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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사회적경제와청년소상공인의문화를연구합니다.

남다른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와 청년작가들의 브랜드를 고객과 잇고

가치 있는 문화와 소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지향합니다. 

SOCIAL

사회적경제

YOUNG

청년소상공인

CULTURE

문화

소영씨연구소



Business

사회적경제와청년소상공인들이

소비자와만나고공감할수있는기회의장을제공합니다. 

│소영씨스토어

남다른 사회적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청년 작가들의 상품을

가치 있는 소비로 연계하는

‘소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소영씨마켓

사회적경제와 청년 소상공인이 함께 모여

플리마켓, 문화공연, 교육/체험, 푸드트럭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하나 되는

‘대규모 복합 문화마켓’

│소영씨클래스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한, 

재미와 유익함이 더해진 원데이클래스로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소셜 원데이클래스’

소영씨연구소



History 소영씨연구소

2021 01 이노비즈 인증기업 선정

08 한국공항공사 ‘가치행복행‘ 특별전 진행

11 ’더현대서울X소영씨마켓’ 진행

12 ’소영씨마켓X메리포레스트’ 진행

서울특별시 ‘공생마켓‘ 진행

2020 05 서울시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06 소영씨연구소 서포터즈 ‘소영씨프렌즈’ 2기

10 ’소셜 벤처 엑스포 가치장터‘ 진행

11 한국공항공사 ‘가치행복행‘ 특별전 진행

‘2020 SEMI-TACT 소영씨마켓’ 진행

12 한국공항공사 ‘가치행복행‘ 샵in샵 진행

2019 05 사회적기업 인증

‘소영씨마켓 in킹스크로스’ 진행

08 ‘한가위 얼리버드 소영씨마켓‘ 진행

09 ‘소영씨스토어’ 오프라인매장 오픈

‘소영씨스토어’ 사회적서비스 플랫폼 오픈

10 ‘소영씨마켓 할로윈 위크‘ 진행

12 소영씨연구소 서포터즈 ‘소영씨프렌즈’ 1기

2018 07 서울형강소기업 선정

‘홈플러스 스폐셜 목동점‘ 플리마켓 주관

09 ‘썸데이 페스티벌‘ 플리마켓 주관

10 ‘SK 행복얼라이언스-부산’ 플리마켓 주관

11 ‘SK 행복얼라이언스-서울’ 플리마켓 주관

12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2017 03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대상

12 ‘후즈하비몰‘ 오프라인 편집샵 오픈

2016 03 ‘후즈하비몰’ 사회적서비스플랫폼 오픈

05 대한민국우수기업 사회공헌부문 대상

06 에코어워드 사회공헌부문 대상

12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22 05 ‘MG희망나눔 상생 스토어‘ 특별전 진행

05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e-store 36.5’ 
마케팅 홍보 운영 (~11월)

06 ‘남양주 흰고래 스튜디오’ 오픈

09 ’ 모두갸ON공항’ 특별전 진행

11 ‘소셜세일페스타 IN 소영씨‘ 개최



About store

소영씨스토어

사회적경제와 청년 작가들의 남다른 가치가 담긴

소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소영씨스토어



Introduce

남다른가치가담긴소셜라이프스타일편집샵

CustomerCreator

Product

opportunity

Product

Social Young

Culture Store

사회적경제, 청년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편집샵으로

브랜드와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합니다. 

소영씨스토어



Special points

소영씨스토어에서만느낄수있는특별한상품

기존의 편집 샵들과 달리, 예쁘면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남다른 가치들이 담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영씨스토어



Channel 소영씨스토어

공간도, 가치도남다른성수동편집샵

잡지 한 권을 읽은 것처럼, 친구네 집을 찾은 것 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소영씨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Kitchen
음료, 공정무역 식품 etc.

Bathroom
비누, 입욕제, 여성용품 etc.

Seasonal & stationery
시즌 상품, 문구 etc.

Bedroom & Acc
의류, 가방, 액세서리 etc.

Living room
캔들, 방향제, 화장품 etc.



Channel

온라인으로만나는소영씨스토어

온라인몰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어디서나 주문이 가능하며, 

다양한 SNS채널 운영으로 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씨스토어

www.sycstore.co.kr

smartstore.naver.com/whmall

@soyoungcstore

@soyoungc_store

blog.naver.com/whoshobbymall

소영씨TV

소영씨스토어

http://www.sycstore.co.kr/
http://smartstore.naver.com/whmall
https://www.facebook.com/soyoungcstore
https://www.instagram.com/soyoungc_store/
https://blog.naver.com/whoshobbymall
https://www.youtube.com/channel/UCOSHOJBiU6PiFFU4HYcpQZA/videos
http://pf.kakao.com/_NxbcxcM


Group order

기업/단체기념품안내

기업/단체 기념품 주문 시, 다양한 구매 혜택 서비스를 통해

기업, 단체 주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맞춤선물포장서비스 로고스티커제작 특별할인혜택 공공기관우선구매해당

소영씨스토어



Partner

소영씨스토어와함께하는 ‘소영작가＇

다양한 사회적기업들과 소셜 벤처, 청년 소상공인 기업들이

소영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영씨스토어



Partner

소영씨스토어와함께하는 ‘소영작가＇

현재 약 200여개의 브랜드와

1,000여개의 상품들이 소영씨스토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영씨스토어

*2021.12 기준

입점브랜드 1,000약

입점상품

약200



Standing point

소영작가입점

소영씨스토어

입점 신청 입점 심사 수수료 및 상품 협의 상품촬영

배송 및 CS 홍보 및 판매 온/오프라인 상품 등록 상품 페이지 제작

한번의 입점 신청으로 온/오프라인 입점이 동시에 가능하며, 

온라인몰 입점 시, 브랜드 홍보, 배송, CS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품 촬영과 상품 페이지 제작 서비스는 별도 협의 후, 제공됩니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TRiNzgxZmUtNzYzYi00ODVkLWFhN2UtNjI4NWQ2MjE0YmRi&sourceId=urlshare


About market

소영씨마켓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함께하는

대규모 문화 마켓

소영씨마켓



Introduce

사회적경제가함께하는차별화된문화마켓

Social Young

Culture Market

사회적경제, 청년 소상공인들이 함께 만드는 대규모 오프라인 문화마켓으로

플리마켓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 및 각종 이벤트와 공연 등이 함께 진행 됩니다. 

