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04호

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2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 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개 기관을
년도 제 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

7

8

10

82

2022

2022.

1

04.

.

20.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01호

돌배마을 협동조합

이봉희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로 415

제2022-002호

서곡4리영농조합법인

김정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내동막길 35-12

제2022-003호

어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이명호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45

제2022-004호

주식회사 온세까세로

박성언

제2022-005호

주식회사 필립

제2022-006호

주식회사 하늘내린기획

하요섭

제2022-007호

평창가농영농조합법인

백승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계천평길 52-14

제2022-008호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제2022-009호

㈜ 주안기업

경기도101호(장기동)
김포시 허산길 50,
길현만,
이승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1층 3.1만세로 229,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86

이미숙,
동내면 춘천순환로 58,
김양웅 강원도 춘천시
701호(메디피아타워)

김영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10호

주식회사 구민초

은창만

제2022-011호

주식회사 꿈꾸는사람들

윤선미

제2022-012호

주식회사 더이음

경기도
고덕여염로 20,LH17단지)
1701동
정혜은 1층
3호평택시
㈜더이음(평택고덕

제2022-013호

주식회사 레스포

고용환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길 249

제2022-014호

주식회사 로뎀나무

김주석

제2022-015호

주식회사 마중물대리

이연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43-18,
1층(사노동)
경기도
화성시 제10층
효행로 제1006호)
1060(병점동,
e-TOWN4

제2022-016호

주식회사 양주돌봄센터

평화로 1440, 1층 120호,
최화자 경기도 양주시121호(덕계동)

제2022-017호

주식회사 정문이엔이

이안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 127-12

제2022-018호

참살이협동조합

제2022-019호

티아이로지스주식회사
(TILOGIS CO.,LTD)

팔달구 세지로198번길
김영복 경기도 수원시2(인계동)

제2022-020호

(유)성은위생공사

제2022-021호

(주)더좋은인쇄웹디자인

김수진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 34(가좌동)

제2022-022호

(주)맑음히어링테크

유승호

제2022-023호

나무와열매 협동조합

김경숙

경상북도5층(임당동)
경산시 둥지로 69,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1길
87-3, A동
101호(옥동,
건영트윈빌)

제2022-024호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김정열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4길 26(무양동)

제2022-025호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김유진

제2022-026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205호(경북도립대학교)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5층
신경북인쇄기획 주식회사 김성만,
김후남 504호(동부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제2022-027호

주식회사 뉴파워크리닝

남정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신풍프라자)
205-11,12호(장항동,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68번길 101,
나동(용현동)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2015-24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
서기정 경상남도
511호(중앙동, 서광오피스텔)
박상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38(평화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28호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북구 양덕로50번길 6,
좌민기 경상북도 포항시
3층(양덕동)

제2022-029호

한국만화인 협동조합

조재호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7,
5층(옥산동)

제2022-030호

레인메이커협동조합

정민아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4-15(향촌동)

제2022-031호

주식회사 데이그린

이주현

제2022-032호

티치 포 퓨처

제2022-033호

한국재생아트 협동조합

제2022-034호

(주)디자인씽킹

김재영

제2022-035호

(주)문화상상연구소

김형준

제2022-036호

건강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김정현

제2022-037호

하모니 사회적협동조합

박해영

제2022-038호

주식회사 고미랑

정상호

제2022-039호

주식회사 더베럴에듀

김인혜

제2022-040호

주식회사 온더무브

김정훈

제2022-041호

주식회사 픽쳐스온

제2022-042호

(주)어반정글

광안해변로277번길
김준홍 부산광역시 수영구
7, 5층(민락동)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
이상민 서울특별시
4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제2022-043호

(주)행복한집

제2022-044호

사단법인 강동장애인협회

제2022-045호

㈜ 더쇼퍼

대구광역시2층(인교동)
중구 서성로13길 4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34길
173,
김남탁 402동
101호 9호실(만촌동,
만촌 신동아
파밀리에)
대구광역시
수성구범물청구후문상가)
지범로39길 12,
김영미 206동
7호(범물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03번길
2층 203호(탄방동,
일출빌딩) 46,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3층 302호(반석동, 뉴타운프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16, 관리동
사회적기업실(원신흥동,
LH도안천년나무11단지)
대전광역시 동구 보문로 4, 2층
201호(효동, 플러스크리닉)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4층(광안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65,
2층(개금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72(동대신동3가)

