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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착한 손길이 모여  

미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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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보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몸은 불편할지라도 꿈마저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꿈을 담아, 정성을 다해 장애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로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합니다.

꿈으로 가득 채워 정성으로 만든 제품.

모두의 신뢰를 통한 

‘착한 소비’로 차별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착
 한
소
 비

따뜻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  

바로 여러분의  

관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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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인사말

영업관리과전략영업과기획관리과 영업조달과

사무국장

경영지원센터

시설장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카페사업단

조직도

시설규모

·  대지   1,007 m2

·  연면적  982 m2

·  건축면적   407 m2

·  구조   지상3층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강원

국가

지방자치 단체

장애인생산품

공공단체 및  

소비자

비전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가치 실현’ 에 

기여한다.

역할

장애인생산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소비자에게 유통하는데  

필요한 업무 수행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번지 

전화번호  02-2647-4100    

팩스  02-2645-4540

시설위치

보건복지부는 서울을  

비롯한 18개 시 도에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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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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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상담지원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의 생산품 관련 상담 및 지원업무와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담사업

판로개발

사업

인식개선

사업

조달사업

장애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제품생산관련상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제품사양에 대한 정보 및 시장정보,  

신규 아이템 제공 등

제품생산지도상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수요처의  

의견수렴 및 피드백 제공,  

시장정보 제공 등

판로확보관련상담

·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한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방법연구  

· 수요처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요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 샘플을 제공  

· 구체적인 수요처에 대한 상담은 전화나 직접 방문, 또는 수요처의 판매시설  

  내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

장애인생산품의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상품의 제품개발 및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자(지역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소비자 - 판매시설 - 생산자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우수성 및 제품인지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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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사업

신규
판로개척

장애인과 장애인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생산품 전시,  

판매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확대 및 판매촉진과 기존 수요처 및 새로운  

판로확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수요처 방문 및 담당자와 상담병행 

· 수요처 방문 : 제품샘플 및 관련 정보 제공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로개척

· 일반사업자와 시설연계 추진

일반 유통시장으로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대형 할인마트 및  

일반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생산시설과 일반 업체의 연계 등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양한 판로 확보 및 개척  
&  

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 향상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외부 홍보판촉행사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타 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외부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견학 및 교육

전시장을 둘러보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

02-2647-4100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견학 및 교육현황

·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 : 년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담당자 교육)

· 서울시 주관 교육 : 년중(서울시 산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담당자 교육)

· 학생 및 일반 단체 등 시설견학 : 수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산적인 삶의 기회 제공

사업분야



131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요처의 입찰, 전화, 인터넷 쇼핑몰

을 활용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및  

조달과 납품(유통)대행

생산품 조정, 배분

여러 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이 생산 될 경우, 지역, 근로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생산물량 조정·배분

납품의 대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수요처에서 구매요청한  

  제품을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

· 효율적인 배송을 위하여, 전국 주요 18개 시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설치·운영

· 전담 인력을 활용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영업 및 
조달

장애인
생산품 
전용쇼핑몰 
운영

수요처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송 

서울을 포함한 전국 18개의 유통망과 배송전담인력 활용, 

장애인생산품구매에 대한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임

생산품 조정

배분

증증장애인생산품

신뢰성 상승
납품 대행

사업분야

장애인생산품의 제품정보 제공 및  

간편한 구매를 위하여 전용쇼핑몰 에이블마켓을 운영

에이블마켓을 통하여 600여가지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생산품의 제품 및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확인이 상시 가능(지자체)하며 장애인생산품의 매출증대 및  

구매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마켓 홈페이지

에이블마켓 검색방법

www.ablemarket.or.kr

에이블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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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

정부 공공기관에 판매가 어려운 생필품이나 제빵류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행복플러스가게’. 목동[본점]을 비롯하여 시청역점, 공덕역점, 한남대교점, 서울시 신청

사점, 대치동점, 상상나라점 등 총 7곳의 행복플러스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따뜻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신개념 브랜드로,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를 비롯한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의 기능을 갖춘 멀티형 카페

