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유앤아이 치과기공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유에프엠시스템즈 주식회사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유엠아이통상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유일히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한회사 고창원마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한회사 동방전기통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유한회사 영신소방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한회사 일마니
(유)건목기업 유한회사 정읍식자재마트
(유)농축수산원유통 유한회사자연환경이엔씨
(유)대우팜 은마테크
(유)북면공업사 은파요양병원
(유)신라상사 을지생명과학 주식회사
(유)신정주포장 의료법인 윤영의료재단 (춘천예현병원)
(유)정읍자동차학원 의료법인 의인의료재단 차병원
(유)정읍중소유통물류센타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유)태진건업건설 의료법인평화의료재단
(유)하이코스 이노레스주식회사
(주)KBS미디어텍 이앤이
(주)MIS스포츠모다 진주점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주)MIS스포츠코리아 롯데몰동부산 이젠임플란트 주식회사
(주)SMH마산신세계점 이지석유 ㈜
(주)가나 이피에스인터내셔널코리아 ㈜
(주)가토코 인베니아 주식회사
(주)가평섬유 인사팀테스트
(주)건우환경엔지니어링 인서울27
(주)건화 인애의료재단 서천요양병원
(주)경인씨엔에스 인제군수화통역센터
(주)고우넷 인지컨트롤스㈜
(주)고우아이티 인창모터
(주)공존에스앤티 인카금융서비스(주)
(주)굿맨파워 인터그레이티드디바이스테크놀로지코리아
(주)금성에너지 인테크 (INTECH)
(주)기준정밀 일광테크
(주)끄레델 일진디스플레이(주)
(주)나로이엔씨 자연공간 ㈜
(주)나무가 자이에너지운영 주식회사
(주)나오소프트 장기영정형외과
(주)네오디에스 재능유통
(주)네오티스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주)넥스모어시스템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주)다온건설 재단법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다올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다원교육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주)다함이텍 쟈끄데상쥬 헤어살롱
(주)당진기아상사 전남보강토
(주)대건포장중기 정다운요양병원
(주)대경전자 정도건축㈜
(주)대덕분석기술연구소 정릉데이케어센터
(주)대도환경 정릉실버복지센터
(주)대미안 정선군수어통역센터
(주)대성엔지니어링 정일주류(유)
(주)대성텔레콤 제이씨더블유인터네셔널㈜
(주)대양정보통신 제이에이알시스템즈㈜
(주)대연레이저 제이에이치화학공업㈜
(주)대연에스티에스 제이예스주식회사



(주)대원네시스 제이피코(주)
(주)대한채권관리대부 제일안전관리
(주)대한트랜스 종근당건강
(주)대현프리몰 주) 쎄데코
(주)더웹스타일 ㈜가람브이엔씨
(주)더존자기 주강엔지니어링
(주)더파크모터스 ㈜굿맨프리니어파트너스
(주)더파크산업 ㈜굿모닝종합건설
(주)더파크오토모빌 ㈜금도건설
(주)도시와우리피엠씨 ㈜나산산업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넥스텍케미칼
(주)동성피에스씨 ㈜넷탑씨앤씨
(주)동양이엠에스 ㈜녹색환경산업
(주)동우실리콘 ㈜누리제어시스템
(주)동인기전 ㈜대송
(주)동지건설 ㈜대주엔시스
(주)두레 ㈜대한지오이엔씨
(주)두온리뉴얼 ㈜더셀머트리얼즈
(주)두온에너지원 ㈜동방종합전기
(주)두온종합관리 ㈜동부그린환경
(주)두일이앤씨 ㈜디엔디리미티드
(주)드림리더 ㈜디자인마루
(주)디알하이텍 ㈜디케이티
(주)디저트메이커스 ㈜레오팔레스21 한국지점
(주)디티앤씨알오 ㈜루텍
(주)라까사호텔 ㈜르네시떼
(주)라이온파트너스 ㈜마리나 교역
(주)라임컨바이브 ㈜매니저소사이어티
(주)래몽래인 ㈜뮬라팩토리점
(주)레드독컬처하우스 ㈜미래건축사사무소
(주)렉스이엔씨 ㈜바이오프랜즈
(주)루멘스 ㈜바인테크
(주)루트미디어 ㈜부동산다이렉트
(주)리센스메디컬 ㈜비딩스테이
(주)리얼타임트래블솔루션 ㈜비알텍스
(주)리큅 ㈜비에이치
