20길 24-6, 205

lsil2812@hanmail.net 인쇄물 제작, 지하철 택배 등

아담앤달리

‘어둠속의대화’는 100% 완전한 어둠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지
난 30년간 수많은 시도와 변화를 거듭한 전시와 퍼포먼스가 접목된 ‘Exhi-
Performance’라는 신개념 종합예술 일종의 참여형 체험전시입니다.

어둠속의대화
전시, 머그컵

연령
사이즈
판매가

8세 이상 70세 이하
93  X 60mm (굿즈)
15,000원

상품 정보상품 구성

전시, 굿즈

‘어둠속의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국 160여 개 지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경험한 국제적인 전시입니다. ‘어둠속의대화展’를 통해 가치와 감성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참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02-313-3641

dialogueinthedark.co.kr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1 

didkorea@nvisions.co.kr 어둠속의대화 체험 전시 등

엔비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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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음성안내가 시작되며 LED 안내표시가 있어 음성을 
못 듣는 상황에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ECG)를 자동
으로 전기충격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체격에 맞게 전기충격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이즈
중량
판매가

225 X 320 X 85mm
1.9kg (배터리 제외)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본체 1, 성인‧소아 공용 패드 1,
비충전식 배터리 1, 가방 1, 매뉴얼 1

모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교육, 놀이시설 안전컨설팅, 안전 관련 시설재 생산�유통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방과 재난 위기 대처에 필요한 안전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국제 인증 제품군 생산 등으로 재난 
안전산업 선도를 지향합니다.

070-7773-9599

전화 문의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71, 3층

ytkim601@naver.com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용품

온누리 안전생활환경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단체의 사회 혁신을 위한 가치 중심 디자인으로 조직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을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합니다.

포스터, 웹홍보물, 팜플렛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포스터, 웹 홍보물, 팜플렛,
브로슈어, 명함 등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해법, 협동과 
상생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을 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02-6405-0877

facebook.com/coopmongddang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38길 19, A동 2층

coopmong@gmail.com 편집 디자인, 크라우드 펀딩 등

청년협동조합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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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배너, 합성지 등의 출력물과 일반지, 고급지, 특수지 같은 전통적인 인쇄 
영역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 이벤트, 마케팅 행사 등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출력물, 판촉물 사이니지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출력물, 판촉물, 행사 등

아낌없이 주는 한 그루 나무같이 인쇄물과 출력물, 판촉물, 사이니지까지 다양한 시각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기업
입니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인쇄물 및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대행하며 창의적인 기획과 디자인의 
협업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와 인쇄 및 출판물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02-712-5724

www.plantree.net 서울시 중구 서애로5길 12-20 (필동3가, 성운빌딩 205호)

plan_tree@naver.com 출력물, 판촉물 등

플랜트리

반려동물을 키우며 감수해야 하는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펫 웨어(Pet 
wear)로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편리하고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입니다.

마음이 maum:e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쿠션 및 베드류, 드라이 타월 등

버려지는 것들에 의한 환경적 문제를 자원의 선순환 구조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일상 속 
물건의 예술적 재발견을 통해 사물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원순환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의식을 넓히는 환경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이 되고자 합니다. 

070-4006-8000

http://www.hicycle.co.kr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43길 12, 201호

upcycle@hicycle.co.kr 커피나무 모종 재배 키트 등

하이사이클



기업 정보 기업 정보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주소구매처

이메일전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62 163기타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고령자 및 장애인이 협동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쇄물 제조 및 사무용품, 
판촉물 유통을 하고 있으며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 디자인�출판 제작이 가능
합니다.

