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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생산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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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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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가치있는 즐거움과 미소를 
소소드림과 함께하세요!!

착한 소비가 기업을, 산업을, 세상을 바꿉니다.

한정생산

소소드림이란?

자활생산품이란?
홀로 울어야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열정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상품들입니다.

소소드림

상품경쟁력 유통마진 제로에 도전합니다.
엄격한 기준

많이 파는 것보다 만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연이 키워낸 상품, 근거리 유통상품을 우선합니다.

생산자 직거래



        달콤메이드 / 행복가게 
        수제청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슬라이스 된 레몬과 자몽이 통으로 들어있어 

너무 예쁜 레몬청과 자몽청

진한 과일의 맛과 잘 숙성된 자연의 단맛. 

시원한 에이드로도 따뜻한 차로도 

우리집 건강한 음료로 안성맞춤

레몬청 500ml 8,000원 

자몽청 500ml 8,000원 

레몬&자몽청 세트 15,000원

달콤메이드: 062-515-6970

행복가게: 062-524-0377

        건강담은 / 우리밀스토리  
         누룽지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직접 지은 밥으로 만들어 전병처럼 

얇고 바삭한 수제누룽지. 딱딱하지 않고 

이에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옛날 누룽지의

고소함은 그대로. 소포장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고 바삭하게 즐기세요.

10봉지 박스세트 10,000원

20봉지 박스세트 20,000원      

(소포장 1봉지 안에 누룽지과자가 5개입 )

건강담은: edjahwal@hanmail.net / 062-941-5051

우리밀스토리: ilter21@hanmail.net / 062-524-0372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우리나라 곳곳의 특상 재료를  담아낸 프리미엄 티백.

 향기로운 우리 차 시리즈 국내산 원료 100%. 

산지에서 제철에 채취하여 순수한 

차 본래의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국화차, 귤피차, 귤피생강차, 발효차

향기로운 우리차 시리즈 30,000원 세트 (20티백*4) 

                              국화차 9,000원      귤피생강차 9,000원 

                                  국화차 8,000원      발효차 8,000원 (각 20티백)

edjahwal@hanmail.net / 062-941-5051

서구지역자활센터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순수사과즙 & 순수배즙

첨가물이나 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장의 씨간장처럼 어머니가 

애지중지 신줏단지 모시듯. 시간과 경험, 최적의 

온도로 숙성된 비법과 정성만이 들어갑니다.

사과즙 20포 13,000원 배즙 20포 10,000원

hsw6752@naver.com

062-382-3029 · 010-6600-4913

건강담은

건강즙이조아



        청정비누 
        세탁비누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핵심은 성분! 유해성분 없는 

친환경 EM효소성분으로 깨끗하게 안심세탁

살림9단 주부들의 핫 아이템! 

착한 미생물 EM 세탁비누로 

안전하고 강력하게! 아가 옷 세탁 OK.

1개  1,500원

ds-jahwal@hanmail.net / 062-576-6979

        청정비누 
        비누꽃바구니, 미니꽃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비누장미로 한장한장 엮어서 만든 

고급꽃바구니, 미니꽃

시들지 않고 모양 그대로 오래 간직할 수 있어

행사용 안성맞춤

비누꽃바구니 30,000원

미니꽃 3,000원

ds-jahwal@hanmail.net / 062-576-6979



유기농과 콩두부세상         
두부         
남구지역자활센터 

100% 국산콩으로 만든 전통방식 두부

건강을 지켜주는 식물성 단백질

100% 국산콩을 정성껏 골라

탱글탱글 고소한 우리두부

운동전후 영양간식, 건강한 단백질 습관 

1 모 3,500원

jawhal@hanmail.net / 062-672-7003

우리밀스토리        
우리밀쿠키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순수 우리밀로 만들어 건강한

             수제쿠키  우리밀스토리

우리밀 첨가가 아닌 100%

 순 우리밀과 신선한 재료로

우리밀 전문 파티셰가 손수 빚어 만듭니다.