Flea-Market Experience Event Food

소영씨마켓



Special points

소영씨마켓에서만느낄수있는특별한경험

타 플리마켓과 달리, 플리마켓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푸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 됩니다. 

소영씨마켓



King's Cross

소영씨마켓 in 킹스크로스

영화 해리포터의 열차 승강장 ‘킹스크로스’ 를 컨셉으로 진행된 소영씨마켓 in 킹스크로스!

해리포터처럼 환상적인 문화마켓으로 버스킹 공연, 이벤트, 포토존,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19.05)



Korean Thanksgiving Day early-bird

한가위얼리버드소영씨마켓

추석을 앞두고 개최된 한가위 얼리버드 소영씨마켓은, 한가위 얼리버드라는 이름처럼

추석을 대비하는 각종 선물세트 판매와 민속놀이 레크레이션, 송편 만들기 등의 풍요로운 추석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19.08)



Halloween Week

소영씨마켓할로윈위크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진행된 소영씨마켓 할로윈 위크! 

할로윈 의상 포토 존과 좀비와 함께하는 재밌는 레크레이션 타임 등, 오싹하고 재밌는 할로윈 파티 마켓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19.11)



Semi-tact

SEMI-TACT 소영씨마켓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문화마켓 포맷을 벗어나, 언택트 프로그램과 컨택트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세미택트 형식의 소영씨마켓이 소영씨스토어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20.11)



The Hyundai Seoul

더현대서울X소영씨마켓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내에서 진행된 더현대서울X소영씨마켓!

백화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쇼핑과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1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21.11)



Merry Forest

소영씨마켓X메리포레스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카페 서울숲 내부에서 진행된 소영씨마켓X메리포레스트!

크리스마스 마켓을 컨셉으로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공정무역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21.12)



Someday Festival

썸데이페스티벌

난지 한강 공원에서 펼쳐지는 피크닉 뮤직페스티벌 ‘썸데이페스티벌’

썸데이페스티벌 내 플리마켓 운영으로, 공연과 쇼핑을 함께 즐기는 완성도 높은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18-2019)



Pop-up store

2020 가치행복행팝업스토어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한 ‘가치행복행’ 팝업스토어는

국내 공항 거점들을 활용하여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내 4개의 판매점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소공인과 사회적기업에게는 제품 판매의 기회를, 여행객에게는 가치 있는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영씨마켓

(2020.11-12)



Pop-up store

2021 가치행복행팝업스토어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한 ‘가치행복행’ 팝업스토어는

국내 공항 거점들을 활용하여 김포, 청주, 광주, 대구 공항 내 4개의 판매점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소공인과 사회적기업에게는 제품 판매의 기회를, 여행객에게는 가치 있는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영씨마켓

(2021.08)



Pop-up store

2022 MG희망나눔상생스토어

(재)함께일하는재단이 운영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하는

MG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사업인 ‘MG희망나눔 상생 스토어‘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가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22.05)



Pop-up store

모두가ON공항특별전운영

한국공항공사가 주최, 함께일하는재단추진, 오엠인터랙티브가 주관한 모두가ON공항 팝업스토어는

경주 한화리조트, 김포공항, 현대백화점 신촌점 총 3개의 판매점에서

소공인 및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씨마켓

(2022.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상품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셜벤더 사업’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성수동 소영씨스토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소영씨마켓

소셜세일페스타 IN 소영씨 (2022.11)

Pop-up store



Shop in shop

‘가치행복행’ 팝업스토어 이후,

전국 공항에 입점 된 약 20여개의 상생 매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소공인의 상품을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가치행복행’ 샵in샵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씨마켓

한국공항공사가치행복행샵in샵 (2020.12~)



Etc. brand

외부플리마켓대행

SK행복얼라이언스(서울/부산), 서울숲 소셜벤처엑스포, 홈플러스 스페셜 등

기업이나 지자체의 공익성을 가진 각종 행사의 플리마켓을 대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소영씨마켓



About class

소영씨클래스

일상의 새로움과 특별함을 가득 채워줄

소셜 원데이클래스

소영씨클래스



Introduce

매회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는원데이클래스

소영씨클래스는 매회 다른 강사진이 진행하는 스페셜 원데이클래스와

플리마켓 공간에서 펼쳐지는 플리마켓 원데이클래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Flea-market One day ClassSpecial One day Class

Social Young

Culture Class

소영씨클래스



Special One day Class

소상공인들을위한종합적인원데이클래스지원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운영여건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원데이클래스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소영씨클래스



Flea-market One day Class

플리마켓과함께즐기는원데이클래스

플리마켓 원데이클래스는 소영씨마켓 공간 내 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클래스를 제공하여 가족, 친구, 연인 간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소영씨클래스



회사명

본사

매장

홈페이지

메일

오엠인터랙티브

서울시성동구성수이로 22길 37, 아크밸리 502호

02-2295-0519

서울시성동구성수이로 22길 37, 아크밸리 1층소영씨스토어

070-8633-5400

www.sycstore.co.kr

contact@soyoungc.com

함께가치를만들어갈

남다른당신을기다립니다

Contact

http://www.sycsto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