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미래,
함께 나누는 행복

CATALOG

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A_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1302호
T_032-725-3324 F_032-725-3325
E_coopfcoop@hanmail.net
www.coop4a.or.kr

www.coop4a.or.kr

목차 CONTENTS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소개
협동조합 소개

1

협동조합 7대 원칙

2

유관기관 연락처

3

INCHEON
COOPERATIVE
ASSOCIATION
CATALOG

협동조합 소개
느루공예협동조합

5

청솔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25

인천중앙인테리어협동조합

6

까레몽협동조합

26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7

ICT융합3D프린팅협동조합

27

미래사회건강교육협동조합

8

드림즈협동조합

28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

9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29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10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30

네모클린 사회적협동조합

11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31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12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32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13

열우물협동조합

33

푸른두레생협

14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34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15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35

커피위드인사회적협동조합

16

인천제과점협동조합

36

동화마을아트컴퍼니

17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37

스마트도시농부협동조합

18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38

사회적협동조합 삶은연극

19

한국파일드라이버사회적협동조합

39

두레방아협동조합

20

협동조합 다락

40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1

퍼실리테이션쿱협동조합

41

늘솜단지협동조합

22

글로벌플라워협동조합

42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23

생태텃밭협동조합

43

참좋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24

커퍼스협동조합

44

ABOUT US

협동조합의 7대 원칙

협동조합협의회 소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를
소개합니다.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04

자율과 독립

06

협동조합간의 협동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0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7 Principles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Cooperatives.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아래 내용에 준해 조정됨

1
2
3

4

Cooperatives.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며,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출처: 국제협동조합 연맹)이기도 하며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출처: 미국 농무성)이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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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소개 02

협동조합 정보

단체명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조병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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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725-3324

팩스번호

032-725-3325

이메일

coopofcoop@hanmail.net

홈페이지

www.coop4a.or.kr

설립일

2014년 2월 6일

C o o p e r a t i v e s

협동조합 소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는 인천지역의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교육
및 정책 등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40여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을 만나보세요.

유관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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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개 04

ICT융합3D프린팅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7동 306호
전화/팩스 | 032-589-8586 / 050-4320-8414

글로벌플라워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424, 1층
전화/팩스 | 080-000-5631 / 010-9969-5631

이 메 일 | ict3dp@gmail.com

이 메 일 | 3159155@hanmaol.net

홈페이지 | -

홈 페 이 지 | www.eahnflower.co.kr

ICT융합3D프린팅협동조합은 3D프린팅 관련 업체 4곳 (링크솔루션, 갤럭피아 트레이드, MWC,
비트윈)과 교육용 드론제작업체 (스팀메이커)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ICT와 융합한 드론,

기업소개

글로벌플라워협동조합은 실버화웨관리사 양성교육과 시니어 식물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하며,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식물임대 및 관리 서비스, 식물병원운영 등의 활동을 합니다.

3D프린터관련 교육사업과 ICT융합 연구사업 및 콘텐츠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4차산업과 관련되어 대면 비대면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4차산업관련 교육, 컨설팅 (드론, 드론코딩, 3D프린터, 코딩, 3D펜, 메이키메이키, 3D모델링,
앱인벤터, 3D비누몰드, 3D무드등, VR, 로봇, 부스체험, 비대면 교육) 3D펜, 컵드론, 3D프린터,

제품소개

이안꽃, 생화바구니,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초화, 다육이, 야생화

ICT창의융합키트, 큐펫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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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개 06

까레몽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2, 402호 (도림동)
전화/팩스 | 032-423-0033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6층 38호
전화/팩스 | 032-208-9428 / 032-715-4987

이 메 일 | bskim318@hanmail.net

이 메 일 | junho9428@hanmail.net

홈페이지 | -

홈 페 이 지 | cafe.daum.net/nanum-economy

까레몽협동조합은 3D프린팅 동네빵집 활성화 위한 협업조직, 쌀과자, 쿠키, 생지공급과 직원
간식용 빵, 과자, 빵도시락, 브런치를 납품하며, 크로와상, 케익시트, 햄버거번 등 대량 생산

기업소개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전문가, 노무사, 세무사, 도시계획전문가, 전자상거래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하여 따뜻한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려고

