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89호

2022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16개

기관을 2022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09. 16.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178호 (주)자연에버리다 이현태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55(송정동)

제2022-179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관령송암버섯
김창래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지암길 243

제2022-180호 은빛재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정수일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68, 4층 

401호(반곡동)

제2022-181호 주식회사 쌀과밀 최의성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57번길 4-1(포남동)

제2022-182호 (사) 경기도장애인자활협회 정사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58

제2022-183호 (주)동서남북재가방문 이민영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56, 408호(하안동)

제2022-184호 (주)클링 이항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92번길 17

제2022-185호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김현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29,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102호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제2022-186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김은미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64, 8층 

801호(대야동, 대광타워)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187호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
김태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6길 5, 
102호(초지동, 준빌라)

제2022-188호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 변재경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72, 

715호(별내동, 동광 비즈타워 별내)

제2022-189호 아.루다 사회적협동조합 김미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717호(장항동, 센트럴프라자)

제2022-190호 유한책임회사 쿡인페이퍼 시선애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79-25, 2동(신촌동)

제2022-191호 제이이소방 주식회사 박문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81번길 4, 

301호(율전동)

제2022-192호 주시회사 효성테크 윤진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로101번길 22

제2022-193호 주식회사 꽃이되는시간 신윤희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1번길 7, 

1층(사우동, 초원빌딩)

제2022-194호 주식회사 마을도시락 유병화
경기도 안성시 비룡2길 33, 1층 

101호(당왕동)

제2022-195호 주식회사 멕스푸드 최선웅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53번길 31(감북동)

제2022-196호 주식회사 삼영기업 서갑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번길 10, 

분산상가 나동 103호
(구미동, 무지개마을주공12단지아파트)

제2022-197호 주식회사 지예산업 유경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윗도장3길 39, 1동

제2022-198호 주식회사 청심 구서윤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69번길 26-10(하동)

제2022-199호 주식회사 카이정물산 유진성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3로 25, 
의왕테크노파크더리브비즈원 

208호,209호(삼동)

제2022-200호 함께하는사회적협동조합 고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82번길 22, 

2층(금광동)

제2022-201호 (주)굿사이클 전수형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29번길 26, 

201호(어방동)

제2022-202호 (주)벚꽃상회 이종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15번길 56, 

1층(여좌동)

제2022-203호 (주)아트랑 노부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111번길 8, 

3층(봉곡동, 동승빌딩)

제2022-204호 뜨락 영농조합법인 김종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298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205호
아름다운교육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이현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번길 6-1, 

401호(상남동)

제2022-206호 유한회사 한흥건설 김한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7-4, 1층

제2022-207호 주식회사 그릿12 손한휘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50-2(전하동)

제2022-208호 주식회사 삼초푸드 윤석진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804번길 

86(명법동)

제2022-209호 주식회사 와로 오형래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99, 2층 

203호(상대동)

제2022-210호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조문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2층(악양생활문화센터)

제2022-211호 고래산권역영농조합법인 전병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영축로 963

제2022-212호
농업회사법인 승혜축산유통 

주식회사
김은주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5(적서동)

제2022-21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하식품
박상하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88

제2022-214호 영농조합법인 상생 한상철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우산로 373-14

제2022-215호 울진 도우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정애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7길 6, 

1층(보운메트로)

제2022-216호 주식회사 와이엘디자인 정진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970, 2층

제2022-217호 청암 영농조합법인 정재우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윤암1길 86

제2022-218호 (주)에꼴드 뮤직 이현경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26번길 12, 

302호(행암동, 지에스타워)

제2022-219호 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 이정일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62-1, 

2층(신안동)

제2022-220호 주식회사 더좋은환경 허진호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7, 2층(임동)

제2022-221호 주식회사 모람플랫폼 김종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39, 2층(충장로5가)

제2022-222호 주식회사 엔아이디 강지창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41번길 5-5, 

6층(쌍촌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223호 주식회사 오로지스튜디오 윤혁진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77, 2층(서석동)

제2022-224호 주식회사 올스타 장제석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13동 

131호(매월동,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제2022-225호 까나베나 주식회사 김진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42-1

제2022-226호 사단법인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서영택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17길 20

(산격동, 구암서원내)

제2022-227호 주식회사 디에스그룹 정희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328, 

2,3,4,5층(이곡동)

제2022-228호 주식회사 예섬 박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4, 2층

(유천동, 유천빌딩)

제2022-229호 주식회사 행복한동행 배재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1(8층)

제2022-230호 (주)공감솔루션 나명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0번길 65, 3동 

1층(대화동)

제2022-231호 (주)다온티앤씨 김신성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207번길 87, 

1층(변동)

제2022-232호 (주)커넥트디 윤정성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49, 5층 

502호(둔산동, 수정빌딩)

제2022-233호 주식회사 우분투 최진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13번길 36, 

1층(월평동)

제2022-234호 주식회사 잇다 김경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142번길 64, 

1층(지족동)

제2022-235호 지역주민과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조항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6, 

704호(신탄진동)

제2022-236호 팜팜협동조합 원상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40, 

105호(지족동)

