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 폰
쿠폰 사용방법
- 본 쿠폰은 1인1매이며 1회 사용가능합니다.
- 쿠폰을 사용하신곳에서 꼭 사용체크를 받으세요.

연번 단체(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 ㈜한누리 이철종 02-6084-5130
www.okhannuri.com 신촌로25, 2층 위생관리 청소용역,  

각종 대행 청소

2 ㈜에듀머니 제윤경 02-775-7670 
www.edu-money.co.kr

연희로15안길 
33-10

취약계층 가정 경제교육, 
개인재무관리컨설팅, 가계

부 및 정기간행물 등  
각종 개인재무관리 컨설팅

3
㈜엔비전스 
(NHN Social  
Enterprise㈜)

송영희
02-313-9977

www.dialogueinthedark.
co.kr

연세로 8-1
9층

‘어둠속의 대화’ 전시 기획 
및 운영,  

웹접근성사업

4 ㈜파랑발 김남두 1544-1880
www.15441880.com

연세로5길
26-17

창천빌딩 5층
백화점 연계 지하철택배

5 (유)다솜도시락 김순덕 02-324-2607
www.seojahwal.or.kr

가재울로6길 
53-1

각종 모임 도시락, 
단체 급식 도시락 등

6 ㈜매직피쉬  
프로덕션 조순옥

T.736-3398/9 
F.736-3397 
www.woom.kr

문화촌길6 
승희반석빌딩 

5층
교육 컨텐츠 개발

7 ㈜스플 심소라 018-311-6096
www.sp-se.com

인왕시장길 18 
105 설치미술을 통한 공간연출

8 삼분의이 서현주
070-4845-3223 
010-2717-9784
www.2slash3.com

통일로26길 31 자폐아동,청소년 예술교육

9 청소년문화체육 
진흥센터 박흥식 T.02-3216-2232 

F.02-396-1966 통일로 484
청소년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에이전시 사업

10

㈜오티스타 
(AutiSTAR:Autism 

Special Talents and 
Rehabilitation)

이완기
T.02-523-1714 
F.02-523-1915

http://www.autistar.co.kr

이화여대길79  
6층

자폐인 디자인 교육 및 작
품 상품화

11 자리 주식회사 신바다 T.070-4642-7095 
F.02-2654-7697

인왕시장길18  
108호 카페, 바리스타 교육 사업

12 전국녹색가게  
운동협의회 유병연

02-393-5828  
018-226-4084

http://www.greenshop.or.kr

통일로 189  3
층 기타(물물교환)

13 ㈜누리콤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신사경

02-394-4967  
010-2848-7815

www.7815.tv

인왕시장길18  
가-104호 기념품, 판촉물, 벨트

14 흰돌복지회 정해두
02-322-4282  
017-237-5542

www.hwindol.co.kr
가좌로 21 출소자 고용을 통한  

인테리어 사업, 건축자재

15 행복나눔플러스 최회광 070-8282-5555
http://행복나눔플러스.kr

모래내로13길  
9-20  지층 도시락,반찬류

16 ㈜수풀지기 김병국 02-324-1027
http://supulzigi.com

연희로11마길 
86-77

생태공원 환경정비 
및 숲가꾸기

사회적기업

연번 단체(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 수풀지기 김병국 010-3212-4530 연희로11마길 
86-77 벌초,묘관리, 조경

2 (유)다솜도시락 김순덕 02-324-2607 가재울로6길 
53-3

각종 모임 도시락, 단체 급
식 도시락 등

3 행복짓기인테리어 
자활기업 정현오 02-394-1124 세검정로 41-1 도배, 장판, 인테리어, 화장

실 등

4 정원의사계
자활기업 이흥순 011-9400-6367 연희로11마길 

86-77 옥상녹화 조성 및 정기관리

5 신세계녹화
자활기업 이만수 010-6384-3788 연희로11마길 

86-77
옥상녹화 조성 및 정기관

리, 조경사업

6 에버클린
자활기업 김천국 02-3142-7017 명지대5길 1 소독방역, 입주청소, 건물 

상주 청소, 청소용품 판매

7 크린토피아
자활기업 이복순 02-323-8639 연희로31길 3 수선, 세탁

8 깨끗한세상 현리사 02-324-1027 연희로11마길 
86-77 학교, 기관, 어린이집 청소

9 보육지원사업 현리사 02-324-1027 연희로11마길 
86-77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조리원 파견