다이어리, 카탈로그, 책자 등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상품 정보상품 구성

다이어리, 카탈로그, 책자, 리플릿 등

행복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고령자 인쇄기업으로 당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협동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쇄물 
제조 및 사무용품, 판촉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은 다이어리, 카탈로그, 책자, 리플렛, 포스터, 쇼핑백, 
명함 제작이며 이외에도 사무용품, 청소 용품 등 각종 소모성 물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1644-0826

www.happy77.kr 서울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1층

hpcoop77@naver.com 카달로그, 책자, 리플릿

행복프로세스사회적협동조합

감각 있는 디자인, 최상의 인쇄 품질과 다품종 인쇄물을 제작하며 추가적으로 
우편 발송대행서비스는 고객의 우편물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인쇄, 출판, 우편발송
대행서비스

판매가 별도 견적 문의
(인쇄, 출판, 우편 발송)

상품 정보상품 구성

인쇄, 출판, 우편발송 대행서비스 등

경영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직무능력에 적합한 일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2-875-9744

www.em21c.com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709호

em21c@hanmail.net 디자인, 인쇄, 우편발송대행서비스

EM실천



부록
03 구매가이드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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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용 핫팩
구수미누룽지 (소)
구급키트 스피디
과일 도시락
치약이 발라져 있는 칫솔
히말라야 미네랄 빙하수를 먹고 자란 건체리
인도양 햇살이 키운 건파인애플
구수미누룽지 (중)
콩담터 순두부
사탕수수 미네랄을 정제하지 않은 마스코바도
이퀄 초콜릿 리얼다크
차칸 다크 초콜릿 바
핸드메이드 귀요미 펭귄 수세미
접는화분
오리목뼈 (반려동물용)
효반 현미 영양식
사계절 내몸愛 마시는 발아 콩듀
맞춤형 특화 도시락 다정다감
달달팩토리 프리미엄 양갱 3종
이퀄 초콜릿 오곡 크런치
효반 건강 국밥
두루마리 화장지 (세트)
EM원액 (세정제)
동구밭 가꿈비누
순닭가슴살 (반려동물용)
소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카드지갑)
Nut’s with you (캐슈넛)
맥스크린 MAX CLEAN (친환경 살균제)
목화송이 면생리대
페어데이 캐슈넛
Nut’s with you (아몬드)
닥터노아 대나무 칫솔 휴대용 세트
필통 (반짇고리)
친환경 대나무 수건 (오르그닷)
고급 수건 (라잇루트)
캄보디아 싱글 드립백 (드립백 커피)
미니자석화분
카페오아시아 커피, 원두
네츄럴 핸드크림 3종세트
공부집중 칸막이

가격정보가 없는 상품은 각 상품소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아빠장갑
화재 대피용 습식마스크
좋은날 유기농 원두
목화송이 면생리대 팬티라이너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가죽 캐릭터 열쇠고리
한플향기 피톤치드 방향탈취제
좋은날 유기농 더치커피
오색떡국떡 미니 선물세트
락앤락 노브텀블러
주트 테이블매트
베지터블 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컵 홀더)
40240 독도커피
어둠속의대화 전시, 머그컵
아름다운 감귤주스 선물세트
혜민서 쌍화차
혜민서 강황 생강한차
구급키트 베이직
플라스틱 업사이클 줄넘기 KIT
이팥 눈찜질팩
모던민화 fabric bag (에코백)
모던민화 wind bell (풍경)
소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벨트)
한플향기 고체향수
시트러스필, 페릴라민트 차세트
페어데이 캐슈두유
나눔비타민 사랑주는 어른용
업사이클 블록박스 (수납박스)

240원
1,000원
1,200원
2,000원
2,000원
2,300원
2,300원
2,500원
2,600원
2,9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4,500원
4,500원
4,500원
4,9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5,300원
5,500원
5,500원
5,600원
5,800원
5,900원
6,000원
6,000원
6,000원
6,500원
7,000원
7,000원
7,500원
7,500원

7,9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4,18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300원
16,000원
16,000원
16,500원
16,500원
17,000원
17,000원
17,500원
18,000원
18,000원
19,000원
19,200원
19,800원
19,800원

