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2

이 책자는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 지원사업으로 ‘제36회 동아 홈&리빙페어’ 

에 참가하는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소개와 공동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담았고 소개 

순서는 협동조합명 순으로 하였습니다. 

이 책지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자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협동조합판매전 디렉토리북’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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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36회 동아 홈 & 리빙페어 전시회 개요

2023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 배치도

참가협동조합 리스트

004

005

006

CONTENTS

00



2023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4

전시 개요

2023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매전 부스배치도

전시회개요

01

스포츠 홈리빙 차공예 건축

통로 통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홀
입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F-118 F-120

F-117 F-119

G-118 G-120

G-117 G-119

F-114 F-116

F-113

G-114 G-116

G-113 G-115

F-118 F-120

F-117 F-119

G-122 G-124

G-121 G-123

나눔
베이커리

모시촌

완도
첫마을

삼막골
유가공

국제
브레인

풍기고려
홍삼

팔공산
목공예

한국아로마
테라피생활

바우푸드 빛고을
공예

진주바느질

바우앤뮤

환동
해러번

한국
전통염색

잔치
활성화

구리공예

다올

위드
프리마켓

벗이룸

금산진생

군산신영

지리산
항노화

착한제품

명일전통
시장상인

첫년의
젓갈

울주
스마트팜

같이가치
정릉시장

충청한방
꽃차

웰스케어
하회도마
예목

씨제이씨

한국
주얼리수출

건강한
먹거리

경동시장 김천
평화시장

F-122 F-124

F-121 F-123

F-115

G-111F-111

F-105 G-105

F-110

F-109

G-110

G-109

F-108

F-107

한국
차문화
산업

강경젓갈

광주명품
공예

F-101

F-104

F-103

F-201

G-107

진핸드
메이드

한마음
상공인

트랜디

G-102

G-101

G-10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F-118 F-120

F-117 F-119

G-118 G-120

G-117 G-119

F-114 F-116

F-113

G-114

G-113

G-115

F-118 F-120

F-117 F-119

G-122 G-124

G-121 G-123

나눔
베이커리

모시촌

완도
첫마을

삼막골
유가공

국제
브레인

풍기고려
홍삼

팔공산
목공예

한국아로마
테라피생활

바우푸드 빛고을
공예

진주바느질

바우앤뮤

환동
해러번

한국
전통염색

잔치
활성화

구리공예

다올

위드
프리마켓

벗이룸

금산진생

군산신영

지리산
항노화

착한제품

명일전통
시장상인

첫년의
젓갈

울주
스마트팜

같이가치
정릉시장

웰스케어
하회도마
예목

씨제이씨

한국
주얼리수출

건강한
먹거리

경동시장 김천
평화시장

F-122 F-124

F-121 F-123

F-115

G-111F-111

F-105 G-105

F-110

F-109

G-110

G-109

F-108

F-107

한국
차문화
산업

강경젓갈

광주명품
공예

F-101

F-104

F-103

F-201

G-107

진핸드
메이드

한마음
상공인

트랜디

G-102

G-101

G-103

일       시 2023.05.11(목) ~ 2023.05.14(일), 10:00 ~18:00

장       소 일산 KINTEX 제1전시장

규       모 250개 참가업체, 560부스

전시품목 가전, 주방용품, 생활용품, 차공예, 선물, 뷰티, 식품

주       최 동아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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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배치도

02

일산 KINTEX 제1전시장  
전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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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리스트

03

부스번호 국문명

F-104 강경젓갈 협동조합

F-116 같이가치 정릉시장 협동조합

F-121 건강한 먹거리 협동조합

F-122 경동시장 협동조합

F-103 광주명품공예 협동조합

F-119 구리공예 협동조합

G-113 국제브레인 협동조합

F-124 김천평화시장 협동조합

F-111 군산신영 협동조합

F-109 금산진생 협동조합

G-107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

F-113 다올 협동조합

G-111 모시촌 협동조합

F-105 명일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

G-117 바우푸드 협동조합

G-124 바우앤뮤 협동조합

F-115 벗이룸 협동조합

G-119 빛고을공예 협동조합

G-110 삼막골유가공 협동조합

G-122 씨제이씨 협동조합

G-105 완도첫마을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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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리스트

03

부스번호 국문명

F-110 울주스마트팜 협동조합

F-114 위드프리마켓 협동조합

F-118 웰스케어 협동조합

F-120 잔치활성화 협동조합

F-108 지리산항노화 협동조합

G-121 진주바느질 협동조합

F-107 착한제품 협동조합

G-109 천년의젓갈 협동조합

G-103 트랜디 협동조합

G-115 팔공산목공예 협동조합

G-116 풍기고려홍삼 협동조합

G-120 하회도마예목 협동조합

G-118 한국아로마테라피생활문화 협동조합

F-117 한국전통염색 협동조합

G-123 한국주얼리수출 협동조합

F-101 한국차문화산업 협동조합

G-101 한마음상공인 협동조합

G-102 협동조합진핸드메이드

F-123 환동해러번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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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강경젓갈협동조합은 옛 강경포구시장의 명성을 되찾고 충청이남지방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강경전통맛깔젓의 전국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젓갈전문매장이 자리잡기 시작하여 현재는 130

여개에 달하는 시장규모가 형성되어있고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젓갈유통시장입니다.

새우젓

-  저염식 식단에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조미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새우젓입니

다. 김장 김치, 계란찜 등 각종 반찬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영

양식입니다.

양념젓갈 (낙지젓, 오징어젓 등)

-  오징어젓, 명란젓, 낙지젓등 각종 해산물을 양념에 절여 해산물의 풍미와 식감은 유지한 채 곁들어진 양념으로 감칠맛을 더한 반찬

입니다. 별도의 조리없이 바로 밥상위로 올릴 수 있는 간편함을 더해 현대인의 식탁위에 1등 반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125g, 250g, 500g 등 밀폐 소포장 기술 확보     *냉장 유통    *HACCP 인증 기준 준수

협동조합명 강경젓갈 협동조합 대표자 김송직

홈페이지 http://jeokkal.invil.org/index.html 대표 번호 041-745-2922

협동조합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13 2층

강경젓갈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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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The 킬바사

<The 킬바사>는 풍부한 육즙과 풍미, 탱글탱글하고 뽀독뽀독한 식감이 뛰어난 폴란드식 샤퀴테리입니다. 신선한 정육을 바탕으로 

보존료를 최소화한 건강한 맛을 추구합니다. HANDCRAFT 제품으로 청결한 시설에서 직접 배합하고 훈연, 개별 스킨진공포장으로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기본맛과 매운맛 2종 출시!