10 핸드메이드사업 현리사 02-324-1027 연희로11마길 
86-77

연 MP, CP비누, 
수세미 판매

11 푸른숲 현리사 02-324-1027 연희로11마길 
86-77 미니화분 판매, 공원관리

12 행복플러스택배 현리사 02-324-1027 연희로11마길 
86-77 쌀배송 및 판배, 물류유통

자활기업

연번 단체(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 어울림터 오세만 011-246-3021 홍은동 12
- 도시농업 기반조성사업  
-  감나무,엄나무 등 심고 관리
-  노천극장활용 문화행사 진행

2 ㈜ 도농원 노영훈 02-374-8830 응암로1길
25-10

-  도시농업위한 씨앗,모종유통
- 도농직거래 사업
-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3 사랑나눔
자원봉사센터 김혜미 010-9254-

3909
통일로39가길 

57

- 지역기반 마을카페 창업
-  홈페이지 구축통한 사업 확장
-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얼티즌(주) 오정익 010-2803-
1542

이화여대길 
88-21

- 교육컨설팅
- 강연 행사 기획 및 제작
-  마을과 청년을 잇는 마을허브

마을기업

연번 단체(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7
효마을주야간보호

시설이용자
협동조합

강경헌
011-9703-6671
070-7603-7100

caffe.naver.com/netonsm

응암로 145, 4
층 406호 물품공동구매

18
효마을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이용자

협동조합
김동주

011-9703-6671
070-7603-7100

caffe.naver.com/netonsm

응암로 145, 4
층 406호 물품공동구매

19 효마을방문요양
이용자협동조합 유재영

010-3035-0904
070-7603-7100

caffe.naver.com/netonsm

응암로 145, 4
층 406호 물품공동구매

20 동네빵네협동조합 김용현 010-5350-6800 
02-337-6436 연희로 243 물품공동판매(빵)

21 행복드림복지
협동조합 손호정 010-2369-6362 02-

337-6436 응암로 73 3층 사회서비스

22 번역협동조합 이수경

011-9580-8988
02-388-0003

010-5205-0784
www.transcoop.org

연희로8길 
28-49  302호 번역

23 크래프트쿱
협동조합 김성익 070-4655-8561 

010-4477-8510

통일로 484 
유진상가 신지식
산업센터 317호

가구제작

24 보은협동조합 김세진
02-374-4924 

010-5347-2211 
ksj2211@hanmail.net"

증가로23나길 
32 노인복지서비스

25 지구마을청년교육
협동조합 양희창 010-4441-6467 통일로 531  2층 교육서비스업

26 신촌품앗이
협동조합 이인숙

010-3038-9580
사무실:02-312-1390 
대표:010-5337-5005 

www.shinchonpumashi.com

연세로2나길 
77

공동청소, 제설, 배달, 환경
지킴이

27 한국주택리모델링
협동조합 이존경 070-4319-3431 

k3323@chol.com
경기대로9길 

81
건축설계, 디자인, 철거, 
부품조달및 공동마케팅

28 행복나눔 건설
협동조합 함왕회 010-4720-0611 연희로 251

201호

실내건축, 건축마무리, 
건물 설비 설치 공사, 청소 

및 방제서비스 등

29 협동조합 카페인 강신하 010-9235-0200 
bokyoumi@gmail.com 신촌로 25 카페, 쇼핑몰 운영

30 한국외식협동조합 권형택 010-7178-1989 
jungehyun@naver.com 가좌로 116-12 외식사업

연번 단체(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31 개인택시무료정비
협동조합 신희열 010-5107-5955 수색로100 

