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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066호 (주)조은프로소싱 최정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
로70 902-1(문래동3가,우
리벤쳐타운2)

제2013-067호 행복나래 주식회사 강대성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16 (신대방동)

제2013-068호 (주)푸른나눔 김일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20길 
37(남산동2가, 청어람빌딩) 

제2013-069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최동익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길 
54-4 204(상계동, 상계동
센트럴타워2층)

제2013-070호 사단법인
예술과마을네트워크 김정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

로 445, 201호 

제2013-071호 (사)로컬푸드운동본부 유호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2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72호 

2013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3.7.1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4개 기관을

2013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7. 11.

고용노동부 장관 방  하  남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72호 (주)여주황토 김인홍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멱곡
리 386-7

제2013-073호 이음교육 고한나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
번길 27 (정왕동)

제2013-074호 주식회사 상상인 김나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
로 92 (화서동)

제2013-075호 (주)우리비젼 황호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6-1 3층

제2013-076호 구보댄스컴퍼니 장구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84 대경프라자 B1

제2013-077호 주식회사 아인 윤정수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337번길 9

제2013-078호 춘천도시농업센터 이천식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92 
(온의동 1층)

제2013-079호 (사)남산놀이마당 정승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16(남산동, 2,3층)

제2013-080호 (주)서광티에스 유성재,
진미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
로107번길 65-5 (온천동,3
층)

제2013-081호 (주)울산자원리사이클링 신경환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26
번길 9(야음동,101호)

제2013-082호 주식회사 푸른세상 서지애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07-1 (성남동)

제2013-083호
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복지재단 
행복주식회사

임민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진북면 의림로 312

제2013-084호 (주)참다올푸드 정보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죽
전로 20(팔용동)

제2013-085호 유한회사 인제베이커리 김호상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146-8

제2013-086호 주식회사 인쇄피아 전희찬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길 
35(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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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087호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동구행복네트워크

강현구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92-12

제2013-088호 (주)글로벌리더십센터 이희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
로 782 (장대동, 용문빌딩3
층,5층)

제2013-089호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임은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
절로 1146

제2013-090호
주식회사 양원농장

농업회사법인
강병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

세면 삼태리 248

제2013-091호 더부러주식회사 조재웅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27-26

제2013-092호
(주)소중한사람들 

피엠씨
홍선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

평동 산 276-6

제2013-09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들녁에
박상선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신

흥길 54

제2013-094호 주식회사 희망키움 문상엽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10, 207(문수동,207
호~208호)

제2013-095호 유한회사 비사벌코리아 김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38-3(삼천동1가, 
1층)

제2013-096호 (유)방역박사 봉필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
주천동로 224(다가동 3가)

제2013-097호 유한회사 마이크린 최우영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
무로 975

제2013-098호 (유)국민종합주택관리 서철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
내9길 16(송천동1가)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2호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양대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