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GIFT-04
육포
HACCP인증 제품

GIFT-01
해연풍 흑마늘 세트
영양이 풍부한 남해군 마늘 10%를 엄선하여
첨가물 없이 30여 일에 걸쳐 오직 온도와
습도만을 조절하여 숙성시킨 프리미엄 흑마늘
제품구성
- 통흑마늘, 흑마늘 추출음료

GIFT-02
벌꿀세트

제품구성
1 선물세트 A
돈육포 (20g×4개)
우육포 (25g×8개)
2 선물세트 B
돈육포 (20g×6개)
우육포 (25g×2개)
우육포 (30g×8개)
3 선물세트 C
돈육포 (20g×10개)
우육포( 25g×15개)

GIFT-05

농축하지 않은 천연벌꿀(아카시아, 잡화, 밤꿀)

선물용 매실원액 세트(1개입/2개입 세트)

제품구성
- 천연벌꿀 500mg, 1.2kg, 2.4kg

소화불량 및 위장장애 해소, 간장보호 간 기능 향상, 피부
미용 효과, 해독작용 소염작용 등의 효과

GIFT-03
참기름, 들기름, 볶음깨세트
제품구성
- 참기름 320ml, 들기름 320ml, 볶음깨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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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GIFT-06

GIFT-07

푸코네 6종 쿠키 세트

감귤정과
5

선물세트

GIFT-08

GIFT-13

제주맘 햄세트

무누 천연비누 세트

제품구성
1 제주맘 햄세트 1호
1
2 제주맘 햄세트 2호
3 종류 : 로스트 햄, 떡갈비 소시지, 버섯 소시지, 파프리카, 뉴른베르그, 몽골리안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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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1 Lovely gift set 1호
2 Lovely gift set 2호
3 Lovely gift set 3호

1

2

3

GIFT-14
고래 비누

GIFT-09
김세트
제품구성
파래김(7매 10봉)

재래김(7매 10봉, 9절 10매)
재래김식탁(9절 27매)
고추맛김(7매 10봉, 9절 10매)
고추맛김식탁(9절 27매)

GIFT-10
프리미엄세트(누야선물세트)
제품구성 현미비누, 녹차비누, 요구르트비누, 바디워시, 모발강화용 샴푸

고래기름에서 추출한 비타민 A, 코엔자임큐텐의 다량함유로
세포의 노화 억제 작용
어성초, 백년초, 카렌튤라, 녹두, 현미, 치자 등 천연재료와
고래기름을 섞어 만든 기능성 천연비누(개발특허 출원)
기업체 로고 삽입 가능

GIFT-15
참살이 항균 선물세트

GIFT-11
Cleanging Soap Set
제품구성 클렌징폼 150g, 클린징오일 150ml, 밀크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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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GIFT-12
비누, 치약, 치솔 세트

제품구성
- 위생장갑 : 50매 / 2BOX
- 항균롤팩 : 2BOX
- 지퍼팩 : 1BOX
- 항균팩 : 1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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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양식
진행문서화일, 봉투, 책표지

A-02

다양한 제품들이 더욱 깔끔하고
세련된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봉투
1 행정봉투 - 2호(105×220mm)
- 3호(240×332mm)
※별도 인쇄제작, 규격별 1박스 이상

- 4호(240×330mm, 테잎부착, 미부착)
※별도 인쇄제작, 규격별 1박스 이상

- 특호(290×390mm, 레자크 하늘색)
2 일반봉투 - B형(295×390mm)
- 2호(105×220mm) 1,000매 : 백색
- B형(민자 특호형) 295×390mm, 100매/속 : 황색
- 민봉투(220×110mm)
- 이중봉투 2호(하늘색 속지)

A-03
표지
1 보존용 표지 (10mm)
- A4, (100매/속) : 연갈색
- B4, (100매/속) : 연갈색
2 책 표 지
- A4, 낱장, 100조/BOX : 진청색
- B4, 낱장, 100조/BOX
- A4, 낱장, 100조/BOX : 진청색
- B4, 낱장, 100조/BOX : 진청색
3 플라스틱 훼스나
- A4, B4 : 청색

1

2

3

A-01
정부화일
규격 A4, (224×312mm), 10매×50속, 500매/BOX
색상 연두, 노랑, 하늘, 핑크
용도 문서화일 편철 및 보관용
제품특징
- 관공서나 학교, 사무실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화일표지입니다.
- 색인목록이 인쇄되어 문서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색상이 선명하며 부드럽고 좋은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10 우선구매품목

A-04
진행문서 화일
1 판지1호 - A4 (225×325mm, 10매/속) : 청색, 노랑
- B4 (10매/속) : 청색, 노랑
2 P P 2 호 - A4 (225×325mm, 10매/속) : 청색, 회색
- B4 (10매/속) : 청색, 회색

A-05
문서보존상자
A4 (330×250mm, 두께 10mm, 100매/속) : 하늘색, 노란색
B4 (두께 10mm, 100매/속) : 노랑,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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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지류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깔끔하고 선명하게 인쇄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각종 사무용지입니다.

B-02
중질지
1 A4 (210×297mm) 60g, 70g : 2,500매
2 B4 (257×364mm) 60g, 70g : 2,500매
용도 인쇄용지, 시험용지 용
제품특징
- 정전기 및 잼을 최소화하여 용지걸림이 없습니다.

B-03
신문용지
1 A4 (210×297mm) 54g : 2,500매
2 B4 (257×364mm) 54g : 2,500매
용도 인쇄용지, 시험용지 용
제품특징
- 정전기 및 잼을 최소화하여 용지걸림이 없습니다.

B-01
복사용지 A4/A3
1
2
3
4
5

A4 (210×297mm) 75g : 2,500매
A4 (210×297mm) 80g : 2,500매
A3 (297×420mm) 75g : 1,250매
B4 (257×364mm) 75g : 2,500매
B5 (182×257mm) 75g : 2,500매
용도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복사기/팩스 등
제품특징
- 정전기 및 잼을 최소화하여 용지 걸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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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4
친환경용지
A4 (210×297mm) 75g : 2,5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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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 종이류
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사무실과 가정의 위생을
책임지는 위생용품입니다.