 검은깨, 녹차, 땅콩,오트밀, 초코, 호두쿠키

3박스세트 10,000원 (쿠키 36개입)

 6박스세트 20,000원 (쿠키 72개입)

ilter21@hanmail.net / 062-524-0372



         해솔공예  
         편백도마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편백 원목을 통째로

오감만족 편백도마

화학처리 없이 오직 장인 손의 감각만으로

표면 처리하여 아름다운 나이테가 돋보이는

유려한 곡선 처리, 흔치 않은 30mm두께.

선물용 전용박스 포장 

편백도마 무옹이(옹이없음) 30,000원  

             유옹이(옹이있음) 15,000원

ilter21@hanmail.net 

062-524-0377 / 010-5440-0377

        해솔공예 
        모니터받침대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군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심플함이

두드러짐 없이 공간과 조화를 이룹니다.

핀란드산 레드파인 집성 원목으로 

화학적 코팅 없이 자연원목을 오직 

장인의 수작업 샌딩만으로 완성

기존 14T보다 두꺼운 18T로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공간활용, 주문제작 가능

모니터받침대 서랍형 30,000원        

모니터받침대 일반형 15,000원

ilter21@hanmail.net 

062-524-0377 / 010-5440-0377



 커피 및 음료
· D커피스토리ㅣ동구지역자활센터                    

· 기분좋은커피ㅣ서구지역자활센터

· 카페로망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커피락ㅣ남구지역자활센터

· 광자다방 양림점ㅣ남구지역자활센터

· 달콤메이드 양산점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달콤메이드 중흥점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커피마루 우산점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커피마루 신안점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커피마루 운암점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커피드림 1호점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커피드림 2호점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광자다방 흑석점ㅣ광산지역자활센터



D커피스토리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커피 및 수제차
동구지역자활센터

수제청(1200ml): 23,000원~25,000원

수제청(300ml): 12,000원

수제청(600ml): 15,000원

062-234-1410

동구 중앙로 193번길 13

기분좋은커피
커피 및 수제차
서구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2,000원

카페라떼류: 4,000원

차(tea): 3,000원~4,500원

062-352-3028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12

카페로망
커피전문점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2,800원~3,500원

에이드류: 3,900원

눈꽃빙수: 8,900원

062-369-0384

서구 경열로91(돌고개역 4번출구)



커피락
커피 및 자활생산품 판매장

남구지역자활센터

커피: 2,500원~5,500원

자활수공예품: 1,000원~50,000원

062-671-8582

남구 포충로 966-15, 1층

광자다방 양림점
커피 및 자활생산품 판매장

남구지역자활센터

커피: 3,500원~5,500원

자활수공예품: 1,500원~50,000원

062-676-5086

남구 제중로 36, 1층

달콤메이드 양산점
커피 및 수제청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2,000원

라떼(커피, 녹차 등): 3,000원~3,500원

딸기요거트 스무디: 4,000원

수제청(레몬, 자몽청): 8,000원(500ml)

천연발효식초(파인애플, 바나나):

8,000원(500ml)

062-252-4546

북구 양산신촌길 3, 상가동 1호



달콤메이드 중흥점 
커피 및 수제청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2,000원

망고 아이스티, 카페라떼: 3,000원

녹차라떼, 검은콩 민트초코라떼: 3,500원

아메리캔: 2,500원

(전메뉴 알루미늄 PET 캔 가능)

062-515-6970

북구 서양로 59

커피마루 우산점
유기농공정무역커피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2,000원~2,500원

카페라떼: 3,500원

계절주스: 4,000원

062-433-0377

북구 면앙로 77, 102호

커피마루 신안점
유기농공정무역커피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커피류(아메리카노 등): 2,000원~4,500원

티류(허브티 등): 2,500원~3,000원

생과일주스: 4,000원

062-524-0877

북구 무등로 218번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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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루 운암점
유기농공정무역커피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커피류(아메리카노 등): 2,000원~4,500원

티류(허브티 등): 3,000원

생과일주스: 4,000원

062-512-6237

북구 대자로 64

커피드림 1호점
커피 및 수제차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커피음료 1잔: 2,500원

