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6호

년 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2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 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개 기관을
년도 제 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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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제2021-321호

나눔애협동조합

대표자

소재지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0-24,
김현수 강원도
2층 207호(영월군창업보육센터)

제2021-322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덕 이명철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943, 1층
제2021-323호

농업회사법인
들애초주식회사

최의식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들모고개길 11

제2021-324호

사단법인 나눔과 자람

지윤희

강원도 홍천군
상가동홍천읍
지하1층홍천로 460,

제2021-325호

합자회사 산아리관광

한상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배래치길 15

제2021-326호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 정의목

강원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7

제2021-327호

힐링드림협동조합

홍지영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9번길 10-8,
1층(황지동)

제2021-328호

(주)안산돌봄센터

고도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9(이동,
센타프라자
308호)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330호

농업회사법인
산천초목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웰팜넷주식회사

제2021-331호

더엠알오주식회사

영통구 매영로238번길
이지연 경기도 수원시
21, 6층(원천동)

제2021-332호

밥플러스 협동조합

김해숙

제2021-329호

박순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8(백석동)

양승기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로 17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24,
1층(신흥동)

안양시 동안구안양벤처텔)
시민대로 167,
오동록 경기도709호(비산동,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95, 2층
제2021-334호 사회적협동조합세이프스쿨 이태향 경기도
201호(정자동, 정든마을우성6차상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2,
제2021-335호 아트기버 사회적협동조합 서은미
505호(금정동)
오남읍 진건오남로
제2021-336호
에코남양주협동조합
황혜종 경기도 남양주시
664, 지층 B02호
오산시민햇빛발전
남부대로 486-13(청호동,
제2021-337호
권경태 경기도 오산시주민복지관1)
사회적협동조합
수지구 신봉1로366번길
제2021-338호 주식회사 샤인위드컴페니언 박유진 경기도30,용인시
지하 1층, 1층(신봉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제2021-339호
주식회사 울타리
이미희
103동 1102호 (신동)(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경기도 가평군8-109,
청평면지하층
제2021-340호
주식회사 채움숲
최경호 북한강로2246번길
제2021-333호

사단법인 한국재활복지회

경기도 안산시
별망로
이영주 185(성곡동,
B동 2층단원구
시화공단5라411)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B동
제2021-342호
주식회사 한샘그린텍
김형석 경기도
1216호(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제2021-343호 주식회사 행복무지개 마을 김예진,
오순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새터말길 93
제2021-341호

주식회사 청보

제2021-344호

코리아식품 주식회사

민지원

제2021-345호

팔당생명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현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4

제2021-346호

희망둥지협동조합

팔달구 창룡대로8번길
문상철 경기도 수원시7(남수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70(당정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347호

(주)이든컴퍼니
㈜ 신일환경산업개발

진해구 충장로 225,
박미주 경상남도 창원시
2층(경화동)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최금순 경상남도
4층 6-3호(상남동, 경창종합상가)
진해구 신항북로 320
박만식 경상남도 창원시(용원동)

제2021-348호

사회적협동조합 안심돌봄

제2021-349호
제2021-350호

주식회사
공정여행통영뚜벅투어

차미옥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41(봉평동)

제2021-351호

주식회사 다한상사

손희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1번가길
4, 101호(용원동)

제2021-352호

주식회사 아름다운효행

제2021-353호
제2021-354호
제2021-355호
제2021-356호
제2021-357호

최미선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262(내동)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14,
이언택 506호(관동동,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주)예천위드제이
김주희 경상북도
302호(경북도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
농업회사법인
봉화컬리너리 남혜경,
네트웍스(주)
한형무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74
안평면 안평의성로
농업회사법인 ㈜빅토리팜 손다은 경상북도 의성군214-27
왜관읍 2번도로길 28,
주식회사 상상
주석희 경상북도 칠곡군지하1층
주식회사 코코드론

제2021-358호

주식회사 인포터리

박보순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1길 105

제2021-359호

창의융합과학(주)

이효선

제2021-360호

케이운동발달연구원
주식회사

김성경

제2021-361호

팜스브릿지 주식회사

오광석 경상북도 영주시 남간로 6, 1층(휴천동)

제2021-362호 사단법인 아이티 케어복지회 김중기
제2021-363호

주식회사 메디케이

김현국

제2021-364호 주식회사 미즈커뮤니케이션 조정아

경상북도
경주시산학협력관)
동대로 123,
307호(석장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97번길
24-9(장성동)
광주광역시 106호(운림동)
동구 의재로 149-7, 1층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광주하이테크센터
에이동
203호,204호(대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343번길 19,
309호(화정동, 금호하이빌)

