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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주)더휴

THE HUE Co., Ltd.

중증장애인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356
CS CENTER : 051.206.0191
F. 070-8230-3877 / M. better-hue@daum.net

* 연계고용 직통문의 : 070-5223-2604

주식회사 더휴 소개

연계고용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주)더휴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NE

TWO

THREE

중증장애인이

개인 적성을 고려해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일하기 좋은 회사

세분화된 업무 분담

제공으로 신뢰 상승

∙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 비장애인의 16% 업무효율을 보이는

∙ 아무리 좋은 혜택을 해당 기업에 제공해도

중증장애인(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들에게

중증장애인들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최종적 직무를

더휴와 계약하지 않습니다.

∙ 또한 회사의 매출이 증가되면 그 즉시 중증장애인

배정하며, 비장애인 1~2명이 하는 일을

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오고 있는

중증장애인 5~10명이 세분화된 업무 분담을

회사입니다.

통해 단순하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여 곳의 중견, 대기업과의 계약 진행은
품질이 보증의 증거입니다.

주식회사 더휴 소개

장애인기업 주식회사 더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귀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계고용 최대 감면율은 60%입니다. 연계고용 관련 문의는 070-5223-2604로 주시면 됩니다.

FOUR

FIVE

SIX

장애인고용부담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증장애사원들의 직업

최대60%감면

제작하는 제품군 보유

재활에 앞장서는 회사

∙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기업과의 계약과

∙ 연계고용품목 중 유니폼(작업복 포함),

∙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복지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선고용하는 내부 시스템을

신발제조(안전화), 상조용품, 일회용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연계협회를

통해 월 매출액의 최대 50%와 장애인고용

(컵류, 젓가락류) 제작은 주식회사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사원들로

부담금의 최대 60%를 감면해주고 있는

더휴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슬로스 합창단’, ‘슬로스 봉사단’을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타인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혁
연도

내용

거래기업

연매출

고용부담금감면액

2021

∙ 2월 충남 서산 지사 설립
∙ 계열사 : 창성웰라이프(주), 더휴서비스, 난벌(주), 좋은날(주), 플라비(주)

500

103억

51억

2020

∙ 6월 서울 지사 설립
∙ 7월 대구 지사 설립
∙ 장애사원 113명, 비장애사원 80명

210

38억

19억

2019

∙ 7월 더휴 본사 사무실 이전 /확장
∙ 9월 경남 진주 지사 설립
∙ 12월 울산 지사 설립

160

18억

9억

2018

∙
∙
∙
∙

100

12억5천만

3억2천5백만

2017

∙ 인쇄, 일회(상조)용품, 유니폼(작업복) 추가
∙ 장애사원 23명, 비장애사원 10명

50

3억2천만

1억7천5백만

2016

∙ 장애사원 12명, 비장애사원 2명

20

7천만

3천5백만

2015

∙ 7월 20일 법인 설립
∙ 12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허가

ㅡ

ㅡ

ㅡ

1월 충남 예산 공장 설립
에어부산 기내식 커트러리 납품
청소용역, 작업화, 종이컵, 나무젓가락 시작
장애사원 55명, 비장애사원 20명

자격 ∙ 인증 현황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제2015-049호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제2018-9474003호

∙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0012-2019-00218호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제2020-19-13호

∙ 중소기업 확인서 0010-2019-91197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제2018-0139495호

∙ 안전화 안전인증서 20-AV2CR-0021, 22, 23

∙ 공장등록증(작업복 및 우산) 관리번호 65302019450901

사회 공헌

2020년 12월
코로나로 인해 임시 대체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진행 ~ing
(매 해 12월)

2019년 2월
부산시 덕천동 종합복지관 무료급식 ~ing

2016년 2월
슬로스 합창단 창단 ~ing

2015년 8월
슬로스 봉사단 창단 ~ing

2014년 1월
부산진역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 ~’18년 11월

THE
HUE

수상 경력

∙ 제202014호

∙ 유공표창
∙ 장애인고용촉진
∙ 2019년 4월

∙ 제4467호

∙ 유공표창
∙ 장애인일자리 창출
∙ 2017년 12월

∙ 제 2021-121호
∙ 유공표창
∙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 2021년 12월

∙ 제135100호
∙ 유공표창
∙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공헌
∙ 2021년 12월

알고 계시나요?