1층

장애인생산품 전시 & 카페

행복플러스 카페 운영 및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2층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 커뮤니티 공간

독립된 지역주민의 모임방(다솜, 이든, 가온누리, 씨밀레)

3층
세미나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세미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청역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 

TEL_ 02. 753. 1556

서울시청점
 
중구 세종대로 110 하늘광장(9층) 

TEL_ 02. 733. 1245

서울상상나라점
 
광진구 능동로 216

TEL_ 02. 452. 1144

대치동점
 
강남구 도곡로 416, 1층

TEL_ 02. 566. 0877

공덕역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

TEL_ 02. 3272. 2300

한남대교점
 
강남구 강남대로 708 3층

TEL_ 02. 511. 7345

사업분야

양천구 목동서로 33번지 

전화번호  02-2646-2500

목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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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지역 생산품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판매활성화 및  

실무역량 강화 등 다양한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생산시설의  

사업활성화와 경쟁력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직업재활시설의 자립역량 강화

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경영역량 강화

경영지원
센터

사업대상

서울지역 소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자립역량 강화

[신규 아이템개발]

·  장애인생산품 홍보를 통한 생산시설 

자립역량 강화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설명회 개최와 연계 

활동 추진

[취약시설 CARE 지원]

· 임가공사업 수주 지원 및 성장기반 마련 

·  취약시설 진단 및 처방, 1:1 멘토링 등  

근접지원

경영 역량 강화

[역량강화 교육]

·  시설운영 및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한 지식과 전문기법 등의 교육으로 실

무역량 강화

[경영상담]

·  직업재활시설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상

담창구 운영 (경영일반, 마케팅, 사업화, 

정보지원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경영지원센터

· 시설 & 제품정보공유 마케팅정보공유 

· 영업 & 판매지원

경영지원센터 ↔ 서울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생산 & 판매관련 정보공유지원사업 아이디어 제공 및 욕구전달 

· 경영지원사업 

  - 시장경쟁력 강화

  - 시설네트워크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육성

  - 장애인 상품 홍보 및 판매활성화 지원

TEL  02-2647-4097~8

FAX   02-2647-3999

E-mail   mscenter1030@ablemarket.or.kr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서울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사업분야

· 신규 아이템 개발 

· 취약시설 Care프로그램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 경영컨설팅/인증지원

· 협의체 운영
· 역량강화 교육 

· 경영상담

자립 역량강화

시장

경쟁력

강화

경영

역량강화

경영지원센터

시장 경쟁력 강화

[협의체 활성화]

·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협의체별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해결 

(판로확보 및 공동브랜드 등) 

[디자인개발 지원]

·  시설 및 제품에 대한 BI, CI, 패키지, 홈페

이지 개발 등 디자인 지원

[경영컨설팅/인증지원]

·  경영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시 애로사항 수집 및 문제점 도출 후 경영애로 해소

·  장애인 생산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신규 품질인증 지원 및 정보 제공

경영지원센터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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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은 만드는 속도는 느리지만, 

중증장애인 특유의 높은 집중력과 

꼼꼼한 정성을 담아 만들어집니다.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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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우선구매
제도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장애인기업제품은 포함 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주체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 총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지정일자 : 2012. 9. 21.)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품질관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리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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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

매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 위탁업체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호

우선구매 절차

1단계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 시설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2단계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

·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  

 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능 확인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방법 결정

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추진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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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실적 인정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효율적 관리(구매실적 집계 및 검증 등)  

 체계 부재로 인해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관련 업무부담  

 최소화 및 비효율성 제거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집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

· 법제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자 상거래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방법(2015년도 이후)

우선구매실적 제출 방법(2015년도 실적 제출 방법)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행계획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매실적  

구매계획 제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관련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1.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 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4.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생산 · 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공공기관

구매실적

①  생산·판매시설 납품 

②  생산·판매시설 판매실적 입력

③  공공기관 납품실적 승인

구매계획

공공기관에서 직접입력

1. 납품(생산 · 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2. 생산 · 판매시설

판매실적 입력

3. 공공기관  

납품실적 승인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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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FAQ

중증장애인생산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에는 사무용품, 위생용품 외에도 각종 공예품 및 생활용품, 판촉물,  

화훼류, 다기류 등 6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문제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을 원하시는 장소(지정장소)까지의  

입고는 물론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배발송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전화 및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문 2647-4100 이나  

www.ablemarket.or.kr 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기간별로 지방자치단

체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됩니다. 또 구매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품목별, 금액별,  

기간별 구매실적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장애인생산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곰두리공판장＂은 다른 곳인가요?