210동 1003호 서비스(택시정비)

32 이웃사촌협동조합 여운자 02-393-4471
Yeu6308@hanmail.net 

독립문로8길 
41 키즈 카페 운영

33 해피셰어링
협동조합 곽인경 02-322-2589 

ik617@naver.com 연희맛로1 문화예술공연 및 기획

34 아셀협동조합 노춘월 02-364-6487 신촌로 293 
사회관 203호

염색약 가공 및 
친환경재활용사업

35 효마을방문요양케어
매니저협동조합 김경희 070-7603-7100 응암로 145

4층 403호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공동구매

36 효마을공동생활가정
케어매니저협동조합 이경숙 070-7603-7100 응암로 145

4층 403호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공동구매

37 효마을주야간보호케
어매니저협동조합 나상민 070-7603-7100 응암로 145

4층 403호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공동구매

38 효마을복지촌장
협동조합 임정배 070-7603-7100 응암로 145

4층 403호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공동구매

39 신촌문화예술
협동조합 이호찬 02-313-9100 신촌로 109 

B206-1 신촌지역 행사 및 이벤트

40 생명평화연구교육
협동조합 김용복 010-5509-6489 충정로11길 20 

CI빌딩 기사연
정책 개발 및 연구, 

출판사업

41 얼티즌허브
협동조합 오정익 02-2275-0923 

ohjungik@gmail.com 이화여대길 64 마을 카페, 마을공연장, 
공동업무공간 운영

42 거북이자연학교
협동조합 문형주 010-4595-2720 홍은중앙로 

104-1  2층 숲 유치원 운영

43 날개직원협동조합 김종헌 010-7291-7239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일자리 증대, 
근로 조건 향상

44 마을공동체연구
협동조합 현광일 016-421-5717 

dosam21@hanmail.net 이화여대길 64 마을공동체연구

45 노인사랑중앙회
협동조합 신광철 02-6339-8275 

shinmosea@hanmail.net 통일로 428-1 재가장기용양서비스

46 송아리협동조합 이형규 010-4207-1723 
faceone@empas.com

증가로 6길
42-11 공동구매

47 모두가협동조합 이경호 010-7397-7897 
ssoxx5@naver.com 증가로 133 청소위생관리사업

48 사회적협동조합
이상상 최우진 010-9909-5498

(감사최혜린) 불광천길 52 지역학교지원사업

연번 단체(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 대한미용기기
협동조합 박금실 02-393-0152 

www.koreacmc.com 충정로 77 미용

2 행복만나협동조합 최회광 010-6665-0091 모래내로13길 
9-20 음식(도시락배송)

3 한국상담전문가
협동조합 손운산 010-8296-3265 문화촌길6

승희반석빌딩 4층 컨설팅

4 우리술협동조합 정제민 010-8784-1525 경기대로 43-1 술제조

5 협동조합마을
공동체하.나.의. 김형원 010-3745-1963 

mt633@naver.com 가재울로 12 돌봄(놀이방,공부방)

6 서대문부모
협동조합 오경섭 02-391-9002 거북골로 4-18  

1층
돌봄(부모협동보육시설운

영)

7 삶의출판협동조합 이수영 010-8240-7624 
woodmgee@naver.com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310호 출판사업

8 안경사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서윤진 02-756-1001 독립문로 28 물품공동유통및판매(안경), 

안경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9 신촌번영회
협동조합 이문학 010-4192-9294 연세로 12길 

37-3 지하1층 물품(공동구매 및 도소매)

10 서문환경협동조합 임갑순 010-8021-7545 모래내로 13길 
9-22 지층

서비스
(건물청소,자원재활용)

11 여민복지협동조합 김용광 02-324-9662 
kyk3662@hanmail.net

연희로 261 
2층

돌봄(방문목욕, 간호등사회
서비스)