* 연계고용기업과 함께하면 고용부담금 감면, 법인세 감면 및 장애인 고용에도 기여하는 직접적인
사회공헌은 물론이고 이웃 돕기의 실천과 같습니다.

60% 감면

손금불산입

총액대비 최대

공과금

GREAT
TOGETHER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제33조 제4항 및 제 11항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60% 감면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총액대비 최대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성격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제22조
시행 2019년 1월 1일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145(2018.2.21)
법인세법 제21조는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호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 하여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2조의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일종의 공과금이라는 의미

손금불산입

이러한 해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상 올해 회기가 적용되는 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협조 사항이 아니며,

공과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징벌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과금으로 징수하는 것

출처 :

2018.7.16

ㅣ

2018.2.27

연계고용 장점

* 예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억원일 경우
1. 매출액 1억2천일 경우 최대 감면액 : 6,000만원

∙ 계약은 1년 기준

연계고용
계약내용

2. 매출액 6천만원일 경우 감면액 : 3,000만원

∙ 감면액 한도 매출금액의 50%

3. 매출액 2억원일 경우에도 감면액 : 6,000만원

∙ 고용부담금 총액의 60%

효율 극대화

∙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의 최대 120%
매출 발생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담금
감면 기준

연계고용 구조와 혜택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업

* 장애인 직접 고용 시 기업의 현실적 고민
∙ 생산성 저하 우려
∙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 부담금 감면 효과

∙ 팀 워크등 조직관리에 대한 부담

(매출액의 최대 50%)

∙ 장애인 직접 관리 부담
∙ 장애인에 부여할 직무가 마땅치 않음

장애인
(중증, 경증)
∙ 장애인 간접 고용효과

* 연계고용 표준사업장 이용 시 혜택
∙ 고용부담금 60%감면

연계고용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관리 비용 및 부담 없음
∙ 대외적 기업 이미지 향상
∙ 장애인 대리 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기여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표준사업장이란?
* 2021년 고용부담금 납부기업 약 16,000여 개소 (부담금 약 7,800억원)
중증 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해 중증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9,000
1,094,000
3.1% 3.1% 3.1%

3.1%

1,078,000

2.9% 2.9%

1,048,000

2.7%

945,000
810,000
760,000

2016

2017

2018

2019

2020

< 의무고용률>

2021

2022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기업 부담 기준액 >

2022

충남 서산 지사 전경

< 공장전경 >

< 복사용지 >

< 휴지 >

< 공장전경 >

< 종이컵 >

< 상조용품 >

부산 본사 전경

∙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356
∙ CS CENTER : 051.206.0191
∙ F. 070-8230-3877 / M. better-hue@daum.net

< 의류사업부 >

< 신발사업부 >

< 플라워사업부 >

일회성 소모품

∙ 점보롤 형광 2겹 (300m)

∙ 핸드타올(200mm)

∙ 종이컵 6.5oz (180ml)

∙ 1BOX(16개입)

∙ 1BOX(100매 X50팩)

∙ 1BOX(1,000개입)

∙ 판매가격 : 42,000원

∙ 판매가격 : 30,000원

∙ 판매가격 : 17,000원

∙ 50% 감면가격 : 21,000원

∙ 50% 감면가격 : 15,000원

∙ 50% 감면가격 : 8,500원

- 1회 인쇄 동판비 별도
- 10박스 이하는 단가변동 있을수 있음

생산품_ 각종 인쇄 및 복사

∙ 봉투, 다이어리, 카렌더, 명함, 쇼핑백

[그라비아 중포장 인쇄기]

∙ 복사용지 ㅣ A4 75g, 1BOX(500매 X 5팩)

