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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소셜 NEWS!
SNS채널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캠페인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소셜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튜브네이버
블로그

e-store
36.5+

바이소셜은 OOO 다!

"평소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던 행동이 바이소셜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이소셜 함께 해서 기뻐요. 바이소셜 바이폴킴!"

"바이소셜은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를 대면하고

새로운 소비의 원칙을 제안하는 것"

"바이소셜이란 나의 소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내 필요도 충족하고 사회 변화에 도움을 주는 나의 선택"

"바이소셜? 함께 사는, 다같이 사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거에요~"



바이소셜(Buy Social)이란?
2020년, 바이소셜 캠페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바이소셜은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바이소셜 페스타

나의 일상, 우리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바이소셜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 운동입니다.

바이소셜 히스토리

바이소셜 캠페인은 2012년, SEUK(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시민, 기업과 공공이 사회적기업 제

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등 전세계가 바이소셜에 동참하고 있고 2020년, 한국도 그 힘찬 도약에 함께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바이소셜은 느리지만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소비 선택의 기준-당신도 같이 할래요, 바이소셜?

바이소셜 선언식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여

바이소셜 선언식이 진행됩니다.

집에서, 동네에서, 내 손안에서, 랜선으로!

7월, 바이소셜 페스타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바이소셜 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바이소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뜨거운 현장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랜선에서 만나요! 

바이소셜 캠페인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2030MZ세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지 퍼포먼스를 온라인

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 youtube.com/c/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15:00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온라인 생중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라이브를 확인하세요!

바이소셜 라이프스타일, 직접 경험해보세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4인 가족 하우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쉐어하우스

@7월 1일 20시, 유튜버 요쿠키 랜선집들이!

@ 추후 바이소셜 홈페이지에 VR 공개!

happybean.naver.com

해피빈 굿액션 바이소셜 바이폴킴

happybean.naver.com

해피빈 기획전 슬기로운 공정여행

www.ohmycompany.com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한살림 @두레생협 홈페이지

생협x바이소셜 상생마켓

www.sepp.or.kr

e-store 36.5+ 바이소셜 기획전

www.buysocial.or.kr

바이소셜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전국 방방곡곡 바이소셜 스팟

생협에서 로컬푸드를

바이소셜하면

맛있는 빵을

바이소셜하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자를

도울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 없는 비누를

바이소셜하면

예술가의 멋진 그림을

바이소셜하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요

젊은 예술가의 활동을

응원할 수 있어요

즐거운 공정여행으로

바이소셜하면

생산자를 한 번 더 생각한

공정무역으로 바이소셜하면

주민, 환경, 문화, 그리고

나까지 행복한 여행이 돼요

지구 반대편 어린이가

글자를 배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