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42호

2020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10.3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7개

기관을 2020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1. 10.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254호 강원만찬협동조합 오혜지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109, 110호
(우산동, 상지대학교창업보육센터 벤처창업관)

제2020-255호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정종숙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6-6

제2020-256호 스탬피플 협동조합 손정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1,
1-214호(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제2020-257호 재단법인춘천인형극제 조현산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017,
1층(사농동)

제2020-258호 주식회사 마음스쿨 박혜진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95, 3층(퇴계동)

제2020-259호 주식회사 프리즘 김현욱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6번길
38, 401호(해밀빌딩)

제2020-260호 한국안전기술 사단법인 노재수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184-22, 2층

제2020-261호 (사) 한빛장애인협회 유금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 127-22

제2020-262호 개미환경㈜ 김종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태봉길 41-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263호 꿈동산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회사 권오현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기소길 12

제2020-264호 라프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박현숙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101번길 4

제2020-265호 사단법인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안영철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1007호(영천동, 동탄비즈타워)

제2020-266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일자리협회 조종민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1층 124호(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제2020-267호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 풍경 유석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55,

10층 1012호(상대원동, 선일테크노피아)

제2020-268호 사회적협동조합 나라사랑 김기홍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길 149-25

제2020-269호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이야기 김성철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12, 5층
503호(상동, 대림프라자)

제2020-270호 시락푸드 주식회사 박종형,
정미섭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93,
1층 104, 124, 125호(오산동)

제2020-271호 엘이디코람 주식회사 현영길,
이리라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11번길 41(동패동)

제2020-272호 주식회사 미선 김미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6-66, 가동(식사동)

제2020-273호 주식회사 세움건축 이양우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40, 7층
701호(교문동, 일군타워)

제2020-274호 주식회사 세잎클로버 박선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87, 2층 202호(권선동)

제2020-275호 주식회사 유나이트 김봉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9-27

제2020-276호 주식회사 지음기획 이성진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37번길 18(합정동)

제2020-277호 주식회사 한울타리 전재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12,
306호(도촌동, 대덕프라자 1차)

제2020-278호 ㈜신원환경건설 신응종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 72-6(신장동)

제2020-279호 주신환경 ㈜ 송성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20-33

제2020-280호 ㈜애플하우스 김경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205,
405호(춘의동, 삼륭인더스파크)

제2020-281호 ㈜엔젤싹스 신영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61, (일부)(상대원동)

제2020-282호 5670 강터협동조합 홍순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117, 1층(명서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283호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김선미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

150, 4층(북부동)

제2020-284호 유한회사에코힐링 이상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3, 203호(자은동, 부길골든프라자)

제2020-285호 주식회사 비컴프렌즈 김지영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9길 49-1, 101호

제2020-286호 주식회사 원디자인 장병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2길 32

제2020-287호 주식회사 한마음건축 장승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대독길
24, 2호동 1층 1호(대동타운아파트)

제2020-288호 ㈜영일기업 김우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4길 66

제2020-289호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 주식회사 황찬영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404호

(송천동, 안동대학교지역산학협력관)

제2020-290호 ㈜ 소폼 최숙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32번길 12-5

제2020-291호 주식회사 에셀나무 황명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28-2

제2020-292호 ㈜우리씨앤씨 김대식 경상북도 문경시 남부4길 6(모전동)

제2020-293호 (유)디커피스토리 이은자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3(궁동)

제2020-294호 ㈜ 모두플레이 김성준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70번길 18, 1층 1호(월산동)

제2020-295호 ㈜ 미스터페이퍼 양봉준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9(북동)

제2020-296호 ㈜ 청화식품 조미정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09(덕흥동, 가동)

제2020-297호 주식회사 가배하우스 정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505호(송정동)

제2020-298호 주식회사 달세뇨 최용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86, 지하층 101호(양림동)

제2020-299호 주식회사 알라딘 김철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56, 1층(용봉동)

제2020-300호 주식회사 에이스골프 이태범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394번길 10, 1,2층(월산동)

제2020-301호 주식회사 허니드론 최상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64,
507호(신창동, 프뤼몰타운)

제2020-302호 ㈜엔씨엔 김용희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11번길 25-1(광천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303호 ㈜푸드앤푸드 홍정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84번길 5-3(대인동)

제2020-304호 삼영테크 주식회사 최선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73길 8(송현동)

제2020-305호 ㈜더해피 김정례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8,
별관1,3층(동산동, 베네시움)

제2020-306호 주식회사 끌과망치 이야기 조현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2길 109(상인동)

제2020-307호 주식회사 레마온종일케어 이도건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16길 12, 2층(대현동)

제2020-308호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성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21번길 41-6, 1층(내동)

제2020-309호 치유공간마음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안영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9번길 47, 101호(선화동)

제2020-310호 ㈜부산의 아름다운길 남수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20,
2층(반여동, 해운대기술교육연구원)

제2020-311호 ㈜키다리아저씨 김해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211번길
34-19(대저1동)

제2020-312호 모아사회적 협동조합 천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1층(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제2020-313호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박경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6길 32, 1층(성수동2가)

제2020-314호 유한회사 햇살놀이터 신민규,
권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0다길 74(삼선동1가)

제2020-315호 ㈜ 그린발전소 서영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8
604(신도림동,천강아파트형공장)

제2020-316호 ㈜ 이엠그린 박정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99, 지하1층(봉천동)

제2020-317호 ㈜문성시스템 김정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510호(장안동, 새마을회관)

제2020-318호 주식회사 더블베어스 고동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신관16층(양평동4가, 이레빌딩)

제2020-319호 주식회사 도봉아가마지 이춘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279-5(창동)

제2020-320호 주식회사 어울리 김수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98, 2층(신림동)

제2020-321호 주식회사 잘노는 문미성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스파크플러스 을지로점 19층 1908호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을지로2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322호 ㈜월드브릿지익스프레스 최남순,
변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라길 35, 1층(독산동)

제2020-323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안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1길 21, 3층(한강로3가)

제2020-324호 해피팜 협동조합 김진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84(봉천동)

제2020-325호 주식회사 마마포미 안현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평천길 91, 1층

제2020-326호 주식회사 쓰리디피플 정형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25, 1층

제2020-327호 사단법인 우리동네희망마을 이용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82(산곡동, 문화회관 1층, 2층)

제2020-328호 주식회사 미래서비스 이승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06,
504호(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제2020-329호 대신아이씨티주식회사 이소영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0번길 12, 2층(상동)

제2020-330호 여행램프 협동조합 나안미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길 56, 1층(성북동)

제2020-331호 장성편백산마늘영농조합법인 김영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393

제2020-332호 ㈜자연과세상 신은이 전라남도 여수시 선소로 72-13,
상가1동 305호(신기동)

제2020-333호 전주오피스문구협동조합 권희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52-1, 2층(우아동3가)

제2020-334호 농업회사법인 엽록소㈜ 김덕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177

제2020-335호 주식회사 김정민생활환경 김정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8길 38,
202호(두정동, 계룡타워)

제2020-336호 주식회사 바른짐 임현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46,
301호(불당동, 미래시티빌딩)

제2020-337호 다문화카페
아오바바 협동조합 정현숙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3안길 9

제2020-338호 주식회사 아리산업 한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내추길 100, 1층

제주특별자치도
제2020-008호 제주샘영농조합법인 김숙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제주특별자치도
제2020-009호 주식회사 파란공장 조남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7길 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