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별첨 2

『서울시민 희망홍보 소재 공모』 

○ 공모기간 : 2012. 7.1~7.31(1개월간)

○ 공모주제 : ‘서울시 홍보매체를 시민께 돌려드립니다 ’

○ 공모내용 :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거나 나눌 수 있는 홍보 소재

▸영세소상공인 등의 성공적 창업 스토리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만한 공감내용

-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비영리민간단체(NPO)의 ‘희망서울 만들기’ 대 시민 공감내용

-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듯한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 내용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권익신장 등 내용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와우서울) 및 우편 접수

○ 선정방법 :‘시민 공익광고 심의위원회’구성․심의(′12.8.23)

▸구성인원 : 총10명

- 대학생 등 일반시민 4명, 소상공인 1명, 홍보분야 전문가 4명, 시의원 1명 등

□ 지원매체현황 : 총 24,452면(지하철 양공사 참여) - 1차분

매체명　
배정면

계 시 메트로 도시철도

계(9종)　 12,226면 3,434 3,908 4,884 

보도상영업시설 가로판매대 측면 300면 300 　 　

시내버스 쉘 터 17면 17 　 　

지하철

　

　

　

　

　

　

전동차내부모서리 5,798면 2,284 1,954 1,560 

출입문상단스티커 1,954면 　 1,954 　

액자형 1,956면 396 　 1,560 

게시판 986면 407 　 579 

와이드칼라 9면 9 　 　

스크린도어 21면 21 　 　

스크린도어 프레임 1,185면 　 　 1,185 

    ※ 지하철 영상 표출 : 1개 업체



연번 단체(업체)명
(소 재 지)

지원내용 단체(업체) 소개

1 홀트아동복지회
(마포구 양화로 19)

 1종 8면
지하철 : 8면

 (스크린도어)

1955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혼혈아동들의 입양 복지사업

을 시작으로 설립 

아동복지,미혼부모복지,장애인복지,문화가족,빈곤국가 지원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전국 12개 지역사무소와 5개 종합사회복지관, 6개 미혼모자시설, 

아동보호시설 운영

2
상록야간 중‧고등학교

(동대문구 이문동 

258-17)

1종 1,002면 

지하철 : 1,002면

 (전동차모서리)

설립 : 1976. 3. 3.

배움을 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무료 야학

교실 4개, 교무실 1개, 컴퓨터실1개등 300여㎡공간

구성원 : 교사 39명 학생 100 여명이 주5일 수업

학생층 : 주로 50~60대 여성

3
(재)바보의 나눔

(중구 명동 카톨릭회관)

2종 1,031면 

지하철 : 1,031면

 - 출입문스티커 577

 - 스크린도어 454

김수환 추기경님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이어 받아, 선종 1주년

인 2010년 2월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

사랑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4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송파구 석촌동 290)

3종 69면 
지하철 : 63면 

  - 와이드칼라 3

  - 전동차액자형 60

버스 쉘터 : 6면

1996년 창립된 볼런티어21의 새이름(사)한국자원봉사문화

는 민간자원봉사전문기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제안, 기업자원 봉사컨설

팅, 연 1만 명의 자원봉사리더 배출

5
(사)녹색교통운동

(마포구 성산동 249-10)

3종 69면 

지하철 : 63면

  - 와이드칼라 3

  - 전동차액자형 60

버스 쉘터 : 6면

친환경 교통 시민운동 전개 (교통약자의 교통권실현, 대중교

통개선, 자전거이용활성화,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등)

□ 지원근거

  • 소상공인 :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9조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 조례 제8조, 제12조

별첨 3 시보유 매체 홍보지원 대상



연번 단체(업체)명
(소 재 지)

지원내용 단체(업체) 소개

6 서울YMCA
(종로구 종로2가 2번지)

1종 882면 

지하철 : 882면     

(전동차모서리)

1903년 종로에 설립

시민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민운동, 청

소년운동,사회체육활동

시민의 아픔과 함께’를 모토로 시민중계실 개설, 다단계판

매,주택,통신,교육,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약자와 시

민권익보호 활동 추진

7 성수수제화타운
(성동구 성수2가 300-4)

2종 613면 

지하철 : 613면

 - 스크린도어 5

 - 전동차액자형 608

백화점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입점수수료가 40% 근접하여 제

조업체의 수익이 열악한 구조의 중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한 자체 브랜드

공동매장 SSST은 서울성수 수제화타운의 이니셜을 딴 것으

로 성동제화협회가 회원공동으로 만든 매장

장인의 기능으로 만든 수제화는 거의 성수동에서 생산

8 물빛마을청국장
(은평구 수색동105-1)

3종 899면 

가로판매대 75면

지하철 : 824면

  - 출입문스티커 417

  - 해치게시판 407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으

로 자매결연지 충북 제천시에서 제공받은 100% 국산 콩으

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서울시민에게 제공 

9
(주)트래블러스맵
(영등포구 신영로 200 

하자센터)

