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13호

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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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정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정암길 24-9

고미영,
오인숙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2층 203호(상동, 효성프라자)

제2021-001호

농업회사법인 더착한농장
주식회사

제2021-002호

가감 주식회사

제2021-003호

바다향기 사회적협동조합

박재옥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54(월곶동)

제2021-004호

사단법인
한국교육공예
저작권협회

한규호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23-14 연곡로124번길

제2021-005호

사회적협동조합 가온누리

방정재

제2021-006호

위드파머스㈜

제2021-007호

㈜성화코리아

제2021-008호

주식회사 메가클라우드

제2021-009호

주식회사 바이오가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7,
306호(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양상국
1736-59(덕이동)
호현로49번안길 4, 1층
임승미 경기도 시흥시101호(대야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165,
1동 408,409호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유고은 경기도
8, 21층 2101호(정자동, 킨스타워)
최만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011호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주식회사 휴먼컨스

제2021-012호

탑라이팅 주식회사

시민대로327번길
김성민 경기도 안양시
11-41, 동안구
3층 9호(관양동)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55번길
홍순임 경기도
6, A동 3층 20호(영동, 영동시장)
김석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50-59 광적로326번길

제2021-013호

주식회사 다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9번길
이해주 경상남도 9(웅남동,
대성정공)

제2021-014호

주식회사 한사랑식판대장

제2021-010호

안선영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12길 22

하얀나래
제2021-015호 사회봉사자사회적협동조합
박중식
문경백화버섯 황도균
제2021-016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43-1, 2층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60

제2021-017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손정보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길 103-5
제2021-018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조푸
박명숙
드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3길 2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286(송정동)
안동시 경동로 1375, 4동
이희오 경상북도
411호 지역산학협력관(송천동,
안동대학교)
정현자 경상북도 영천시 대전강변길 55(대전동)

제2021-019호

미래기획 주식회사

정은영

제2021-020호

버스로기획 ㈜

제2021-021호

㈜ 정현자색감

제2021-022호

주식회사 씨앤푸드

신현정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53길 7-5,
2층 202호(정평동)

제2021-023호

천연염색다올 협동조합

윤경숙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장안로 491

제2021-024호

협동조합두레장터

이명순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19길 4-6,
101호(백천동)

제2021-025호 에이아이비전정보 주식회사 김정원
제2021-026호

㈜참조은푸드

김화순

광주광역시23-1(치평동)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층(치평동,
지하) 110,

제2021-027호

주식회사 아트코파

심영숙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302호(평리동, 한국업사이클센터)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031호

㈜운동명가조아짐

이윤필

대구광역시8층(상인동)
달서구 월곡로 260,
대전광역시39(괴정동)
서구 도솔로296번길

달성군 화원읍나동상가)
화암로 111,
제2021-028호 주식회사 이야기가 있는집 최상한 대구광역시
3호(명곡미래빌1단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54,
제2021-029호
주식회사 정주하우징
김명찬
2층(태평로2가)
제2021-030호
주식회사 희망정거장 류선희,
신상화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160(검사동)
서구 전통시장 백경현
제2021-032호 대전광역시
상인협동조합
사단법인
제2021-033호 한국장애인사진콘텐츠협회
김지환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41, 2층
203호(판암동)
금정구 금사로87번길
제2021-034호 라온노리교육 주식회사 정옥진 부산광역시 23(금사동)
사단법인
부산진구 중앙대로635번길
제2021-035호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
유제현 부산광역시
9,
603호(범천동,
국민빌딩)
터
부산울산경남 임재택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72-4
제2021-036호 사단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제2021-037호

㈜ 오감

조지현

제2021-038호

주식회사 라파엘 케어

조익점

제2021-039호

㈜청담아이앤씨

최용우

제2021-040호

㈜쿠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연로 40,
1층(연산동)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28,
3층(문현동)
부산광역시57,남구1층(대연동)
황령대로319번나길

온천천로471번가길
한귀옥 부산광역시 동래구
26-4(안락동)

제2021-041호 클린샷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송태훈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37-14(서동)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안병화 서울특별시
비동 1113호(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목동동로10길
제2021-043호 마을카페 그물코 협동조합 변혜준 서울특별시
16-23,양천구
1층(신정동)
제2021-042호

나모사회적협동조합

제2021-044호

사단법인월드유스비전

제2021-045호

위코노미 주식회사

송이로17길 50-22,
전희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301호(가락동)
마곡중앙5로1길 20,
이영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1013호(마곡동,
마곡나루역보타닉비즈타워)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046호

㈜ 바른참

제2021-047호

㈜보광시스템

제2021-048호

주식회사 다숲

제2021-049호

주식회사 마을아카이브

유환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2층(창동)노해로 279-5,

제2021-050호

최이현

제2021-052호

주식회사 모어댄
주식회사
소이프스튜디오(SOYF
STUDIO Co., Ltd)
주식회사 오르아트(OR Art
Co., Ltd)

박설란,
박승은

제2021-053호

주식회사 우드락공작소

유은정

서울특별시77(합정동)
마포구 양화로3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84(북가좌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27,
103호(남가좌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95,
지하1층(방화동)

제2021-054호

주식회사 유민아이엔티

제2021-055호

주식회사 퍼플레이컴퍼니

제2021-056호

주식회사 한바다식품

영등포구 신길로61길 21,
안성현 서울특별시 2층(영등포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조일지 연지스퀘어동
로비층 024호(월계동,
인덕대학교,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곰달래로13길 72,
임수언 서울특별시 양천구
2층(신월동)

제2021-051호

성동구 둘레15가길 5, 1층
안선영 서울특별시102호(성수동2가)
동대문구 황물로 103, 1층
김일호 서울특별시
107호(답십리동, 킹스타빌딩)
서울특별시관악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악구 관악로 140,
송수연 3층(봉천동,

고대현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신윤선 서울특별시
5층 503호(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제2021-058호
㈜지혜의밭
문수정 3층(당산동3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제2021-059호
함께주택협동조합
김우 서울특별시
5층(성산동, 시민공간나루)
제2021-060호 농업회사법인 ㈜ MG내츄럴 김민기 전라남도 담양군150무정면 영천성도길
제2021-057호

㈜유쾌한

제2021-061호

달뜬 영농조합법인

이경훈

제2021-062호

에코비엠 주식회사

김영순

제2021-063호

주식회사 가치이룸

전라남도 영암군13-10
삼호읍 나불외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 (재)전남테크노파크
제2공장중 204호신소재센터
삼향읍 어진누리길
손은애 전라남도 무안군
26-10, 203호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064호

사단법인 산소리 숲 마을

제2021-065호

사단법인 참복지

김관무

제2021-066호

온누리에스엠 ㈜

최정희

제2021-067호

유한회사 대한

이현옥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송1길 39(나운동)

제2021-068호

얼쑤 사회적협동조합

제2021-069호

주식회사
소나기커뮤니케이션

제2021-070호

주식회사아름다운마을

서북구 쌍용대로 222,
이창숙 충청남도 천안시
3층(성정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어윤수
45-11, 3층
301호(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인지면 차리수량재길
박병철 충청남도 서산시 2-5

제2021-071호

세마디 주식회사

정보경 충청북도 제천시 숭문로10길 2(의림동)

제2021-072호

주식회사 비알푸드

이재화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14(왕암동)

제2021-073호

주식회사 태극

최은교,
김건휘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노실길 28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01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그린비즈

손인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623, 2층

조명자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214(요촌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당길 37,
2동 2층(용정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