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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조합 디렉토리북

제9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2022

본 책은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 지원사업으로 종합전문전시회인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에 참가하는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의 내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소개와 공동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담았고 배치는 
각 지역본부별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름 순으로 하였습니다.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협동조합 디렉토리북’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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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요

명칭 제9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기간 2022년 10월6일(목) ~ 10월9일(일) 장소 SETEC

주최 (주)동아전람 주관 (주)동아전람

규모 210업체 480부스

전시 개요

동아건축·인테리어박람회 전체 배치도

2022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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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배치도

2022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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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모시촌
협동조합

벗이룸
협동조합

국제브레인
협동조합

모란전통기름
협동조합

풍기고려홍삼
협동조합

바우푸드
협동조합

3-406 3-407 3-408 3-409 3-410

완도첫마을
협동조합

싱그런
협동조합

잔치활성화
협동조합

더옳은
협동조합

청년농부
협동조합

3-411 3-412 3-413

테마가있는
꽃정원문화
협동조합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한국차문화
산업협동조합

3-401 3-402 3-403 3-404 3-405

한마음상공인
협동조합

한국아로마
테라피생활

문화협동조합

한국여행업
협동조합

커퍼스
협동조합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

3-307 3-308 3-309 3-310 3-311

군산신영협동조합 금산진생
협동조합

가락시장
농수산식품
협동조합

발효명가
협동조합

글로벌비즈
협동조합

3-303 3-304 3-305 3-306

지리산
항노화협동조합

코리아특산품
협동조합

바우앤뮤
협동조합

한국프린팅
협동조합

3-301 3-302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한국전시산업 

진흥회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3-507 3-508 3-509 3-510 3-511

착한제품
협동조합

구리공예
협동조합

꽃송이가
협동조합

광주명품공예
협동조합

한국전통염색
협동조합

3-501 3-502 3-503 3-504 3-505

팔공산목공예
협동조합

한지공예산업
협동조합

수작
협동조합

비손미용
협동조합

명일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3-512 3-513

위드프리마켓
협동조합

선인
협동조합

3-501

강경젓갈협동조합



협동조합리스트

부스번호 국문명
3-309 가락시장농수산식품협동조합

3-311 글로벌비즈협동조합

3-405 나눔베이커리협동조합

3-505 명일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3-302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3-407 싱그런협동조합

3-512 위드프리마켓협동조합

3-408 잔치활성화협동조합

3-410 청년농부협동조합

3-411 테마가있는꽃정원문화협동조합

3-402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3-403 한국여행업협동조합

3-401 한마음상공인협동조합

3-502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

3-412 협동조합진핸드메이드

서울
강원

부스번호 국문명

3-508 구리공예협동조합

3-417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3-305 바우앤뮤협동조합

3-503 수작협동조합

3-404 커퍼스협동조합

경기
인천

부스번호 국문명

3-506 강경젓갈협동조합

3-308 금산진생협동조합

3-509 꽃송이가협동조합

3-414 모시촌협동조합

3-513 선인협동조합

3-304 코리아특산품협동조합

대전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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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국문명
3-510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

3-307 군산신영협동조합

3-409 더옳은협동조합

3-419 바우푸드협동조합

3-310 발효명가협동조합

3-406 완도첫마을협동조합

광주
호남

부스번호 국문명
3-416 국제브레인협동조합

3-507 착한제품협동조합

3-501 팔공산목공예협동조합

3-418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

3-511 한국전통염색협동조합

대구
경북

부스번호 국문명
3-415 벗이룸협동조합

3-504 비손미용협동조합

3-303 지리산항노화협동조합

3-413 한국차문화산업협동조합

3-306 한국프린팅협동조합

부산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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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가락시장농수산식품협동조합 029 청년농부협동조합

007 글로벌비즈협동조합 032 테마가있는꽃정원문화협동조합

010 나눔베이커리협동조합 035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012 명일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036 한국여행업협동조합

022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040 한마음상공인협동조합

023 싱그런협동조합 041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

025 위드프리마켓협동조합 042 협동조합진핸드메이드

026 잔치활성화협동조합

서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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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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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가락시장농수산식품협동조합

가락시장에서 종사하는 유통인과 외부 전문직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26명이 유통 활성화와 
수익창출을 위해 협심하는 마음으로 설립하여 왕성한 활동으로 가락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가락시장농수산식품협동조합 대표자 강정문

대표번호 02-6978-3112 홈페이지 www.garakcoop.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1층 2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황토소금과 꼬마루 육포

•   신안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황토옹기에 담아 가마에서 790도 온도로 12시간 가열하였으며, 미세프라스틱 및 이물질
을 제거한 고급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소금입니다.

• 꼬마루 육포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로 가공한 부드럽고 맛있는 건강 간식용으로 요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품입니다.

쿠키 와 인삼액기스

•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및 영양패턴에 집중하여 모든 
이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맛있고 부담없는 간식임 

• 다양한 자연식재료를 찾아 영양소를 고려한 다양한 배합 제품
•  순 우리쌀100%를 베이스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면

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6가지 재료로 건강한 맛을 선물
• 인삼을 원료로 건강식품으로 효능이 좋고 먹기 좋은 포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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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글로벌비즈협동조합

협동조합 임원진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수료 후 창업에 성공한 동문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관학교 외 타 정부지원 교육 및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에 대한 준비를 견고히 해
왔고, 이제는 협동조합으로 뭉쳐 대표들 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조합하여 보다 더 큰 사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글로벌비즈협동조합 대표자 박종범

대표번호 010-9800-0866 홈페이지 www.global-biz.org

주소 (우) 06954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5, 305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메탈포토액자 (커스텀 / 차량용 / 컨텐츠)

• 초고화질 인쇄, 
• 햇빛에 대한 변색, 변질 없음
• 1mm 의 매우 얇은 알루미늄 메탈,
• 가볍고 심플함
• 2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며 가성비가 좋음

NFC 차량용 무선충전기

• 핸드폰 거치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실행
• 원하는 내비게이션 설정 앱 제공
• 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날개 열림
• 아이폰 안드로이드 동시지원
• NFC 무선충전 일체형 모듈
• KC인증 R-R-CnA-XV-110