곰두리공판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예전명칭입니다. 지역이름을 붙여 ’00곰두리

공판장＇으로 운영되다가, ’00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조례(제447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곰두리‘ 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곰두리 라는 명칭이 들어간 장애인관련단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관련법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매접수, 판매행사,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정식 인가받은 시설인가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정식 인가받은 시설입니다.

제품구매와 관련한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본서류인 견적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외 비교견적 등과 승낙사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 등)가 발행됩니다.

전화 또는 지로를 이용하여 구매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장애인생산품이 맞는지요?

대부분의 인가된 시설은 전화 및 지로를 통한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인가된 시설인지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나 각 시,도, 구청 장애인복지과 및 지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은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시 미리 카드결제를 요청하시면, 직원을 통해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 ARS 원격결제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은 같은 의미인가요?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 2조에 의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

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이상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규정된 요건에 의거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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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이용가이드

서울
판매시설
이용시 장점

이용방법

· www.ablemarket.or.kr 접속 또는 포털사이트에 에이블마켓을 검색하여 접속 

 기관회원, 기업/시설/단체회원, 개인회원 중 해당하는  

 그룹으로 선택하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등록을 위해 가입 및 주문 시 기관 및 부서명,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기!

· 결제수단

 ① 온라인 카드 결제

 ② 방문 카드 결제

 ③ ARS 카드 결제(비대면)

 ④ 나라빌(정부기관)

 ⑤ 무통장 입금(전자계산서 OR 현금영수증)

구매증빙서류 온라인 출력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주문 상세정보 페이지 하단의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되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주문상품 견적서 바로 출력

① 본견적서

 - 주문 전 : 장바구니 → 하단 [견적서] 버튼

 - 주문 후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상세정보 페이지 하단 [프린트] 버튼

② 비교견적서(타 견적서)

 - 주문 전 : 주문 시 배송메모란에 기재하여 주문

 - 주문 후 : 고객센터(1666-1030)로 연락하여 요청

③ 기타 서류 추가 필요 시, 배송메모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④ 대량 구매 시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실적 증명 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납품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등록기한 : 납품 완료 후 약 7영업일 이내

우선구매제도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생산품 전문 판매시설입니다.

·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전용 쇼핑몰과 전문 상담인력 및 배송인력이 운영되어  

 빠른 주문접수 및 배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주문접수 후 2일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 등 실적관련 전담인원을 운영하여 단순한 실적 입력이 아닌 

 실적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 실적 자동입력 및 주기적 공지로 간편하게 실적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우선구매특별법 관련하여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한번에 구매하실 수 있어 서류작업의 간편함을 제공합니다.

  - 전문 마케팅 직원의 방문을 통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단가계약 등의 

 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불만 등 클레임에 대하여 100%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A/S 및 교환 요청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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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안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위와 수의계약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 생산품의 판매대행 시설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이 동 시설로 부터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구매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방법·절차 및  

 계약금액 결정 등에 있어 예외적 규정이 적용됨. 

·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2천만원 이상 가능)

· 계약체결 시 직접생산 증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로 대체 가능

※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빛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안내(보건복지부) 등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지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대행 등 지원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운영관리 시설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 대행 등을 위해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시립시설(위·수탁 협약서 제2조)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 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발췌)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2013.3.29.)