1 1 4 p

073p

1 1 9 p

081p

134p

080p

080p

073p

084p

076p

077p

086p

1 3 1 p

1 1 3 p

1 5 3 p

070p

084p

066p

068p

077p

070p

1 1 7 p

1 3 5 p

120p

1 5 3 p

090p

082p

1 1 5 p

1 2 7p

078p

082p

1 1 8 p

143p

130p

1 2 3 p

086p

1 1 3 p

085p

1 1 6 p

1 47p

1 3 9 p

1 3 4 p

074p

1 2 7 p

1 0 2 p

1 3 8 p

074p

067p

1 1 4 p

1 1 2 p

090p

065p

1 5 7 p

076p

087p

087p

1 1 9 p

1 3 7 p

1 2 1 p

0 9 1 p

0 9 1 p

090p

1 3 8 p

083p

078p

0 7 1 p

1 3 7 p

하트넥 티셔츠 (반려동물용)
가방장식으로도 너무 좋은 고급 캐릭터 동물 카드지갑
도도한 다이어리
장미 원피스 (반려동물용)
젬고미 앉아있는 인형
두근두근 머플러

154p

102p

145p

154p

093p

1 0 1 p

25,000원
25,000원
28,000원
28,000원
28,000원
29,000원

~1만 원 대

투톤 에코가방
달콤한 나의 도시 (숙성 꿀 세트)
Nut’s with you 선물세트 (3구)
베지터블 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여권지갑)
명함지갑 (블루오브)
천사맘 오가닉 코튼 올인원 기저귀
소가죽 핸드메이드 제품 (남성지갑)
아빠앞치마
송편 손잡이 선물세트
에이드런 리틀백
진생코어 올인원 크림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1,000원
23,000원
24,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092p

079p

082p

090p

096p

129p

090p

139p

072p

099p

136p

2만 원 대

티크 사각 젓가락, 받침 세트
돌멩이를 닮은 캔들 (세트)
나뭇잎 소스 종지 6p 세트
점보롤 화장지 (세트)
Nut’s with you 선물세트 (3구)
한복앞치마
40240 독도커피 선물세트
제리백 캐쥬얼
오지의 맛 (재래간장, 함초소금세트)

30,000원
30,000원
32,000원
34,000원
35,000원
35,000원
36,000원
36,000원
39,000원

1 1 2 p

1 3 1 p

1 2 2 p

1 1 7 p

082p

092p

065p

106p

075p

3만 원 대

진생코어 24K 골드컨트롤 올인원 세럼
나눔 플로라글로루테인
문서보존박스 (세트)
핸드메이드 티크 도마
붓터치 고급 다용도 중형 원접시
LANTT 데일리 백팩
에이드런 패턴백
아카시아 프리미엄 세트 (세면용품)
오색떡국떡 선물세트
여권케이스 (업드림코리아)

40,000원
44,000원
44,000원
45,000원
46,000원
48,000원
48,000원
48,000원
49,000원
49,000원

136p

071p

146p

1 2 5 p

1 2 2 p

097p

099p

1 1 6 p

067p

098p

4만 원 대

평화십자가 (주얼리)
재활용 자전거
모먼트워치 (시계)
세리그라피 드로우스트링 토트 (토트백)

50,000원
50,000원
50,000원
53,000원

095p

128p

109p

104p

4-6만 원 대

마인드리추얼 백자 원 (향 세트)
오지의 향 (참기름, 들기름세트)
루미르S (무드등)
세리그라피 슈카 숄더 토트 (토트백)
루미르C (무드등)
오크 물결사각도마 (대)
수제화
친환경 정부화일 (세트)
멀티 백팩
딜럽 유닛백

70,000원
72,000원
74,000원
78,000원
79,000원
80,000원
85,000원
88,000원
95,000원
99,000원

126p

075p

124p

104p

124p

1 3 3 p

108p

146p

107p

098p

7-9만 원 대

마인드리추얼 백자 숨 (향 세트)
마호가니 원목 덱체어 (접이식 의자)
고려홍삼 농축액로얄
여성건강기능식품 노노타임
쇼퍼백 (블루오브)
Temp’s Half moon (핸드백)
가죽자켓백팩
재클린 위빙 가디건
브래들리 타임피스 (시계)
Temp’s T’tote (토트백)

100,000원
120,000원
140,000원
147,000원
200,000원
218,000원
219,000원
350,000원
379,000원
382,000원

126p

1 2 5 p

064p

069p

096p

094p

100p

1 0 1 p

105p

094p

10만 원 이상

구매가이드
가격대별 상품

제리백 스탠다드 캔버스 10L 투웨이 가방
두텁떡세트
LANTT 장지갑RP
굿모닝 홍삼정 스틱
오크 물결사각도마 (중)

