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for a Better Life

Contents

04

14

INTRO

Hightlights
발간사

14

2018 LG소셜캠퍼스

07

축사

16

2018 주요활동

08

주최사 소개

12

주관사 소개

04

18

30

금융지원

공간지원

19

주요성과

31

지원현황

20

지원현황

36

지원프로그램

24

지원기업 에세이

38

지원기업 에세이

42

52

성장지원

인재육성

생산성 향상 컨설팅

53

1분 1초 소셜영화제

46

해외벤치마킹

55

로컬밸류업

48

소셜체험단

57

아이디어 공모전

50

네트워킹워크숍

51

홈커밍데이

43

59
부록
59

LG소셜펠로우 소개

128

LG소셜펠로우 주소록

4

INTRO_발간사_LG전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LG가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법인(法人)은 사람 인(人)자를 사용하여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에 의
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이 달라지면서 기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시대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
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 가치’를 믿고 꾸준히 달려온 사회적경제 기업에
게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
우리는 올해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단어인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LG소셜캠퍼
스의 펠로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LG전자와 LG화학은 금융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LG소셜펀드’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인 ‘LG
소셜캠퍼스’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일회성 지원 활동이 아닌, 기업의 업종과 부문을 넘어 함께 협
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토양과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
제들을 고민해보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배우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건
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분야 비즈니스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
써주신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
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저희도 함께 성장하여, 더욱 사랑받는 LG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 대외협력담당/상무
윤대식

INTRO_발간사_LG화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LG가 함께 뛰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LG는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고, 나아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영속하기 위
한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LG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곳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LG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
라 굳게 믿습니다.
LG는 이러한 신념 하에 2011년부터 기업, 정부, 학계, NPO 각각의 전문성을 살린 다자간 협력모델인 ‘LG소셜
캠퍼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집중 지원해왔습니다. 총 1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
장 어려움을 겪는 자금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사무공간 조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 기
업 간의 시너지 창출 기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네트워킹 등
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과 공모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혁신가 양성에 중점을 둔 로컬밸류업 프로그램과 소셜토크콘서
트, 소셜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G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를 깊이 내려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에 빛날 수 있도록 LG는 끊
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G화학 대외협력담당/상무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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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_발간사_사회연대은행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G소셜캠퍼스가 걸어온 발자취가 담긴 성과보고집 발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앞장서 주신 LG전자 ·LG화학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동차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하는 '(주)모어댄', 에너지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주)에너지팜', 소형 수력발
전기를 개발한 '(주)이노마드'… 이들은 LG소셜펠로우 입니다. 저는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12년 LG전자·LG화학과 사회연대은행이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시작할 무렵, 국내 사
회적경제 분야는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LG화학은 ‘사회·환경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만든다’는 사회공헌 비전을 기반으로 한결같이 사회
적경제 기업을 위해 무상 지원, 무이자 대출, 해외 선진사례 탐방, 사무공간 조성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LG소셜캠퍼스는 2018년까지 165개소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생산성 증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소셜토크콘서트', 소셜펠로우 간 네트워크 관계 형성을
위한 '홈커밍데이'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1분 1초 소셜
영화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밸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은행은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LG전자, LG화학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에도 감
사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LG소셜펠로우를 포함한
사회혁신가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사회연대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
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연대은행 대표이사
김용덕

INTRO_축사_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동행,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적기업은 환경, 양극화, 차별, 빈
곤, 소외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재계가 쉽게 해
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탄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자원이 사회적경제 생태
계에서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혁신활동을 지원할 때 사회문제 해결은 더 빨라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풍성해
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기업평가기관(해리스폴, 핀 파트너스)의 서베이 결과,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부분에서 LG가 13위
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윤리적 리더십,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 시민의식 등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의 사회적 가치를 적용한 결과 LG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LG가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LG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회공헌사업이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일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초기 자금 문제 해결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은 기업 사회공헌의 일반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가
능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LG전자와 LG화학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사회
적 금융과 사회적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도 LG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도록 열심히 역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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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사 CSR 소개

LG전자
LG전자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자사의 핵심역량과

Life’s Good with LG
LG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삶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선에 지속적으
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효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LG전자는 제품 연구·개발부터 구매, 생산, 판매, A/S,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
반에 걸쳐 CSR 실행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레임워크

비전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

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SDGs) 달성에 기여

3대
전략방향

따뜻한 기술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구현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한다

진정성 있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LG전자는 인류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따뜻한 기술,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적극적으
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세 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실
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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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
해 자사의 강점인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하여 차
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

따뜻한
기술
자사의 기술과

회가 안고 있는 사회·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 해결

소방관 방화복 전용 세탁기 개발·보급

LG전자는 현지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이슈에 대
한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 NPO, 사회적경제 기
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통하여

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사회공헌 활동에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기대

이해관계자의 성장과

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자립 기반을 지원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합니다.

LG전자노동조합 생산성 향상 컨설팅

LG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 임직
원과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활동을 실천하
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이웃을 돌아

함께하는
나눔

보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기부 및 노력봉사 등

자사가 비즈니스를

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

하는 모든 국가에서

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활동

에티오피아 희망직업훈련학교

앞으로도 LG전자는 전 세계 곳곳에서 ‘LG와 함께라면 언제나 Life’s Good’,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글로
벌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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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사 CSR 소개

LG화학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주요 프로그램

Responsibility)”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CSR을 통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초등학생]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교
육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

[중학생]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고등학생]화학탐구프런티어페스티벌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경영 전
반에 걸쳐 경영진부터 모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CSR을 추진하기 위

복
지

[저신장아동]성장호르몬제 지원
[중국청소년]사랑의 학교 프로젝트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서 주요 CSR 현안을 보고하고 있으며, CEO를 위원장
으로 하는 CSR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거버넌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화학과 환경에 대한

스차원에서 CSR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사회/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미래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외부 채널과의 소통을 꾸준
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CSR에 반
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교육복지사업’과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보전해
야 할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 전략적 사회공헌 활
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공감과 협
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
지 증진 활동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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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친

주요 프로그램

환경/에너지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단 ‘LG화학 그린메이커(Green Maker)’
조직 및 밤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LG소셜캠퍼스(LG Social Campus)
그린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LG화학은 위와 같은 다양한 CSR 활동들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
는 기업 All Star 및 석유화학부문 1위’, ‘교육기부 우
수기관 인증’을 수상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와 상생하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영속기업이 되기 위해
사회의 모범이 되는
CSR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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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대안금융' 사회연대은행

대안금융이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은 사회적금융을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션

핵심가치

혁신
전문성
투명성
공감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든다

비전

사회적금융
국내 대표기관

사업영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2008년부터 사회혁신기업가・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발굴해 인큐베이팅,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를 시행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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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지원
호혜적 자원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및 소셜비즈니스에
대출・교육・컨설팅 등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혁신기업가에 필요한 자금・공간・네트워크・멘토링 등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자원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장수요에 맞는 금융상품과
사회적기업 지원모델・사회적기업 자금조달 매뉴얼 및 경영환경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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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G소셜캠퍼스
2018 INPUT

혁신적이고 공익성 높은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금
융
지
원

금
융
지
원

목적

대상

자금 문제 해결

스타트업,
성장/성숙기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
• 스타팅그룹 8개소 선발 총 160백만 원 지원
• 그로잉그룹 3개소 선발 총 250백만 원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R&D 벤처기업

공
간
지
원

오프라인 플랫폼

성
장
지
원

경영 역량 강화

LG소셜펠로우

미래 인재 육성

초/중/고/대학생

지역 인재 육성

청년 예비창업자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기업과 벤처기업의 사업안정화를 위한
공
간
지
원

738평 규모 'LG소셜캠퍼스' 운영
• 21개 독립사무공간, 2개 인큐베이팅 센터 지원
• 입주기업에 상시 외부자원 연계
• 오프라인플랫폼 강화를 위한 '소셜토크콘서트'

LG소셜펠로우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성
장
지
원

인
재
육
성

• (생산성 향상 컨설팅) 작업 현장 1개소 진단
• (해외벤치마킹) 베트남 사회적경제 사례 탐방

Management

• (소셜체험단) 11개소 제품 마케팅 지원
지원

• (네트워킹) 펠로우 간 협업지원 행사 지원

대상

내부

다음세대가 바라보는 옳은 미래를 위한
인
재
육
성

홍
보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외부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 영상공모전 '1분 1초 소셜영화제'
• 지역혁신가 양성프로그램 '로컬밸류업'

사
후
관
리

펠로우십 유지 및
위기 관리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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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18 OUTPUT

LG소셜캠퍼스 페스티벌

입주자 모임

금
융
지
원

매출 99백만 원(33%) ▲
고용 21명 ▲

*2018년 사업 중간점검 기준

소셜토크콘서트

• 생산성 향상 컨설팅
• 해외벤치마킹
• 소셜체험단
• 네트워킹워크숍

인큐베이팅 20개팀
공
간
지
원

엑셀러레이팅 14개사
입주 후 고용 20명 ▲
소셜토크콘서트 참석자 478명

• 홈커밍데이

1분 1초 소셜영화제

로컬밸류업

• (생산성 향상 컨설팅) 실시 후 총합 생산성 20% ▲
성
장
지
원

• (해외벤치마킹) 일자리 창출 모델 7곳 조사
• (소셜체험단) 블로그 후기 47건 게재
• (네트워킹) 펠로우십 강화

지원방식

LG그룹사 연계 홍보 지원

• 공식 홍보채널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 콘텐츠 생산(영상/카드뉴스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연체 관리

인
재
육
성

(1분 1초 소셜영화제) 청소년 영상공모 131작품
(로컬밸류업) 지역혁신가 26개팀 양성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총 9개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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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8년 주요 활동

03

04

소셜토크콘서트(적정기술)

LG소셜펠로우 8기 페스티벌

09

08

LG소셜펠로우 8기 2차 공통교육(기업별 KPI 점검)
소셜토크콘서트(국제개발협력)

해외벤치마킹(베트남)
소셜토크콘서트(메이커교육)

10
1분 1초 소셜영화제 공모
지역사회혁신가 양성프로그램 로컬밸류업 공모
소셜토크콘서트(착한소비)

Hightlight_2018 주요활동

05
LG소셜펠로우 8기 1차 공통교육(사회적가치창출과 KPI)
입주기업 자치위원회
소셜토크콘서트(공유경제)

07

06

소셜체험단(블로거)
소셜토크콘서트(에너지・ 환경)

LG전자노동조합 생산성 향상 컨설팅
소셜토크콘서트(소프트웨어 앱개발)

11

12

LG소셜펠로우 홈커밍데이
소셜토크콘서트(환경보호)

1분 1초 소셜영화제 페스티벌
지역사회혁신가 양성프로그램 로컬밸류업 성과공유회
소셜토크콘서트(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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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금융지원_주요성과

8개년 주요성과

지원 금액

총

지원 건 수

130 억 원

무상지원
대출지원

총

130 건

5,445,877,000 원
4,047,600,000 원

무상지원
대출지원

81건
49건

*총 지원 금액 중 금융지원 현황

매출액

26% ▲

투자 전

투자 후

62,845,839,583원

79,349,134,405 원

투자 전

투자 후

1,126 명

1,273 명

고용인원

13% ▲

기업생존율

*중복지원을 제외한 111개 기업 중 104개 기업 정상 영업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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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원현황

선정기업

총

지원금액

11개소

총

4억 1천만 원

스타팅그룹(창업기) 8개소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주)모두의캠퍼스
(유)사각사각 / (주)소소한 소통
(주)유니온키드

총 1억

6천만 원

(주)크래프트링크 / (주)책임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주)

그로잉그룹(성장/성숙기) 3개소

(주)공공디자인이즘
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前춘염원)
(주)다수리

총 2억

5천만 원

금융지원_2018 지원현황

스타팅그룹(창업기) 8개소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경계선급 지능 및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숲·소통·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사회서비스-봉사 순환 플랫폼 역할을 할“올치” 앱 개발 완료로
더 많은 참여자와 봉사자 확보

예비사회적기업

(주)모두의캠퍼스
대학생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하여 대학 중고교재 거래앱인
'북딜' 앱 운영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투자대비 수익률을 2.7배 이상 달성하였으며, 모두의캠퍼스
서비스를 리뉴얼하여 학교별로 약 1천 개 수준의 강의평가 확보

예비사회적기업

(유)사각사각
친환경 수제가구 생산, DIY, 직업체험교육,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 수행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매출이 약 120% 향상하였으며, 제품 대량생산을 위한 OEM
가능업체 발굴과 인력교육을 위한 안정적 판매처 가시화

예비사회적기업

(주)소소한 소통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쉬운 문서 제작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디자이너의 업무환경 보강으로 작업능률이 향상되었으며,
쉬운 책 개발(2종)과 친환경 프로모션 인쇄 추진

21

22

금융지원_2018 지원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주)유니온키드
친환경 골판지를 이용한 가구, 장난감, 애완용품 제조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특허 1건 출원과 상표 16건을 출원했으며, 홍보비를 통한 언론
홍보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주)책임
폐업으로 버려지는 기자재 리뉴얼, 폐업 및 창업 컨설팅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넓혀 간판 교체 와 인테리어 변경사업 추진,
생산성 향상 컨설팅으로 작업대 및 세척실 수리용 공구 Set 진행

예비사회적기업

(주)크래프트링크
친환경 식물성 신소재를 기반으로 패션잡화제품 제작판매,
여성일자리 지원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파인애플 가죽을 소재로 한 제품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할 파트너
발굴에 성공하여 10월에 제품 출시

예비사회적기업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주)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택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금액

형태

20,000,000원

무상

2018 주요활동
에너지 진단장비 구매로 건물에너지진단의 일일 진단 가능 가구 수
증가, 현재까지 총 1,544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금융지원_2018 지원현황

그로잉그룹(성장/성숙기) 3개소

사회적기업

(주)공공디자인이즘
UV친환경 인쇄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디자인

지원금액

형태

100,000,000원

대출지원

2018 주요활동
4명의 추가고용과 장비구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환경폐기물
없는 축제와 행사 기획 6건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前춘염원)
친환경 업무용 세제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의 급식환경 개선
지원금액

형태

100,000,000원

대출지원

2018 주요활동
친환경 환기시스템 총판으로 광주 전남지역 진출, 산학연 R&D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세제와 세탁 위탁사업 확보 예정

예비사회적기업

(주)다수리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는 공동주택 배관자재 생산 및 판매

지원금액

형태

50,000,000원

대출지원

2018 주요활동
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과 벤처기업 확인에 성공, 친환경 절삭수,
수전금구 생산준비로 본격적 매출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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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얼마 전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옛 이름인 ‘춘염원’은 한자 이름이라 소금집으로 종종 오해를 받
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eco-co라는 영문 이름으로 정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말 이름 “착한지구”
로 정했습니다. 그 날이 마침 한글날이었고요. 이름 하나가 뭐 중요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
겠지만, 당사자인 저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비자들이 좋
아하니 바꾸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자긍심도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착한지구는 친환경 세제와 오가닉코튼 사업을 합니다. 경남지역 1,300여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소에
친환경 세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급식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오가닉코튼 사업
은 출산용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만들기에 기여합니다. 지
금까지 송파구청, 경남 거제시, 하동군, 산청군에 납품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예비 단계를 넘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새로
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직원복지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직원복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열악하지만 회사 주식 10%를 3년 근속 직원들에게 무
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입직원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
고 우리가 먹는 소금과 생선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연일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
리 세제 용기 또한 플라스틱이라 이를 대체할 용기를 개발하는 일이 우리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입
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은 종이로 만든 병(Paper Bottle)과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생분해되
는 플라스틱도 검토했지만 바닷물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지원_지원기업에세이_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

세 번째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R&D 사업 2건이 진행됩니다. 하나는 2
년 동안 진행될 “피부진정 약초를 이용한 민감피부용 세정제 개발”인데, 산학연사업으로 경남과학기
술대학교와 함께 진행합니다. 또 하나는 “국내산 목화와 실크를 이용한 유아용 제품 개발”로 한국실
크연구원과 공동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개발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라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올해에는 친환경 세제 생산라인을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가성비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께 공급할 수 있으며, 유통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경남에 이어 부산과
광주에도 진입하였습니다.

