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98호

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20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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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0-119호

기관명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전제천

제2020-120호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 고진법
제2020-121호 레베세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이부기
제2020-122호

영월고소애협동조합

이동건

제2020-123호
제2020-124호
제2020-125호

이병만
이남현
윤노미

제2020-127호

주식회사 지인누리
미경산업 ㈜
사단법인
움터방과후교육협회
아름다운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아름다운창 주식회사

제2020-128호

㈜ 식판천사

김경남

제2020-126호

박한나
윤중현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 벤처창업관 505호(우산동)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84-3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1길 72-1, 1층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강변로 1219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501호(단구동, 원주프리미엄아울렛)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20, 6층 602호(행신동, 엠타워)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254,
305호 306호(오산동)
경기도 평택시 팔용당길 66-52(도일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859번길 34, 가동

인증번호

제2020-129호

기관명

주식회사 그린택배

대표자

제2020-130호

주식회사 담심포

제2020-131호

주식회사 하이디

제2020-132호

㈜피앤피시스템

박귀선
김건수,
나선정
이백선

제2020-133호

크린필터주식회사

박재한

제2020-134호

피플엔피플㈜

문순재

김종한

제2020-135호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
주식회사
제2020-136호
경남사회조사연구원
주식회사
제2020-137호 농업회사법인
들꽃바랑
농업회사법인
제2020-138호
주식회사 해맞이빵
제2020-139호
㈜ 향기내는사람들
나무를심은사람
제2020-140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제2020-141호
㈜ 청맥어패럴

김민영

임정택
탁윤아,
정재욱
이형선

제2020-142호

주식회사 다원위드

하대용

제2020-143호

콜라보에어㈜

이주현

제2020-144호

㈜ 지키빌

박성진

정경미
김란수
이호준

제2020-145호 주식회사 담쟁이가그린세상 주민준
제2020-146호

주식회사 더채움

이견우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01-28 (사노동)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210호(광사동, 스카이프라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716
경기도 화성시 10용사3길
42, 102호(반송동)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504,505,506,507호(양주테크노시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80번길
48, 401호(안양동, 명지파크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204호(경남사회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75번길 43(사림동)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당마을길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50(해도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226번길 6, 2층(양덕동, 남천빌딩)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52길
35, 1층(효목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8길
75(도마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1,
201호(장대동, 삐아네따빌딩)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61,
한남캠퍼스타운 상가 가동 2층(오정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50-13, 1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제지하층 제201호
(부전동, 신동아오피스텔)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41, 2층(덕천동)

인증번호

기관명

제2020-147호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를위한극장
제2020-148호
공정영화협동조합
제2020-149호
사단법인 더 브릿지
한국참여자치
제2020-150호 사단법인
장애인총연합회
제2020-151호
사회적협동조합공존

대표자
김선정
김남훈
황진솔
한철용
김혜연

제2020-152호

신풍종합개발주식회사

신혜선

제2020-153호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
주식회사

김성희

제2020-154호

㈜ 알로하아이디어스

김지영

제2020-155호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SPECIAL ARTS)

김민정

제2020-156호

주식회사 이에마로

박영희

제2020-157호

주식회사 헬씨티슈

이상호

제2020-158호

㈜자람패밀리

이성아

제2020-159호

세종우리협동조합

제2020-160호

㈜디에스퍼니처

제2020-161호

울산다원협동조합
주식회사 에스티코난
(STCONAN Inc.)
마루한사회적협동조합

김승웅
조두연,
김은주
김태현

제2020-162호
제2020-163호

유영환
이상헌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61길 37(시흥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14호(녹번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1층(을지로6가, 구민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0길 16, 2층(성내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119, 4층(길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0길 16,
302호(신월동, 삼성상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70, 3층
서울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에듀툴킷
디자인연구소(군자동, 동일흥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27,
102호(남가좌동, 가좌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사회적경제적지원센터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903호(양평동2가, 동아프라임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7-6, 8층(독산동)(독산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408호(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5,
509호(보람동, 금남프라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20,
311호(도담동, 세종한신휴시티)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2길 8, 122동
220호(효문동, 효문코오롱하늘채)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607(복산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602호(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인증번호

제2020-164호

기관명

주식회사 와이엠테크

대표자

제2020-165호

㈜포레아

김형수

제2020-166호

한림토건㈜

제2020-167호
제2020-169호

유한회사 디앤피
해맑음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힐링알토스협동조합

이기선
전금숙,
전홍선
오영호

제2020-170호

(유) 뮤지컬수컴퍼니

박근영

제2020-171호

장수꾸지뽕 영농조합법인

장혜주

제2020-172호

단미소주식회사

박상길

제2020-173호

주식회사 버그내환경

김성태

제2020-174호

양산전설 ㈜

윤형길

제2020-175호

온몸뮤지컬컴퍼니㈜

한명일

제2020-176호

㈜ 하나건축
주식회사 올계
농업회사법인
비제이엔터테인먼트 ㈜

김현미

인한복앤컬쳐 주식회사

김숙현

주식회사 키움학교

이명혜

제2020-168호

제2020-177호
제2020-17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0-00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0-004호

오시식

정경옥

문태연
김정만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369번길 5, 씨동 102호(하이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55, 2층(남촌동, 12블럭 10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20, 3층 302호(청라동, 청라프라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2-59, 3층 301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곡길 20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19-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2길 45-13, 2층(다가동3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진장로 1526-11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27-20(시곡동)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102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141-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76, 1동(우암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32번길 7(금천동)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155(신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2번길 48, 5층(부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1-3(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7길 19, 303호(노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