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02호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04.2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개

기관을 2020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5. 0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46호 강릉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 이갑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414-1

제2020-047호 석광산업 ㈜ 박종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191, 2동 2층

제2020-048호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순자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45(단구동)

제2020-049호 주식회사 케이앤씨어패럴 최종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460, 1층동(상가동)

제2020-050호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미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4, 4층(우만동)

제2020-051호 ㈜ 도도한나무 이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 2층(죽전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52호 ㈜ 캠프리본 조수진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A동 10층 1010호,1011호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제2020-053호 ㈜새빛테크놀러지 이경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85-23

제2020-054호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이은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57-2 ,54-3

제2020-055호 주식회사 잇츠(EATS Inc.) 박은영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64,

202호(원동, 다짐프라자)

제2020-056호 주식회사 자연미감 한봉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14호(월피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20-057호 주식회사 퓨어앤클린 최안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88(내유동)

제2020-058호 주식회사 하이웨이코리아 길정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76호

제2020-059호 ㈜제일산업 우영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16

제2020-060호 ㈜ 미래플러스 이득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45

제2020-061호 주식회사아이디스토리 한정식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3길 15

제2020-062호 ㈜우리일렉콤 유현경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부운율전길 23-1

제2020-063호 디디텔레콤 주식회사 이윤경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40번길 3, 2층(대촌동)

제2020-064호 주식회사 아기잠연구소 허수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1,

8층 801호(수완동, 하나아동병원)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65호 주식회사 비피 권기동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 40, 201동 3층 301호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산격동, 대구광역시청별관)

제2020-066호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그룹

(HNH GROUP Co.,Ltd.)
이준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108호(산격동, 창업보육센터)

제2020-067호
주식회사 지웍스

(GWORKS Co. Ltd.)
변수영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102, 1동(율하동)

제2020-068호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천미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로

161번안길 181(성북동)

제2020-069호 부산커피협동조합 이성록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53, 1층(대연동, 1층)

제2020-070호 사단법인 골든장애인협회 조영식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14,

에이동 202호(중앙동4가, 국일빌딩)

제2020-071호 성보전기공업 ㈜ 배영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929-9

제2020-072호 위드 건강해짐 주식회사 이현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2, 4층(명지동)

제2020-073호 ㈜더청연 서창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38,

3층 301호(장전동, K빌딩)

제2020-074호 주식회사 반올림 김현진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96번길

9, 3층(대연동)

제2020-075호 주식회사 사람사랑 조철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0,

2층 210호(부전동, 경동파크타워)

제2020-076호 사단법인 새날에오면 김정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3(신림동)

제2020-077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 정창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41,

2층 202호(방배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78호 에스에스모빌리티 주식회사 곽원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106호 창신관(상도동, 숭실대학교)

제2020-079호 ㈜ 가치교육컨설팅 안상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3층 307호(구로동, 선경오피스텔)

제2020-080호 ㈜ 삼진이아이씨 장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21-1(성수동1가, 삼진빌딩 2층)

제2020-081호 ㈜ 자연미약선연구원 박신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4길 29,

101호(가락동, 파크뷰)

제2020-082호 ㈜ 촌티서울 홍석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0,

3층(낙원동)

제2020-083호 주식회사 29일 홍도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비106-109호(한남동, 한남아이파크에비뉴)

제2020-084호 주식회사 그리다시스템 김태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10,

지층(방화동)

제2020-085호 주식회사 드림원에프앤씨 김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40길 3-14(오금동)

제2020-086호 주식회사 마마품 엄해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2층(남가좌동,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제2020-087호 주식회사 말하는사람들 김재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301호(당산동3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2020-088호 주식회사 엘마드레 이남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14(성북동)

제2020-089호 주식회사 엠커머스 임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

207호(방배동, 멤버스뷰)

제2020-090호 주식회사 월드프린테크 홍양옥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509.510호(저동2가, 비즈센터)

제2020-091호 주식회사 지오스캔 기정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길

51(한강로3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092호 ㈜에스이엔젤스 주달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7길 5,

지하1층(군자동)

제2020-093호 ㈜프티플뢰르 김종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08길

30, 1층(도림동)

제2020-094호 책친구 협동조합 박정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54길 11,

상가동 304호(당산동, 래미안당산1차아파트)

제2020-095호 쿱비즈 협동조합 강민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색로 43,

2층(남가좌동,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제2020-096호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

주식회사
하영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8층(성수동2가, 아인빌딩)

제2020-097호 ㈜삶터 변도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정주권로 118, 1층

제2020-098호 주식회사 미애 노미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5, 4층(신정동)

제2020-099호 주식회사 인기기프트 정선화
울산광역시 남구

어은로4번길 9(무거동)

제2020-100호 뚝딱장난감 강영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제2020-101호 생태텃밭협동조합 김진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

97번길 15, 2층 202호(구월동)

제2020-102호
㈜ 러블리페이퍼

(LOVE RE PAPER Inc.)
기우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25, 401호(부평동)

제2020-103호 ㈜ 케이에스조경 이기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33,

503호(구월동, 로데오프라자)

제2020-104호 주식회사 애드포라이프 박종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56, 5층 505호(주안동)

제2020-105호 주식회사 자연만세 김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0,

1층(만수동, 자연만세)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0-106호
주식회사

차이나브이중국어마을
조경순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0,

202호, 203호 204호(중앙동2가)

제2020-107호 주식회사떡이랑찬이랑 류원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16, 1층(계산동)

제2020-108호 농업회사법인 ㈜ 서연 우창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천길 48-1

제2020-109호 주식회사 마음드리 김은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산로 52-12

제2020-110호
농업회사법인

피그말리온허브 주식회사
김웅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길 19-66

제2020-111호 유한회사 기분좋게 이육범 전라북도 정읍시 명덕1길 7(연지동)

제2020-112호 유한회사 아이행복힐링센터 양영숙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79, 2층(영등동)

제2020-113호 주식회사 서우 노갑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길 5(평화동1가)

제2020-114호 ㈜핀컴퍼니 신주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121

제2020-115호 사단법인 두리장애인복지회 소정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에스비115호(백석동)

제2020-116호 아시안푸드마트협동조합 임춘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0

제2020-117호 농업회사법인 ㈜ 우리초 이완도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로 46,

1층(명지동)

제2020-118호 ㈜에코메아리지역문화연구소 박헌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35, 1층(내덕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0-002호
주식회사 디오위드 박신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38(이도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