발아치 맞춤 발이 편한 수제화

• 내 발에 꼭 맞춘 듯한 명품 수제화
• 볼로니아 공법, 아치 공법
•  착화 시 발기능 회복과 휴식을 주며  

인체 스스로가 그 기능을 강화시켜  
발 치유를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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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은 베이커리를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베이커리 중에서도 쿠키,디저트류 제조 및 빵 생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트렌드에 앞선 제품을 카페,베이커
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 대표자 서대복

대표번호 033-262-8188 홈페이지 www.nanumbakery.co.kr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87 창조비지니스센터 201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르뱅쿠키 생지

르뱅플레인,르뱅레드벨벳,르뱅코코아,르뱅녹차,르뱅황치즈 5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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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명일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명일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은 강동구 및 골목시장 특화상품을 생산하여 조합원들의 판로 개척과 유통
망 확보를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조합원의 이익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명 명일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대표자 윤여종

대표번호 02-335-7093 홈페이지  

주소 (우)134070,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3-8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군고구마 말랭이 ‘쫄깃이’

군고구마 말랭이 ‘달코미’

국내산 고구마를 구워 건조 시킨 후, 하루 정도 숙성하여 제품화 함
고구마 종류에 따라 쫄깃이, 달코미, 까망이로 구분하여 판매.
저희 제품은 삶거나 찌는 방식이 아닌 굽는 방식을 사용하여 딱딱함 보다는 쫀득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쫄깃이: 고구마 종류인 호박고구마를 구워 건조시킨 것으로 씹는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찾는 제품입니다.

국내산 고구마를 구워 건조 시킨 후, 하루 정도 숙성하여 제품화 함
고구마 종류에 따라 쫄깃이, 달코미, 까망이로 구분하여 판매.
저희 제품은 삶거나 찌는 방식이 아닌 굽는 방식을 사용하여 딱딱함 보다는 쫀득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달코미: 베니하루까라고 불리는 고구마를 이용하여 제품화한 것으로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보다 원물 가격이 비싸며, 당도가 높아 꿀
을 탄 듯하여 꿀고구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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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티롤릿 SUPER SAFE 절단석

345 드릴 비산먼지커버

100년의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최고의 성능의 
절단석과 연마석입니다. 선별된 원자재 사용과 뛰
어난 품질관리로 우수한 내구성, 절삭력을 발휘하
며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드릴에 장착하여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줄
여줍니다.
원형 고무 캡이 작업 충격과 비산먼지를 방지시키
며, 작업 부위 밀착으로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비산
먼지의 최소화로 드릴 척을 보호할 수 있고, 3단계
로 깊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토퍼를 이용해 정확
한 천공 깊이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총 점포수 3750개 입점 상인수 2150명 규모입니다. 시흥유통진
흥사업협동조합은 시흥유통센터를 사람중심 혁신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입점상인이 주체하여 설립
한 조합입니다. 시흥유통센터는 전국 최고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0년 유통 노하우로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공기구와 각종 잡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서울의 유
통 핵심입니다.

협동조합명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대표자 이용희

대표번호 02-6745-3030 홈페이지 www.공구다.com

주소 (우) 08639,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A지원동 212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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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싱그런협동조합

2014년 강원도 농민 5명으로 시작된 싱그런협동조합은 “농민에게는 행복을, 소비자에게는 건강을”이라
는 모토로 현재는 50여명의 농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농가공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함께 한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제품은 아니
지만,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싱그런협동조합 대표자 안경자

대표번호 070-4224-8900 홈페이지 www.singgreen.biz

주소 (우)  2439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247-13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싱그런 참기름, 들기름 270ml 싱그런 고춧가루 100g (일반 / 청양) 싱그런 쌀눈 120g

원물 원산지 : 강원도
특징
•HACCP 시설에서 제조
•저온압착

원산지 : 강원도
특징 
• 유기농 건고추 / 유기농 건청양고추

를 원물로 제조
•HACCP 시설에서 제조

원산지 : 국내산
특징
• 신선한 쌀눈을 살짝 볶아 먹기 좋게 

만든 볶은 쌀눈
• 밥에 넣어 먹으면, 밥맛도 살고 영양

도 살고



2022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16

서울 강원 위드프리마켓협동조합

위드프리켓협동조합은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추축이 된 협동조합으로 프리마켓을 통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함께 하는 가치’를 실현하여 일반 시민이 창업의 기회를, 소상인이 성장의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명 위드프리마켓협동조합 대표자 기경민

대표번호 070-8129-0315
(with-free@naver.com) 홈페이지 www.facebook.com/withfreemarket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반포프라자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아사면 손수건

땀을 닦는 용도에서 기능성을 첨가되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사면 손수건! 해
어밴드, 도시락포장, 나만의 멋도 꾸밀 
수 있는 손수건을 소개합니다.

여름용 덧신 및 양말

여름 외에 많이 씻는 덧신과 양말입니
다. 특히 얇고 간단하게 신을 수 있는 덧
신는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 제품으로 
시원하면서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어 
많이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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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잔치활성화협동조합

국산 100% 흑도라지 스틱

100% 순면 Hand Made 인형

국산 도라지를 九蒸九暴하여 약초의 성미를 높이고 30시간 저온농축
해서 만든 명품 흑도라지입니다. 도라지에 풍부한 플라티코닌D는 트
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의 일종으로 인후통, 가래, 기관지염을 완화시
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코바늘 손뜨게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수공예제품입니다. 
토끼, 코알라 등 동물 모양과 유사하고 포도, 파인애플 등 과일의 특성
을 살려 만든 친근감이 드는 애착 인형입니다. 
코바늘의 특성상 털이 빠지거나 날리지 않아 호흡기질환이 많은 유아
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의례가 있는 축제”, 두레는 “함께 도와 만들어내다.” 잔치두레는 잔치활성화협동조합을 상징하
는 Corporate Identity입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컨텐츠를 발굴, 운영하며 지역 상품을 기획, 유통하는 협동조
합입니다. 잔치두레의 전문가들은 K-Beauty, K-Culture 기획 및 협업, 전통수공예작품 디자인 및 제작 등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잔치활성화협동조합 대표자 최진영

대표번호 02-832-7071 홈페이지 janchi82.com

주소 (우) 0783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71, 2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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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청년농부협동조합

새싹삼, 산양삼, 표고버섯

청국장, 청국장가루, 강원도막장, 조선간장

삼쾌한은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비자에게 
자연 그대로를 담은 산양삼, 표고버섯, 각종 약초류 및 가공식품을 판
매하고 있습니다. 삼쾌한 농장과 함께 건강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30년 전통의 청국장 막장의 명가 풍수원청국장 입니다.
횡성군의 천주교유적지 풍수원에서 3대째의 청년농부가 대를 이어가
고 있습니다. 
황토방에서 띄운 콩이 만들어내는 하얀곰팡이와 푸른곰팡이의 마법
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직접 농사지은 100% 국산콩으로 황토방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청국장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부 협동조합은 ‘올바른 정신에 건강함이 깃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땅의 생산물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젊은 농부들이 함께 모인 협동 단체입니다.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년농
부’라는 공동브랜드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농부가 생산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의 식
탁에 올리는 것이 청년농부 협동조합의 사명입니다.

