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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 2 때 처음으로 자해를 시작했어요... 중 3 때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고 1 때는 6층에서 뛰어내려 골반, 폐, 허파, 갈비뼈 등 거의 안다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치기도 
했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그 때 제가 살아난게 기적이라고 하셨었지요. 그리고 저는 조현병을 진단받고 
'브솔시냇가(치료센터)'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미 브솔시냇가에 가기 전 자살시도만 3번이나 
했었지만 취업을 위해 폴리텍 대학교도 다니고 히즈빈스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히즈빈스는 처음으로 제가 1년이상 일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기뻐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 가셨고 제겐 어머니 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살시도, 자해 등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본관점 (14호점) 바리스타 이병훈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We love people 
through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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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일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 지금은 70여명의 장애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행복한 일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대한민국의 500만, 전 세계 10억명의 장애인들이 본인만의 강점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hilosophy

HISBEANS Coffee

미션

비전

3대 정체성

핵심가치

히즈빈스에서 
함께 일할 때 
지키는 
7가지 원칙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

마태복음 25장 40절

신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온유합니다.

복지
장애인들이 전문가가 되어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소통
상대방 입장에서의 공감과 소통
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강점
에 집중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2. 우리는 함께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칩니다.

3. 우리는 직원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4. 우리는 일하는 시간동안 동료의 행복한 성장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5.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6. 우리는 선생님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7. 우리는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기업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정직
한 기업으로 자본주의의 혁신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전문성
고 객 에 게  차 별 화 된  상 품 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
이 도전합니다.

히즈빈스는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여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사회혁신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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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민,

수 십 명의 CEO와 인사 책임자가 선택한

인사관리의 어려움
문제를 일으켜서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면 어쩌지?01
고용 실패 반복
몇 번 실패하니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 낼 수밖에 없었죠..02
적합한 업무의 부재
업무를 맡겨봐도 안 되던데..03

히즈빈스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히즈빈스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

기업 맞춤형 직무
사내 카페 바리스타, 인쇄·출판 등 문서관리자, 건물·오피스 청소담당자
(제조, 유통, 서비스, IT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10년 간 무사고
비장애인 전문관리자 포함 7인 지지 시스템
직무별 7단계 교육 시스템 적용

18번의 성공
히즈빈스를 통해 감면된 고용부담금 
기업당 연평균 2억 원 (중증장애인 6명 고용 시)

World-Changing Coffee, HISBEAN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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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채용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_중복응답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률은 의무 비율 2.9%의 절반인 1.46%에 그칩니다.)

미고용 기업의 needs는  
장애인 인력 추천, 모집대행, 직무개발 컨설팅입니다.

장애인 
적합직무가 
부족해서

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근무환경이 
위험해서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추가비용이 
과다할 것 

같아서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

장애인용 
시설·장비가  

부족해서

내부자가 
채용을 
꺼려서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구분 전체
(미고용)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부담금 
납부 대상

(100명 이상)비의무
(5~49명)

의무
(50명 이상)

의무

50~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있음 1.4 1.3 9.5 9.2 23.3 100.0 16.5

없음 98.6 98.7 90.5 90.8 76.7 0.0 83.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352,968) (345,253) (7,715) (7,622) (90) (3) (1,240)

구분

전체
(고용

+
미고용)

장애인고용 여부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부담금 

납부 대상
(100명  
이상)

고용 미고용 비의무
(5~49명)

의무
(50명  
이상)

의무

50~ 
299명

300~ 
999명

1,000명  
이상

기업에 적합한 인력 추천 9.1 22.9 7.4 7.2 34.2 32.1 45.8 53.9 41.3

모집대행 서비스 6.1 15.6 5.0 4.9 22.6 21.4 30.3 31.9 27.9

직무분석 컨설팅 및 기업체 
내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8.9 13.5 8.4 8.2 18.9 18.5 21.2 22.5 21.4

(추정수) (394,798) (41,822) (352,968) (367,603) (21,187) (23,554) (2,838) (795) (13,787)

61.9%

13.5% 10.7%

4.7% 4.4% 1.9% 1.2% 0.9% 0.7% 0.2%

Company Introduction

장애인 의무고용의 
어려움

기업들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미고용 기업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 경험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 기업체 수 
59,885개

장애인 근로자 수 
187,630명

3.9% 1.46%

고용 기업체 비율 장애인 고용률

전체 기업체 수 
1,531,716개

전체 근로자 수 
12,872,245명



히즈빈스 컨설팅이란? 첫째, 맞춤형 컨설팅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장애인들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돕고, 사업장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 직업 교육, 사례 관리를 책임지는 장애인 고용 솔루션입니다.