공급으로 협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쿠키, 쌀빵을 조합원 빵집과 카페에

합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청소년협동조합교육 강사양성아카데미 운영, 협동조합

납품 중입니다. (HACCP, 스마트공장 체계 갖춘 제조 업장)

경영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동가과정 운영,실시했으며
2021년도에 강화마을관리협동조합 법무 노무 세무관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품소개

쌀한과 쿠키, 나가사끼카스테라, 햄버거빵, 치아바타, 크로와상

제품소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운영 전문 교육 컨설팅
마을관리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운영 전문 교육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인사노무 세무 법무 도시재생 관리 (온라인) 교육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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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클린 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제품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1번길 18-2
전화/팩스 | 1566-6752 / 032-428-3700

느루공예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6, 홈플러스 인하점 2층 두레온
전화/팩스 | 032-654-9003

이 메 일 | cleanshare@naver.com

이 메 일 | sms3229@hanmail.net

홈 페 이 지 | nemoclean.home1.co.kr

홈페이지 | -

네모클린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주민들 9인으로 2009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였으며,
청소사업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경제 터전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으로써 자주적・

기업소개

느루공예협동조합은 공예를 전문으로하는 5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공예품을 제작하고 관광기념품 및 문화상품을 개발하며,각종 공예관련 교육 및 체험교육을

자립적・자치적인 운영으로 활기찬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합니다. 지역주민 및 고객에게

통해 공예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및 소재별 회원을 모집, 공예사업에

최상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으로서 노인・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도

대한 체계적 교육 진행하며, 행복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현과 소상공인 경영. 창업교육 및

위생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예교육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강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전분해청소 (에어컨, 세탁기, 침대 매트리스 분해세척 청소) , 소독방역 (살균소독, 해충방제,
코로나19 소독 ), 아카데미 (가전분해세척 전문가과정, 청소 마스터 종합과정, 정리수납 전문가

제품소개

목공예, 도자기공예, 닥종이인형공예, 한지공예, 짚·풀공예, 은수공예, 다육아트, 캘리그라피,
전통 공예품 (나전칠기제품, 칠기제품, 누비제품, 금속제품 외)

과정), 쇼핑몰 (청소관련 각종 물품 쇼핑몰 운영, 공공기관 일상물품 구매대행) 등

09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10

늘솜단지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160번길 11-1, 1층
전화/팩스 | 032-812-6948 / 032-812-6947

동화마을아트컴퍼니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8-10
전화/팩스 | 032-777-0202 / 032-764-7488

이 메 일 | soriya44@nate.com

이 메 일 | cook9900@naver.com

홈페이지 | -

홈 페 이 지 | 맛있는꿈.kr

늘솜단지협동조합은 작품 전시와 판매, 배움의 기회,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늘솜단지 공방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상생유통

기업소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더담지 내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동화마을아트컴퍼니협동조합은 “맛있는꿈”을 모토로 음식문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겐 꿈과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에 작은 즐거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식습관은 유병장수하는 100세 시대에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기초학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의 실천을 위하여 문식문화 컨텐츠개발과
즐거운 실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제품소개

공방 카페, 압화 공예, 프리져브드 공예, 가죽 공예, 양말목공예, 퀼트(머신퀼트), 프랑스자수
융합공예,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1 협동조합 소개

제품소개

유치원생 창의체험, 초등학생 특기적성체험, 중고생 직업체험, 다문화가족 요리체험, 장애우
요리체험, 시니어 건강조리식체험 프로그램 등

협동조합 소개 12

두레방아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3, 후이즈스마트타워 510호~513호
전화/팩스 | 032-451-7977 / 0504-043-0189

드림즈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174번길 25, 21호
전화/팩스 | 010-9590-0495

이 메 일 | 0328150778@daum.net

이 메 일 | dreamsco_op@naver.com

홈페이지 | -

홈페이지 | -

두레방아협동조합은 식품첨가물을 배제한 친환경 떡으로서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쌀 소비
촉진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일자리 창출과 떡 제조원의

기업소개

드림즈협동조합은 전통 떡, 한과, 수제 육포 등을 판매하고 체험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품소개

드림즈 한과 1호, 드림즈 한과 2호, 전통 수제육포 300g, 전통 수제육포 500g

직업으로서의 안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기업간 협력을 위한 사업과 전통
식품인 떡류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제품소개

