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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현황

1) 기업연혁

2013.10.���종이나눔운동본부(굿페이퍼)�비영리봉사단체 설립

2014.11. 2014 나눔 실천 우수 프로그램 대상 수상

2016.01.���러블리페이퍼 프로젝트 시작

2016.08.��제23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상 수상

2017.0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7기 선정(사전선발)

2017.05.��㈜러블리페이퍼 법인 설립

2017.11. 제14회 아시아소셜벤처경진대회 본선 진출

2018.02.��(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기타형)

2018.0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7기 우수상 수상

2018.07. H-온드림 7기 펠로 선정

2018.08.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MBC 뉴스데스크 방영 후)

2019.06.��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주관

2019.10. �2019�베터투게더챌린지 코리아챌린지 입상

2020.05���(인증)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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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구조

대표

총무행정부 홍보마케팅 생산관리

지원금 관련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일자리창출

교육기획지원
(학교, 기업 교육)

각종 경영 및 행정 지원

스마트 스토어 관리

SNS 홍보 콘텐츠 기획

각종 홍보마케팅 관리
(제품 및 서비스)

페이퍼 캔버스 제작

페이퍼 캔버스 아트 관리
(캘리, 회화, 명화 등)

교육 물품 관리
(학교,�기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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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현황

언론 및 방송 다수 출연 포털사이트 실검 1위 유튜브 100만뷰

2016�:�6회

한국일보 /�YTN�/�tvN 리틀빅히어로 등

2017 : 19회

중앙일보 /�KBS1 /�MBC�/ SBS�/�CBS 등

2018�:�12회

KBS2 / MBC 뉴스데스크 /중앙일보 / MNB

2019 : 35회

KBS2 /�JTBC / 서울신문 /�머니투데이등

해외방송

2019.�레바논TV�
2020.�NHKworld방송

페이지 좋아요 : 2,612명

인스타 팔로워 :�901명

유튜브 : 112만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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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블리페이퍼 선순환 BM�구조

시세 6배 업사이클 친환경 캔버스 재능기부작가



5)�노인일자리 창출

1. 기업현황

폐지고가 매입 어르신 :�6명 / 어르신 고용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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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정기구독회원

현재 500명

19년 교육서비스 현황

기업 :�36회 / 2,421명
학교 :�16회 / 1,652명
기타 : 12회 / 208명
총 64회 / 4,281명

20년 10월 재능기부작가

개인 : 130명
단체 : 218명
총 : �348명

19년~20년 어르신 지원현황

박스매입 :�누적 89명 (2,537kg/1,066,600원)
생계지원 : 5회 72명 (7,555,300원 / 쌀 등)
안전지원 :�2회 18명 (16,003,350원/리어카 등)
여행지원 :��1회 11명 (1,417,970원 /�1일 나들이)
코로나지원 :�310명(2,400,000원 /�마스크 등)

5)�19~20년 주요 지표



러블리페이퍼는 친환경 업사이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제품 및 서비스

1)�제품현황

친환경
페이퍼캔버스

페이퍼캔버스아트
(연2,000여개)

페이퍼캔버스 명화
(40종 보유)

(1) 업사이클 제품

페이퍼캔버스 명화
컬러링

페이퍼캔버스
인생샷
(사진인화)



1)�제품현황

(2) 교육 서비스 KIT 제품

기업 CSR 연계 학교 교육

페이퍼캔버스 KIT를 통해누구나쉽게
업사이클친환경캔버스를경험할수있습니다.

페이퍼캔버스 MINI KIT를 통해 업사이클
친환경 캔버스 액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및 서비스



2) 서비스 현황

(1) 교육 서비스

기업 CSR 연계 학교 교육

기엄임직원, 가족봉사단, 점심시간봉사,
고령사회이슈관련등연계진행.

환경,�진로,�사회적경제,�나눔,�인성 등 다양한
학교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

2. 제품 및 서비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