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27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3. 1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01호 주식회사 이음 이용석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생산동

p314호(지흥동, 동해시창업보육센터)

제2020-002호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오인숙 강원도 원주시 운곡로 136(행구동)

제2020-003호 독산성 협동조합 허은희 경기도 오산시 지곶길 17(지곶동)

제2020-004호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이규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어현로 10

제2020-005호 ㈜ 선광산업 이봉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17-6, 2층

제2020-006호 ㈜ 평촌 김한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두골길 21-53, 1층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07호 ㈜ 화성 이광수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52번길 36-45(송산동)

제2020-008호 주식회사 제이투컴퍼니 박영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냇말길 35, 2동

제2020-009호 희망터 사회적협동조합 양희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304호(호계동)

제2020-010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향기
권자연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48

제2020-011호 문아트컴퍼니 주식회사 김문희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497번길 6-6,

지하1층(동상동)

제2020-012호 하이엠테크㈜ 박용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117번길

22, 302호(안민동, 목민상가)

제2020-013호 농업회사법인 ㈜두레농장 손영락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2층 202호

제2020-014호
농업회사법인

청도군농민회의소 주식회사
박성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52

제2020-015호
소천권역 협곡구비마을

영농조합법인
조완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9-42

제2020-016호 ㈜ 흥한 김형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9, 5층(대잠동)

제2020-017호 ㈜더동쪽 바다가는길 홍영의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15-10

제2020-018호 주식회사 씨티 컴퍼니 신동호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2길 8-7(냉림동)

제2020-019호 주식회사 아트베베 김숙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203-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20호 주식회사 에스지피트니스 한종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60, 115호 포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제2020-021호 사단법인 다솜복지회 이승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1-13(쌍암동)

제2020-022호
사단법인

중증장애인복지협회
이한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97(소촌동)

제2020-023호 유한회사 디자인스토리 고서경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49번길 42-1, 1층(월산동)

제2020-024호 ㈜ 서현어패럴 김영미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05번길 6(우산동)

제2020-025호 주식회사클린챔프 노창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흥로

27번길 27(중흥동, 1층)

제2020-026호 바트리움 주식회사 배규병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6길 13,

4층 401호 402호(각산동)

제2020-027호 주식회사 찹스틱스와이드 정현수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층 14호

(침산동, 대구삼성창조캠퍼스벤처오피스동)

제2020-028호 원도심예술가 협동조합 창 김경화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42,

1층(중앙동4가, 예선빌딩)

제2020-029호 주식회사 나누미 이근영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17,

602호,603호(화명동, 목양프라자)

제2020-030호 주식회사 신세화에프앤에스 김민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75, 가동 202호(녹산동)

제2020-031호 ㈜큐엔큐
정정행,

윤경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813호(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제2020-032호 ㈜ 바로퀵물류 박장훈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

74번길 7(삼산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33호 주식회사 호재 최정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604호(신정동)

제2020-034호 주식회사 명품크리너스 최성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지하 255(구월동, 모래내시장역)

제2020-035호 주식회사 한사랑식판선생님 지정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산로

17, 1층(도원동)

제2020-036호
농업회사법인

순천엔매실 주식회사
최덕규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88

제2020-037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원 이은옥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434-1

제2020-038호 담양죽순 영농조합법인 박영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42

제2020-039호 사이영협동조합 강세웅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로 46-1,

4층(남내동)

제2020-040호 서평테크 ㈜ 안효순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가동 311호

(빛가람동, 이노파크 식스틴지식산업센터)

제2020-041호 ㈜다해브러 배순철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초등길

50(풍덕동)

제2020-042호 힐링파머스 주식회사 김은영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276-11

제2020-043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녘식품
이준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108호(장동,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제2020-044호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 서치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22-14

제2020-045호 주식회사 미소능력개발센터 강현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0,

2층 201호(효자동3가)

제주특별자치도

제2020-001호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차용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6길 1, 1층(이도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