54,000원
55,000원
56,000원
60,000원
60,000원

106p

072p

097p

064p

1 3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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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구매가이드

40240 독도쿠키
드림메이커 39,900원

40240 독도커피
드림메이커 15,000원

나눔 비타민 사랑주는 어른용
비타민엔젤스 19,800원

나눔 플로라글로루테인
비타민엔젤스 44,000원

메가홍삼25
비타민엔젤스 88,000원

선물용 추천 상품    식품

효반 싱글세트 (10개입)
복지유니온 39,900원

효반 더블세트 (20개입)
복지유니온 59,900원

송편세트 (박스용)
12,000원삼성떡프린스

송편찰떡세트
삼성떡프린스 55,000원

찰떡+두텁세트
삼성떡프린스 77,000원

두텁떡세트
삼성떡프린스 55,000원

달달팩토리 프리미엄 양갱세트
리얼시리얼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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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공정무역 드립백커피 3종 선물세트
아름다운커피 24,000원

구매가이드

송편 손잡이 선물세트
삼성떡프린스 25,000원

좋은날 유기농 더치커피 (2병)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50,000원

좋은날 유기농 더치커피 (파우치)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13,000원

아름다운 코코넛오일 선물세트
아름다운가게 32,500원

아름다운 감귤주스 선물세트
아름다운가게 15,300원

마스코바도 선물세트
아름다운가게 11,600원

공정무역 이퀄 종합 선물세트
아름다운커피 24,000원

공정무역 콜라보 선물세트
20,500원아름다운커피

캐슈두유 선물세트 (1BOX)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19,200원

페어데이 꾸러미 선물세트 6종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30,000원

오색송편 선물세트
삼성떡프린스 32,000원

선물용 추천 상품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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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달콤한 나의 도시 (숙성 꿀 세트)
어반비즈서울 20,000원

샬롯, 담금주 키트 세트
오엠인터랙티브 27,000원

구매가이드

상품 및 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는
‘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설탕 건과일 세트 (혼합)
어스맨 24,000원

히말라야 미네랄 빙하수를 먹고 자란 건살구 세트
어스맨 22,500원

피스 티백세트
트립티 18,000원

피스 동티모르 드립백세트
트립티 20,000원

시트러스필, 페릴라민트 차세트
이풀약초협동조합 9,500원

2g의 휴식, 2g의 배려 약초 티백차 세트
이풀약초협동조합 17,000원

선물용 추천 상품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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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가죽소품 베스트 2종
에코파티메이리 20,000원

99,000원

딜럽 유닛백
업드림코리아

둘이만나 보름달 세트
에코파티메이리 30,000원

신학기 선물 세트
에코파티메이리 30,000원

구매가이드
선물용 추천 상품    패션잡화

에코백 명화
목화송이 협동조합 22,000원

에코백 대형
목화송이 협동조합 20,000원

13,500원

에코백 중형
목화송이 협동조합

체리지갑
에이드런 46,000원

줄라이 백
에이드런 79,000원

윈터 블로썸 토트백
에이드런 45,000원

근무화
우리아이친환경 39,000원

세리그라피 슈카 숄더토트 S
유니어스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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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모먼트워치
허그인 50,000원

구매가이드

상품 및 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는
‘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리그라피 드로우스트링 토트백
유니어스 53,000원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워터 에코백
48,000원

제리백 스탠다드 캔버스 10L 투웨이 가방
제리백 54,000원

제리백 캐쥬얼
제리백 36,000원

제리백 세렝게티 10L 투웨이 가방
제리백 56,000원

브래들리 타임피스
이원코리아 379,000원

워터 숄더백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48,000원

선물용 추천 상품    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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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동구밭 가꿈비누 5종 Gift Set
동구밭 26,500원

