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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석 명절 선물세트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카달로그

E-book 카탈로그를 활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장애인생산품 로고 꿈드래

01

꿈·드리다·미래

카탈로그에 수록된 상품 중
원하는 생산품을 클릭하면
꿈드래 쇼핑몰로 이동됩니다.

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01

GIFT

02

캔 1호

안전선물세트

중증장애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상품이

GIFT

: 2016 - 029
57,400원 (정상가격 82,000원 / 할인가 30% 적용)

37,000원

가스차단기(본체), 건전지, 손볼트 및 퓨즈콕 고정용 합판, 제품승인스티커, 사용 설명서 각 1종

아몬드 200g, 호두 130g, 피스타치오 170g, 캐슈넛 200g, 호박씨 200g, 크린베리 200g

03

선물세트(국내산)
인교보호작업장 : 제2008-029호
51,000원 (특호)(340ml*2ea) 49,000원 (1호)(320ml*2ea),
39,000원 (2호)(160ml*3ea)
32,000원 (3호)(160ml*2ea),
27,000원 (4호)(340ml낱개)
26,000원 (5호)(320m낱개)
각 호수별 포장케이스, 쇼핑백, 리플렛

04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GIFT

05

GIFT

06

미래를 열어준다는 의미
김자반 세트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구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생산품을
구매합니다.

맥반석통자른김세트 1호

맥반석손구이김&김자반 종합세트 2호

: 2008-039
14,000원 (김자반4봉)

예심하우스 : 2008-039
18,000원 (맥반석통자른김6입)

예심하우스 : 2008-039
25,000원 (맥반석손구이김4봉+김자반4봉)

오!고소맛,새우맛,파래맛,카레맛

손구이김3통,매운김2통,맥반석김가루1통

맥반석손구이김3봉,김자반 오!고소맛,새우맛,파래맛,카레맛

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01

가스타이머콕 안전선물세트

GIFT

02

자연한줌 캔 1호

라피드보호작업장 : 02-2677-8008
57,400원 (정상가격 82,000원 / 할인가 30% 적용)

WELCO : 043-851-1890
37,000원

가스차단기(본체), 건전지, 손볼트 및 퓨즈콕 고정용 합판, 제품승인스티커, 사용 설명서 각 1종

아몬드 200g, 호두 130g, 피스타치오 170g, 캐슈넛 200g, 호박씨 200g, 크린베리 200g

GIFT

03

안동참기름 선물세트(국내산)
인교보호작업장 : 054-841-5881
51,000원 (특호)(340ml*2ea) 49,000원 (1호)(320ml*2ea),
39,000원 (2호)(160ml*3ea)
32,000원 (3호)(160ml*2ea),
27,000원 (4호)(340ml낱개)
26,000원 (5호)(320m낱개)
각 호수별 포장케이스, 쇼핑백, 리플렛

GIFT

04

김자반 세트2호

GIFT

05

맥반석통자른김세트 1호

GIFT

06

맥반석손구이김&김자반 종합세트 2호

예심하우스 : 043-284-1009
14,000원 (김자반4봉)

예심하우스 : 043-284-1009
18,000원 (맥반석통자른김6입)

예심하우스 : 043-284-1009
25,000원 (맥반석손구이김4봉+김자반4봉)

오!고소맛,새우맛,파래맛,카레맛

손구이김3통,매운김2통,맥반석김가루1통

맥반석손구이김3봉,김자반 오!고소맛,새우맛,파래맛,카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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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07

[시즌한정특가] 초정수더치커피 블렌딩 1호

GIFT

08

메리넛 견과 – 3종세트

GIFT

09

메리넛 견과 - 4종세트

춤추는향기나무ㆍ춤추는북카페 : 043-264-3115
16,000원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 031-768-6357
29,000원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 031-768-6357
29,000원

초정수더치 블렌딩 500ml 병포장

호두(180g), 아몬드(300g), 캐슈넛(270g) ∴함량:750g

호두(180g) 아몬드(300g) 캐슈넛(270g) 건자두(300g) ∴함량:1050g

GIFT

10

EM 버블애 액상세제 2종세트

GIFT

11

EM 버블애 액상세제 3종세트

GIFT

12

EM 허브비누 3종 세트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 031-794-2340
14,000원 (택배비 3,000원)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 031-794-2340
13,000원 (택배비 3,000원)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 031-794-2340
5,000원 (택배비 3,000원)

액체세제 2L, 섬유유연제 2L

주방세제 750ml, 액체세제 1.2L, 섬유유연제 1.2L

로즈마리, 테란, 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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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13

EM 천연비누 3종 세트

GIFT

14

EM 천연비누 5종 세트

GIFT

15

추석송편 선물세트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 031-794-2340
10,000원 (택배비 3,000원)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 031-794-2340
13,200원 (택배비 3,000원)

해든솔직업지원센터 : 031-323-3450
20,000원

한방, 홍삼, 황토, 게르마늄, 콜라겐 中 택3

한방, 홍삼, 황토, 게르마늄, 콜라겐

송편 2kg

GIFT

16

원두선물세트

GIFT

17

드립백 선물세트

GIFT

18

국산참기름 160ml 선물세트

메아리보람의터 : 052-286-9067
15,000원

메아리보람의터 : 052-286-9067
23,000원

신망애이룸터 : 031-594-6624
30,000원

원두선물세트(200g x 2 + 일회용 머그컵 및 뚜껑 각 5개)

