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37호

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19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 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개
기관을 년도 제 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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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9-235호

갈거리 사회적협동조합

제2019-236호

농업회사법인㈜ 동인농장

제2019-237호

주식회사 브라운스토리

곽병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3층(중앙동)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204호
김시호 강원대 삼척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본관(교동)
이민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길 35(3)

제2019-238호

고려인삼연구 ㈜

노옥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경강로 3275

제2019-239호

굴렁쇠 협동조합

최신열

제2019-240호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제2019-241호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31번길
신창중상이용사촌 주식회사 김영덕 경기도
20(성곡동, 반월공단 18블럭13롯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74번길 19

임신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405-9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9-242호

영어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

권순태

제2019-243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제2019-244호

㈜ 금성케이엔티

조종진

제2019-245호

㈜ 대원시스템

제2019-246호

㈜ 숨컴퍼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이선익 문예로52번길
9(안양동,태광빌딩4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박영숙
토당로104번길 22-12(토당동)

제2019-247호

㈜ 온정에프엔비

견엄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172

제2019-248호

㈜ 원천환경

고은성

제2019-249호

주식회사 미미

남궁광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151번길 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17, 3층(비산동)

제2019-250호

주식회사 지구촌종합관리

송석규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327(심곡동)

제2019-251호

주식회사 창원이씨오

박병윤,
김동주

제2019-252호

주식회사 한솔종합관리

김창구

제2019-253호

필레오 협동조합

이미순

제2019-254호

향원실업 ㈜

김일영

제2019-255호

신풍영농조합법인

이재성

제2019-256호

유한회사 서화

강경애

경기도 광명시 가림일로 55,
210호(하안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죽전동, 선진포리스트 가동 30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초교길
52, 2층 9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322번길 41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533번길 7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209번길 22, 223동
303호(성주동, 프리빌리지2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11번길 2, 4층(풍덕천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B동 4층
5호(고색동, 수원벤처밸리Ⅱ)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93

인증번호

기관명

제2019-257호

㈜대산시스템

제2019-258호

㈜사회적돌봄센터

제2019-259호

주식회사원애환경

제2019-260호

참일터협동조합

제2019-261호

창원손길 협동조합

제2019-262호

소재지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88,
박영애 경상남도
201,202-1호(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문명화
대밭담로 5-1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성원
본산로212번길 2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산옥
구암남10길 7, 1층(구암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김은정 도계로83번길
6, 2층 202호(도계동)

온누리국악예술인 협동조합 구승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연지로 152

제2019-263호

주식회사
이벤터스커뮤니케이션

제2019-264호

주식회사 채움푸드

제2019-265호

대표자

김철현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여실곡길 21
김순수

느티나무스튜디오 협동조합 김홍근

제2019-266호

주식회사 중앙에스앤비

정은성

제2019-267호

주식회사 친환경케어

조현주

제2019-268호

주식회사
평화각시결혼정보회사

이미

제2019-269호

㈜진솔

박혜성

제2019-270호

코끼리 협동조합

서강원

제2019-271호

금강나루 사회적협동조합

류경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39,
1층(대도동)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1, 2층
202호(삼각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75(장덕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2번길 8(월곡동)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41, 23층
2306호(치평동, 대우디오빌)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89번길 21(신창동)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1동(신안동)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17,
1동(신서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9-272호

식스팜 원예복지협동조합

이성해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61(불로동)

제2019-273호

주식회사 아이나리

제2019-274호

주식회사 에코스타트

제2019-275호

주식회사 한올인쇄

제2019-276호

㈜ 담아요

제2019-277호

㈜누리문화센터

제2019-278호

㈜소풍메이드윤

제2019-279호

주식회사 웰스토리

달서구 도원로 48, 상가동
배지숙 대구광역시
2층 201호(도원동, 별메마을복합상가)
달서구 진천로9길 61,
김은주 대구광역시 1층(진천동)
동구 첨복로 27, 1층
황훈자 대구광역시
106호(신서동, 해도빌딩)
동평로235번길
엄미선 부산광역시 5,부산진구
1층(연지동)
충렬대로459번길
박창현 부산광역시20,동래구
4층(안락동)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윤양임,
190-6, 상가동 119호(대연동,
서상홍
대우그린아파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미정 명지국제8로
254, 7층 702호(명지동)

제2019-280호

㈜행복삼하

전병열

제2019-281호

(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제2019-282호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김순재

제2019-283호

사단법인 두루사랑복지회

조병기

제2019-284호

한복남

제2019-285호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수다나무주거교육환경안정
관리사협동조합

제2019-286호

㈜ 삼구나래

하공수

홍성화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1로 6(송정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6층 604호(여의도동, 이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11층 1106호(여의도동, 금산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85(화곡동, 2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길 14, 5층(화곡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2층(목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06, 201호(상도동)

인증번호

기관명

제2019-287호

㈜다정플러스

제2019-288호

주식회사 그립플레이

제2019-289호

주식회사 스포츠와이파이

제2019-290호

㈜흥림

제2019-291호
제2019-292호
제2019-293호
제2019-294호
제2019-295호
제2019-296호
제2019-297호
제2019-298호
제2019-299호

대표자

소재지

김형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송기정 5층 501호(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금천구 시흥대로145길 71,
이준상 서울특별시
404호(가산동, G밸리하우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염재현
테크노큐브동 702호(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포구 월드컵로 94,
김기영 서울특별시
5층(서교동, 명빌딩)

마포구 양화로 85, 2층동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곽호근 서울특별시
2층(서교동, 동현빌딩)
유한회사 아르스 뮤직 에듀 천선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13,
(Ars Music edu. LLC.)
402호(고운동, 에이스프라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식회사 옹진물산
곽창열
백령면 사곶로122번길 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식회사 으름실마을공동체 강일규
덕적면 덕적북로 430
주식회사 이투인
인천광역시 서구
김혜경
(ETOIN Co. Ltd)
거북로 25-50, 비동 2층(석남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식회사 정원피앤씨(P&C) 김정원
인향로 338-1, 2층(선주지동)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주식회사 휴랜
김춘상 인천광역시
323, 비동 2205호(송도동)
농업회사법인
전라남도 순천시
김종훈
순천만누룽지주식회사
팔마로 148, 1층(덕암동)
전라남도 여수시
바다야놀자협동조합
박국재
신월로 284-1(웅천동)

제2019-300호

유한회사 광전피씨

이정덕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845

제2019-301호

전남서점협동조합

강정훈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326(인월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9-302호

주식회사 글로벌공간

제2019-303호

주식회사 칸개발

최지명

제2019-304호

㈜완도네시아

김영아

제2019-305호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정성수

소재지

이춘봉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34(여서동)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2층
210호(남교동, 트윈스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6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남노송동)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222, 2층(남중동)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1길 31(송학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3길 10(대흥동)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6,
커뮤니티센터(부여규암영구임대주택)

제2019-306호

유한회사 예술컴퍼니아트문 유명선

제2019-307호

협동조합 익산드림스포츠

이승진

제2019-308호

이맛이야 협동조합

윤연한

제2019-309호

㈜혜안

김정훈

제2019-310호

홍성우리마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제2019-311호

JEONG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청성로 238
농업회사법인 ㈜ 참옻들 TAEYOUNG

제주특별자치도
제2019-00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9-007호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송창윤

주식회사 해피넷

유재선

채승병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 52, 2층(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 55, 1층(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