돌멩이를 닮은 캔들
오엠인터랙티브 30,000원

동구밭 가꿈비누 3종 Face Set
15,000원동구밭

핸드메이드 티크 도마
리바치인터내셔널 45,000원

구매가이드
선물용 추천 상품    생활용품

티크 사각 젓가락, 받침 세트 (2pcs)
공기핸디크래프트 30,000원

핸들바스켓
공기핸디크래프트 68,000원

주트 테이블매트
공기핸디크래프트 15,000원

네츄럴 핸드크림 3종세트
누야하우스 22,000원

아카시아 프리미엄 세트
누야하우스 48,000원

닥터노아 대나무 칫솔 휴대용 세트
닥터노아 5,900원

도도한 다이어리
아트버스킹 28,000원

친환경 대나무 수건
오르그닷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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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 정렬

구매가이드

상품 및 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는
‘02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국소이 엔젤 캔들 세트
오엠인터랙티브 32.000원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테라피 스킨+로션+세럼 세트
82,000원

소이캔들 인디안써머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25,000원

진생코어 24K 골드컨트롤 올인원세럼
K&C가람 40,000원

커피팟 애완 커피나무 모종 키트
28,000원하이사이클

진생코어 올인원크림
K&C가람 25,000원

커피팟 애완 커피나무 3L 
하이사이클 38,000원

선물용 추천 상품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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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우리동네협동가게

생협
우리동네협동가게

매장 매장연락처 연락처구매처 구매처

두레생협 종로점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두레생협 남구로점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12길 27

두레생협 미아점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27길 46

두레생협 성산점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두레생협 종암점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길 124

두레생협 용강점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두레생협 구산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74

두레생협 신내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211

두레생협 불광센터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두레생협 북가좌점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두레생협 응암점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9

두레생협 망원점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57

두레생협 진관점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67

한살림생협 마포점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69

두레생협 상도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1길 19

한살림생협 봉천점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74

두레생협 사당점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3바길 9

한살림생협 대치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1길 11

두레생협 미성점
서울시 관악구 난우길 21 

한살림생협 구의점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603

두레생협 보라매점
서울시 관악구 당곡길 74

한살림생협 문래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4

두레생협 성동점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1길 18-1

한살림생협 성산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16 

02-735-7161 02-838-5615

02-980-0450 02-3141-0518

02-924-0450 02-715-0518 

02-385-6233 02-3423-0518 

02-357-6233 02-305-0518

02-356-6233 02-333-0518

02-352-6233 02-713-0600

02-826-3385 02-877-5999

02-533-4578 02-569-8378

02-855-0495 02-456-0738

02-873-4490 02-2631-4200

02-2296-0466 02-374-7875

오프라인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구매가이드
상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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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우리동네협동가게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스토어 36.5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스토어 36.5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문 매장
공감마켓 정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제주공항 면세점
사회적경제 매장 이치

매장 매장연락처 연락처구매처 구매처

한살림생협 고척점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100

안국점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21

한살림생협 미아점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184

미아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242

행복중심생협 공릉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34길 23

도곡점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22

행복중심생협 개포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목동 부영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행복중심생협 방학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210

삼청점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16-1

하나로마트 창동점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 지하 1층

박가좌점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우리동네협동가게: 생협매장 내 사회적경제 상품을 별도 진열·판매하는 가게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 1층

종로점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제주공항 면세점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 2

구산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75

강서점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노원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14

은평점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연남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0-8 1

02-2685-1400  02-736-0660

02-989-9984  02-982-0004

02-975-7145 02-3462-7117

02-445-8703 02-2648-1005

02-3492-9999  02-739-7945

02-904-5130  02-305-0518

02-720-8604 02-735-7161

064-740-9746 02-385-6233

02-3663-6335

02-3391-3650

 02-384-3605

02-325-9955

25 37

26 38

27 39

28 40

29 41

30 42

31 43

32 44

33

34

35

36

매장 연락처 구매처

함께누리몰
온라인 사이트

02-2222-3896 

온라인

1

구매가이드
상품 구매처

www.hkn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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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허브

공동 사무실, 교육장, 행사장,
전시 및 판매장 등 운영

서울혁신파크 내 위치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

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 시제품 비용 
절감을 위한 공유 작업장 운영

아세아전자상가(세운상가) 내 위치
상암소셜박스

생활 자원 활용 창의적 제작 및 
협업을 위한 공동 작업장 운영

문화비축기지 내 위치

사회적경제정책 통합 및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의 씽크탱크이자 네트워크 허브로 시민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갑니다.