C-02
핸드 타올
종류 고급지, 일반지, 갈색지(재생)
규격 100매×50속, 5,000매/BOX
원지 대한펄프
제품특징
- 고급 한 겹 사양으로 흡수력이 좋습니다.
- 촉감이 적당히 질겨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 핸드타올 케이스는 별도구매상품입니다.

C-03
롤 화장지
1 10롤 : 75m, 60m(향), 50m
2 24롤 : 60m
원지 대한펄프
제품특징
- 화장실용 엠보싱 화장지입니다.
- 2겹 엠보싱으로 처리한 더욱 부드러워진 화장지로 물 흡수력이 좋습니다.
- 최소 50m이상 감긴 정직한 제품입니다.
- 촉감이 부드럽고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C-01
점보롤 화장지
1 500m : 1겹/민자, 16롤/BOX
2 300m : 2겹, 16롤
원지 대한펄프
제품특징
- 화장실용 점보롤 화장지입니다.
- 2겹 엠보로 처리되어 부드럽습니다.
- 더욱 부드러워진 화장지로 물 흡수력이 좋습니다.
- 최소 500m이상 감긴 정직한 제품입니다.
- 촉감이 부드럽고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적합하며, 분실 및
낭비가 적습니다.
- 점보케이스는 별도구매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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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
포켓용 화장지
규격 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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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미소를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D-02
크리스탈-E
제품특징
- 투명 칫솔대
- 미끄럼방지 고무 손잡이
- 현대해상 PL보험 1억원가입

D-03
하이 플렉스
제품특징
- 고탄력 칫솔대
- 미끄럼방지 고무 손잡이
- 현대해상 PL보험 1억원가입

이중시스템 틈새칫솔

D-04

D-05

A+ 에이플

황토

제품특징
- 부드럽고 파워풀한 칫솔대
- 미끄럼방지 고무 손잡이
- 현대해상 PL보험 1억원가입

제품특징
- 뛰어난 항균효과
- 입냄새 제거에 탁월
- 현대해상 PL보험 1억원가입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D-01
나노금 칫솔
1EA, 4EA
색상 주황, 청색, 연두, 핑크색
옵션/기타 슬림모
제품특징
- 100% 2중 미세모로 구성되어 잇몸 사이의 깊숙한 곳까지 프라그를 제거
- 금에서 방출되는 금이온의 항균작용으로 오염된 칫솔모의 세균 살균 효과
- 치약 없이 칫솔질만으로도 치태제거 및 항균효과
- 현대해상 PL보험 1억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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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6
치간 칫솔(치실)
7EA
규격 SSS, 0.7mm
내열온도 80도

D-07
여행용 구강세트
규격 여행용
제품구성 여행용 칫솔, 나노실버치약, 치간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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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및 피복부속물
장갑, 넥타이, 손수건

다양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안전한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E-03
코팅장갑
반/완코팅 장갑 40g, 45g, 50g : (10컬레/속 묶음판매)
- 손바닥 면에 빨간 코팅이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 신축성이 좋아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 땀 배출이 용이하며 코팅이 오래 지속되어 실용적입니다.

E-04
주문제작장갑
1 점박이장갑
2 예식장갑

E-05
손수건
규격 (500×500mm) : 천연염색제품

E-06
넥타이

E-01

E-02

면장갑

컬러면장갑

35g, 45g,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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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g

1 일반형 : (8.5×146cm)
2 지퍼형 : (7×48cm)
- 1매 또는 2매 폴리팩 개별포장(포장 후 개별 종이상자 포장)
- 메인 라벨, 품표, 주문자 로고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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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
폴리에틸렌 포대, 폴리프로필렌 포대

고퀄리티 원단으로 제작,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포대입니다.

F-02

F-01
포대
20kg(445×700mm) : 500매
40kg(550×870mm) : 4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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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80kg(650×850mm): 300매
100kg(700×1,000mm) : 300매
200kg(1,000×1,300mm) : 150매

1~100L
※ 각 지자체 별 주문제작 방식으로 각 지역 생산시설에 문의바랍니다.
※ 본책자 90p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지정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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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류
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주문제작)

각 제품별로 스타일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으로 단체행사용으로 좋습니다.

1

2

G-03
유니폼
1 민방위복
2 간호사복
3 작업복

2

※ 자수 50벌 이상 가능, 별도 주문제작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G-04
수의 (수제직)

G-01

G-02

주문모자

등산모

1 캡모자 : 50개 이상 제작 가능
2 기관단체모 : 50개 이상 제작 가능

1 제주도 카우보이 모자
2 제주도 라이스 끈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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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천상의 1호(삼베) : 대마 100%(흑대마)
천상의 2호(삼베) : 대마 100%(남해포)
천상의 3호(삼베) : 대마 100%(강서대마)
천상의 11호(모시) : 저마 100%
천상의 12호(모시) : 저마 100%(중보성)
천상의 21호(특제품) : 대마 100%(흑대마)+인견100%

G-05
7 천상의 22호 : 인견100%(후라또)
8 천상의 23호 : 인견 100%(인조100%)
9 천상의 24호 : 인견 100%(민인조)

갈옷
천연염색 제품
※별도 주문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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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

G-07

G-11

조끼

환자복

앞치마

자수 50벌 이상가능
※별도 주문제작 가능

자수 550벌 이상가능
※별도 주문제작 가능

자수 50벌 이상가능
※별도 주문제작 가능

G-12

G-08

면티

내복

1 티셔츠
2 황토면티

규격 남성용 / 여성용 (천연염색제품)

2

1

※ 자수 50벌 이상 가능, 별도 주문제작 가능

G-09
남성 트렁크
규격 천연염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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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여성 삼각팬티
규격 천연염색제품

G-13

G-14

마스크

예비군 훈련복

천연염색 제품
※별도 주문제작 가능

상·하의
※별도 주문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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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주문제작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분위기를
연출해 드립니다.

H-02
테이블
1 회의테이블
2 각종 테이블류

H-03

H-04

사물함

쥬니어 가구류

H-01

H-05

H-06

사무용 책상

장식장

캐비넷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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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자·정보장비
휴대용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사무용품부터 개인용까지
실용적인 전자·정보제품입니다.

