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305호

2021년 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0개 기관을

2021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142호 농업회사법인
보광농촌체험휴양마을(주) 하삼동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5

제2021-143호 마음나래 사회적협동조합 홍영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4길 21-5,
5층(일흥빌딩)

제2021-144호 사단법인
세원경제정책연구원 이흥원 강원도 원주시 무실본동길 54,

401호(무실동)

제2021-145호 사회적협동조합마음별 박경자 강원도 강릉시 홍제로 63-1,
4층(홍제동)

제2021-146호 주식회사 퀸비스토어 정미란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94-12,
1층(단구동)

제2021-147호 주식회사 프로방스 정영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칠봉로 607

제2021-148호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 김동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야1길 72

제2021-149호 (주)시드플러스 박용희,
김수현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4층
404호(병점동, 병점프라자)

제2021-150호 경기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
조합 박혜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71(고잔동, 101호)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151호 농업회사법인 한백냉장식품
주식회사

김정희,
정영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109(성곡동)

제2021-152호 복지) 무궁화동산 김창지,
김기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05(원천동)

제2021-153호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누리 김대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19,
비102호(상대원동, 중일아인스프라츠)

제2021-154호 사회적협동조합공감21 채성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버들숲로8번길
34-78

제2021-155호 오산돌봄사회적협동조합 문경아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117번길 39,
4층(궐동, 아이원빌딩)

제2021-156호 ㈜ 하나관광 김정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697

제2021-157호 주식회사 긴키테크코리아 전진우,
정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2,
310,311호(원흥동, 반도유스퀘어)

제2021-158호 주식회사 라이프트리 장경애,
정성일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107,
820호(와동동, 운정한강듀클래스)

제2021-159호 주식회사 라임우드 윤대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10번길 22(식사동)

제2021-160호 주식회사 희망나누기 민남식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C동 3층
301,302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 U1

CENTER)

제2021-161호 꿈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종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송평로 365-334

제2021-162호 농부애 성두환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22-14

제2021-163호 복을만드는사람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조은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98-11

제2021-164호 사단법인
예그리나장애인보호작업장 전우일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암로 24

제2021-165호 삼천포 로컬 맑은푸드
영농조합법인 이상헌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63,

101호(용강동, 돋을연립상가)

제2021-166호 스펠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김도연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14,
기업지원동 5층 503호(관동동,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2021-167호 주식회사 늘솜 권성근 경상남도 밀양시 밀성로3길 11,
2층(내이동)

제2021-168호 주식회사 마음담아 명미영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11길 5, 상가동
3층(삼호동, 대진칸트리타운3차)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169호 주식회사 에스엠에코푸드 조경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33,

지하층 1호(팔용동,
팔용메카밸리지식산업센터 벤처존)

제2021-170호 주식회사 현대스틸 박영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2길 10,
상가4호(성우아파트)

제2021-171호 (사)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 백승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5,
302호(율곡동, 율곡테크노밸리)

제2021-172호 (주)원광이앤지 진성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홍계길80번길 30-17

제2021-173호 ㈜ 예성 강점숙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32(휴천동)

제2021-174호 주식회사 드론코리아
아카데미 장명동 경상북도 안동시 솔밭길 226, 2층(옥동)

제2021-175호 주식회사 아누리 김민선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산단2길
11(신기동)

제2021-176호 주식회사 애플 김성식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43길 6,
1층(신평동)

제2021-177호 주식회사 인간과공간 최중철,
조재형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105호(거의동, 금오공대 벤처창업관)

제2021-178호 주식회사 청년회관 이혜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71-2

제2021-179호 주식회사 티울 이운영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대로 33(덕곡동)

제2021-180호 주식회사낭만연구소 박창욱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193-84(원평동)

제2021-181호 주식회사조은 황유찬 경상북도 영주시 의상로 227(상망동)

제2021-182호 천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은경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76-4,
2층

제2021-183호 협동조합 화산벌 이영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산산성길 37

제2021-184호 (주)휴먼메디칼 김은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394번길 50,
1층(신가동)