협동조합명 같이가치 정릉시장 협동조합 대표자 유형곤

홈페이지 대표 번호 070-8950-7788

협동조합 주소 (우) 02709,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11길 18-19

같이가치 정릉시장 협동조합

2020년에 설립된 <같이가치 정릉시장 협동조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축제 기획&운영’이 

주된 사업 영역으로 현재 연간 3만 명이 방문하는 성북구 대표 플리마켓 <마을장터 개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덮

밥 전문점 <같이가치 정릉덮밥>을 지점 설립하여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판매 중이며, 축제를 빛내줄 맛있는 샤퀴테리, 

<The 킬바사>를 유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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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본 조합은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유기농, 친환경, 천연 유래 재료들만으로 제조 가공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본 조합의 모든 제품들은 직접 유기 농업, 양봉 등으로 생산한 재료들을 제조. 가공한 제품들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조합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행사와 매 월 일정 금액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을 공보진단 

뉴질랜드산 녹용분골, 국내산 6년근홍삼, 국내산 산수유, 국내산 

신당귀, 국내산 숙지황, 인도네시아산 침향, 국내산 진피를 법제

> 건조 > 제분 > 혼합 > 이물질 검사 후 국내산 천연 벌꿀로 반죽

하여 6g으로 제환한 건강환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부모님들, 체력 유지가 필요한 

학생들, 가사노동으로 지친 주부들, 귀한 분들께 드릴 감사 선물

이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제품입니다.

수제명품 도라지 정과 3종 세트 

국내산 도라지, 국내산 쌀조청, 국내산 올리고당

ㆍ모든 재료는 품질 좋은 국내산만을 엄선

ㆍ 도라지는 데쳐 쓴 맛을 제거하고 72시간 동안 쌀조청과 올리고 

당에 당침한 후 오랜 시간 여러 번 반복하며 졸여내어 달달함과 

쫄깃함을 더함

ㆍ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음

효모가 살아 있는 100일 숙성 천연 꿀 세트

항생제나 농약 성분이 들어 있는 진드기 처리 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키워낸 벌들이 3월 ~ 6월 사이 공해가 없는 산에서채

취한 산벚꽃 꿀, 아카시아꿀, 때죽나무꿀, 밤꿀 등을 채밀하여효모

가 살아 있는 100일 동안 자연 숙성한 후 40℃ 이하에서 저온농축

하여 효모가 살아 있는 천연 숙성 꿀

협동조합명 건강한 먹거리 협동조합 대표자 김미경

홈페이지 대표 번호 010-8875-8772

협동조합 주소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25 (스타게이트) 818호  

건강한 먹거리 협동조합 

천을 공보진단 10환 천을 공보진단 20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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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경동시장 물을섞지않은 프리미엄 홍삼정 스틱 10g 30포 선물세트 

국산 홍삼과 배농축을 사용한 제품으로 물을 섞지않은 제품 

높은 진세노사이됴 10mg 수지 선물세트 패키지 

경동시장 물을섞지않은 홍삼정 농축액 프리미엄 240g  

6년산 홍삼 

진세노사이트 7mg 

홍삼근과 흥미삼의 황금비율 

점가물이 없는 100% 고농축 상품 

경동시장 협동조합은 1960넌부터 이어져온 경동시장의 홍삼상가 상점주분들이 같이 경동시장만에 하나의 질높고 거품

을뺀 가격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명 경동시장 협동조합 대표자 이승영 

홈페이지 대표 번호 02-960-4009

협동조합 주소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6길 3, 본관 2중 20202호 

경동시장 협동조합 

경동시장 국산 혹도라지배 프리미엄 스틱  
10g 30포 선물세트  

혹도라지 농죽액과 , 배농죽액, 모과, 둥글레, 생강, 오미자,  

진피 등 몸에 좋은 농축액을 추출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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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광주의 공예작가 12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공예 예술의 발전과 공예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인 진다리붓, 가죽공예로 만든 지갑과 케이스, 염색공예, 은공예, 부채, 솟대액자, 퀼트, 자수공예 등 다양한 작품

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공예품)가죽 3단 장지갑,가죽 핸드폰케이스, 가죽 여권케이스, 꽃고무신

<가죽 공예품>  가죽 공예품은 소가죽을 직접 재단하고 한땀 한땀 꼼꼼하게 바느질하여 만

드는 수공예 제품으로 튼튼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취향에 맞춰 제작이 가

능합니다. 고장 시 A/S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꽃고무신> 까만 말표고무신 위에 아크릴과슈물감(친환경)을 사용하여 여러 디자인의 꽃그

림을 그려 예쁜 꽃고무신으로 변신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아크릴과슈물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보존력이 강하여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도마, 원목 소품, 안마봉ㆍ마사지기

1.  도마 : 느티나무로 만든 도마로, 결이 아름답고 단단하여  

내구성이 좋습니다. 

2.  원목소품(차탁,차받침,컵,접시,계란트레이,연필꽂이,도마

거치대) : 나만의 개성있는 감성 친환경 생활소품입니다.

3.  안마봉ㆍ 마사지기 : 건강소품으로, 휴대하기 좋고 혈액순

환에  도움이 됩니다.

진다리붓 3종세트, 진다리붓 5종세트, 진다리붓 7종세트

진다리붓은 4대째 전승되고 있는 1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무형

문화재이자 광주광역시의 특산품입니다.  

협동조합명 광주명품공예 협동조합 대표자 오선신

홈페이지 http://www.darackart.co.kr/ 대표 번호 062-264-3598

협동조합 주소 (우) 60240,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56 1층

광주명품공예 협동조합



참가조합 디렉토리북 15

ㄱ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구리공예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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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한방수제비

누입니다.

-  정제발효수로 유효성분의 흡수률과 보습력을 높인 순식물성 저자극비

누입니다.

-  피부 타입별 맞춤형 프리미엄 비누로 24시간만에 분해되는 친환경

식물성입니다.

구리공예협동조합은 공예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으로 정

기적 모임 및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간 친목증진, 상호협력과 업종간의 융합, 보완, 접목, 정보공유를 통한 홍보. 