협동조합명 청년농부협동조합 대표자 우주혁

대표번호 033-734-2438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youngcoop

주소 (우) 26417 ,  강원도 원주시 동진골1길 20-8 1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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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테마가있는꽃정원문화협동조합

협동조합명 테마가있는꽃정원문화협동조합 대표자 정명자

대표번호 02-833-1966 홈페이지 www.withflowergarden

주소 (우) 15203 , 안산시 상록구 갯다리길 4-2

“농산물,화훼를 테마로 세상과 소통한다”
농장, 화원, 실내외조경디자인, 인테리어,전시디자인, 방송, 이벤트장식에 종사하는 사업자 생산자들이 
모인 협업 협동조합으로 서로의 장점을 모아 생산, 판매서비를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유통과정을 효율화 
하고 공동작업장, 공동구매, 공동마케팅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활발한 정보교류와 교육을 통해 꽃,정
원 문화와 화훼 농업산업의 발전과 꽃과생활, 꽃을 통한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브랜드
1. 반려식물 -내친구다육이 플랜드, 
2. 일상(愛) 꽃 구독서비스- 플로러스
3. 공간의 특성을 살려 생명을 불어넣는 자연이 함께숨 쉴수 있는 공간인테리어-포레시쓰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일상(愛) 꽃 구독서비스 “플로러스”

일상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꽃 정기구독서비스
그 계절에 즐겨야 할 제철 꽃을 편하게 받아보며 한번만 주문하면 전문 플로리스트가 매번 다른 디자인으
로 보내는 구독서비스 나를위한 선물, 감사한분, 사랑하는 사람 특별한 날 선물 하는 구독서비스입니다.
절화가 부담스러운분을 위해 고급스럽고 사랑스런 반려식물 호접난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절화-2주에 1번 기본 3개월구독-3개월 99,000원
•분화-2달에 1번 기본 1년구독- 120,000원

Green mate(반려식물)“ 플랜드”
초미니다육 내친구 다육이 플랜드
가장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어디든지 일상 속에서 담담하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하다면 작지만 
,확실한 힐링 “작은치유‘ 플랜드 매번신경써야한다는 부담감과 번거로움,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닌 학
생,직장인의 눈이 쉴 곳이 필요한 책상과 주방, 서재, 어디에든 깔끔하고 앙증맞은 관리는 쉽게 한달
에 한번, 화분그대로 저면관수로 관리하며 초미니 사이즈의 사랑스런 내친구 다육이입니다.

기본계획부터 시공까지 그린인테리어 “포레시스

공간의 특성을 살려 생명을 불어넣는 자연이 함께 숨쉴 수 있는 공간
공간의 특성을 살려 생명을 불어넣는 자연이 함께 숨쉴 수 있는 공간. 단순한 아
름다움을 넘어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 브랜딩을 제공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오아
시스와 같은 휴식의 푸른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토탈 그린이테리어 토탈브랜드.

1.미니가든
2. 수직정원
3. 테트리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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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친환경 아로마테라피 제품 아로마 스톤

샴푸바, 바디바, 설거지바는 용기가 필요치 않은 고체 비누 사
용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제품

향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 아로마 스톤은 인공향인 
아닌 천연향을 첨가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인테리어 및 아로
마테라피 효과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은 웰빙 생활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함께 나누고자 11인의 전문 아로
마테라피스트들로 구성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천연에센셜오일을 이용하여 제품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대표자 한서연

대표번호 070-4070-0766 홈페이지 aryhyangi.com

주소 (우) 04916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56 5층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협동조합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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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한국여행업협동조합

프루낵 제주 감귤 초코칩 (다크초코, 요구르트초코, 화이트초코)

100% 제주산 감귤을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시켜 천연 과일 고유의 향과 아름다운 색상, 씹는 순간 바스락 거리는 소리와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과 초콜렛의 달콤한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동조합은 ‘천년의 경험으로 여행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을 슬로건으로 30여개 이상의 중
소전문여행사가 모여 2015년 설립한 조합으로 국내, 국외 지역여행과 골프, 트레킹 등 테마여행을 전문
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여행관련 제품 등을 선별 유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한국여행업협동조합 대표자 변영호

대표번호 02-6216-5600 홈페이지 www.travel.coop 

주소  (우) 0316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인사동, 하나로빌딩) 808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다크초코 요구르트초코 화이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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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한마음상공인협동조합

여성 도트 시스루 실리콘 페이크 삭스 남성 페이크 삭스

발등 부분이 시스루로 된 여성용 페이크 삭스 30수 코마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남성용 기본 페이크 삭스

•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함. 
• 조합 구성원 중 ㈜써본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양말을 선보일 예정.

협동조합명 한마음상공인협동조합 대표자 ㈜써본

대표번호 02-404-8114 홈페이지 aryhyangi.com

주소 (우) 05714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7길 1, 지하1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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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

천연염색실 크스카프

린넨 천가방

자연염료만의 오묘하고 신비한 색감과 실크의 조화로 멋과 실용성
• 천연염색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순수 천연재료만을 사용함으로써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 실크가 주는 부드러움과 보온성으로 사용하는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 안쪽에는 자속단추가 달려있어 물건이 쏟아지거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 색상과 패턴이 독특하고 사이즈가 다양하며 세탁시 물빠짐등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은 경력단절, 시니어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전통공예와 수공예를 통한 일자리 교
육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전통공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운영된다

협동조합명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 대표자 고주옥

대표번호 02-521-5600 홈페이지  

주소 (우) 07030 , 서울시동작구사당로2차길49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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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리페어링 폰 스트랩 D.I.Y 키트

해당 20여종의 디자인 중 택1을 하면 폰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비즈, 솔트리지, 키링등)과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동영상 설명 이미지를 제공

REPAIRING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리페어링 럭키박스

쥬얼리/악세서리 디자이너 그룹 리페어링의 럭키박스

지역경제 및 지역 가정경제 활성화에 일조. 
리페어링에서 디자이너 인턴십을 진행해서 청년공예인들 육성.