LG소셜펠로우 친환경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행운이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착한지구는
친환경 세제 전문기업, 오가닉 코튼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前춘염원) 대표
권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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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쇄와 쉬운 문서의 의미 있는 콜라보

소소한 소통(이하 소소)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발달장애인의 일상 속 소통을 지원하는 예비사회
적기업입니다. 쉬운 정보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외래어 등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쉬운 글과 이미지(삽화, 사진)로 만들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청각장애인의 수어처럼 인지적 어려움이라는 장애 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자 알 권리입니다.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쉬운 정보도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외국인 근로
자, 다문화 가족, 어린이, 어르신 등 모두를 위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오래된 역
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5년 11월 시행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소가 만드는 ‘쉬운 정보’는 대부분이 책, 리플릿 등의 인쇄물입니다. 많은 인쇄물을 만들면서
환경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LG소셜캠퍼스의 펠로우로 선정되어 친환경 용지
인쇄 사업을 펼칠 수 있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소소와 LG소셜캠퍼스의 의미 있는 콜라보는 ‘친
환경 프로모션’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쉬운 정보를 만드는 기관이 친환경 용지에 인쇄를 하
면, 인쇄비의 50%(최대 40만 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업 예산 안에서 일을 하는 복
지기관에게 ‘친환경 프로모션’은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지키며, 쉬운 정보도 만드는 1석 3조의 일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쉬운 정보의 홍보와 확산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초기에 LG소
셜캠퍼스와의 콜라보는 아주 귀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_지원기업에세이_(주)소소한 소통

소소는 1년 6개월 된 걸음마 단계의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아직 서툰 걸음마 이기 때문에 가고 싶
은 곳을 향해 걷기에는 누군가 맞잡아 줄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게 부축해주는 지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쉬운 정보’라는 개념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이정표와 지지대가 되어 주는 것은 아
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LG소셜캠퍼스가 저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LG가 소소의 가족
이 되어 어떠한 고민과 실행을 해야 하는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소를 통해 쉬운 정보가 발달장애인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 소통
의 어려움이 없도록, LG가 잡아 준 손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소소한 소통 대표
백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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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LG소셜캠퍼스

안녕하세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주)유니온키드입니다.

저희는 종이와 골판지를 디자인하여 실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가구를 만들고 있으며 체험 및 환
경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적기업에 발을 들인 것은 불
과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미션과 비전은 올바르게 설정을 한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사회적기업인지?’ 등의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점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LG소셜펠로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소와
함께 LG소셜펠로우에 선정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 선물 보따리에는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마케팅 지원, 홍보
등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있었고 저희는 그 선물 덕분에 올해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및 다양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LG소셜펠로우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담당자분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금융지원_지원기업에세이_(주)유니온키드

첫 모임을 가지면서, 담당자분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한적 있
었습니다. 당연히 예의상 이야기를 꺼낸 것인 줄 알고, 농담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항들이 다음 모임 때 반영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부 전화나 파워 블로거 홍보 지원, 인프라 연계 및 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무수히 많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저희 기업에게는 존재감만으로도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던 큰 형이자 누나처럼, 묵묵히 뒤에서 지켜
보면서 자기의 것을 자식에게 먼저 나눠주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올 한 해 기업 성장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던 LG소셜펠로우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올려드립니다.
(주)유니온키드 대표
김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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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원현황

창업보육공간 738평 운영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무공간 및 공용시설 제공
펠로우십을 통한 협업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보 제공

1) 독립사무공간

2) 다목적 공유공간 및 공용시설

- 규모에 따라 8~21평의 개별사무공간

- 자유업무가 가능한 오픈형 사무실
- 공용사무기기/창고/탕비실

3) 교육장

4) 회의실

- 강연,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대관 가능한 공간

- 입주기업 전용 회의 공간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고용증가

특허/인증/수상

20 개사

14 개팀

20 명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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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존

1

502호 – (주)담넘어 (대표 정성원)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소셜미션을 가지고 청소년 대상 진로 및 교육 프
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래 연사가 주축이 되는 꿈 콘서트, 스쿨, 프로젝트 등
이 주요 사업입니다.

2

503호 – (주)숲과사람들 (대표 홍성대)
숲 생태 전문가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숲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숲 생태 교육을 제공. 공유함으로써
하나 된 가족임을 실현하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3

505호 – 사단법인 호이 (대표 김서형)
한국 교사들의 교육경험을 개발도상국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한국과 개발도
상국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 생
태계 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내 교사들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공동체 활
동 지원, 국내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506호 – (주)모두의캠퍼스 (대표 노태준)
대학생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하여 대학 중고 교재 거래앱인 '북딜' 앱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
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모두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507호 – (주)트레셋 (대표 정혜림)
로보틱스 엔지니어와 아티스트가 만나 문화와 기술을 통한 컬쳐테크놀로지 로봇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을 만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에게 디지털 도구
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이커 교육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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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8호 – (주)디올연구소 (대표 이종근)
디자인적 관점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회적 불편과 문제를 해결하는 R&D Group입니다.
국내 최초 고령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노안용 서체 "디올폰트(dALL Font)"를 개발하였으며,
‘dALL Contents, Device, Service, Platfor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디자인 개발을 통
해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7

509호 – (주)가든프로젝트 (대표 박경복, 김정림)
생활 속의 자연주의, Our Planet, Only One Earth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는 조경 및 공원
녹지분야 사회적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빗물 이용시설 보급, 숲 조성, 옥상텃밭 조성,
건축물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이 있습니다.

8

510호 – (주)엔벨롭스 (대표 김선)
사업개발, 기술,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전과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전문회사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공급을 통해,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9

511호 –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 조영복)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재학술지 '사회적기업연구' 발행, LG, SK 등 대기업 사회적경제 지원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
며, 향후 서울 사무소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LG소셜캠퍼스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
원, 소셜벤처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적정기술 관련 단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서울지역 사
회적기업 생태계와의 협력 강화하고자 합니다.

10

512호 – (주)좋은마음 (대표 이창인)
피톤치드가 풍부한 편백나무를 이용한 건강제품으로 건강과 마음치유를 돕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좋은 사람들이 밝은 미소와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고급 웰빙 작품이 '
자연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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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존

1

520호 - (주)알브이핀 (대표 신봉국)
할머니들께서 제작하신 제품의 판매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는 브랜드 마케팅 사업 및 청
년 네트워크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521호 – 희망나눔세상 (대표 이광현)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사회적기업 경영지도 및 멘토
링, 비즈니스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재능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것을 소셜미션으로 갖고 있습니다.

3

522호 - (주)만유인력 (대표 김민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 의회 교육,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학생
들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4

523호 - (주)아츠컴퍼니 뜨락 (대표 박경수)
아동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연 및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 CSR, CSV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일자
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5

524호 - (주)씨앤피솔루션즈 (대표 김종은)
유기 재료 및 나노 신소재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재료에 사용되는 요소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자재료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에 애
로사항을 가진 소기업, 사회적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동반 성장하는 것이 씨엔피솔루션
즈가 가진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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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25호 - (주)소사이어티알렙 (대표 이수진)
누구에게나 열린 전통주 정보를 통해 공정한 우리 술 시장을 지향하는 '문화재형 예비사회
적기업'입니다. 농촌 양조장인들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 플랫폼 개발, IT 기술을 활용
한 양조 기술 연구, 농촌 6차 산업 콘텐츠 개발, 소비자를 위한 우리 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527호 – (주)위시루프컴퍼니 (대표 임규호)
2.
공익형 프로젝트, 캠페인을 기획, 운영하고, 영상 기획 및 제작, 공익미디어를 운영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공익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저비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청소년 콘텐츠 교
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제작, 영상·사진 촬영, 홍보마케팅, 공익캠페인 기획·
운영, IT· 콘텐츠 교육, 공익미디어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528호 – (주)래디우스랩 (대표 최석용)
3.
차 없는 세대나 차량 보유가 부담스러운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커뮤
니티형 카셰어링 서비스 '행복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할 때 나누어 쓰는 차
걱정 없는 세상”으로 차량 이용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주거 4.0 시대를 맞아
이용자 간 배려와 이해의 공동문화를 이끌어 내는 대표적인 주거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9 529호 - (주)비오디브 (대표 윤태유)
4.
농업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하는 사회생태적 벤처기업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행 솔루션(B%), 품종 다양성 기반 농산물 유통(정미구독), 농업 관련 문화 콘텐츠 및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5.

526호, 530호 – 사회연대은행 인큐베이팅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센터는 2011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
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으로서 혁신적인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에 앞장
서왔습니다. 현재 자금, 공간, 네트워크, 멘토링 등 창업보육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원하며, 사
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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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만나다

소셜토크콘서트
사람과 기술이 만나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특정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함께 소통합니다. 주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창업가로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Q
콘서트에 와서
배운 점이 있다면?

A 생각을 넓히는 계기입니다.
사업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으면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할 수 있어 생각을 한층
넓힐 수 있었습니다.
A 소통의 자리입니다.
한사람 대 여러 명의 강연이 아니라 소수 대 대표님의 강연이라 소통이 원활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볼 수 없는 사회적 기업가 분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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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프로그램 성과
참여현황
28개 기업 강연, 478명 참석

포스터

주제

소셜토커

3월

적정기술과 사회적경제

(주)이노마드, (주)루미르, KOTRA, (주)마이소사이어티

5월

공유경제의 사회적기업 사례

(주)래디우스랩, 사단법인 열린옷장, SOPOONG

6월

SW 앱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

(주)모두의캠퍼스, (주)빅워크, (주)테스트웍스

7월

에너지·환경과 사회문제 해결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주)두꺼비하우징, (주)에너지팜

8월

메이커교육과 사회적 가치 창출

(주)트레셋, (주)그립플레이, (사)타이드인스티튜트

9월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주)제리백, 사단법인 HoE, (주)비오디브

10월

세상을 바꾸는 착한소비

(주)아트임팩트, (주)하이사이클, (주)크래프트링크

11월

환경을 살리는 임팩트비즈니스

(주)파타고니아코리아, (주)러쉬코리아, (주)모어댄

12월

청년CEO 3人3色 창업토크

(주)엔벨롭스, (주)담넘어, (주)위시루프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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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감동의 이야기꾼

위시루프컴퍼니는 웹/모바일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입니다. 희
망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계속 순환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위시루프의 미션입니다.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정
부(중간지원)기관을 비롯해 기업, 재단,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하며, 공익
적 목표를 가지고 긍정적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조직들이 더욱 성장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게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위시루프는 공익캠페인 기획, 홍보바이럴, 웹영화/드라마, 다큐멘터리, 네
이티브광고, 스케치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생산, 배포합니다.
5년 정도 문화예술계의 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면서 기획자로서 아쉬웠던 것은, 오프라인에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밖에는 받지 못한
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아카이빙하고, 확산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오
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가 지닌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이야기들
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치 있는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한 콘텐츠
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시루프가 하는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조금씩
이나마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콘텐츠는 더더욱 그러한 일이 필요해요. 최근에 유튜브나 페이
스북을 필두로 온갖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되는 콘텐츠들은 웃기거나 자극
적인 것들이죠.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콘텐츠들이 살아남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공
익적 콘텐츠들도 많이 공유되고 많은 관심을 받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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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부족한 여러 공익단체나 기관들에게는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더 많은 조직들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싶어요. 지금은 많은 기관에 무상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옵션을 가진 수
익성 있는 콘텐츠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안정화시키고 싶어요. 오프라인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
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 중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무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이루어내고 싶
습니다.
LG소셜캠퍼스에 입주한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 입주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독립 사무공간을 갖기 전까지 계속 유목민처럼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인원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을만한 인테리어와 환경을 갖춘 저렴한 공
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우는 비용의 부담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LG소셜캠퍼스는 보증금도 낮고, 유지비도 저렴해서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임대료를 아껴서 사람을 더 고용하고, 능률을 높여나갈 수 있었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핌
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수와 실패도 용인해주고, 다독여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울타리 같은
거죠. 그동안 위시루프컴퍼니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준 LG소셜캠퍼스에 정말 고맙다
고 말하고 싶네요.
(주)위시루프컴퍼니 대표
임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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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컨설팅
LG전자노동조합이 제조업 기반 지원기업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선방안을 적용해 작업효율 향상과 실제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주)책임

개선 전

개선 후

▶

문제점
• 교육부재에 따른 공장 내/외곽 관리력 저하
- 선입/선출 물류 시스템 개선 필요
- 구역별 입출고 관리 어려움
- 공간 불명확으로 잡화품 혼적 사용

개선내용
• 현장 기본준수 습관화 및 현장개선
- 레이아웃 간판 설치를 통한 구역별 관리력 향상
- 잡화품 관리 렉(Rack) 설치를 통한 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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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8 주요성과

