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52호

년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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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소재지

제2021-408호

동해대형현대서비스
주식회사

제2021-409호

수리수리협동조합

이영연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길 386

제2021-410호

주식회사 농장에서집으로

최재호

강원도 원주시상지대학교
상지대길대학원관)
83, 1층
12호(우산동,

제2021-411호

주식회사 문화공감이랑

김민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길 33

제2021-412호

(주)식판선생님

가천중앙1길 70,
강성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1동 1호

제2021-413호

(주)제이유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전은영 경기도
디동 4층 414호(고잔동, 월드타운)

제2021-414호

꿈자람 주식회사

임현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13, 1층

제2021-415호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단원구 와동공원로 66,
이재호 경기도 안산시 1층(와동)

윤성용 강원도 동해시 강원남부로 4610(단봉동)

사단법인
처인구 모현읍 포은대로
제2021-416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홍귀표 경기도 용인시 1268,
1층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417호

사회적협동조합
아름별문화예술원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5-7,
202호(진안동,
뱅뱅프라자)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윤소라 경기도 수원시
55, 104호(원천동)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김혜영 경기도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월피동,
광덕종합시장3층)
권선구 금호로23번길
김선형 경기도 수원시
21, 4층(금곡동)

제2021-418호

유한회사 초록쉼표

제2021-419호

㈜ 아트벨라르떼

제2021-420호

주식회사 굿컴퍼니

제2021-421호

주식회사 선영

제2021-422호

주식회사 안녕

제2021-423호

주식회사 에어공조시스템

제2021-424호

주식회사 오케이플러스

제2021-425호

주식회사 웍스994

제2021-426호

주식회사 원스탑그린뱅크

제2021-427호

주식회사 정산업

일산서구 강성로232번길
김민지 경기도 고양시
18, 지층 전체(대화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장정호
265번길3-37

제2021-428호

주식회사 클린용인

유채원

제2021-429호

주식회사 효자노치원

권선구 경수대로 379,
오금주 경기도 수원시3층(권선동)

제2021-430호

한양기전공업 주식회사

청신로2097번길
김경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85-28

제2021-431호

주식회사 다인명가

하회은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85(이현동)

제2021-432호

지리산산골흑돼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유덕용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96

김나영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노승희 경기도
514호,810호(영천동,
동탄비즈타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2층
이수명
창업보육실(소하동)
보광로632번길
최만 경기도 파주시14,광탄면
1층,2층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정이랑 경기도
108, 204호(안양동, 안양월드)
고양시 일산동구백마역)
경의로 318,
고영민 경기도 102호(백석동,

제2021-433호 퍼스트클라이밍짐 주식회사 장은주
제2021-434호

(주)디에스엠알오

진대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159,
204호(역북동)

경상남도401호(삼계동)
김해시 가야로 2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5번길
14-3(대잠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435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래 김대성

경상북도 울진군332-1
후포면 동해대로

농업회사법인
제2021-436호 착한영광버섯마을
주식회사 손광식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산
32-1

제2021-437호

인문학목공소협동조합

이성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외율1길 35

제2021-438호

주식회사 도그휴

박현숙

경상북도 300(괴연동)
영천시 하이브리드로

제2021-439호 주식회사 메디칼크리닝센터 권영한

경상북도 58-3(휴천동)
영주시 구성로88번길

제2021-440호

주식회사 은탑

제2021-441호

주식회사 파티나라

황정자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701번길 124, 2층

김현모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17(지산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이지혜 테크노상업로
48, 2층 203호(동신빌딩)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제2021-443호 이음발달지원센터 주식회사 김혜진
1111호(북성로1가,
대우빌딩)
제2021-442호

유앤드 협동조합

제2021-444호

주식회사당근에프앤비

이원정

제2021-445호

파파스케어㈜

윤건화,
장원욱

제2021-446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살림공작소

제2021-447호

성산조경 주식회사

중앙로200번길 104,
류은덕 대전광역시 동구
2층(원동)
유성구 진잠로74번길
강경희 대전광역시 21(원내동)

제2021-448호

아트스테이션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5길
17(지산동)
대구광역시36(침산동)
북구 침산남로13길