판매망확충 등 수익성의 향상과 복리증진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공예문화의 이해 증진 및 저변 확대, 대중문화

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구리공예 협동조합 대표자 서인석

홈페이지 대표 번호 031-574-6377

협동조합 주소 (우) 11937,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53, 한성상가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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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마카롱10구 에그타르트 한입마카롱 무지개마카롱 수제잼 꼬맹이캐릭터마카롱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냠몽몽 통통 마카롱 10구 
-  마카롱의 쫀득함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견과류 비율증가에  

대한 레시피 개발함

-  5~5.5cm 인절미, 라즈베리, 돼지바, 요거트, 조리뽕, 순수우유,  

초코듬뿍, 블루베리, 고구마, 오레오, 크림치즈, 망고, 말차,  

마시멜로,솔티카라멜 총15가지 중 랜덤 10가지의 다양한 맛

- 흰색, 노랑, 주황, 빨강, 초록, 파랑, 분홍 7가지의 알록달록한 색감

- 통통한 필링으로 식감도 풍부 

에그타르트 3종  
-  페스츄리의 바삭함과 에그 충전물의 달콤함을 담은  

정통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 농장 직송 신선한 계란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냠몽몽 한입 마카롱 7구×3박스 (21구)
- 아몬드가루 100% 사용으로 더욱더 고소한 맛이 특징

-  흑임자, 인절미, 순수우유, 요거트, 딸기, 초코, 블루베리 7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카롱 

- 알록달록 7가지 마카롱이 21구로 구성되어 있어 가성비갑 마카롱

-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마카롱보다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고소함은  

더욱 증가되고 단맛은 줄어들어 쫀득쫀득한 식감이 장점 

냠몽몽 무지개 마카롱 6구×8 (48구)
- 초코 가나슈로 샌드 된 달콤한 한입 크기의 마카롱

-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분홍 알록달록 6가지 색상의 마카롱

- 알록달록한 마카롱이 무려 48개로 가성비 최고 

- 한입 크기 마카롱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냠몽몽 수제 잼 
-  키위잼, 블루베리잼, 밀크잼, 딸기잼, 망고잼 총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 천연 과일로 만들어 건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일잼입니다. 

냠몽몽 꼬맹이 캐릭터 마카롱 6구 
-  초코 가나슈로 샌드된 깜찍한 캐릭터 6개로 구성된 한입 

마카롱으로 일반 다른 미니 마카롱보다 크기가 큰게 특징입니다. 

- 수제 아이싱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입니다. 

협동조합명 국제브레인 협동조합 대표자 국수경

홈페이지 www.ymm.kr 대표 번호 053-801-8906

협동조합 주소 (우) 38594, 경북 경산시 원효로40길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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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류 판매사업입니다. 국제브레인 교육 연구소의 민간자격증인 브레인 푸드아트지도

사 과정을 운영 중이며, 쿠킹교육과 조합원 간 협업의 결과물인 냠몽몽 쿠킹스튜디오 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차별화를 기반으로 수제디저트 도소매 판매, 디저트카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

출 비건디저트, 쌀베이킹 등의 연구 개발도 함께 진행 기업의 제조혁신 및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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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김천평화시장 협동조합

스윗김천(수제잼 3종세트)

김천평화시장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평화시장의 균형있는 발전

에 기여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평화시장 상인의 수익사업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

김천리얼호두월병

김천특산물 호두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한끼 식사처럼  

먹을수있게 여러 가지 견과류들과 같이 푸짐하게 만든 제품 

김천리얼호두월병 = 팥앙금, 흰앙금 구성

김천특산물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다양하게 즐길수 있게  

간편하게 만든 제품임

김천평화시장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평화시장의 균

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평화시장 상인의 수익사업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

협동조합명 김천평화시장 협동조합 대표자 박인숙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gim cheon_peace 대표 번호 054-435-7003

협동조합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시시장2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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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전통시장의 가치와 지역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생산자인 농어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신영시장협동조합 상인회 및 조합원들의 중심으로 설립된 전라북도 최초의 전

통시장 협동조합 입니다. 

별미찬 박대

군산 박대는 모래와 갯벌에 서식하는 길이 20~30㎝ 정도의 흰 

살 생선으로 가시가 거의 없고 살이 많아 어린이와 노약자 등 남

녀노소가 즐겨 먹을 수 있으며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 군산항이 

생기면서 사랑받아온 특산품임

돌게장

-  돌게는 그물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것을 

수거하거나 갯벌의 바위나 돌 틈에서 일일이 채취하는 방식으

로 잡음

-  돌게장은 꽃게보다 크기가 작고 색깔이 짙은 돌게, 달지도 않으

면서 감칠맛 나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서해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음

간고등어

서해지역 생산 간고등어는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해 상당기간 간

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 청결하게 저염 처리한다. 여기에 

유자원액과 복분자, 녹차, 된장, 식초, 죽초액 등으로 저온 숙성시

켜 비린내 제거된 특산품임

소곡주

-   소곡주은 100년 전통주의 소곡주로 남녀노소가 즐겨 먹을 수 있

으며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 서천전통주로 사랑받아온 특산품임

-  서천 앞바다 청정지역에서 원초를 직접 생산, 가공하여 소비자

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

협동조합명 군산신영 협동조합 대표자 윤봉희

홈페이지 ybha2350@hanmail.net 대표 번호 010-7652-2524

협동조합 주소 (우) 54027, 군산시 동신영길 56

군산신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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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금산진생 협동조합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 내에서 인삼과 관련된 농가,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들로 조직되어 인

삼재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술제휴 및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함으

로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세계 15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3백만불 이상의 직수출을 달성함으로 전 세계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홍삼&석류 젤리스틱

한 방울의 물도 첨가하지 않은 진한 석류의 맛 100% 

1포에 석류 1과 함유, 국내산 6년근 홍삼농축액을 첨가하여 홍

삼 유효성분과 석류 에스트로겐에 콜라겐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

습니다. 맛있는 젤리스틱으로 간편하게 이너뷰티를 챙기세요!

고려 홍삼정 플러스

6년근 국내산 홍삼추출액과 한방재료들을 첨가하여 홍삼의 쓴

맛은 줄이고 영양성분을 높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고급 패키지로 귀한 홍삼의 가치를 높였

습니다.

협동조합명 금산진생 협동조합 대표자 정원식

홈페이지 www.gincoop.com 대표 번호 041-75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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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진생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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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저희는 디저트 및 빵류 제조업체 이며 생지 및 완제품(쿠키, 스콘, 구운과자 등등)카페 및 일반매장에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명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 대표자 서대복

홈페이지 https://www.nanumbakery.co.kr/ 대표 번호 033-262-8188

협동조합 주소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87, 2층 201호

나눔베이커리 협동조합

ㄴ

제품 설명

르뱅 플레인 르뱅레드벨벳 르뱅스모어 르뱅제주녹차 르뱅황치즈

르뱅쿠키 99% 유크림과 최고급 베리칼리바우트를 사용한 빵과 쿠키의 중간식감인 디저트

휘낭시에  신선한 국내산 난백으로 만든 고급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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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다올 협동조합

ㄷ

다올협동조합은 지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섬유소재 기

반의 홈패션, 리빙 제품을 자체 기획하여 생산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협동조합명 다올 협동조합 대표자 윤경숙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daolmall 대표 번호 054-633-3669

협동조합 주소 (우) 36052, 경북 영주시 안정면 장안로 491

제품 설명

땀나도 달라붙지 않는 풍기인견 쿨링팬츠

여름철 대표 냉감 소재인 풍기인견으로 만든 남녀 반바지입니다.