2018
(주)책임

1

현장 기본준수 습관화 및 현장개선
> 레이아웃 간판 설치를 통한 구역별 관리력 향상
> 잡화품 관리 렉(Rack) 설치를 통한 통로 확보

2017
(주)프로젝트 노아

1

공정순서도 재정립, 3정 실시
> 불필요한 이동 Loss 제거, 부품 공급 시간 단축

2

치수 측정도구 및 방청제 비치
> 소모품 교체시 발생되는 불량 및 설비 트러블 개선

3

목봉고정 Jig 및 지지대를 목형에서 철로 변경
> 인쇄 불량, 목봉 Jig 교체시간, 뒤틀림 개선

협동조합 온리

1

누름 작업 실린더 적용 작업대 제작
> 평균 생산량 인당 일 약 250매 (92% 증가)
> 압력증가로 인한 수분제거 → 수건 사용량 및 기타 부대 작업 감소

2

건조시간 단축과 평탄도 확보 가능한 건조설비 제작
> 건조시간 7일 → 1일 단축, 종이카드 휨 현상 없음

2016
(주)컴윈

1

작업 구역 배치 및 동선 수립
> 물품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수립

2

작업대의 정전기 방지 및 배선 정리
> 우수한 품질 생산 진행

농업회사법인
(주)엔토모

1

동애등에 산란장치 개선
> 겨울철에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매출액 증가함

2

대용량 사육장치 설비 개선
> 하루 음식물 50kg 사육에서 1,000kg으로 증가

2014·2015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1

공장 내 설비라인 재설치
> 입/출고 분리, 입고품 적정량 공급, 모델 교체 시간 낭비 단축

2

소포장/꾸러미 동시 생산체계 구축
> 생산능력 40% 향상

3

작업 환경 개선
> 눈으로 보는 관리, 작업자 조작 실패 개선,
내/외부 운반 작업 구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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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8 주요성과

(주)두레환경

1

물류흐름 및 Lay – out 현상 분석 개선
> 생산성 제고

2

현장 작업대 설치 및 작업환경 개선

3

작업장 형광등 조도 및 물류창고 공간 확보
> 작업자의 노동 강도 개선

협동조합 온리

1

가내수공업 방식을 수공업 생산체제로 전환
> 맞춤 기계 설비 제작으로 생산성 높임

2

생산공정 재설계
>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2013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

1

물류이동
> 낭비 제거

2

공간 및 작업성 개선
> 원재료 입고 및 출하 물류 흐름 원활

3

크런치 생산설비 설치
> 설비 배치 점검 및 문제점 개선

2012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1

2번째 공정라인 진행

2

2층 사무실과 식당 통로 구분
> 작업자 휴게실 활용

3

급식 라인설비 주문 및 배치
> 전용 컨베이어 설치로 작업 효율성 높임

2011
(주)에코시티서울

1

기피공정 해소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애 작업자 고려 작업량 감소

2

생산공정 재설계
> 3정(정량·정품·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화·습관화) 개선,
배기관 개선, 운반으로 인한 작업 손실 개선, 작업장 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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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벤치마킹
사회적경제 관련 해외연수를 통해 각 기업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뿐
아니라 지원기업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유도하여 향후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2018 추진실적
7개국 118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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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7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연구

사회적기업 주도 지역재생 사례연구
대표방문기관
대표방문기관

KOTO, HATCH VENTURES,
TOHE, Imagtor

리바치 인터네셔날, Du'Anyam,
UnLtd Indonesia

2016

2015

영국
사회적기업 주도 사회혁신 사례연구
대표방문기관

캄보디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적정기술 사례연구

제9회 CEIS 콘퍼런스, Cockenzie
House and Gardens, Re-made,
New Lanark

2013
태국
지역 주도 친환경 비즈니스 연구

대표방문기관

한-캄보디아 적정과학기술센터,
Social Enterprise Cambodia,
Angkor Bio Cogen

2012
일본
리사이클링 및 환경교육

대표방문기관

Supreme Renewable Energy,
Mae Fah Luang Foundation,
Changefusion

대표방문기관

부도우노키, 그라노 24K,
기타큐슈 에코타운,
히아가리 캔・병 자원화센터

2011
독일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대표방문기관

독일 재생에너지협회, 포츠담
에너지시민조합, 토트네스
트랜지션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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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_소셜체험단

소셜체험단
파워블로거와 함께 지원기업을 체험하는 사회적경제 현장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취재 후기를 통해 지원기업 사업 및 제품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일반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2018 추진실적
취재활동 26회, 후기 게재 124건

성장지원_소셜체험단

- (주)트레셋 : 트레셋 로봇 시연 및 체험
- (주)크래프트링크 : 미혼모 비즈 팔찌 제작 워크숍
- (주)그립플레이 : 식물 자동 물 공급장치 메이커스 키트 제작
- (주)제리백 : 아프리카 물통 운반 체험 및 제품 체험
- (주)루미르 : 사업소개 및 루미르 램프 시연 및 제품 체험
- (주)수지 : 재봉틀 익히고 에코백 등 소품 만들기
- 디랜드협동조합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원목 도마 만들기
- (주)유니온키드 : 친환경 골판지로 만드는 생활용 가구 및 소품
- (유)사각사각 : 내가 만드는 블록 장난감
- 한국가죽공예협동조합 : 천연소가죽 키링 만들기
- 농업회사법인(주)엔토모 : 친환경 반려동물 영양제 만들기
- 총 47건 체험 후기 홍보채널 게시,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 평균 11건

2017

- (주)자락당 : '마켓인유' 리사이클링 매장 라운딩 및 제품 체험
- (주)모어댄 : 자동차 폐가죽 업사이클링 제품 체험
- (주)처음애 : 포장 완충재 초핑 제품 체험
- (주)하이사이클 : 커피자루 업사이클링 제품 체험 및 재활용 행잉 화분 제작
- (주)좋은마음 : 자연숨 편백나무 제품 체험
- (주)비오디브 : 생물다양성 가치 추구 제품 체험
- 총 26건 후기 홍보채널 게시, 네이버 블로그/지식 동향 분야 상위 랭킹 노출

- (주)케이오에이 : K.O.A 및 제품 소개
- (주)하이사이클 : 업사이클 소개 및 핸드니팅 소품 만들기
- (주)금자동이 : 장난감 학교 체험
- (주)두꺼비하우징 : 혁신파크 및 공가 견학
- 총 19건 체험후기 홍보채널 게시, 네이버 공익섹션 게재

2014

2018

- (주)송지 : 세탁장 견학, 세탁과정에 따른 세균 체크 및 포장 체험
- (주)그린스테이션 : 농장 견학 및 인삼심기 체험
- (주)라주어코리아 : 전시장 방문 및 공동 페인팅 프로그램 참여
- 총 22건 체험후기 홍보채널 게시, 우수 후기 선정 이벤트 후기 1.716명 도달

- 대학(원)생 블로그 기자단 모집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및 사회적 기업 인터뷰 진행
- 지원사업 행사에 자원봉사 참여
- 총 10회 취재 활동 및 지원기업 기사 작성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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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_네트워킹워크숍

네트워킹워크숍
금융지원 선정기업의 역량강화와 지원기업 간 네트워킹 및 사업 연계 유도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입니다. 역량강화 교육,
지원기업 사업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네트워킹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친환경 사회적기업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전략

교육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방안 및 전략

교육

사회적기업의 고객가치 창출

교육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무관리

탐방

(주)에너지나눔과평화/(주)에코시티서울

교육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무관리, 선배기업 멘토링 테이블

탐방

강화마을협동조합/두레협동조합

교육

성과지표 강연 및 자유 네트워킹

탐방

디랜드협동조합/(주)보듬/소셜캠퍼스/(주)하이사이클

교육

선배기업 강연(LG소셜펠로우 7기 (주)그립플레이)

탐방

충북주거복지센터/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주)위니온/디랜드협동조합

2018

교육

선배기업 강연(LG소셜펠로우 7기 (주)리움)

탐방

(주)모어댄/(주)처음애/(주)하이사이클

성장지원_홈커밍데이

홈커밍데이
연도별 지원기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사업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지지하는 자리입니다.

진행내용

2018 LG소셜펠로우 홈커밍데이
2018

- 사업현황 공유
- 펠로우 단막극 진행
- 1분 스피치 진행

6개년 성과공유회
2017

- 6개년 사업보고
- 3기 비전선포
- 생산성 향상 컨설팅 성과사례 공유

LG소셜나이트
2015

- 인센티브 전달
- 성공사례 공유
- 공감 토크콘서트 진행

3개년 성과공유회
2014

- 우수기업 시상
- 사업 의견청취
- 성과공유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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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

인재육성_1분 1초 소셜영화제

사회적경제 영상공모전

1분 1초 소셜영화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확산을 위한 대국민 영상공모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를
1분 1초 분량의 영상 콘텐츠로 직접 제작해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고 ‘다짐’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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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_1분 1초 소셜영화제

프로그램 기대효과

1분 1초
소셜영화제
대한민국 미래 세대
(초/중/고 대학생)
사회적경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행동해보는
경험 제공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 확산

사회적경제를 쉽고 익숙한 개념으로 전환
정부·기업 전략/캠페인 ▶ 일상 속 나의 생각/실천

전 연령층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유튜브 채널을 통한 지속적 홍보

2018 프로그램 성과

최종수상 49작품
• 초등부문 24작품 / 중고등부문 16작품 / 대학(원)부문 9작품

초등부문 대상작

중고등부문 대상작

대학(원)부문 대상작

(강쌤의영화교실)트레시맨

(put in light)더 나은 삶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네얼간이)동화 친구들
이야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lgsocialcampus.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인재육성_로컬밸류업

지역사회혁신가 양성프로그램

로컬밸류업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
니다. 프로그램 참가팀에게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교육을 제공하고, LG소셜캠퍼스 펠로우십 네트워킹, 소셜
벤처 데모데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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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_로컬밸류업

프로그램 특징

지역혁신 사업화
커리큘럼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전국 단위
트레이닝 캠프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목표로 한
사회혁신형 사업화
7단계 방법론 과정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
참가팀의 아이디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2박 3일간 지역별
참가팀들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집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제공

2018 프로그램 성과
교육
지역사회혁신가 프로그램 진행(6주 교육 과정)
- 총 26개팀 45명 수료

지역 성과공유회
청주 지역

여수 지역

창원 지역

• 9개팀 발표

• 9개팀 발표

• 8개팀 발표

• 3개팀 시상

• 3개팀 시상

• 3개팀 시상

수상팀

수상팀

수상팀

운동장, 디디살롱,

여수와, 여행자 라운지,

인스토리, 비추다,

소셜아트윅스

베베키친

뉴시티랩

인재육성_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원)생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옳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지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Changemaker가 될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창업모델)

프로젝트
(캠페인)

글로벌
아이디어

정책
제안

추진실적

2014 수상 11팀
전국 8,400,000원
충북 7,800,000원

총 수상 21팀
(전국 12개팀 / 충북 9개팀)

총 상금
31,600,000원

2015 수상 10팀
전국 8,400,000원
충북 7,000,000원

생활 속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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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플랫폼

2018
LG소셜캠퍼스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2011
지원기업 리스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주)에너지팜
(주)두꺼비하우징
(주)송지
(주)이선
(주)에코시티서울
외갓집마당영농조합법인
(주)그린플러스연합
(주)트리플래닛
(주)도심속마을 사람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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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소셜미션
○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인 '나눔발전소'를 통한 탄소절감,
빈곤 완화, 사회적 형평성 회복

사업소개
○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인 '나눔발전소' 설치 및 운영
○ 발전소 운영순이익의 100%로 국내외 빈곤층 지원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 실천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나눔발전소 확대로 빈곤층 지원기금을 추가 조성,
국내 빈곤층 지원 규모 증가
○ 해외지원사업 재개, 지구촌 전역으로 사업효과 확대

(주)에너지팜

소셜미션
○ 에너지 소외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제공

사업소개
○ NGO, 관련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 에너지 체험기자재 제조, 대여, 교육
○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품 연구 및 개발 및 보급
(전력 불안정 지역의 BOP주민 대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사업장 임차료, 개발도상국형 가정용 태양광발전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시장조사
○ 현지인 기술심화교육으로 현지인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 에너지 체험 기자재 대여, 판매 가능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두꺼비하우징

소셜미션
○ 방치된 빈집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으로 공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

사업소개
○ 빈집을 고쳐 공유주택으로 공급하고 코하우징과 같은
사회주택 건설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도모
○ 도시에너지 전환을 위해 적정기술을 적용한 노후주택 집수리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44명의 청년 등 1인 가구에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주택 공급
○ 대학생, 주거상실가구, 여성 등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 개발
○ 경력단절 여성을 양성하여 주택관리 매니저로 일자리 창출

(주)송지

소셜미션
○ 아기에겐 건강을,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마을엔 푸른 환경을 선물

사업소개
○ 친환경 유아용품 판매와 '천기저귀 토탈 서비스',
친환경 세탁장 '천사맘 에코' 제공
○ 공동세탁 견학 프로그램으로 천기저귀 사용 장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낙후되었던 세탁 설비를 신제품으로 정비
○ 경형 화물차량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만 명의 영아들에게 천기저귀 토탈 서비스 제공,
자활사업단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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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선

소셜미션
○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소개
○ 폐석탄을 이용한 친환경 내화 아트타일 개발/생산
○ 친환경 내화 타일 설치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내화 아트타일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한 매출 400% 신장
○ 대내외 신인도 향상 및 수출 계약 성사
○ 내화 아트타일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거리 미관 정화
○ 지원기간 중 10만 톤의 폐기물 자원화

(주)에코시티서울

소셜미션
○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이바지

사업소개
○ 서울시 중소형 폐가전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재활용 문화 확산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고용 창출
○ 시민환경교육으로 소통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확대
○ 수익의 사회적 기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생산현장의 자동화설비(컨베이어 벨트)로
(1) 물류 이송 시스템 구축
(2) 지게차 물류 이송 과정을 생략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노동환경 개선
(3) 생산성 및 재활용률 확대(30% 이상)
(4) 매출액 신장(30% 이상)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외갓집마당
영농조합법인

소셜미션
○ 폐광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사업 개발

사업소개
○ 산골마을 특성에 맞는 산골체험,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야생화 보존 및 보급사업 전개
○ 지역 농산물(콩) 이용한 두부공장 운영
○ 백두대간 줄기에 자생하는 조릿대 활용한 야생차(산죽차) 개발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공동 운영에 대한 기대 고양
○ 체험장 신축 후 지역주민의 자부심, 연대의식 고취
○ 지역개발 촉매제 역할 : 선바우산 일대 정비