(테이크아웃 할인행사)

더치커피(수제) 1병:

7,000원(250ml), 12,000원(500ml)

062-251-2191

북구 면앙로 30, 1층

커피드림 2호점
커피 및 수제차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커피음료 1잔: 2,500원

(테이크아웃 할인행사)

수제레몬청 1병: 6,000원(500ml)

수제자몽청 1병: 7,000원(500ml)

수제청 세트: 12,000원(500ml*2병)

062-511-2191

북구 용주로 3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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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다방 흑석점
커피전문점
광산지역자활센터

아메리카노 등 커피: 2,000원~3,000원

에이드류: 3,000원~3,500원

스무디: 4,000원

알루미늄 및 페트캔(포장가능)

062-954-1633

광산구 풍영로 101번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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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제빵
· 한마음제빵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떡으로만드는 세상ㅣ남구지역자활센터

· 너두나두호두ㅣ남구지역자활센터

· 베이커리딜리슈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우리밀스토리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뷰밀베이커리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13

한마음제빵
빵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소보루, 단팥, 앙금: 700원

롤케잌: 7,000원

쿠키: 1,500원

카스텔라: 1,000원

062-375-0384

서구 월산로 177, 2층

떡으로만드는 세상
행사 및 기념떡
남구지역자활센터

떡케잌, 꿀떡, 인절미, 팥시루떡,

가래떡, 호박인절미 등

행사 및 기념떡: 3,000원~

제품별 상담 후 가격 결정

062-651-4050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6

너두나두호두
호두과자
남구지역자활센터

호두과자: 3,000원~

(간식용, 선물용, 답례용 등)

062-676-5086

남구 제중로 36, 1층

 제과제빵
· 한마음제빵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떡으로만드는 세상ㅣ남구지역자활센터

· 너두나두호두ㅣ남구지역자활센터

· 베이커리딜리슈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우리밀스토리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뷰밀베이커리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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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딜리슈
제빵·케잌·단체간식 및 체험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앙금빵, 소보루 등: 800원

맘모스빵: 3,000원

케잌3호: 18,000원

식빵: 2,500원

062-576-6977

북구 서하로 216

뷰밀베이커리
우리밀빵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쿠키세트: 5,000원~10,000원

쿠키/코코아빵 세트: 20,000원

쿠키/롤케잌 세트: 25,000원

밤만쥬세트: 15,000원

062-941-5051

광산구 우산로 85번길 25

우리밀스토리
우리밀제과·제빵·누룽지스낵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우리밀쿠키 세트

(12개입*3개): 10,000원

(12개입*6개): 20,000원

062-524-0372

북구 면앙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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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 한땀공방ㅣ동구지역자활센터

· 다손공방ㅣ서구지역자활센터

· 드림공방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숲ㅣ남구지역자활센터 

· 청정비누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해솔공예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더아로마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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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땀공방
손뜨개, 패브릭 제품

동구지역자활센터

위생수세미: 2,000원

인형열쇠고리: 5,000원

돼지수세미세트: 10,000원

손가방: 15,000원 등

062-228-1410

동구 금남로 231, 2층

다손공방
수공예품 및 천연비누

서구지역자활센터

에코백: 5,000원~

파우치: 3,000원~5,000원

대량주문시 상담후 조정가능

062-366-3029

서구 상무대로 1080번길 11-1

드림공방
홈패션, 천연비누 등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비누: 3,000원

비누 꽃바구니: 10,000원~100,000원

수제가방, 파우치 등: 8,000원~100,000원

062-385-0394

서구 월산로 165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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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홈패션(봉제제품)
뜨개수세미 및 타월 등
남구지역자활센터

홈패션(봉제): 5,000원~100,000원

뜨개수세미 및 타월: 3,000원~10,000원

062-672-5400

남구 봉선로 51번길 13-1

청정비누
재생세탁비누 및 꽃바구니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세탁비누: 개당 1,500원(1박스 50개)