협동조합명 REPAIRING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대표자 진준무

대표번호 02-978-7404 홈페이지  www.repairing.co.kr

주소 (우) 0184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2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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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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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강원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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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구리공예협동조합

구리공예협동조합은 공예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주적·자립
적·자치적으로 정기적 모임 및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간 친목증진, 상호협력과 업종간의 융합, 보
완, 접목, 정보공유를 통한 홍보. 판매망확충 등 수익성의 향상과 복리증진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
가  공예문화의 이해 증진 및 저변 확대, 대중문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구리공예협동조합 대표자 서인석

대표번호 031-574-6377 홈페이지

주소 (우) 11937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53, 한성상가 203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목공예 옻칠 생활용품

• 옻칠고유의 항균작용으로 세균오염에 강합니다.
• 80~100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 별도의 살균 세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별도의 광택제나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고성이 뛰어나 잘 벗겨지거나 까지지 않습니다.

나전(자개)칠기 생활용품

• 천연조개껍질을 재료로 활용한 친자연환경적 제품입니다.
• 자개의 색상과 문양이 다양하여 색채가 화려하고 변색이 없습니다.
• 별도의 광택제나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크기와 용도, 가격대가 다양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 할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아 선물용으로 최고 인기품입니다.

천연한방수제비누

• 화학 성분을 배제한 엄선한 자연성분과 한약재를 첨가한 한방 수제비누입니다.
• 고급식물성오일과 천연허브로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높인 고품질 천연비누입니다.
• 각질제거 및 피부질환별 피부 트러블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한방수제비누입니다.
• 정제발효수로 유효성분의 흡수률과 보습력을 높인 순식물성 저자극비누입니다.
• 피부 타입별 맞춤형 프리미엄 비누로 24시간만에 분해되는 친환경식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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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협동조합명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대표자 조광용

대표번호 031-778-7395 홈페이지 http://www.morancoop.co.kr/ 

주소 (우) 13201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3외 1필지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제 9층 제비-908호

협동조합 정보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조합원인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노력으로 건강한 협동조합이 되는 비
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진실하고 투명한 모습을 통해 존경받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
로도 기여할 수 있는 공헌의 가치 또한 창출을 위하여 활동하겠습니다. 엄격한 장인정신으로 건강하고 믿
을 수 있는 전통기름을 만들겠습니다.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모란향가 백년장인 참기름 250ml 모란향가 백년장인 들기름 250ml

오랜 전통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모든 제품을 시간이 많이 들더라
도 저온에서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볶아 압착착유하는 방식을 고
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발암물질 미검출은 물론이고 검사와 
안전 관리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모든 제품을 시간이 많이 들더라
도 저온에서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볶아 압착착유하는 방식을 고
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발암물질 미검출은 물론이고 검사와 
안전 관리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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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바우앤뮤 협동조합

반려동물 친환경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공동 브랜딩, 마케팅 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
들이 공동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건건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와 건강하고 안전한 제
품을 공급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조합의 공동 목표입니다.

협동조합명 바우앤뮤 협동조합 대표자 주식회사 아루이

대표번호 031-266-8658 홈페이지 www.drawingwaltz.co.kr

주소 (우) 132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608호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B동)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반려동물 비피더스 유산균 영양제 비피도 - 선

국립축산과학원 특허균주를 활용한 
비피도선은 하루한번 소중한 반려견, 
반려묘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특히 
노견이나 어린 강아지의 영양 균형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먹습니다.

청정지역 철원의 DMZ에서 채밀한 
천연 벌꿀을 정성을 담아 선물세트로 
준비했습니다. 30년이상 양봉을 하
신 철원 농민들이 품질을 보증하는 
프리미엄급 제품입니다. 특히 소중한 
분들게 선물세트로 오랫동안 정성을 
전해드리는 좋은 선물세트입니다.

청정지역 DMZ 꿀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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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수작협동조합

수작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상생을 도모하
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필요 사업으로 초, 중, 고교생 및 일반인  들을 위한 공예체험 사업과 예
술 공예 제조 및 판매사업, 지역사회 예술축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예산업의 저변확대와 공예인들
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명 수작협동조합 대표자 박미아

대표번호 010-6231-6347 홈페이지 https://sujac.co.kr/

주소 (우) 13837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20 새서울프라자 3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공예 키트 

목공공예 만들기 UV 레진 아트 공예 만들기

가죽공예 심플지갑 만들기 

천연아로마공예 만들기 

한지공예 동이함  만들기 

가죽공예.한지공예.목공공예.비누.캔
들.디퓨저천연공예.도자기핸드페인
팅.레진아트.폴리머클레이.캘리글라
피.요리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공예품 
제작 및 키트 판매 

천연나무를 이용하여 버닝 및 채색을 
하여 소품을 플레이팅도마  제작하기. 
키트 및 완제품 작품판매

UV 레진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보
석을 만들어 악세사리로 만드는 공예. 
키트 및 완제품 작품판매

이태리 베지터블 생지를 이용하여 핸드
메이드로 염색 및 바느질을 하여 세상
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지갑을 완성. 
키트 및 완제품 작품판매

천연오일을 이용하여 천연 아로마 비누 
및 천연 디퓨저. 캔들 만들기 공예. 키
트 및 완제품 작품판매

천연한지를 이용하여 배접 및 옷칠을하
여 전통 소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품을 제작하기.
키트 및 완제품 작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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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커퍼스협동조합

‘맛있는 커피를 찾는 사람들’ 커퍼스 협동조합은 전국의 커피품질관리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다운 커피사
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공동 구매를 하고, 직접 커피산지를 방문하여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수입, 유통, 가공, 포장, 판매, 마케팅, 서
비스 등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의 편의와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명 커퍼스협동조합 대표자 장영환

대표번호 032-513-2334 홈페이지 www.cupperscoop.kr

주소 (우) 21354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16-1 1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스페셜티 커피드립백 10ea

스페셜티 커피드립백 30ea

콜드브루 커피 파우치(30ml *8개)