(주)그린플러스연합

소셜미션
○ '도심 속 텃밭'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사업소개
○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에 텃밭 커뮤니티 지원
○ 도시농업을 통한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 확대
○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 재배기술과 농자재 공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친환경 도시농업 서비스(이동형 텃밭) 확산
○ 친환경 도시로컬푸드 체계 구축
○ 도시농업 관련 기술 교육 확산 및 전문가 양성
(텃밭 매뉴얼 7,000부 보급, 친환경 텃밭 교육 250여 명 수료,
텃밭 강사 18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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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리플래닛

소셜미션
○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사업소개
○ 숲 조성을 위한 게임 개발
○ 세계 곳곳 나무 심기 캠페인 진행
(스타숲, DearMy Sunshine, Make your Farm 등)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참신한 사업 아이템과 상품 확장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
숲 조성 기회 제공

(주)도심속마을
사람의향기

소셜미션
○ 자연 치유를 통한 환경성 질환 해소

사업소개
○ 자연치유마을 아토피 자연치유센터 운영
○ 아토피 치유캠프, 산촌유학 운영
○ 금산홍삼 상품 개발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자연치유센터 건축
○ 금산군과 민관협력체계의 자연치유센터 지역 네트워크 구성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2012
지원기업 리스트

(주)알이
(주)에코준컴퍼니
(주)그린스테이션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주)금자동이
농업회사법인(주)싸주아리
(유)녹색성장기업 다일리사이클링
(주)꼬마농부

(사)에너지나눔과평화/(주)두꺼비하우징/
(주)송지/(주)에코시티서울의 경우
2011년도 추가지원 기업으로
기업 상세 내용은 2011년도 자료를 확인

(주)강산리사이클링
농업회사법인 전북광역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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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이

소셜미션
○ 지역의 버려지는 목재와 재활용 소재를 제품화하여,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절감

사업소개
○ 폐가구, 폐건축자재의 폐목(Fair Wood)으로 생태디자인을
입힌 가구와 디자인 소품 제작
○ 자원의 효율적 재사용과 친환경적인 생활양식 전파로 환경
개선에 기여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제주지역 내 대량 생산을 위한 기본시설 도입으로 다양한
제품군 생산

(주)에코준컴퍼니

소셜미션
○ 친환경 그린디자인 제품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소개
○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그린디자인 제품 개발 및 유통 판매
○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간의 협업 시스템으로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매출 115% 향상
○ 수출국 5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그린스테이션

소셜미션
○ 도시민을 식물과 친숙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과
키트 제공

사업소개
○ 손쉽게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수직 텃밭 판매
○ 새싹인삼, 새싹채소 등 특용작물 재배키트 판매
○ 지자체, 일선 교육기관 등과 함께 도시농업 체험 교육 진행
○ 새싹인삼을 이용한 특성화 제품(카네이삼)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식물 판매 재고 관리에 대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생산관리 지점(냉장보관 시 온도 등)에 대한 노하우 수립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소셜미션
○ 친환경농산물 사업을 통한 유기농업발전

사업소개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 친환경농산물 판매
○ 토종종자 보전과 생산, 상품화
○ 직영매장의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농산물 꾸러미 택배사업의 운영체계가 정착되어 생산성 향상
○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진출, 쇼핑몰 사업 확대, 직매장 확대
○ 2012년 84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6년 160억 원으로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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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자동이

소셜미션
○ 한해 250만 톤 이상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장난감
폐기물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사업소개
○ 장난감 공유 매장 : 중고 장난감을 사고팔고 나누는 매장
○ 장난감학교 쓸모 : 버려지는 장난감을 새로운 장난감으로
만드는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
○ 업사이클 콘텐츠 개발 및 시행 : 업사이클 놀이터,
아트업 갤러리, 업사이클 인형극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장난감학교 쓸모', '아트업 페스티벌 위드 토이'를
할 수 있는 계기
○ 한국사회에서 리사이클에서 업사이클로 넘어간 시발점

농업회사법인
(주)싸주아리

소셜미션
○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조

사업소개
○ 강화약쑥을 원료로 하는 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활용품 생산 판매
○ 월 4-5회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 질환자를 위한 약쑥 힐링 교실 개설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기계 설비를 완비로 제품 생산 및 신제품을 개발
○ 소비자의 신뢰와 약쑥전문 업체로 대내외적 입지를 구축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유)녹색성장기업
다일리사이클링

소셜미션
○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제품 개발

사업소개
○ 위생관리용역
○ 시설경비
○ 재활용 수집 및 판매
○ 조경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지속적인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변화

(주)꼬마농부

소셜미션
○ 버려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 해결

사업소개
○ 버섯 균사를 이용한 버섯재배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 방지
○ 느타리 버섯균을 배양한 버섯재배 키트를 교육용 학습
교보재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 경쟁력 실현 및
안정적인 생산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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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산리사이클링

소셜미션
○ 버려지는 유용 폐기 물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

사업소개
○ 종이류, 폐금속류, 캔류 등의 폐자원 재활용 사업
○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철거 및 청소 용역사업
○ 관공서 폐자원 재활용 사업입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신규 사업장 마련으로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량
6천t 증대
○ 필요 설비의 확충으로 자원재생 효율 극대화
○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을 통한 수익창출 및 환경 개선

농업회사법인
전북광역로컬푸드

소셜미션
○ 친환경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유통 네트워크 실현
○ 공공영역 중심 로컬푸드 활성화(복지/보육/학교 급식 등)

사업소개
○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
○ 공공영역(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 취약계층 식자재 유통 인력 일자리 및 일거리 창출
○ 기업 수익을 통한 지역 내 사회공헌 활성화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중앙 및 지역 언론 10개소 지원사업 및 사업장 보도
○ 물류 · 유통 처리능력 강화로 부가가치 창출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2013
지원기업 리스트

(주)어시스타앤파트너스
(주)제이알
(주)바이맘
(주)오요리아시아
농업회사법인 (주)지리산구례공동체
(주)더뉴히어로즈
(주)삼사라
(주)피프틴핸즈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해남좋은농부(주)
(주)좋은마음
강화마을협동조합
수안산생태원 영농조합법인
(주)고마운사람

(주)에코준컴퍼니/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농업회사법인 (주)싸주아리/
(유)녹생성장기업 다일리사이클링/
(주)꼬마농부/(주)강산리사이클링/

주양제이앤와이(주)
(주)리맨
(주)대지를위한바느질

농업회사법인 전북광역로컬푸드/
(주)알이의 경우

(주)좋은환경

2012년도 추가지원 기업으로
기업 상세 내용은 2012년도 자료를 확인

(주)부산노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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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시스타앤파트너스

소셜미션
○ 사회적 가치와 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실천

사업소개
○ 소셜 공간 그룹으로 사회적 공간 디자인
○ 환경, 공정무역, 다문화 등의 가치와 공간이 공존하는
대안적 해결 방법 연구, 실천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40건의 크고 작은 사회적 공간 프로젝트 진행
○ 2013 ~ 2014년도 LG SOCIAL LOUNGE
2015년 LG SOCIAL CAMPUS 소셜존
2016년 LG SOCIAL CAMPUS 벤처존 프로젝트

(주)제이알

소셜미션
○ 화학폴리머 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천연소재(마늘)로
대체한 안전한 제품을 제공
○ 건강한 삶과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호

사업소개
○ 일반 공작용 천연접착제 : 종이, 목재, 직물 등을 접촉하는
다용도 공작용 접착제 제품
○ 인테리어 접착소재 : 도배용 풀과 목재 접착 및 무기물 간
바인더 제품
○ 생활화학 폴리머 소재 : 마늘 폴리머를 활용한 화장품,
BB 및 썬쿠션, 매니큐어 등의 제품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VC 통한 투자유치 성공(지엔텍벤처투자, 3억 원)
○ 기술개발자금 확보(화장품용 소재 개발, 매니큐어 개발 자금확보)
○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확보(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30건/45건 출원)
○ 자체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절감
(사업 시작 전에 비해 약 40% 절감 효과)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바이맘

소셜미션
○ 사람과 지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사업소개
○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며 따뜻하게 수면할 수 있는
실내 난방 텐트를 개발
○ 에너지 빈곤가구에 난방효율을 높이는 대안 솔루션 제공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난방효과만 추구했던 기능재에서 집안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감성재로 전환
○ 지자체 통한 에너지 빈곤가구를 위한 제품에서 일반 가구에서
즐겨 찾는 적정기술로 성장
○ 안정적 생산라인 구축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

(주)오요리아시아

소셜미션
○ 음식의 가치로 아시아의 빈곤 여성 및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

사업소개
○ 국내 외식업장 운영(스패니시 레스토랑)
○ 해외 외식업장 운영(카페, 네팔 카트만두)
○ 외식업 사업개발 및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위탁운영(서울여성플라자)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태국에서 캐쥬얼 웨스턴 레스토랑 “OYORI the Grill” 운영
○ 네팔, 서울 등에 전문성 갖춘 레스토랑과 카페 추가 운영
○ 서울여성플라자의 위탁운영을 맡아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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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지리산구례공동체

소셜미션
○ 지속가능한 지역순환농업과 도·농 공동체 실천

사업소개
○ 로컬푸드사업 :
생협, 학교급식 납품, 로컬푸드 매장 운영, 농산물 꾸러미
○ 식품가공사업 :
건산수유, 매실, 산채나물 등 지역 농산물의 2차 제조 가공
○ 사회공익사업 :
소외계층 농산물 식재료 무상 지원, 농산물 도농교류 체험
○ 생태 환경 공동체 등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 실천
○ 친환경 농업의 생산력 향상 및 농산물의 농민적 가공과
유통 혁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기업 및 제품(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작업 환경 개선에
따른 작업 효율성 극대화
○ 매출액 40%가량 성장, 고용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더뉴히어로즈

소셜미션
○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윤리적 패션 추구

사업소개
○ 친환경 양말 제작 : 옥수수 섬유, 유기농 면 등을 소재로
패션양말을 제조
○ 친환경 의류 : 유기농 면, 재활용 폴리를 활용한 의류 제작
○ 공정무역(진행 중)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피해자 지원 공정
무역 제품 제작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NGO 단체인 월드쉐어와 함께하는 양말인형캠페인 진행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삼사라

소셜미션
○ 자연 순환 공법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지렁이 비 제조 기술로
안전한 제품 공급

사업소개
○ 지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분변토 액체 비료 제품 생산 및 판매
○ 폐자원 재활용 처리 및 재활용 산업
○ 윤리적 소비의 대중화 및 활성화
○ 친환경 유기농약 제품, 제조, 판매
○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업사이클링 환경교육 제공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시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 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중 커피 및 한약재 찌꺼기 약 60톤 재활용

(주)피프틴핸즈

소셜미션
○ 소비의식 개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를 길게 가꾸기’를 지향

사업소개
○ 재활용 업사이클링 디자인 상품 개발
○ 친환경 한지문화상품 개발
○ 환경교육 및 환경캠페인(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다양한 장비 확보를 통해 상품의 질과 심미성을 높여
경쟁력 강화
○ 연계 사업 추진으로 사업 확대 및 매출 증대
○ 지역 내 인지도 및 대외 공신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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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소셜미션
○ '바른 먹거리, 자연이 준 소중한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사업소개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석류, 유자)
○ 유기 석류즙 및 진액, 유자즙, 유자차 등 석류·유자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 석류·유자 농장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바른 먹거리, 친환경 농법으로 유자/석류 재배
○ 유자/석류 활용한 제품 제조,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기존 OEM방식 생산에서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여 품질
고도화
○ 말레이시아 할랄(HALAL) 인증 취득
○ 2013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원예/특용작물분야) 수상
○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통한 작업 효율화 : 약 5,200만 원의
비용 절감

농업회사법인
해남좋은농부(주)

소셜미션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도농 직거래를
추구하며, 지역 내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움

사업소개
○ 로컬푸드 식당 ‘좋은농부밥집’ 운영 및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 친환경 농업 직영 생산 및 지역 내 가공 공장 설립·운영
○ 지역 농산물, 농산가공품 유통
○ 농, 축산 식품 제조, 판매
○ 마을기업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한 계절적 실업 극복
○ ‘좋은농부밥집’ 상표 특허 등록
○ 친환경 생산 및 유통 농지 약 50,0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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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좋은마음

소셜미션
○ 건강제품을 만들어 건강과 마음치유에 도움

사업소개
○ 편백 생활용품 전국 농협 유통사업
○ 체험 관광형 농촌 비지니스 사업
○ 현대인의 힐링을 돕는 편백나무 생활용품을 제조유통
○ 편백나무를 지속적으로 직접 육림하여 농촌 관광형
비즈니스 사업을 접목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추출기 설치를 통하여 파생상품개발 및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체류형 1박 2일 상품 등
수익모델 창출

강화마을협동조합

소셜미션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도농 직거래를 추구와
지역 내 친환경 농업 확산

사업소개
○ 장류에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함께하는 사업(고추, 콩, 찹쌀, 보리)
○ 소농가들의 경우 농산물 판로 개척이 어려움, 농산물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장류 생산에 필요한 농산물을 협동조합에서
수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장을 담가 작업능률 향상
○ 노동력 절감, 대량생산 가능, 일괄적인 장류 맛을 낸다는
장점으로 거래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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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산생태원
영농조합법인

소셜미션
○ 협업적 농·축산업 경영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소개
○ 서울, 인천, 김포, 고양 등의 주중 곤충체험, 농사체험,
김장체험 등의 사업 진행
○ 농·축산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
○ 곤충의 전시, 사육 및 판매
○ 관광농업/체험학습
○ 농/축산업 교육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시설 보강 후 매출액 증대 및 사업장 안정화에 기여

(주)고마운사람

소셜미션
○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환경과 인간에 대한
배려를 통한 자원 순환

사업소개
○ 폐타이어 및 폐소방호수를 활용한 신발 등 패션상품 제조
○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전문 기술자 고용
○ 민간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핸드백 생산, 납품
○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사업 모델의 안정화 및 새로운 시장 형성
○ 수익성 증대를 통한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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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제이앤와이(주)

소셜미션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자원의 순환을 선도하고 적정기술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추구

사업소개
○ 생활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처리 용역 사업
○ 1회용 컵 수거 재활용 사업
○ 커피찌꺼기 수거 및 그를 이용한 다양한 자원 재활용 사업
○ 버섯재배 및 배지 생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사업 영역을 좀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대
○ 매출 증가와 수익의 증대, 고용인원 2배 성장

(주)리맨

소셜미션
○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함부로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경험'을 만듦

