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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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개

기업명 : 주식회사 아립앤위립

대표자 : 심 현 보

법인설립일 : 2017년 10월 30일

기업소개

: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라는 Social Mission을 품고 지역의 빈곤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폐지수거노인들의 폐지수거를 대체 할 수 있는 그림작가, 패키지포장 전문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시해

빈곤노인들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1. 기업소개

아립앤위립은

폐지수거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1차로 작품활동 지원(미술도구, 작품활동장소, 미술강사 등 제공)을

통해 그림작가로서 노인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려진

작품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해당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아립

앤위립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2차로는 소비자에게 전달할 굿즈의 패키징 과정을 폐지

수거노인들에게 위탁하여 두 번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아립앤위립은 위의 활동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폐지 줍는

빈곤노인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 웃으면서 살아 : https://tumblbug.com/smilewerip

- 세월의 지혜가 젊은 날에게 : https://tumblbug.com/lifehoneytip

- 오늘을 담다 : https://www.tumblbug.com/lifehoneytip2

- SK텔링크x아립앤위립 콜라보 제품패키지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0

https://tumblbug.com/smilewerip
https://tumblbug.com/lifehoneytip
https://www.tumblbug.com/lifehoneytip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0


#1. 기업소개

아립앤위립은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업사이클의 연결고리를 찾아 [새로운 쓸모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 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진단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법과 업사이클 활동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사회적보드게임 ‘동네한바퀴’를 활용하여 사

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워크숍 [가치하SE]를

운영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주변의 사회문제를 관찰하고 간

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아립앤위립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ipnwerip

- 사회적보드게임 [동네한바퀴] 설명영상 : https://bit.ly/30fKHIm

https://blog.naver.com/aripnwerip
https://bit.ly/30fKHIm


#2. 주목하는 사회이슈



#2. 주목하는 사회이슈

2017년
노인인구비율 14%

고령사회

2026년
노인인구비율 20%
초고령사회

▲출처 : YTN/ 거리로 내몰린 노인들/ 16.02.01



#2. 주목하는 사회이슈

#노인 빈곤율 49.6% #노인의 약 절반이 빈곤노인 #OECD 평균(12.4%)의 4배

▲출처 :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한겨레 카드뉴스 ‘폐지줍는노인 울린 106원(16.06.16)’

Rich Poverty



#2. 주목하는 사회이슈



#2. 주목하는 사회이슈

- 65세 이상 노인가구 소득원 분석

OECD 평균의 약 2.6배 높은 근로소득 비율

59 24 17OECD

▲출처 : OECD(경제협력기구) 2013 Pension at a Glance/ 단위 : %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구 분

한 국 16.3 20.763



#2. 주목하는 사회이슈

- 65세 이상 노인 일반 특성별 종사 직종

▲출처 :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주목하는 사회이슈

- 동작구 폐지수거인 대면 조사를 통한 폐지수거이유

▲출처 : 대방동지역활동가모임_16년 9-10월/ 단위 : %

37

생계유지

35

용돈마련

28

기타(소일거리, 부업, 의료비마
련)

동작구
폐지수거노인

75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성이 대부분임



#2. 주목하는 사회이슈

2016-2017

150원

150kg

22,500원

225,000원

현 재

50원 전후

150kg

7,500원

75,000원

Kg당

리어카 1대
(3일 소요)

1대당 수익

1개월 수익



#2. 주목하는 사회이슈

1. 소득을 얻는 방법 : 근로소득
2. 근로방법

: ①농촌 외 도시 거주하는 노인의 근로는 단순노무
②가장 쉽게 접근하며 진입장벽이 낮은 ‘폐지수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들이 지속적인 증가
③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폐지를 수거함



#2. 주목하는 사회이슈

[가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안전, 건강
관련 지속적인

문제 발생

노동강도,
투입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대가

폐지수거를 대체 할 새로운 일자리 필요

서울시 조사자료
폐지수거노인

당사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찾동 담당자



#3. 해결방법

제품 제작

교육활동을 위한 교구 및
어르신들 이야기를 담은 굿즈

재생지를 활용한 위립박스

교육 활동

사회적 보드게임 ‘동네한바퀴’업사이클

UP



#3. 해결방법

[폐지수거노인의 공통점]

