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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VISION

MISSION
발달장애인의 평생파트너,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래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주간활동, 

사례관리, 직업훈련, 특별활동 지원 등)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오픈 마켓 및 거래처 확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기업으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유·무형의 자산을 창조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한다.

2015.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보건복지부) 2016

2017

2018

2015.12 
희망나래 탄생나눔잔치 실시

2015.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시설 인가(제주시)

2016.2 
2016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

2016.10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선정

2017.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
시설인가(제주시)

201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희망나래일터’시설 인가(제주시)

2017.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인쇄물, 쇼핑백)

2017.6 
우수협동조합 선정
부총리 표창장 수상
(기획재정부 장관)

2018.9 
발달장애인전문가 교육과정 선정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4 
2018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2016.12
사회적기업 인증

2016.6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발달장애인의 평생파트너,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래

MISSION

2018.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지정
(인쇄물, 쇼핑백, DM발송, 문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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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업상담, 사례회의,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수립

희망나래프린팅

쇼핑백, 명함, 카다로그, 교재, 

인쇄물 등 광고홍보물 제작

희망나래기프트

제주관광상품, 판촉물, 기념품,

홍보용품 등 제작 판매

T.  064) 751-5152 
F.  064) 751-5153

자립활동, 사회활동, 정서활동,

자기권리옹호활동, 작업활동,

특별활동, 사례회의, 가족상담,

개별 지원계획 수립

T.  064)  752-5151
F.  070-8147-5152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위하여 

함께 사는 집을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T.  064) 746-7774
F. 064) 746-7756 

조합원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와 함께 일과 삶을 나누는 

사회·경제적 협동공동체 역할 수행

T.  064) 751-5150

희망나래

2015.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보건복지부) 2016

2017

2018

2015.12 
희망나래 탄생나눔잔치 실시

2015.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시설 인가(제주시)

2016.2 
2016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

2016.10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선정

2017.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
시설인가(제주시)

201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희망나래일터’시설 인가(제주시)

2017.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인쇄물, 쇼핑백)

2017.6 
우수협동조합 선정
부총리 표창장 수상
(기획재정부 장관)

2018.9 
발달장애인전문가 교육과정 선정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4 
2018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2016.12
사회적기업 인증

2016.6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발달장애인의 평생파트너,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래

MISSION

2018.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지정
(인쇄물, 쇼핑백, DM발송, 문서파일)

사업안내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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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래활동센터 2018년을 소개합니다.

자립활동

사회활동

1

2

- 일상생활훈련: 일상생활능력 및 자립생

활 지원 (개인위생, 식사예절, 올바른 의

생활)     

-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통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IN-Body측정, 보건교육 등)

- 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력 향상 및 사회생활

에 필요한 능력 배양(의사소통교육, 대인관계

향상훈련)

 -사회적응활동: 사회적응력 

향상 및 일상생활의 활력제

공(영화 및 공연, 미술관 관

람, 체험 활동, 패스트푸드

점, 노래방이용 등 자치회의

를 통한 이용인 욕구 반영)

- 자기권리옹호교육: 성교육

을 통한 건전한 성의식 배양 

및 인권의식에 대한 이해 증

진(성교육, 인권교육)

희망나래활동센터는 재가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작업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업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75 3층(이도일동)   

전 화 064) 752-5151   팩 스 070-814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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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활동

작업활동

3

4

- 도내시설연합캠프: 캠프를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여가활동 실시 

프로그램

- 지역사회행사참여: 다양한 지역사회행사 참여를 통하여 소속

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활력제공 프로그램(들불축제(새별오

름), 노랑축제(탐나라공화국), 왕벚꽃축제, 탐라문화제(탑동 등)

- 원예활동: 원예활동을 통한 표현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 도모(보틀정원, 

공기정화식물 심기, 텃밭가꾸기 등)

- 체육활동: 체육활동을 통한 이용인

의 체력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라인

댄스, 토스볼, 산 등 )

- 생일파티: 생일파티를 통한 자

아존중감 및 유대감 향상(생일

케익커팅, 축하메세지 전달 등)

- 작업활동: 직업활동을 통한 작업활동 및 직업의식 함양, 직업인식교육, 

작업습관형성, 직무훈련(향기공방, 목공, 수제차 만들기 등)

특별활동5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심(心)먹고 신

(身)먹고’:  성인발달장애인

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

능력향상프로그램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 

한국무용과 연극 활동을 통

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자존감 

향상 지원사업

6외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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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희망나래공동체의 

일상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08:00 아침식사
아침이지만 잡채밥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버스타기
새로 바뀐 노선을 헷갈리지 않고 
잘 탄답니다.
우리에게 지각은 없답니다.

