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AR MAKES
THE WORLD BETTER.
bEAR suppORTS
AuTisTic childREn.
BEAR hAS BEliFE.
BEAR cREATivEs JOBs.
BEAR WilL cHANGE
YOuR liFE.

발달장애 = 자폐성 장애 + 지적 장애

일하기 쉬운 회사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회사

최고를 추구하는 회사

베어베터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 일자리는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며, 그 가족에게 안도와 행복을 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이웃, 사회 공동체가

서로 간의 다름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일하기 쉽도록 직무를 재설계합니다.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발달장애를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은 행복한 일터 베어베터의 주인공입니다.

장애인이 일하는 회사라서가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에 만족해서 다시 찾는 회사입니다. 

베어베터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고객들과 함께 안정적인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거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베어베터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창업 5년만에 200여명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



베어베터 사업영역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 최신 디지털 복사 / 제본 설비.

좋은 재료로 만든 신선한 쿠키. 제과기능사의 자존심을 걸고 만듭니다.

직접 로스팅하는 커피. 고객의 입맛에 딱 맞춰드립니다.

베어베터에서 커피와 함께 케이터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사한 꽃과 베어베터 직원의 맑은 웃음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어베터 직원이 직접 주문 접수, 음료 제조, 픽업까지 담당합니다.

뜻 깊은 날을 베어베터가 함께 기념합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자하는기업의 고용 관리 파트너입니다.

전문 편의점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품받은 다양한 물품을 베어베터 직원이 
검수/진열하여 판매합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단순하게 나누고 분업화합니다.

베어베터는 지하철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빠른 배송의 강점으로 활용합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면서 품질을 보증하는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며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어베터 업무환경

베어베터 연혁

 장애직원 220명 (연말 기준)
 연계고용 계약 330여개 업체
 사회복지사업 발전 공로로
 파라다이스상 수상

2018

 장애직원 240명 (연말기준)
 연계고용 계약 400여개 업체
 사내매점 사업 런칭

2019

 장애직원 240명 (연말기준)
 연계고용 계약 440여개 업체
 HR 서비스 사업 런칭

2020

 2021

 장애직원 200명 (연말 기준)
 연계고용 계약 약 169여개 업체
2016

 장애직원 200명 (연말 기준)
 연계고용 계약 약 250여개 업체
 사회적기업 육성 기여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17

 장애직원 134명 (연말 기준)
 연계고용 계약 약 100여개 업체
 카페 사업 런칭
 발달장애인고용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수상

2015

 장애직원 83명 (연말 기준)
 연계고용 계약 60여개 업체
 꽃배달 서비스 시작
 사회적기업 인증 (3.13)

2014

 장애직원 80명 (연말 기준)
 카페 사업 시작
 커피 제조업 및 제과업 시작

2013

 장애직원 51명 (연말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12.0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11.01)
 인쇄ㆍ명함 사업 시작 (6.19)
 회사 설립 (5.09)

2012

 장애직원 245명 (연말기준)
 연계고용 계약 465여개 업체
 B2C 기프트 서비스 시작 



제 본  실사출력 (대형사이즈)

명함, 카드, 책,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 관련 아이템들을 베터카피에서 만들어냅니다.
수준 높은 품질은 기본. 퀵이나 택배아저씨보다 빠른 곰 청년들의 배송 서비스는 뽀너스!

시중 고급 출력 업체 수준의 설비가 고품질 출력을 담당합니다. 
전문 오퍼레이터는 10년간 쌓은 노하우로 어떤 주문이든 척척! 
집중력 높은 발달장애 사원의 세분화된 손길로 
한층 더 높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완성합니다. 

명함은 출력부터 재단, 포장, 배송까지 발달장애 사원이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초대권 제작> <명함 제단작업> 

제 본  무선, 와이어 중철, 노트, 메모지

BETTER.copY.

리플렛 카 드  연하장, 축하카드, 엽서

달력 · 노트명 함

용지와 후가공 제작 유/무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베어베터에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쿠키!
영양 듬뿍 견과류와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속이 꽉꽉 들어찬 빵은 반으로 갈랐을 때 감동, 입에 넣었을 때 또 감동! 
깜찍한 패키지는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라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베터커피와 함께 케이터링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V.A.T 별도

제빵류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어, 단가 및 주문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연락처 맨 뒷면 참조)

딸기크림치즈빵

먹물치즈롤

통팥앙금빵

쑥떡쑥떡블루베리크림치즈빵

초코찰떡빵 샐러드빵

햄치즈데니쉬

BETTER.coOKiE.