무농약현미로 만든 현미가래떡, 무농약쌀과 만든 앙금가래떡으로 쑥,고구마,백미 3가지맛으로
구성된 앙금가래떡, 무농약현미와 제주쑥이 만나 깊은 쑥향을 느낄 수 있는 현미쑥가래떡 외
귀리 미숫가루, 쥐눈이콩 미숫가루

13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14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8, 401호 (주안동,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전화/팩스 | 032-471-3080

미래사회건강교육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29, 303동 110호
전화/팩스 | 010-5848-0840

이 메 일 | mocine@mocine.net

이 메 일 | misakyo@naver.com

홈 페 이 지 | www.facebook.com/mocine2012,
www.instagram.com/mocine_official

홈 페 이 지 | www.misakyo.com

모씨네는 MOving+CINEma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을 향해 움직이고, 여성주의
실천적 대화로 차이를 넘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업소개

미래사회건강교육협동조합은 소아암, 소아당뇨 아동 심리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어린이집 교사,
부모 심리지원사업을 거쳐 2021년 발달장애, 발달지연, ADHD 아동 심리지원 사업을 위해

담았습니다. 모씨네는 여성주의에 동의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모씨네는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실천과 교육 등으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품소개

교과연계 영화제작교육, 마을영화 만들기, 소외계층 영상미디어교육 등 영화교육을 진행,
공공기관 캠페인 영상, 기업 홍보영상, 공연 기록 영상,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제품소개

온라인 아동발달검사 및 해석 상담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사 인적성 검사 및 해석 상담 프로그램,
렛잇비트즙(유통판매)

연차보고서, 정책자료집, 포스터·리플릿, 독립출판물, 카드뉴스 등 인쇄 및 웹용 기업홍보물 제작
인천시 예술사, 도시생활, 인천 근현대 산업유산, 섬 기록 등의 이야기와 역사 기록

15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16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88, 중앙빌딩 3층
전화/팩스 | 032-503-7003

사회적협동조합 삶은연극
기업현황

전화/팩스 | 010-6288-8697

이 메 일 | dwcoop@daum.net

이 메 일 | play_is_life@naver.com

홈 페 이 지 | www.facebook.com/dwcoop2017,
www.instagram.com/dawoncoop

홈페이지 | -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다원세상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은 인천광역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기업소개

구축하고 빈곤, 실업,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판매와 판로 활성화를 위한 더담지 운영, (사회적)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고 예술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상호학습과 깨우침을 경험하는 과정, 이 과정을 연극 공연과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구현하며 건강한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예비)마을기업 설립육성지원을 위한 마을기업교육 및 신규 모델 발굴과 확산과 판로지원 등의

사회적협동조합 삶은연극은 연극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 특히 일상에서 이룰 수 있는 예술의

입니다. 공동체 예술인 연극이 생활과 함께하며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제품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3번길 22-1, 지하 1층

제품소개

무대미술재활용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공연예술사업, 문화교류사업

협동조합설립 컨설팅,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등록된 전문 디자인회사 사업 (대표적인 디자인 - 그린페이퍼, 서로신협 리플렛 디자인)

17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18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45, 2층 (답동)
전화/팩스 | 070-4070-0301 / 070-8270-0302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16-1, 2층
전화/팩스 | 032-432-1986 / 032-432-1985

이 메 일 | mcommunity1@daum.net

이 메 일 | schw2014@hanmail.net

홈 페 이 지 | mcommunity.kr

홈 페 이 지 | wwp.or.kr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사람 그리고 생태계가
서로 상생 할 수 있는‘생태복지 실천’이라는 비전아래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기업소개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은 2014년 11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영역의 복지서비스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엔 시민이 선정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협동을 통한 지역봉사 및 수익의 사회 환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고용 통합지원

인천광역시 우수협동조합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관입니다. 현재 본사, 북부지사, 서부지사, 유유기지부평 총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고용서비스(일자리) 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커뮤니티 트러스트 사업 ( 월남촌 사랑마을 희망지 사업-중구 유동, 달그락마을사람들 - 중구 자유
공원서로 37번길 ), 교육서비스 사업 ( 마을지도만들기, 도시재생 보드게임, 협동가치게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비대면

제품소개

고용서비스 정부위탁사업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시니어인턴십, 신중년경력활용사업 등),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시설운영 (2020.01부터~현재)

