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07

쓰지도 않으면서 연필꽂이에
잔뜩 꽂아놓은 각종 펜들.

곰돌이 인형09

삼촌이 준 곰돌이 인형.
내가 아직도

꼬마인 줄 아나 봐요.

그릇10

신혼 땐 그릇을 많이도
사 모았지. 이제는 조금만

가지고 소박하게 살고 싶어.

믹서18

큰 믹서를 구하면서 안 쓰게 된
작은 믹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쓸 사람 없을까? 

스피커13

블루투스 스피커를 질렀다.
전에 쓰던 스피커,

음질은 좋지만 놔둘 곳이 없다. 

라켓17

배드민턴 라켓,
탁구에 빠진 뒤로부터는

구석에 처박혀 있다.

양말19

늘어난 양말. 이걸로
양말 인형을 만들기도 하던데,

필요한 사람 없을까?

텀블러12

단체선물로 받은 텀블러들!
살면서 늘어나는 건

나이랑 텀블러밖에 없나 보다.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하는 데 실패한 원피스.

원피스02

남자친구한테 이 목걸이를
선물 받을 때만 해도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지.

목걸이04바지03

허리가 너무 커서 잘 입지
않는 브랜드 청바지.

내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스카프. 누군가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겠다.

스카프01

털실11

겨울만 되면 목도리 뜨려고
잔뜩 사둔 털실.

우쿨렐레,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칠 줄 알았다.

우쿨렐레16

메모지08

메모도 안하면서 예쁘다고
사놓고 보관만 하는 메모지.

신발05

정말 아꼈지만 작아져서
신지 못하게 된 공주님 구두.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면서
가져온 서류가방.

누군가가 잘 써주면 좋겠다.

가방06

방을 걸으면 가끔 밟히는,
한때는 소중했던 레고들.

레고14

할머니도 참, 이렇게 화려한
커튼을 방에 어떻게 걸어놔?
나는 하얀 커튼이 필요한데.

커튼15

헌 물건이
색다르게 변신하는 곳,

중고선물가게 별품
별품에 기부할수�있는 물건

*중고선물가게 별품은 생각실천창작소와 삼선재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스토리메이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가요?

품꾼이 전화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10시~오후 5시).

010-2895-4280 (품꾼 여연), 010-5457-2817 (품꾼 김나영)

E-MAIL.  byelpum@gmail.com

별품은 언제 문을 여나요?

2017년 4월 별품 매장이 문을 엽니다. 영업시간 등 

상세한 정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별품 블로그 – http://blog.naver.com/byelpum
별품 페이스북 – facebook.com/byelpum
별품 카카오톡 – <중고선물가게 별품>을 검색하세요.

별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별꾼과 솜씨꾼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별꾼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가게입니다.

중고 물건을 기부해주시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별꾼으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별꾼이 되시면 

포인트 적립, 우선예약, 선물보따리, 상시할인 등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싶으시 

다면 솜씨꾼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솜씨꾼이 

되시면 별품 매장에 판매 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손재주 뛰어난 여러분 의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별품에 어떻게 물건을 기부해야 하나요?

물건을 박스나 가방에 담아서 별품 매장으로 직접 

가져와 주세요. 내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물건을 기증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수거 서비스는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별품은 어디 있나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658-8
생각실천창작소 안에 있습니다.

(홍동면사무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홍동밝맑도서관 옆)
물건을 기부해주시는 분께

50%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별품 오픈 기념

EVENT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