제2021-4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94-1,
B102(월평동)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491번길
5층 501호(둔산동,
씨엘빌딩) 90,

제2021-451호

유한책임회사
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

대전광역시6층(갈마동)
서구 대덕대로 129,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262(오륜동)

제2021-452호

주식회사 티읕 (Tieut)

신영길

주식회사
조성연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제2021-450호 한국평생문화체육발달센터
최창기
사회적협동조합
김건우

연수로282번길 3,
윤태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3층(망미동)

인증번호

기관명

제2021-453호

(주)무림에스앤티

제2021-454호

(주)오롯컴퍼니

제2021-455호

(주)호야쿡스

대표자

소재지

광진구 아차산로
262, B동
이승준 서울특별시
28층 2805호(자양동,
더샵스타시티)
강동구 고덕로14가길 6-14,
이종건 서울특별시
지층 비102, 비103호(암사동)
강동구 고덕로정산)47, 3층
이호경 서울특별시
301-111호(암사동,

서울특별시신천송파구
올림픽로 지하창업
제2021-456호 대한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김영관 196(잠실동,
지하보도(송파구
인큐베이터))
삼청로 135, 지1층
제2021-457호
주식회사 다인에스
조숙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101호(삼청동)
강동구강동리엔파크14단지
고덕로98길 160,
제2021-458호 주식회사 스마트플랫폼 이형석 1층서울특별시
101호(상일동,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제2021-459호
주식회사 에코플레이
이미영
606호(역삼동, 삼영빌딩)
산단길 21-55,
제2021-460호 에스제이씨코리아 주식회사 김민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1층
제2021-461호

(주)지앤스

제2021-462호

주식회사 모이세

서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125(경서동)

제2021-463호 협동조합 자동차튜닝 연구소 신원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124,
1층,지층(산곡동)
인천광역시 9-40(당하동)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제2021-464호

(주)사랑복지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48

제2021-465호

㈜ 아라움

제2021-466호

주식회사 명가

천승화
강은정

김미선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06-16(오천동)
정선진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136번길
10(산정동)

제2021-467호 주식회사 목포희망드림센터 지옥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65-1(용해동)
제2021-468호

주식회사 우리아이식판

조성화

전라남도 광양시2호광양읍 용강로 11,

완산구 고덕산1길 82,
제2021-469호 사회적협동조합새샘노인복지
김용진 전라북도 전주시
센터
1층(대성동)
완주군 고산면 읍내7길 52-5,
제2021-470호 산내들희망캠프협동조합 이기열 전라북도
완주군 창업보육센타 1동 106호

인증번호
제2021-471호

기관명

유한회사
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

대표자

소재지

김경림 전라북도 남원시 대교2길 29(도통동)

한적2길 52-93, 2층
제2021-472호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장수찬 충청남도 공주시
202호(금흥동)
아산시408호(창조빌딩)
배방읍 희망로46번길
제2021-473호
주식회사 아이미소
장동희 충청남도45-7,
제2021-474호

주식회사 정성온밥상

이은옥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제2021-475호

(주)여원

김해정

충청북도 청주시56(운천동)
흥덕구
직지대로753번길

제2021-476호

제천약초영농조합법인

제2021-477호

㈜ 복드림

신학주 충청북도 제천시 원화산로 121(화산동)
박달재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142

흥덕구 풍산로106번길
제2021-478호 주식회사 보리로푸드시스템 최창필 충청북도 청주시
27-1, 1층(복대동)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42,
제2021-479호
주식회사 우송
김세중 충청북도2층(방서동,
동남빌딩)
제2021-480호

태웅식품 주식회사

대금로196번길
장현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21

제2021-481호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
노근희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들불
박영호
제2021-01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9호

주식회사 설문대

양진원,
양순이

주식회사 제주도드론

엄지은

주식회사 제주어우렁

현춘정

주식회사
제주청년피앤씨(P&C)

정현철

주식회사 제주펫

홍진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
3층(수곡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61-1
제주특별자치도
345(노형동,제주시
3층) 노형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72-4, 104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7894번길
22(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층 102,103호(아라일동,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신로531번길
22-3남원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