비누 꽃바구니: 30,000원

미니꽃: 3,000원

062-576-6979

북구 우치로 228번길 36-15

해솔공예
편백제품, 천연염색제품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편백도마: 15,000원 / 30,000원(무옹이)

모니터받침대: 15,000원 / 30,000원(서랍형)

편백베개: 20,000원

편백큐브 1kg: 5,000원

실크스카프: 25,000원

062-515-0373 / 010-5440-0377

북구 동운로 201번길 27



618

더아로마
수공예품 및 비누 꽃바구니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라탄, 국내산(우드트레이,

귤바구니, 피크닉원형핸들백,

원형 및 각티슈케이스 등):

10,000~26,000원

수세미: 2,000원~4,000원

채반: 10,000원(27cm), 8,000원(22cm)

062-515-5517

북구 설죽로 258, 2층



외식사업
· 드시樂ㅣ동구지역자활센터

· (유)행복을 나누는 도시락ㅣ서구지역자활센터

· 찬찬찬ㅣ서구지역자활센터

· 슬림샐러드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산타떡볶이 쌍촌점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먹자고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유)자미푸드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맘스애찬 1호점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맘스애찬 2호점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더뽀끼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밥도둑반찬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 광산푸드ㅣ광산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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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樂
출장도시락 및 출장뷔페

동구지역자활센터

도시락배달

소규모 출장뷔페

주문에 따른 가격 협의

062-228-1410

동구 중앙로 196번길 29, 1층

(유)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자활기업)

도시락, 출장뷔페 등
서구지역자활센터

도시락 사업 및 출장뷔페 등

062-384-3184

서구 구룡길 20

찬찬찬
도시락, 김치류, 반찬류

서구지역자활센터

도시락: 4,000원(공기 1,000원)

김치류(배추, 열무, 파) 1kg: 10,000원

반찬류(마른반찬, 나물류, 무침류,

조림류, 전류 등): 3,000원 / 5,000원 

062-366-5282

서구 화정로 259, 107호



슬림샐러드
샐러드, 착즙쥬스, 샌드위치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샐러드: 7,300원~8,800원

샌드위치: 5,500원~6,500원

착즙쥬스: 6,000원~7,000원

062-375-0387

서구 월드컵4강로 28번길 45-21

산타떡볶이 쌍촌점
분식류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국물누들떡볶이, 까르보나라떡볶이,

치즈떡볶이, 모듬튀김, 주먹밥 등

전메뉴 포장 가능

062-381-1225

서구 학생독립로 6

먹자고
단체급식(위탁급식소 운영)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단체급식(위탁급식소 운영)

062-576-697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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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미푸드
도시락, 출장뷔페 등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저소득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서비스

출장뷔페

062-576-6978

북구 하서로 200

맘스애찬 2호점
도시락 배달 및 반찬사업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도시락: 6,000원~

반찬, 김치류 판매

뷔페주문제작

062-522-5517

북구 면앙로 77

맘스애찬 1호점
도시락 배달 및 반찬사업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도시락: 6,000원~

반찬 1팩: 3,000원

뷔페주문제작

062-515-5517

북구 반룡로 41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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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뽀끼
분식류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국물누들떡볶이, 까르보나라떡볶이,

치즈떡볶이, 모듬튀김, 주먹밥 등

전메뉴 포장 가능

062-263-5567

북구 용주로 30-7

밥도둑반찬
도시락, 밑반찬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도시락, 밑반찬 등

6,000~15,000원

062-941-5051

광산구 우산로 85번길 47-12, 1층

광산푸드
도시락 배달 및 반찬사업
광산지역자활센터

도시락배달

백반 1식: 3,000원

062-956-0420

광산구 송도로 189, 1층(도산동)



 식품가공제조
· 우리동구카페ㅣ동구지역자활센터

· 건강즙이조아ㅣ서구지역자활센터

· 건강드림ㅣ서구지역자활센터

· 희망이네국내산두부ㅣ서구지역자활센터

· 유기농과 콩두부세상ㅣ남구지역자활센터

· 채반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파송송엄마손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행복가게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전의감사람들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건강담은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 과일담은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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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구카페
수제청
동구지역자활센터

