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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9-312호

㈜ 하울링

박정현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4,
2층(효자동)

제2019-313호

㈜낭만사

박승환

강원도 원주시 웅비1길 5, 1층
낭만사(반곡동)

제2019-314호

㈜도서출판이음

제2019-315호

㈜선율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김남형 강원도
3층 312호(한라대창업보육센터)
조선화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1번길 10,
3층(소양로2가)

제2019-316호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선옥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1
제2019-317호

해피트리조경협동조합

김지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252번길 22

제2019-318호

㈜ 가야애드

서수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93번길 13-20(성석동)

인증번호

기관명

제2019-319호

농업회사법인
한국비엘 주식회사

제2019-320호

대표자

소재지

조현진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133번길 33-22

주식회사 글로브 (GLOV)

정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로 98

제2019-321호

주식회사 새한트레이

이현우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236-56, 1층(2동)

제2019-322호

주식회사 아주편한

임재건,
백명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201호(조원동, 창경빌딩)

제2019-323호

주식회사 엠에스케이

박기황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로 41

제2019-324호

주식회사 테크인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인동근 경기도
304호(일동, 안산대학교창업보육센터)

제2019-325호

주식회사
티알멀티스포츠센터

유철호

제2019-326호

주식회사 팰리스코

만안구 만안로 278-1,
유원정 경기도 안양시
2층(안양동, 2층)

제2019-327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 2층(사동)

유한회사 고성늘푸른사람들 정영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1
곽명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34번길 41, 1층(중앙동)

제2019-328호

주식회사 마크

제2019-329호

주식회사 문화제작소보듬

제2019-330호

㈜유케이아일랜드

박주억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413-2, 1층(아주동)

제2019-331호

농업회사법인 안동반가
주식회사

이태숙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밤실길 121-12

제2019-332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누 정성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36번길 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6,
김승자 관리소
2층(대방동, 대방그린빌아파트)

인증번호

기관명

제2019-333호

㈜ 범강이엔지

윤삼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강변로 45

제2019-334호

주식회사
생존수영교육연구소

안동시 경동로 1375, 414호
배종희 경상북도
지역산학협력관(송천동, 안동대학교)

제2019-335호

주식회사 영주유통공사

허재훈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제2019-336호

주식회사 생명의빛

박이랑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1번길 2, 2층(월산동)

제2019-337호

해피시니어케어 주식회사

강기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75번길 22, 1층(내방동)

제2019-338호

희망을꿈꾸는일터
사회적협동조합

최재영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62-1, 4층(신안동)

제2019-339호

대표자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2층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김창근 시빌리기념관
204호(오정동, 한남대학교)

하나산림기술 주식회사 박재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51,
제2019-340호 (HANA
Forest Technology Co.,Ltd.)
204호(노은동, 베니스빌딩)
제2019-341호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주식회사

제2019-342호

가온텍 주식회사

금정구 오륜대로 57, 비동
정태만 부산광역시
108호(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제2019-343호

복지플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33,
이현진 3층(대교동1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제2019-344호

사회적경제연합

김대형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319, 1층

제2019-345호

주식회사 더나아짐

여승욱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길 108(수안동)

제2019-346호

주식회사 드림플러스아트

정관용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98,
7층(만년동, 제이원빌딩)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송경란 부산광역시
19-1, 2층 202호 (전포동)(전포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9-347호

주식회사 리 인테리어

이창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03번길 47 (재송동)

제2019-348호

주식회사 백석익투스

정선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22층 2208호(우동, 케이엔엔타워)

제2019-349호

주식회사 채원

박만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26(서동)
조경숙

제2019-350호

주식회사 코엔건설

충렬대로457번길
박상오 부산광역시 동래구
28(안락동)

제2019-351호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제2019-352호

(사) 환경사랑나눔회

황태연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21-9(거제동)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2,
박창근 서울특별시
401호(영등포동7가, 해원빌딩4층)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2019-353호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서울특별시
비동 1011호(마곡동, 퀸즈파크텐)
제2019-354호

사단법인
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

장남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36, 3층(계동)

제2019-355호

사단법인 함께하는
행복한 돌봄

이혜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1층 105-1호(상암동)

제2019-356호

사회적협동조합 두레마을

양우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5길
19, 103호(풍납동)

제2019-357호

안전사회적협동조합

서재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03, 401호(답십리동)

제2019-358호

앙코르 브라보노협동조합

제2019-359호

주식회사 동행

제2019-360호

주식회사 라잇루트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박경임 서울특별시 502호(녹번동)
박국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148, 1층(미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신민정 505호(종로6가,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9-361호

주식회사 애더스

제2019-362호

주식회사 한국갭이어

최다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11-49, 2층(남영동)

제2019-363호

㈜에이티소프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박호성 서울특별시
1105호(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제2019-364호

㈜을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이해경 B108,
B109, B105호(내수동, 용비어천가)

제2019-365호

청소년의숲사회적협동조합

신희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2길 21,
지하1층 ,1층(정릉동)

제2019-366호

피어라희망 협동조합

이대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0길
16(창동, 염광교회내 지상1층)

제2019-367호

협동조합 서울가죽소년단

제2019-368호

에스이메이커스
주식회사(SE MAKERS Inc.) 김선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03,
윤성일 지하2층
105호. 106호(대현동, 핀란드타워)

강동구 올림픽로104길 32,
전은정 서울특별시
2층(암사동, 라인아파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15, 1층
103호(유곡동, 리더스오피스텔)

제2019-369호

주식회사
옹이진이스포츠진흥원

이종선

제2019-370호

주식회사 그린비지니스

남동구 복개서로97번길
이설화 인천광역시
15, 2층 201호(구월동, 향군회관)

제2019-371호

주식회사 주윈스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9,
설용자 인천광역시
지1층 비096호(청라동, 지젤엠청라)

제2019-372호

주식회사 한길자연환경

제2019-373호

㈜오모가리에프앤비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22,
이국영 304호,
304-1호(가좌동, 인천축산물백화점)

제2019-374호

번영 영농조합법인

문태민

강진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530번길 3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 44,
4층(계산동, 청구빌딩)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670-14

인증번호

기관명

제2019-375호

주식회사 누리이엔지

김연아 전라남도 순천시 동신흥1길 1(남정동)

제2019-376호

주식회사 엠앤씨코리아

장성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1로 81, 1층

제2019-377호

사단법인
제이비영상문화연구원

안봉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34, 4층 401호(서신동)

제2019-378호

세미푸드협동조합

이재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길 27(중앙동3가)

제2019-379호

유한회사 천지인조경

정미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51-12, 113동 302호(평화동 2가)

제2019-380호

전북수제전통차협동조합

이영숙 전라북도 익산시 현영길 127(현영동)

제2019-381호

농업회사법인 계룡산채
주식회사

김시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사봉길
77-10, 1층(375-1,370)

제2019-382호

주식회사 원포인트

추승우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3길
24-2(동대동)

주식회사 도담발달지원센터 김창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71(봉명동)

제2019-383호

대표자

소재지

제2019-384호

진미커뮤니케이션㈜

이광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58, 2층(내덕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19-008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좌경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4층(용담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