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처

(2023.01.25.)

 * 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인가 받은 이후의 정관변경 및 인가증 재발급 등은 인가 부처의 각 담당 부서로 문의

기관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주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

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9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1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

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044-200-7057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52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서비스정책과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6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9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

사 8층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행정법무

담당관 5층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8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2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0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328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2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043-719-7682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3676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

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00-5696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7층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471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새마을발전협력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3060 총괄 부서 부재로 담당 부서 확인 후 신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