레몬청, 자몽청, 백향과청,

모과청, 생강청, 석류청

500g: 10,000원~15,000원

900g: 15,000원~25,000원

1200g: 20,000원~30,000원

062-228-1410

동구 중앙로 196번길 8, 1층

건강즙이조아
건강즙
서구지역자활센터

순수배즙:

 50포 20,000원 / 150포 60,000원

순수사과즙:

 50포 24,000원 / 150포 70,000원

홍삼즙:

 30포 45,000원 / 60포 90,000원

062-382-3029

서구 상무대로 916번길 9

건강드림
건강즙
서구지역자활센터

양배추즙, 적양파즙, 종합야채즙:

50포 26,000원 / 150포 70,000원

배도라지배즙, 헛개즙:

50포 30,000원 / 150포 80,000원

비트즙:

50포 40,000원 / 150포 100,000원

062-383-3028

서구 쌍촌로 47번길 22

 식품가공제조
· 우리동구카페ㅣ동구지역자활센터

· 건강즙이조아ㅣ서구지역자활센터

· 건강드림ㅣ서구지역자활센터

· 희망이네국내산두부ㅣ서구지역자활센터

· 유기농과 콩두부세상ㅣ남구지역자활센터

· 채반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파송송엄마손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행복가게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전의감사람들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건강담은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 과일담은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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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네국내산두부
두부, 콩물

서구지역자활센터

두부: 3,500원

도토리묵: 5,000원

우뭇가사리: 3,000원

콩물: 5,000원

비지차: 10,000원

062-381-3029

서구 내방로 338번길 2-1

유기농과 콩두부세상
두부, 콩나물

남구지역자활센터

콩나물: 2,000원

두부(1모): 3,500원

100% 국내산 콩, 개별포장

062-672-7003

남구 봉선로 79번길 32

채반
건조식품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레몬/자몽/오렌지: 5g 500원, 

10g 1,000원, 60g 6,000원, 80g 8,000원

비트, 우엉: 80g 8,000원

작두콩, 돼지감자: 

80g 6,000원, 120g 8,000원

062-576-6971

북구 하서로 20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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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가게
수제청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레몬청, 자몽청(500ml): 6,000원

선물세트(2병): 12,000원

062-514-0377

북구 태봉로 63

파송송엄마손
각종김치류 및 반찬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배추김치 외 각종김치류(kg): 7,000원

낙지젓갈, 창란젓, 진미채,

콩자반 등(350g): 5,000원

062-251-2753

북구 면앙로 77

전의감사람들
건강즙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국내산 1포 120ml, 박스포장

도라지배즙:

 30포 30,000원 / 150포 80,000원

칡즙:  60포 30,000원 / 150포 85,000원

흙마늘즙:

 60포 90,000원 / 150포 190,000원

홍삼즙: 60포 150,000원 / 150포 360,000원

062-512-0773

북구 반룡로 41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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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담은
누룽지 및 각종 차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누룽지 박스포장: 12,000원 / 24,000원

차세트: 30,000원

귤피차, 발효차: 7,000원

국화차, 귤피생강차: 8,000원

062-941-5051

광산구 우산로 85번길 25

과일담은
잼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딸기잼 500g: 6,000원

블루베리잼 500g: 8,000원

062-941-5051

광산구 우산로 85번길 25



 세탁
· 화이트세탁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크린슈즈ㅣ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새물내음세탁ㅣ광산지역자활센터

· 해맑은빨래방ㅣ광산지역자활센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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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세탁
일반 의류세탁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Y-셔츠: 1,000원

정장상의, 하의: 2,000원

점퍼: 3,000원

가죽점퍼: 30,000원~

침구류: 7,000원~

062-671-9876

서구 월드컵4강로 112번길 7-2

크린슈즈
운동화 및 신발 빨래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아동화: 2,500원

기본운동화: 3,000원

골프화, 가죽: 4,000원

가방류: 4,000원~

062-655-5685

서구 화개1로 1번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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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내음세탁
일반 의류세탁
광산지역자활센터