12 협동조합두레반 이미선 070-4115-5986 명지길 117 단체급식사업,
도농직거래사업

13 하나온협동조합 제갈
종익

02-3141-2166
02-3141-0401

www.hanaongroup.kr
연희로 167 물품 제조판매(기념품, 

홍보물, 인쇄물, 선물용품)

14 한국사진가
협동조합 윤진희 010-8923-5128

070-8806-0302 연희로 52-18 문화예술

15 한국국악교육
협동조합 박정구

010-8620-2999
사무실:010-2430-5416 
gugak-edu@daum.net

문화촌길6
승희반석빌딩 4층 문화예술

16 한옥설계기술단
협동조합 이강만

010-7182-5025
02-774-2261 
cafe.daum.net/
myongjihanok 

ekangman@naver.com

홍제천로 152  
1층 건축

협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대표전화 02)395-1965 상담전화 02)395-0844 

전송 02)395-1966 www.seharmony.org
seharmony@naver.com / fb.com/sdmharmonypage

twitter.com/sdmharony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지도

범 례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서대문구 자활기업

서대문구 마을기업

서대문구 협동조합

북한산

인왕산

추계예술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외국인학교

한성과학고

서대문구청

서대문소방서

힐튼호텔 홍제역

무악재역

독립문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

홍대입구역

증산역

가좌역

신촌역
(경의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한누리

㈜에듀머니

㈜매직피쉬  
프로덕션

삼분의이

전국녹색가게  
운동협의회

㈜오티스타

㈜스플
㈜누리콤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자리
주식회사

청소년문화체육 
진흥센터

(유)다솜도시락

행복나눔플러스

흰돌복지회

㈜엔비전스

㈜파랑발

행복짓기인테리어

정원의사계

신세계녹화
자활기업

에버클린
자활기업

크린토피아

깨끗한세상
보육지원사업
핸드메이드사업
푸른숲
행복플러스택배

어울림터

㈜ 도농원

얼티즌(주)

사랑나눔
자원봉사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상상

보은협동조합

행복드림복지
협동조합

개인택시무료
정비협동조합

효마을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협동조합
효마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용자협동조합
효마을방문요양이용자협동조합
효마을방문요양케어매니저협동조합
효마을공동생활가정케어매니저협동조합
효마을주야간보호케어매니저협동조합
효마을복지촌장협동조합

한국상담전문가
협동조합

노인사랑중앙회
협동조합

크래프트쿱협동조합

지구마을
청년교육협동조합

한국국악교육
협동조합

삶의출판협동조합

우리술협동조합

이웃사촌협동조합

한국주택리모델링
협동조합

아셀협동조합
얼티즌허브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연구
협동조합

안경사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행복만나협동조합 서문환경협동조합

협동조합마을
공동체하.나.의.

모두가협동조합

한국외식협동조합

서대문부모협동조합

한옥설계기술단
협동조합

거북이자연학교
협동조합

여민복지협동조합
협동조합두레반
행복나눔 건설 협동조합
송아리협동조합

동네빵네협동조합

대한미용기기
협동조합

생명평화연구교육
협동조합

하나온협동조합

날개직원협동조합
한국사진가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해피셰어링
협동조합

신촌번영회협동조합

신촌품앗이
협동조합

신촌문화예술
협동조합

협동조합
카페인

㈜수풀지기

월간 아젠다 정기구독 20%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이수영 070-4084-07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삶의출판협동조합 stamp

유기동물입양시 반려동물이름표 무료제작 제공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신사경 02-394-4967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길18  가-104호

(주)누리콤글로벌엔터테인먼트 stamp

수수보리아카데미 과정별 수강료 10%할인
물띈다결제금액 5%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정제민 02-312-6009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3-1

우리술협동조합 stamp

벌초, 묘관리, 조경 서비스이용료 5%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김병국 010-3212-453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86-77

수풀지기 stamp

물품구입금액 50%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제갈종익 02-3141-2166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67

하나온협동조합 stamp

번역서비스 10%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이수경 02-388-0003 | 011-9580-898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8길 28-49  302호