I-02

1

휴대용 메모리스틱(USB메모리)
1 라트나 스윙 : 1G, 2G
모델 RM-W10HS
RM-W20HS
RM-W40HS
용량 1G/2G
색상 화이트
인터페이스 USB 2.0(HIGH SPEED)
전원 USB Bus Powered
크기 (W)18mm×(H)48mm×(L)9mm

2 라트나 비올라 미니 : 2G, 4G, 8G, 16G
모델 Ratna Swing
용량 1GB/2GB/4GB/8GB/16GB
색상 화이트/블랙
캡색상 실버/골드
인터페이스 USB 1.1/USB 2.0(HIGHSPEED)
전원 USB Bus Powered
크기 (W)42mm×(H)13mm×(D)7mm

2

I-03
보청기

I-01
라트나 외장형 하드
제품명 Ratna HDD 2.5”
모델 RATNAHDPA25
용량 160G, 320G,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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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블랙(B)
전원 USB Bus Powered
크기 120×75×15mm

하나플러스 보청기
본 보청기는 관련법령에 의거(의무설치대상기기)입니다.
실용신안등록 제20-0413740호
해외특허출원 419980429361
디자인등록출원 4-1998-042936-1
[본체사양]
음원처리 디지털방식(DSP채택)
최대증폭도 45dB 이상
동작전원 리튬이온 밧데리(충전용 : 3.6V)
충전방식 전용충전기(거치형), 휴대용 충전기(24핀형)
대기전류 10mA 이하
사용시간 1시간 이상
일반보청기와의 호환(HAC) 듀얼 리시버 적용
외형 (W)54mm×(D)143mm×(H)4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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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설비물
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가정의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들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J-01
베개
천연염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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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소모품
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사무실에 꼭 필요한 제품만을
엄선하여 구성된 사무용품들입니다.

K-02
일반 결재판
칼라 회색, 검정색
제품특징
- 결재 서류를 보고할 때 쓰는 표지
- 표지 중앙 하단부 투명비닐로 명찰꽂이를 설치
- 내부의 좌, 우측 하단부 투명비닐을 부착하여 서류 꽂이 용이.
- 고급스럽고 튼튼하며 접히는 부분의 갈라짐 방지.

K-01
정부 결재판
1 일반 A4 (230×310mm) : 회색, 검정
2 집게 A4 (230×310mm) : 진녹색
용도 서류결재용
제품특징
- 앞면에 마크 및 상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안쪽에 집게가 부착되어 서류보관이 편리합니다.
- 접히는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어 오래 사용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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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3
재생토너 카트리지
품목 삼성, HP, 엡손, 신도리코, 제록스 등
용도 레이저프린터기, 레이저팩스용
종류 전 기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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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그밖의 잡종 인쇄물
주문제작

최상의 품질로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L-02
명함
1 일반 명함
2 수입지 명함
3 점자 명함

L-03
봉투
1 서류 봉투
2 사무용 봉투

L-04
서적
1 단행본
2 연구보고서
3 논문
■ 인쇄물의 경우 별도 상담이 필요한 제품이므로, 전화상담시 보다 자세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L-01
카렌더
1 탁상용 / 벽걸이용 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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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5
카다로그
1 브로슈어(애뉴얼리포트, 경영보고서)
2 행사 카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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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6

L-09

리플렛

쇼핑백

L-10
카드

L-07
포스터

L-08

1 연하장
2 청첩장
3 초대장

점자인쇄

L-11

1 청공 방식
2 실크 인쇄방식
3 보이스아이

1 상패
2 기타판촉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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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촉물

L-12
상장케이스
37

현수막
주문제작

다양한 행사 및 홍보에 필요한 실사물을 제작하여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M-01
배너
1 X배너
2 Y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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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
1

2

현수막
39

종이컵

내열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자판기류 사용 및
사무실 비치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N-02
위생 봉투컵
규격 250장×16곽/BOX
배송단위 5BOX이상
특징
- 정수기 1회용 컵으로 공공장소 등에 적합
- 무형광 천연펄프 100%를 사용하여 위생적이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 사무실, 공공장소 등 대량 구입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가격이 저렴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N-01
종이컵
1 일반 6.5oz, 9oz
2 Take out 8oz, 10oz, 13oz
제품특징
- 일반 자동판매기 종이컵 사양입니다.
- 위생적이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천연펄프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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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3
종이컵 칼라(주문제작)
최소주문제작 가능 수량 : 40BOX
첫 구매 시 인쇄관련 동판 제작비가 추가되며, 추가 제작시 별도 시안변경이 없을 경우 동판비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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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신발류
마분지 상자 및 골판지 상자

다양한 제품을 튼실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포장상자입니다.

발을 편하게 해주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79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O-01
골판지 상자
규격
- 기타 주문 규격대로 별도 제작 가능
- 기타 상호 및 전화번호 인쇄 가능
종류
- 칼라박스 : 일반골판지에 칼라그림이 인쇄된 마닐라종이를 합지해서 제작
- 일반박스 : 골판지에 수성잉크로 인쇄하여 박스제작하며, 박스 디자인, 강도,
모양 등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
-박스부속품 : 박스에 들어가는 패드, 칸막이, 고정판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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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슬리퍼
※ 재고 유무에 따라 제작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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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가공·제조한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Q-02
선물용 매실원액 세트
1개입 / 2개입 세트 (500ml×2)
소화불량 및 위장장애 해소, 간장보호 간 기능 향상, 피부미용 효과,
해독작용 소염작용 등의 효과

Q-03
전통 조선 국간장
500ml
자연 건조시킨 메주로 담궈 황태와 표고버섯으로 맛을 낸 국간장

Q-04

Q-05

가정용 매실

선물용 매실 원액

1.5L

500ml

Q-06

Q-07

Q-01
해연풍 흑마늘 세트
영양이 풍부한 남해군 마늘 10%를 엄선하여 아무런 첨가물
없이 30여 일에 걸쳐 오직 온도와 습도만을 조절하여 숙성시
킨 프리미엄 흑마늘입니다.
프리미엄(통)흑마늘 세트
해연풍 통흑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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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청
500ml