제2조(위·수탁 사무) ①”시”가 “협회＂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의 대행 (“협회“ 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p.227)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

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및 운

영법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생

산품생선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

품의 판매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7의2호 나목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수의계약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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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 <개정 2014.5.20>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참고1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참고2 : 개정된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 

 그 동안 법령 및 지침에 대한 해석차이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견을 정리, 수의계약 대상으로 구체화함.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

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p.125)

가. 대상(*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의 예외 사항) 

2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세부평가방법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 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 2천만원 이상 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2014.2.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P.115)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P.1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7의2호 나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한 없음(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7의2호 나목

수의계약 가능금액 

구  분 유  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이

하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원 이

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

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제4

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

능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4호 가·나·다·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

~제8호)

○(이하 생략)

① OO시청 
(기초자치단체),

CCTV 구매, 100백만원

② OOOO공사,
자동화시스템 

수배전반 
구매,

1,300백만
원

③ OOOO공사, 피복 구매,
1,200백만

원

④ OO시 교육지원청,
분전반·수배

전반 구매,
280백만원

⑤ OOOO공사,
아파트

반침가구  
구매,

2,800백만
원

참고   수의계약 사례(2천만원 초과 단일계약건)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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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안내

직접생산의 증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5호]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 2014.2.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중 “※” 아래(P.1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생략).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

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 다음 :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직접생산 확인 관련 질의 및 회신

- 질   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000, 2013.12.17.)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고시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답   변 (조달청 정보기획과-7727, 2013.12.2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질의내용은 사실과 다름.

 · 등록규정 제23조의2제1항다호(現3호)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로도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함을 알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보다 우선구매를 우선함

참  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우선

3.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 다음의 보건복지부와 조달청간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직접생산 확인 관련 질의 및 회신’  

   (2013.12.17.~12.30) 참조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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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및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개

생산품 &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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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2-066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정보근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28 리드릭 김정열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43 사)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 전영열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0-031 누야하우스 이금복 장애인보호작업장

2011-002 늘푸름보호작업장 안성기 장애인보호작업장

2014-019 밀알그린보호작업장 임영택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68 밀알보호작업장 양병홍 장애인보호작업장

2011-028 서울시립미래형장애인직업재활시설그린내 기화서 장애인근로사업장

2011-019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이상철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55 성지보호작업장 허명옥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30 아이티어빌리티센터 유시영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63 형원 홍성규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용지류

화장지 & 
위생용품

복사용지 A4/A3/A5/B4/B5 외 
 
75g/80g/85g

롤화장지/점보롤/두루마리 
 
500m/300m/70m/60m/50m/30m

핸드타올/사각티슈/냅킨 
 
고급지/일반지/갈색지

물티슈 
 
순면/캡형/엠보/휴대용 등

비누/세제 
 
물비누/세안비누/세탁비누/주방세제/세탁세제 등

중질지 A4/A3/A5/B4/B5 외 
 
70g

신문용지 A4/A3/A5/B4/B5 외 
 
54g

생산품 &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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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5-005 공감보호작업장 김기진 장애인보호작업장

2013-015 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전청자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04 동천 이정훈 장애인근로사업장

2014-035 빛가람장애인시설 김정석 장애인보호작업장

2014-027 빛나눔보호작업장 조봉용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20 선한복지센터 김  현 장애인근로사업장

2009-032-03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은홍수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71 에스알씨(SRC)직업재활센터 남광우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20 행복한나무 서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09-033-01 다니엘직업재활원 지승현 장애인근로사업장

2009-054 마리스타보호작업장 김주봉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84 해맑음보호작업시설 최민량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20 행복한나무 서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재생토너 카트리지 사무용 양식 & 
소모품

장애인생산품의 재생토너카트리지는 빈 케이스에 토너 및 브레이드,

기어 등 마모된 부품을 교체 후 토너를 재공급하여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제품입니다.

잉크•토너 카트리지 주문방법

· 프린트기종  

· 주문색상 

  주문상담  1666-1030/ 02-2647-4100

봉투 
 
행정/일반/인쇄

각종화일 
 
정부/문서/클리어

기타 
 
결재판/보존상자/표지

* 모든 사무용품류에는  

   기관명외 인쇄주문이 가능합니다.