인증번호

기관명

제2021-366호

주식회사
수떡공예교육문화원
주식회사
파인데이엔터테인먼트

제2021-367호

주식회사 패밀리아

제2021-368호

㈜ 비채여행문화연구소

제2021-369호

(사) 친환경복지가로누리

제2021-370호

(주)손끝

제2021-365호

제2021-371호

대표자

소재지

광산구 풍영철길로
최수옥 광주광역시
304호(우산동,
콜롬버스월드)15, 3층
광산구 상무대로 198,
박상현 광주광역시4,5,6층(송정동)
북구 본촌마을길 169,
차명운 광주광역시 2층(본촌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1117호(궁동,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이상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859, 1층
박범진
송정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하정로 7(선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1동
225호(괘법동, 산업용품유통상가)
사하구 낙동대로 164,
주식회사 더굿커뮤니케이션 박우진 부산광역시
605호(괴정동, 한라빌딩)
망미배산로36번길
주식회사 아이그램
김희재 부산광역시 19,수영구
2층(망미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주식회사 힐링빈즈
박비송
차성서로101번길
12-8,
(Healing Beans)
제 B101호(대원그린빌)
강동구삼화빌딩)
올림픽로 703,
(주)조나단컴퍼니
김명준 서울특별시
4층(천호동,
(주)워너비즈

송원영

제2021-376호

관악정다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혜경

제2021-377호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2층(신림동)
관악구 신림로 210,
동대문구회기동
회기로빌딩)
111, 4층
민환기 서울특별시
406호(회기동,

제2021-378호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최대혁

제2021-379호

사단법인 씨즈

제2021-380호

사단법인 점프

제2021-381호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제2021-382호

사회적협동조합 꾸마달

제2021-372호
제2021-373호
제2021-374호
제2021-3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60,
518호(산림동, 세운청계상가)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이은애 서울특별시
406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5층
이의헌 서울특별시
G502호(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서울특별시3층(방학동)
도봉구 방학로 43,
김정록
조희승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49,
지층(응암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383호

심온사회적협동조합

권일진

제2021-384호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

제2021-385호

유니버설하우징 협동조합

제2021-386호

주식회사
(Momeco모미코
Inc.)

제2021-387호

주식회사 아립앤위립

제2021-388호

파란동그라미
사회적 협동조합

제2021-389호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상암소셜박스)
증산로 87, 2층
208호(성산동,
강동구 양재대로
심현보 서울특별시
201호(천호동,
소셜타운)1547, 2층
서울특별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중계로6길 1-7,
오금란 2층(중계동,
제2관)
마포구 월드컵북로 198,
박종윤 서울특별시 202호(성산동)

제2021-390호

주식회사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

황성아

제2021-391호

㈜ 신화엘리베이터

조수현

제2021-392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

이종원

제2021-393호

㈜ 나눔동산

남현호

제2021-394호

주식회사 동양인쇄사

제2021-395호

주식회사 매일생선

제2021-396호

주식회사 엔수스코리아

이형미

제2021-397호

주식회사 은하수미술관

한은혜

인천광역시30,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808호(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층(주안동)한나루로 472,

제2021-398호

주식회사 카툰캠퍼스

조희윤

인천광역시 2층(내동)
중구 자유공원로 29,

제2021-399호

전남생산자협동조합

제2021-400호

주식회사 다락방

청계면4호영산로 1666,
윤준웅 전라남도 무안군
부속공장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7길 27,
김슬비
1동(웅천동)

서울특별시 2층(상도동)
동작구 상도로15길 3,

동대문구 천호대로89길 9,
정인희 서울특별시
3층(장안동, 장안생활)
영등포구 영등포로
이범재 서울특별시
601-1호(당산동1가,
에이블허브)143,
이성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211호(보람동, 금강베네치아)
울산광역시 502호(명촌동)
북구 명촌15길 5-4, 4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833번길 38
인천광역시102호(운서동)
중구 모랫말로 36-22,

문화로145번길 40,
김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2층(구월동)
인천광역시1층(장수동)
남동구 수현로 15,
이완순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초록나무협동조합

변창원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21(동충동)

제2021-403호 아산친환경학교급식생산자
안복규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13

제2021-401호
제2021-402호
제2021-404호

주식회사
위더스에프앤비 김호윤,
농업회사법인
손영국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현남길 367

에스그린협동조합

서산시 공림4로
22, (예천동,
김환성 충청남도
지하층)(예천동,
현지빌딩)

제2021-405호 주식회사 청양주거복지센터 오태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평촌1길 13-1
제2021-406호

주식회사 더조은숲

박내훈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공원길 8

제2021-407호

주식회사 에그글로벌

정후찬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20-1,
2층(청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