매실청
오미자(문경) 50%, 정백당 50%

500ml

매실 50%, 정백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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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

Q-09

복분자청
500ml

Q-14

누룽지 과자
복분자(고창) 50%, 정백당 50%

Q-10
똘레랑스 수제쿠키(호두, 초코, 검은깨)
똘레랑스 수제쿠키 세트(3종, 5종 등 주문제작 가능)

햅쌀스낵

1세트 14봉지

Q-11
푸코네 6종 쿠키 세트

Q-15
감귤정과

국산 햅쌀, 현미, 옥수수 등 6곡

Q-16

Q-17

목련꽃차 / 뽕잎차

허브차(허브사랑)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당뇨병, 풍 등의 증세에 탁월

100g, 허브 100%, 농장직접재배

피자빵

소보루빵

소세지빵

슈크림빵
크림치즈빵

Q-12

Q-13

똘레랑스 6종 쿠키 세트

천사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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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호두가 듬뿍 들어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

빵류

초코머핀빵

크림치즈파운드빵

고구마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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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어유지 간장
0.6L
무색소, 무방부제
재래식 방법으로 메주를 만들고 띄워서 묵은 항아리에 담궈 자연발효 숙성
친환경 농산물 가공제품

Q-20
참기름, 들기름, 볶음깨세트
참기름 320ml, 들기름 320ml, 볶음깨 500g
중국산 통참깨 100%, 중국산 통들깨 100%, 중국산 통깨 100%.

Q-25
어유지 된장
교남 어유지동산 자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콩을 사용하여
재래식으로 담근 된장
친환경 농산물 가공제품

Q-26
어유지 고추가루

Q-21

Q-22

산골 참기름, 들기름

태양초골드 고춧가루

참기름 320ml, 들기름 320ml
국산 통참깨 100%, 국산 통들깨 100%.

1kg
무색소, 무방부제
자외선 살균, 위생과 안전을 겸한 위생적인 고춧가루

용량 800g
제품특징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100% 태양초 고추로 만든 무공해 고춧가루
-무색소, 무방부제
-친환경 농산물 가공제품

Q-27
Q-23

Q-24

황토구운소금 항아리

황토구운소금(리필용)

350g
국내산 천일염 100%
조리용, 국류, 찌게류, 구이용, 절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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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질의 황토를 손으로 빚어 구운 그릇에 최고급 서해안 천일염을 담아
가마에서 800℃의 온도로 12시간이상 구움

고추장 / 된장
100% 우리 토종고추로 강원도 산골의 맑은 물과 매실,
그리고 메주를 함께 전통방식 그대로 옹기에 숙성
100% 우리 메주콩(소립종)으로 한옥 구들에서 띄운 메
주로 전통방식 그대로 옹기에 숙성

Q-28
마른청국장 / 청국장가루
청국장은 항암작용과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변비와 당뇨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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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Q-30

로스트햄

떡갈비 소세지

Q-31
벌꿀
국내산
농축하지 않은 천연벌꿀(아카시아, 잡화, 밤꿀)

Q-34

Q-32

떡류

김
파래김(7매 10봉)
재래김(7매 10봉, 9절 10매)
재래김식탁(9절 27매)

고추맛김(7매 10봉, 9절 10매)
고추맛김식탁(9절 27매)

제품종류
- 송편류, 영양떡, 약식, 시루떡, 찰호박, 인절미, 찹쌀떡, 경단, 무지개떡,
백설기류, 기증떡, 감자떡, 절편, 가래떡, 떡케익

Q-33
육포
우육포(25g, 30g, 900g)
돈육포(25g, 30g, 900g)
선물세트 : A. 우육포(25g×8개)
돈육포(20g×4개)
B. 우육포(25g×2개)
우육포(30g×8개)
돈육포(20g×6개)
C. 우육포(25g×15개)
돈육포(20g×10개)
※ 세트 구성의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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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김치류
제품종류
배추김치, 각두기, 열무김치
5kg, 10kg
무색소, 무방부제, 무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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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및 농산물
꽃, 야채, 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각종 화환 및 꽃배달서비스,
웰빙 유기농 농산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R-03
새싹 채소
어린잎싹 채소 모듬
적양배추싹, 무순, 배추싹, 브로콜리싹
메밀싹, 유채싹, 적무싹, 청경채싹

R-05
유정란

R-04
쌀
밤낮 일교차가 심한 산간오지에서 자란 쌀

강원도 청정지역 설골에서 맘껏 뛰놀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
은 영양 가득하고 싱싱한 유정란
암, 수 자연방사 사육, 설골의 깨끗한 물 1급수, 칼슘이 풍부한
조개껍질, 무공해 야채, 쏙, 쌀겨로 만든 안전한 사료를 사용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R-02
R-01
표고버섯
52 우선구매품목

새송이 버섯(송이버섯)
특, 상, 보통
버섯을 다듬지 않고 송이째 포장하여 버섯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됨

R-06
메주

R-07
화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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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천연 비누류

천연 비누류
일반 비누류

천연 비누류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자극이 적으며
친환경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A

B

S-02
살림살이 주방세트 / 손세정제

S-01
도넛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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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트 : 주방세제 300g 펌프, 주방세제 300g 리필
B세트 : 주방세제 300g 펌프, 과일야채세제 300g 펌프
C세트 : 주방세제 300g 펌프, 살균세척제 300g 펌프
3종세트 : 주방세제 300g 펌프, 과일/야채세제 300g 펌프

S-03
천연샴푸 / 바디워시
모발강화용
바디워시

S-04
비누 꽃
소나무, 측백나무 추출액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효과, 알러지개선, 새집증
후근 예방, 향균성 및 항진균성, 집중력 및 학습 능력향상에 좋음.
방향제, 목욕제, 인테리어로 사용하며, 장기간 보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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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비누류

일반 비누류

고객의 요구에 맞는 주문제작으로
다양한 기능의 천연비누 생산이 가능하며, 경제적입니다.