(주)리튼브릿지 ㈜비주얼 스포츠
(주)마봉 ㈜삼성출판사
(주)마스타모터스 ㈜삼오텍
(주)명성에프엠씨 ㈜서버메이트
(주)문일종합관리 ㈜서우에이치앤씨
(주)미니모터스 ㈜성엔지니어링
(주)미소정보기술 주성엔지니어링(주)
(주)미우앤디자인 ㈜성우인터켐
(주)바바라앤코 ㈜성진정보통신
(주)바운스 ㈜세광화스너
(주)바이오디 ㈜손오공아이비
(주)바이오시스텍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바이오에스텍 ㈜스타일온미
(주)밸류포인트 ㈜스필
(주)보만코리아 ㈜스필충북혁신도시지점
(주)브레인커머스 ㈜시티이앤씨
(주)브이에이디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153디자인건설
(주)브이테크 주식회사 가현소방
(주)비글 주식회사 겟뷰티
(주)비엠더코리아 주식회사 경기전기안전기술단



(주)삼양감속기 주식회사 국도특장
(주)삼진글로벌넷 주식회사 그레이멜린
(주)삼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그리드위즈
(주)새솔방재 주식회사 글로우원
(주)새한테크 주식회사 금가
(주)서울부스애드컴 주식회사 금광테크
(주)서원에어테크 주식회사 김치타운
(주)서플러스글로벌 주식회사 까스텔바쟉
(주)성 광 주식회사 나성금속
(주)성보기전 주식회사 내담씨앤씨
(주)성원 주식회사 내산
(주)성진메디칼 주식회사 네오스
(주)성화스포츠 주식회사 네오퍼스 서울지점
(주)세기알앤디 주식회사 네이미
(주)세기테크 주식회사 넷아이디
(주)세원메딕스 주식회사 넷앤드
(주)세이프코어 주식회사 녹영코리아플로랄디자인
(주)세주 주식회사 뉴스타자동화
(주)세주디에스제이 주식회사 뉴엠텍
(주)세주에스앤씨 주식회사 뉴제이에스
(주)세진금속 주식회사 다산엠피에스
(주)소만사 주식회사 다원앤딜
(주)소테츠인터내셔널한국 주식회사 다원에이앤씨
(주)소풍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다이렉트부동산중개
(주)속초합동상사 주식회사 단골식품
(주)수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대경석유
(주)수산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대영모터
(주)쉐도우투 주식회사 대영아이오티
(주)스노젠그린 주식회사 대현윤활유
(주)스마트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 더난기술
(주)스와니코코 주식회사 더솔라이브러리
(주)스타일리더 주식회사 더파인
(주)스타텍코리아 주식회사 더폴스타
(주)스테이지파이브 주식회사 도어텍
(주)스튜디오이아이엠 주식회사 동민금속공업
(주)스튜디오헤이데이 주식회사 동양티피티
(주)승일실업 주식회사 동양티피티(경기)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동인스포츠
(주)시티컴 주식회사 동인인터내셔날
(주)싸이더스 주식회사 동인커머스
(주)씨앤에프 주식회사 동인코퍼레이션
(주)씨엔코에프엔씨 주식회사 두루드림대부
(주)아이센트 주식회사 둠밈종합건설
(주)아이씨디 주식회사 드로어써클
(주)아이씨티케이 주식회사 드로어써클센텀
(주)아이에스시 주식회사 디비아이엔씨
(주)아이에이시스템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주)아이엔씨솔루션 주식회사 디앤엠팩토리
(주)아이엘에스씨 주식회사 디엘시스템
(주)아이엠피티 주식회사 디엠씨케이컴퍼니
(주)아이티데스크 주식회사 디엠엘
(주)아젠텍 주식회사 디자인본오
(주)아트 주식회사 디자인펀
(주)아트본 주식회사 라운드미디어
(주)안산종합물류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주)안전대부 주식회사 레몬아이티



(주)어울림에이치알에스 주식회사 레오팔레스21부산지점
(주)에스엠에이치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렌탈프랜드
(주)에스엠에이치코리아광복2호점 주식회사 루맥스에어로스페이스
(주)에스엠지 주식회사 룩인바디
(주)에스제이정밀 주식회사 리번드
(주)에스티아이 주식회사 리텍
(주)에이스미트 주식회사 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
(주)에이엠피엠글로벌 주식회사 마루에이치알
(주)에이원플러스 주식회사 마음정보기술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마이티하이브한국
(주)에이치아이산업 주식회사 마크원테크놀로지
(주)에이치피케이 주식회사 매직에코
(주)에이치피케이(전주지점) 주식회사 맥이앤지
(주)에이티컴퍼니 주식회사 메카넷
(주)에프앤디넷 주식회사 모리트
