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6호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2개

기관을 2022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2. 22.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291호 가곡영농조합법인 민경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76

제2022-292호 농업회사법인 나무와 주식회사 최두환 강원도 원주시 웃거름터길 84(행구동)

제2022-29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맘 강정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94번길 

30-5, 1층

제2022-294호 따뜻한밥상 영농조합법인 조평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122-18

제2022-295호 문화창작소 광부댁 협동조합 김순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3길 6

제2022-296호 살아있네 강랜푸드 협동조합 유정숙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30

제2022-297호 주식회사 나도주개 김정옥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265

제2022-298호 주식회사 아뜰리에포노마드 김형철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87, 2층(조양동)

제2022-299호 주식회사 우리마더봉교육 봉정여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35, 4층(관설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00호 주식회사 제이티미그린 이정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88

제2022-301호 주식회사 평창365 지준영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132, 1층

제2022-302호 주식회사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최선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6,

2층 3호(서원주타워)

제2022-303호 (주)꿈이룸 정인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8,
1동 702호(영천동, 서건에듀프라자)

제2022-304호 노리터 사회적 협동조합 박영춘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64, 203호

(대야동, 세화빌딩)

제2022-305호 대인커머스(주) 이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135번길 44, 

나동(구산동)

제2022-306호 도시숲센터사회적협동조합 안만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8호(월피동, 광덕종합시장)

제2022-307호 마을택배협동조합 최재혁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75 

제2022-308호 부천희망나르미 주식회사 심재옥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8, 

403호(중동, 청원프라자)

제2022-309호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박영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 

315호(고잔동, 자유센터빌딩)

제2022-310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종합상사
서용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A동 2210호(하동, 광교 효성해링턴 타워)

제2022-311호 숲학교이야기숲사회적협동조합 조은주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2층

(소하동, 광명시일자리창조허브센터)

제2022-312호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최충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48-8, 

104호

제2022-313호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임영희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10, 1층(원동)

제2022-314호 온플로라 주식회사 권소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67

제2022-315호 ㈜ 크래도 김선표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3, 6층 
604호(진안동, 거성프라자빌딩)

제2022-316호 주식회사 거포테크 김문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031-21, 1층

제2022-317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하늘 김재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서미로 235-22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18호 주식회사 대성종합관리 박준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7, 

2층(동원동)

제2022-319호 주식회사 더즐거운교육 최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55, 

근린생활시설 102호
(원천동,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제2022-320호 주식회사 디에스클린 김재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5길 5(사동)

제2022-321호 주식회사 문식품 문동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96, 

2층(호계동)

제2022-322호 주식회사 셈프레 백국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404호(병점동, 병점제일타운)

제2022-323호
주식회사 에듀마크
(Edumark co.,Ltd)

송종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6층 606호(백석동, 동문타워Ⅱ)

제2022-324호
주식회사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안승옥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6층 653호 
벤처센터(가능동, 경민대학교)

제2022-325호 주식회사 청호개발 김광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7, 

718호(관양동, 세방글로벌시티)

제2022-326호
주식회사 

코리아클린체인지서비스
김종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4호)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제2022-327호 하남무지개마을주식회사 조민정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566호

(덕풍동, 아이테코)

제2022-328호 (주)9남매복지센터 김남희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11, 802호

(부원동, 골든빌딩)

제2022-329호 (주)세대공감 엠씨엔 진재원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8길 32-27, 1층 

101호(삼호동)

제2022-330호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송진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 5, 

2층(서부마을회관)

제2022-331호 주식회사 산강아지 양유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0, 3층 

301호(중앙동, 성원오피스텔)

제2022-332호 청춘클린(주) 김도엽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15번길 8-20, 

102호(부원동)

제2022-333호 (주)수플러스 강희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0

제2022-334호 (주)예천문화사업단 장영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제2022-335호 꿀벌나라 사회적협동조합 박순자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139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36호 나누미 사회적 협동조합 임향숙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2길 5-3(형곡동)