3종 104면 
지하철 : 99면
  - 와이드칼라 3
  - 스크린도어 96
버스 쉘터 : 5면

여행부문1호 사회적기업의 공정 여행사

사회적기업 최초 경영공시 시범실시

슬로건 : 여행자에게 최고의 기회, 지역에는 최선의 기여, 

환경에는 최소의 영향

10
(사)서울시민햇빛발전소
(마포구 성산동 249-10)

2종 234면 

지하철 : 234면

  - 스크린도어 4

  - 게시판 230

서울시 공공기관과 학교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 (태양광발전

소) 세우기 운동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자립체제, 신재생에너지, 탈핵사회 추

진 운동

11
열매나눔재단

(중구 남산동2가 27-1)

3종 390면 

가로판매대 75면

지하철 : 315면

  - 전동차모서리 200

  - 게시판 115

사회적 소외계층(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직접 및 간접 지원

빈곤층을 위한 교육, 창업자금,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 

통합적 자립 시스템을 제공,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사업(2007~)

12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중구 을지로5가 
274-20)

2종 1,105면 

지하철 : 1,105면

  - 출입문스티커 470

  - 스크린도어 635

청소년들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 건강 교육 및 환경 조성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일선 학교에 무료 제공

해외 NGO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자료를 교사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무료 제공



연번 단체(업체)명
(소 재 지)

지원내용 단체(업체) 소개

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2종 898면 
지하철 : 898면

   - 스크린도어 4

   - 전동차모서리 894

창설 :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기관, 최초 법률상담 도입

높은 법의 장벽을 제거, 법의 서민화와 생활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서류 작성, 무

료 소송 구조 제공 등)

14
브랜더엔메이커

(양천구 목4동 771-31)

영상 표출
지하철 영상 20초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화

딩가딩가 : 현대 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시작한 영상 프로젝트

15
(주)두꺼비하우징
(은평구 녹번동 86)

3종 961면 
가로판매대 : 75면

지하철 : 879면

  - 출입문스티커 490

 - 전동차액자형 389

주민참여에 의한 아파트형 주택관리와 유지보수서비스

난개발로 쫓겨나는 주민들의 정주권과 사라지는 공동체 및 

골목문화를 지키는 기업

16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
(은평구 신사동 98-29)

1종 818면 
지하철 : 818면

          

(전동차모서리)

지역사회의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

설립 : 2005년

민간의 비영리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수 : 아동, 청소년 50명

운영 : 연중무휴

졸업생 : 30여명 지속 교류

1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서초구 방배2동 
450-10)

 3종 390면 
가로판매대 75면

지하철 : 315면

  - 전동차모서리 200

  - 게시판 115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운동, 행복한 

여성농민 마을 만들기 운동

구성 : 전국 9개도 60여개 시군

학교급식 완전실현, 농협복수 조합원제 실시, 여성농업인육

성법 제정과 지원조례 제정, 여성농민 의정활동, 우리 쌀지

기기 운동, 신자유주의 개방농정반대, 토종씨앗 지키기, 언

니네텃밭 운영(마을공동체 복원 사업) 

18
(사)한국여성민우회

(마포구 성산동249-10)

1종 828면 
지하철 : 828면   

(전동차모서리)

창립 : 1987년

회원수 : 3만 여명

구성 : 전국 9개 지부, 2개 부설기구 

식당노동자 새 호칭 ‘차림사’ 대중홍보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제정

20대 성적 의사소통 경험과 인식 조사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 낙태 사례집 발간

식당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식당노동자 호칭 공모

성형사업모니터링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발간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 가이드라인 제작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배포 등



연번 단체(업체)명
(소 재 지)

지원내용 단체(업체) 소개

19
행복나눔플러스

(은평구 증산동 218-25)

1종 974면 
지하철 : 974면

  (전동차모서리)

사랑의 반찬나눔 운동, 소외 취약계층 600여 가정 반찬도

시락 매주 무료 전달

2011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확동지원사업 선정

소외계층 이․미용 및 마사지 봉사,다문화 가정문화교류행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0
수리점 닷컴

(노원구 상계동 691)

1종 974면 
지하철 : 974면

  (전동차모서리)

설립 : 2011년

중소 수리점 업체 소개 인터넷사이트 무료 운영(컴퓨터, 가

전제품, 오토바이, 집수리, 가구, 옷 등)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참여

별첨 4 홍보물 시안

성수수제화타운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상록야학 물빛마을청국장



두꺼비하우징 수리점닷컴

바보의 나눔 한국자원봉사문화

홀트아동복지회 햇빛발전소



녹색교통운동 트래블러스맵

딩가딩가(영상) 누리사랑

언니네텃밭(여성농민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나눔플러스 서울YMCA

열매나눔재단 청소년흡연음주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