순비누분의 함량이 높아 찌든 때 제거에 탁월하며
유해성 첨가물이 없어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S-05
세안 천연비누

S-07
(상호삽입가능)

100g
원하는로고와문자를비누안에넣을수있어각종행사나기관홍보용으로적합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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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6
하남 EM 천연비누

EM 환경비누
미생물 10속 80종 함유
EM발효액 45g /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등 인체에 유용한 미생물

S-08
오이비누
110g / 3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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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류
컵류

/

접시류

/

공예품류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자기 제품으로 일상생활의 품격을
높여주는 다기세트 제품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T-01

T-02

T-03

T-04

물결 2인 다기세트

홍화 1인 다기

다니엘 머그잔

행복로 단테 7종 접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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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액세서리
목걸이 / 귀걸이
핸드폰줄 / 거울

/

팔찌

비즈공예부터 일반 액세서리까지
나만의 스타일을 꾸며주며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U-01
액세서리 모음
62 기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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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한지공예품
등공예품

/

목공예품

/

자연스러운 멋스러움과 화려한 문양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선물용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V-01

V-02

V-03

V-04

의자등 1봉(한지공예품)

가와이 2봉(한지공예품)

부활(낙각공예품)

예수사랑(낙각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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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
일반 양초

/

향초

/

공예 양초

다양한 양초공예품들과 아쿠아 젤리 향초 등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양초제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V-05

V-06

가와이 1봉(한지공예품)

초가집 1봉(한지공예품)

W-01
양초 공예품

V-07

V-08

원형 / 타원 함지박 세트(목공예품)

복주머니(목공예품)

W-02
아쿠아 젤리 향초

V-09

V-10

항아리 펜꽃이(목공예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낙각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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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미네랄 오일, 향료
인증 KPS 자율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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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랜턴

/

등류

/

멀티탭

전자봉, 랜턴, 멀티탭 등 다양한
전기제품을 주문제작하여 드립니다.
X-02
매입형 LED 등기구
정전류형 컨버터
정격 : AC 220V, 60Hz, 10W, 48mA
정격2차 : DC30V, 250mA

X-03
LED 슬림형 등기구
25W
형광등기구 FL 20W×2등 40W대용
■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시설 지정현황(90페이지)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지정현황을 참조바랍니다.

X-04
멀티탭

X-01
전자 랜턴봉
랜턴과 교통신호봉, 안전표시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
배터리 : 1.5v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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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이중절연선
과부하 차단기
열과불에 강한 수지사용
재질 : PC난연
정격전압 : 16A/AC 250V~
개별 : 2구 / 3구 / 4구 / 6구
1억원 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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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퍼팩
명함첩

/
/

위생장갑 / 시계
비닐류 / 숯

/

Y-04
명함첩

Y-01
참살이 항균 선물세트

Y-06

내용물
- 위생장갑 : 50매 / 2BOX
- 항균롤팩 : 2BOX
- 지퍼팩 : 1BOX
- 항균팩 : 1BOX

참숯

Y-05
명함첩

국내산 참나무를 엄선하여 생산
음이온 발생, 유해전자파 방사선 차단, 정화 탈취효과(공기청정제)
제습 습도조절 효과, 세균 습기제거

Y-07
대나무 숯

Y-02

Y-03

페브릭시계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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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1,000도이상으로 구워낸 대나무 숯은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흡착하여
실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
심신안정 효과, 냄새제거, 전자파 차단 수분흡수 효과, 수질 정화

Y-08
각종 비닐류 / 일반 쓰레기봉투 (주문제작)
쓰레기봉투(대 100L, 중 70L, 소 50L ), 기타 비닐류1호~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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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생산품인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장애인생산품시설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입니다.

우선구매제도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요
□ 우선구매품목 및 우선구매비율(2010년까지)

□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생산품에 대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제4조, 제7조)

우선구매품목

구매비율*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100분의 5 이상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100분의 5 이상

3. 화장용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100분의 20 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100분의 20 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100분의 5 이상

8. 가구류

100분의 5 이상

9. 전자·정보장비 (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0분의 5 이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
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00분의 5 이상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00분의 5 이상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12.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100분의 5 이상

13. 현수막

100분의 5 이상

14. 종이컵

100분의 5 이상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100분의 5 이상

16. 신발류

100분의 5 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 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

100분의 5 이상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노무용역 등
의 서비스

※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3

76 우선구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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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0.3.19]

○ 자체 구매분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9.22]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대통령령 제21026호, 2008.9.22 제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청소용역업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중증장애인”
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
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
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 단체급식위탁업체 등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 청소 용역 :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
애인·장루·요루장애인

▶ 건물 유지·보수 :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 조달청 구매분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②“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
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중증장애인생산품시
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③“공공기관”
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
정 2009.5.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절차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우선구매촉진계
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구매기관
(공공기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거래 가능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하“법”
이

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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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하“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운
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
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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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
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

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
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
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1.1.1] 제10조 제2항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
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
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공정 등의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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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
산품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
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
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
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
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
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1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증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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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근로자의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
터 60일 이내에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
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지정
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의 공고)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
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
관(이하“수행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

품업무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수행기
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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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0894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로 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7.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제13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
여「조세특례제한법」또는「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로 한다.
<3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시행령 부칙 <제21026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
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6조(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
용한다. <개정 2009.5.21>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
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9조(벌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및 제18조 중“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각
각“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보건복지가족부”
를“보건복지부”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을“보건복지부차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여성부”
를“여성가족부”
로 한다.
<11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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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주 묻는 질문(Q&A)

Q ‘중증장애인생산’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A

장애인생산품에는 18대 우선구매품목 외에도 각종 공예품 및 생활용품, 장식품, 액세서리, 다기류 등
3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전화 및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Q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은 모든 카드가맹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 시 미리 카드결제를 요청하시면,
직원을 통해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주문제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A

직접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을 원하시는 장소(창고 등 지정장소)까지의 입고는 물론 고객서비
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배발송 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생산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장애
인복지법 제44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

포함됩니다.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기간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됩니다. 또 구매처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품목별, 금액별, 기간별 구매실적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등 관련법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매접수, 물량조정, 판매행사,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정식 인가받은 시설인가요?
A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정식 인가받은 시설입니다.