1) 개별 포장된 드립백은 사무실, 여행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 드립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커피품질 관리사 및 전문 커피인 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엄격한 
커피품질평가를 통과한 스페셜티 커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3) 커피의 수입 에서 부터 로스팅/ 분쇄 가공 까지 커피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1) 개별 포장된 드립백은 사무실, 여행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 드립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커피품질 관리사 및 전문 커피인 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엄격한 
커피품질평가를 통과한 스페셜티 커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3) 커피의 수입 에서 부터 로스팅/ 분쇄 가공 까지 커피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1) 개별 포장된 콜드브루커피는 사무실, 여행 등 언제 어디서나 간
편하게 스페셜티 커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커피품질 관리사 및 전문 커피인 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엄격한 
커피품질평가를 통과한 스페셜티 커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3) 커피의 수입 에서 부터 로스팅/ 분쇄 /  추출가공 까지 커피 전
문가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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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강경젓갈협동조합

008 금산진생협동조합

009 꽃송이가협동조합

014 모시촌협동조합

020 선인협동조합

031 코리아특산품협동조합

대전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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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광주·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강원

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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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 강경젓갈협동조합

 강경젓갈협동조합은 2022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신축 제조공장 설비 착수 및 본격적인 매출 확보
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강경젓갈협동조합 대표자 김송직

대표번호 041-745-2922 홈페이지 개편 중 

주소 (우) 32937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73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새우젓

새우젓 명란젓

명란젓

지역특산품 강경 새우젓은 조미료를 대용하여 바다의 깊은 풍미와 특유의 짭조름 한 맛으로 음식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양념 명란, 무색 명란 등 다양한 숙성방식으로 가공한 명란젓입니다. 은은한 짠 맛과 명란의 식감이 잘 어울려 오랜 시간 고급 
반찬으로 사랑을 받은 반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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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 금산진생 협동조합

-  금산진생 협동조합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 내에서 인삼과 관련된 농가,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기
업들로 조직되어 인삼재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기술제휴 및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함으로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세계 15개국의 글
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3백만불 이상의 직수출을 달성함으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금산진생 협동조합 대표자 정원식

대표번호 041-754-2325 홈페이지 www.gincoop.com 

주소 (우)  32740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 1길 103-4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홍삼&석류 젤리스틱

고려 홍삼정 플러스

한 방울의 물도 첨가하지 않은 진한 석류의 맛 100%
1포에 석류 1과 함유, 국내산 6년근 홍삼농축액을 첨가하여 홍삼 유효성분과 석류 에스트로겐에 콜라겐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젤리스틱으로 간편하게 이너뷰티를 챙기세요!

6년근 국내산 홍삼추출액과 한방재료들을 첨가하여 홍삼의 쓴맛은 줄이고 영양성분을 높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
고급 패키지로 귀한 홍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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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 꽃송이가협동조합

꽃자판기 원예체험키트(호야토피어리)

무인꽃자동판매기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24시간 서비스가 
유지되며 핸드폰을 통한 판매,재고,시간 등 매출관련 통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며 1인소자본창업이 가능한 비대면 무
인꽃판매기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원예교구로 흙과 식물을 
만지면서 대상 학생의 심리적 안정 집중력 향상과 소재 활용
을 통한 다양한 나만의 동물 모양으로의 완성이 가능하며 어
린이집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제
품입니다.

꽃송이가 협동조합은 화훼 원예 전문가로 구성되어 꽃에 관한 모든 것을 각 조합원들과 자주 자립 자치의 
기치아래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꽃송이가 협동조합은 화훼 원예를 기반으로 보존화(프리저브드플라워)사업, 플라워카페 프랜차이즈 사
업 꽃자판기 사업 교육 사업 등의 꽃 전문가 양성 기업으로 꽃에 대한 애정이 있는 모든 분들의 제약없는 
활동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협동조합명 꽃송이가협동조합 대표자 김윤경

대표번호 010-4215-8121 홈페이지 www.flowerga.org 

주소 (우) 28510,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8번길 6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참가조합 디렉토리북 39

대전 충청 모시촌협동조합

서천지역 직접 생산사는 농·어가 및 식품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산지의 신선한 농·수·가공 상
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산지직송으로 좋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협동조합명 모시촌협동조합 대표자 이명하

대표번호 02.6925.0064 홈페이지

주소 (우) 33646, 충남 서천군 서천로75번길 20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모시송편

서천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이용한 모시송편으로 예로부터 서천의 특산품이었습니다.
많은 모시 함량(28%)으로 모시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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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 선인협동조합

2017년 7월 설립된 선인협동조합은 주로 제천 및 충청북도 농산물만을 이용 하여 가공 생산하는 여성 농
민 및 상인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선인은 우리농산물만을고집하며 약초의고장 제천시 금성면의 수제 한과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으며 제
천의 생들기름, 구중구포 흑도라지 진액 등이 주력 상품입니다.
선인협동조합은 국산농산물로 연구개발하고 지역민들의 판로 및 제천의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싶습니
다. 또한 흑도라지 진액은 코로나 19시대에 면역력과 기관지에 좋아 특허 출원 중이며 수출까지 추진 예
정입니다.

협동조합명 선인협동조합 대표자 오정연

대표번호 010-3283-7378 홈페이지 www.suninfood.co.kr

주소 (우) 27207,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31길 3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수제한과

국산재료로만 전통의 맛을 전하는 우리 전통 수제한과 울금
조청을 직접만들어서 단백하고 건강한 우리과자입니다.

생들기름

흑도라지진액

농사지은 국산 들깨를 깨끗하게 씻어말려 저온스크롤 방식
으로 깨끗하고 신선하게 짠 우리 생들기름입니다.

농사지은 국산 도라지를 구중구포 흑도라지와 기관지에 좋
은 약재로 약효와 오래 다려 풍미를 더해 건강에 진한맛을 전
했습니다.
진한맛의 홍삼품은 흑도라지 스틱 1포로 기관지 건강을 챙
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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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 코리아특산품협동조합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홍보하고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협동조합명 코리아특산품현동조합 대표자 장창순

대표번호 041-943-8877 홈페이지  

주소 (우) 33319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580-11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표고버섯뻥 기운찬 흑마늘조아 식탁위에 찰옥수수 우리나라맛밤

국내산 표고버섯과 국내산 쌀
로 만들었으며, 기름없이 구
워내어 건강하고 담백하며 고
소합니다.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좋은 흑
마늘로향긋하고 부러운 전병
스낵입니다. 추억의 엣날과
자로 은은한 향과 함께 남녀
노소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
다.