사업소개
○ 불용 IT 자산 처리 사업 : IT 자산의 보안 폐기, 재사용,
매각·매입, 재활용, 보관서비스 등
○ IT기기 재 제조 : 리맨컴퓨터, 리맨노트북,
리맨CCTV, 리맨DVR 등
○ 배출자에게는 안전하고 가치 있는 폐기를, 구매자에게는
믿을만한 재 제조 IT 기기를 공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매출 293%, 영업이익 666%, 당기순이익 320% 증가
○ 재 제조의 환경적 가치 333억
○ 기증PC 관련한 정보격차해소 가치, 취약계층 고용,
기부금 등 사회적 가치 71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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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지를위한바느질

소셜미션
○ 결혼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친환경 결혼식,
마을 결혼식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사업소개
○ Eco Wedding(에코웨딩 상품 제조/합리적 소비의
'마을웨딩')
○ Eco Uniform(친환경 병원복/친환경 유니폼)
○ Eco Living(친환경 영유아 용품/친환경 생활 소품)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마을 결혼식 진행을 위한 지역 거점 구축
○ 지역 내 윤리적 패션 봉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주)좋은환경

소셜미션
○ 재활용품 수거 및 가공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사업소개
○ 공동주택 발생 폐합성수지류 수거/선별/압축/판매
○ 자원의 올바른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및 활동
○ 재활용 관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업 교육지원
○ 지역사회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및 재자원화 사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자금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사업 기반 확충
○ 원자재 구매 비용의 안정적 확보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부산노리단

소셜미션
○ 사회적 활력과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디자인하며
혁신적 공연, 창의력 교육, 지역 커뮤니티를 결합한 통합
문화예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사업소개
○ 재활용 오브제를 활용한 창조적 공연 진행
○ 창의적 파트너십 및 리더십 개발 교육 워크숍 진행
○ 버려진 것을 새롭게 바꾸는 친환경 디자인
○ 독특한 지역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커뮤니티와 글로컬(Glocal) 사업 진행
○ 재활용 악기 활용한 교육, 공연진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부산형 콘텐츠로 개발된 ‘에코 뮤직쉽’ 작업 진행
○ 지역 소규모 행사에 걸맞는
'자그라 유랑단' 프로그램 개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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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원기업 리스트

(주)피플앤컴
(주)두레환경
(주)금빛가람종합개발
(주)나눔하우징
(주)미항주거복지센터
(사)비영리IT지원센터
(주)제리백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주)라주어코리아
(주)나무리프
협동조합 온리
(주)이노마드
(주)해발전소
(주)라이프브릿지그룹
(주)새움

(주)에너지팜의 경우

(주)스페이스선

2011년도 추가지원 기업으로
기업 상세 내용은 2011년도 자료를 확인

(주)보듬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피플앤컴

소셜미션
○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행복”
○ 중고 컴퓨터로 1석 3조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랑의 ‘나누컴’ 제공)
○ 결혼이민자들의 꿈을 되찾아 주는 직장

사업소개
○ 사회공헌협약을 통한 사랑의 ‘나누컴’ 보급
○ 동남아시아(필리핀) 수출
○ 국내 맞춤형 컴퓨터 판매
(가정용, 사무실용, 공공기관 민원용, 전문가용)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수출 컨테이너 추가 구매로 수익기업 전환

(주)두레환경

소셜미션
○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및 폐자원 재활용

사업소개
○ 충주시 전 지역의 공동주택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사업을 진행
○ 지역의 아파트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 서비스 제공
○ 자원순환과 지역 환경 개선 용역 제공 및
지자체 청소 행정업무 협조
○ 충주지역교육 기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서비스 제공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신규 부지 구입
○ 재활용 선별장 신축(시설보강 컨베이어 벨트 설치)
○ 인허가 사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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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빛가람종합개발

소셜미션
○ 사랑의 집수리 및 주거복지 사업 실천

사업소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획·분양, 태양광 발전 사업 운영
○ 빈곤, 소외 계층의 사랑의 집수리 및 주거복지 사업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동대문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진행

(주)나눔하우징

소셜미션
○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간 제공

사업소개
○ 공익형 집수리사업 :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주거환경 개선
○ 실내건축 공사업 :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실내건축 공사
○ 사회주택사업 : 주거 불안정 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확대 생산
○ 60%에 달하는 취약계층 직원들의 자활 의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미항주거복지센터

소셜미션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소개
○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일반건축, 실내인테리어, 지붕, 창호공사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임직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법인소유의 본사 건물 구축

(사)비영리IT지원센터

소셜미션
○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민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ICT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

사업소개
○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 테크숩코리아, 채움PC
○ 비영리IT 역량강화 : 활동가 교육, 전문가 양성, 컨설팅
○ 디지털사회혁신 연구/확산/실행 : DSI 관련 연구, DSI사례 개발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 취약계층 IT 교육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테크숩 플랫폼 운영 : 정품 소프트웨어 공급, MS·구글 등과 협력,
구성원 역량강화사업 기획/운영
○ 채움PC 사업 강화：노후된 PC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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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리백

소셜미션
○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상품을 지역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소셜벤처

사업소개
○ 제리백의 ‘삶의 무게를 나누는 가방’ 생산 및 보급
○ 우간다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
○ 아이들에게는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보급, 지역의
수자원 문제 해결 시스템 도입
○ 물 환경 개선의 의미가 담긴 가방을 판매 후 그만큼의 가방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공동작업장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생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불안정한 전력사정에도 안정적
작업 가능해짐
○ 현지에 스튜디오를 두고 생산, 판매를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글로벌 소셜벤처로 성장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소셜미션
○ 아시아 빈곤 여성을 위한 풀뿌리 대안 경제 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과 정치, 사회, 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구촌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사업소개
○ 아시아 빈곤 여성 자립을 위한 제과제빵 교육 및 해외 봉사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총 매출액 141.4% 증가 및 고용인원 증가
(정규직 6명, 비정규직 11명)
○ 소셜카페, 베이커리 카페 오픈 및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 진행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라주어코리아

소셜미션
○ 천연색채로 공간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사람을 치유하는 공간 디자인

사업소개
○ 치유의 공간 – 병원, 요양원, 장애우 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 생동의 공간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 명상의 공간 – 종교시설 및 휴양시설
○ 예술적 공간 – 미술관, 음악당 등
○ 일상의 공간 – 가정, 식당, 사무실 등 모든 일상 공간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본사의 이전 및 전시 및 판매 공간 구축
○ 교육장을 확보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 판매하는 공간마련
○ 대학생, 장년층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소개 및 홍보
○ 저희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됨

(주)나무리프

소셜미션
○ 캄보디아의 버려지는 낙엽을 이용해 천연 일회용기 제작

사업소개
○ 낙엽 접시 제작을 통해 친환경 및 소형 제조기계를 보급해
자립형 생태 사이클 구축
○ 떨어진 낙엽만을 사용하여 가볍고 단단한 일회 용기를 제작
○ 땅속에서 60일 후에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제품으로
전자렌지, 오븐에 사용가능하며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변형되지
않는 접시 개발
○ 제조공정 중 화학약품, 코팅, 색소를 사용하지 않음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타당성 조사, 기계 제작 실시, CTS 사업 참여 월 30만 개
생산 공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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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온리

소셜미션
○ 사람, 환경, 전통, 지역을 생각하여 한걸음 다른 생활 방식을
창조, 지역공동체의 되살림 도모

사업소개
○ Upcycling 사업 : 버려지는 종이로 친환경 문화 수공예품
(수제 씨앗카드) 제작 및 판매
○ 지역공동체 사업 : 지역 소품, 수공예품 지역 작가 아트상품
유통 및 브랜드화 사업
○ 친환경문화 확산 사업 : 지역 친환경 사업 및 국내외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기업 제품 전시, 유통, 협업 마케팅 및 상품전시 및
행사유통
○ 나눔 사업 : 연대를 통한 생산적 수익나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문화 확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종이정원 아트카드 생산 확충(‘평판프린터’ 추가도입)
○ 공장생산 System 보완 및 시설도입
(LG전자노동조합 생산성 향상 컨설팅 연계)
○ 유통 동반자인 생산프렌즈 System 구축 및 가동

(주)이노마드

소셜미션
○ 전기 인프라가 없는 곳을 유랑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

사업소개
○ 휴대용 수력발전기 개발
○ 미국에서 ‘E-stream‘이라는 소형 수력 발전기 출시
○ 물로 새로운 에너지, 가치 창조 및 전기가 없는 지역에 문명을
주는 수력발전기 개발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E-stream’ 제품 런칭(미국 시장 출시)
○ 디자이너, 전기/기계 분야 엔지니어 신규 채용
○ 파트너쉽 구축 : 커뮤니티 맵핑, 아웃도어 커뮤니티,
소셜임팩트 다큐멘터리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해발전소

소셜미션
○ 태양광 발전 수경재배 온실 확장 및 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소개
○ 태양광 수경재배 온실
○ 분무경 수경재배 트레이 설계
○ 새싹인삼 수경재배
○ 태양광 발전 수경재배 온실의 설계 및 운영을 통한
농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
○ 분무경 수경재배 트레이 설계 및 새싹인삼 수경재배를 통한
국내 작물의 해외 수출화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태양광 수경재배 온실의 완성 및 새싹인삼 수경재배의
기본 구성을 완성

(주)라이프브릿지그룹

소셜미션
○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얻고 자신의 일대기 나눔을 통해 개인,
사회의 성장, 변화를 창조

사업소개
○ 사람도서관 - 삶의 경험과 지혜를 온라인상에 전시,
오프라인 만남으로 공유
○ 행사/컨퍼런스/워크숍 기획운영 - 오프라인 만남 운영
경험으로 다양한 행사기획, 실행
○ 직접 만나는 인생 선배들의 삶을 웹에 전시하고 누구나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
○ 모두의 삶을 한 권의 책을 통해 생각, 클릭 한 번으로
친구, 동료, 선배, 스승을 만남 주선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지역별 거점 사람도서관 구축 시작 -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지역 사람도서관 활동 시작
○ 환경 분야 사람책 확보(48명) 및 환경 관련 만남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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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움

소셜미션
○ 청소년들의 “바른 결정”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응원

사업소개
○ 교육 출강 사업 : 진로교육프로그램, 안전교육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 위탁사업 :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충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제공기관
○ 출판사업 : 기획 및 디자인
○ 교육기획사업 : 교육 관련 행사 및 각종 캠프사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친환경융합진로교육–그린잡카드>가 특화된 교육아이템으로
자리 잡음 - 2017년 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시민·청소년 대상
친환경 진로교육 무상 제공

(주)스페이스 선

소셜미션
○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 보존 시설·제품·프로그램 제공

사업소개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소형빗물저장시설 개발 및 보급
○ 물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화 할 수 있는 생태화장실 보급
○ 화학제품으로부터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제품개발 및 보급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배우고 익히는 仙라이프
코디네이팅 프로그램 제공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소형빗물저장탱크 RainSpeaker 200, RainBlock 100 금형제작
○ 대소변 분리기(SCON) 금형제작하여 사업의 기반을 마련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보듬

소셜미션
○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통합 상담치료 지원

사업소개
○ 사회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심리검사, 치료, 언어재활, 사회성 훈련, 해냄학교 등)
○ 노인사회서비스
(실버 라이프케어, 치매예방, 인지재활, 방문요양 등)
○ 정서, 발달, 행동, 학습, 사회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치료
○ 다년간 임상경력을 쌓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통합치료 상담을 진행
○ 저소득 장애아동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및 심리정서 상담치료 지원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수익증대 : 사업장 확장으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확대로
매출 향상(1억 → 2억 5천)
○ 일자리 창출: 6명 → 현재 12명의 정규직
○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아동 → 노인)
○ 융복합 사회서비스 개발 중(심리+브레인, 아동+IT, 노인+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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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원기업 리스트

극단 날으는자동차
(주)컴윈
(유)맑은누리
(주)명하햇골
(주)케이오에이
(유)쓰임업
두레협동조합
여러가지협동조합
에코구로협동조합
(주)코끼리공장
(주)브링유어컵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주)하이사이클
솔뫼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
한드미 영농조합법인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

(주)두꺼비하우징의 경우
2011-2012년도,
(주)그린스테이션의 경우

디랜드 협동조합
같이그린백화협동조합

2012년도 추가지원 기업으로
기업 상세 내용은 이전 자료를 확인

농업회사법인(주)엔토모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극단 날으는자동차

소셜미션
○ 신나는 하루를 선물하라!