포장업무
DM발송용 소식지 포장을 하고 있
어요. 으라차차 빨라져라 손!

쇼핑백 후가공
희망나래일터의 쇼핑백 후가공은 도내유일의 시스템입니다.
우린 역시 멋짐.

생일파티
생일파티는 언제나 즐거워~. 축하
합니다!
내 생일은 언제오려나~~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이용프로그램으로 
영화관에 가는 중입니다.
버스타고 씽씽~~

07:00 ~ 기상

08:30 출근
지금부터 본격적인 희망나래일터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6길 26  A동 103호(연동, 제원아파트) 

전 화 064) 746-7774   팩 스 064) 74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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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30 퇴근 
희망나래일터에서 쌀과 김치를 주셨어요.
김치찌개가 좋을라나~~!

18:30~ 저녁식사
샤워 후 식사전 청소는
매너남들의 필수코스입니다.

19:00~19:30 그릇정리
저녁식사 후 식기세척 솔선수범.
그릇의 물기는 이렇게~
자~ 보세요~

뽀송뽀송하게 
빨래정리도 필수!

      항상 이렇게 먼저 합니다.

체력단련
이번엔 스트라이크!! 꾸준한 운동과 
여가 생활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한 슬기로운 생활을 합니다.

마트이용하기
크리스마스 장식 소품을 고르는 등 
필요한 물건을 사고 직접 계산 합니
다. 

용돈관리하기
스스로 계획있는 용돈관리를 위해 틈
틈히 은행방문은 필수죠~ㅎ

19:30~21:30
여가 지원 (개별Program)

21:30~
취침전 휴식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우리도 트리를 만들어볼까?

팥빙수야아아~
더운여름엔 가끔 
카페에서 심야데이트!

TV삼매경
오늘은 무슨 프로가 
재밌을라나~

2017. 01. 12
장애인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 시설 인가

      2017. 02. 21
    희망나래공동체집들이

      2017. 07. 01
       김훈 원장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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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5. 04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
 ‘희망나래일터’ 시설 인가

  2017.  11. 08 ~ 09
도외나들이 체험

  2017. 05. 25
인쇄사 · 출판사 신고

      2017. 06. 02
근로장애인 9명 근로계약 체결

      2017. 07. 01
근로장애인 3명 근로계약 체결

      2017. 10. 10
직업적응훈련생 계약 체결

      2017. 11. 20
기능보강사업(자동문 설치공사) 

      2017. 07. 21
근로장애인 1명 근로계약 체결

2017. 11. 21
희망나래일터 개원식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75 3층(이도일동)       

전 화 064) 751-5152  팩 스 064) 751-5153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 9

2017.  09. 14
희망나래일터 장소 이전
(제주시 중앙로 175)

2017.  12. 26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2018. 01. 04

통신판매업 신고

2018.  12. 14
'열네 가지의 희망'

출판 기념회

2018. 07. 06
오카리나앙상블 장애인
문화예술제 우수상 수상

2017. 09. 18
기능보강사업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칸막이 공사) 

2017. 09. 21
제1차 부모회의 및 교육 진행

      2017. 07. 01
근로장애인 3명 근로계약 체결

      2017. 09. 01
근로장애인 1명 근로계약 체결

2017. 12. 15
제1기 시설운영위원회 위촉

      2018. 01. 02
직업적응훈련생 근로장애인 계약체결 전환

2017. 11. 0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오카리나 

      2017. 07. 21
근로장애인 1명 근로계약 체결

2018.  11. 30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추가지정

(인쇄물, 쇼핑백, DM발송, 문서파일)



10 · # 기쁨과 여유 그리고 활력있게 

전단, 리플렛(팜플렛), 브로슈어, 포스터, 현수막 #다양한 활용도 #메뉴판 #행사/홍보물

소봉투, 대봉투

명함 #시선과 발길  #후가공

희망나래는 최고의 디자이너와 설비, 최선을 다하는 사원들의 손길로 책, 포스터, 

리플렛, 명함, 카드 등 다양한 인쇄 관련 아이템들을 만듭니다.