프로그램 ‘나는 의식(衣食)있는 주(住)인공’, 잇다 클래스 )

19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20

생태텃밭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97번길 15, 202호
전화/팩스 | 070-7582-3002 / 070-4855-3002

스마트도시농부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90번길 25-32, 101호
전화/팩스 | 032-876-8765 / 032-876-8765

이 메 일 | ecofarmerskr@gmail.com

이 메 일 | zzz6461@hanmail.net

홈페이지 | -

홈페이지 | -

생태텃밭협동조합은 도시농업의 환경, 교육, 복지, 공동체의 가치실현을 위해 도시텃밭 조성,
텃밭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소개

스마트도시농부협동조합은 미추홀구 구도심의 빈집을 이용하여 버섯을 생산, 판매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자주, 자립, 자치를 기치로 협동하는 마을공동체로써 생송이표고버섯,
건송이표고버섯, 송이표고버섯분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온라인 판매와 사회적
상생유통센터 등을 통해 판매중에 있습니다.

제품소개

생태텃밭교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텃밭교육을 통하여 생태감수성, 생명
존중,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문화를 교육, 흙, 작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순환, 친환경농법으로

제품소개

송이표고버섯, 건송이표고버섯, 송이표고버섯분말

작물재배 및 먹거리환경교육 시행), 한평텃밭 (작물이 잘 자라는 토양(마사, 배합토, 유기농퇴비) 제공,
방부목과 알루미늄프로파일 마감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DIY제품으로 조립이 용이)

21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22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51번길, 27호
전화/팩스 | 032-517-7689 / 032-517-7630

열우물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21-2
전화/팩스 | 010-6753-0686 / 032-435-2780

이 메 일 | auliklim@hanmail.net

이 메 일 | yulim1491@hanmail.net

홈 페 이 지 | www.auliklim.com

홈 페 이 지 | blog.naver.com/qlswhddl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도입국자녀와 결혼 이민자가족 및 일반귀화자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사회적서비스를 지원하고 조합원과 구성원의

기업소개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십정동에서 자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종빈 이사장이 동네의 다섯 사람과 함께 2015년
1월31일 열우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초창기에 인천기술센터에서 재배방식을 배워 값싼 자재로
실용적인 재배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형마트와 고급 한정식집 등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도시농업의
사업모델을 구축해 인천시 사회경제센터에서 제품디자인을 지원받고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팜
기술닥터 지원을 받아 새싹인삼 및 쌈채소 수경재배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다문화이해교육지도사 1, 2급 민간자격증, 부모교육전문강사 1,2급 민간자격증, 행복한 가정의
부부를 위한 워크샵, 아버지 학교,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이해교육,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제품소개

기능성 새싹삼, 쌈채소용 새싹삼, 수경재배기(hydroponics, 일반작물, 특용작물) 개발, 기능성
성분 고함유,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실내 (환경친화형)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개발, 친환경 소재,

수 있는 다문화체험교육, 한글 및 한국 문화교육, 부모교육 (나의 자녀에게 어떤 대물림을 할 것 인가?),

양액 및 안심먹거리 창출, 융합형 수경재배 노하우 및 재배기 개발(Aqua + Agri Culture /

감정 다스리기 (올바르게 화 내는 방법), 소통과 공감의 대화법 등

태양열 / 4차, 6차산업 등), 도시 유·휴공간 활용 및 간이 수경재배 플랫폼 시스템 조성 등

23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24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6-1, 2층
전화/팩스 | 010-2796-3075 / 032-583-1572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7-16, 2층
전화/팩스 | 032-469-3005 / 032-469-3006

이 메 일 | goodlife70@hanmail.net

이 메 일 | iclocalfood@naver.com

홈 페 이 지 | cafe.naver.com/woodongmok

홈 페 이 지 | www.iclocalfood.org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은 지속적인 생활목공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며, 발달장애 고등학생 목공교실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모색하고, 필요한 물건을

기업소개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인천관내 40여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사업을 통해 소농의 자립을 돕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누구나 와서 만들 수 있는 생활공동 작업장을 제공합니다. 재능을 서로 나누는 교육 공간으로

