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40호

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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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8-122호

태백청년기업 컬쳐랜드
협동조합

제2018-123호

파랑달협동조합

권정삼

제2018-124호

푸새엔지 영농조합법인

황진숙

제2018-125호

내일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이원란 (합자)

제2018-126호
제2018-127호

손장우 강원도 태백시 서학1길 79(황지동)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10(남문동)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5485, 1층

송영진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85(산북동)
박용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9, 1층

이청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 337
유진경

제2018-129호

느티나무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마리에뜨 주식회사
(MARIETTE
Co,.Ltd)

제2018-130호

에너지제로 협동조합

김영식

제2018-128호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208호(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경기도 8-17,
안양시에이동
만안구102호(안양동)
병목안로
양차민 172번길
경기도 17,수원시
인계로
68번길
1층, 팔달구
지하층(인계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8-131호

㈜그린바이오

이상필

제2018-132호

주식회사 이크택견

제2018-133호

㈜효성&플러스

제2018-134호

크린환경㈜

제2018-135호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류재욱

제2018-136호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제2018-137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춘염원

권춘현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713호(중동, 대우프론티어밸리1)
경기도
수정구 사회적기업)
위례순환로
박신영 17,
1층 성남시
102호(창곡동,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조이금 경기도
602호(이젠지식산업센터
메카존)
오리로 643, 5층
김춘기 경기도 광명시
503호(하안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102,
602호(소사본동,
복사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비동 6층 605호
(정자동, 인텔리지Ⅱ)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갈전로711번길
8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163-1호
(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
염광원 경상남도 하동군154하동읍 경서대로

제2018-138호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김미득
제2018-139호

인포피알주식회사

제2018-140호

주식회사 교육과비전

최웅기

제2018-141호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이승현
구름마
제2018-142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모

제2018-143호

주식회사 도장마트

제2018-144호

더테스트키친 주식회사
(The Test Kitchen Inc.)

제2018-145호

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

제2018-146호

㈜ 카피팩토리

제2018-147호

㈜조은컴퍼니

제2018-148호

음악극단콩나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105번길 1(대방동, 3층)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김승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13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10길
11(대명동)
지족로 349번길
염주희 대전광역시12,유성구
1층(지족동)
중구 계백로 1547,
현미숙 대전광역시4층(유천동)
박희준

대전로815번길 45,
김성민 대전광역시 동구
3층(정동)
동구 백룡로5번길 81,
윤주현 대전광역시 2층(자양동)
이재령

부산광역시
수영로 688,
4층(광안동,수영구
소셜캠퍼스온)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8-149호

주식회사 핑크로더

양화니

제2018-150호

㈜화전산업

제2018-151호

비타민엔젤스 ㈜

제2018-152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가가호호돌봄센터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법수길 17,
1층(보수동1가)
정인애 부산광역시 기장군
9-27장안읍 좌천4길
중구14층
한강대로
김바울 서울특별시
서울스퀘어
위워크416,
118호(남대문로5가)
강서구대룡드림타워-1)
강서로 462, 2층
이명수 서울특별시
208호(등촌동,

제2018-158호

영등포로64길
이명희 서울특별시31,영등포구
1층(신길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24,
아이키움 주식회사
박연정 제업무시설동 제1층 1105동 101호,
102호(마곡동, 마곡엠밸리11단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10길
주식회사 공방상상
남봉우
33, 상가동 지하층 비04호
(홍은동, 극동아파트)
천호대로199길
주식회사 눈썰미아트앤디자인 김진오 서울특별시15,강동구
502호(길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주식회사 명랑캠페인
오호진 (남가좌동, 2층
208호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주식회사 미래엠케이씨
여재용 서울특별시301호(성수동2가)

제2018-159호

주식회사 선랩건축사사무소

현승헌

제2018-160호

주식회사 에덴스푸드

한성진

제2018-161호

주식회사 코이로

홍찬욱

제2018-162호

㈜화유플라워앤원예치료센터

이현주

제2018-163호

청년같이 협동조합

송동우

제2018-164호

(사) 공정무역인천광장

제2018-165호

금별사회서비스 주식회사

제2018-166호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제2018-153호
제2018-154호
제2018-155호
제2018-156호
제2018-15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117,
3층,4층,5층,6층(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2길
111(신림동, 1층)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0길 22,
2층(암사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43길
8-5, 1층(광장동)
울산광역시3층(무거동)
남구 대학로 100,

남동구구월중앙프라자)
예술로 206,
나봉훈 비동인천광역시
402호(구월동,
인천광역시
서구 제공존
보듬로 158,
김경숙
제지하2층
비260호.비261호(오류동, 블루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이만수
10층 C-1003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8-167호

주식회사 비젼글로벌

이윤희

제2018-168호

주식회사 에스라케어

제2018-169호

주식회사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제2018-170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

제2018-171호

주식회사 해주부용식품

제2018-172호

케일주식회사

제2018-173호

(주) 조은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369번길 5, C동 1층
강화대로
손명정 인천광역시
430 비동 1층강화군
10호,강화읍
11호(중앙시장)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임미정 155-11,
1203호(원창동,
로봇랜드
로봇지원센터)
화도진로198번길
장은제 인천광역시6, 동구
2층(만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35번길
윤향순 14,
나동 301호(남촌동,
고려프라자)
서구 석곶로8번길
김태신 인천광역시
2층(가정동,
동성빌딩) 12,

신영식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장선길 1
전라남도51,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사회적기업
공간
제2018-174호
노아건설 (주)
이대로
및
그
부속시설
(연산동,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금성면 금성공단길
제2018-175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세아푸드 이인재 전라남도 담양군9-10
제2018-176호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박충남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1길 86
제2018-177호

유담영농조합법인

제2018-178호

(유) 참진

송진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08
김춘자

제2018-179호 사단법인 체육장애인자활협회 송윤석
제2018-180호

유한회사 아름건축

조숙희

제2018-181호

주식회사 클린환경센터

심정진,
신영출

제2018-182호

주식회사 해피캔버스

김용빈

제2018-183호

(주) 빛글산업

박경자

제2018-184호

(주) 태성스틸

최순옥

전라북도19(산북동)
군산시 소룡안3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06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23-9(산북동)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36, 104호(빌앤더스오피스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4길
35-5, 301호(두정동)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8, 1층
충청북도 음성군
349-25삼성면 금율로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18-185호

부강이엔에스 주식회사

박규식

제2018-186호

영진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서영진

제2018-187호 주식회사 한누리주거복지센터 장정옥
제주특별자치도
제2018-005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양홍석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124번길 102-15(석곡동)
충청북도 1층(칠금동)
충주시 대가미3길 9,
충청북도10(청전동)
제천시 명륜로7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6길제주시
22 애월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