강원도 국산 찐 찰옥수수 , 
365일 언제나 간편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국산 밤 100% 사용하였으며, 
국산 밤의 독특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웰빙간으로 첨가물
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의 맛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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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

006 군산신영협동조합

011 더옳은협동조합

016 바우푸드협동조합

017 발효명가협동조합

024 완도첫마을협동조합

광주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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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광주·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강원

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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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

진다리붓

• 3대째 1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무형문화재
• 광주광역시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전통 공예와 현대공예의 조화를 통해 실용적인 상품의 개발 및 보급
•전통을 계승하고 위축된 공예시장에 활성화
•공예상품을 통해 문화접촉 기회의 확대

협동조합명 광주명품공예협동조합 대표자 오선신

대표번호 010-3624-3598 홈페이지 www.darackart.co.k

주소 (우) 61938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43번길 19, 321호(화정동, 금호하이빌)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가죽공예품(3단 장지갑, 핸드폰케이스, 여권 케이스)

• 수공예 제품으로 고객의 취향에 맞
춰 제작 가능
• 꼼꼼하게 제작되어 튼튼하며 고장
시 A/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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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 군산신영협동조합

전통시장의 가치화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자인 어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소비자들
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군산신영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전라북도 최
초의 전통시장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명 군산신영협동조합 대표자 윤봉희

대표번호 070-7788-3412 홈페이지 군산신영시장협동조합.kr

주소 군산시 동신영길 56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별미찬 박대

천일염으로 간을하고 해풍메 건조시킨 별미찬 박대,단백하고 비린내가 나지않음

별미찬 간고등어

천일염으로 간을하고 해풍메 건조시킨 별미찬 간고등어,단백하고 비린내가 나지않음

별미찬 박대 별미찬 간고등어 네모반듯 잘생김

네모반듯 잘생김

고소하고 식감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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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 더옳은협동조합

약도라지쌍화차

약도라지쌍화차는 6년근 도라지에 쌍화탕이라는 하나의 보약 처방을 더해 만들어진 복용
이 편한 음료형태의 제품입니다. 쌍화탕이란, 허로손상(虛勞損傷)으로 기혈(氣血)이 허해
진 데, 힘든 일을 한 뒤나 중병을 앓은 뒤에, 온 몸이 노곤하고 몹시 피로감을 느끼며 현운
(眩暈)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절로 땀이 나는 데, 허약한 사람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데 쓴다. 피로 회복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한민국 임금님 들이 기본 보약으로 드시던 쌍
화탕재료인 한국산 백작약,황기,숙지황,당귀 등의 9가지 한약재에 직접 재배한 6년근약
도라지를 넣어 추출한 음료 제품입니다. 거기에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천연물질 인 프락토올리고당을 더해 풍미를 높인 제품입니다. 겨
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얼음을 넣어 아이스쌍화차로 드셔도 맛있는 제품입니다. 

더옳은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조합 설립 목적 자체가 협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협업을 통
한 노동력의 집약, 장비의 공동 사용, 구성원 개개인의 사업 노하우 공유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종 다른 업체보다 가격 및 품질 ,서비스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협동조합명 더옳은협동조합 대표자 황의민

대표번호 063-561-1652 홈페이지 www.더옳은.com 

주소 (우) 56400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355-22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도라지정수

동의보감에 따르면 경옥고는 정(精)을 채우고 수(髓)를 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정수라는 단어를 따와 도라지정수라는 제품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라지 
정수는 6년근 도라지에 쌍화탕이라는 하나의 보약 처방을 더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쌍화
탕”은 기혈을 모두 조화롭게 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처방입니
다. 대한민국 임금님 들이 기본 보약으로 드시던 쌍화탕재료인 한국산 백작약,황기,숙지
황,당귀 등의 9가지 한약재에 직접 재배한 6년근약도라지를 넣어 엿기름에 고아서 만든 
경옥고 형태의 “고” 제품입니다. 설탕없이 엿기름에 발효하여 일주일동안 저온에서 고아
내어 진하게 농축되어 그대로 짜먹는 간편한 스틱형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가 주목을 받
으며 도라지라는 농산물의 관심도가 높아진 요즘 쌍화탕이라는 보약을 더한 제품이며, 쓰
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 하는 농산물 및 약초로 믿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융복합사업인증 (6차산업인증) 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IS022000 품질인증을 받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2019년 자연수록 브랜드 전라북도관광기념품 100선인증
•2021년 공장을 신설하여 HACC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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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 바우푸드협동조합

수제 찹쌀 김부각

수제로 일일이 찹쌀 입자를 살려 찹쌀꽃이 핀 
김부각입니다. 첨가제를 넣지 않고 만들어서 
아이,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한
복 느낌의 고급스러운 선물세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바우푸드협동조합 대표자 이정헌

대표번호 062-400-4848 홈페이지 www.barunfood.net

주소 (우) 61193 , 광주 북구 중문로 10번길 21-2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한과선물세트

국내산 식재료로 청년들이 직접만든 한과 
선물세트 2종
 매화 65,000원 / 동백 30,000원

바우푸드협동조합은 전통시장 상인과 청년창업가가 연대하여 새로운 푸드테크사로 발전하고자 개설하
게된 조합으로써 전통먹거리 개발, 밀키트 제작, 자체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공동 마켓, 무료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의 사회적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스타상품 선정, 중소기업벤처장관상 수상, 청년 F&B 스타트업 대상 
수상 등 굵직한 성과로 호남권에서 떠오르는 조합으로 성장중입니다. 

기본 단품 선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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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 발효명가협동조합

삼사미가 산삼주

산삼발효식초

본 수제발효주는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산양산삼과 순수 우리밀로 디딘 누룩, 그리고 우리 찹쌀만을 사용하
여 장기간 발효(알코올)와 숙성을 통해 선조들이 빚었던 방법으로 재현한 천연의 향을 품은 고급 수제주입니다.

천연의 향을 품은 고급 수제주를 장기간 발효(초산)와 숙성을 통해 선조들이 빚었던 방법으로 재현한 천연의 향을 품은 고급 
수제발효식초입니다.

본 발효명가협동조합은 자연발효식품 등을 생사하는 업체로서, 옛 선인들께서 하셨던 발효 방법을 그대
로 재현하여 우리전통주와 발효식초를 수제로 생산하며, 또한 조합원 한분 한분마다 각 분야에서 최고 전
문가들로 구성 되어있다.

