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90호

년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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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1-229호

영월한옥협동조합

주재일

강원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421

제2021-230호 인제5대명품로컬푸드협동조합 윤은순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179-1
강원도 원주시
고문골길 42,
2층(행구동)

제2021-231호

주식회사 제이엠컴퍼니

홍정민

제2021-232호

주식회사 플라워럼프

박종배

제2021-233호

주식회사 한길에프앤비

제2021-234호

협동조합 냇강두레농업

제2021-235호

(주)ECO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벤처창업관
203호(우산동)(우산동)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강일구
129-7(우산동)
북면 냇강마을안길 248,
박수홍 강원도 인제군
(냇강두레농촌체험관)
공단로빌딩)
161, 202호(당동,
안상찬 경기도 군포시클로버

제2021-236호

삼원시스템 주식회사

임인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12 주석로325번길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37호

주식회사 교아당

제2021-238호

주식회사 링크플러스

제2021-239호

주식회사 모모푸드

제2021-240호

주식회사 엘이디그린티

이미선

주식회사 크레몽

오은강

경기도 의왕시벽산선영테크노피아)
오전공업길 13, 7층
702호(오전동,
경기도
일산동구로데오탑)
무궁화로
20-38, 고양시
521B호(장항동,

제2021-241호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A동
김빛나 경기도901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강정훈 경기도
406호(호계동, 신원비젼타워)
상록구 버대길 175,
손정재 경기도 안산시
1층(양상동)

제2021-242호 주식회사 태금(TG Furniture) 최희정,
이평순
제2021-243호

주식회사 티엘

최종석

제2021-244호

한국중독예방힐링센터

최영자

제2021-245호

(주)파티윤

윤명진

제2021-246호

대왕철강 (주)

서상만

제2021-247호 장척힐링마을영농조합법인 이종표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06,
203호(신곡동, 엘리트타운)
경기도
고양시대방트리플라온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중산동,
C동
1202호)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68번길 24-12,
3층(북변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78번길
16-22, 지하1층
일부호(용호동)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86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140 장척로462번길

제2021-248호

주식회사 와일드원

제2021-249호

주식회사 함께하는다이웃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55, 3층
313호(칠암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거제중앙로10길 9-1,
강민영 경상남도 거제시
1층(고현동)

제2021-250호

(사) 나섬

이태식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교길 24-7(목성동)

제2021-251호

(주)아트플럿폼한터울

김도연

경상북도 116(해도동)
포항시 남구 중앙로

제2021-252호

김선영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62-129

제2021-25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밀과노닐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더끌림

제2021-254호

사회적협동조합 씨앗

조문호

최지연

고태령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 2237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기림로
19, 2층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55호

안동종가문화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제2021-256호

주식회사 선들임

최정희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둑길 59(구정동)

제2021-257호

주식회사 위즈

이홍실

제2021-258호

주식회사 한결테크닉스

이순자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풍일로 2473
경상북도2-3층(북문동)
안동시 태사2길 28,

김준영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172(완산동)

제2021-259호 천년숲애 사회적 협동조합 윤미아

경상북도 경주시47-17
외동읍 모화남1길

제2021-260호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0(중흥동)

제2021-261호
제2021-262호
제2021-263호
제2021-264호
제2021-265호

주식회사아이텍코리아

김은정

율하동로 50, 4동 401,
박승용 대구광역시 동구
402호(율하동)
수성구 범어천로 186,
주식회사 파랑새발달클리닉 김정희 대구광역시
304호(범어동, 범어메디스퀘어)
태평동마을배움터상상마을사
중구 수침로55번길 36,
윤숙 대전광역시 2층(태평동)
회적협동조합
통합놀이학교다동사회적협동 이미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79번길 47,
조합
101호(선화동)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사단법인 누리복지회
윤문두 부산광역시
99-1(금곡동,
1층)
주식회사 비위더스

제2021-266호

에코두레 협동조합

제2021-267호

주식회사 사랑모아도건

해운대구 좌동로 152, 2층
이병주 부산광역시
237호(좌동, 좌동신도시시장)
북구 금곡대로92번길
박재현 부산광역시 48(덕천동)

제2021-268호

주식회사 예림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송지현 부산광역시
309호(우동, 마린파크)

제2021-269호

주식회사 초록나라친환경

이승택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52(구포동)

제2021-270호

(주)나인벨류

제2021-271호

들다방 주식회사

종로구동대문신발상가)
청계천로 307, 나동
정경미 서울특별시
402호(창신동,
종로구 동숭길
김유미 서울특별시
405호(동숭동,
유리빌딩)25, 4층

제2021-272호

사단법인 플레이시드스쿨

월드컵북로27길 13,
홍원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3층(성산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73호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서울특별시4층(연남동)
마포구 동교로 276,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제2021-274호 주식회사 공공써플라이 김윤상 서울특별시
19층 19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0차)
중구 퇴계로20길
37,
제2021-275호 주식회사 리바치인터내셔날 박영준 서울특별시
103호(남산동2가,
열매나눔빌딩)
제2021-276호