남부순환로46길 32,
염창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1층(신월동)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48,
박근용 서울특별시 2층
201호(길동)
노경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46호

㈜ 오버플로우
주식회사 에이드런

성동구 성수일로12길
김상언 서울특별시
801호(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20,
김지민,
성미산로15길 97,
최재은 서울특별시
2층 마포구
에이드런(성산동)

제2022-047호
제2022-048호

주식회사 케이마스

서광용

제2022-049호

주식회사 클린씨

진무두

제2022-050호

주식회사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3-15,
2층 201호(목동,
초이스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유빌딩)
개포로26길 6,
1층(개포동,

제2022-051호

주식회사 행복나르미

제2022-052호

해피쿱투어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송인애 305호(당산동3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715, 9층
강상욱 서울특별시
혁신밸리
1-3호(대조동,
우리은행WB우리타워)
동대문구
장한로 37,
정유진 서울특별시
3층(장안동,
인경빌딩)

제2022-053호

협동조합 집밥셰프

김대식

제2022-054호

화훼유통 사회적협동조합

손계화

제2022-055호

사회적협동조합공유

김온유

제2022-056호

오산건설협동조합

김민근

제2022-057호

주식회사 대길산업

이대근

제2022-058호

조규호

제2022-059호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풀내음밤나무숲

제2022-063호

(주)온반

문홍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B105호(마포동, 현대빌딩)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평시장2길
20, 1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6길
24-12, 1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단로
158-10
인천광역시 201호(심곡동)
서구 탁옥로97번길 16-6,

인천광역시2층(만수동)
남동구 소래로 705,
서운산단로1길 63,
제2022-060호 주식회사 바이더엠(BY THE M) 김영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4층(서운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제2022-061호
주식회사 학교네
김은영 제지동 1층 퍼스트월드)
7호(송도동, 송도 더샵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제2022-062호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김학성 인천광역시
75, B101(논현동,
에코메트로3차)
문옥영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1길 3(신기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22-064호

마술여행 주식회사

김영재

제2022-065호

사단법인 우리

정형균

제2022-066호

㈜ 우리들놀꽃

제2022-067호

주식회사
바름산업앤바름종합건설

제2022-068호

주식회사 페스원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2층(상동)평화로 38-5,

전라남도30(공산고등학교)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해남읍 중앙1로 76,
서영진 전라남도 해남군 2층
김성기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1길 13-25(장천동)
강용현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94-1,
2층(상동)

농업회사법인
양정기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분토길 27-35
(유)새싹양정기농원
주식회사
제2022-070호 예찬에프엔비농업회사법인
김창호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화로 129-40
제2022-069호

제2022-072호

주식회사
필리그란폴스튜디오
청정장수오미자
영농조합법인

제2022-073호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

제2022-074호

사단법인
반딧불나눔복지재단

제2022-075호

주식회사 코끼리별꽃

당진중앙2로 59-12,
정미정 충청남도 당진시
3층(읍내동)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최민경 충청남도
69-4, 103호(안서동, 창업보육2관)

제2022-076호

해미S&F영어조합법인

이창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월길 131-23

제2022-077호

고려양봉영농조합법인

제2022-078호

주식회사
나우리함께하는사람들

삼승면 남부로 3702,
김준배 충청북도 보은군205호

제2022-079호

주식회사 새마을건축

제2022-080호

주식회사 스스로

제2022-081호

주식회사 한걸음

제2022-082호

주식회사 해바라기의꿈

제2022-071호

완산구 유연로 297,
노소향 전라북도 전주시
3층(서신동)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발방골길
박순도 21-60(청정장수오미자영농조합법인)
최문성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군간길 82

청원구 무심동로 532,
이동진 충청북도 청주시
1층(우암동)

한상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8 남일면 효덕길
충청북도22(정안녹색체험관)
증평군 증평읍 증안2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김택중 안덕벌로104번길
28, 401호(내덕동,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율봉로176번길
이호연 충청북도 청주시
36-10, 청원구
1층(율량동)
박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