협동조합명 발효명가협동조합 대표자 나용수

대표번호 062-413-9782 홈페이지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8번길 50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삼사미가 산삼주 산삼발효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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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 완도첫마을협동조합

협동조합 특산품 판매장

협동조합 특산품 판매장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청정해역 전라남도 완도군 첫 동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완도산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6명의 조합
원으로 구성 제품의 우수성과 참신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과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유통 
구조를 자랑 하고 있는 소상공인 완도첫마을협동조합 입니다.

협동조합명 완도첫마을협동조합 대표자 서한석

대표번호 061-554-0345 홈페이지  www.wandofirst.co.kr

주소 (우) 5910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1길6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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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국제브레인협동조합

028 착한제품협동조합

033 팔공산목공예협동조합

034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

037 한국전통염색협동조합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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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광주·호남

부산·울산·경남

서울·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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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국제브레인 협동조합

2018년 5월 베이커리 업계에서 30년이상을 종사하던 5명이 협동조합을 이루어 뇌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를 넣은 디저트류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국제브레인 협동조합의 주력은 디저트
류 판매사업입니다. 국제브레인 교육 연구소의 민간자격증인 브레인 푸드아트지도사 과정을 운영 중이
며, 쿠킹교육과 조합원 간 협업의 결과물인 냠몽몽 쿠킹스튜디오 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차별화를 기반으로 수제디저트 도소매 판매, 디저트카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비건디저트, 쌀베이킹 등의 연구 개발도 함께 진행 기업의 제조혁신 및 디자인 경쟁력 향상
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명 국제브레인 협동조합 대표자 국수경

대표번호 053-801-8906 홈페이지 www.ymm.kr

주소 (우)  38594 , 경북 경산시 원효로40길 47-1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냠몽몽 통통 마카롱 10구 

냠몽몽 무지개 마카롱 6구*8 (48구) 냠몽몽 꼬맹이 캐릭터 마카롱 6구 

에그타르트 3종 

냠몽몽 수제 잼 

냠몽몽 한입 마카롱 7구*3박스 (21구)
- 마카롱의 쫀득함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견과류 
비율증가에 대한 레시피 개발함
- 5~5.5cm 인절미,라즈베리,돼지바,요거트,조리
뽕,순수우유,초코듬뿍,블루베리,고구마,오레오,크
림치즈,망고,말차,마시멜로,솔티카라멜 총15가지 
중 랜덤 10가지의 다양한 맛
- 흰색,노랑,주황,빨강,초록,파랑,분홍 7가지의 알
록달록한 색감
-통통한 필링으로 식감도 풍부 

- 초코 가나슈로 샌드 된 달콤한 한입 크기의 마카
롱
- 빨강,주황,노랑,파랑,초록,분홍 알록달록 6가지 
색상의 마카롱
- 알록달록한 마카롱이 무려 48개로 가성비 최고 
- 한입 크기 마카롱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 초코 가나슈로 샌드된 깜찍한 캐릭터 6개로 구성
된 한입마카롱으로 일반 다른 미니 마카롱보다 크
기가 큰게 특징입니다. 
- 수제 아이싱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입니다. 

- 페스츄리의 바삭함과 에그 충전물의 달콤함을 담
은 정통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 농장 직송 신선한 계란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 키위잼,블루베리잼,밀크잼,딸기잼,망고잼 총 5가
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 천연 과일로 만들어 건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일잼입니다. 

- 아몬드가루 100% 사용으로 더욱더 고소한 맛이 
특징
- 흑임자,인절미,순수우유,요거트,딸기,초코,블루
베리 7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카롱 
- 알록달록 7가지 마카롱이 21구로 구성되어 있어 
가성비갑 마카롱
-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마카롱보다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고소함은 더욱 증가되고 단 맛은 줄어들어 쫀
득쫀득한 식감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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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착한제품 협동조합

협동조합명 착한제품 협동조합 대표자 공외숙

대표번호 1577-5267 홈페이지 착한제품협동조합.kr

주소 (우) 42442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221(봉덕동)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착한제품 협동조합은 착한 상품만을 고집하며 함께 구매하고 판매를 통해 사회적 성향을 키워나가며 조
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협동조합입니다. 

착한 오디코디 골드 착한 칫솔 닥터리 솔트 플러스 치약

자연 뽕나무 추출물을 사용하여 별도의 
영양제와 트리트먼트 없이 염색 후에도 
부드럽고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금이온 작용으로 칫솔질만으로도 입안
이 상쾌하며 특수 이중 금모 시스템으
로 향균 작용 및 치태 제거에 효과가 있
습니다.

구취제거, 치주염, 치주질환 등을 예방
하고 구강 내 청결유지와 치아를 튼튼
하게 합니다. 



2022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54

대구 경북 팔공산목공예협동조합

협동조합명 팔공산목공예협동조합 대표자 장세일

대표번호 053-982-4020 홈페이지

주소 (우) 41031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8길 73-11, 2층(도동)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육송소반(화형, 원형)

국내산 소나무로 제작한 제품으로 전통 짜맞춤 기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국내산 소나무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나무결이 고
급스러운 제품으로 찻상, 다과상, 선물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
습니다. 일상속에서 오브제로, 실용적으로 소반을 이용하고자 하
는 분들에게, 혼술/혼밥/혼자를 즐겨하는 분들에게,셀프 돌잔치
나 피크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생활 문화유산인 전통공예를 지
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에게.

육송소반(직사각, 정사각)

국내산 소나무로 제작한 제품으로 전통 짜맞춤 기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국내산 소나무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나무결이 고
급스러운 제품으로 찻상, 다과상, 선물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
습니다.
일상속에서 오브제로, 실용적으로 소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에게, 혼술/혼밥/혼자를 즐겨하는 분들에게,셀프 돌잔치나 피크
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생활 문화유산인 전통공예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에게

우리 조합은 2013년 설립 이래 협동조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목공
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대란민국 목공예의 우수성과 제품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항
상 끊임 없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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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

협동조합명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 대표자 김병운

대표번호 054-637-3833 홈페이지 gwijak.com

주소 (우) 36041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156 142호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참편한 홍삼알톡

‘홍삼알톡’은 6년근 홍삼 농축액에서 수분을 제거 후 작은 알갱이로 만든 100% 홍삼 제품으로 1일 1봉으로 하루 홍삼사포닌(19mg/
g)을 충분히 섭취하며 물 없이 씹어 먹는 홍삼입니다.

