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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이창수 22 1,100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 운영을 
통한 수수료 절감, 운전중 사고처리 지
원, 상담 및 훈련을 통해 자체 권익신장

2 서울한겨레
두레협동조합 최재호 40 3,550

(상조)생활물품과 상포계 조직를 통한 공동
체 장례식 추진(장례식장 이외의 장소에서
의 장례식확산, 상포계 소개 및 장례식장 
문화 바꾸는 캠페인 활용 및 자료 제작)

3
성북도시생활
폐기물관리
협동조합

이상철 5 20,000 생활폐기물자동처리장치의 설치 및 유
지보수관리에 관한 사업

4 한국오픈
컨설팅협동조합 장재덕 11 1,100

전문경영컨설턴트와 기술자들이 모여 
공공기관, 소상공인 농어업컨설팅 등 실
시

5 성북의류자원
순환협동조합 신강섭 5 208,000 재활용의류수거함 설치 유지 관리, 재활

용 의류 수거 및 판매 센터 설치 판매

6 한국유아교육
협동조합 김춘태 12 60,000 유치원 운영 물품 공동 구매, 공동 제

작. 프로그램 개발. 인증 사업

7 행복나눔서울
협동조합 박영남 6 1,200 웰빙 건강식단 도시락 개발 및 판매, 직

영매장 운영, 차후 프랜차이즈로 전개

8 대한미용기기
협동조합 박금실 10 10,000

우수미용기기 상품개발,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 연대와 교류를 통한 판매 및 구
입망구축

9 서울한마음
뷰티협동조합 왕원식 23 23,000

미용기기 공동브랜드화,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피부관리사 
교육, 파견(장기적 계획) 파견

10 지구촌협동조합 김태성 94 46,680
이주 근로자 대상 급식소와 인력중개소
를 운영하여 이주 근로자들의 권익 보
호

참고 1  

【 (일반)협동조합 신고 수리 현황 】



11 한국아웃소싱 
협동조합 이은섭 5 15,000

중소 아웃소싱업체들이 모여 공동 홍보 
마케팅을 통한 공동 수주 사업 수행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 및 파견사업 등

12 씨앗들협동
조합

황윤지
(대학생

등)
16 7,400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레알
텃밭학교’ 운영, 도시농업 및 생태 교
육, 공동체 텃밭 운영, 분양, 상자 텃밭 
보급사업 등 추진

13 전국개인택시
복지협동조합 오승근 8 1,000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자체 콜시스템 구
축, 온라인 복지쇼핑몰 운영, 신문발행
으로 관련 정보 공유

14 한국주차협동
조합 정진우 10 6,000

주차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동구매 
생산판매 제공 등, 주차정보 실태 조사, 
주차장 주요설비인 CCTV 공동구매, 
LED조명 대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추
진

15 주얼리협동
조합 나찬두 11 33,000

주얼리 제조, 유통업체들이 협력하여 인
터넷쇼핑몰과 SNS를 이용한 에코주얼리 
제품 공동 판매, 공동마케팅을 통해 판
로 확대, 합리적 가격의 예물제품 제공

16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 이경숙 13 1,300

전통 한지 및 칠보 수공예 전문가들이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생산 판매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
기업

17 북카페마을
협동조합 강경표 29 30,100

마을기업인 북카페 운영을 통해 조합원 
및 주민들의 소통 공간 제공
커피 및 전통차 판매를 통한 카페 운영자
금 창출 및 주민과의 모임을 통한 소통 
확대

마을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