인증사회적기업입니다. 수익금은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권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다방으로 공동 생산된 물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향후 마을기업으로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일반소비자 직거래 비중이 80% 정도 되고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수도권 매립지공사, 여성가족재단 등 공공기관, 인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과 거래하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침대, 책상, 책장 등 주문가구 제작, 초/중/고/발달장애/성인 목공교실 , 인테리어(집수리) 학교

제품소개

강화시골섬쌀, 찹쌀, 흑향미 등 주곡 찰쌀보리, 조, 수수, 콩 등 잡곡류, 채소류 (속노랑고구마,
꿀고구마, 강화순무, 단호박, 가을수박, 쌈채소 등), 과일류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장준감 등),
꿀, 화분, 버섯, 장뇌삼, 하수오, 수산물(김, 미역, 다시마, 까나리액젓, 새우젓 등), 가공식품류
(김치, 두부류, 죽류, 장아찌, 전통장 등), 조합 독자 상품 강화유기농쌀로 만든 시골쌀라면

25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26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65, 우성상가 310호
전화/팩스 | 032-515-0733

인천제과점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6, 도움빌딩 3층
전화/팩스 | 032-876-0250 / 032-876-0251

이 메 일 | icncoop@hanmail.net

이 메 일 | ifb0250@naver.com

홈 페 이 지 | www.facebook.com/icncoop,
www.instagram.com/icncoop

홈페이지 | -

인천아이쿱생협은‘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약자로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안전한
먹을거리, 농업, 환경, 교육, 육아, 여성 등의 일상 생활문제에 대하여 조합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기업소개

인천제과점협동조합은 2014년 대한제과협회 인천시지회 회원들 중 협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지의
1~2인 종사자를 둔 동네빵집 23개 점포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뜻을 같이하여 협동조합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입니다. 창립 이후 30여년간 인천 지역과 함께 성장해오면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으며, 생산 시설 및 생산량을 규모화하고 빵과 케익을 동네빵집과 공동생산 시설에서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하고 꾸준한 이웃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공동체로 자리잡고

분업화하여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확보하여, 영세한 동네빵집 (종사자 1~2인)의 시설과 인원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의 시설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공동생산 공동판매는 브랜드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품소개

NO플라스틱 캠페인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행동에 앞장섬),
친환경 유기농 매장‘자연드림’운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제품소개

나가사키 카스테라, 치즈케익 등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 및 진로체험교육 제공

식품과 생활용품을 공급)

27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28

인천중앙인테리어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71번길 16 (계산동)
전화/팩스 | 032-551-0704 / 032-551-0705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04번길 10
전화/팩스 | 032-524-6911 / 032-526-7608

이 메 일 | iccic0704@naver.com

이 메 일 | iphwsc@hanmail.net

홈페이지 | -

홈 페 이 지 | icmedcoop.or.kr

인천중앙인테리어협동조합은 계양구 일대의 30여명의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공동구매와 정보교류를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창출과 지역사회에 봉사로 기여

기업소개

하기위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1996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주민자치조직으로 2021년 8월말 현재 3,08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점활동으로 건강 유지, 증진 활동과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위해 평화의원,
평화한의원, 평화치과, 가정간호사업소, 건강검진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제품소개

인테리어 시공 (도배, 장판, 올수리 등) 및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 (도기류, 바닥재 (ex.장판), 조명 외)

제품소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평화의원, 건강검진센터, 평화한의원, 평화치과, 가정간호사업소
전문간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제공 등),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건강유지 증진
활동,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통합돌봄팀 운영,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29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소개 30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56 (부개동), 1층
전화/팩스 | 032-427-8488

참좋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15, 인평프라자 5층 (사무국)
전화/팩스 | 032-565-8942 / 032-565-8941

이 메 일 | isunshinecoop@daum.net

이 메 일 | c5419600@hanmail.net

홈 페 이 지 | cafe.daum.net/isuncoop

홈 페 이 지 | cjcoop.or.kr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 연료와 치명적이며 비인권적인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정의에 입각하여 시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기업소개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시민 협동조합입니다.