주식회사 생황과사람들

제2021-277호

주식회사 엘에이알

제2021-278호

한결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3층(봉천동)
관악구 보라매로 3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계효석
4층 401호 LAR(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도봉로164길 33-25,
송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502호(도봉동)

제2021-279호

㈜ 형제냉동이엔지

우태윤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17(천곡동)

제2021-280호

주식회사 그린베어

남궁승우 울산광역시 울주군33웅촌면 고연공단3길

제2021-281호

주식회사 디아이

제2021-282호

주식회사 어라운드울산

이선용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33(성남동)

제2021-283호

풀잎사랑영농조합법인

김영순

제2021-284호

윤혜숙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353(연희동)

제2021-285호

농업회사법인
다보팜
주식회사
미소앤미래로
사회적협동조합

제2021-286호

엔담 주식회사

제2021-287호

㈜ 로보메카

인천광역시1층남동구
용천로4번길 19,
101호(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양소영
249(논현동)
함박뫼로50번길 93,
김명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701호(연수동)

제2021-288호

주식회사 대송

정대섭

제2021-289호

주식회사 더스트레이트

김주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58(논현동)
인천광역시 1동(용현동)
미추홀구 독정안길 37,

제2021-290호

주식회사 더카페쿠키

손지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3, 6층
605,606호(송도동, 더 마란츠타워)

장형윤

홍기숙

박호

울산광역시
북구유니크빌딩)
명촌18길 8-1,
3층(진장동,
울산광역시1층(호계동)
북구 호계로 255,

김세훈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91호

주식회사 스포잇

권정혁

제2021-292호

주식회사 에이브

제2021-293호

주식회사 정원엘피

제2021-294호

주식회사 풍성인더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B1층
B1006호(송도동,
인천글로벌캠퍼스)
부영로16번길 4,
김효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2층(부평동)
박봉균,
봉오재3로110번길 7,
윤송희 인천광역시 서구
402호(가정동)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호민재
27(북성동3가)

제2021-295호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미추홀구 아암대로45번길
손일균 인천광역시
77-8, 1층(용현동,
꿈담빌딩)

제2021-296호

(유) 만나씨푸드

강이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일구길 41

제2021-297호

(주)에코도

박동현

제2021-298호

나연실

제2021-299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주시골농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스펠리어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207호(남교동, 남교트윈스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길
267-7

백종원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16-32

제2021-300호

마마나스협동조합

제2021-301호

옥과
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

순천시 삼산로 135-5, 상가동
곽의진 전라남도
비01호(용당동, 삼성아파트)
옥과면 무림동길
김권태 전라남도 곡성군18-10

제2021-302호

우리노리 협동조합

박서영

전라남도2층(신기동)
여수시 흥국로 64,

제2021-303호

유한회사 이화

정창선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재성길 22

제2021-304호

주식회사 움직임스타

양을로232번길 11-1,
이심웅 전라남도 목포시
1층(용당동)

제2021-305호

(사)전북풋볼아카데미

이서면 출판로 46-12,
방희철 전라북도 완주군 201호

제2021-306호

(유)새만금그린푸드

한광자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4길 46(소룡동)

제2021-307호

감사합니다협동조합

김한희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2길 40(산북동)

제2021-308호

사) 전북노동복지센터

완산구 팔달로 212-3,
최인규 전라북도 전주시
2층(경원동3가)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309호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덕진구 사근1길 57,
차종선 전라북도2층전주시
203호(송천동2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제2021-310호 쉐어하우스아지트 유한회사 반윤아 전라북도
1층 128호(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제2021-311호

유한회사 경우산업

변상경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4길 219

제2021-312호

(주)아이사랑식판드림

서산시 안견로 585, 1동 4호
장위녀 충청남도농산물유통센터(갈산동)

제2021-313호 공주 다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이강원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55-24(신관동)
음봉로 279-5,
제2021-314호 농업회사법인 상생 주식회사 임종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2동
(유) 올바른

제2021-316호

(주)진영

제2021-317호

봉양사랑협동조합

문정배

제2021-318호

사기막리 사랑산
영농조합법인

류재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길 59

제2021-319호

주식회사 와와플레이

제2021-320호

주식회사 자연애

청원구 새터로176번길
조성수 충청북도 청주시
37, 1층(사천동)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0길
박연수
15(청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0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1호

(유) 탑종합방재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3호

류주연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 100, 2층
202호(강제동)

제2021-315호

어진경 충청북도 제천시 강저로7길 16(강제동)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7

주식회사 제주참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수로 40,
방찬석 지하층 7호(일도이동,
상가동)혜성대유아파트
제주시 신성로 14-1,
김형신 제주특별자치도
1층(도남동)
고영욱 제주특별자치도
성산등용로서귀포시
130-21, 성산읍
2층(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
제주시 조천읍 함선로
한상헌 제주특별자치도 143-13

하효살롱협동조합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김미형 제주특별자치도
217-8(하효동)

사단법인 고향의 봄
성산읍마을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