드립백선물세트(드립백10개입 x 2ro + 일회용 머그컵 및 뚜껑 각 10개)

국산 참기름 160ml 1병, 국산 들기름 160ml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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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19

황토칫솔 선물세트 1박스

GIFT

20

크리스탈칫솔 선물세트 1박스

GIFT

21

구강용품칫솔 선물세트 1박스

핸인핸 : 032-521-7471
10,000원

핸인핸 : 032-521-7471
20,000원

핸인핸 : 032-521-7471
20,000원

황토칫솔20개, 개별캡20개, 투명소박스2개

크리스탈칫솔20개, 개별캡20개, 투명소박스2개

투명소박스1개 ▶ 크리스탈칫솔10개,개별캡20개
투명소박스1개 ▶ 치간치솔(8개짜리)3개 + 스폰지치실 2개

GIFT

22

선물용 드립백 세트(콜롬비아, 예가체프)

GIFT

23

선물용 원두(콜롬비아, 예가체프)

GIFT

24

선물용 원두(케냐)

공감플러스 : 02-3663-2035
10,000 원

공감플러스 : 02-3663-2035
원두(콜롬비아, 예가체프) 500g : 16000원 1kg : 28000원

공감플러스 : 02-3663-2035
원두(케냐) 500g : 20000원, 1kg :33000원

1박스당 9g 드립백 10개씩

원두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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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25

선물용 원두(하트빈블랜딩)

GIFT

26

샬롬타올 선물세트 1호

GIFT

27

샬롬타올 선물세트 2호

공감플러스 : 02-3663-2035
원두(하트빈블랜딩) 500g : 15000원, 1kg : 25000원

하나복지센터 : 031-392-8555
20,000원

하나복지센터 : 031-392-8555
17,000원

원두

바스 1장

세면 2장

GIFT

28

샬롬타올 선물세트 3호

GIFT

29

샬롬우산 선물세트 1호

GIFT

30

샬롬우산 선물세트 2호

하나복지센터 : 031-392-8555
25,000원

하나복지센터 : 031-392-8555
25,000원

하나복지센터 : 031-392-8555
23,000원

세면 3장

2단+3단

2단+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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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31

샬롬우산타올 혼합세트

GIFT

32

순쌀 롤케이크

GIFT

33

순쌀 파운드케이크

하나복지센터 : 031-392-8555
20,000원

미래직업재활원 : 055-367-9936
11,000원

미래직업재활원 : 055-367-9936
11,000원

우산+타올

순쌀 롤케이크 - 녹차, 모카, 바닐라 중 택일

순쌀 파운드케이크

GIFT

34

순쌀알뜰세트 - 쿠키

GIFT

35

순쌀대박세트 - 쿠키

GIFT

36

제주영천토속된장, 간장세트A

미래직업재활원 : 055-367-9936
10,000원

미래직업재활원 : 055-367-9936
15,000원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 062-732-0295
28,000원

순쌀 쿠키세트 - 무화과, 호두볼, 오렌지, 오트밀, 초코칩, 백미, 흑미 중 택

순쌀 쿠키세트 - 무화과, 호두볼, 오렌지, 오트밀, 초코칩, 백미, 흑미 중 택

세트A : 된장1㎏×1, 간장0.9ℓ×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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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37

제주영천토속된장, 간장세트B

GIFT

38

제주영천토속된장, 간장세트C

GIFT

39

청정무산김 선물세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 062-732-0295
43,000원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 062-732-0295
56,000원

완주군희망발전소2호점 : 063-262-9115
15,000원

세트B : 된장1㎏×2, 간장0.9ℓ×1

세트C : 된장3㎏×1, 간장0.9ℓ×1

청정무산김 25g × 10봉

GIFT

40

원두커피 블렌드 3종 세트

GIFT

41

GIFT

42

원두커피 싱글오리진 3종 세트

가원이네 한끼발아잡곡 선물세트

해나루보호작업장 : 041-358-2901
27,000원

해나루보호작업장 : 041-358-2901
30,000원

블렌드 커피 200g*3개

싱글오리진 원두 200g*3개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 02-6959-8100
1호 (30개입) : 35,000원
2호 (10개입) : 15,000원
1호- 30포(각40g), 2호 –10포(각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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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GIFT

43

GIFT

44

GIFT

45

우리밀쿠키 3종세트

우리밀쿠키 6종세트

아름다운 : 02-971-1767
55,000원 → 50,000원(할인가)

한터 : 042-586-3341
12,000원

한터 : 042-586-3341
23,000원

375ml 3병(오미자원*복분자원*매실원)

3종세트 : 120g*3개

6종세트 : 120g*6개

해다미 프리미엄 발효원액 3종세트

GIFT

46

GIFT

47

GIFT

48

참들애찬 선물세트

참들기름 선물세트

한터 : 042-586-3341
28,000원

한터 : 042-586-3341
18,000원

한터 : 042-586-3341
12,000원

참기름320ml, 들기름320ml, 볶음깨200g. 볶음검은깨200g

참기름320ml, 들기름320ml

100g*10개

브라운핸즈초코파이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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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의 중증장애인생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