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자치구 기업명 사업명

1 종로구 ㈜두비컴뮤니케이션
아리랑과 LED를 접목한

사춤의 이벤트콘텐츠 개발

2 종로구 ㈜아트브릿지 "꼭두"킬러 콘텐츠개발, 상품개발

3 종로구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공정무역 소셜플랫폼 구축-

공정무역 박람회개최 및 모바일플랫폼 개발

4 종로구
서울가톨릭복지회비둘기집

장애인보호작업장
광고용DVD 동영상 제작

5 종로구 추억을파는극장 문화로 보답하는 효 사업

6 종로구 ㈜품애 착한잔치문화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

7 종로구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리슨 투 더 무비-영화를 들어 보아요

8 종로구 ㈜얘기꾼 홈페이지 및 시제품제작

9 종로구 (사)상명나눔교육 방과후학교 체험박람회 개최

10 종로구 ㈜프롬에이 B2B 솔루션 및 ERP구축 

11 중구 ㈜동춘서커스진흥원 동춘서커스-"테마서커스 홍길동"

12 중구 ㈜카페티모르 공정무역커피 가공능력향상과 신제품개발공정

13 중구 ㈜에덴데코 어린이교구 新지기구조R&D

14 용산구 ㈜용산나눔돌봄센터 CI캐릭터제작, 홍보물제작, 광고

15 성동구 ㈜성동돌봄센터
홈페이지리뉴얼, 스마트폰 전용사이트구축,

B2B연계망 구축, 재가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16 성동구 ㈜좋은기업위드
홈페이지제작․구축, 

홍보용 브러셔, 홀더제작 인쇄기계 리스

17 성동구 ㈜베어베터 B2B솔루션개발

18 성동구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시제품개발, 통합선물 패키지 제작사업

탕비실 킽 제작 및 카달로그 제작

19 광진구
주식회사 슈마나스

(전)㈜좋은세상베이커리

설비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생산의 규모증대 및 효율성 제고

20 광진구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국악예술과 접목된 창의인성 

통합프로그램 개발사업

21 광진구 복지유니온 한국음식 맛의 유동식개발

22 동대문구 ㈜태경정보통신
단말기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인프라구축지원- 로고, 홍보, 홈페이지 등

23 동대문구 ㈜이음스토리 이음문화예술나눔 플랫폼구축

24 중랑구 ㈜그린주의 홍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5 중랑구
사회복지법인유린보은동산

원광보호작업장
B2B 솔루션개발, 쇼핑몰구축

26 성북구 ㈜놀이나무
 ‘퀴즈! 유물천자문 시리즈’ 제품개발사업 

 ‘뚝딱 포트폴리오 시리즈’ 업그레이드

27 성북구 ㈜쇼엘 다이렉트 마케팅, 루나틱홍보 CD제작

28 성북구 주식회사나눔하우징
금형설계 및 제작,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제작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기업 명단 연번 자치구 기업명 사업명

29 성북구 사단법인공공경영연구원
CI,BI제작 / 웹사이트제작

/퍼실리테이터 워크북개발·제작

30 성북구 ㈜땡큐플레이트
푸드키트,오픈키친,

고마워 야채야, 북키친

31 성북구 주식회사 에듀닥터바른배움 학습프로그램 및 워크북 및 교재개발 등 

32 강북구
사업복지법인온누리복지재단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액자달력, 기능성 메모카드 등
시제품제작 및 역설계

(타이백제품)를 통한 제품기술분석

33 강북구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한빛효정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34 도봉구
주식회사

 늘사랑회디엔씨

브랜드개발, HACCP연구, 신메뉴 및 용기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쇼핑몰구축

35 노원구 꿈을일구는마을 판매제품홍보물제작

36 노원구
함께걸음의료생활

협동조합
조합원관계망프로그램개발

37 노원구 아이티희망나눔㈜ 남는 문자를 통한기부, 후원 솔루션구축

38 은평구 누야하우스 홈페이지리뉴얼

39 은평구 ㈜달항아리 도자누름돌 시제품제작, 도자누름돌 인증 

40 은평구 ㈜세림비엠씨 리플릿제작, ISO인증, 청소차량 임대

41 은평구 ㈜에코맘
맥간공예사업 기술이전, 특허출원,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42 서대문구 ㈜에듀머니
e-learning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홈페이지리뉴얼, 콘텐츠제작