기업 상황 분석
(담당부서 미팅)

실시간 사례 관리 
및 보고

고용 창출  
직무 파악

근무시작

채용 
(면접 및 계약)

7단계 사전  
직무훈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위탁 운영 계약

위탁운영

취업가능 장애인 
인력 연계

훈련평가

직무지원인(매니저)
선정 및 파견

다각적지지  
시스템 구축

히스빈즈 컨설팅의 특징

현황분석

사내식당 문서관리

고객니즈 반영

헬스케어 기타협의가능

고용 부담금 확인

청소서비스 커피공장 사내카페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관리 솔루션 장애인 직접고용

HISBEANS Consulting

히즈빈스 컨설팅은 우선 사전 미팅을 통해 ‘조직의 현황 및 니즈’ 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직별로 사내카페, 사내식당, 문서관리 등 어떤 서비스가 적합할지 고민하여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적합할지는 히즈빈스 컨설팅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히즈빈스 컨설팅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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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히즈빈스 커피 
히즈빈스 커피 전문점

히즈빈스 키친 
사내식당, 분식점,  
디저트매장 운영

히즈빈스 클린 
빌딩청소, 오피스청소  
서비스 운영

히즈빈스 기획 
인쇄, 서류관리,  
문서파쇄 서비스 운영

히즈빈스 헬스케어 
안마(시각장애),  
네일케어 서비스 운영

We love people through coffee10



히즈빈스 맞춤형 컨설팅 사례 (A사)

We love people through coffee12

현황분석

직원 수 200명,  
장애인 의무고용 수 6명 임박  

고객니즈 반영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사내카페 필요

고용 부담금 확인

미고용시 1억원 이상 예상 
(2020년 기준)

중증장애인 3명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을 충족하고, 
게이샤 커피와 다양한 베버리지, 고급 디저트류를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사내카페(히즈빈스커피)를 설치, 위탁운영함

World-Changing Coffee, HISBEANS 13

둘째, 장애인 관리 솔루션

HISBEANS Consulting

히즈빈스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은 90%로 우리 나라 평균인 18%에 비해 약 5배나 높습니다.  
왜 히즈빈스 장애인 고용이 성공할까요? 

바로, 히즈빈스만의 장애인 관리 솔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정신 장애인 3개월 직업 유지율" 중앙정신보건지원단 자료 (2014)

OECD 히즈빈스 대한민국

히즈빈스 컨설팅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

히즈빈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을 기록하다!

90%

50%

18.3%

약 5배



관 리 솔 루 션 관 리 솔 루 션

01 02
장애인 1명을 위한 
7인 지지 시스템 

장애인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8단계 교육 시스템 

7인 지지 시스템은 장애인 근로자 1명을 지역사회 7명이 지지하는 지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2번, 3번, 6번, 7번은 지역별로 적합한 분들을 찾아서 역할을 드리고, 장애인 직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직무 문제가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출원: 장애인 고용 위탁 관리 시스템_출원번호 : 10-2018-0157278 ) 

직무 별 입사 전, 후로 나누어 총 8단계로 이루어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0회의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평가를 통해 합격자만 직무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VR(가상현실)과 게임을 통하여 직무현장 적응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평가 합격자만 현장 투입,  
합격할 때까지 재교육 반복

가상현실(VR) 실습 프로그램과 레시피 교육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01. 히즈빈스 가치교육

02. 직무 이론교육

03. 위생 및 청결교육

06. 현장직무 실습

04. 서비스 및 고객응대

07. 현장실습 / 최종평가

05. 현장직무 매뉴얼

08. VR / 게임 교육

World-Changing Coffee, HISBEANSWe love people through coffee 1514

01

03

0602

05
04

07전문매니저

대학생 
자원봉사자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동료

장애인 선배

히즈빈스 본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교수 /  
정신과 의사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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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애인 직접 고용이 가능합니다.