생산품 &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34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7-022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이명수 장애인보호작업장

2015-005 공감보호작업장 김기진 장애인보호작업장

2010-019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박찬근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05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이재환 장애인보호작업장

2015-028 동안우리복지센터 신일한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80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28 리드릭 김정열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56 멋진월요일 최상숙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2011-023 번동보호작업장 송상천 장애인보호작업장

2010-023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김정진 장애인보호작업장

2014-035 빛가람장애인시설 김태곤 장애인보호작업장

2008-008 사복)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황태성 장애인근로사업장

2009-032-03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은홍수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30 아이티어빌리티센터 유시영 장애인보호작업장

2014-037 열림일터 권나영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34 조은세상 박정식 장애인보호작업장

2015-019 행복을파는장사꾼 김완수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20 행복한나무 서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30 EM실천 김영환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7-004 강서나누리센터 윤보라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33-01 다니엘직업재활원 지승현 장애인근로사업장

2009-084-02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 조인숙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92 라온클린패밀리 최희도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28 리드릭 김정열 장애인보호작업장

2010-034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수아밀) 하강택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86 보라매보호작업장 박형진 장애인보호작업장

2015-002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양병춘 장애인보호작업장

2011-003 원광보호작업장 조숙자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22 종로행복일굼터 김영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2009-076-03 파란마음복지센터 한호택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84 해맑음보호작업시설 최민량 장애인보호작업장

판촉물 & 인쇄물 서비스 용역판촉물  답례품/기념품/홍보품

인쇄물

현수막/봉투/명함/각종서식/쇼핑백/점자인쇄 외

소독용역/청소용역/방역용역/이사용역/조경용역/ 

스캔용역/세차용역/택배용역

생산품 &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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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5-005 공감보호작업장 김기진 장애인보호작업장

2011-002 늘푸름보호작업장 안성기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59 정립전자 박춘우 장애인근로사업장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6-045 스롤라인 윤숙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2009-069 우리플러스작업장 유혜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자정보장비 화훼

LED/카메라

전자제품 

조립PC/USB/멀티탭/선풍기

꽃바구니, 꽃다발
 
전화문의

동양란, 서양란
 
전화문의

LED 센서

축하ㆍ근조 화환 
 
전화문의

관엽식물, 분재
 
전화문의

생산품 &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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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6-089 공감플러스 이은선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2009-046 교남어유지동산 권세진 장애인근로사업장

2010-037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유점화 장애인보호작업장

2011-010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78-01 똘레랑스 고성수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67 밀알베이커리 김인향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44 사랑의 일터 장유정 장애인보호작업장

2010-036 삼성떡프린스 최종태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81 서울남부보호작업장 박용국 장애인보호작업장

2017-012 송파위더스 편용준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82 신아보호작업장 황성경 장애인보호작업장

2011-034 아름다운 이상춘 장애인보호작업장

2017-032 은평보호작업장 강태길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12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이현철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시설 유형

2012-041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홍흥근 장애인보호작업장

2017-013 꿈꾸는달팽이 한상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2012-050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진은숙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29 라피드보호작업장 성원석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80 성분도보호작업장 최용근 장애인보호작업장

2012-034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조봉래 장애인근로사업장

2013-019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정민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17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남인순 장애인보호작업장

2009-035 참좋은센터 김재훈 장애인보호작업장

2013-014 함께사는 세상 김은경 장애인보호작업장

2016-015 효정 천성애 장애인근로사업장

2014-013 희망일굼터 한상명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료품 기타커피/차 

원두커피/믹스커피/녹차 등

종이컵류

장갑류

기타 
 
마스크/디퓨져/캔들/비닐봉투/마대 등

제과/제빵/떡 

쿠키/도넛/케이크/견과 등

가공식품 

농산가공품/수산가공품/축산가공품

생산품 &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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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시설유형 자치구 시설명 주소 시설장

보호 금천구 EM실천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워 6차 1004호 김영환

훈련 금천구 SG블루웰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419 박양신

보호 관악구 SRC직업재활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한라시그마밸리 1006,1007호 남광우

보호 노원구 가브리엘작업장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라길 94-13 이선화

보호 관악구 갑을장애인직업휴먼센터 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13-7 정보근

보호 강동구 강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00-5 신병철

보호 강북구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99-9 이상원

보호 강서구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102호 이명수

보호 강서구 강서구희망센터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4길 18(화곡동)프리즘오피스302호 나건용