43 서대문구 (유)다솜도시락
나눔도시락 개발사업:

신메뉴 개발, 시연회 등

44 서대문구 청소년문화체육진흥센터
ADHD therapy through exercise program

 R&D사업을 위한 마케팅, 장비임대, 실용신안등록 등

45 서대문구 ㈜오티스타
홈페이지 제작 및 

CI를 이용한 포장용기 제작

46 서대문구 ㈜수풀지기
산소관리용역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홈페이지 리뉴얼,홍보물제작

47 마포구 문화로놀이짱 00을 위한 지속가능한 부스만들기

48 마포구 (사)노름마치예술단 노름마치류(流)DVD제작사업

49 마포구 (재)다솜이재단 다솜이프랜차이즈

50 마포구 ㈜약손엄마
취업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고객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고객발굴
홍보마케팅사업

51 마포구 일상예술창작센터
생활창작가게 KEY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품개발

52 마포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기업홍보매체>제작



연번 자치구 기업명 사업명

53 마포구 (유)아토

기업 팸플릿 및 브로슈어제작 / 홈페이지 및 쇼핑몰제작
/영상제작/악기대여, 교재개발 / 마포구소외계층

 드럼서클 공연팀 / Drum Strong
/ 하와이 VMC워크숍

54 마포구 ㈜오요리아시아 OYORI Kitchen & Living Global Brand개발

55 마포구 ㈜더좋은자전거 기업정보화 및 홍보사업

56 마포구 ㈜자락당
중고․공유 커뮤니티 스마트폰

 어플개발 및 CI,BI 개발을 통한 통합 패키지

57 마포구 ㈜에이치비기획
체감형 진동스피커개발과

 연관 문화예술사업

58 마포구 ㈜위민링크 지속가능한빈스달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매출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만들기

59 양천구 (사)사람과사람 기관홍보 소개책자 및 홈페이지구축 사업

60 양천구 ㈜월메이드 마을재생 프로젝트

61 양천구 ㈜기억발전소 홍보 및 마케팅 / 교구 개발

62 양천구 ㈜그린스테이션 에너지저감공정개선, 양액공급 시스탬 개발 등

63 양천구 ㈜행복한울타리 시제품제작,온라인 판매망구축, 홍보사업

64 강서구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발아더치커피출시 및 사업기반조성

65 강서구
(사)한국아이티

복지진흥원
PCB분쇄기 시제품제작

66 구로구 (사)솔아서도 산타령보존회 차량개조, 시제품 제작

67 구로구 아하열린교육센터 홍보물, 상표출원, 시제품개발

68 구로구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내

한사랑문화사업단
홍보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제작

69 구로구 한국입체교육정보원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인터넷원격훈련

70 금천구 ㈜심원테크
특허출원 및 등록, 설계 및 제작,

시제품개발 및 생산, 시험성적서 발행,
녹색기술/조달청우수제품인증

71 금천구 EM실천 ERP시스템 구축

72 금천구 (재)행복한학교재단 시스템 기획 개발, 디자인

73 금천구 (사)문화예술교육협회
뮤지컬컨텐츠 개발, 캐릭터 개발 및 전시,

뮤지컬창작프로그램
<북뮤지컬>시행

74 금천구 ㈜마음의 숲 홍보사업, 온라인 고객관리 프로그램개발

75 금천구 ㈜블라인드룩스
홍보디자인개발, ERP구축, 

국내･외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

76 영등포구 주식회사 리블랭크 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연번 자치구 기업명 사업명

77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책공연

자립율100%를위해 타켓세분화 예술상품과

온라인을통한신사업개발

78 영등포구 서울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79 영등포구 에듀케스트라 에듀케스트라공연팀 "블라썸" 공연테마제작

80 영등포구 이오에스물류㈜ 업무전산화 및 자동화시스템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 기여

81 영등포구 (사)장애인노동진흥회 재제조(토너,카트리지)산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82 영등포구 주식회사 아주건강한속삭임
사회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A-sak 도시락 