지역 협동기반 조성 판로지원전략사업육성

주체발굴˙인재양성 홍보 및 연구경영지원

0103

17

14

04
07

11

20

23
15 05

10

16

02

09

08

24

21

12

13
22

06

18
19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서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작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서초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성동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산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종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중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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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1-1347
02-994-8283
02-2600-6503, 6506
02-6713-7500
02-461-9390
02-3666-9845
070-4432-3792~4
02-933-7150
02-6952-6954
02-969-9936
02-815-1710
02-353-5284
02-3140-8026
02-582-8868
02-2291-2323
02-927-9501
02-2043-1421
02-2643-1556
02-2670-1670
02-318-5200
02-355-7913
02-739-7008
070-8670-0039
02-353-3553

www.gdse.org
www.facebook.com/gbsea8283
www.gssec.org
www.gase.kr
www.gwang4.net
www.gurosen.or.kr
www.gcsenet.com
www.happynowon.kr
www.dbmasecenter.org
www.eastse.net
www.dongjak.go.kr
www.maposehub.net
www.sdm.go.kr/social
www.seochose.org
www.ssec.or.kr
www.sbnet.or.kr
www.songpase.org
www.yeses.kr
www.ydphub.com
www.yse.or.kr
www.ephub.net
www.jongnose.com
www.scoptree.or.kr
www.sehub.net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요사업

비전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목표

정책의 개발 시행 
지원에 있어 

임팩트 극대화

사업연합 활성화와 
규모화를 통한 

시민체감도 제고

사회적 경제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를 통한 
사업수행 효과 극대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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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고려인삼협동조합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드림원에프앤씨

떡찌니

리얼씨리얼

메이커스테크놀로지

복지유니온

비타민엔젤스

삼성떡프린스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소녀방앗간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어반비즈서울

어스맨

오담과협동조합

위드유 사회적협동조합

이풀약초협동조합

친환경식품

카페오아시아사회적협동조합

카페티모르

혜민서

064p

065p

066p

067p

068p

069p

070p

071p

072p

073p

074p

075p

076p

077p

078p

079p

080p

081p

082p

083p

084p

085p

086p

087p

식품

공기핸디크래프트

나무를 심는 사람들

네오누리콤

노인낙원효도사업단

누야하우스

늘푸름보호작업장

닥터노아

더사랑

동구밭

되살림모두협동조합

드림로드커뮤니케이션즈

라잇루트

루미르

리바치인터내셔날

마인드디자인

목화송이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

송지

오르그닷

오엠인터랙티브

오피스메카

우드포유협동조합

우리아이친환경

이엠그린

케이앤씨가람

터치포굿

한지문화

함께하는아버지들

1 1 2 p

1 1 3 p

114p

1 1 5 p

1 16p

1 1 7p

118p

1 19p

120p

1 2 1 p

122p

123p

124p

125p

126p

127p

128p

129p

130p

1 3 1 p

132p

133p

134p

135p

136p

137p

138p

139p

생활용품

090p

091p

092p

093p

094p

095p

096p

097p

098p

099p

100p

101p

102p

103p

104p

105p

106p

107p

108p

109p

가즈아협동조합

디자인뤼

바늘한땀협동조합

브이노마드

서울가죽소년단

아임우드

아트임팩트

양천가방협동조합

업드림코리아

에이드런

에코파티메아리

에코프리즘

오운유

원진앤지협동조합

유니어스

이원코리아 

제리백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한국제화협동조합

허그인

패션잡화

노란들판

동물의집

라온스

스쿨프린팅그룹

아담앤달리

엔비전스

온누리 안전생활환경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몽땅

플랜트리

하이사이클

행복프로세스사회적협동조합

EM실천

152p

153p

154p

155p

156p

157p

158p

159p

160p

161p

162p

163p

기타

142p

143p

144p

145p

146p

147p

148p

리드릭

반짇고리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연합회

아트버스킹

오피스타운배재문구

페이퍼팝

행복을파는장사꾼

사무용품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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