보호 강서구 강서나누리센터보호작업장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7가길 21-3 윤보라

보호 성동구 공감보호작업장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44 B107호 (성수동2가 우영테크노센터) 김기진

보호 광진구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80길 20 진은숙

근로 강서구 교남어유지동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못내길94-44 권세진

보호 구로구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1(온수동 44-21) 박찬근

보호 강서구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5-9 홍흥근

보호 송파구 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거여동)3층 전청자

근로 도봉구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박정열

근로 송파구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마천동) 남궁규

보호 강서구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5길 37 유점화

근로 서대문구 그린내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홍은동304-1) 기화서

보호 금천구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금천구 한내로 69-15 최송근

보호 강서구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65 조진화

보호 동대문구 꿈드래보호작업장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8가길 7 전영열

보호 관악구 나자로의집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길 81 김용주

보호 노원구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11 이재환

보호 은평구 누야하우스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30(구산동) 이금복

보호 구로구 늘푸름보호작업장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1나길38(온수동) 안성기

보호 서대문구 늘품보호작업장(★)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05, 2층 김원배

근로 서초구 다니엘직업재활원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21-16 지승현

보호 강서구 다사랑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7길 3-16 권기옥

보호 노원구 대린직업훈련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채민옥

시설유형 자치구 시설명 주소 시설장

근로 종로구 더해봄(종로구립근로작업장)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14(효재동) 정연숙

보호 동대문구 데일리스보호작업장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14 김용진

보호 도봉구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2층 권정하

보호 동대문구 동문엔터프라이즈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58-2 3층 (장안동) 박은옥

보호 강동구 동안우리복지센터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46 신일한

보호 송파구 동안제일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45(오금동) 박경호

보호 동작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12길 57 이민규

근로 노원구 동천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8길 41(하계동) 이정훈

보호 송파구 두손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6길34-1 김한근

보호 양천구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 7 202호 (신월7동 984-1) 조인숙

보호 은평구 똘레랑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1길 31 지하 고성수

보호 강동구 라온클린패밀리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95-45 최희도

보호 강남구 라파엘직업재활센터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원양1로 907 양선용

보호 영등포구 라피드보호작업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40길 16 나로센터 성원석

보호 강남구 래그랜느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3 지하1층 황은미

보호 영등포구 리드릭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김정열

보호 송파구 마라보호작업장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34길 43-1(문정동) 정문영

보호 마포구 마리스타보호작업장 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 71 김주봉

보호 마포구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 1640)2층 206호 하강택

보호 마포구 마포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8 지하2층 이민희

보호 종로구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 13 이재용

보호 강남구 밀알그린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임영택

보호 강남구 밀알베이커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김인향

보호 강남구 밀알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201호 양병홍

보호 은평구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5길 7 조성애

보호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지하 송상천

보호 강북구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주공), 2층 김정진

훈련 노원구 베데스다직업적응훈련시설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마길 27 나눔아트센터 1층 이종찬

보호 노원구 보담터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63 지하1층 이미희

보호 금천구 보라매보호작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승일벤처타워 302호) 박형진

보호 노원구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상계동) 양병춘

보호 종로구 비둘기보호작업장 서울시 종로구 동숭4길 28 최금난

보호 은평구 빛가람장애인시설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339(갈현동) 1층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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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은평구 빛나눔보호작업장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390-29(수색동,1층) 조봉용

보호 서초구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설안마수련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나응문

보호 서초구 사랑손보호작업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8길 24 김정영

보호 서초구 사랑의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1, 로템2빌딩 6층 장유정

보호 동작구 삼성떡프린스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최종태

보호 양천구 샘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이남우

보호 동작구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박용국

보호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김희정

보호 강동구 선한복지센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91길 62(성내동, 동아아파트상가4층) 김  현