진짜편한 풍기인견 노브래지어 홈웨어

여름철 대표 냉감 소재인 풍기인견 실내복 상의에 특허 출원한

자체 개발 브래지어캡을 내장해 노브래지어로 입을 수 

있도록만든 편안한 홈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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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모시촌 협동조합은 지역 특산품 생산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모시송편과 모찌떡, 누룽지, 건빵, 사과즙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어 소비자분들게 더욱 인정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시송편

서천에서 생산한 국내산 쌀과 모싯잎으로 만든 모시떡.

모시함량 28%로 진한 모시향을 느낄 수 있고 국내산 정품쌀로 

만들어 더욱 쫄깃한 식감과 식사대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모시촌 누룽지

무주에서 생산한 국내산 쌀로만 만들고 당일 도정한 쌀로만 만들

어 누룽지 향과 맛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스낵처럼 먹을 수 있

는 오분도 누룽지는 아이들도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

입니다.

협동조합명 모시촌 협동조합 대표자 이명하

홈페이지 대표 번호 02-6925-0064

협동조합 주소 (우) 33646,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 75번길 20

모시촌 협동조합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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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전통시장 상인중에서 마음의 뜻을 같이한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신시장 개척을 통한 사업

확장 및 매출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을 탄생 시켰음

고구마 말랭이(100g)

최고상품만을 엄선하여 정성을 담았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간식용 고구마 말랭이.

달콤하며 새로운 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한국전통 고추부각(50g)

최고만을 엄선하여 정성을 담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부각.

새로운 맛을 누구나 즐기면서 느낄수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명일전통시장 협동조합 대표자 윤여종

홈페이지 네이버 명일샵 대표 번호 02-335-7093(010-3271-8289)

협동조합 주소 (우) 05257,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길 22, 1층 왕마트

명일전통시장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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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바우푸드협동조합은 전통시장 상인과 청년창업가가 연대하여 새로운 푸드테크사로 발전하고자 개설하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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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타트업 대상 수상 등 굵직한 성과로 호남권에서 떠오르는 조합으로 성장중입니다. 

협동조합명 바우푸드 협동조합 대표자 이정헌

홈페이지 https://rivermarket.imweb.me/overview 대표 번호 062-470-5959

협동조합 주소 (우) 61142 ,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10번길 21-2, 1층

ㅂ
바우푸드 협동조합

제품 설명

수제 찹쌀 김부각

수제로 일일이 찹쌀 입자를 살려 찹쌀꽃이 핀 김부각입니다. 

첨가제를 넣지 않고 만들어서 아이,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한복 느낌의 고급스러운 

선물세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화 한과선물세트

전통의 멋과 맛을 담은 

수제한과 선물꾸러미

동백 디저트 한과선물세트

화려한 동백과 

자연을 품은 

디저트한과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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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바우앤뮤 협동조합은 친환경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개발, 제조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브랜드 협동조

합입니다. 조합의 정체성은 친환경, 생명존중, 협업의 가치를 가지고 조합원들과 소비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

입니다.

아루이 하이 워터 (수소수)

아루이 하이워터 수소수는 치악산 지하 암반에서 끌어올려 미네

랄이 풍부하고 아루이의 기술로 수소를 풍부하게 넣은 생수이며 

고농도의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수소가 녹아 있습니다.

청정지역 DMZ 꿀선물세트

청정지역 철원의 DMZ에서 채밀한 천연 벌꿀로 30년이상 양봉

을 하신 철원 농민들이 품질을 보증하는 프리미엄급 제품입니다. 

소중한 분들게 선물세트로 오랫동안 정성을 전해드리는 좋은 선

물세트입니다.

협동조합명 바우앤뮤 협동조합 대표자 주식회사 아루이

홈페이지 www.drawingwaltz.co.kr 대표 번호 031-266-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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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앤뮤 협동조합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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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감천막걸리

2022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우수상 수상

2023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수상달보드레 우유막걸리

무감미료 프리미엄 수제막걸리부산감천문화마을 관광기념주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개월, alc.6%,  750ml)

볼빨간막걸리10

2021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BEST OF 

2021 수상 無감미료 프리미엄 수제막걸리, 전통방식의 이양주

꽃향과 과일향, 바디감이 풍부한 찹쌀막걸리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개월, alc.10%, 500ml)

협동조합명 벗이룸 협동조합 대표자 김성욱

홈페이지 대표 번호 051-337-3762

협동조합 주소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59 A동

벗이룸 협동조합

ㅂ

라이스퐁당17

2022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수상

無 감미료 프리미엄 라이스와인, 전통방식 이양주

전통누룩발효 산미와 찹쌀 단맛의 밸런스가 좋음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alc.17%, 500ml)

볼빨간막걸리잼

무알콜 막걸리 스프레드

無 보존료 수제막걸리잼

새콤달콤 부드러운 맛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서 간식용으로 아주 좋음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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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빛고을공예협동조합은 공예가들이 모여 만든 협업화 협동조합입니다. 청소년들에겐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 일반인들에겐 

DIY 핸드메이드 문화체험, 취미, 창업 토탈공예 체험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행복을 나누는 12개 분과 민간자격

증 보유 기관으로 교원직무연수,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창업반, 관광상품 제작 및 판매하며, 마을공동체운영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빛고을공예 협동조합 대표자 박명희

홈페이지 http://gjart.or.kr/ 대표 번호 062-573-1090

협동조합 주소 (우) 61223,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20 (신안동)

