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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Message

㈜우리같이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2010년 개인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법인을 설립, 국내 디자인사업, 판촉, 홍보사업, 전략사업, 중국사업, 무역사업 등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객에서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당사는 지속적인 신 사업 개발과 신흥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비전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를 다각화하여, 안정적이며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우리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기술력 강화 등 유통채널의 글로벌 확대로 동반자적 성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으로 21세기를 선도하며 나날이 성장해 가는 기업, ㈜우리같이에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대표이사

한 주 석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 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01
사회적기업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

02 03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법 제 12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주) 우리같이는 상품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상품을 제작,판매를 한다는 모토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Social Enterprise
We like Grow Together



다년간 기업, 백화점, 마트, 관공서, 보험들 홍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맞춤형 판촉물

전문기업인‘우리같이’는 판촉시장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발로 뛰면서 체험한 판촉업무의

지식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수(납품)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다양한 제품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

서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진행과 한발 앞선 서비스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sion
We like Trust

대표  韓 柱 錫



Key Value
We like Think

•전문 MD
기업의 예산 규모에 맞춰 경쟁력있는 컨설팅

•B2B 전자구매 솔루션 제공
쉽고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찾는 최적화된 솔루션

www.brightman.co.kr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한 1:1 전문적인 상담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및 철저한 검수(사후관리)

FaithfulnessProfessional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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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We like Information

Company Name

CEO

Founded

Staff

Adress

Business

주식회사 우리같이

한주석

2014년 10월 01일

8명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69번길 59

전자 상거래외 판촉 , 특판 - 기업 의전용 답례품 외 다수 기념품, 홍보물 제작

명절선물 - 가전, 소형가전, 주방용품, 생활용품 외 다수

사은품, 상패 - 각 종 상패 및 트로피, 개업, 답례품 외 사은행사의 선물류

스티커, 전단지, 리플렛, 명함 - 홍보전단 및 리플렛 제작

tel. 052-275-3014 fax. 052-970-3014

e. hohoband@naver.com



영업이사 영업부

Department

인터넷
사업부

물류부

대표이사

We like Organization

기념품, 사은품, 판촉 등
홍보물 설계.제작

광저우 / 이우 시장
현지 직수입

기업맞춤형
상품납품

결제 및 문의
사후관리

판촉물
사업부

무역업무
(광저우,이우)

MRO
사업부

관리부
경리부



Company Story
We like Develop

2012
•캐논코리아 판촉물 제작

•룩옵티컬 판촉물 제작

•삼성전자 구매고객 사은품 납품

•현대백화점 판촉물 제작

•삼성생명 판촉물 진행

•하이마트 기프트 업체선정

•현대 백화점 대구,울산,동구점 고객사은품 납품(매월)

•현대위아 의전용품 납품 년 계약

•BMW 구매고객 홍보물 제작 납품 년 계약

•현대호텔 년간 정기 판촉물 납품 년 계약

•현대호텔 대내외 방문객 상품납품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선물

•롯데홈쇼핑 온라인 상품 입점

•경주 현대호텔 비품 납품

•농협 사은품납품

•롯데시네마 울산점 판촉물제작

•울산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지원사업 약정체결

•동문건설 분양 홍보물품 제작

자체 특허보유. 상표보유
울산예비사회적기업지정
2016 HIT500 선정

•틴버블(휴대용천연비누) 개발 및 제조

•현대자동차 설문조사 기념품 납품

•우리환경 주식회사 리플렛,우편봉투,대봉투제작

•형지그룹 VIP 고객 감사 사은품 납품

•한국 원자력발전소 기념품 납품 

•주식회사 우리같이로 법인전환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비품 납품

2013

2015 20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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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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