번역협동조합 stamp

자재비의 5%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정현오 02-394-1124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41-1

행복짓기인테리어 stamp

정원 조성 및 관리서비스 이용료 10%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이흥순 011-9400-636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86-77

정원의사계 stamp

물품구입 시 5% 할인 / 서비스 이용료의 5%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이만수 010-6384-378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86-77

신세계녹화 stamp

매주 수요일 7% 할인 / 이불(수, 토) 30%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이복순 02-323-863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1길 3

크린토피아 stamp

물품구입 시 5% 할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현리사 02-324-10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86-77

핸드메이드사업 stamp

아메리카노 1잔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오정익 02-2275-0923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21

얼티즌카페 stamp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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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체화당
음료 주문 시 수제 쿠키 무료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이현지 010-7310-0342 | 02-364-9355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4길 16

거북골 마을 사랑방
거북골 마을 사랑방 큰방 공간대여 3시간 혹은 거북골 마을 사랑방 주방 공간대여 3시간 중 선택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변경미 010-6393-3891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4-18번지 1층

Dotline TV (서울시 마을창작소)

오픈부엌 1회 사용 쿠폰 (재료사용 및 재료 미사용 중 선택)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문예진 070-4312-9098 | 070-4312-9098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7길 80-10

욤욤 네트워크
선택체험 3가지 3만원 (단, 재료비 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1. 무루도예공방_이나영
010-9155-9060(전화상담후 공방체험)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38
너무 외롭고 힘든 사람을 위한 1일 무료 힐링 체험

2. ㅅㄷstudio_조순덕
010-3362-416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9나길 31 
도자기 소품, 악세사리 일일체험 

3. GMartshop_이혜용
010-6209-5788 비즈체험

4. 헝겊놀이터_서우영
010-3474-6334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9길 22-38
퀼트체험

5. 청토도자기공방_김화영
010-3760-798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23
도자기체험

6. 아이엠슈가_최혜경
010-6425-560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21 9층
슈가크래프트 일일체험

7.레더원_ 백혜리
070-7593-446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5길 130-3
가죽공예체험

북한산

인왕산

추계예술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외국인학교

한성과학고

서대문구청

서대문소방서

힐튼호텔 홍제역

무악재역

독립문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

홍대입구역

증산역

가좌역

신촌역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서대문구
     공동체

연번 이름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 해피가재울 오경섭
010-8013-6377

http://cafe.daim.net/
ilovemasil

공동체 회복과 함께하는 
마을살이를 위한 주민커뮤

니티

2 서대문
마을미디어넷 권오철

02-391-1365 
010-5342-9332

http://cafe.daum.net/
sdmmedia

통일로40안길 
6

마을공동체 활동내용, 공동
체소식을 전하는 마을신문, 

라디오

3 아름다운 개미마을 
공동체 만들기 권오철

010-5342-9332
http://cafe.daum.net/

sdmGMG

세검정로4길 
106

협동조합을 꿈꾸는 개미마
을주민들의 커뮤니티

4 작은풀씨의 꿈 남용우
02-333-0183

http://blog.naver.com/
pulssidream

연세로7길 48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문화카페. 매주 ‘금요 
문화행사’ 진행

5 피스빌리지
네트워크 신성은

010-5696-0450 
070-4042-8702

피스빌리지네트워크 검색  
혹은 http://goo.gl/oXnne

연희로31길 10
인도차이나 반도 라오스에 
교육, 농업중심의 자립마을

만들기 지원

6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친구

이은지 02-3147-0516 통일로9길 12

페이스북 https://www.
facebook.com/MHAkorea 
트위터 https://twitter.com/

we_friends_org

7 동네카페하하하 문경선

010-5416-8229 
02-6326-0095

www.facebook.com/
cafehahaha

홍제내4길 6
지역사회 이웃들과 
소통하는 열린공간, 

동네사랑

8
스타패밀리 

(극동아파트 마을
공동체 강좌)