사업소개
○ 환경뮤지컬을 통한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
○ 뮤지컬을 통한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실시
○ 생애 첫 무대 프로젝트 및 취약계층 예술교육 서비스 제공
○ 시민참여 축제 및 이벤트 행사 기획 및 대행
○ 어린이, 청소년극단 운영
○ 창작환경뮤지컬 ‘지구를 지켜라’ 시리즈 무료공연
○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
○ 기업교육, 시민참여 축제, 페스티벌 등 각종 이벤트 기획 및
대행 사업 수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극단의 고유 창작물인 환경뮤지컬 ‘지구를 지켜라’ 시리즈를
작품집으로 제작, 공급, 보급을 통한 환경 캠페인 강화
- 작품집 100권 발간, 프랜차이즈 사업화 8건 추진(2016년)
○ 행사에 필요한 필수 음향장비를 자체 확보, 문화 행사 수주
(6건 328백만 원 2016년)

(주)컴윈

소셜미션
○ 환경을 지키고 일자리는 만들며 나눔을 실천

사업소개
○ 컴퓨터, 모니터 제조 판매(브랜드 및 중고제품)
○ 전기전자불용자산 적정처리
○ 정보보안 적정처리
○ 기업의 전기전자 불용자산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
○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고 컴퓨터뿐 아니라 브랜드
컴퓨터를 직접 생산, 유통
○ 컴퓨터 등의 'it' 사업 영위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컴퓨터, 모니터 시제품 개발 및 각종시험 성적 통과한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장에 등록(22종/기존 8종) 이후 매출
12%, 신규고용 2명 증가
○ LG전자 노동조합의 컴퓨터 생산라인 개선으로 입고-생산출고가 체계화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20%의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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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맑은누리

소셜미션
○ 사회적 약자인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일자리 수요 계층에게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 향상

사업소개
○ 위생관리용역, 소독업, 저수조청소업
○ 경비업, 건물(시설) 관리 등
○ 청소용품 및 화장지 유통
○ 학교 청소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
○ 건물관리업, 저수조 청소 등을 통해 성장,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관공서 청소
○ 제2의 성장을 위해 청소용품 유통 및 화장지 유통을 준비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신규 사업분야 진출 – 화장지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 10명 추가 고용하여 사업 진행 중
○ 중중장애인생산품 지정을 위한 준비 진행 중

(주)명하햇골

소셜미션
○ 전통을 통해 현대를 보듬자

사업소개
○ 쪽 천연염색체험
○ 천연염색 가공
○ 전통 쪽염색 가공제품 판매 및 체험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다목적 체험관 구축 완료로 체험객의 만족도 상승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케이오에이

소셜미션
○ 지속가능한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서비스 제작

사업소개
○ 캐시미어 브랜드 '르 캐시미어(le cashmere)' :
몽골의 친환경 재료로 의류 제작 및 판매
○ 스테이셔너리 브랜드 '에티크(ETEAQ)' :
인도네시아 폐가의 나무를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 리빙 & 라이프스 타일 브랜드 '르 홈(le home) :
아시아 지역의 수공업 가치사슬 강화
○ 컨셉 스토어 '썸띵크에이 (somethink.A)' 지속가능 상품을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사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점검
○ 기업 경쟁력 향상과 매출 성장

(유)쓰임업

소셜미션
○ 자원순환을 통한 취약계층 녹색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소개
○ 지역 환경 개선활동
(버려진 소가구, 가전, 재활용품 수집 및 리폼)
○ 헌 물품에 새로운 가치 입히기
(재사용 + 재가공 = 행복한 가게 매장)
○ 지역사회 공헌사업(지역사랑방 + 작은도서관 = 행복한가게)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지게차, 컨베이어 장비 지원 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수작업 탈피
○ 1t 탑차 지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시 안전성 확보,
○ 계량대 확보를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입출고 전산처리 및
정확한 데이터
○ 지역사회 인지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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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협동조합

소셜미션
○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물건의 수명을 늘려주기

사업소개
○ 기부물품 수집 및 판매 – 함께하는 가게 운영
○ 업사이클링 사업 - 에코진 (eco-ieans) 브랜드 런칭
○ 프리마켓 개최 – 고양 방물단 운영
○ 공유카페 운영 – 꿈꾸는 손 카페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꿈꾸는 손 전시회 개최와 공유카페인 꿈손카페를 오픈
○ 바리스타 교육과 가죽공예 등 체험위주의 교육 실시
○ 지역 내 수공예작가들을 위한 프리마켓 부스로 손으
만들 물건 사용하기 운동 진행

여러가지협동조합

소셜미션
○ 버려지는 산림자원활용(Up-Cycling)해
자연친화적인 감성함양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소개
○ 수백가지 이야기나무 : 버려지는 간벌목을 활용, 유아 및
어린이용 교구를 제작 및 유통
○ 예술・환경교육・창의교육・감정 치유・놀이 및 인테리어 분야로
외연 확대
○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네트워킹 platform 구축을 실현 중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안정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개선, 공정개선,
유관 콘텐츠 개발
○ 300%이상의 매출성장, 5명의 취약계층 및 1명의
비 취약계층 고용창출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에코구로협동조합

소셜미션
○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업소개
○ 개봉빗물펌프장 옥상에 30Kw와 40K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건립
○ 가두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아파트 및 일반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보급
○ 조합원 교육 및 조합원의 날 행사로 환경생태 교육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40Kw의 햇빛발전소 건립에 도움
○ 매년 약 2600여 그루의 30년생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발생
○ 200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하는 성과

(주)코끼리공장

소셜미션
○ 고장나거나 안쓰는 장난감을 수리, 소독, 재포장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발달과 연령에 적합하게 제공하여 정서와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고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

사업소개
○ 장난감 수리, 나눔 사업 : 장난감을 가지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전달
○ 아동기관 위생 소독 장난감 소독약 제조 :
아동기관 위생관리 및 장난감 소독약품을 제조,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장난감을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가능
○ 가능해진 공간을 바탕으로 연평균 10배 이상의 지자체 및
아동기관과 협약 및 계약완료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을 비롯하여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발달 지원적인 측면에서 전달하게 된 장난감의 양이 늘었고
그 가치는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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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링유어컵

소셜미션
○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기여

사업소개
○ 텀블러 제조, 유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텀블러를 보급하고,
카페와의 제휴를 통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텀블러 사용을 촉진
○ 기업들과 환경캠페인을 통한 텀블러 사용 인식을 확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신규사업, 제품개발에 지원금을 투자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
○ LG 지원기업이라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하여 B2B
기업과의 계약 유리

작은손적정기술
협동조합

소셜미션
○ 햇빛, 바람, 물,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삶의 방식과 생태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지향

사업소개
○ 교육홍보사업 : 각종 적정기술 워크샵 및 전시체험행사,
에너지 디자이너 양성과정 등
○ 연구개발사업 : 나무가스화 장치 및 친환경 단열재 개발,
교재개발, 연구과제 진행 등
○ 생산,보급사업 : 친환경인테리어, 생활목공제품,
숲밧줄체험놀이터, 주택수리
○ 네트워크사업 : 시군별 협동조합 설립지원, 시민사회
적정기술보급 지원 등
○ 정책사업 : 충남도 에너지 정책 실현방안 제공,
충남형 적정기술개발 협력 등
○ 농업부산물 및 톱밥, 종이 등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단열재 개발
○ 친환경 단열재 생산기반 마련
○ 시제품별 환경유해성 분석(화재시험, PH, TDS, EC)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LG 지원사업 이후 조합 경영 상황(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친환경 단열재 개발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및 기술적 노하우를 획득하는 계기 마련
○ 시범사업, 교육, 홍보사업으로 자연재료 단열재의 인식을
확산하고 전문성을 인정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하이사이클

소셜미션
○ 업사이클 제품으로 일상 속 물건의 예술적 재발견을
이끌어내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의식을 넓히고자 함

사업소개
○ 커피자루를 업사이클링한 패션/리빙 브랜드
"다듬:이[Dadum:e]"와 커피찌꺼기로 만들어진 업사이클
커피나무 재배키트 "커피팟[Coffee pot]" 을 전개
○ 교육 및 캠페인 업사이클로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미술교육,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업사이클 캠페인, 프로젝트
등을 기획 및 진행
○ 버려지는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패션&리빙
디자인 제품으로 탄생시키고 자원순환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의식 확장을 위한 교육, 캠페인, 프로젝트를 기획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창업 후 본격적인 사업을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기자재 마련에 큰 도움
○ 친환경 지원기업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 연계사업을 통해
교육의뢰 및 홈페이지 유입수 증가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
○ LG 지원기업이라는 프리미엄효과를 입증하듯
타 사업 지원과 수주에도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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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

소셜미션
○ 유기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과
복지 증대를 도모
○ 유기농업의 확산에 힘쓰며, 지역의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사업소개
○ 1차 농산물 출하
(고추, 찰벼, 토마토, 감자, 블루베리, 오미자, 배추 등)
○ 2차 가공품 제조 및 판매
(고추장, 메주, 된장, 간장)
○ 도농교류, 체험활동 등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누룽지 사업을 위한 장류 제조 건물 신축 및 누룽지 설비
공장 리모델링 실시
○ 누룽지 제조시설 완공 및 누룽지 샘플 제작으로 고객 평가
진행 중
○ 2016년 정규직 고용 1명 추가

한드미 영농조합법인

소셜미션
○ 전국의 농촌이 함께 겪고 있는 농촌 경제 악화와 노령화의
고통을 해결
○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돌아오는 농촌공동체 만들기

사업소개
○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숙박, 식사 제공
○ 마을 내 유기농업화를 통한 유통구조 확립으로 농산물 판매
○ 농촌유학을 통한 종합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확립으로
도시민인구 유입 및 질 높은 농촌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
○ 유기농 농산물 매장을 통한 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확립
○ 유기농업 장려와 유기농업 가구 소득 분배로 인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립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마을 내 농산물 판매시스템 확보로 인한 귀농교육 실시와 귀농
교육체계 확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마을 만들기가 가능
○ 친환경 김치 판매 등으로 작년 대비 30%이상의 판매율 증가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

소셜미션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주택에너지 진단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소개
○ 주거복지 실행사업(댐주변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K-water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LH 수선유지급여사업, 인테리어 매장사업)
○ 조직사업(정기총회, 이사회, 생산자 조합원 회의, 단합대회,
동계수련회, 해외연수)
○ 교육사업(직능교육, 소양교육, 주민교육)
○ 홍보사업(사회공헌사업, 홈페이지, 리플릿 홍보, 카자흐스탄
고려인 취약환경 개선지원사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2016년 11월 22일~23일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충북방송 CJB-굿모닝충북·세종'촬영 및 길원득의 음악앨범,
'청주Cjb라디오'에 출연
○ 인테리어 매장을 개소하게 된 배경 및 사회적 협동조합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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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랜드 협동조합

소셜미션
○ 간벌재와 재활용 목재로 ‘목재 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취약계층 자립 및 상생 도모

사업소개
○ 제작·제조 - 협동조합 원가절감 시스템으로 손수 만든
친환경 원목가구 목제품을 제작·시공
○ 교육 - 우수 강사진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취미·전문·국비 지원 등 다양한 목공교육
○ 체험 - 전문 강사진과 함께 목공체험프로그램을
개인·단체·기업·관공서 등 다양한 형태로 경험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시설투자(설비, 장비)의 한계로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외부 교육·체험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대상자
100만 명, 교육대상자 500명, 관련매출 3천6백만 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같이그린백화협동조합

소셜미션
○ 친환경자원인 태양광발전기, 펠릿보일러, 스트로베일
하우스를 활용한 환경 생태교육수행
○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험교육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사업소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위기를 일깨우는 <기후에너지학교>
○ 지역단체 등과 연계한 농촌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자유학기제 등 현행 학교 교육이 요구하는 체험 교육 사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모바일 앱 “백화런닝맨”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핸드폰을
통한 미션수행 등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우수체험처 인증패를 수여받음(2016.11.21)
○ 학교 교과 관련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해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가 상당수 증가
○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았음
(2017.3.3)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농업회사법인
(주)엔토모

소셜미션
○ 곤충을 활용한 유기성폐기물의 친환경 선순환 구조 및 자원화

사업소개
○ 환경정화 곤충 동애등에 전문사육
○ 동애등에 관련 사료, 퇴비 등 부산물 대량 납품
○ 동애등에 활용 전문 기술개발
○ 동애등에 곤충농가 교육 및 양성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곤충산업의 대량화 선도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동애등에 종자 생산시설 구축 : 생산성 향상 (250%)
○ 사육(1차 생산) 기반 조성으로 고도화 기술개발 진행의 마중물
○ 다양한 사업권 형성 : 사료, 퇴비, 농가교육, 대형 사육설비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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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원기업 리스트

(주)가든프로젝트
(주)자락당
(주)커스프
(주)리움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주)리바치인터내셔날
(주)네이처링
(주)루미르
(주)프로젝트 노아
(주)마이소사이어티
(주)모어댄
(주)미스터박대리인터내셔널
(주)그립플레이
(주)위니온
(주)다솔

협동조합 온리의 경우

(주)수지

2014년도 추가지원 기업으로
기업 상세 내용은 2014년도 자료를 확인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가든프로젝트

소셜미션
○ 하나 뿐인 지구를 위한 환경개선
토양환경 : 도시농업 보급을 통한 로컬 푸드 확산
대기환경 : 도시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조성
수질환경 : 빗물활용을 통한 물 부족문제 해결

사업소개
○ 빗물이용시설보급
○ 도시 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건축물 옥상녹화, 벽면녹화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민간분야와 경쟁을 위해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취득

(주)자락당

소셜미션
○ 자원 재순환 극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

사업소개
○ 공동체형 중고 문화 마켓 ‘마켓인유’ 운영을 통하여
중고 및 공유 문화를 확장
○ 회원제 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고거래 및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정착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월 매출 2배 이상 달성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여 ‘마켓인유’의 매출과 인지도 확대
○ 매출과 회원 수 증가에 따라 마켓인유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
○ 지역 내 자원 재순환을 통하여 지역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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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스프

소셜미션
○ 광고홍보물 제조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업소개
○ 디지털/상업인쇄물 제조, 옥내외광고물 제조
○ 사무용품 개발, 판촉홍보물 도소매, CNC/Laser/UV 등 소재 가공
○ 광고홍보물 제조 사업과 함께 단순 작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 재생원료를 사용한 사회 가치적 사무용품과 기본적 사무용품
개발 및 도소매 사업 개발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많은 투자와 사회 환원으로 품질, 단가, 납품기일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갖추고도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시선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음
○ LG라는 대기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판로에도 크게 도움
○ 사회 가치적 사무용품 제조 사업 등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를 통한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치적 성장을 기대

(주)리움

소셜미션
○ 아동, 노인 재활용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소셜 아이디어 및
디자인 제품,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 고령자
및 미취업청년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이루고자 함

사업소개
○ 국내
- 폐플라스틱 재활용 : USB, OTG, 거치대 등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여 재자원화율을 높임
- 폐안전벨트 재활용 : 폐안전벨트로 열쇠고리, 구두주걱 등
생활 용품
○ 해외
- 인도네시아 OVOP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폐목과 폐플라스틱을 배합한 WPC 소재로 SNI인증을 통과한
저렴한 국민 안전헬멧을 제작
- 미얀마 양곤 (KOTRA 상생가치 CSV 사업) :
미얀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바이크 프랜차이즈사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2015년도 10억에서 2016년도 14억으로 매출성장 달성
○ 미얀마와 인도네시아까지 사업 확장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미션
○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과 이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소개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보수)
○ 주거취약계층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주택 에너지진단
○ 조합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조합원들의 사회적경제(띄어쓰기)조직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자긍심 향상

(주)리바치인터내셔날

소셜미션
○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국내외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위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나눔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의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

사업소개
○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직업교육센터의 길거리 청소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
○ 수료한 학생들의 일부를 직접 고용하여 자원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생산시설 구축 및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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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이처링

소셜미션
○ 자연관찰-기록-공유를 통한 생태계 보전에 가치를 둔
자연생태교육과 시민과학프로젝트 진행

사업소개
○ 자연관찰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 개발 및 운영
○ 네이처링 기반의 생태교육 및 시민 과학 프로젝트 기획 운영
○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관찰/생태지도 서비스 네이처링 개발
○ O2O(Online to Offline) 기반의 생태교육, 시민 과학 프로젝트
진행 및 지원
○ 환경정보(생물종, 위치, 기상정보)와 결합된 대한민국 생태
빅데이터 구축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LG 지원사업 선정 홍보에 따른 회사/서비스 인지도 상승
○ 네이처링 서비스의 고도화 작업 진행 중, 향후 안정적인 회원
확보와 사용성 향상의 기반 마련 중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루미르