보호 성동구 성동직업훈련시설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박봉수

보호 성동구 성모보호작업장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9가길 57-10 김경용

보호 강남구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757길 35 이상철

보호 강동구 성분도보호작업장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10 최용근

보호 강동구 성지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5길 15 허명옥

보호 강동구 소망드림복지센터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512-4 2층 최병석

보호 강남구 소망제이앤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59길 155 나동 김현주

보호 금천구 소울터직업재활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고려테크온603호 김미선

보호 송파구 송파위더스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333-4(마천동) 편용준

훈련 송파구 송파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5 3층(거여동) 김강석

보호 송파구 신아보호작업장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8길 17(거여동) 황성경

근로 관악구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조봉래

보호 노원구 아람마을보호작업장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38-16(월계동) 조두현

보호 중랑구 아름다운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55길 32  103 이상춘

보호 강동구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87 3층 은홍수

보호 강동구 아이티어빌리티센터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30 삼보프리빌 301호 유시영

근로 구로구 에덴하우스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195길 47-30 황태성

보호 송파구 연화직업재활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86(석촌동)5층 이유신

보호 강서구 열림일터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36(화곡6동) 권나영

보호 용산구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31(갈월동) 이정민

보호 마포구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3층(노고산동) 변성환

보호 강남구 우리플러스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유혜현

보호 중랑구 원광보호작업장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6 조숙자

보호 은평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1길 13 남인순

시설유형 자치구 시설명 주소 시설장

보호 은평구 은평보호작업장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구산동) 강태길

보호 도봉구 인강원 서울시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5(도봉동) 이승헌

보호 송파구 임마누엘 보호작업시설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10길 26(거여동) 이연호

보호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3가길6-15 조민호

보호 서대문구 장애인영농재활시설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472외 2필지 김송석

보호 광진구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고현자

근로 광진구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 박춘우

보호 중랑구 조은세상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31-21 박정식

보호 중랑구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서울시 중랑구 숙선옹주로9길 55 박세향

보호 중랑구 참좋은센터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99-15(신내동)  김재훈

보호 강서구 참행복한세상(★)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62, 208호 주세만

보호 강서구 초록등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강서구 송정로49 남원빌딩 B1 이한수

보호 강남구 충현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98길 16 편성연

보호 강동구 파란마음복지센터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00 하이브 3층 한호택

보호 강동구 푸른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3길 86 이동협

보호 양천구 하은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길9, 5층 임채감

보호 서초구 한우리보호작업장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 정영수

보호 관악구 함께사는세상보호작업장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1층 김은경

보호 송파구 함재보호작업장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10길 19(문정동) 강미랑

보호 구로구 해나무일터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라길 25-10 조은정

보호 노원구 해맑음보호작업시설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7(공릉동) 최민량

보호 성북구 해피워크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정덕기

보호 송파구 행복보호작업장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71(마천동) 이승호

보호 강서구 행복을파는장사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로134 3층 김완수

보호 성북구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4 이현철

보호 영등포구 행복한나무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96(당산동 2가) 서진원

근로 구로구 형원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195번길 47-20신촌동 홍성규

보호 송파구 효명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812호(신천동, 롯데캐슬프라자) 윤재훈

근로 강북구 효정근로사업장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8 천성애

보호 양천구 희망일굼터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804호 한상명

보호 광진구 희망일터보호작업장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22(능동247-5 5층)501호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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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착
 한
소
 비

사라지지 않고 더해지는 소비

나눔과 희망으로 따뜻해지는 소비

바로 ‘착한소비’ 입니다.

[일할 수 있는 행복]

땀과 노력의 가치를 선물해주세요.

희망과 용기를 채워주세요.

따뜻한 사회를 위한 착한 발걸음.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2-2647-41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51-852-0258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동평로 405번길 88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53-984-1116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04

인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32-464-01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30

광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62-672-97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5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42-826-32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7번길 15

울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52-258-2494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32-1(상안동)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31-268-9844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1 3층

강원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33-262-4264 강원도 춘천시 효석로 37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43-238-457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41-881-7781 충청남도 공주시 봉창로 138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63-856-2646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7길 132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61-278-2461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가 11

경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54-857-8890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43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55-274-08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63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64-702-14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94

세종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44-864-208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 14길 65-3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모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직접 배송까지 가능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구매를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