(주)에프에스테크 주식회사 미르에프에이
(주)엘에스지 주식회사 미코
(주)엠씨에이 주식회사 바로고
(주)엠아이에스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바이엔셀개발
(주)엠아이에스스포츠코리아부산대 주식회사 바이칼솔루션
(주)엠아이에스스포츠코리아시티세븐 주식회사 밸류팩토리
(주)엠에스티 주식회사 베테랑스어학원 제주점
(주)엠케이비개발 주식회사 보란인터내셔날
(주)연수이앤씨 주식회사 보용에프앤씨
(주)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봉봉
(주)영진이엘 주식회사 부루구루
(주)영진이엘에스 주식회사 부트원
(주)영진체인본부 주식회사 브이앤피
(주)예스스탁 주식회사 블로코
(주)오리온기전 주식회사 블로코엑스와이지
(주)오복식품 주식회사 비 더블유 에스 텍
(주)오복아미노 주식회사 비바이오
(주)오복아미노 진영공장 주식회사 비시크
(주)오션디앤씨 주식회사 비즈제이
(주)오피폴리머 주식회사 비트로
(주)온더시스 주식회사 비플러스
(주)올소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에스
(주)옴니크리에트 주식회사 삼화에너지
(주)옵토레인 주식회사 서광이에스 (인천지점)
(주)와이앤씨스마트앱스 주식회사 세종네트웍
(주)우성덴탈 주식회사 세진테크
(주)원창에너지 주식회사 소나텍
(주)월드119구급대 주식회사 솔리드
(주)위드멤스 주식회사 솔티
(주)위드지스 주식회사 송파엠비
(주)위칸소프트 주식회사 수리이엔씨
(주)유니팩코리아 주식회사 수리트리
(주)유로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수림
(주)유비펀 주식회사 쉴드케이
(주)육담원 주식회사 스마트인터랙티브
(주)이그니스 주식회사 스카이웍스필터솔루션즈코리아
(주)이노스코 주식회사 스틴
(주)이노워터앤솔루션 주식회사 스틴코리아
(주)이노트리 주식회사 스틸콘
(주)이녹스 주식회사 스포카
(주)이룸코리아 주식회사 시스템게이트



(주)이직스네트웍스 주식회사 신유개발
(주)인스터 주식회사 신유컴퍼니
(주)인풍 주식회사 실리콘기어
(주)일진화장품 주식회사 싸이웰시스템
(주)잉글리시에그 주식회사 싸이웰에스엔비
(주)장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싸이웰인티그레이션
(주)장식가 주식회사 씨에스오토파트
(주)재능인쇄 주식회사 아보네
(주)전북도민일보 주식회사 아이로보
(주)제우스 주식회사 아이비메디칼
(주)제이앤제이인터렉티브 주식회사 아이앤케이시스템
(주)제이이이 주식회사 아이젠테크
(주)줌톤 주식회사 아이지에이웍스
(주)중원씨엠에스 주식회사 아이티시에스
(주)지더블유디에이 주식회사 아이티앤케이
(주)지아이엘 주식회사 아이티엔씨
(주)지이오하우스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
(주)지투원 주식회사 아이피텍
(주)지화이브 주식회사 아진전력
(주)창성씨이엠 주식회사 아토즈서플라이서비스
(주)청우소방이엔씨 주식회사 아트뷰
(주)청우컨설턴트 주식회사 안테스비
(주)초록에스티 주식회사 알스퀘어디자인
(주)칸 주식회사 알에스케어서비스
(주)캠시스 주식회사 알이디테크놀로지
(주)케어맥스코리아 주식회사 알파메딕
(주)케이 케이 물산 주식회사 어썸이엔티
(주)케이씨테크 주식회사 에버로얄용인호텔
(주)케이아이에스코 주식회사 에센
(주)케이아이엔엑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엘(SHL)
(주)케이엘넷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투자방송
(주)코넵 주식회사 에스엠에이티
(주)코단에코트리트원주지점 주식회사 에스엠코어
(주)코인원 트랜스퍼 주식회사 에스엠하이테크
(주)쿠프마케팅 주식회사 에스제이케이
(주)클럽마스타 주식회사 에스테크
(주)타이호인스트 주식회사 에스텍
(주)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스티엔인포텍
(주)테마 (제주지점) 주식회사 에스피엠인스트로먼트코리아
(주)투씨에스지 주식회사 에이에이치씨코리아
(주)트랜센드코리아 주식회사 에이엠씨글로벌
(주)티앤에이치시스템 주식회사 에이컴메이트코리아
(주)티웨이에어서비스 주식회사 에이피씨티
(주)파즈코리아 주식회사 에프비존
(주)페르소나시스템 주식회사 에프엠에스
(주)표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프티에스에스
(주)프라이웍스 주식회사 에피넷
(주)플레이위더스 주식회사 엔드림
(주)피케이엘 주식회사 엔아이알
(주)한서모터스 주식회사 엔트리즈
(주)한솔이엔씨 주식회사 엔피에스(NPS Co.Ltd.)