제2022-337호 보나 영농조합법인 장두환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상주다인로 941-44

제2022-338호
사회적협동조합

더노크 교육연구소
조인숙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34(봉곡동)

제2022-339호 예원 사회적협동조합 최경명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8

제2022-340호 주식회사 갓해물 허동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6,

1층(일월동)

제2022-341호 주식회사 만나다 마음연구소 신민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03, 

1층(양덕동)

제2022-342호 주식회사 우리가간다 권오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47 

제2022-343호 흥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오희열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3길 11

제2022-344호 (주)동네줌인 김태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동 16층 1606호
(오룡동, 와이어스파크(지식산업센터))

제2022-345호 바이오씨앗 협동조합 신순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61번길 8-1(쌍촌동)

제2022-346호 주식회사 공드린에프엔비 정직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18, 

가동,마동 1층(월전동)

제2022-347호 주식회사 매콩뷰티아카데미 정숙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29, 2층 

202호(월곡동)

제2022-348호 주식회사 엠라운드(m.round) 문양선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54, 303호

(금호동, 거북빌딩)

제2022-349호 주식회사 일호 조분자 광주광역시 북구 동배들길 61(동림동)

제2022-350호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2-16, 1호

(양동, 청춘빌리지)

제2022-351호 (주)아웃도어스쿨 김관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33-1, 

3층(성당동)

제2022-352호
그린라이프㈜

(GREENLIFE Co.,Ltd.)
박성태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20-9, 
1층(비산동)

제2022-353호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김기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1층(용산동, 대구기업명품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54호 사단법인성서공동체에프엠 이명균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7, 

4층(이곡동, 혜성빌딩)

제2022-355호 아트지 협동조합 강선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9-21, 

4층(덕산동)

제2022-356호 주식회사 가온하이텍 박경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113

제2022-357호 주식회사 나래씨엔디 정하석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906호(대명동, 

영남이공대학교천마스퀘어(창업보육센터))

제2022-358호 하이크리닝협동조합 이은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9(남산동)

제2022-359호 (주)다온실내건축 최재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08번길 47-7, 

1층(법동)

제2022-360호 버터플라이임팩트(주) 남태욱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11-17, 

2층 C211호(송촌동, 비젼타워)

제2022-361호 에코파머 주식회사 임다빈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021번길 45, 

비동 3층 303호(내동, 유현주택)

제2022-362호 전설홀딩스 협동조합 김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1층(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제2022-363호 ㈜ 큐어 이지형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2-22, 

에이동 104호(관평동, 디티비안오피스텔)

제2022-364호 주식회사 바벨디케이 김태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서로 22-9, 
103호(봉명동, 유성온천훼미리타운)

제2022-365호 (주)하다 이수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24, 

201호(중동, 오마이빌딩)

제2022-366호 ㈜ 부산에스비엠 홍춘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70, 2층(연산동)

제2022-367호 ㈜ 온리베이비 박상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에이-2303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제2022-368호 주식회사 아트현 박현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130, 

202호(금사동, 캠퍼스디룸)

제2022-369호 주식회사 올바른 맹지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곡길 173, 

107호

제2022-370호 주식회사 청원그룹 김시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상곡1길 84

제2022-371호 (주)그린나래씨앤에스 제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54, 

311호(거여동, 동일빌딩)

제2022-372호 (주)도로시앤컴퍼니 박설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2호(당산동3가, 당산 SH 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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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73호 (주)코이스 허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4로 28

(마곡동, 코이스)

제2022-374호 다함 사회적협동조합 이병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9길 29, 

2층(대조동)

제2022-375호 마노스 사회적협동조합 이주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53-20, 

B02호(구로동)

제2022-376호 숲노리누리협동조합 이영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308호(공릉동,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22-377호 씨제이씨 협동조합 이현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동 