ㅂ
빛고을공예 협동조합

제품 설명

칠보 양면 거울

-  금속 위에 유리질 유약으로  

디자인 후 800도 소성

- 불의 예술로 단 하나뿐인 작품

- 유리질 표면으로 햇빛에 변색 없음

- 다양한 디자인으로 100% 수작업

- 양면 거울의 특성으로 활용도 극대화

- 슬림해서 핸드백에 쏙

드림캐처

- 한올 한올 엮어 만든 드림캐처      - 다양한 색상의 깃털 사용   

- 현관문, 거실 장식, 인테리어 소품    

- 선명하고 영롱한 비즈 사용으로 100% 수작업

- 인디언 문화 유래 : 액운을 막아주고 행운을 주는 드림캐처

텀블러 케이스

- 500ml 물병 또는 텀블러를 담는 가방

-  안감, 겉감을 퀼트 원단으로 직접 재단하여 바느질

- 바닥에 힘받이 플라스틱을 넣어 잘 세워짐

-  손잡이가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리

- 다양한 무늬의 예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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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삼막골유가공 협동조합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정지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삼막골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맑고 깨끗한 김화읍 삼막골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서 목장 이름을 삼막골 목장이라고 했습니다.
삼막골 목장은 1994년부터 젖소7마리로 낙농업을 시작하여 어느덧 30년차에 접어 들고 젖소와 육우 약300마리의 아빠 엄마가 되었답니다.
목장주인 이진규사장님은 소를 키우며 목장에서 HACCP인증과 친환경 유기농인증 받은 유기농원유를 생산하고 아내는 유제품가공사 자격을 취득한 전
문 가공사로 유제품을 만들고있답니다.
소가 행복해야 맛있는 원유가 생산됩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 착유하므로 “1A등급 원유“ ”체세포1등급“ 유기농원유를 생산하하고 가공장에서는 
HACCP인증은 기본이고 친환경 유기농인증, 6차산업 인증,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 철원의 두루웰인을 받아 건강하고 단백하고 믿을수 있는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삼막골유가공 협동조합 대표자 정영미

홈페이지 대표 번호 033-458-5903

협동조합 주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하골길 54-6

삼막골유가공 협동조합

ㅅ

디어팜 유기농 수제요거트
-  당일착유한 “1A등급 원유” “체세포1등급” 유기농원유로 만들어서 더 고

소하고 담백한 친환경 유기농 수제요구르트는 유기농 설탕을 적절하게 
들어있어 아주 맛있는 맛 요거트입니다.

-  디어팜 제품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無)안정제, 무(無)방부제, 무(無)색소, 무(無)탈지분유, 무(無)보존료)

-  HACCP인증, 두루웰인증, 강원도도지사인증, 6차산업인증, 유기농인증
을 받은 친환경유기농 유제품입니다.

-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좋아 하는 아주 맛있는 요거트입니다.

디어팜 유기농 무가당 수제요거트
- 당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유기농 무가당 수제요거트(플레인)입니다.
-  무가당 요거트는 순수 유기농 원유99.995%, 유산균0.005%로 단맛이 

전혀없는 요거트입니다.
- 무가당요거트는 건강을 생각하시는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디어팜 제품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無)안정제, 무(無)

방부제, 무(無)색소, 무(無)탈지분유, 무(無)보존료)
-  HACCP인증, 두루웰인증, 강원도도지사인증, 6차산업인증, 유기농인증

을 받은 친환경유기농 유제품입니다.
-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좋은 더 담백하고 고소한 요거트입니다.

디어팜 유기농 블루베리 수제요거트
- 삼막골 목장의 유기농우유와 국내산 유기농 블루베리로 만듭니다.
- 디어팜 블루베리 유기농 수제요거트는 과육을 씹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 시판되는 블루베리쨈이나 수입산 블루베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디어팜 제품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無)안정제, 무(無)방부제, 무(無)색소, 무(無)탈지분유, 무(無)보존료)
-  HACCP인증, 두루웰인증, 강원도도지사인증, 6차산업인증, 유기농인증

을 받은 친환경유기농 유제품입니다.
-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좋아 하는 아주 맛있는 요거트입니다.

디어팜 유기농 구워먹는치즈
-  삼막골 목장의 유기농우유로 만든 유기농 구워먹는 치즈는 구워도늘어

나지 않는 치즈입니다.
-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 치즈
- 고기와 같이 구워 드시거나 야채샐러드에 잘 어울립니다.

디어팜 유기농 스트링치즈
- 삼막골 목장의 유기농우유로 만들었습니다.
-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치즈! 찢어먹는 치즈입니다.
-  디어팜 스트링치즈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홈메이드 피자를 만들수

도 있고 치즈스틱을 만들어도 됩니다.
-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고요 서로 찢어서 입어 넣어주며 나누어 먹는 

재미있는 치즈입니다.

디어팜 유기농 리코타치즈
- 유기농 우유의 유청으로 만들었습니다.
-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더 고소하고 담백한 치즈입니다.
- 디어팜 리코타치즈는 우유나 크림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든 치즈입니다.
-  잼과 같이 쿠키나 빵에 발라먹거나 야채셀러드를 해드시면 정말 맛있

는 치즈입니다.

유기농 구워먹는치즈 유기농 스트링치즈 유기농 리코타치즈

디어팜 무가당 수제요거트 디어팜 블루베리 수제요거트디어팜 유기농 수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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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씨제이씨 협동조합은 탈모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가발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협동

조합으로써 스마트 맞춤가발 제작 플랫폼 구축. AI를 이용한 스마트미러 보급 및 3D 두상측정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

회적 기업이다.

위그 전용 트리트먼트

- 천연 성분 다량함유로 가발 모발에 윤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 줌.

- 스프레이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

- 우수한 가발 모질 개선 효과.

제품 설명

위그 전용 샴푸

- 천연 보습인자 다량 함유로 상하고 건조한 모발에 탁월한 효과

- Ph5.5 약산성으로 모발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줌

- 천연광택, 손상 모 개선, 볼륨 업, 엉킴 방지 효과

위그 전용 토닉

- 두피 냄새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은성분 함유

- 천연추출물에 함유된 보습 성분이 두피를 보호해 줌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두피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음

협동조합명 씨제이씨 협동조합 대표자 이현준

홈페이지 kinopiece.com 대표 번호 02-6396-3388

협동조합 주소 (우) 0630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9 승유빌딩 5층

ㅅ
씨제이씨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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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청정해역 전라남도 완도군 첫 동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완도산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

제품의 우수성과 참신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과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유통 구조를 자랑 하고 있는 소상공

인 완도첫마을협동조합 입니다.

협동조합 특산품 판매장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협동조합명 완도첫마을 협동조합 대표자 서한석

홈페이지 http://www.wandofirst.co.kr/ 대표 번호 061-554-0345

협동조합 주소 (우)  5910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1길6

완도첫마을 협동조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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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울주스마트팜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스마트팜 생산품(가공품) 공동판매, 조합원간 협력

사업 등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공동판매 등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싹인삼

송화버섯

-  송화버섯의 비타민 D성분은 뼈에 칼슘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어른들에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송화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감기 등의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  '송화버섯은 칼로리가 없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  송화버섯의 45% 성분이 섬유질인데 이 섬유질은 장내의 노폐물을 내보내주

며 배변활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송화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 내 콜레스테롤

을 제거해 주어 혈압을 낯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송화버섯은 향을 내주는 렌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두뇌활동

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엽체류(유럽형 상추 외)

-  유럽형 상추, 바질 등 스마트팜 관제시스템 의해 재배아쿠아포닉스  

시스템으로 재배

협동조합명 울주스마트팜 협동조합 대표자 서정욱

홈페이지 www.굿프렌즈.com 대표 번호 070-7812-3839

협동조합 주소 울산 울주군 두동면 칠조2길 10-24, 제1동

울주스마트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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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위드프리마켓 협동조합은 청년협동조합으로 프리마켓과 같은 전시 및 행사대행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 입니다. 셀러+고객+운영진이 아름다운 가치를 함께 만드는 위드프리켓협동조합 입니다.

