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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93호 주식회사이디엠아이 황순화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319 (탑립동,공장2동)

제2013-194호 미담장학회 장능인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193 (문지동, KAIST문지캠퍼슬동102호)

제2013-195호 ㈜좋은마음 이창인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소룡리

산58-6

제2013-196호 궁골식품영농조합법인 최명선
충청남도논산시상월면대촌3길23-10

제2013-197호 사단법인한옥체험업협회 윤완식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교촌리306

제2013-198호 ㈜쥬얼테크 김경아
충청남도공주시감영길 1 (반죽동)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99호

2013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3.12.1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0개 기관을

2013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12. 17.

고용노동부 장관 방 하 남

□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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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99호 주식회사지오디자인 유광식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신화로36번길 32 303(성화동,제누스타)

제2013-200호 주식회사새움 민창영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봉명동229-3 신화빌딩 4층

제2013-201호 사)영동군장애인협의회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상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

반곡동길 8
제2013-202호 ㈜포아풀 서상기

광주광역시남구봉선중길24(봉선동)
제2013-203호 ㈜토마토헬스케어 위보환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398번길5(농성동)
제2013-204호 (사)수을 박시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동문길50(풍남동1가)
제2013-205호 농촌살림연구소 조태경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양화로359
제2013-206호 알콩달콩가게유한회사 방채권 전라북도정읍시북면화평길 7

제2013-207호 사단법인부신정회
바다의향기

유정호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봉동길30

제2013-208호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안혜경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89(거제동,이안빌딩6F)

제2013-209호 라메르오케스트라 주경업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 10-7 3층

제2013-210호 주식회사문화콩 조은아
부산광역시수영구광남로 241 (민락동,7층)

제2013-211호 재단법인울산행복한학교 지성태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91번길34(신정동, (신정동,울산중앙초등학교))

제2013-212호 경남교육삼락회주식회사 조현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중앙대로227번길 16 (용호동,교원단체총연합회빌딩1층)

제2013-213호 주식회사파이디아 김동해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동산로220번길 10 (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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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214호 주식회사
오디에스다문화교육연구소

이나현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2034,507(남산동, 서현교육관)

제2013-215호 ㈜엄마마음 송영옥
대구광역시동구동호로2길13-5(동호동)

제2013-216호 사단법인
순흥초군농악보존회

박백수
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순흥로55번길 14

제2013-217호 백암온천마을영농조합법인 박창근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온정1길119

제2013-218호 ㈜두드림 김택문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덕곡길107

제2013-219호 사단법인청도코미디시장 전유성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칠곡길 2

제2013-220호 ㈜오방색 채영숙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양항리339

제2013-221호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황세연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9(수내동, 
비에스타워10층)

제2013-222호 주식회사두레 곽태임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90-1 SK테크노파크비즈센터1314

제2013-223호 ㈜엑스컴정보통신 장일훈
경기도광명시영당안로36번길32(소하동)

제2013-224호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

조동욱
경기도의정부시충의로73(용현동,502-2호)

제2013-225호 주식회사지드림 김희경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경춘로2347번길126-2(외2필지)

제2013-226호 주식회사참조은 강경선
경기도여주군여주읍여흥로87-1

제2013-227호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종합가구사업단

임흥묵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진건오남로 490 (A동)

제2013-228호 ㈜해피참사랑 윤재섭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임원로8번길 4(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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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229호 ㈜수원사랑나눔 김경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서부로2136번길 21(율전동, 2층)
제2013-230호 ㈜팝그린 김정숙

경기도수원시팔달구행궁로98, 206(교동)
제2013-231호 주식회사디귿 김두연

경기도수원시팔달구행궁로98(교동, 204호)
제2013-232호 평택시장애인부모회 주현숙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신관1층))

제2013-233호 주식회사지엔그린 신미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석천로170번길19 601(중동, 
부광프라자)

제2013-234호 ㈜몽땅 김희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107, 405(상동, 복사골문화센터)

제2013-235호 주식회사통(Tong cafe) 김성희
경기도여주군여주읍세종로338(여주대학마로니에공원내교리454-1)

제2013-236호 김포농식품가공
영농조합법인

배효원
경기도김포시월곶면대곶로585

제2013-237호 (사)우리들행복나눔본부
화장지사업단

송순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 117(상대원동, 

마동1층2층)
제2013-238호 문화생산자협동조합

예술마당살판
하창범

경기도의정부시흥선로150(의정부동, 지하)
제2013-239호 (유한)늘푸른환경 권찬

강원도고성군간성읍상리501-3
제2013-240호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새움
장승완

강원도원주시남원로593(명륜동,2층)
제2013-241호 사단법인서곡생태마을 이걸섭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길236-10
제2013-242호 사단법인

마포공동체라디오
차재경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226-1 4층
제2013-243호 어시스타주식회사 정진성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 1 (한강로3가,505호)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244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장윤식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916,917호)

제2013-245호 주식회사이그린 신정희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47길 18 (시흥동,1층)

제2013-246호 ㈜에이컴퍼니 정지연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3길 27-1 (동숭동, 1층)

제2013-247호 희망나래노숙인자전거
재활용사업단
두바퀴희망자전거

여재훈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73-1 (동자동)

제2013-248호 아이티희망나눔㈜ 최현진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1351(상계동,3층)

제2013-249호 ㈜인스케어코어 이창환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 276 (능동, 한성빌딩지하1호)

제2013-250호 ㈜나눔스토어 강진원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626, 403 (논현동, 엠빌딩 4층)

제2013-251호 ㈜가든프로젝트 박경복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5가길 11 1417호 (신천동, 
한신코아오피스텔)

제2013-252호 주식회사복지유니온 장성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 126, 812 (구의동, 성지하이츠)

제2013-253호 ㈜하우징케어 함왕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51 (연희동, 2층)

제2013-254호 ㈜아키테리어금빛가람 백영학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253길 (인수동527-18) 2층

제2013-255호 ㈜세상을움직이는힘 윤경희
서울특별시도봉구도당로13다길 3-29 (방학동, 지상1층)

제2013-256호 ㈜천우굿프랜즈 우재금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38-3 
인천대학교제물포캠퍼스창업보육

센터 119호
제2013-257호 인천여성영화제 최주영

인천광역시남구석바위로 68, 803(주안동, 주안필프라자)
제2013-258호 주식회사엘림엔터테인먼트 노승법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393

제2013-259호 ㈜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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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260호 ㈜서로좋은가게 이병학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정자천로188번길 39(정자동)
제2013-261호 ㈜한신플러스케어 이인재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 251-1 4층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8호 주식회사한라환경 오태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송이길172(회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