홍삼후레쉬 알톡

본제품은 홍삼농축분말과 자일리톨을 혼합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든 제품으로 홍삼의 쓴 맛을 줄여서 섭취가 쉽도록 했으며 입안의 구
취를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홍삼제품임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은 홍삼의 순수기능에 충실한 100% 홍삼 제품을 만들고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홍삼액 및 홍삼농축액은 조합원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를 등록한  ‘참편한 홍삼알톡’ 
및 ‘홍삼후레쉬알톡’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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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한국전통염색협동조합

협동조합명 한국전통염색협동조합 대표자 서정화

대표번호 010-9273-3134 홈페이지

주소 (우) 38434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1543 하양꿈바우시장 2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천연염색 실크 스카프

한약재를 이용하여 염료를 만들어 면, 견, 섬유에 곱게 물들여 만든 건강한 천염염색 스카프

천염염색 의류 및 제품

한약재를 이용하여 염료를 만들어 면, 견, 섬유에 물들여만든 건강한 의류 및 제품

한국전통염색협동조합은 10년이상 공방을 운영하여온 천연염색인이 모여 천연염색 상품을 가내수공업
형태의 조합원들로 이루어 졌으며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모두 지역내에서 염색기술을 인정 받고 본인
의 공방과 상점을 운영해온 장인들입니다. 천연염색 제품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 좋은제품을 많
이 판매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천연염색의 기법과 효능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참가조합 디렉토리북 57



2022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58

018 벗이룸협동조합

019 비손미용협동조합

027 지리산항노화협동조합

038 한국차문화산업협동조합

039 한국프린팅협동조합

부산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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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광주·호남

서울·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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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벗이룸협동조합

볼빨간막걸리7 라이스퐁당13 볼빨간막걸리잼

부산찹쌀, 전통누룩으로 직접 빚은 無
감미료 프리미엄 수제막걸리
ALC 7% ,500ml

부산찹쌀, 전통누룩, 음양곽과 감초 다
린 물로 직접 빚은 無감미료 프리미엄 
수제약주(청주)
ALC 13%, 500ml

프리미엄막걸리인 볼빨간막걸리, 생크
림, 설탕으로 만든 無보존료 수제막걸
리잼
알콜없는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맛
200g

벗이룸협동조합은 2018년도에 설립하였고 지역농산물인 부산찹쌀을 이용한 전통주, 막걸리잼, 막걸리
비누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협동조합명 벗이룸협동조합 대표자 김의돌

대표번호 051-337-3762 홈페이지  

주소  (우) 46563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47번길 3, 2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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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비손미용협동조합

비손비격 펩타이드7 파워업 기초4종

• 피부탄력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7가지 펩타이드 복합물 
함유
• 특별한 공법으로 단백질보다 더 미세한 입자로 피부에 흡
수력을 높임
• 피부 친화적인 안정적인 성분
• 피부미백, 주름완화 기능성 화장품

미용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협업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
토탈미용관련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매출 증
대와 수익의 확보
공동개발을 통해 에스테틱 전문 화장품과 두피관리 전문 헤어제품 출시하여 온오프라인에 판로를 확장
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추진 중

협동조합명 비손미용협동조합 대표자 도선영

대표번호 051-469-0002 홈페이지 www.salondepishon.com

주소 (우) 48933 , 부산시 중구 대청로 93-1, 3층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비손비격 천연헤나샴푸 500ml

• 인도의 최상품 헤나엑기스 추출물 함유
• 두피 트러블 완화, 탈모 현상 완화
• 힘없고 가는 모발에 영양을 줌
• 천연 아로마 헤어에센스로 모발에 윤기를 더해 줌
• 100% 천연재료, 천연계면활성제, 유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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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산청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

협동조합명 지리산항노화협동조합 대표자 윤철호

대표번호 055-972-9709 홈페이지 www.lidemi.com

주소 경남 산청군 차황면 친환경로3561번길 59-15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산청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은 지리산 청정골인 산청군에서 약용 및 식용곤충을 직접 사육하며, 이를 
활용한 식용곤충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곤충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식을 앞
장서서 개발하며 홍보 중에 있으며, 산청 특산품인 친환경 한방 약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단백 고소애 누룽지 구증구포 구기자차

국내산 가바쌀에 고단백 식용곤충 고소애를 첨가하여 만든 
고단백 누룽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먹기 좋으며, 끓
일 필요 없이 뜨거운 물만 부어 즉시 누룽지 탕 완성

친환경으로 재배한 구기자를 유용성분을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법을 사용하여 만들
어 원재료의 독성 및 불순물을 제하고 몸에 좋은 유효성분을 
증가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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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한국차문화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명 한국차문화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천향순

대표번호 055-342-0350 홈페이지 www. teafair1000.com 

주소 (우) 50803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1135번길 32-14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조합원의 제품을 판매 촉진하기 위한 전시회 개최를 주최하는 전시 기획업을 전문으로 운영함.

2019. 03. 부산 국제 차문화산업전(벡스코 제1전시실 2A홀) 
2021. 03.부산 차문화산업전(벡스코 제1전시실 2A홀) 
2022. 03. 부산 차문화산업전(벡스코 제1전시실 2A홀)

전시 부스 임대 한국자사호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 및 홍보부스 임대 한국에서 채굴한 자사토로 제작한 한국 
자사호(차도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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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한국프린팅협동조합

협동조합명 한국프린팅협동조합 대표자 이상수

대표번호 055-266-0042 홈페이지 www.kpco.co.kr

주소 (우)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0, 218호(중앙동, 공성상가)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설명

한국프린팅협동조합은 전국 2D·3D프린터 사업자가 모여 각종 전시회와 사업자 공유 교육 홍보사업, 조
합 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구매·공동판매, 공동창고 운영과 연동형 쇼핑몰 운영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판매
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P9010 무한 잉크 복합기 캐논 GX7092 정품 무한 복합기

출력 속도(흑/컬) 32ppm의 고속 인쇄 성능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학원, 유치원 등 출력량이 많은 현장에서 가장 선호
하는 제품.

출력 속도 흑 45ppm / 컬 25ppm의 고속 인쇄가 가능한 비
즈니스 업무용 모델. 인쇄, 스캔, 복사, 팩스, 정식 A/S까지 
모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