커피빈 전용 베터쿠키 (초코칩)

케 익
레드벨벳 (2,700) / 단호박 (2,700) / 바나나 (2,700) / 당근 (2,500)

파운드  1,700
오렌지 / 초코

마들렌  1,700
 레몬

피낭시에  
1,900

쿠 키  1,700
초코칩 / 아몬드 / 그린티 / 씨앗

머 핀  2,500
바나나 / 딸기 / 초코 

머 핀  3,000
얼그레이 / 블루베리 

머 핀  2,800
흑임자

쿠 키  1,900
얼그레이 레몬 / 초코피넛 /가배

스 콘  2,700
초코크랜베리 / 치즈 / 유자

만 주  2,600
밤 / 고구마 / 유자 / 팥 / 호박

제과류  

제빵류

소보루빵

쑥앙금빵

쫀득한 고구마빵

고구마롤데니쉬

210 x 130 x H100 (mm) / 틴케이스

∅190 x H100 (mm) / 종이박스(하드케이스)

BEAR SET (V.A.T 별도)

GREAT BEAR. 50,000
315x245x H100 (mm) / 틴케이스

가배쿠키 2개 / 레몬마들렌(2개입) 1개 / 밤만주 1개 / 아몬드쿠키
(110g) 1개 / 얼그레이레몬쿠키 2개 / 얼그레이머핀 2개 / 오렌지
파운드 1개 / 청크초코쿠키 1개 / 초코머핀 2개 / 초코크랜베리스
콘 2개 / 초코파운드 1개 / 초코피넛쿠키 2개 / 피낭시에(2개입) 1개

BiG BEAR. 40,000
∅280 x H100 (mm) / 종이박스(하드케이스)

가배쿠키 2개 / 마들렌(2개입) 1개 / 미니아몬드쿠키 1개 / 블루베리
머핀 1개 / 얼그레이레몬쿠키 2개 / 얼그레이머핀 1개 / 초코칩쿠키 
1개 / 초코피넛쿠키 2개 / 팥만주 1개 / 피낭시에(2개입) 2개 / 호박
만주 1개

LiTTLE BEAR. 30,000

가배쿠키 2개 / 레몬마들렌(2개입) 1개 / 아몬드쿠키 1개 / 얼그레이
레몬쿠키 2개 / 오렌지파운드 1개 / 유자만주 1개 / 초코파운드 1개 / 
초코피넛쿠키 2개 / 피낭시에(2개입) 1개

Tin BEAR. 20,000

가배쿠키 1개 / 레몬마들렌(2개입) 2개 / 바나나머핀 1개 / 밤만주 
1개 / 아몬드쿠키 1개 / 얼그레이레몬쿠키 1개 / 초코크랜베리스콘 
1개 / 초코피넛쿠키 1개



sTORy BEAR. 15,000
168 x 105 x H68 (mm) / 종이박스

스탬프 쿠키 7개
베베쿠키-아몬드 / 베베쿠키-딸기 / 베베쿠키-바나나

sWEET BEAR. 40,000
340 x 210 x H100 (mm) / 종이박스

고구마만주 3개 / 호박만주 3개 / 유자만주  3개 / 
밤만주 3개 / 팥만주 3개

BEAR SET (V.A.T 별도)

베어베터의 다양한 블랜드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라떼 같은 음료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고소한 향미와 적당한 단맛이 어우러져 하루의 시작이 달큰할 것 같은 블렌드
콜롬비아, 과테말라, 케냐, 에티오피아

35,000원 
(1kg / V.A.T별도)

스페셜
Special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스모키한 풍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단맛이 인상적인 블렌드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꽃향기와 적절한 산미를 담아 깔끔함이 매력적인 블렌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33,000원 
(1kg / V.A.T별도)

32,000원 
(1kg / V.A.T별도)

마야

스타

Maya

Star

양질의 생두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블렌딩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매일 로스팅 하여 고객님께 배달하고 있지요.
고객의 피드백에 귀기울이며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향과 깊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업에서도 베어베터의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베어베터의 원두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BETTER.cofFEE.

블랜드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흙설탕 계열의 쌉쌀한 풍미와 바디감이 조화로운 커피

40,000원 
(1kg / V.A.T별도)

케냐
Kenya

싱글오리진
단일 원산지의 싱글오리진은 개성넘치는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견과류의 고소함과 약간의 산미로 균형감 있는 커피

33,000원 
(1kg / V.A.T별도)

콜롬비아
Colombia

시트러스와 은은한 플로럴 향미에 녹아드는 커피

35,000원 
(1kg / V.A.T별도)

에티오피아
Ethiopia

어느 하나 튀는 것 없이 마일드하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커피

브라질
Brazil

31,000원 
(1kg / V.A.T별도)