(주)한아IT 주식회사 엘가
(주)한은이엔씨 주식회사 엘에스씨시스템즈
(주)한창 주식회사 엘엔피
(주)한화 주식회사 엘이디헤븐
(주)해주오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엘코스



(주)헬스올림프스 주식회사 엘피플
(주)현보 주식회사 엠에스이엔지
(주)화이트스톤 주식회사 엠에이치테크
(주)휴맥스 주식회사 엠토스솔루션스
(주)힘스 주식회사 엠피그룹
(합)고려공업기업사 주식회사 엠피씨파트너스
C&O 주식회사 연우테크놀러지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도건설
KS건축 주식회사 영피플
MATE(메이트) 주식회사 오슈마켓
SG산업 주식회사 오토위니
Y.J패션 주식회사 오파스넷
가든클래식스 주식회사 옥타곤엔지니어링
가람특허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와우기술
가비아 주식회사 와이랩코리아
간코로지스틱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이즈덴
강릉시수어통역센터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강원도수어통역센터 주식회사 와치캠
강진산업 주식회사 우리모메
거림창호금속건설(주) 주식회사 우신금속
거성전기전열 주식회사 원더브랜드
건국종합주류 (주) 주식회사 원드롭
건윤 주식회사 원을그리다
격조높은 디자인 주식회사 월드정밀
경산혜인내과의원 주식회사 윈즈시스템
경서세라믹 주식회사 윈테크더블유
경원물산(주) 주식회사 유니슨
경주상사 주식회사 유더블유에스
경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비펀스튜디오
고려신용정보 (주) 주식회사 유시티메디칼
고려종합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엑스엔
고성군수어통역센터 주식회사 유엠에프시스템
고성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유창전자
고성축산업협동조합고성읍지점 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
고양밀알선교단 주식회사 윤서티엔에스
골드C&D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과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식회사 이룸켐앤텍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식회사 이심기술
광주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주식회사 이안손앤컴퍼니
구암점기아오토큐 주식회사 이카이로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국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스텍
국제경영원 주식회사 인에이블다온소프트
군산성신병원 주식회사 인천방재
굿라이프휘트니스 주식회사 인터반
굿패밀리 주간보호센터 주식회사 인투바이오
굿플랜치과 주식회사 인피닉
귀뚜라미(마곡) 주식회사 일렉티어
귀뚜라미(아산) 주식회사 일영피엔씨
귀뚜라미(원주) 주식회사 재이러버
귀뚜라미(청도)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귀뚜라미(화곡) 주식회사 제노
귀뚜라미랜드 주식회사 제담에프앤비
귀뚜라미환경테크 주식회사 제이랩스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제이비케이랩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제이시에스



그루포안톨린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안전
극동건설(주) 주식회사 제이엠메카텍
글로리아교육재단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엠케이
글로리아항공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펀
글로벌패션아카데미 주식회사 제이피투어
금광기업 (주) 주식회사 제일피앤씨
김앤김세무회계사무소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김제우석병원 주식회사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김포다은병원 주식회사 조은월드트래블
나까무라코리아 주식회사 조인스엠
나노몰텍주식회사 주식회사 조흥저축은행
나노켐(마곡) 주식회사 주연에스앤씨
나노켐(청도) 주식회사 주원에이엔지니어링
나모웹비즈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원
나이키스포츠 진영점 주식회사 지노프로
나이키스포츠범일점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남광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참누리푸드시스템
남동소방감리 주식회사 체크멀
냉동기계 주식회사 충남알루미늄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카이스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