신메뉴 개발 및 제품패키지 개발사업

83 영등포구
사단법인예술과

마을네트워크
수공예 '업사이클링' 시니어협동공방 운영

84 영등포구 농업회사법인 도시의농부들㈜ 특화된 디자인의 기능성 텃밭상자 및 재배키트

85 영등포구 ㈜안테나 헬로우문 상품 개발판매

86 동작구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 

삼성떡프린스
기업의 이미지를위한 CI,BI 로고작업

87 동작구 ㈜희망하우징 홍보디자인사업개발, 국외박람회 참가, 자본재리스

88 동작구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내 사업단 카페마인
사회적기업 카페마인정착을 위한 메뉴개발

및 시음회, 홍보

89 관악구 ㈜나눔공동체
행복을 주는 도시락 신모델개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쇼핑몰 운영사업

90 관악구
사회복지법인자선단

관악시니어클럽
두부사업단콩깍지

두부회원제를 위한 보온가방제작 

및 홍보물제작

91 관악구 씨에스씨푸드 주식회사 포장박스 및 팸플렛 제작

92 관악구 (사)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의 집중 육성프로그램

"타악기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문화"

93 관악구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무대를 달리는 공연기획

94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단

안마센터마케팅통합관리

시스템(E.R.P)구축운영사업

95 관악구 ㈜착한여행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여행

"만나다, 연결하다, 나누다, 그리고 가꾸다"

96 관악구 ㈜페어스페이스
Social Space(이동이 가능한 사회서비스제공

공간디자인 개발 및 생산

97 관악구 아름다운배움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개발 

98 관악구 ㈜착한엄마
육아중인 주부 맞춤형

착한엄마 토크콘서트 운영

99 관악구 헤븐스뮤직그룹 주식회사
오케스트라 입문을 위한 관현악

집단레슨 및 책 읽어주는 음악회



연번 자치구 기업명 사업명

100 관악구 주식회사 새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시제품제작 및 차량리스를 통한
신속한집수리사업

101 서초구 ㈜창작마을

 
 중동예방교육연극

<깨비난장>공연문화상품
 

102 서초구 (사)정가악회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가곡' 음반제작 프로젝트
 

103 서초구 ㈜우리아이친환경상품
 대형유통 150개 매장판매용 

친환경종이 3Dpaper 8종 R&D

104 서초구

(사)한국영농장애인

경영지원중앙회내

 자연찬유통사업단

영농장애인 및 취약계층상품판매 확대를위한 카탈로그 
/ 다문화가정문화지원사업의 수익기반을 위한

<the우아한茶>개발사업

105 서초구 ㈜지성에프시  장애인 보장구 홍보 사업

106 서초구 ㈜마인드디자인
 한국전통문양 '단청'을 이용한 

한국전통문화 상품제작(단청손수건개발)

107 강남구 인문학카페 신성장동력을 위한 인문웹툰 제작

108 강남구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교육혁신형 문화예술 통섭교육을

 위한 학습형완구 제작

109 강남구 ㈜비지엔젤스코리아 비지팅엔젤스 Smart 프랜차이징시스템

110 강남구 ㈜떡찌니

제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시장-판로개척 사업추진

/이노베이션제품의 시장침투를 위한
마케팅사업추진 

111 강남구 ㈜래그랜느 효소제품을 생산 개발

112 강남구 ㈜커피지아 홍보 디자인 개발 지원 및 테이크 아웃점 오픈

113 송파구 청밀
전산발주 시스템개발, 식자재 브랜드개발,

CI/BI 패키지제작, 홍보 마케팅

114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청춘주먹밥
상표출원, 국외벤치마킹, 홈페이지, BI패키지 등

115 송파구 위례희망택배
택배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수립과 시장수요조사

116 송파구 ㈜그린엔젤스 홍보디자인, 정보화 개발

117 송파구 다빛녹색사업단 산림상품개발 및 홍보시스템 구축

118 강동구 향기로운 외식세상 기술개발, 홍보, 광고, 마케팅 등

119 강동구 디자인교육개발원 특허출원, 홍보, 광고, 마케팅, 쇼핑몰

120 강동구 아이부키 홍보, 광고, 시제품, 앱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