제2022-237호
한밭돌봄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

합
이창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78번길 18, 1층 
102호(변동)

제2022-238호 주식회사 다울푸른도장 이용문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39, 401호

(금곡동, 선재빌딩)

제2022-239호 주식회사 어나더데이 김지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26, 

5층(금곡동)

제2022-240호 주식회사 지앤지하우스 김선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25-4(부곡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241호 한국교육지원 협동조합 전수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68, 
205호(가야동, 벽산아파트상가)

제2022-242호 협동조합 리본 김은미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52번길 67, 

4층(안락동)

제2022-243호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남종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46, 

2층(용산동2가)

제2022-244호 길벗사회적협동조합 손정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40길 55, 

1층(면목동)

제2022-245호 라이프기획사 협동조합 최윤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5길 

10(사당동)

제2022-246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김혜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북아현동)

제2022-247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조은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신길동)

제2022-248호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고은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2안길 23, 

3층(서교동)

제2022-249호 ㈜ 미환개발
김유란, 
김유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1903-2호(가산동, IT프리미어타워)

제2022-250호 주식회사 두근두근 조정혜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7층 

2호(성수동1가)

제2022-251호
주식회사 물나무(Mulnamoo.Co., 

Ltd.)
김현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4-3(계동)

제2022-252호 주식회사 비앤비에스 김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7, 

3층(양재동, 민빌딩)

제2022-253호 주식회사 새사주 진남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3층(양평동3가)

제2022-254호 주식회사 스팀도서관 정미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7, 

123호(신도림동)

제2022-255호 주식회사 쓸(SSSSL Co.,Ltd.) 배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9길 2, 

2층(녹번동)

제2022-256호 주식회사 아나키아 임희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25길 5-1, 

비1층(용답동)

제2022-257호 주식회사 천호프로젝트 조기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97-5, 

천호아우름센터 2층(천호동, 이연아마빌레)

제2022-258호 주식회사 해든앰앤씨 오현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벤처중소기업센터 203,204호

(상도동, 숭실대학교)

제2022-259호 주식회사 헬스브릿지 박성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동 

4층 407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260호 도아 협동조합 변미정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A동 

4043호(어진동, 에비뉴힐)

제2022-261호 ㈜ 파인건축 전동원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29, 1층

(신정동, 울산노동복지센터)

제2022-262호 주식회사 한아름기획 나선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49, 1층(성안동)

제2022-263호 (주)더하트컴퍼니 김민하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8층 

801호(가정동)

제2022-264호 (주)수작떡공방 강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08-1, 

104호
(논현동, 어진마을한화꿈에그린6단지 상가)

제2022-265호 월드종합관리 주식회사 홍현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35-23, 2층 

3호(구월동, 새힘비전타운)

제2022-266호 웜푸드 주식회사 우성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43번길 16, 

2층 201호(도화동)

제2022-267호 정약용컴퍼니 주식회사 박보민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사회적기업 

1(원당동, 인천검단 엘에이치 20단지)

제2022-268호 주식회사 에코어스(ECOUS Inc.) 김얼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21번길 12-1, 

비층 01호(숭의동)

제2022-269호 한국전통문화예절원협동조합 변영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27, 3층 

302호(마전동, 선한빌딩)

제2022-270호 (주)여수장터 박힘찬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봉산동)

제2022-271호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NAMDO

-COOP)
문상영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도요시장2길 3-3, 
2층

제2022-272호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 기도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26-10, 

2층 201호(일부)

제2022-273호 주식회사 가헌 김병선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4길 10, 
323호(빛가람동, 패션페이스)

제2022-274호 주식회사 광양시사라실예술촌 조주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01

제2022-275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만들평야
김희경 전라남도 나주시 송현길 155(석현동)

제2022-276호 주식회사 쓰리디아트 서정철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2층 

204호(남교동, 트윈스타)

제2022-277호 협동조합디자인위로 송다나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53-1, 2층(저전동)

제2022-278호 (유)더 이룸 위지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22, 

3층(팔봉동)

제2022-279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더착한농산물
최영식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로 1213-15(농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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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80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메밀꽃피는 항아리
장현미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두곡길 17

제2022-281호 유한회사 더드림(the dream) 최희주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1로 49-8(수성동)

제2022-282호 유한회사 플로에듀 김윤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4길 

15-10, 101호(효자동3가, 다솜빌)

제2022-283호 주식회사 이노컨 박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314호 
315호(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벤처창업관)

제2022-284호 주식회사지방 조권능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01-4(영화동)

제2022-285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부의등대
김정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77, 
상가동 지하1층 121호

(불당동, 천안불당 지웰더샵)

제2022-286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티푸드솔루션
심재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외보2길 
58-14

제2022-287호 주식회사 휴비즈코리아 심진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4길 44, 

2층(쌍용동)

제2022-288호 협동조합 와트 현지훈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308번길 64

제2022-289호 다림협동조합 김민서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45길 84(흑석동)

제2022-290호 주식회사 에이드풀 최대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22,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4호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김평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리오름로 

126-14(보목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5호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주식회사

조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12(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6호

주식회사 청아 정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1길 5, 

지하1층(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