∙ 판매가격 : 별도 견적 문의

· 5도 이상 인쇄 가능

∙ 판매가격 : 26,500원

∙ 50% 감면가격 : 판가의 50% 할인

∙ 50% 감면가격 : 13,250원

생산품_ 화환, 관엽, 난, 꽃바구니 등

∙ 화환(근조, 축하) ㅣ

관엽/화분

ㅣ

동(서)양난

∙ 꽃바구니

∙ 판매가격 : 110,000원

∙ 판매가격 : 60,000원

∙ 50% 감면가격 : 55,000원

∙ 50% 감면가격 : 30,000원

∙ 전국 배송 가능

∙ 전국 배송 가능

생산품_ 상조용품 및 장례서비스

∙ 상조용품세트 ㅣ

1BOX (200인분)

∙ 장례서비스 (도우미 파견) ㅣ

∙ 판매가격 : 97,000원

∙ 판매가격 : 14,000원

∙ 50% 감면가격 : 48,500원

∙ 50% 감면가격 : 7,000원

∙ 전국 배송 가능

∙ 24시간 콜센터 가동 중

시간당

생산품_ 유니폼, 작업복, 신발, 장갑

∙ 유니폼 ㅣ 안전화 ㅣ 간호화 ㅣ 호텔 객실화 등
∙ 판매가격 : 별도 견적 문의
∙ 50% 감면가격 : 판가의 50% 감면

생산품_ 이벤트 답례품

∙ 각종 선물 세트
∙ 판매가격 : 별도 견적 문의
∙ 50% 감면가격 : 판가의 50% 감면
∙ 위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자 문의바랍니다.

관리 서비스_ 위생 관리 용역

< 1~2 Way ㅣ 4Way >

< 청소 전 >

< 청소 후 >

∙ 미화원 파견 청소

∙ 에어컨, 카페트 청소

∙ 판매가격 : 별도 견적 문의

∙ 판매가격 : 별도 견적 문의

∙ 50% 감면가격 : 판가의 50% 감면

∙ 50% 감면가격 : 판가의 50% 감면

품목별 담당자

연계고용 및 품목 : better-hue@daum.net ㅣ 화훼∙장례서비스 발주 : better-hue@nate.com ㅣ 화훼 계산서 : plushue@naver.com

항목

담당자

연락처

품목

담당자

연락처

연계고용계약
감면신청

연계고용팀 이은미 팀장

070-5223-2604

유니폼 /
안전화 / 장갑

사업관리팀 강석현 매니저

070-5223-2306

장례서비스
/ 화훼 발주

플라워팀 이신아 팀장

070-5223-4187

위생관리용역

사업관리팀 정유진 매니저

070-5223-4051

기업 특판

사업관리팀 이동수 대리

070-5223-3911

사업관리팀 이동수 대리

070-5223-3911
(상담 및 발주)

사업관리팀 정유진 매니저

070-5223-4051
(정산)

장례서비스
/ 화훼 발주

화훼 정산

카카오톡 채널 ‘더휴’ 검색 > 문의 + 발주
업무 휴대폰 연락처 : 010-5828-0134

회계팀 홍유진 주임

070-5223-3836
점보롤

상조용품 및
장례서비스

사업관리팀 배은송 대리

070-5223-3798

종이컵,인쇄물,
복사용지

사업관리팀 김나현 매니저

070-5223-3296

제휴 업체

화훼 ㅣ 장례서비스 ㅣ 장례용품

한국항공우주산업

복사용지 ㅣ 종이컵 ㅣ 유니폼

한국 콜마

안전화 ㅣ 인쇄 ㅣ 휴지
장갑 ㅣ 위생 ㅣ 특판 외

총 17개 분야
조선 호텔

ㅑ
合計 : 400여곳
** 더 많은 제휴업체 현황은 홈페이지 상단메뉴 > 연계고용 > 제휴업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 달 초 업데이트) **
제휴업체로 바로 이동

. . . . .

중증장애인과 함께 더 좋은 삶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더휴를 기억하세요.

주식회사 더휴
CS CENTER

051-206-0191

연계고용 직통전화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356 / F. 070-8230-3877 / M. better-hue@daum.net

본 자료의 모든 내용은 “주식회사 더휴”의 자산으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무단 인용 및 사용을 금함과 동시에 무단 인용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070-5223-2604

THE HUE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