제2021-185호 사단법인
한올장애인자립복지회 신상균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0,

에이동(양산동)

제2021-186호 주식회사 궁리기획 김경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57번길 6,
2층(화정동, 서원빌딩)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187호 (주)미르크린 김경락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61, 4층 405호(테크노폴리스 메가타워)

제2021-188호 주식회사 브리즈 손현진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44,
2층(대명동)

제2021-189호 주식회사
스카이엔터프라이즈 함영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538길 16,

2층(대곡동)

제2021-190호 주식회사 아트앤허그 이재경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88,
2층(대명동)

제2021-191호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 이미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23길
49(진천동)

제2021-192호 배재에코브릿지 협동조합 조은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서로
11-6(봉명동)

제2021-193호 주식회사 대성씨엔씨 박종철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75번길 2,
2층(용전동)

제2021-194호 주식회사 블룸워크 김정은,
양수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90번길 6,
1층(신탄진동)

제2021-195호 주식회사 월드그린 김진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24,
2층(탑립동, 어썸883)

제2021-196호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성송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 5,
3층(재송동)

제2021-197호 (사)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김상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208호(장지동, 아이온스퀘어)

제2021-198호 사회적협동조합커리어코칭 한문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3층
3538호(서초동, 지훈빌딩)

제2021-199호 주식회사 만유인력 김민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5층
522호(안암동5가)

제2021-200호 주식회사 행복안전시스템 양종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534,
세계일보2층 212-에이호(가산동)

제2021-201호 주식회사 오감통통숲앤아이 이종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한양궁길 83-45

제2021-202호 (주)단디무라 장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길 25,
104호(울주상남골드클래스)

제2021-203호 (주)커뮤니티행복 권태숙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17,
2층(신천동)

제2021-204호 씽크폴리건 협동조합 라은숙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144번길 24,
2층(삼산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205호 주식회사 선한푸드앤컬처 빈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진장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2021-206호 사회적협동조합 소통과나눔 이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7, 3층
301호(부평동, 롯데아이원)

제2021-207호 예술인 협동조합 문화발전소 안민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3,
202호(만수동)

제2021-208호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 박은정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EL-11호(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제2021-209호 주식회사 솔숲 황성철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21,
105호(송현동, 솔빛마을 상가C동)

제2021-210호 주식회사 지티파워 김종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씨동 512호(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제2021-211호 주식회사 하이원시스템 황하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번길 18-24,
1층(장수동)

제2021-212호 주식회사 화도진건설 박지은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 62,
1층(송림동)

제2021-213호 (주)프리비 이지은 전라남도 나주시 황동3길
17-29(빛가람동)

제2021-214호 주식회사 드림컴퍼니 임순엽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둑길 183(조곡동)

제2021-215호
주식회사

제이제이산업(JayJay
Co.,Ltd.)

정승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56,
101호

제2021-216호 행복한집협동조합 문정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안길 31

제2021-217호 (유) 서남환경 서덕교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남로
25-12(도통동)

제2021-218호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 정세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53(팔복동4가)

제2021-219호 사단법인 희망찬코리아 정은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7, 비101호(삼천동1가)

제2021-220호 올담식자재협동조합 김미옥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78, 1층(중동)

제2021-221호 유) 토리앤쿡 이혜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86,
2동 1층(덕진동2가)

제2021-222호 유한회사 하이하우징(Hi
Housing) 민형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팔복동2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223호 은혜상사 주식회사 박금만,
김철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팔복동2가)

제2021-224호 협동조합 아토 고동우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95,
2층(월명동)

제2021-225호 살렘마을 협동조합 홍행소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 76-7

제2021-226호 주식회사 바른 장희정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119-7,
101호(죽정동, 에덴하우스)

제2021-227호 주식회사 인포 박재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로 48(명지동)

제2021-228호 주식회사 희원 방지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06호 공심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홍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604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07호 사단법인 제주빌레앙상블 김남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491,

지하층(아라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08호 주식회사 하나하우징 정영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41,

1층(일도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