김효현 010-8763-2787
현저동 200번지 

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극동아파트 마을공동체 
문화강좌 진행. 주민간의 

재능나눔 진행

9
24절기 자연의 

흐름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김소연 010-3224-6246
midori9092@naver.com

10 옹달샘 오재숙 011-695-1231
saem365@hanmail.net

11 서대문지역
문화 활동가 장옥순

010-7741-1474
http://cafe.daum.net/

sdmci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내고장탐방(역사와 문화) 

진행

12 가배울 김정희 010-3205-0160 좋은먹거리을 주문, 
거래하는 꾸러미모임

13 도시농부네트워크 박은주 010-5282-8230 도시농업 교육, 
도시농업확대를 위한 활동

14 거북골 
마을사랑방 만들기 변경미 010-6393-3891

educom21@nate.com
거북골로 
4-18번지

마을사람들에게 모임이나 
커뮤니티 공간제공, 마을공

동체활성화를 지원

15 해피셰어링 곽인경 010-7112-7977
ik617@naver.com

서대문구 연희동 
19-64 

서경빌딩 5F

여성과 아이를 위한 복합문
화공간

16 책읽는 마을 최한이
02-3143-7778

yhsenior7778@hanmail.
net

홍제천로 2길 
111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
전한 여가시간을 보낼수 있

도록 돕는 공간

17 Youth 홍복네
홍은

종합사회
복지관

02-395-3959
hlog_h00216@naver.

com

세검정로 1길 
116 홍은종합
사회복지관

십대가 만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청소년조직화공동체

18 가재울 안전 
지킴이 장혜영

02-3156-6648
www.facebook.com/sdm.

deafcenter

수색로4가길 
23

지역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주민스스로 

지키는 활동

19 함께 green 서대문
구건강가
정지원
센터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증가로 244 친환경녹색서대문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20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글로리아 
오케

스트라

21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육아 우영미 010-8923-3910

yoolim00@naver.com

22 아빠와 함께하는 
신연중 부모 모임 서정순

010-8422-5629
http://cafe.naver.com/

sinyeonbumo

멘토와 함께 학교현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공유

23 어린이도서연구회 
서대문지회 박상희

010-4517-3295
http://cafe.daum.net/

childbook79

증가로8길 76-
15 꿈꾸는 
세상도서관

좋은어린이책 추천, 학부모
교육, 독서활동 워크샵

24
어린이도서관 꿈꾸
는 세상 (책소풍-
부모커뮤니티)

이추월

02-375-7179 
010-7542-8158

http://cafe.daum.net/
book3757179

증가로8길 76-
15 꿈꾸는 세

상도서관

어린이책모임, 
책문화활동을 하는 어린이

책전문도서관

25 그림책으로 
철학하기 최연지 010-3860-3740

btmind@nate.com

통일로 484 
유진상가 3층 
평생학습관

그림책을 읽고 그 책에 
담긴 철학적 함의를 함께 

나누는 모임

26 e-루리 
음악동아리 진영희 010-3108-3575

jyh9919@hanmail.net

북아현동 129-
37 북아현주민
센터 B1음악실

3대가 함께하는 
라이브카페 계획, 재능나눔

27
모래내 냇가를 
흐르는 가재울

 클래식
최지선 010-8948-3522

lina00000@naver.com

28
네트워크 욤욤 

수공예 문화마을
프로젝트

이나영 010-9155-9060
nemo515@naver.com 통일로39길 38 서대문구 수공예공방의 네

트워크 모임

29 홍홍마을프로젝트 임혜영 010-3400-1004
홍은동, 홍제동 일대 마을
공동체 의제를 발굴, 마을
카페 만들려는 계획중

30 서대문희망
네트워크 변경미

010-6393-3891
http://cafe.daum.net/

sdmnet

주민자체활성화를 위한 주
민네트워크 모임

31 서대문 여성리더 
삼삼오오 박정숙

http://cafe.daum.net/
sdm3355

3hyu@naver.com

지역 여성리더 네트워크. 
지역사회 여성활동가 발굴 

및 교육

32 서대문 사람숲 양승미
02-821-8297

http://cafe.daum.net/
saramsoop

대안부모공동체

33 가재울 마을 
사람들 차승연 010-3609-1285

sdmup@naver.com
가재울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임

34 Dotline TV 문예진 010-6566-9098
http://dotlinetv.com

모래내로17길 
80-10

인터넷 미을방송채널, 마을
예술공간 운영

35 원더맘블로거 이은경 010-2031-5429
artbaby1209@naver.com 창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련