노르세이프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레이져
노리시스템 (주) 주식회사 켐트리
노아에이티에스(주) 주식회사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노아하우징쿱협동조합 주식회사 코어씨앤씨
녹색에너지 주식회사 코어임프레션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식회사 코인원
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주식회사 콘텐츠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주식회사 콘텐츠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주식회사 쿠프파이맵스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주식회사 큐브로이드
농심 푸드 주식회사 크로바케미칼
농업회사 법인 안동무역(주) 주식회사 클레이원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 주식회사 키이스트
농업회사법인 우리밀식품주식회사 주식회사 키인사이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태흥축산 주식회사 태현에스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가나다라브루어리 주식회사 테라에스앤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가닉코리아 주식회사 텔루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씨제트 주식회사 토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마스터에이 주식회사 투스라이프
농업회사법인 ㈜자연과미래 주식회사 투어서울코리아
농업회사법인135도주식회사 주식회사 투어엔멤버스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바이오디에이치 주식회사 트니월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정읍시친환경연합 주식회사 트니트니
농업회사법인화정바이오주식회사 주식회사 트리테크놀러지
농협파트너스 주식회사 티에스디라이프사이언스
누리엘병원 주식회사 티에스씨
뉴오리엔트시스템 주식회사 파낙토스
뉴파워프라즈마 주식회사 파크하비오
늘품 세무회계사무소 주식회사 펜타포스
니레코델타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엔지니어링
다른종합건설(주) 주식회사 프라임위더스
닥터노아바이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로텍
달컴퍼니 주식회사 플라이투유
대광건설 주식회사 플라잉 경주
대광전력㈜ 주식회사 피더블유피



대려도 주식회사 하나텍
대림엔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운드13
대명엠알씨티의원 주식회사 한국페이즈서비스
대승프린팅 주식회사 한양메디칼
대신정보기술 (주) 주식회사 한연개발
대원교육그룹 주식회사 한영
대정소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마린
대종기업 (주) 주식회사 해긴
대창건설 (주) 주식회사 해리텍스타일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민중공업
대창기업(주) 주식회사 해정건설
대창흥업 주식회사 해치텍
대한승강기에이전트㈜ 주식회사 헤링스
대현실업(주) 주식회사 헤이즐시스
대화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헤일로에이트
더블유아이제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더비코 주식회사 혜성대부
더존방재산업㈜ 주식회사 혜안글로벌
더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호두랩스
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 호텔파크하비오
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 홈앤캐피탈
덕산홀딩스 주식회사 휴맥스아이티
덕신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진플러스
덴탈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히타치엘리베이터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주식회사 힐링빈즈
동광보일러 주식회사네오퍼스
동남계전 주식회사네오퍼스방축리지점
동남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성일렉
동남통신건설 주식회사써모랩
동명P&S 주식회사아하소프트
동부여행사 주식회사업플라이코리아
동성제약 주식회사오가다
동양CSI 주식회사유진테크
동양루브실 ㈜ 주식회사이십일세기소프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주식회사인터페이스