Q 제품구매와 관련한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본서류인 견적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외 비교견적 등과 승낙사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 등)가 발행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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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목적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

Q 전화 또는 지로를 이용하여 구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증장애인생산
품이 맞는지요?

A

대부분의 인가된 시설은 전화 및 지로를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판매하
는 경우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생산품시설은 90~95p와 같으며 계속하여 신규지정시설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며, 면세사업자용인“계산서”
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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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
법상의 우선구매제도와 다른점은?

A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는 제조물품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품목과 품목별 구매비율
을 정하도록 하였음
현재 사무용품 등 18개 품목별로 5%~20%의 구매비율을 지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와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

’
07.12월 현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장애인생산품은 총 구매액의 0.365%로 공공기관의 우선구
매 의무가 약 2~3배 증대되는 강화된 목표를 제시한 셈

□ 우선구매제도는 당분간‘장애인복지법’
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의 2가지 법률에 의
해 규율
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 법률의 통합·정비를 2009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의 내용 중심으로 정책 통합

은 장애인복지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통합과정 동안에는‘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우선구매 품목과 구매비율을 적용함

-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은 5인 이상

- 통합 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토록 할 예정임

- 근로자 중 장애인은 70% 이상(중증장애인은 1.5배수로 함)일 것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중증장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의한‘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의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함

□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제도의 명칭을‘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로
변경하면서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히
고 있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있음
근로 장애인은 5인 이상
시설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 0 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은 100분의 50 이상

□ 또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품목과 품목별 구매비율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제조
품과 용역 구매액의 1% 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중증장애인 생산품’
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단, 2010년 12월 31까지 동 조항은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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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현황

2008-024

(2009.12.29 현재)

○ 지정시설수 : 153개소
연번

시설명

대표자

2008-001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이윤숙
2008-002 가나안근로복지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13-14 시콕스타워 210호

하상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0-2

2008-003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한성옥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73-2
2008-004 엘림작업활동시설

김범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
디지털엠파이어 II 101-702

전화번호

생산품목

031-777-9041

종량제봉투, 비닐
봉투, DM발송

031-707-0546

재생토너,
카트리지

031-258-4580 화장지
031-695-6530 장갑, 봉투류

2008-005 늘푸른직업재활원

최용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91

복사용지,
031-912-4988
제지류, 토너

2008-006 일굼터

김창연 경기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1

031-959-7015

가구류

2008-007 청음공방

정재원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120-8

031-532-2164

가구류

2008-008 에덴하우스

정덕환 경기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45

031-946-7030

종량제봉투,
인쇄물

2008-009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김성수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279-2

062-973-1151

2008-011 엠마우스산업

문성극 광주 광산구 안청동 729-3

062-951-6920 양초, 화장지

2008-012 샛별재활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이수경
SK테크노파크 B101호

031-776-0481

2008-013 프란치스코의 집

정일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71-7

043-295-2515 화장지, 면장갑

제과제빵

2008-025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박성길 강원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628

033-731-7863

쓰레기종량제
봉투

2008-026 천등산보호작업장

손우덕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3

054-858-7158

표고버섯, 마

2008-027 바다의별직업재활센터

김광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3-3

031-251-0266

현수막

2008-028 정다운일터

김관열 강원 양양군 서면 논화리 182-1

033-671-9833

화장지

2008-029 인교보호작업장

박종환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30-1

054-841-5881

하회탈, 참기름,
인쇄

정진애 강원 원주시 단구동 1486-2

033-766-5997

칠보공예,
스팀세차

2008-030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활동실

2008-031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김대원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 20-10

033-432-9662 넥타이, 피복류

2008-032 명주원보호작업장

041-857-7297

제과제빵,
천연비누

2008-033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혜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4-6

041-621-6161

화훼

2008-034 두리사랑보호작업장

김민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374-19

041-664-2068 제과제빵

이은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승방리 293-1

041-943-9844

조미김

2008-036 죽전직업재활원

최현숙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107-8

041-555-5440

도자기, 농작물,
화초

2008-037 대승복지회

경간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2

043-222-1718

PP마대

2008-038 성요셉직업재활센터

박상호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369

054-954-0046

면장갑,
골판지상자

2008-039 예심하우스

송석홍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615

043-284-1009

일회용젓가락,
포켓티슈

2008-040 태양의 집

황삼복 부산 연제구 연산9동 488-22

051-754-9743

다기세트 및
생활자기

2008-041 천성직업재활원

신용택 부산 영도구 청학2동 57

051-418-4448

장갑류

2008-042 선 린

김이종 경남 창원시 신촌동 30

055-286-1108

제과제빵

2008-043 영광직업재활원

박현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062-1

051-523-5421

장갑류

2008-044 함께 나눔

윤재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680-5

055-974-0999

종량제봉투,
쇼핑백, 향낭

2008-045 사랑의 집

김명환 경남 창원시 동읍 단계리 694-1

055-252-0597 쇼핑백

2008-046 나눔터

이풍부 경남 창원시 신촌동 111-2

055-286-3233 자동차부품

2008-047 양지직업재활원

김희재 부산 연제구 거제2동 801-89

051-506-5432 장갑류

2008-035

청양군장애인직업
재활센터

안수연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68

복사용지,
행정봉투, 제지류

043-214-2271

2008-015 영가재활원

남종창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509-7

복사용지,
054-841-4754
재생토너카트리지

2008-016 청옥보호작업장

권상태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2

054-859-1566 화장지

2008-017 나눔공동체

이종만 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673

054-858-9956

2008-018 자유보호작업장

이흥우 대구 동구 덕곡동 34

053-986-3090 화장지, 세제류

2008-019 만승자립원

이종균 대구 동구 덕곡동 34

053-986-3080

새싹채소,
현수막

복사용지,
제지류, 토너

2008-020 삼남장애인근로작업시설 간은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499-168