와이셔츠, 남방: 1,000원~2,000원

정장: 5,000원

점퍼, 코트: 5,000원~8,000원

침구류: 3,000원~8,000원

062-955-9078

광산구 용아로 379번길 25-2

해맑은빨래방
운동화 및 신발 빨래
광산지역자활센터

아동화: 3,000원

일반운동화: 4,000원

구두: 4,000원~8,000원

가방: 5,000원~12,000원

062-941-5469

광산구 사암로 130번길 120



유통 및 교육
· The드림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아름다운세상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소소드림판매장(커피드림3호점)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파워유통ㅣ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 블럭과 장난감ㅣ광산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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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드림
자활 및 사회적경제
생산품 판매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건비트차, 재생비누 비누꽃바구니,

천연스카프, 차량용디퓨저,

 모니터받침대, 손가방 외 봉제제품 등

062-266-6970

북구 면앙로 77

아름다운세상
유통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점보롤화장지 1박스: 29,700원

핸드타월 1박스: 26,400원

방향제 1개: 3,500원

010-2600-4343

북구 송월로 62

소소드림판매장
(커피드림 3호점)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커피음료: 1,000원

수제레몬청, 건조과일차, 비누,

편백도마, 수공업봉제 제품 등 자활생산품

062-575-2191

북구 하서로 950, 1층

(효령노인복지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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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유통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사무용품(토너, 복사용지 등)

생활용품(마스크, 종이컵 등)

학교 및 기관 판촉물

062-514-9119

북구 설죽로 258, 2층

블럭과 장난감
장난감대여
광산지역자활센터

레고 및 블럭 놀이방 이용:

1시간 5,000원

단체 4,000원

정회원 할인

장난감대여(http://kwangju114.

cafe24.com/~block/)

062-959-1637

광산구 소촌로 100, 상가 109동



 가공
· 동구신나는가공ㅣ동구지역자활센터

· 힘찬가공ㅣ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가공나라ㅣ남구지역자활센터

· 우리함께ㅣ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 다온두레ㅣ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 광산해피텍ㅣ광산지역자활센터

35



636

동구 신나는 가공
식재료 가공
동구지역자활센터

식재료가공 및 납품

062-228-1410

동구 중앙로 196번길 19, 1층

힘찬가공
전선가공

서구지역자활센터

전자부품 조립 및 납품

062-384-3029

서구 군분2로 33번길 5(화정동)

가공나라
전선가공

님구지역자활센터

전자기기 내 전선조립(TV, 냉장고 등)

제품별 단가 협의

062-676-5086

남구 회재로 1223번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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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
전자부품 임가공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전자부품 조립

062-576-6970

북구 우치로 231번길 41

다온두레
전자부품 임가공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전자부품 임가공

062-524-0377

북구 경양로 111, 2층

광산해피텍
전자부품 조립
광산지역자활센터

전자부품 조립 및 납품

062-941-1634

광산구 평동로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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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공간클리닉
· 광주콜세차ㅣ동구지역자활센터

· 세차&새차ㅣ서구지역자활센터

· 내차처럼ㅣ남구지역자활센터

· 어등스마일세차ㅣ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 홈헬퍼ㅣ남구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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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콜세차
출장스팀세차
동구지역자활센터

경형: 15,000원 / 소형·중형: 20,000원

SUV형: 25,000원 / 승합차: 30,000원

연무탈취 별도: 5,000원

트렁크 별도: 5,000원

062-228-1410

동구 금남로 231

내차처럼
남구지역자활센터

경차; 7,000원 / 증향: 9,000원

SUV: 11,000원 / 외제차: 13,000원

출장스팀세차

차종에 따라 가격상이(30,000원~)