자존감이
낮은
시니어

다수의
독거노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필요



#3. 해결방법

옛날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림그리기 및
스토리텔링
(시니어 공감대)

굿즈화
(B2C)

제품화
(B2B, B2G)

크라우드펀딩
및

기업 패키지

제품 제작
및

제품 포장

모델 안정 시 지속적인 생산 필요 > 창작활동 및 제품포장 지속 = 새로운 일자리 지속적 창출



#3. 해결방법

B2C

상업디자인과 상반되는
새로운 감성의 디자인.
세월의 지혜가 담긴
컨텐츠에 대한 관심

크라우드펀딩
스마트스토어

제로웨이스트샵

B2B

기존 패키지에
‘환경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디자인과 손길을 활용한

기업 이미지 제고

SK텔링크
사회적경제기업多

B2G

기념품 제작 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

지자체
학교

중간지원조직



#3. 해결방법/ [할매가 그리고 할배가 맨든 노트와 지갑] 굿즈

[할매가 그리고 할배가 맨든 노트와 지갑] 굿즈는
아립앤위립 자체적으로 폐지수거노인들과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결과물의 일부를 선정하여
패턴화 작업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817%, 261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였고,
리워드 전달을 위한 제품 패키지 작업에
폐지수거노인이 참여하여 후원자분들께 전달
하였습니다.
펀딩 참고 링크 : https://www.tumblbug.com/newywermarket

https://www.tumblbug.com/newywermarket


#3. 해결방법/ [웃으면서 살아] 굿즈

[웃으면서 살아] 굿즈는 아립앤위립 자체적으로
폐지수거노인들과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결과물의 일부를 선정하여 패턴화 작업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242%, 130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였고,
리워드 전달을 위한 제품 패키지 작업에
폐지수거노인이 참여하여 후원자분들께 전달
하였습니다.
펀딩 참고 링크 : https://www.tumblbug.com/smilewerip

https://www.tumblbug.com/smilewerip


#3. 해결방법/ [인생꿀팁 : 세월의 지혜가 젊은 날에게] 굿즈

[인생꿀팁 : 세월의 지혜가 젊은 날에게] 굿즈는
아립앤위립 자체적으로 폐지수거노인들과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결과물의 일부를 선정하여
패턴화 작업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132%, 67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였고,
리워드 전달을 위한 제품 패키지 작업에
폐지수거노인이 참여하여 후원자분들께 전달
하였습니다.
펀딩 참고 링크 : https://www.tumblbug.com/lifehoneytip

https://www.tumblbug.com/lifehoneytip


#3. 해결방법/ [인생꿀팁 : 오늘을 담다] 굿즈

[인생꿀팁 : 세월의 지혜가 젊은 날에게] 굿즈는
아립앤위립 자체적으로 폐지수거노인들과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결과물의 일부를 선정하여
패턴화 작업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365%, 124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였고,
리워드 전달을 위한 제품 패키지 작업에
폐지수거노인이 참여하여 후원자분들께 전달
하였습니다.
펀딩 참고 링크 : https://www.tumblbug.com/lifehoneytip2

https://www.tumblbug.com/lifehoneytip2


#3. 해결방법/ SK텔링크 협업 ‘환경친화적’ 패키지 제작

SK텔링크의 알뜰폰 브랜드 ‘SK세븐모바일’의
배송박스 및 유심봉투를 환경친화적 소재와 기법
으로 설계하여 제작하고, 패키지 전면에 그림작가
어르신들의 창작물로 디자인하여 협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참고 링크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


#3. 해결방법/ 종이미로

[종이미로] 폐지를 재가공하여 만든
재생지를 활용하여 종이미로를
제작합니다.

미로 외벽에는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사진전 및 기업, 사업
소개 등의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

- 제 23회 강동선사문화축제,
2019 동작구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에서 활용되었습니다.