참좋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98년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가 모인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비자 조합원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고 지역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며,
생산자는 환경을 지키는 유기농업 및 공정무역 제품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인천, 경기도 김포 지역을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설치확대 홍보,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 대상 기후·에너지전환 교육사업, 에너지 정책 제안 사업, 기후행동 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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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 친환경·유기농 먹거리, 공정무역 등,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활가전에 이르기까지 약 5천개의 생활재(물품) 공급

협동조합 소개 32

청솔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제품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66번길 34 (간석동, 대은팰리스뷰), 101호
전화/팩스 | 032-212-4318 / 032-214-4318

커퍼스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16-1, 1층
전화/팩스 | 032-513-2334 / 0303-3441-2333

이 메 일 | chongsol1318@naver.com

이 메 일 | syhdud@naver.com

홈 페 이 지 | 준비중

홈 페 이 지 | www.cupperscoop.co.kr

청솔의 집은 지난 1991년 구월동 모래내시장 인근에 설립된 이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1992년 아동 청소년 공부방 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 IMF
대란이 터지자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인천남동지원센터를 열어 실직자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1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았고, 2012년부터 노인나눔터
사업을 시작하는 등 아동으로부터 노인사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청솔의 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30년만에 법인격 지위년부터는 노인나눔터를 획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주민강좌 및 교육사업, 밥상모임 및 말 벗 나눔,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푸드뱅크,
지역농수산물 판매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도시재생사업, 빈곤층 지역주민 반찬 지원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행사),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위탁 (저소득·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기업소개

커퍼스협동조합은 맛있는 커피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매년 커피 산지를
찾아다니며 좋은 커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함께 합니다.
다이렉트 트레이딩과 기부 활동을 통해 생산자의 현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줍니다.
큐그레이더, 커피품질관리사 등 커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생두
선택부터 로스팅, 드립백 커피 제조 등을 통하여 커피에 대한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품소개

사무실, 여행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개별 포장된 스페셜티 커피 드립백,
커피품질 관리사 및 전문 커피인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엄격한 품질평가를 통과한 스페셜티 커피,
커피의 수입 에서 부터 로스팅, 분쇄 가공까지 커피 전문가가 진행

근로 기회 제공, 안정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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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개 34

커피위드인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
전화/팩스 | 032-506-4561

퍼실리테이션쿱 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15, 201호
전화/팩스 | 010-5310-3126

이 메 일 | zjvldnlemdls032@naver.com

이 메 일 | speedhy1@gmail.com

홈페이지 | -

홈페이지 | -

커피위드인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사용,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소개

발생한 이익은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퍼실리테이션쿱 협동조합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뜻을 같이하여 협동조합을 결성,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시민사회의 공통적 문제를 숙의 및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체 텀블러를 제작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드립백선물세트, 2종 혼합 (에디오피아 시다모 벤사 네츄럴 - 과일의 고급스러운 산미와 단맛,
쥬시한 바디와 사과산의 화사한 느낌이 살아 있는 커피, 에디오피아 아라비카 오리진 왯에이징 -

제품소개

토론기획, 사전설문조사, 시민원탁토론, 퍼실리테이터 양성, 퍼실리테이터 파견, 워크샵, 회의
퍼실리테이션, 비대면교육, 비대면토론, 협치교육, 주민자치교육, 리더십교육, 민주시민교육

에티오피아 생두를 물에 세척하여 발아시켜, 고소함과 스위트니스를 극대화 시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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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개 36

푸른두레생협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새말로 141, 7층 (사무국)
전화/팩스 | 032-815-2279 / 032-819-5199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45번길 77-8, 꿈담빌딩 1층
전화/팩스 | 1644-7512 / 032-891-8841

이 메 일 | pureundure@daum.net

이 메 일 | krcoop@nate.com

홈 페 이 지 | www.pureun.or.kr

홈 페 이 지 | rentalshopping.net , tomsrental.kr

푸른두레생협은 친환경 먹거리와 안전한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1993년 인천에서 창립되었고, 인천지역에서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 7천여명의

기업소개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은 2013년에 렌탈 관련 종사 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하였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다양한 생활가전과 사무용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렌탈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2019)를 거쳐 사회적기업(2021) 인증 받았고,
사회적 가치 브랜드“탐스렌탈” 이름으로 취약계층에게 2+1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조합원 및 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친환경유기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국내수산물, 동물복지 유정란, 유기농 우유, 가공식품, 환경
용품, 공정무역 등 (인터넷과 전화로 오전11시30분까지 주문하면, 인천지역은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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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워터피아 WFP-2320 냉온정수기 렌탈, 루헨스 힐링 WHA-300 15평형(49.5㎡)렌탈,
아이젠 IB-L300 렌탈 등 (렌탈조건-3년 의무, 5년 소유권 이전, 방문주기 4개월, 초기비용은
제품별 상이함.)