제품 설명

전통과자 및 견과류(뻥튀기, 옥수수강냉이, 보리가락, 마카로닉 등)

많이 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간식제품입니다. 어린이는 달달한 과자를, 어르신분들은 옛날생각에 많이 먹

었던 우리의 전통과자는 물리지 않는 과자로 바삭함과 씹는 식감으로 많이 찾고 군것질용으로 선호하는 제품이라 말씀드립니다.

협동조합명 위드프리마켓 협동조합 대표자 황대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withfree market/ 대표 번호 010-4479-4440

협동조합 주소 (우) 0780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21 528호 B02000

위드프리마켓 협동조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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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자주적·자립적·자치적 조합 활동으로 가족의 헬스케어, 홈케어, 라이프케어 사업운영 관련 종사자와 사업자들로 협회의 

사업을 통해 종사자들의 이익과 발전,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명 웰스케어 협동조합 대표자 채미현

홈페이지 대표 번호 010-2190-2740

협동조합 주소 (우) 14054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903호

웰스케어 협동조합

ㅇ

제품 설명

기억, 사랑

시니어 인체냄새 탈취  

바디스프레이.

감추출물(천연)과 편백나무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로  

시니어의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인 모공속 지방덩어리를  

녹여주는 바디스프레이.

유아동내의

씨실 날실을 2:1의 비율로 원단을 제작하여 사람의 냄새를 잘 

배출하게 설계된 원단으로 제작한 유아동내의

각질제로 냄새제로

시니어 인체냄새 탈취  

바디스프레이.

감추출물(천연)과 편백나무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목욕이 힘든  

상황의 사람의 몸에 뿌리고  

닦아내면 목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바디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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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뜨게인형 우홍오 스틱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잔치는 “의례가 있는 축제”, 두레는 “함께 도와 만들어내다.”

잔치두레는 잔치활성화협동조합을 상징하는 Corporate Identity입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컨텐츠를 발굴, 운영하며 지역 상품을 기획, 유통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잔치두레의 전문가들은 K-Beauty, K-Culture 기획 및 협업, 전통수공예작품 디자인 및 제작 등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잔치활성화 협동조합 대표자 최진영

홈페이지 janchi82.com 대표 번호 02-832-7071

협동조합 주소 (우) 07831,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47, 이화빌딩 3층 

잔치활성화 협동조합

ㅈ

제품 설명

100% 순면 Hand Made 인형

코바늘 손뜨게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수공예제품

허브찜질팩

라벤다, 로즈마리, 레몬그라스 
천연 허브 찜질팩 

친환경으로 재배한 구기자를  

유용성분을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원재료의 독성 및 불순물을  

제하고 몸에 좋은 유효성분을  

증가 시켰습니다.  
흑도라지 스틱

국산 100%  
흑도라지 스틱

국산 도라지를  

九蒸九暴하여 30시간 

저온농축해서 만든 명품 

흑도라지

제천 우홍오愛 스틱

우슬, 홍화씨, 오가피를 저온농축해서 만든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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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산청지리산산업곤충협동조합은 지리산 청정골인 산청군에서 약용 및 식용곤충을 직접 사육하며, 이를 활용한 식용곤충 가

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곤충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식을 앞장서서 개발하며 홍보 중에 있으며, 산

청 특산품인 친환경 한방 약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

고단백 고소애 누룽지

국내산 가바쌀에 고단백 식용곤충 고소애를 첨가하여 만든 고단

백 누룽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먹기 좋으며, 끓일 필요 

없이 뜨거운 물만 부어 즉시 누룽지 탕 완성

구증구포 구기자차

친환경으로 재배한 구기자를 유용성분을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

도록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원재료

의 독성 및 불순물을 제하고 몸에 좋은 유효성분을 증가 시켰습

니다.  

협동조합명 지리산항노화 협동조합 대표자 윤철호

홈페이지 www.lidemi.com 대표 번호 055-972-9709

협동조합 주소 경남 산청군 차황면 친환경로3561번길 59-15

지리산항노화 협동조합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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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현재 실크제품은 한복 및 넥타이, 스카프 등 특정 제품군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군의 수요가 하락되어 가고 있

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봉제체험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 설립

되어졌습니다. 100년 진주실크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바느질 종사자의 정성어린바느질의 가치를 

높여 지역 사회에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진주바느질 협동조합입니다.

제품 설명

은실화 실크주얼리

- 친환경 천연소재 실크, 면, 모시 등을 주로 사용

- 착용시 심미성이 뛰어난 장식효과

- 독창적인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제품

- 꽃과 나비를 모티브로 한 유니크한 제품

누비혼 홈스타일

-  섬세한 전통적 손 누비를 오늘날에 맞게 재편한 

누비의 장점에 기반하여, 누비혼은 생활 속 쓰임

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예를 생활 속 작품으로 소

비자에 다가간다.

-  내구성이 뛰어나고 섬유 본연의 결이 느껴진다.

실크 러플스카프

- 진주특산품 진주실크를 사용

-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

- 친환경 천연소재로 피부자극이 없음

- 착용시 심미성이 뛰어난 장식효과

-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카프

협동조합명 진주바느질 협동조합 대표자 임밝은

홈페이지 대표 번호 055-753-1811

협동조합 주소 (우)  52733, 경삼남도 진주시 대신로 402 1층

진주바느질 협동조합

ㅈ



참가조합 디렉토리북 37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착한제품 협동조합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최우수 상품만을 선점하여 유통하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명 착한제품 협동조합 대표자 공외숙

홈페이지 http://착한제품협동조합.kr 대표 번호 1577-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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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제품 협동조합

ㅊ

제품 설명

착한 오디코디 골드

자연 뽕나무 추출물을 사용하여 별도의 영양제와 트리트먼트 

없이 염색 후에도 부드럽고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유지 할 수 있

습니다.

