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리가꿈꾸는 세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여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설립한 사회적기업입니다.

http://www.dream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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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기인 총회

우리가꿈꾸는세상 설립허가(노동부)

결혼이주여성 간병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인증

(노동부지정 2008-90호)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과·제빵사업 추진(쿠키점 개점)

두부사업 추진

체험학습장 개점

(전통두부, 제과제빵 만들기)

목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참여

토판염사업 추진

제과제빵사업·체험학습장 ㅣ 두부사업·체험학습장

목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간병사업 ㅣ 토판염사업

주요사업

우/꿈/세 우/꿈/세

●

●

●

●

●

●

결혼이주여성이 정성들여 만든 수제쿠키 전문점

다양한 빵과 캐릭터쿠키 등 고객맞춤형

초·중·고등학교 학교간식 영양플러스 특별 판매

직장·단체 간식 및 행사 기념품 할인 판매

생일·어버이날·크리스마스 등 기념일 기획 판매

2~3일전 예약필수 (제품을 만들어 놓지않고 주문에 따라 생산합니다.)

우 /꿈 /세 /제 /과 /점 이렇게 운영해요

●

●

●

●

모든 제품 주문판매(하루전 예약)

고정 납품 및 대량 주문시 할인판매

두부한판 40,000원(1모 3,000원)

콩물 1.8  13,000원

우 /꿈 /세 /두 /부 제 품 안 내

●

●

●

쿠키류 : 참깨, 호박씨, 캐릭터 쿠키 등  1,000원~

빵류 : 백옥앙금, 샌드위치, 롤케익 등  800원~

선물세트 : 롤케익 8,000원, 쿠키세트 10,000원~

우 /꿈 /세 /제 /과 /점 제 품 안 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제과제빵사의 멋진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꿈세제과점
전남지방에서 생산되는 우리콩 100%로만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제조한 두부, 콩물로

우리가꿈꾸는세상을 향해 함께 갑니다.

Welcome to
우꿈세

15인 이상 예약제로 프로그램 운영

- 학습비 : 쿠키 10,000원 

   빵, 케익 20,000원, 피자 15,000원

- 소요시간 : 쿠키, 케익 1:30 ~ 2시간

                         빵        2:30 ~ 3시간

                       피자      1:30 ~ 2시간

- 체험 후 소감발표 및 시식

- 간식 및 완성된 제품 선물포장 제공

- 초등학교 5학년 교과과정 연계

쿠키, 빵, 피자, 케익 만들기

체험학습장
안내

-15인 이상 예약제로 프로그램 운영

- 학습비 : 10,000원

- 소요시간 : 1:30 ~ 2시간

- 체험 후 소감발표 및 시식

- 우꿈세두부 1모 및 간식제공

-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연계

두부만들기



가장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우리 몸에 좋은 

자연이 빚어낸 명품 토판염 해정금! 

바닷물과 갯벌에 녹아 있는 천연미네랄과 

아미노산등이 풍부한 한국전통소금 토판염! 

토판천일염 해정금(海精金)의 생산과정

객토 흙고르기 1차 해수 유입 후
판고르기

2차 해수 유입 후
판고르기

면고르기 둑만들기 인력으로 판다짐 평면고르기

써래로 판고르기 롤러로 다지기 해수 채우기 대파로 채염

천일염이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 들여 태양열과 

해풍에 의해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이온교환장치를 사용하여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Nacl)만 추출하는 

정제염에 비해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반천일염과 토판천일염의 구별방법

결정체의 모양과 빛깔로는 구별하기 힘듬니다. 

단, 맛에서는 토판천일염은 이상적인 미네랄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일반천일염에 비해 쓴 맛이 덜하고 약간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토
판염

해
정금

토판천일염(부직포)
1kg 1포

가정용 1kg

토판천일염
5kg 1포

대용량 5kg

토판천일염
10kg 1포

대용량 10kg

15,000원 45,000원 90,000원

선물세트 1.12kg    35,000원

토판천일염(부직포) 0.5kg 2포  
토판천일염 0.12kg 1포, 소금갈이(그라인더) 1개

토판천일염 해정금(海精金) 제품

일반천일염의 

PVC장판 바닥

‘토판천일염’ 이란?

일반천일염이 염전의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 용기 등을 깔아 짧은 시간과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식과 

다르게 토판천일염은 소금을 만드는 염전의 

바닥에 어떠한 인공시설도 하지 않고 

자연 갯벌을 단단히 다진 위에서 만드는 

소금입니다.

일반천일염은 염전의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기 때문에 갯벌에 생존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소금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점과 장기간 생산시 

염전에 오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토판천일염은 갯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유기물의 

영양분과 천연 미네랄이 소금에 제대로 스며들어 있어 그 영양가 

면에서는 최고의 소금으로 칩니다.

토판천일염의

갯벌바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