출력부터 재단, 책 제본, 포장, 배송까지 장애 사원이 생산 과정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래 프린팅

#대박리뉴얼 #착한가격 

인쇄물에
날개를 달자!!

포스터
리플렛

문서파일 #정부화일, 진행화일, 보존상자

참여자를 모십니다.

만 5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제주도민
※재직자 또는 사업자 제외 

�
오름관리 및 등반객 안내

오름매니저 (172명) 

�
지정된 장소에서의 공연활동

버스킹공연단 (10명) 

�
지정된 장소에서의 도서대여 활동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16명) 

�
푸드뱅크·마켓의 기부식품 
관리·배분지원

푸드메신저 (38명) 

�
이음일자리사업 및 구직·구인상담

일자리지원단 (14명) 

JOB

참여자격
 (활동시간 : 1회 4시간, 주 12시간 - 총 48시간 기준) 
  활 동 비 : 월 456,000원
  보험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참여자 지원사항 

사업주관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eum5070@hanmail.net), 팩스(F. 702-3383) 접수
(※신청서 심사 및 면접심사 후 참여자 최종 선정) 

신청방법

2018년 2월 5일(월) ~ 2월 14일(수)

신청기간
※사업단 참여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주관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T.702-3783)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T.710-4501)                         고령자인재은행 (T.711-832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YWCA고령자인재은행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인「JDC 이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잇는

│신청 및 문의 (사업주관기관)│

참여자를 모십니다.

제주

        일자리 사업

폴개협동조합_전단지_210×297

안녕하세요?

저희 청정 제주 팜~  폴개협동조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귤을 받아보시고 시중에 판매되는 것처럼 

반짝거리지도 색깔이 곱지도 않다고 

혹 실망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희  농장에서는 

강제로 착색을 시키거나 

강제로 후숙을 시키거나 

강제로 왁스 코팅을 하지 않은 친환경

3無의 감귤입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제초제를 단 한번도 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키운 감귤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폴개협동조합 은 감귤과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정 제주 농특산물인감귤(감귤,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과 블루베리, 표고버섯, 고사리, 건귤(건강한귤, 건조한귤), 감귤와인 혼디, 

제주 벌꿀 등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귀농귀촌인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폴개협동조합입니다.

무르거나 썩은 귤은 따로 나눠 즉시 먹거나 버립니다. 정성껏 

선별해서 보내드리기는 합니다만 새가 쪼아 먹은 것이나 

유통과정에서 무른 감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귤은 다른 

감귤을 상하게 합니다.

드시기 전에 미리 꺼내서 따듯한 실내에 몇 시간 정도 두었다 

먹으면 더욱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감귤은 그 단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서늘한 곳 특히 3~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단, 귤이 얼지 않도록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해야합니다.

구입하신 감귤은 먼저 박스에서 모두 꺼내 선별합니다.

감귤 맛있게 먹는 방법 

검색폴개협동조합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농협 351–0909-8820–03 (예금주 : 폴개협동조합)
010 6310 0335 / 010 8474 0409

교재, 자료집,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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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제주의 가치 #스토리텔링 #기획 · 제작

도내유일의 쇼핑백 후가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사원들이 전 공정을 책임지고 
가공하고, 직접생산과 가공으로 경쟁력있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희망나래일터만의 아이템입니다.

나래 쇼핑백

#제주관광상품 #제주유일 후가공시스템 구비 

#대박리뉴얼

쇼핑백의 모든 것
희망나래와 함께하세요!!

표현하는 작은공간 쇼핑백 제작의 모든것

종이재질, 코팅종류, 부자재 종류등.. 고객님의 쇼핑백을 

한층 업그래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상품 #제주유일 후가공시스템 구비 

#대박리뉴얼

쇼핑백의 모든 것
희망나래와 함께하세요!!

제작상담 및 견적 디자인 인쇄

포장 후가공배송



▲제주도청

◀아라동
제주은행●

    ●

공동모금회●

   ●
제주시청

▲공항 
탑동방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