착한 에너지 솔트 프리미엄 치약

금이온 작용으로 칫솔질만으로도 입안이 상쾌하며 특수 이중 

금모 시스템으로 향균 작용 및 치태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착한 에너지 칫솔

치주염, 치주 질환 및 잇몸 질환의 예방, 구강 내 청결 유지 등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착한손(샤워장갑, 샤워타월)

특수 원사구조로 되어있어 민감한 피부에도 부드럽고 편리하

게 샤워 할 수 있습니다.

오디코디 황제 프리미엄 샴푸

뽕나무, 약모밀, 녹차, 인삼, 구기자 등 17가지 식물성 추출물

을 통해 약한 모발과 두피, 모근에 영양을 주어 건강한 두피케

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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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젓갈류 공동생산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맞춤형 식품, 젓갈 공급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곰소 젓갈 판매 및 공동홍보 마

케팅을 중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 2016년 3월 곰소 천년의 젓갈 공장 준공 및 설비구축

- 2017년 HACCP 인증 획득

- 2018년 소셜커머스 입점(위메프,티몬,G마켓,쿠팡 등)

- 2019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표창장

- 2020년 쿠팡 상품 우선 공급대상 업체 선정

협동조합명 천년의젓갈 협동조합 대표자 박진성

홈페이지 http://착한제품협동조합.kr 대표 번호 1899-9061

협동조합 주소 (우) 56345, 전북 부안군 진서면 베틀재로21

천년의젓갈협동조합

ㅊ

제품 설명

먹기 편한 짜먹는 젓갈 70g*5(명란/오징어/비빔낙지)

점증적인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포장이 유리하며, 간편하게 먹

기 쉽도록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출시된 제품.

비빔낙지적 280g/낙지젓 280g/명란젓 210g 
오징어젓 280g/가리비젓 280g
꼴뚜기젓 280g/갈치속젓 280g/새우젓 280g

곰소 천년의젓갈은 청정 해역인 곰소에 위치하였으며, HACCP 

인증으로 청결하게 관리되어있는 공장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가조합 디렉토리북 39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저희 협동조합은 가방의 원단, 부자재, 디자인, 샘플, 생산, 유통, 도소매까지 하는 ODM회사이며, 가방의 트랜디함과 편안

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합입니다. 

1979년부터 국내 최고 베테랑 가방 생산 업체인 ' 부국 봉제' 의 시작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레더 리본 스퀘어백

트랜디협동조합 인기 토트백 가방!

세련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방

부드러운 질감이 프렌치하고 시크한 느낌을 내지만,  리본키링이 

있어 심심하지 않고 트랜디한 느낌이 더 해져있습니다.

크레센트백

트랜디협동조합 인기 숄더백 가방!

초승달의 모양을 연상케하는 크레센트 숄더백.

2개의 스트랩이 들어있어서 숄더백 또는 크로스끈으로 연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이 있어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트랜디 협동조합 대표자 김지희

홈페이지 https://www.sixshop.com/troti/home 대표 번호 010-5399-0316

협동조합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분당구 104-7 지하1층

트랜디 협동조합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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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풍기고려홍삼협동조합은 홍삼이 꼭 필요한 소비들에게 홍삼 기능에 충실한 홍삼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자 소상공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 특허를 취득한 ‘참편한 홍삼알톡’은 국내 최초의 홍삼농축 알갱이 제품이며, 엄청

난 홍삼사포닌 함량(19.24mg/g)으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편한 홍삼알톡

홍삼알톡은 홍삼농축액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작은알갱

이로 만든100% 홍삼제품으로 그냥 씹어서 먹거나 물과 

함께 먹거나 홍삼차처럼 물에 타서 드셔도 매우 좋습니

다. 

홍삼액 명작

홍삼만 넣어서 48시간 다려낸  

순수 홍삼액입니다.

하루 2회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풍기고려홍삼 협동조합 대표자 김병운

홈페이지 www.gwijak.com 대표 번호 054-637-3833

협동조합 주소 (우)  36044, 경북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9 101호

풍기고려홍삼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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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우리 조합은 2013년 설립 이래 협동조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목공예인으로서의 사회

적 지위향상은 물론 대란민국 목공예의 우수성과 제품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항상 끊임 없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육송소반(화형, 원형/직사각, 정사각)

국내산 소나무로 제작한 제품으로 전통 짜맞춤 기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국내산 소나무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나무결이 고급스

러운 제품으로 찻상, 다과상, 선물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습니다.

협동조합명 팔공산 목공예 협동조합 대표자 장세일

홈페이지 www.gwijak.com 대표 번호 053)98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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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목공예 협동조합

-  일상속에서 오브제로, 실용

적으로 소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  혼술·혼밥·혼자를 즐겨하

는 분들에게 셀프 돌잔치나 

피크닉을 준비하는 분들에

게 

-  생활 문화유산인 전통공예

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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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하회도마 예목 협동조합은 안동 하회지역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 국내산 나무를 활용하여 전통방식의 수제도마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찻상, 찻탁, 시계 등의 다양한 목재 용품을 연구 개발하며 체험 서비스와 연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제품 설명

하회도마

하회도마는 수제로 제작되는 전통방식의 나무도마입니다. 

나무의 결과 무늬에 따라 모양을 제작하기에 같은 모양의 

도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 무료로 A/S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동조합명 하회도마 예목 협동조합 대표자 김미경

홈페이지 https://hdoma.kr 대표 번호 054-841-3398

협동조합 주소 (우) 36617,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2길 41-69

하회도마 예목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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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한국아로마테라피협동조합은 아로마테라피스트 11명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아로마 에센셜오일을 전문성 있게 공부한 테라피스트가 만든 천연 제품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품

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한국아로마테라피 생활문화 협동조합 대표자 반지연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arihyangmall 대표 번호 031-761-8151

협동조합 주소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A동 5048호(어진동, 에비뉴힐)

한국아로마테라피 생활문화 협동조합

아리향 CP 숙성비누

식물성 오일을 베이스로 수제로 만드는 비

누입니다. 향은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오

일로, 색은 천연분말을 활용하여 아로마테

라피, 컬러테라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만든 

후 더욱 숙성되어지면서 보습력이 높아지는 

비누로써 건조한 피부, 트러블 피부를 위한 

수제 숙성비누 입니다.