협동조합 소개 38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0, 주안제이타워1차 213호
전화/팩스 | 1566 - 4703 / 032-875-9400

한국파일드라이버 사회적협동조합
기업현황

전화/팩스 | 032-546-6520 / 032-546-6522

이 메 일 | ipc119@ipc119.co.kr

이 메 일 | npdf2014@naver.com

홈 페 이 지 | www.kcicbiz.co.kr, kocorental.co.kr

홈 페 이 지 | www.kpdsc.or.kr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컴퓨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기업소개

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과 계양구의 도움을 얻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관공서, 기업, 단체에게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대형TV, 세단기 등과 같은 장비들을 단기부터,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몇몇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인력 풀(Pool)을 만들어 공유하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의 공사대금

소상공인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6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지역 사업자와 소비자를

전국 사무기기 임대, 렌탈 전문 (코코렌탈이라는 공동브랜드에 속한 전국 60여개 지점을 통해

기초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항타항발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모색하였습니다. 그 후 다수의 관계자들이 모여 대형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숙련공의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4년 설립되어 컴퓨터

제품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77번길 15 (방축동 26), 2층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품소개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매년 40여명의 실직자와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인력으로 자립할 수 있게 교육),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합 설립 후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임대를 통하여 기업의 전산관련 유지보수를 담당), 디자인 사업 (기업, 관공서, 단체

약 32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비 체납액을 회수, 국가기술표준(NCS) 집필위원 참여,“파일항타시공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유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실무입문”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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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개 40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기업현황

기업소개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88번길 36, 3층 (만수동)
전화/팩스 | 032-468-5432 / 032-468-5434

협동조합 다락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473, 지하 107호 (학익동, 신동아상가)
전화/팩스 | 032-872-2106 / 032-872-2106

이 메 일 | juh2101@hanmail.net

이 메 일 | darak2106@naver.com

홈 페 이 지 | www.facebook.com/coopwill13

홈페이지 | -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은 인천에서 자라난 꿈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뜻을 이루고자 청소년
시절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오면서 지역에서‘문화예술로 먹고 살고싶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소개

협동조합 다락은 구도심 4300세대 아파트의 30~50대 주부들이 먹거리와 교육을 고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생협이 없어서, 유정란, 미역 등을 공동구매하여 단지 내 중심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지역의 공동체 문제와 문화예술인의 양질의 일자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공원에서 만나 나누다가, 좀 더 공동체성을 고민하며 2013년에 항아리 (항상 아름다운 마을(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목한 콘텐츠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모바일 모임인 밴드로 회원들이 모였고, 300여

대한민국 국무총리 단체 표창 수상, 2021년 행정안전부 모두愛 마을기업 선정 등 지역 중심의

명이 넘어 ‘협동조합 다락’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청년협동조합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문화예술 기획사업 (지역의 공동체를 문화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축제, 공연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에 가치를 담아

제품소개

공동구매·판매 (바른 먹거리를 위한 시작, 윤리적 소비의 인식을 강화한 새로운 소비자 운동,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한 유통 구조, 직거래), 공유경제 실천 (아동전집 돌려읽기, 소형가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지원), 문화예술 거점사업 (청년예술인들과 남동구 지역주민, 청년들을

공유, 정기적 나눔 장터를 통한 무료 드림, 물물교환), 엄마강사 사업 (지역에 잠재된 우수한

위해 다른 곳과는 차별된 거점사업들을 진행)

인력들을 연결·관리, 초·중 자유학기제, 고등 진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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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
기업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 4번길 36
전화/팩스 | 032-472-4318 / 032-472-4319
이 메 일 | cheongsol4318@hanmail.net
홈페이지 | -

기업소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는 인천지역의 주거복지 전문공사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며 주거복지영역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품소개

주거복지사업 (수선유지급여, 에너지효율개선, 일반가구수선), 사회공헌사업 (취약계층 무료
집수리, 긴급주거지원사업, NGO연계 사회공헌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현장시공 기능교육, 전문기술자 양성), 인테리어사업 (실내인테리어공사, 각종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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