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그랜느 보호작업장
'래그랜느'는 2010년 5월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하여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자폐성장애인을 주 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제제과 및 제빵을 생산하는 보호작업장입니다.

MISSION

VISION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통한
가능성 재확인 및 자립의 실현

사회적기업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창출 해 내는 윈도우
베이커리 카페

자립

이윤창출

자폐성 장애인들의 희망의 일터

래그랜느 보호작업장

일자리 창출

이 작은쿠키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복지 실현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반죽하고 희망을 담아 굽습니다.

“자립의 꿈을 키우는 특별한 파티쉐들”

COOKIE

• 정신적 취약계층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
• 사회적기업으로 재탄생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사회적 가치창출

&

BAKERY

래그랜느 보호작업장은 일반사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자폐성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가진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작업활동과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인 독립 및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래그랜드 주요산업
제과제빵 직업교육

래그랜느 사회공헌

• 전문 파티쉐와 자폐성 장애인 쿠키 생산

• 특수목적 종사자 제빵교육(선교사)

• 특수학교 작업 실습(매년 9월~ 11월)
• 취업적령기 취업교육(매년 6월~ 8월)

• 기업체 실습교육(강습회 월 1회)
• 지역 인근 중·고등학교 실습진행
• 사회 공헌으로 생산된 제품은 소외계층 후원

래그랜느 후생복지

래그랜느 장기계획

• 포천 실습장, 농장 실습 효소생산
• 매주 토요일 산행(사단법인 밀알천사 연계)

• 제2사업장 준비중 2016년 설립 목표
• 기존 장애인 근로자 중 우수한 근로자 선별하여
작업기술능력 향상

희망을 굽는 특별한 베이커리 래그랜느
구입 및 단체주문 02-445-0919

06342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3 조이빌딩 지하1층

|

Tel 02-445-0919

|

Fax 02-445-0916

우리은행 1005-702-948945 예금주 : 래그랜느보호작업장

함께사는 세상을 향한 꿈 래그랜느

COOKIE

BREAD

TUILE

GIFT SET

쿠키

빵

트윌

선물세트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그리시니(20pcs)

\ 3,000

버터, 설탕이 계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스트로 발효하여 바삭하게 구운
고소한 스틱형 쿠키

바닐라키펠(12pcs)

\ 3,000

바닐라설탕과 흰자로 반죽한 바닐라
향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쿠키

아몬드사브레(4pcs)

\ 3,000

아몬드가루를 첨가한 샤브레반죽에
아몬드를 토핑하여 고소하고 달달한 쿠키

라즈베리(4pcs)

스콘

쿠키 가운데 라즈베리 쨈으로 토핑 된
부드러운 원형쿠키

초코사브레(4pcs)

\ 3,000

커피엑기스가 들어간 풍부한 향의
커피맛 쿠키

홍차쿠키(10pcs)

\ 3,000

밀크티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달콤한
홍차쿠키

\ 1,500

카스텔라

\ 1,500

검은깨트윌(13pcs)

\ 3,000

코코넛트윌(16pcs)

\ 3,000

초코칩과 건포도가 들어있는 세모
모양의 스콘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케익을 맛볼 수
있는 카스텔라

검은깨를 첨가하여 고소한 전병

• 권장섭취기간 : 냉동(-20도), 3달
• 냉장(3~5도) : 2주
• 실온 : 2일

• 권장섭취기간 : 냉동(-20도), 3달
• 냉장(3~5도) : 2주
• 실온 : 2일

코코넛으로 만든 얇고 바삭하고
달콤한 전병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 20,000

쿠키선물세트 2호 (27.5cm x 23.8cm x 8cm )

총 10가지의 맛으로
구성된 수제쿠키
선물세트

\ 3,000

\ 30,000

코코아가루를 사용하여 만들어 진한
초코맛을 느낄 수 있는 샤브레쿠키

녹차쿠키(10pcs)

총 6가지의 맛으로
구성된 수제쿠키
선물세트

\ 1,000

호두파운드

모카사브레(10pcs)

쿠키선물세트 1호 (17cm x 17cm x 8.5cm )

\ 1,500

와플

\ 1,200

호두알갱이가 씹히는 부드러운
파운드케이크 조각

도톰하고 달달한 벨기에 전통와플

• 권장섭취기간 : 냉동(-20도), 3달
• 냉장(3~5도) : 2주
• 실온 : 2일

• 권장섭취기간 : 냉동(-20도), 3달
• 냉장(3~5도) : 2주
• 실온 : 2일

초코와플

쿠키선물세트 3호 (44cm x 26cm x 6.5cm )

총 8가지의 수제
쿠키를 플라스틱통에
정성스럽게 담은
선물세트
\ 40,000

\ 1,500

도톰하고 달달한 벨기에 전통와플에
달콤한 초콜릿과 하겔슈거가 어우러진
맛있는 와플
• 권장섭취기간 : 냉동(-20도), 3달
• 냉장(3~5도) : 2주
• 실온 : 2일

아몬드트윌(16pcs)

\ 3,000

해바라기씨트윌(16pcs)

\ 3,000

호박씨트윌(16pcs)

\ 3,000

아몬드가 첨가된 얇고 고소한 전병

해바라기씨가 첨가된 얇고 고소한 전병

호박씨가 첨가된 얇고 고소한 전병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전병선물세트 1호 (32cm x 12.5cm x 6.5cm )

총 4가지로 구성된
직접 재료를 넣어 구운
특별한 전병선물세트

\ 3,000

\ 20,000

달콤쌉싸름한 녹차가루가 함유된
녹차쿠키

전병선물세트 2호 (25cm x 22.5cm x 7cm )

플라스틱통에 쿠키를
포장하여 6가지의
맛으로 구성
\ 30,000

전병선물세트 3호 (32.5cm x 22.5cm x 7cm )

소프트콘

프로란틴(20pcs)

\ 3,000

아몬드카라멜이 들어간 얇고 달콤한 쿠키

세사미(8pcs)
검은깨가 들어간 고소한 쿠키

\ 3,000

치즈데세루(10pcs)

\ 3,000

진한 치즈가 사르르 녹아드는 치즈쿠키

\ 1,000

우유식빵

\ 2,000

잡곡식빵

\ 2,500

옥수수가루가 첨가된 고소한 소프트콘

우유가 들어가 부드럽고 담백한 식빵

잡곡이 들어가 건강에도 좋은 식빵

• 권장섭취기간 : 냉동(-20도), 3달
• 냉장(3~5도) : 2주
• 실온 : 2일

• 권장섭취기간 : 실온에서 3일
※당일섭취권장

• 권장섭취기간 : 실온에서 3일
※당일섭취권장

코코넛오트밀트윌(16pcs)

\ 3,000

바나나트윌(12pcs)

\ 3,000

코코넛오트밀이 첨가된 얇고
고소한 전병

바나나 칩이 들어간 바삭하고
달콤한 전병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 권장섭취기간
직사광선 피해서 건냉한 곳 3달

플라스틱통에 쿠키를
포장하여 8가지의
맛으로 구성
\ 40,000

* 선물세트 구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