릴렉싱아미 아로마롤온

휴대성이 좋고 몸의 상태, 기분의 상태를 조

절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며 호호바오일 베이

스에 에센셜오일을 기능에 따라 블렌딩 하

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된 아로마테

라피 롤온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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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한국전통염색협동조합은 10년이상 공방을 운영하여온 천연염색인이 모여 천연염색 상품을 가내수공업 형태의 조합원들

로 이루어 졌으며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모두 지역내에서 염색기술을 인정 받고 본인의 공방과 상점을 운영해온 장인들

입니다. 천연염색 제품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 좋은제품을 많이 판매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며 교육프로그램을 통

해 천연염색의 기법과 효능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명 한국전통염색 협동조합 대표자 서정화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arihyangmall 대표 번호 053-851-3680

협동조합 주소 경북경산시 대학로 1543 a동 2-29

한국전통염색 협동조합

제품 설명

울 실크스카프

한약재를 이용하여 염료를 만들어  

면, 견, 섬유에 곱게 물들여 만든 건강한 

천연염색 스카프

두건

한약재를 이용하여 염료를 만들어  

면, 견, 섬유에 곱게 물들여 만든 건강한  

천연염색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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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2014년7월 29일 설립한 한국 주얼리 수출 협동 조합은 한국의 우수한 주얼리을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세계화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상부 상조하여 중국 주얼리 시장을 협동 조합원 제패하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해나갈 것

입니다. 주얼리 제작, 주얼리 디자인 주얼리 판매를 우선하여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내

를 하며 진출하는 업체들이 마케팅에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중국 진출 방향성을 제고하고 신생기업이나 기존기업의 중국수출 교육을 위해 힘썼으며 보다 나은 

전시회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세미나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의 주얼리 시장전문가를 계속 유치하여 중국 시장의 변화된 내용을 파

악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와 주얼리 시장을 개발하고 주얼리 중소기업을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명 한국주얼리수출 협동조합 대표자 윤석희

홈페이지 대표 번호 010-5235-6580

협동조합 주소 (우) 04529, 서울중구남대문시장8길2 은남빌딩 505호

한국주얼리수출 협동조합

제품 설명

18k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다이아몬드제품

착용감과 디자인이 어우려진 제품으로 모든사람이 좋아하는 디

자인입니다.

에메랄드 반지

에메랄드3ct이며 18k로 밀러다이아몬드 밀러에메랄

드로 디자인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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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 2017년 11월 15일 조합원 7명으로 설립

* 주요사업 : 조합원 제품 생산 상호 지원 및 판매 지원

* 주요활동

1.  조합원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개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실 3A홀, 2023부산 국제차문화산업 박람회, 2023. 04. 07 ~ 04. 10)

2.  조합원 생산품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중국 복건성 하문시 차산업 박람회 홍보부스 참가(2015 ~ 2019.)

협동조합명 한국 차문화산업 협동조합 대표자 천향순

홈페이지 www.teafair1 000.com 대표 번호 055-32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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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차문화산업 협동조합

ㅎ

제품 설명

한국 자사호 녹니형

한국에서 최초로 채굴한 자사토를 원재료로 하여 특허 출현 후 

제작한 한국자사호 녹니형으로 장작가마 저온형

한국 자사호 철니형

한국에서 최초로 채굴한 자사토를 원재료로 하여 특허 출현 후 

제작한 한국자사호 철니형으로 장작가마 고온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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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함. 

- 조합 구성원 중 (주)써본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양말을 선보일 예정.

여성 도트 시스루 실리콘 페이크 삭스

발등 부분이 시스루로 된 여성용 페이크 삭스

남성 페이크 삭스

30수 코마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남성용 기본 페이크 삭스

협동조합명 한마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자 ㈜써본

홈페이지 대표 번호 02-404-8114

협동조합 주소 (우)  05714,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7길 1, 지하1층

한마음상공인 협동조합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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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쥬얼리-악세서리 디자이너 집단 리페어링입니다.

저희가 제조-서비스하는 제품들은 모두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제품들입니다.

쥬얼리부터 악세사리까지 전품목을 디자인하고 취급합니다.

협동조합명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대표자 진준무

홈페이지 https://idus.kr/FutpI  https://www.repairing.co.kr 대표 번호 02-978-7404

협동조합 주소 (우) 01834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43가길 25, 2층 리페어링

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

ㅎ

-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버 반지

-  레이어드 스타일을 제안함으로서 누구나  

편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음

- 위메프 3100개 판매 제품.

진핸드메이드 레이어드링 실버링/로즈골드링 반지

3만원대로 소장할 할 수 있는  

실버 다이아 반자[보증서 포함]

- 총 4종류[랑스망, 트리옴프, 플럼, 가르디엔]

- 레이어드링을 세트로 제공 하는 구성

- 와디즈 펀딩 1,063% 달성 제품.

- ‘쥬얼리 대중화 프로젝트 no.1 제품’

[천연다이아] 3만원대로 평생 소장하는 블루&블랙 다이아몬드 레이어드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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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보

협동조합 소개

제품 설명

농가 조합원, 환동해 지역 농가 회원, 가공 조합원, 상업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협동조합을 통하여 가공 원료를 계약 재배하

며, 공급 받은 원료를 제조·가공하여 “초롱팜” 공동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식품 및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목표로 합니다.

금관동충하초(절편건조)

(기능성 보리(흑누리)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

-  기능성 유기농 흑보리(흑누리)를 배지로 멸균 처리 후, 밀리타리스 코디세핀 균 

접종하여 일조량, 온도, 습도 등 재배에 최적화된 재배실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총 

45일 ∼ 100일간의 정성으로 재배하여 코디세핀 성분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함

유되어 있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버섯입니다.

-  금관동충하초(생채)를 소분 절단하여 35℃이하 저온 감압 방식으로 균일 건조

금관산삼배양근 달임고

-  풍부한 항산화물질과 플라타코딘 사포닌계와, 진세노이드 사포닌계 조합으로 건

강을 보호하며, 베타글루칸과 코디세핀 성분의 첨가로 밸런스를 극대화한 제품

으로, 부족해진 면역력과 호흡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식품입니다.

금관동충하초진액

-  금관 동충하초(생채)를 35℃이하 저온 감압 방식으로 균일 건조 후 볶음기에서 

210℃ 온도에서 20분간 덖음.

-  정재수 8배수 추출 후 4배수로 농축한 액상차로 일상생활에서 편하고 간단하게 

음용할 수 있는 제품.

금관블랙보리차진액

-  유기농 흑보리 배지에 밀리타리스 코디세핀 균을 접종 후 45일이 아닌 30일

간 배양한 동충하초를 35℃이하 저온 감압 방식으로 균일 건조 후 볶음기에서 

210℃ 온도에서 20분간 덖음.

-  정재수 8배수 추출 후 4배수로 농축한 액상차로 일상생활에서 편하고 간단하게  

음용할 수 있는 제품.

협동조합명 환동해러번 협동조합 대표자 김대영

홈페이지 http://www.chorongfarm.co.kr/ 대표 번호 054-776-2238

협동조합 주소 (우)  38026, 경북 경주시 안강읍 부곡길 77(근계리)

환동해러번 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