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기관명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 1곳

선정팀수 35팀(사전선발 5, 일반선발 30)

팀명 대표자 창업 아이템 신청유형

사전1 고씨네(Go-Cine) 고승현
초소규모 다양성 영화, 단편영화

상영극장
창업준비

사전2 까미노시드르연구소
강정현
권무령아

양구 사과발포주, 사과발효식초 창업준비

사전3 스마트상상놀이터 박영미
쉽고 재미있는 STEAM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놀이공간
창업준비

사전4 후레쉬 찬 김윤진
로컬, 안식식재료, 사회적경제 재료

우선 사용 반찬가게
창업준비

사전5
Rice Wine
Bar_So(召)

최소연
청주/탁주 양조장, 양조의 맛 워크숍,

양조장 스테이
창업준비

1 화천마음나래 홍영선
화천군 노인 신체 정서 건강 향상 융복합
교육서비스와 인지재활 공동작업장 신설

초기창업

2 (주)온세까세로 홍다영 라틴 아메리카 음식 메뉴 제조 유통 초기창업

3
주식회사
문화공감이랑

김민후
문화예술교육, 공연예술창작,

이벤트대행
초기창업

4
행복한삶을주는
협동조합

민경문
강원고생대지질공원 영월방문객센터

운영 및 관광사업
초기창업

5
살아있네 강랜푸드

협동조합
유정숙

단도박 후 식당창업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

초기창업

6 드림하이 김부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창업준비

7
강원SW

교육협동조합
홍현정 콘텐츠 생산자 교육, 지원 사업 초기창업

8 힐링드림협동조합 홍지영 힐링효소찜질 좌훈카페 초기창업

9 농장에서 집으로 최재호
On+Off+물류가 결합된 유통손실

'0'의 신선먹거리 신유통
창업준비

10 매듭사회적협동조합 김수진
알류미늄캔커피제조판매, 수제마카롱
제조판매, 장애인교육훈련상담

초기창업

11 더홈 카페컨설팅 임동호
카페 컨설팅, 강사 및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초기창업

12 하늘내린 기획 김영훈
시설물 대여를 통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창업준비

13 협동조합 퍼니타운 박인옥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가변성, 접근성을

더한 '컬쳐트럭'
초기창업

14 공감 더하기 조영택
공감과 소통을 위한 공연 제작 및 공간

나눔
창업준비

15 아킴스토리 김혜정 교통 안전 체험 학습장 초기창업

16 스마트 허수아비 길민식
IOT기반 유해동물 퇴치 시스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 농업분야 고용 창출

초기창업

2019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최종선정 결과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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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팜어그린(Farm Agrin) 신근영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수매, 유통,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
초기창업

18
그랜드플레이
(Grand Play)

김난희
찾아가는 인형극(문화예술교육)과

경력단절&은퇴 여성
초기창업

19 못난이협동조합 한동윤
골치아픈 못난이농산품을

온라인쇼핑몰과 6차산업을 통해 판매
창업준비

20 봄직 송창민
수제 맥주와 책을 즐길 수 있는 원도심

내 생활문화공방
창업준비

21 Namuwa(나무와) 최두환 목공전문화를 통한 실전 일자리 창출 창업준비

22 주식회사 에이엔디 신시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플랫폼 구축
초기창업

23 너나들이 성문화센터 김옥경 성교육&인성교육 창업준비

24
매일, 강원

(Daily, Gangwon)
천효정

강원도 제철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꾸러미 구성 정기 배송 서비스

창업준비

25 지아인 손상철 곤충 및 곤충콘텐츠 유통사업 창업준비

26 세계시민교육센터 조현지 세계시민교육서비스 창업준비

27 ㈜동행 박성도 건설업 및 교육 서비스업 창업준비

28 소배진(SV眞) 장수연
퇴직기술자활용취약계층 일반생활

환경고민해결
창업준비

29 오올블루 장솔빈
협동조합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레스토랑 사업

창업준비

30 위드블라썸 박시온
메리골드(금잔디)를 활용한 농촌
경관 조성 및 체험 콘텐츠 개발

창업준비

예비1 이지영디자인 이지영
폐광지역민들을 위한 그래픽교육과

취업
초기창업

예비2 루프탑 허브팜 이동이
경로당 옥상을 활용한 유기농 식용허브

재배
창업준비

예비3 절골마을협동조합 이경이
마을 물놀이 쉼터를 이용한 여름철
휴양지, 겨울철 얼음낚시터

초기창업

예비4 속초를 담다! 청해담 김원일
지역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유통채널을 연결하는 벤더업체

초기창업

예비5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정순현 특수 수영킥판 및 수영다리보조교구 창업준비

예비6 염소야 힘내! 신동훈
토종흑염소 사육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창업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