된 엄마블로거들의 모임

36 꿈틀마을 최명선
010-2625-2902

happyhanna97@hanmail.
net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의 품앗이공동체

연번 이름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37 부모커뮤니티 서대
문 동네 한바퀴 박희진

010-9986-9476
http://cafe.daum.net/

sdmdn

아이들과 부모, 여성이 행
복한 서대문을 만들기위한 

부모모임

38 보듬다듬 김소진
010-4707-1408

http://cafe.daum.net/
bodamom

서대문, 마포 지역의 평범한 
엄마들이 대안육아를 
고민하면 만든 모임

39 풀뿌리
사회지기국제연대 이태영

010-9174-3920
풀뿌리사회지기학교: 

facebook.com/pulschool 
카페 체화당: facebook.

com/cafechewha 
신촌민회: facebook.
com/sinchoncouncil

성산로24길 16
지역사회 일꾼을 길러내는 
대안대학과 대안문화 카페

활동

40 연희대우아파트
축제 이영희

010-4259-5324
1004momhee@hanmail.

net

연희동 351-3 
연희대우
아파트

작은음악회, 바자회등 아파
트주민들의 고통의 공간

41 신촌콘서트 한정태

010-5632-0199
www.sinchonconcert.com 

페이스북/트위터 : @
sinchonconcert

이화여대길 
88-21

신촌, 홍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기획자가 
운영하는 콘서트그룹

42 얼티즌카페 오정익 010-2803-1542
www.eartizen.com

이화여대길 
88-21 마을카페, 문화공간

43 가재울라디오 장수정 010-3271-3939
sdmcenter.tistory.com

증가로24바길 
35

가재울주민 대상의 기획, 
대본작성, 방송제작에 

이르는 라디오 제작교육

44 평화의 등대지기 김영자 010-9007-3718
yj3718@hanmail.net

서대문 도서관 
책다방

글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역
량강화 및 폭력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

연번 이름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45 신통방통 
소년코칭 조미환 010-2394-6948

miabelle@hanmail.net
사춘기의 우리동네청소년

에 대한 코칭

46 동네꼬맹이 홍은정 010-5381-9433
sunnyi76@naver.com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외 1곳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마을커뮤니티

47 서대문 먹거리
네트워크 양승미

010-2232-3655
pilote4@naver.com
카톡방으로 소통

친환경생태, 직거래구매 
등 먹거리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48 더불어사는 우리 
나눔사랑 김주현

010-8622-2623
http://cafe.daum.net/

narananum

신촌로 231 
백상빌딩 
206호

서대문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봉사모임

49 위대한 다맘 이옥주 010-9576-3733
okmeju213@naver.com

다문화맘의 적응을 위해 
다문화맘과 한국맘이 서로 

이웃이 되어 돕는 모임

50 서대문 주민참여
예산모임 오민조 010-7799-5023

cafe.daum.net/sdmjys

마을공동체 청년들의 대안
일자리찾기 정책모임 및 소

통과 공유

51 서대문 자치리더 강동석 010-5140-3838
cafe.daum.net/sdmssl

서대문구 지역활동가 
아카이브 형성 및 자치리더 

발굴

52 정담은 가재울 
돌봄 공동체

서대문
종합사
회복지

관

02-375-5040
http://www.sdmbokji.

or.kr  
https://www.facebook.