3층 1130872호
(가락동,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022-378호 이편한동행 사회적협동조합 한영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다길 4, 

B1(상계동)

제2022-379호 주식회사 더바른세상
한연숙, 
이민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동 제티-4113호(문정동)

제2022-380호 주식회사 범고래마루 송지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제2022-381호 주식회사 사계절공정여행 백영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81-1, 

2층(금호동4가)

제2022-382호 주식회사 좋은운동장 이민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420호(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제2022-383호 주식회사 프래그 (PRAG Corp.) 이건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6길 47, 

1층(성수동2가)

제2022-384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조금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40, 
402호(혜화동, 알파라운드)

제2022-385호
한국 스포츠교육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김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85, 지층(양재동)

제2022-386호 한지붕 협동조합 이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3길 15, 

6층(당산동3가)

제2022-387호 핸드스피크 주식회사 정정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7층 

S725(성수동1가)

제2022-388호 사회적협동조합에스이도움 김광배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25-4, 7층 

03호(나성동, 세종엔에스타워2)

제2022-389호 주식회사 디에스 김태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영2길 7, 2층

제2022-390호 (주)금강산 신승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1길 8-6

제2022-391호 (주)지구촌뚜벅이들 김춘영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41, 2층(양정동)

제2022-392호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조영호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4길 16, 2층(명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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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93호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이승근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8층(달동)

제2022-394호 ㈜ 울산착한여행 강선행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7, 

301호(성남동)

제2022-395호 주식회사 체인지업 박대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길 

15-4

제2022-396호 주식회사 신우종합상사
김재원, 
강숙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12, 
101호(고잔동, 남동공단65블럭 2롯트)

제2022-397호 주식회사 터칭스튜디오 최홍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26-1, 4층 

402호(가좌동)

제2022-398호 (주)베베키친 서범용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6길 11-2(소호동)

제2022-399호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섬마을방풍 

유한회사
박재성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유윗길 47

제2022-400호
농업회사법인 복내리는당산나무 

주식회사
김상수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송정길 40-11

제2022-401호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 숨 심향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529-45, 

1층

제2022-402호 엔에스인포 주식회사 조정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성2길 17, 1층

제2022-403호 열정거북 협동조합 서재한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59번길 32-1, 3층 

업로드 3층(죽동)

제2022-404호 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 박규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A-05호

제2022-405호 주식회사 에스엠티 김혜숙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2길 11(풍덕동)

제2022-406호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안윤숙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9길 45(모현동1가)

제2022-407호 유한회사 송송공작소 송미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21(풍남동2가)

제2022-408호 유한회사 전북플라워가든연구소 강유정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07-5

제2022-409호 주식회사 올리고컴퍼니 한승재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6-24, 2층 

209호(금암동, 군산 콘텐츠팩토리)

제2022-410호 (주)청그라미 이영석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09-8, 

3층(온천동)

제2022-411호 백제에프앤비영농조합법인 신영숙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56-2

제2022-412호 서천군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박창순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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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13호 주식회사 퍼즐랩 권오상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3길 8(봉황동)

제2022-414호 주식회사 함께 송지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진벌로 34-3, 

상가동 104호(태안신동아아파트)

제2022-415호 주식회사케이팩 강현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10층 1006호(성정동, 충남타워)

제2022-416호 청양친환경구기자영농조합법인 성욱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28

제2022-417호 (주)위링 정병민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65, 별관동 

002호(의림동)

제2022-418호 (주)한국코윈
이종찬, 
성효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4로 197, 씨동

제2022-419호 놀체인양업사회적협동조합 윤병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67(용정동)

제2022-420호 디딤돌문화교육연구원 주식회사 방영승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83, 
지하층(중앙로1가, 운학빌딩)

제2022-421호 주식회사 문화충동 최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9동 

5층 579호 개신동,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개신동, 충북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7호

주식회사 진심커뮤니케이션 강혁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