소셜미션
○ 전 세계 6700만 개의 일반 등유램프 중 10%인 670만 개를
루미르K로 대체하여 8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1억 명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도모

사업소개
○ 등유로 작동하는 고효율 LED 램프 시제품 제작
○ 심지에 불을 붙여주면 자사의 독자적인 방열구조로 인해
내부에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전기에너지가 얻어지는데,
이를 통해 LED를 점등시켜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램프 개발
○ 일반 등유램프에 비해 약 2.7배, 일반 촛불보다
약 85배 더 밝은 빛을 생산할 수 있어 독서, 공부 등 일상생활은
물론 정전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조명소품 루미르C, 루미르S 등으로 브랜드파워를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고효율 등유램프 루미르K로 현지 NGO들과
협업하는 판매방식을 통해 기부나 후원에 대한 의존 없이
지속가능하게 빛 부족 문제를 해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시제품을 통해 KOICA CT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제품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수정·보완
○ 제품 개발로 기존 개발 목표치의 평균 140.43%의 달성
○ 한국 대표로 MiSK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여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에 대해 발표하고, 당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기술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 국제개발 NGO ‘CAMP’ 및 브루나이 HGKK LHS Company의
CSR팀과 협업하여 제품 보급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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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젝트 노아

소셜미션
○ 저소득 빈곤층 거주 지역에 풍부하지만 잘 이용되지 않는
자원을 적정기술, 자본과 연결하여 지역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사업소개
○ 환경 친화적 자원인 대나무로 디자인, 기능, 가격 경쟁력이
높은 칫솔을 생산, 판매하여 빈곤과 구강건강 문제 해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공장 설비 기기 도입
○ 마케팅 비용으로 크라우드 펀딩 진행 - 해피빈,
3월 7일~3월 31일, 목표액의 800% 달성

(주)마이소사이어티

소셜미션
○ 소셜이노베이터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

사업소개
○ 지역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쿨란(Kulan)' 제공
○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기획/컨설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B2B에 대한 경험만 있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음
○ LG 지원사업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 최초의 B2C 프로젝트
'쿨란(kulan)'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과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조직문화를 갖추는데 많은 도움을 받음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모어댄

소셜미션
○ 폐기물이 0이 될 때까지 자원의 선순환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어 환경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제공

사업소개
○ 자동차생산과정과 자동차 폐기 과정 중 발생되는
절대폐기물(가죽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재활용한
가방 및 악세사리 제작
○ 환경과 디자인을 동시에 생각하며 자원의 선순환을 돕는
제품으로, 4백만 톤의 매립폐기물 절감과 가방 1개당
1,642리터의 물을 절약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제품 개발 : 양산이 가능한 제품 개발로 사업화 성공
○ 패키지 개선 : 종이박스 형태에서 상자 형태로 제작.
패키지 고급화로 소비자 선호도 증가
○ 공정 개선 : 기존 수거 세척 방식을 2단계로 줄이는 공정을
개선, 원가 및 고정비 절감

(주)미스터박대리
인터내셔널

소셜미션
○ 내구연한 미도래 배터리의 조기 폐기 방지를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사업소개
○ 배터리 리필 서비스 : 단순 방전 고객 중 주행을 통한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 전용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회복시켜
내구연한까지 사용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 에코나눔 캠페인 : 수집된 폐배터리 중 내구연한 미도래 제품을
선별, 충전 처리 중고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에 무료로
제공하여 재활용하는 캠페인
○ 내구연한 미도래 배터리의 재사용으로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 업계 최초의 소매 프랜차이즈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전년대비 30%이상 매출액 증대
○ 운영비의 10%가량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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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립플레이

소셜미션
○ 3D프린터를 이용하여 필기보조기구를 제작하고,
작은 장애도 놓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된 이들의 교육적, 사회적 경험을 확장

사업소개
○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 제작 및 판매
○ 3D프린팅 맞춤형 제품 제작 및 판매
○ 기술+예술 콜라보레이션 소셜미션이 있는 전시행사
기획 및 추진
○ 3D프린팅 관련 강의 및 교육행사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찾아가는 오픈스튜디오로 장애보조기구 제작, 보급, 교육,
전시회 행사 개최
○ 세운상가 메이커스페이스(H-창의허브 SE:CLOUD)
기술혁신랩 운영 및 관리
○ 특허(3D프린터) 1건, 상표권(브랜드 2개) 3건 출원
○ 기계장치(대형3D프린터) 구입으로 제조업 분야 매출 향상
○ 정부기관,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대상 서비스업 매출 향상

(주)위니온

소셜미션
○ 중소기업 통합서비스센터, 물류센터, 직업훈련시설 구축

사업소개
○ 중소기업서비스대행, LED TV 패널리페어, LED TV 제조,
냉장고 OEM제조, 소형물류운반기기개발
○ 가전제품의 수리 및 설치 교육센터로 전문인력을 배출,
A/S 경쟁력확보
○ 중소기업통합 서비스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가전제품 리페어 사업 중 핵심사업인 LED TV
패널리페어사업 본격화
○ 고가장비인 패널리페어 장비 도입으로 추가 계약발생 및
생산성 향상
○ (주)디엘티 패널 수리 7,000장 , CACC KOREA 패널
수리 계약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다솔

소셜미션
○ 안정된 고용 유지를 통한 지역 사회에 공헌

사업소개
○ 노후 건축물에 적용된 석면 함유자재의 철거
○ 밀폐포장 및 반출 등 유해 물질의 관리 및 처리
○ 건물 개・보수에 따른 철거나 건축(인테리어)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사업 관련 비품으로 매장 확장
○ 교육 및 사업 설명을 위한 대형 모니터 설치

(주)수지

소셜미션
○ 친환경 홈패션 상품 생산과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 지원
○ 자원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환경적 가치가
지속되도록 기여

사업소개
○ 홈패션 용품의 제작 및 판매
○ 홈패션 패브릭 용품의 DIY 제품 판매 및 교육
○ B2B를 통한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환경 단체들과 협업 관계 구축
○ 고용인원 증가 및 사업장 환경 개선으로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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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소셜미션
○ 재사용을 확대를 통한 자원의 순환과 절약

사업소개
○ 중고 생활용품 위탁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합의 숙원 사업을 해결 능력 보유
○ 조합에 대한 인지도 및 공신력 상승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2017
지원기업 리스트

자리(주)
한국가죽공예협동조합
(주)처음애
(주)비플러스
(주)샤인임팩트

(주)제리백의 경우 2014년도,
(주)케이오에이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2015년도 추가지원 기업으로
기업 상세 내용은 이전 자료를 확인

(주)헬씨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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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주)

소셜미션
○ 위기청소년 및 기타 취약계층 청년에게 교육·주거 · 채용·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움

사업소개
○ 위기 청소년 재사회화 교육 및 청년 창업 교육
○ 카페 및 원두 유통과 같은 커피 기반 사업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베트남 다낭에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테리아 신규 운영 성공
○ 신규 매출처 확보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가죽공예협동조합

소셜미션
○ 가죽폐기물 활용 업사이클링 통해 환경 보호

사업소개
○ 가죽폐기물을 활용한 가죽공예 제품 생산 및 판매
○ 공방 운영을 통해 자격증반, 창업반, 취미반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임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법인소유의 본사 건물 구축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처음애

소셜미션
○ 플라스틱제품과 경쟁 가능한 가격의 친환경 원목생활용품을
개발 및 보급하여 환경오염을 줄임

사업소개
○친환경 포장완충제 쵸핑 제조 및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설비 마련으로 순수 노동력에 의지한 고된 작업(분진)을
생산량 증대와 작업환경(분진99.99% 제거)개선

(주)비플러스

소셜미션
○ 시민 참여형 공익투자 플랫폼 구축
- 투자자는 적정 수익을 얻으면서 공익목적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고, 공익목적 프로젝트는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사업소개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 사회/환경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재무적
수익을 얻는 투자 형태
○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 : 자금이 필요한 개인/기업이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대출)
하는 서비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친환경(신재생에너지)/공유경제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수행
○ 웹사이트 내 ‘친환경’ ‘공유경제’ section 구분/신설로 ‘환경’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시민 투자자 접근 제고
○ 지역 설명회/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 지역 ‘환경’
프로젝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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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샤인임팩트

소셜미션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감성 기반의
생활습관 교육 콘텐츠 제공

사업소개
○ 교육프로그램
- 청소의 과정을 통해 배우는 환경교육프로그램
「바른청소교실」
- 나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족형 환경프로그램
「초록청소교실」
○ 연구 및 컨설팅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제안 및 마케팅 방향 수립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청소년환경기자단 샤인원정대 활동지원
○ 환경교재 제작하여 미세먼지와 자원순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교육서비스 확산
○ 어린이 환경캠페인 교육 전년 대비 100회 확대 운영
○ 송파구 저소득가구 대상 공간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미션
○ 발달장애인 지원 네트워크 조직

사업소개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조력자 및 장애 인권강사 양성
- 직무지도원 양성
-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을 위한 주민 협의체 구성
- 바리스타 현장 훈련 카페 ‘민들레와 달팽이’ 운영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공방 ‘빼무락’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엔지니어,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의 컨설팅과 전문 인력의
참여로 새롭고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헬씨티슈

소셜미션
○ 친환경 소재인 초본류의 밀짚과 대나무(다년생 볏짚과)를
활용한 제품 제작을 통한 자연 훼손 방지

사업소개
○ 밀짚과 대나무(다년생 볏짚과)를 활용한 제품 생산
- 밀짚 키친타올, 밀짚 화장지, 밀짚 미용티슈, 밀 짚 점보롤,
대나무 화장지, 대나무 키친타올, 대나무 종이컵, 대나무 생리대 등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KPI 대비 매출 500% 달성
○ 밀짚 미용티슈 시제품 제작
○ 밀짚 미용티슈 시민 평가단 체험
○ 2018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 인기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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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원기업 리스트

(주)공공디자인이즘
(주)다수리
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주)모두의캠퍼스
(유)사각사각
(주)소소한 소통
(주)유니온키드
(주)책임
(주)크래프트링크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주)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공공디자인이즘

소셜미션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소개
○ UV 친환경 인쇄 시스템으로 친환경적 인쇄물 및 광고물 생산
○ 시-공간 디자인 용역 / 광고-디자인 / 협업사업 등 진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인력 추가 고용과 장비 구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환경폐기물 없는 축제 및 행사 기획 6건 제작
○ 서울시 ‘플라스틱 없는 서울’ 행사 POP물 제작

(주)다수리

소셜미션
○ 집수리를 위한 플랫폼 운영, 취약계층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소개
○ 이중관 임가공 제조업 /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업 /
목감 LH 돌봄사업장 운영
○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는 공동 주택 배관자재 생산 및 판매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이중관 제조장치 특허 취득
○ 부설연구소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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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착한지구

소셜미션
○ 친환경 업무용 세제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의 급식환경 개선

사업소개
○ 친환경 업무용 세제로 학교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
○ 친환경 업무용 세제, 오가닉코튼 출산용품 판매
○ 중증장애인 직장체험교실 운영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광주-전남지역 진출 : 총판계약 및 협약
○ 산학연 R&D 사업 추천대상 선정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예정
○ 신규사업 진출 : 친환경 환기시스템 총판 및 세미나 개최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소셜미션
○ 경계선 아동청소년의 완전한 사회통합 실현

사업소개
○ 경계선급 지능 및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및 고용 지원
○ 경계선급 지능 아동청소년 교육 진행
○ 모험 탐사여행, 도시농업 운영 등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사회서비스-봉사 순환 플랫폼 역할을 할 "올치" 앱 개발 완료로
더 많은 참여자와 봉사자 확보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모두의캠퍼스

소셜미션
○ 대학생들의 생활비를 절감해주기 위한 온오프라인 대학생
서비스 운영

사업소개
○ 전국대학교 대상 중고교재 공유 어플리케이션 '북딜' 운영
○ 대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온라인 광고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투자대비 수익률 2.7배 이상 달성
○ 운영 서비스 리뉴얼로 강의평가 확보 1천 개 돌파

(유)사각사각

소셜미션
○ 취약계층 창업지원 교육, 가구 지원

사업소개
○ 수제가구 생산, 자투리 가구 활용한 DIY 교육 진행
○ 직업체험교육 운영
○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 수행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청년사관학교 선정
○ 특허취득 및 상표등록
○ 신입직원 사회적경제학과 대학원 입학 학비 지원

123

124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소소한 소통

소셜미션
○ 의사소통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소개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삽화로
'이해하기 쉬운(Easy Read) 문서' 제작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디자이너 업무환경 보강으로 작업능률 향상
○ 쉬운 책 개발(2종)
○ 친환경 프로모션 인쇄 추진

(주)유니온키드

소셜미션
○ 친환경 소재 디자인 제품과 교육으로 환경 인식 개선

사업소개
○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 골판지 활용 디자인 인쇄업, 장난감 및 가구 제작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특허 1건 출원 및 상표 16건 등록
○ 홍보비를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

(주)책임

소셜미션
○ 폐기자재 리사이클링으로 창업자에 비용절감 혜택 제공

사업소개
○ 창업 및 폐업 컨설팅 지원
○ 폐업 및 창업 컨설팅, 리뉴얼 제품 판매, 카페 프랜차이즈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소상공인 간판 교체 지원
○ 생산성 향상 컨설팅으로 수리용 공구 Set 작업 진행
○ 홍보용 냉장고 제작 및 홍보채널 강화(홍보영상, 카드뉴스 제작)

부록_소셜펠로우 소개

(주)크래프트링크

소셜미션
○ 친환경 식물성 신소재를 기반으로 수공예 제품 개발 및 판매

사업소개
○ 수익금으로 기술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지원
○ 수공예품 제작, 판매
○ 여성 일자리 지원
○ 파인애플 원단 활용 의류 제작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파인애플 가죽을 소재로 한 제품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할
파트너 발굴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주)

소셜미션
○ 효율 개선 시공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

사업소개
○ 과학기술 기반 주택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주택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LG소셜캠퍼스 지원 후 변화
○ 특허기술 이전지원사업 협약 실시
(재단법인 대전 테크노파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실시 계약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실시
○ 전주시 새뜰마을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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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소셜펠로우
지도
1