062-676-5086

남구 회재로 1208

세차&새차 스팀세차
서구지역자활센터

출장스팀세차: 20,000원~70,000원

차종에 따라 가격 상이

062-365-3029

서구 군분로 211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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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스마일세차
고클린워터리스 세차,
실내클리닉, 광택코팅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경차: 18,000원 / SUV: 26,000원

고급+외제: 31,000원

향균서비스 무료

출장세차 전문(광주전지역 가능)

전남권 시외지역 추가요금 별도

062-941-5051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35

홈헬퍼
살림돌봄 및 아이돌봄

남구지역자활센터

살림돌봄 20평 기준: 40,000원

(10평 추가시 5,000원 추가)

아이돌봄 1개월: 600,000원

1일(8시간): 80,000원

062-676-5086

남구 봉선로 51번길 13-1, 2층



(주)희망자원(자활기업)

재활용

동구지역자활센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재활용)

061-337-1420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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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청소

클린업청소방역 동구지역자활센터

퍼스트크린 남구지역자활센터

228-1410

예스크린 남구지역자활센터

크린환경 협동조합 남구지역자활센터

입주청소:평당 13,000원 
상주청소 및 건물청소: 협의후 결정

676-5086

깨끗한세상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입주청소:평당 13,000원 
상주청소 및 건물청소: 협의후 결정

676-7123

해피크리너스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소독: 협의후 결정
입주청소: 평당 13,000원

676-7123

한우리청소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위생관리용역업 및 소독업 515-5517

㈜신나는세상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위생관리용역업 및 소독업 351-8287

㈜쓰리고 광산지역자활센터

청소용업 및 취업알선 372-4488

물갈음청소 광산지역자활센터

청소용업 및 소독방역 515-7481

맑은세상 협동조합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위생관리용업 및 소독업, 실내크리닝 941-1633

The푸른환경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건물관리 청소용역 941-1633

청소박사 협동조합 서구지역자활센터

위생관리용역업 및 소독업 941-5051

학교 등 위탁 청소 및 소독업 941-5056

청소용역 및 취업 알선 371-3029

깨끗한세상 청소 서구지역자활센터

㈜다우환경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아름다운세상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학교, 관공서, 상가, 아파트 상주 청소 351-3029

청소용업 및 소독방역 512-7482

건물청소 및 소독업 576-6976

매장명

입주청소 평당 12,000원
건물청소 평당 10,000원~15,000원
소독, 방역 회당 35,000원(가정집)
건물 협의가능

해당센터 상품 설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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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헬퍼 남구지역자활센터 살림돌봄 676-5086



택배

(유)바로드림 동구지역자활센터

119사랑드림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062-228-1410

바른택배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금호물류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062-576-6970

062-576-6970

바로바로택배 광산지역자활센터

062-373-1110

(주)광산택배 광산지역자활센터

062-941-1633

062-385-8547

카드및  공구배송

희망차차 남구지역자활센터 정부양곡 배송사업 062-674-5963

새론물류협동조합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010-2601-7728

CJ 대한통운 택배

당일배송 및 택배

매장명 해당센터 상품 설명 연락처

정부양곡 배송사업

정부양곡 배송사업

정부양곡 배송사업

정부양곡 배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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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택배 서구지역자활센터 정부양곡 배송사업 062-363-3028



건설

집수리 동구지역자활센터

광주주거복지협동조합 광주광역자활기업

062)227-6552

062)673-1515

(주)더드림하우징 남구지역자활센터

(주)미래로건설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062)653-0494

062)512-8504

(주)빛고을건설 서구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062)385-3833

척척박사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062)375-0384

매장명 해당센터 상품 설명 연락처

토탈집수리서비스

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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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돌봄&바우처

우리두리돌봄 남구지역자활센터

서구상무자활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062)676-5086

북구일터자활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062)375-0384

062)524-0377

동구자활 동구지역자활센터

서구자활 서구지역자활센터

062)228-1410

062)351-3027

약손간병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돌봄(유료) 062)375-0384

참사랑간병어머니회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062)524-0377

매장명 해당센터 상품 설명 연락처

돌봄(유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 및 가사관리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65세 미만)

돌봄(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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