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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ycling Handmade Pot Paper
종이정원(Paper Garden)은 사무실 등에서 쇄절기로 잘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파쇄종이를 한지제작방식과
씨앗 수경재배 기술로 되살림한
폐종이 Upcycling 친환경 문화수공예품 입니다.
재활용과 아이디어 그리고 친환경 기술에 한장한장 정성스런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종이정원. 세상에 하나 뿐인 매력을 지닌 수제종이로
특별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종이정원 활용하기
1. 마음을 담은 특별한 메시지카드를 만들수 있습니다.
2.손글씨, 스탬핑 사진출력, 드로잉 등 다양한 꾸밈이 가능합니다.
3.Unique 책갈피, 화분네임택, TAG, 어린이 공작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4.접시나 조그마한 소품위에서도 손 쉽게 새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5.유성잉크를 사용 하면 새싹이 자라는 동안 사연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Upcycling Handmade Pot Paper

축제, 행사, 수목원, 박물관, 대안여행 등 기업이나 단체의 특별
한 기념품을 생각하신다면, 환경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과 함
께하는 종이정원 으로 준비해보세요.

파쇄된 종이를 되살림한 씨앗 수제종이 종이정원
대안기업 협동조합 온리 Alternative Enterprise Coop Onre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온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2길 53 (전동,6동2층) T.063.282.0028 / F.282.0029
muze-@hanmail.net / http://www.facebook.com/PaperGarden.cooponre

http://www.facebook.com/PaperGarden.cooponre
협동조합온리의 모든 인쇄물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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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Eco-System Alternative Enterprise
온고을의 되살림 협동조합 온리

착한 생산과 착한 가격, 착한 소비 그리고 재밌는 수익나눔까지

폐종이 Upcycling 친환경 문화수공예품-종이정원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업활동으로 지역고유의 가치와 환경, 전통을
보존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활동으로 지역공동체와 문화의 되살림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대한 경제적대안을 찾는 열린 마당이자, 사람들 스스로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창조하도록 돕고자합니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지역 공동체 대안기업’

종이정원의 매력
1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를 전통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 되살림한 Upcycling 상품입니다.

2

나무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다시 식물로.. 순환의
상징성을 지닌 친환경 수공예품입니다.

3

색상, 무늬, 질감, 촉감이 모두 다른, 정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종이입니다.

Upcycling

지역고유문화

지역공동체기업

4

지역작가들과 함께하여 지역의 감성이 디자인으로
완성됩니다.

5

협동조합온리의 걸음걸음

어우러져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기업활동을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Sustainable
Eco-System Alternative Enterprise

종이의 높은 함습률은 발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으로
누구나 쉽게 발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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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온리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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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의 폐종이 기증품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기증자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8

수익금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개성있는 지역 생태, 문화,
공동체를 위해 쓰입니다.

9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합니다.

파쇄기를 통해 분해된 종이들은 재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됩니다.
이러한 파쇄종이는 천문학적인 양에 이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이정원은 이 파쇄종이들을 생명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