서울

(주)에너지나눔과평화_2011, 2012
(주)두꺼비하우징_2011, 2012, 2015
(주)송지_2011, 2012
(주)에코시티서울_2011, 2012
(주)트리플래닛_2011
(주)에코준컴퍼니_2012, 2013, 2016
(주)그린스테이션_2012, 2015
(주)금자동이_2012
(주)어시스타앤파트너스_2013
(주)오요리아시아_2013
주양제이앤와이(주)_2013
(주)대지를위한바느질_2013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_2014
(주)이노마드_2014
(주)피플앤컴_2014
(주)아키테리어 금빛가람_2014
(주)나눔하우징_2014
(사)비영리IT지원센터_2014
(주)제리백_2014, 2017
극단 날으는자동차_2015
(주)케이오에이_2015, 2017
에코구로 협동조합_2015
(주)브링유어컵_2015
(주)하이사이클_2015
(주)리바치인터내셔날_2016
(주)네이처링_2016
(주)루미르_2016
(주)프로젝트 노아_2016
(주)마이소사이어티_2016
(주)비플러스_2017
(주)샤인임팩트_2017
자리(주)_2017
(주)모두의캠퍼스_2018
(주)소소한 소통_2018
(주)크래프트링크_2018

5

고양

(주)꼬마농부_2012, 2013
두레협동조합_2015
여러가지협동조합_2015
(주)모어댄_2016
3

파주

(주)고마운사람_2013
4

김포

수안산생태원영농조합법인_2012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_2017

3

농업회사법인(주)싸주아리_2012, 2013
(주)꼬마농부_2012, 2013

4

2
1

6

부천

5

서울

6

(주)에너지팜_2011, 2014
7

8

12

8

7

시흥

10

9

(주)다수리_2018

11

경기도

안산

(주)라주어코리아_2014
15

9

16

화성
29

(주)컴윈_2015
10

충청남도

수원

(주)헬씨티슈_2017
11

14

대전

용인

17

(주)삼사라_2013
(주)해발전소_2014
12

18
20

성남

19

(주)그린플러스연합_2011
(주)강산리사이클링_2012, 2013
13

전라북도

포천

(주)리맨_2013
14

대전

(주)나무리프_2014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주)_2018
15

광주
22

아산

전라남도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_2015
16

2

13

인천

천안

23

(주)리움_2016
17

논산

(주)좋은마음_2012
18

24

금산

(주)도심속마을 사람의향기_2011
19

전주

전북광역로컬푸드_2012
(유)맑은누리_2015
협동조합 온리_2014, 2016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_2016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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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익산

(유)사각사각_2018

강원도

21

구례

농업회사법인
(주)지리산구례공동체_2013
26

28

22

27
30

31

나주

(주)명하햇골_2015
23

32

충청북도

목포

(주)미항주거복지센터_2014

33

24

해남

해남좋은농부(주)_2013
25

경상북도
34

26

원주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_2013
(주)피프틴핸즈_2013

35

대구

춘천

(주)삼사라_2013
(주)해발전소_2014

36

27
37

울산

영월

외갓집마당 영농조합법인_2011
28

삼척

(주)이선_2011

경상남도
부산
41
40
42

39

38

29

음성

(주)다솔_2016
31

단양

33

괴산

솔뫼유기농업영농조합_2015
34

영동

같이그린백화협동조합_2015
35

대구

(주)커스프_2016
36

경산

(주)책임_2018
37

울산

(주)코끼리공장_2015
한국가죽공예협동조합_2017
38

부산

(주)바이맘_2013
(주)미스터박대리인터내셔널_2016
(주)부산노리단_2013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_2018
(주)유니온키드_2018
39

창원

(유)녹생성장기업 다일리사이클링_2013
(주)좋은환경_2013

청주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_2012
(주)새움_2014
(주)보듬_2014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_2015
디랜드 협동조합_2015
농업회사법인(주)엔토모_2015
(주)위니온_2016
(주)수지_2016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_2016
(주)공공디자인이즘_2018
30

32

농업회사법인(주)단양농특산_2014
한드미 영농조합법인_2015

충주

(주)두레환경_2014
(주)스페이스 선_2014

40

진주

(주)제이알_2013
41

산청

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_2018
42

사천

(유)쓰임업_2015
43

제주

(주)알이_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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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기수

1기

2기

지원연도

소속

소재지

홈페이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서울시 종로구

www.ep.or.kr

(주)에너지팜

경기도 부천시

www.energyfarm.kr

(주)두꺼비하우징

서울시 은평구

-

(주)송지

서울시 용산구

www.1004mom.net

(주)이선

강원도 삼척시

www.wonleec.co.kr

(주)에코시티서울

서울시 성동구

-

외갓집마당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영월군

www.maadang.net

(주)그린플러스연합

경기도 성남시

-

(주)트리플래닛

서울시 성동구

-

(주)도심속마을 사람의향기

서울시 동작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서울시 종로구

www.ep.or.kr

(주)두꺼비하우징

서울시 은평구

-

(주)송지

서울시 용산구

www.1004mom.net

(주)에코시티서울

서울시 성동구

-

(주)알이

제주시 조천읍

www.facebook.com/rescuearth

(주)에코준컴퍼니

서울시 성동구

www.ecojun.com

(주)그린스테이션

서울시 양천구

-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충북 청주시

www.shop.heiksalim.com

(주)금자동이

서울시 은평구

www.kumjadonge.co.kr

농업회사법인(주)싸주아리

인천시 강화군

www.ssajuari.com

(유)녹색성장기업 다일리사이클링

경남 창원시

-

(주)꼬마농부

경기도 고양시

www.0farmers.com

(주)강산리사이클링

경기도 성남시

-

농업회사법인 전북광역로컬푸드

전북 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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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3기

지원연도

2013

소속

소재지

홈페이지

(주)에코준컴퍼니

서울시 성동구

www.ecojun.com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주)

충북 청주시

www.shop.heiksalim.com

농업회사법인(주)싸주아리

인천시 강화군

www.ssajuari.com

(유)다일

경남 창원시

-

(주)꼬마농부

경기도 고양시

www.0farmers.com

(주)강산리사이클링

경기도 성남시

-

농업회사법인 전북광역로컬푸드

전북 전주시

-

(주)어시스타앤파트너스

서울시 용산구

www.assistar.org

(주)제이알

경남 진주시

www.jrn.co.kr

(주)바이맘

부산시 해운대구

-

(주)오요리아시아

서울시 은평구

www.oyori.asia

농업회사법인(주)지리산구례공동체

전남 구례군

www.jrf.co.kr

(주)더뉴히어로즈

강원도 춘천시

www.cornsox.co.kr

(주)삼사라

경기도 용인시

-

(주)피프틴핸즈

강원도 원주시

-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전남 고흥군

-

농업회사법인 해남좋은농부(주)

전남 해남군

-

(주)좋은마음

충남 논산시

www.goodmaind.com

강화마을협동조합

인천시 강화군

-

수안산생태원영농조합법인

경기도 김포시

blog.naver.com/redsilkworm

(주)고마운사람

경기도 파주시

-

주양제이앤와이(주)

서울시 광진구

www.nurisalim.com

(주)리맨

경기도 포천시

-

(주)대지를위한바느질

서울시 성북구

www.ecowedding.co.kr

(주)좋은환경

경남 창원시

-

(주)알이

제주도 제주시

www.facebook.com/rescuearth

(주)부산노리단

부산시 사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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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4기

5기

지원연도

2014

소속

소재지

홈페이지

(주)에너지팜

경기도 부천시

www.energyfarm.kr

(주)피플앤컴

서울시 관악구

www.peoplenc.co.kr

(주)두레환경

충북 충주시

-

(주)금빛가람종합개발

서울시 강북구

goldenriver.nehard.kr

(주)나눔하우징

서울시 성북구

www.nanumhousing.kr

(주)미항주거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

(사)비영리IT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www.techsoupkorea.kr

(주)제리백

서울시 동대문구

www.jerrybag.co.kr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서울시 영등포구

-

(주)라주어코리아

경기도 안산시

www.lazure.co.kr

(주)나무리프

대전시 유성구

www.namuleaf.com

협동조합 온리

전북 전주시

www.cooponre.com

(주)이노마드

경기도 파주시

-

(주)해발전소

경기도 용인시

-

(주)라이프브릿지그룹

서울시 성동구

wisdo.me

(주)새움

충북 청주시

www.neweduself.co.kr

농업회사법인(주)단양농특산

충북 단양군

-

(주)스페이스 선

충북 충주시

www.spaceseon.com

(주)보듬

충북 청주시

-

(주)그린스테이션

서울시 양천구

-

(주)두꺼비하우징

서울시 은평구

-

극단 날으는자동차

서울시 성북구

www.nalja.net

(주)컴윈

경기도 화성시

www.comwin.co.kr

(유)맑은누리

전북 전주시

www.cleannuri.com

(주)명하햇골

전남 나주시

-

(주)케이오에이

서울시 중구

www.koacompany.com

(유)쓰임업

경남 사천시

www.행복한가게.kr

두레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www.dureangel.com

여러가지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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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5기

6기

지원연도

2015

2016

소속

소재지

홈페이지

에코구로 협동조합

서울시 구로구

-

(주)코끼리공장

울산시 울주군

www.kogongjang.com

(주)브링유어컵

서울시 성동구

blog.naver.com/bringyourcup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충남 아산시

www.facebook.com/smallhands2013

(주)하이사이클

서울시 영등포구

www.hicycle.co.kr

솔뫼유기농업영농조합

충북 괴산군

www.solmoe.net

한드미 영농조합법인

충북 단양군

-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

충북 청주시

www.cbhousing.or.kr

디랜드 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www.cjdiy.co.kr

같이그린백화협동조합

충북 영동군

www.withgreen2014.com

농업회사법인(주)엔토모

충북 청주시

www.bsfkorea.com

(주)리바치인터내셔날

서울시 중구

re-bach.com

(주)네이처링

서울시 성동구

-

(주)루미르

서울시 성동구

www.lumir.co.kr

(주)프로젝트 노아

서울시 중구

www.doctornoah.net

(주)마이소사이어티

서울시 서초구

www.misociety.net

(주)모어댄

경기도 고양시

www.wecontinew.co.kr

(주)미스터박대리인터내셔널

부산시 수영구

-

(주)그립플레이

서울시 종로구

griplay.modoo.at

협동조합 온리

전북 전주시

www.cooponre.com

(주)자락당

서울시 마포구

www.marketinu.com

(주)커스프

대구시 중구

www.icusp.kr

(주)가든프로젝트

서울시 성북구

www.gardenproject.co.kr

(주)리움

충남 천안시

www.re-um.com

(주)에코준컴퍼니

서울시 성동구

www.ecojun.com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www.coopewc.or.kr

(주)위니온

충북 청주시

winion.co.kr

(주)다솔

충북 음성군

www.edasol.co.kr

(주)수지

충북 청주시

-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www.con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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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7기

8기

지원연도

소속

소재지

홈페이지

(주)처음애

경기도 김포시

-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김포시

www.papaswill.com

(주)비플러스

서울시 성동구

benefitplus.kr

(주)샤인임팩트

서울시 송파구

www.shineimpact.com

(주)헬씨티슈

경기도 수원시

www.healthytissue.com

한국가죽공예협동조합

울산시 남구

www.beanus.modoo.at
www.beanus-korea.com

(주)제리백

서울시 동대문구

www.jerrybag.co.kr

자리(주)

서울시 은평구

beanszari.com

(주)케이오에이

서울시 성동구

www.koacompany.com

(주)책임

경북 경산시

www.cheakim.com

(유)사각사각

전북 익산시

www.sagac6538.modoo.at

(주)유니온키드

부산시 수영구

www.unionkid.com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부산시 연제구

www.funcoop.kr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주)

대전시 서구

kect.kr

(주)크래프트링크

서울시 성동구

craft-link.co.kr
maryspineapple.com

(주)소소한 소통

서울시 구로구

www.sosocomm.com

(주)모두의캠퍼스

서울시 동대문구

www.bookdeal.kr

(주)공공디자인이즘

충북 청주시

www.pdism.com

(주)다수리

경기도 시흥시

-

농업회사법인(유)착한지구

경남 산청군

www.springgarden.kr

2017

2018

공간지원
530

529

528

527

사회연대은행
인큐베이팅센터

(주)비오디브

(주)래디우스랩

(주)위시루프
컴퍼니

교육장

501

502

503

504

505

506

운영
사무실

(주)
담넘어

(주)
숲과
사람들

사회
연대
은행

사단
법인
호이

(주)
모두의
캠퍼스

주출입구

526

520

사회연대은행
인큐베이팅센터

알브이핀

공용
복도

512
(주)좋은마음
소회의실

부출입구
중회의실

창고

525

524

523

(주)
(주)
(주)
소사이어티 씨엔피 아츠컴퍼니
알렙
솔루션즈 뜨락

522

521

507

508

509

510

511

소회의실

(주)
만유
인력

희망
나눔
세상

(주)
트레셋

(주)
디올
연구소

(주)
가든
프로젝트

(주)
엔벨
롭스

사회적
기업
연구원

창고

*2018년 12월 기준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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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소속

홈페이지

502

(주)담넘어

www.overdam.co.kr

503

(주)숲과사람들

www.unifam.co.kr

509

(주)가든프로젝트

gardenproject.co.kr

512

(주)좋은마음

www.goodmaind.com

527

(주)위시루프컴퍼니

wishloop.kr

505

사단법인 호이

hopeisedu.org

507

(주)트레셋

tresc3.com

521

희망나눔세상

en-velops.com

528

(주)래디우스랩

www.happycar.or.kr

529

(주)비오디브

biodiv_inc.blog.me

506

(주)모두의캠퍼스

moducampus.com

508

(주)디올연구소

designforall.imweb.me

510

(주)엔벨롭스

www.en-velops.com

511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

www.rise.or.kr

520

(주)알브이핀

www.marcoroho.com

522

(주)만유인력

-

523

(주)아츠컴퍼니 뜨락

www.artscom.kr

524

(주)씨엔피솔루션즈

www.cnp-sol.com

525

(주)소사이어티알렙

sulfun.superookie.com

퇴거

(주)Cham E&C

-

퇴거

(주)세진플러스

www.sejinplus.co.kr

퇴거

산지 협동조합

sanjicoop.modoo.at

퇴거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www.readingkorea.org

퇴거

(주)커스프

icusp.kr

퇴거

극단 날으는자동차

-

퇴거

(주)한국고유식물연구소

www.hangoyon.com

퇴거

블랑앤파트너스

-

퇴거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main.do

퇴거

(주)큐에이피

-

퇴거

(주)땡큐플레이트

www.thankuplate.com

퇴거

(주)크레이더스

-

퇴거

(주)온아시아

on-asial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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