HISBEANS Consulting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1인당 고용부담금 모두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 (%)

1인당 
고용부담금 
기초금액

히즈빈스 컨설팅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의 증가

관 리 솔 루 션

관 리 솔 루 션

문제발생

1차 해결 2차 해결 3차 해결

03

04

고용부터 퇴사까지  
Total Process 관리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3중 솔루션 수립

히즈빈스는 장애인 직원의 고용과 퇴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하기 위해 국내 장애인 대표기관들을 통해 추천된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이미 교육을 받고 대기중이었던 분, 또는 각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바로 연락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로 신규고용을 
책임져 업무공백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지점의 점장과 매니저가 1차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히즈빈스 본사의 담당자와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안될 경우 사내고문변호사가 3차로 투입되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합니다. 히즈빈스 컨설팅을 통한 직접 고용 방식은 장애인 직원이 해당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 등의 간접지원인 연계고용과 달리 장애인 의무고용이  
인정되며, 고용부담금 역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한 번 고용으로 고용부담금을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고용 부담금 감면이 가능한 장애인 직접 고용

고용 국내 장애인 대표기관을 통해 추천된 우수인력 우선 채용

비장애인 전문관리자 포함 7인 지지 시스템

해당지역 복지기관 연계하여 한달 이내에 대체 인력 투입

재직중

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점장 /  
매니저

히즈빈스 
본사  

담당자

히즈빈스 사내 
고문변호사  

투입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연계

2013 2014 2015 20172016 2018 2019

102

2.5

2.7 2.7 2.7

2.9 2.9

3.1

175

109
117

126
135

157

직접고용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

연계고용
장애인표준사업장  

물건 구매 등  
간접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인정

·  고용부담금 100% 감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1명 고용으로 200%감면)

· 직접근무로 이익 창출 가능

·  한 번 고용으로 고용부담금  
 영구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 불인정

·  구매금액의 50%만 감면

· 이익 창출 불가능

· 매년 물품 대량 구매 필요

VS

We love people through coffe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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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내/외부적 이미지 향상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과 조직의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어서 
조직에 대한 로열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이 히즈빈스의 성공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TV, 신문, 잡지 등 언론보도 다수 소개
세계일보(2014년), 머니투데이(2014년), 뉴스1(2014년), 장애인신문(2014년), 국민일보(2014년), 경상매일신문(2015년), 경북일보(2015년),  
매일신문(2015년), 조선일보(2015년), 국민일보(2016년), 네이버뉴스(2016년), 국제신문(2017년), 노컷뉴스(2017년), SBS뉴스(2018년)

tvN "리틀빅히어로" (2012.05)

피플&라이프 "언론보도" (2017.08)

CBS "새롭게 하소서" (2016.05) MBC "전국시대" (2014.02)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016.11)

언론을 통해 알려진  
히즈빈스 컨설팅

HISBEANS Coffee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

홍보자료로 
이용 

사회적 
책임 실현

히즈빈스 커피 예손병원점

카페 히즈빈스 동빈나루점

포항 히즈빈스랩 커피연구소



World-Changing Coffee, HISBEANS 21

스타트업 기업이 구성원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의무라기 보다는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이는 방법이 히즈빈스와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와디즈의 비전과도 잘 맞았구요. 
의미 뿐 아니라 맛과 서비스 모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히즈빈스의 관리 시스템이 철저해서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저희 병원을 찾는 고객들도 더 좋아하세요.

시범사업으로 포항 지점에서 진행한 카페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히즈빈스 솔루션을 전국 지점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히즈빈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히즈빈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주목하는
히즈빈스 컨설팅

히즈빈스 컨설팅 모델이 세계 정신 재활대회 우수 사례로  
뽑히면서 히즈빈스 컨설팅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개선할  
대안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히즈빈스 컨설팅 모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Testimonials 

와디즈㈜ 신혜성 대표이사

포항 세명 기독병원 이사장 한동선

하나은행 사회 공헌팀 담당자

World-Changing Coffee, HISBEANSWe love people through coffee 2120



2008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1위(한국대표팀)
 사회혁신기업 (주)향기내는사람들 창립

2009 히즈빈스커피 창업

2011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상

2012 포스코 청년 인재상

2013 국회 초청 및 사례발표

2014 한국 아쇼카펠로우 최종후보

2015 향기내는사람들 서울경기지부 발족

2016 청년일가상 수상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2017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2018  단맛 중심 커피와 장애인 고용관리시스템  
특허출원

 유망 강소기업 선정

2019 히즈빈스 해외지부 발족(필리핀 지부 설립)

(주)향기내는사람들 히즈빈스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사회복지사가 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히즈빈스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히즈빈스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히즈빈스가 여러분의 일터를 그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히즈빈스 바리스타의 변화 
바리스타의 꿈을 꾸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민,
히즈빈스 컨설팅은 책임집니다.

Hisbeans counsulting

장애인 고용과 관리를 
책임집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해결은 물론 
매장 수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장애인 관리를 위해 
전문 매니저가 상주합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계약, 보험,  
채용을 원스탑으로 책임집니다. 
(사내 고문 변호사)

01 Employment & 
management

Professional 
manager

Profit 
Guarantee

One-stop 
responsibility

03

02

04
  대표이사 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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