* 사이즈
: 900*900(mm)
면의 사이즈는 지정되어
있으나, 미로의 구성은 요청
크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폐지 회수율
- 1위(92.7%) 대한민국
- 2위(77.6%) 영국



#3. 해결방법/ 시장규모

국내 문구시장 규모
4조원

디자인문구 시장
3,000억

다이어리
시장

800억

[문구류 시장] 2018-2020년 기준

* 글로벌 문구시장 규모 : 250조원

▲출처 : 이코노미스트, 경향비즈, 머니투데이, 주간조선, 조선비즈



#3. 해결방법/ 수익구조

코로나 이전

60%

10%

30%

B2B

B2C

B2G

현 재

65%

25%

10%

향후목표

40%

40%

20%



#4. 팀소개

심 현 보

대표

사업 총괄/ 기획
대외업무

브랜드 운영/ 관리
교육사업운영

이 가 인

디자이너

제품기획/ 디자인
영상편집

강 옥 자

크리에이터

제품 창작
컨텐츠 창작



#4. 팀소개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2026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예정)

노인빈곤율의
지속적 증가 및
현상유지 예정

(47 ~ 49.6%)

폐지수거노인을
넘어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빈곤노인, 독거노인,
고독사 등)

신이어마켙/ 신이어상담소/ 신이어주스/ 신이어다이닝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노 년

세월의 지혜가 담긴
스토리와 시니어의
손길이 담긴 창작물

청 년

세월의 한조각을
담은 굿즈, 이야기 등
을 소비하고, 2030의

방법으로 다양한
참여 및 관여

- 디자인문구
- 생활소품
- 생활용품 등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새로울 신(新) 매울 신(辛) 나아갈 신(兟)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시간
(새로운일자리로만들어진 새로운시간)

인생의 우여곡절,
매운 맛을 경험한
인생선배의 한마디

불확실성, 막연한 지금을
타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2030

#웃으면서 살아
#세월의 지혜가
젊은 날에게

#오늘을 담다

청년과 노년의 새로운 만남 꼰?스럽지 않은 진짜 격언 어른이 할 수 있는 격언, 격려

- 새로운 세대와 가까워지는 마켙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 새로운 세대와 가까워지는 마켙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 새로운 세대와 가까워지는 마켙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 새로운 세대와 가까워지는 마켙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마켙]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상담소]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상담소]



#5. 아립앤위립의 향후목표

[신이어 시리즈]

신이어
상담소

신이어
주스

신이어
다이닝

기업연계



#6. 미션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

”



#6. 미션/ 우리의 할 일

고정수입 창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고정수입을
창출합니다

Income

자원의 선순환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제품 제작으로
소소한 제품부터 환경을

생각합니다

Virtuous circle

우리의 인식개선

제품에 담긴 이야기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캠페인을 통해
빈곤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Appreciate



#7. 맺음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힘으로 함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심현보 l 대표 l 아립앤위립

A.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47 2층 소셜타운 아립앤위립
M. +82 10-5357-5923
E. aripwerip@naver.com
W. aripwerip.com
B. https://blog.naver.com/aripnwerip



#8. 부록/ 참고자료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업사이클의 연결고리를 찾아 ‘새로운 쓸모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새로운 트렌드, Co-work/
착한 기업의 세계/ 골목대장 어르신/
팀빌딩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페이퍼 프로젝트
순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동아리, 학교협동조합 등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 부록/ 참고자료

사회적보드게임 [동네한바퀴]는
폐지수거노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입니다.
자체 개발한 워크시트와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사례교육, 공동체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을 통해 158%, 54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였고, 굿즈와 동일하게 리워드 전달을
위한 제품 패키지 작업에 폐지수거노인이 참여
하여 후원자분들께 전달하였습니다.
펀딩 참고 링크 : : https:// www.wadiz.kr/web/campaign/detail/23434

https://www.tumblbug.com/smilewerip
http://www.wadiz.kr/web/campaign/detail/23434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 팝업스토어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069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 인터뷰
https://news.joins.com/article/24080851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 인터뷰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2848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 인터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62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 인터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73936&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 인터뷰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00



#8. 부록/ 참고자료

▲ JTBC 뉴스룸/ 18.09.3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03306&pDate=20180930



#8. 부록/ 참고자료

▲ CTS뉴스/ 19.10.02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55027



#8. 부록/ 참고자료

▲오마이뉴스/ 18.09.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3129

▲강동구 사회적경제 소식지 [함께하는 발걸음 24호]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xSKTL 패키지제작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0



#8. 부록/ 참고자료

▲아립앤위립xSKTL 환경친화적 패키지 변경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56000017?input=1195m



#8. 부록/ 참고자료

▲추석맞이 보양식나눔_머니투데이/ 18.09.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810292812267

▲추석맞이 보양식나눔_이뉴스투데이/ 18.09.18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