com/sdmbokji

모래내로 177
지역주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돌봄

공동체 구축

서대문구
마을네트워크 지도

서대문구
마을네트워크 지도

서대문
마을미디어넷

Youth 홍복네

아름다운 개미마을 공동체 만들기

나무그림

선한목수

연번 이름 대표 연락처 주소 내용

1 나무그림 송정철 010-8951-7547 
www.namugreen.com 통일로39길 23 천연 원목으로 만드는

나무간판

2 무루도예공방 이나영
외 4인

010-9155-9060 / 010-
3362-4162

www.sd7studio.blogspot.
com

통일로39나길 31
통일로39길 38 
(공방&갤러리)

도자공예 및 영상작업

3 선한목수 박천규 010-8257-0856 통일로40안길 7 목공예(순수원목과 친환경도료)

4 빛고양이 차은선 010-2776-1876
blog.naver.com/mistydi

모래내길 456-
1 1층

불의 예술 칠보! 세상에 하
나뿐인 나만의 보석 만들기

5 청토도자기공방 김화영 010-3760-7989
blog.naver.com/chongto 통일로39길 23 그릇, 소품 등을 만드는 

도자공방

6 헝겊놀이터 서우영
02-6012-4003 / 010-

3474-6334
www.hgnori.com

통일로39길 
22-38 퀼트와 천으로 만드는 공예

7 레더원 백혜리 070-7593-4465
www.leatherone.co.kr

연희로15길 
130-3

가죽을 내 맘대로! 
힐링하러 오세요.

8 붉은산다화 조미진 010-4447-4380
blog.naver.com/jinjin3607 연희로28길 3 웨딩부케는 물론 다양한 소재

들로 시도되는 플라워아트

9 GMartshop 이혜용 02-336-6780
www.gmartshop.com 연희로 153-8

99% 은을 재료로 직접 만
드는 액세서리공방 및 가게, 

평생 무료 a/s

10 주얼리스튜디오 김송, 
이수연

010-3798-3677 / 010-
9302-5801 연희로11길 29 금속 작가들의 아트쥬얼리

와 작품들을 제작하는 공방

11 JUNH(준에이치 아
트주얼리) 배준희 010-4802-5972

www.junharts.com 연희로11길 41 배준희 작가가 운영하는 
아트주얼리 공방

12 NAMU NAMU
(나무나무) 김민준 02-302-4946

www.namu-namu.co.kr 거북골로 79 친환경 원목가구 주문제작

13 별천지 가득-DIY 황금화 010-3548-1821
cafe.naver.com/rtry1017 명지대7길 19 클레이 체험공방

14 아이엠 슈가 최혜경 010-6425-5605
cafe.naver.com/iamsugar 신촌로 121 특별한 날을 달콤한 세상으로 

만드는 슈가크래프트 공방

작은풀씨의 꿈

원더맘블로거

피스빌리지
네트워크

어린이도서연구회 
서대문지회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세상

Dotline TV

해피셰어링

풀뿌리
사회지기국제연대

e-루리 
음악동아리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친구

스타패밀리

동네카페
하하하

거북골 
마을사랑방 만들기

정담은 가재울 
돌봄 공동체

가재울라디오

함께 green 서대문

책읽는 마을가재울 안전 
지킴이

그림책으로 
철학하기

네트워크 욤욤

연희대우아파트
축제 신촌콘서트

얼티즌카페

평화의 등대지기

동네꼬맹이

더불어사는 우리 나눔사랑

무루공방

레더원

JUNH
(준에이치 아트주얼리)

붉은산다화

은빛고양이

NAMU NAMU
(나무나무)

별천지 가득
-DIY

청토

헝겊놀이터

GMartshop

주얼리스튜디오

아이엠 슈가

서대문구 공동체

우리동네 공방

범 례

우리동네 공방

쿠폰 사용방법
- 본 쿠폰은 1인1매이며 1회 사용가능합니다.
- 쿠폰을 사용하신곳에서 꼭 사용체크를 받으세요.

stamp

stamp

stamp

stamp

쿠 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