Very Light

Very Light

Light

Light

Medium

Medium

Dark

Dark

Very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로스팅 포인트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실키한 마우스필과 넛트와 초콜렛 계열의 풍미가 어우러진 블렌드
콜롬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달콤쌉쌀한 밀크초콜릿을 연상케하는 바디감과 단맛을 더한 블렌드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32,000원 
(1kg / V.A.T별도)

32,000원 
(1kg / V.A.T별도)

니트

블랙

Neat

Black

자주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고소한 데일리 블렌드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32,000원 
(1kg / V.A.T별도)

프리미엄
Premium

다크로스트의 클래식한 커피가 주는 무게감과 향미가 조화로운 블렌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32,000원 
(1kg / V.A.T별도)

다크
Dark

베어베터의 다양한 블랜드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라떼 같은 음료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블랜드

Very Light

Very Light

Light

Light

Medium

Medium

Dark

Dark

Very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로스팅 포인트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Very Light Light Medium Dark Very Dark

로스팅 포인트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새콤함

씁슬함

고소함



합리적인 비용의 사내카페

커피머신과 함께 원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내 공간을 작은 카페로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문 커피 머신과 신선한 베터커피로 업무의 
활력을 불어 넣어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머신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클리닝 서비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베터케이터링 서비스

베어베터에서 쿠키와 함께 케이터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내외 행사에 원하시는 품목을 골라 
주문해 주세요. 1시간 전 준비 완료! 

문의전화:070-8261-6919

  아메리카노 커피 : 3,200원
  최소 주문 수량 50잔 이상, 100잔 미만 출장비용 발생 
  쿠키 / 머핀 / 파운드 / 마들렌 / 만주 / 스콘

베터커피 정기구독 서비스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기 싫을 때,
베어베터에서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를 
정기배송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다양한 블렌드와 싱글오리진 커피를 매번 
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커피가 필요할 때,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BETTER.FLowER.
화사한 꽃과 베어베터 직원의 맑은 웃음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전국 어디나 배송 가능하니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만든 베터 플라워로 마음을 전달해보세요.

축하/근조 화환 3단 (기본)
H230cm · W120cm

100,000원

축하/근조 화환3단 (대)
H230cm · W120cm

160,000원

쌀화환
H210cm · W60cm

쌀 10kg + 모조화환대
100,000원

흰색 호접 서양난
100,000원

영정바구니 (대)
H120cm · W130cm 

70,000원

영정바구니 (기본) 
H100cm · W110cm 

50,000원

축하 / 근조 화환

과일바구니
100,000원

과일꽃바구니
100,000원

과일바구니 (특대)
160,000원

과일바구니



시장상황에 따라 난 종류와 화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동양란

일향금 (특)
160,000원

일향금 (특대)
200,000원

설산 - 여주분
200,000원

청금 - 미니투각분
160,000원

철골소심 - 검정분
50,000원

황용금 - 청자분
100,000원

청금 - 단지분
100,000원

해송 분재(특)
160,000원

해송 분재(특대)
200,000원

해송 분재(특)-단지분
160,000원

해송 분재(기본)
100,000원

분재

미니호접(소)
50,000원

미니호접(대)
100,000원

미니호접(특)
160,000원

호접란(대)
100,000원

호접란(고급)
200,000원

꽃다발 · 꽃바구니 · 꽃박스 계절에 따라 소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Flower Delivery service
가까이 계시지 않더라도, 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곰 박스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꽃이 상하지 않게 꼼꼼히 포장하고,택배 배송 중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 전국 택배 발송

     꽃박스 (중) - 70,000원

꽃박스 (기본) - 50,000원

코사지 (서양란)
12,000원 

코사지 (카네이션/장미)
10,000원

꽃다발 (왼쪽부터)
기본 - 50,000원
중 - 70,000원
대 - 100,000원

꽃바구니 (왼쪽부터)
기본 - 50,000원
중 - 70,000원
대 - 100,000원

센터피스- 160,000원

꽃다발(생화) 
50,000원

기본 사양 외 품목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 5,500원 별도)

서양란 탁상형 서양란 스탠드형
시장상황에 따라 난 종류와 화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수형과 화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난 종류와 화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10/15/20/30만원 상품가능) (5/10/16/20/30만원 상품가능)

과일박스
50,000원



BETTER.cAfE.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베어베터 카페를 만나보세요~
곰청년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는 정성과 미소로 함께 드립니다.

