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134호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9.02.2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1개

기관을 201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3. 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9-001호 주식회사 오투 놀이학교 최형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03-12

제2019-002호 춘천여성협동조합 이미숙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14(후평동, 2층)

제2019-003호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임성희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2, 주민복지관 2층
(원주 흥업LH천년나무2)

제2019-004호 ㈜라온아띠문화놀이체육연구소 서민우,
강세구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116번길
306-313, 나동(옥정동)

제2019-005호 주식회사 꾸모아 송은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902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제2019-006호 주식회사 밀알 김면식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43,
302호(금촌동, 메트로프라자)

제2019-007호 주식회사 율하모니 윤지훈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45-16, 2층(덕계동)

제2019-008호 해피멘토협동조합 박서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20,
504호(반송동, 제일프라자)

제2019-009호 협동조합 키움 이봉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35번길 10(능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9-010호 영남산업주식회사 김경호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9길 81, 1층(산막동)

제2019-011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몽연 이창석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신봉솔의길 1

제2019-012호 두빛나래협동조합 최성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97번길 28(장성동)

제2019-013호 알배기협동조합 심영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길 23-2

제2019-014호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여기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50번길 4-1(양덕동)

제2019-015호 주식회사 알브이핀(RVFIN) 신봉국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로 7, 2층(서성동)

제2019-016호 주식회사 어울림 김기태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87-6, C동

제2019-017호 주식회사 코러싱 박동식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44, 1층 103호(공단동)

제2019-018호 ㈜신록산림 서동준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36(낙양동)

제2019-019호 ㈜한동기술화학 공호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14-11(장성동)

제2019-020호 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 한국일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516(충효동, 서라벌대학교)

제2019-021호 힐링숨농장영농조합법인 손병희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주왕산로 3121

제2019-022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맹자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123, 2층(도동)

제2019-023호 ㈜브레드 인 스마일 황혜성,
김종택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제2019-024호 추자나무목공협동조합 이선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803호(봉명동)

제2019-025호 ㈜가연 정가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일길11번가길 19, 1층(범일동)

제2019-026호 주식회사 토요 임용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25-1(연산동)

제2019-027호 언더독스 주식회사 김정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15호(녹번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9-028호 ㈜꿈이있는여행 장한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4(논현동, 영화빌딩 2층)

제2019-029호 ㈜세상에 없는 여행 김정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8층 809호(인사동, 하나로빌딩)

제2019-030호 주식회사 데이그래피 박희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5길 12(상수동)

제2019-031호 주식회사 라온스 최은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신도림동)

제2019-032호 주식회사 브로슨컴퍼니 황형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01,
4층(암사동, 흙빌딩)

제2019-033호 주식회사 아이시티브릿지 장형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704호(구로동, 대림오페라타워)

제2019-034호 주식회사 요벨 박요셉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11층(한남동)

제2019-035호 주식회사 홍익덕원 강자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8층 813호(양평동2가,
동아프라임밸리)

제2019-036호 ㈜케이투인터내셔널코리아 KOBORI
MOTOMU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다길 5, 1층(정릉동)

제2019-037호 행복한학교희망교육 협동조합 고태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사회적경제지원센타)

제2019-038호 사단법인 이음 서원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6길
40, 2층 201호(명진빌딩)

제2019-039호 울산고래떡방협동조합 신용일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128번길 5-12(달동)

제2019-040호 주식회사 행복과사람 김시연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3길 2(반구동)

제2019-041호 농업회사법인
강화초록식품주식회사 박윤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56, 1층(부개동)

제2019-042호 미래사회건강교육협동조합 김의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606호(도화동, 인천IT타워)

제2019-043호 사단법인 사회안전문화재단 송의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37, 3층 301호(효성동)

제2019-044호 주식회사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채상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32, 2층(학익동)

제2019-045호 주식회사 클린앤텍 전혁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61-11,
4층 2호, 4호(원창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9-046호 주식회사 꼬바에느 임선열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42-10(중앙동)

제2019-047호 유한회사 비타민선물유통 유진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2-1(금암동)

제2019-048호 유한회사 좋은이웃 김은진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482(나운동)

제2019-049호 협동조합창고스토리 박미영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율북2길 13

제주특별자치도
제2019-001호 오제이 주식회사 배성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101-2호(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2019-002호 주식회사 월드씨앤에스 김용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1길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