052-263-0414 종량제봉투

2008-021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이종영 울산 남구 여천동 1253

052-267-7033 장갑류

2008-022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길용 울산 남구 신정5동 141-1

052-271-4450 현수막, 인쇄물

2008-023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부

이용택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5-5

031-242-0153 인쇄물

2008-024

충북장애인복지관보호
작업장

이현미 충북 충주시 호암동 751-7

043-856-4003 종이컵

중
증
장
애
인
생
산
품
시
설
지
정
현
황

043-856-4003 종이컵

봉투, 문서파일류

황월성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12

90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현황

이현미 충북 충주시 호암동 751-7

052-238-6102 장갑류

2008-010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오세향 광주 북구 오룡동 1-1

2008-014 보람근로원

충북장애인복지관보호
작업장

2008-049 하남장애인작업활동시설 황희연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144-2

031-794-2340

EM가루비누

2008-050 향림작업장

한용구 경기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산2

031-762-7671

재생토너
카트리지

2008-051 동원직업재활원

김재민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15-1

052-263-6634 화장지

2008-052 성분도보호작업장

문학수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661

031-799-0339

2008-053 성락보호작업장

이동구 경북 경산시 신천동 327-6

053-802-3226 장갑류

2008-054 두베일터

임미경 경남 양산시 평산동 572-7

055-365-2820 제과제빵

2008-055 도 란

박세진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2-1

055-312-6998

황토소금

떡류, 참기름

91

2008-056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배정희 울산 북구 달천동 267

052-282-8170 포대, 비누

2008-057 엠마우스보호작업장

김부덕 광주 광산구 월곡1동 581-9

062-955-7738

김경채 광주 북구 동림동 24

062-513-4998 한지공예품

2008-058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천연염색,
도자기류

2009-015

사)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
서울 중구 수표동 56-11번지
이용국
지원협회인쇄사업소
삼원빌딩 201호

2009-016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조무호 서울 중구 충무로5가 20-18번지

02-2272-0307 인쇄물

2009-017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조섭희 서울 은평구 솔메길 82

02-384-1320

면장갑, 의류

김락환 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번지

054-454-8112

종량제봉투

2009-018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

광주북구장애인직업
2008-059
재활센터

장상습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

062-265-9337 현수막, 장갑

2009-019 사랑손작업활동시설

이현숙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9-1번지

02-3477-2602 장갑류

2008-060 성세재활자립장

김성수 대전 유성구 용계동 319-1

042-540-3300 현수막, 인쇄

2009-020 평화의 마을

남시영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08번지

064-794-6277 육가공품

2008-061 한터

조윤기 대전 서구 장안동 513-1

042-586-3341 제과제빵

2009-021 예림일터

김병관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33번지

032-529-2677 종이컵

2008-062 삼우보호작업장

박종혁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64-11

화장지, 복사
031-692-0097
용지, 제지류

2009-022 핸인핸

장영순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33번지

032-521-7471

칫솔류

2008-063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이봉서 경기 평택시 소사동 106-1

031-652-2315

복사용지, 제빵

2009-023 인정재활관

홍인식 인천 서구 석남3동 491-1번지

032-574-0457

형광등기구, 경관조명,
배선용 꽂음 접속기

2008-064 혜성일터

전창호 경기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37

031-671-3340

야채류

2009-024 해내기보호작업장

김동철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 29-1번지

032-833-7074

2008-065 전남장애인보호작업장

김평호 전남 나주시 삼영동 635-9

061-332-1236

표준봉투,
인쇄물

장갑류,
두루마리화장지

02-852-7365

인쇄물

2008-066 순환작업활동시설
2009-001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장미영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506-24
강병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15-21

031-774-3688
063-227-9944

2009-002 혜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한형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3-99번지 032-611-7994
2009-003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병국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70-1번지
2009-004 동 천

성선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8-1번지

행정봉투, 종량제
봉투, 기타인쇄물
제과제빵,
장갑류

모자, 자수, 의류,
재생카트리지

최영열 제주 제주시 화북2동 5625-8

화훼류,
064-723-9104 꽃배달서비스,
감귤생산

2009-027 양혜원

이양호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223-12

031-637-2486

2009-028 리드릭

신용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7-4번지

02-3667-4945 복사용지,
02-2269-1919 인쇄물

김광환 경기 광주시 신촌읍 연곡리 21-1번지

031-798-6154

2009-029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

인쇄물,DM발송,현수막

2009-031 서림직업재활원

김미숙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산22번지

041-663-1337

장갑류

2009-032 아이비작업활동시설

은홍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0-7번지 3층

02-484-3825

재생토너

2009-033 다니엘직업재활원

김성태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328번지

02-445-4577

박영훈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9-15번지

새송이버섯,
063-536-1444
비누

문서화일, 버섯
류, 한지공예,
청소용역, 결제판

최지영 전북 익산시 석왕동 1-5번지

063-831-7350 육포, 서각, 압화

2009-034 조은세상

차세영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11-31번지 2층

02-439-9593

인쇄물,
지하철택배

김광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39번지

031-977-7152

2009-035 참좋은작업활동시설

홍정표 서울 중랑구 신내동 475-10번지

02-491-3773

각종비닐케이스
(명찰, 통장, 거주자
주차, 병원진료)

02-868-6854

인쇄물

2009-006 희망발전소

안철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219-4번지

063-262-1600 장갑류, 현수막

2009-007 자애자립장
2009-008 동그라미플러스

현수막

종량제봉투
수도미터, 수도계량기

고영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42-6번지

031-963-6736 보호통, 유량계, 자동제
어반, 케이블보호용튜브

용산구립장애인보호
2009-011
작업장

김창원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20번지

02-711-7882

2009-012 차오름

도성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522번지

031-594-5682 스피커, 아답터

2009-013 신망애이룸터

조주현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522번지

031-594-6624

참기름, 천연비누,
EM 주방세제

02-1577-3342

인쇄물

2009-01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광환 서울 중구 인현동1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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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백열등기구,
교통신호등

김영환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6차 1004호 02-875-9744

02-972-4361

2009-010 홍애원

LED조명

2009-030 EM실천

우찬성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1공단 301호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고양시지부

2009-026 일배움터

033-343-7935 장갑류
02-974-2950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재승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7-7번지
특수사업본부

화장비누

노원구립장애인보호
2009-005
작업장

2009-009

2009-025

피복류

2009-036 사회복지법인 너머인쇄사 최영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7
김숙현