<한화시스템 카페>

<휴맥스 카페>

<NH 카페>

<나스미디어 카페>

•  카페 운영 총괄
•  고기능 업무 담당

전문 바리스타

•  단순분업화된 업무
•  정확하고 꼼꼼한 업무

발달장애 바리스타

•  균일화된 속도와 품질을 결정하는 장비
•  터치 스크린 주문, 편리한 계산 등  
 특화된 포스 시스템 

경쟁력있는 설비

금전수 - 100,000원

콤펙타
50,000원

스투키, 문샤인
50,000원

스투키, 문샤인
100,000원

크루시아
50,000원

스노우사파이어
50,000원

극락조(여인초) -100,000원

녹보수 - 100,000원 대엽홍콩 - 100,000원 뱅갈고무나무 - 100,000원떡갈고무나무 - 100,000원 산세베리아 - 100,000원

스투키 - 100,000원 아레카야자 - 100,000원 인도고무나무 - 100,000원아이스톤 - 100,000원 콤팩타 - 100,000원

황금죽 - 100,000원 크루시아 - 100,000원 홍콩야자 - 100,000원

기본 사양 외 품목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60,000원/200,000원 상품 진행 가능(식물 종류별로 기본사양(10만원)보다 풍성한 상품으로 진행됩니다.)

관엽식물 (화분) 탁상형

관엽식물 (화분) 스탠드형

시장상황에 따라 난 종류와 화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난 종류와 화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인 마트> <장애 사원이 정리한 진열대 모습>

<우아한형제들 사내매점>

BETTER.SToRE.
베어베터의 사내매점을 소개합니다.
표준화된 편의점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회사 안에 편의점이 생기니 임직원의 복지 만족도 UP! UP!
곰청년의 꼼꼼한 손길이 닿은 매장에 분명히 감동하실 거예요~

곰청년들은 주문한 상품이 
잘 들어왔나 검수하고,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매장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BETTER.SToRE.

베어베터에서 쿠키와 함께 케이터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내외 행사에 
원하시는 품목을 골라 주문해 주세요. 
1시간 전 준비 완료! 

문의전화:070-8261-6919

프리미엄 블렌딩 커피  3,200

•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베이스로 하여 고소하고 캐러멜 같은 단맛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
•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만델린
• 컵 사이즈 : 8 oz
• 최소 주문 수량 50잔 이상, 100잔 미만 출장비용 발생 
• 보온 보냉 디스펜서,종이컵,홀더,뚜껑,빨대,냅킨,시럽 제공

BETTER.
cATERinG.

쿠 키  1,700
초코칩 / 아몬드 / 그린티 / 씨앗

머 핀  2,500
바나나 / 딸기 / 초코 

파운드  1,700
오렌지 / 초코

쿠 키  1,900
얼그레이 레몬 / 초코피넛

마들렌  1,700
 레몬

스 콘  2,700
초코크랜베리 / 크림치즈 / 유자

만 주  2,600
밤 / 고구마 / 유자 / 팥 / 호박



BETTER.GiFT.
SERvicE.

BETTER.coOKiE.

BETTER.coFfEE.

BETTER.FLowER. 

BETTER.
GiFT.SERvicE.

뜻깊은 날을 베어베어가 함께 기념합니다. 
창립기념일 등 기업 기념일과 생일, 결혼기념일 등의 각종 직원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라워, 제과, 원두, 출력물 등 다양한 상품을 조합한 
맞춤 기념일 상품을 제공합니다.

문의전화:070-4716-4642

BETTER.copy.

결합 서비스 사례

생일용 꽃다발
제과세트(TB)

결혼기념 과일꽃바구니결혼기념 꽃다발
제과세트(GB)

입사축하 꽃다발
제과세트(LB)

생일용 과일박스
제과세트(GB)

출산축하 과일바구니
제과세트(GB)

생일용 미니화분
제과세트(TB)

생일용 제과세트(TB)
드립백

Tel : 02-6267-6919
Fax : 0303-3448-6909
Email : bearbetter@bearbetter.net 
H/P : www.bearbetter.net

OPEN
MON - FRI
AM 09:30 - PM 06:3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1차 807호

인쇄   T.  070-4705-4311
 E.  copy@bearbetter.net

주문

T.  070-4705-0170
E.  bearbetter@bearbetter.net

연계고용 계약, 사내카페, 사내매점 서비스 문의

커피/케이터링   T.  070-8261-6919
 E.  coffee@bearbetter.net

제과   T.  070-4716-4740
 E.  cookie@bearbetter.net

화훼 /기프트서비스   T.  070-4716-4642
                                                  F.  02-6267-6920
                                                  E.  flower@bearbetter.net

Copyright © 2022 BEAR.BETTER.COMPANY.  All rights reserved.

*메세지카드 추가 가능(별도 협의) / 고객 요청에 따른 제품 구성 가능 
*사원 직접 배송 혹은 택배 배송으로 발송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