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소개서



인사말

저희 플랜(PLAN)23 협동조합은 국내에 들어와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친구들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과 더불어 실질적 경제창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문화.예술 및 농.어촌 연수교육지원과 체험사업을 통한 민간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한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의 인구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며 급급하게 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아 더 이상 외국인 주민은 소외된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구촌 가족으로써 삶의 의미를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해 더욱 빛내고 싶은 다양한 문화인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랜23 협동조합 대표이사 함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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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념

변해야산다
To change lives

지역 전문가 육성 민간주도 문화교류

국제 자유무역 시대와

다문화 시대에 부응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세계 다문화 발전의

선도 및 허브 구축

다문화 교류발전의

세계 및 지역 전문가

육성과 글로벌 연합

교육 시스템 구축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문화.예술벨트

조성 및 다문화 시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육성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를
위한 법률 및 경제적
프로그램 구축 및 지원



협동조합조직도



협동조합소개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25(공감플러스)

홈페이지 www.PLAN23 co.kr

대표자 함 영수

설립일  27 Sept. 2018

E-Mail Aladdin7074naver.com

전화번호 +82 063 533 7074

팩스번호 +82 063 534 7074

조합명 플랜(PLAN)23 협동조합



협동조합소개

사업 종목 대표 연혁

행사기획및대행공연및기획업, 제작관련서비스업
,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음향,조명,무대특수효과영상장비임대및설치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관광기념품, 홍보및판촉물도.소매
상품의제조, 가공, 도소매, 유통, 중개및위탁판매업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및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 

온라인정보제공사업
컴퓨터및통신기기도․소매및위탁판매업
레져․관광및문화컨텐츠사업
부동산임대사업
국제회의및관련컨설팅대행사업
문화․교육사업및사회복지사업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지역클러스터등상호협력하는회원제사업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상담등지원사업실시
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단체와의연계서비스
일자리에대한정보제공및일자리알선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을위한통․번역지원사업
기타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과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사업등
다문화관련용역에관한자문,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등제반사업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과
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연합회나전국연합회로부터위탁받은사업

(현) 국제휴먼올림픽 조직위원회 상임위원

(현) 아시아 미용교류협회 (AMAEA) 대외협력위원장

(현) ㈜ 한국관광서포터즈 호남총괄본부장

(현) 한국 스피치 훈련원 기획위원장

(현) DARE Model Agency 기획위원장

(현) 정읍시 혁신운영위원회 자문위원

(현) 정읍 컴퓨터 연합회장 (JCU)

(현) 엘림 IT 봉사단장

(현) 배움 아카데미 원장

이사장함영수



협동조합소개

Consulting

중장기 PR전략개발
신제품런칭컨설팅
CEO및임원이미지 Media Relations

컨설팅

CRS프로그램개발 보도자료개발및배포
부정이슈및위기관리 인터뷰주선 /칼럼기고문작성

컨설팅 기자간담회수행
팸투어기획수행
미디어모니터링

Online PR

브랜드블로그 ,카페
개설 /운영

SNS개설 /운영
제품바이럴마케팅
온라인이벤트수행
온라인체험단모집

운영

Event & Promotion

신제품발표회수행

샘플링
세미나 ,심포지엄진행

사진기자대상포토이벤트
기업세레모니 ,런칭이벤트

방송 /제작물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PPL

방송프로그램협찬
브로셔 ,홍보책자

홍보영상 ,메시지무비
웹진 ,뉴스레터기획

제작

Advertising

광고기획및제작
매체광고대행
애드버토리얼



조합연혁

관내지역의소년소녀가장및조손가정에
관공서에서사용후보급된학습용컴퓨터에
대하여원활한유지보수를수행하여학업에
지장이없도록무료로수리하여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비영리단체

지역에서활동하는뜻있는사업체와공동으로
연합하여비영리단체인연합회를결성하여
정읍시의각종보조사업유치를목적으로
좀더원활한봉사활동이될수있도록
비영리단체를등록.

자체운영중인봉사단체와더불어뜻을
같이하는사업자들과함께다문화및
취약계층의복지와경제적자립을유도하고
글로벌시대에발맞추어민간이주도하는
문화.예술교류를통하여다문화친구들의
안정적인지역안착과더불어골목경제활성화룰
유도하는글로벌문화.예술커뮤니케이션을목적으로
협동조합을창립하고활동시작.

관내취약계층및저소득층의학생들대상으로
무료로컴퓨터학습교육시스템을
엘림IT 봉사단과함께 JCU 통합하여운영.하고
컴퓨터수리와교육및보급사업을원스톱으로
진행하여경비절감과효율극대화유도.



해외및국내협력업체

AJA KOREAN TALK LANGUAGE CENTER

Valley International Consultancy  Nepal

Nova International Institute Nepal

International MBPA Science Division

KNET Vietnam DIARIM  Indonesia



해외및국내협력업체

Meraki International Education Consultancy  Nepal

GERMAN LANGUAGE CENTRE CONSULTING Malaysia 

BKKBN AKU  Indonesia

Forum CSR  DKI Jakarta IKWA 

Indonesian Business Women Association IWAPI



해외및국내협력업체

플랜23

협동조합

강산소리예술단

RNJ 실용음악

샘골별밤체험여행사

JB미디어협동조합

DARE Photostudio

DARE Model Agency

한국타이어 (상동)

공감이벤트기획

OK광고기획

한양디자인기획

아트기획

알라딘컴퓨터서비스

유한회사한터

CJ HELLO 전북방송



협동조합위치



PLAN23 Co-operative



2018 내장상동공감플러스개관식행사



2019 동학마라톤응원단및급수봉사



2019 민선7기취임1주년기념식



5개국지구마을다문화일촌행사주관



다문화일촌맺기문화.예술민간교류행사



2019 정읍방문의해선포식 (용산역)



제25회정읍시민의날기념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