서울 구로구 오류동 6-1번지
한백고은APT상가 B01호

02-2683-0955 인쇄물

2009-038 Happy 해누리작업장

한숙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2-2
팩토리월드 102호

031-213-1208

화장지(점보롤)

2009-039 장애인재활근로사업장

이진관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248-8

031-631-1153

종량제봉투, 롤팩

2009-040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재승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46-3번지

031-767-1825

배전반, 계장(계측)
제어장치, 클램프

2009-037

사)한국장애인문화
인쇄협회

중
증
장
애
인
생
산
품
시
설
지
정
현
황

02-2269-5523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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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

2009-04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달성자립장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부설 길직업재활센터

우승윤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4번지

양은심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337-2

종량제봉투, 롤팩,
053-615-0506 플라스틱자루,
비닐팩, 위생장갑
064-796-5777

위생물수건 수거
및 세탁, 종이컵

2009-043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양광호 제주 제주시 아라동 396-30번지

사무용지류, 의류,
064-702-7851 침구류, 칠보공예품,
세탁서비스

2009-044 사랑의 일터

장유정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0-10

02-3480-6585

2009-04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7-11

2009-046 교남어유지동산

2009-064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 이경목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100-10

054-251-0844

쓰레기종량제
봉투, 현수막

2009-065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 김준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300-12번지

054-373-4014

피복류,
가정용설비물

031-322-9103

배전반,
자동제어반

2009-066

사복)곰두리복지재단
중전기기사업단

최규옥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432-3번지

2009-067 밀알베이커리

차영동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02-2184-8702

빵류, 케익류,
쿠키류

제과제빵,
DM 발송

2009-068 밀알보호작업장

안성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02-445-4440

천연비누

031-421-8418

인쇄물

2009-069 우리플러스보호작업장

박경호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청소, 경비,
02-2184-8750 사무보조,
수발(노인)보조

윤덕찬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41

031-958-8593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2009-070 빛과 둥지

김창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5-1번지

031-405-0957 천연비누

2009-047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이한형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1리 105-1

032-752-0907 아쿠아젤리향초

백미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29-6번지

031-799-3882 재생토너(재제조)

2009-048 창인직업재활시설

이용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7-1

031-774-2136

2009-049 우리자리

선태산 경기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12-2

031-958-7018 농산물(채소류)

2009-050

사)경남교통장애인협회
마산지회

이수길

경남 마산시 양덕동 477번지
마산종합운동장 직3문옆

참기름, 들기름,
볶은깨, 탈취용
참숯

이혜영 부산 사상구 삼락동 99-3

051-959-4511

종량제봉투

2009-052 행복한 일터

이용기 경기 화성시 무송동 328

031-366-9512

화장지,
마술도구

2009-05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석정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

02-2679-7357 봉투류, 인쇄물

김주봉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262-10

사무용양식
043-853-7315 (상장케이스,
표창장케이스)

2009-055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최성중 인천 계양구 서운동 52-9
카트리지사업장

032-555-8511

재생토너
카트리지

2009-056 신애직업재활원

안명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25-1

사무용지류
051-902-9128
(복사용지 등)

2009-057 근로사업장 예인

김춘식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30-1

054-841-1071

2009-058 해동일터

방미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3

031-501-3830 피복류

윤태선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3

02-446-6867

2009-060 나누리보호작업시설

탁문돈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32-5

02-2269-8412 행정봉투, 경인쇄

2009-061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안광범
서울 종로구 적선동 94 후빌딩 B1층
정원석

02-738-2221

2009-062 성보보호작업장

김상수 대구 북구 복현2동 315번지

053-941-8329 P.P 포대

정운석 대전 서구 도마1동 65-57번지 3층

042-536-1239 쿠키, 비누

2009-059

2009-063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

사복)사회복귀시설
한울타리

94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현황

삼육재활센터
삼육재활작업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09-072 경기도협회 광명시지회
광명시재활자립작업장

박명규

2009-073 해명복지재단

2009-074 안다미복지재단

경기 광명시 하안동 201 아파트형공장
1-102호

02-2681-9555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정운재 강원 원주시 태장동 1720-57번지

033-734-6161

계장(계측)제어장치,
배전반,
자동제어반

김교붕 대구 북구 노원3가 1205-6번지

계장(계측)제어장치,
053-353-3855 배전반, 자동제어반,
무정전전원장치

055-255-4348 인쇄물(3도)

2009-051 사)부산장애인자립협회

2009-054 마리스타보호작업장

2009-071

수도용이음관

보청기, 휴대용플래시
메모리저장장치, 휴대
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인쇄물

2009-075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최봉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8-10
인쇄사업소

02-325-1585

기타인쇄물

2009-076

강동구립
파란마음복지센터

02-487-4548

수의

전청자

서울 강동구 길동 456-2번지
하이브 313호

2009-077 사회복지법인 애빈

김미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21-4번지

제과제빵,
055-681-7524 화훼 및 농산물,
표고버섯

2009-078 똘레랑스

홍재현 서울 은평구 갈현동 492-13

02-352-2477

2009-079 살림터

김옥녀 충북 제천시 봉야읍 구학리 541

043-653-7522 허브차

2009-080

이용호 서울 동작구 대방동 23-193

02-812-7178~9 슬리퍼

동작구립장애인호보
작업장

2009-081 춘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박덕경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1번지
2009-082

혜정원장애인직업
재활시설

033-242-352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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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류

복사용지류,
화장지

이민숙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2번지

064-783-9920 상패, 컵, 기념품

2009-083 동산식품

서종천 경기 광주시 탄벌동 672-6번지

031-766-3133

2009-084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

박노경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56-16번지

02-2694-3338 낙각공예

2009-085 에이스디엔피

허혜숙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29번지

02-545-2247

고춧가루

인쇄물(옵셋인쇄)

2009-086 화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박일남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6-8

033-442-1743 면장갑

2009-087 세하앤

이상철 충북 제천시 흑석동 45-1

043-652-5472 쿠키, 면장갑

2009-088 금옥보호작업장

김찬명 광주 광산구 덕립동 산140

062-943-2760 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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