동조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창조테크노
동진모타공업㈜ 주식회사케미넥스
동진산업 주식회사크럭셀
동해시수어통역센터 주식회사팀플러스
동화청과㈜ ㈜신나는플랫폼
동화플랜트 ㈜신성플랜트
두진푸드시스템 ㈜실리콘마이터스
둔산해운항공 (주) ㈜씨에이씨컴퍼니
드로어써클 광주 ㈜씨텍메디칼
디비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 ㈜씨팀
디알비유니온벨티노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디알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아성하이텍
디알비파텍 (주) ㈜아이렌소프트
디에이치건설(주) ㈜아이에이치엠
디오스텍 ㈜알스퀘어부동산중개법인
디와이아이앤씨 주식회사 ㈜알와이이투어
디지털퍼스트 주식회사 ㈜어반차일드
라르코리아 (LAR KOREA) ㈜에스에스피
라코르테(La Corte) ㈜에어미디어
랜스 (주) ㈜에이스비주얼
램스웨이(주) ㈜에이치앤아비즈



레드캡마이스 ㈜에이치앤지테크
레드캡투어 ㈜에이치에스모터스
레이저발코리아 (주) ㈜에이치피엠
레지디오 주식회사 ㈜엔케이투
레코피스 주식회사 ㈜엘에치이
렛유인 ㈜엠더블유네트웍스
렛유인_지사 ㈜엠씨디코퍼레이션
로고인글로벌 ㈜엠에프에스코퍼레이션
로빅스이엔지 ㈜영스에프엔씨
로빈스앤컴퍼니 ㈜영진유통
롤스로이스인터내셔날리미티드 영업소 ㈜예림호건축사사무소
루트세미콘 ㈜예산교통
룩센트인코포레이티드 주식회사 ㈜오리엔트
리니어블주식회사 ㈜와이솔
리레코코리아 주식회사 ㈜원제로소프트
리봄화장품 주식회사 ㈜위코테크
리코전자디바이스코리아 ㈜ ㈜유니슨정밀공업
마루종합건설 ㈜유디스컴퍼니
마리앤라인의원 ㈜유인플러스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유진에스앤에이
마스타전기차(주) ㈜유텍솔루션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 ㈜이렌컴더마이스
맥그리거코리아 ㈜이십일세기소프트 광주지사
메드윈 ㈜이어존
멜텍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투어리즘
명강건설 주식회사 ㈜인세션
명랑시대외식청년협동조합 ㈜일링아카이브
명성공업 ㈜자이네스
목포신도디지털OA ㈜제이비루트
무브 주식회사 ㈜조아라
무진전자 ㈜조풍건설
무한아이피 주식회사 ㈜중원이노베이션
무한아이피씨 주식회사 ㈜지디에스
문화재단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뮤엠교육 ㈜지씨티인터내셔날
미래교역 ㈜ ㈜창대피엔비
미래적산 ㈜ ㈜천일콘크리트
미주제강(주) ㈜충남고속
미주제강(주)서울사무소 ㈜카옥션
미주제강(주)순천공장 ㈜케이아이씨
미코바이오메드 ㈜큐라클
미크론정공 ㈜크로니아이티
미화콘크리트 ㈜크리스앤파트너스
바닐라모바일 ㈜크리에이텍
바다출판사 ㈜클래시스
바이온 주식회사 ㈜클립소프트
발로 주식회사 ㈜태령토건
발로(VALOR) ㈜테스칸코리아
밥상차려주는집 ㈜테크코리아
백산개발(주) ㈜테팩스
백제컨트리클럽㈜ ㈜트랜스코리아투어
밸류씨앤아이 주식회사 ㈜티아이에스씨
버슘머트리얼즈 한양기공㈜ ㈜파이닉스알엔디
버슘머트리얼즈에스피씨코리아 유한회사 ㈜팜솔루션
버슘머트리얼즈에이디엠코리아 유한회사 ㈜패션고코리아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 주식회사 ㈜팬젠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유한회사 ㈜퍼스트인테리어
버추얼모션 (주) ㈜평강
범양 ㈜피비쏠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피즐리소프트
법무법인 한미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
법무사김윤섭사무소 ㈜한나에프앤비
베링거인겔하임 ㈜한영교육연구원(제일간호학원)
베바스토코리아 주식회사 ㈜화진정보통신
베이커리 오월의 종 중앙메딕스(주)
보령도시에너지건설 (주) 지구환경㈜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지맥스솔루션
보보스링크(주) 지성글로벌
보성특수농산 지성쉬핑
보원산업 지성에너지
보현건설 지성테크
복지재단 지앤씨건설㈜
부강주유소 지오디스코리아 주식회사
북인천서비스 기아오토큐 진성공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진해재활원
브릴리언츠 주식회사 참 좋은집
비씨엔씨 참다운건설 주식회사
비엑스티글로벌 주식회사 채널케이
비전상사 천우주식회사
비제이크라맥스(주) 철원군수어통역센터
비티엘메디컬테크놀로지코리아 유한회사 청원산기 (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청주프라임병원
빛고을지역아동센터 최상근회계사무소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꿈미출판 춘천시수어통역센터
사단법인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충청화학에너지㈜
사단법인 부산로봇산업협회 카네기경영연구원 주식회사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사이노슈어코리아 유한회사 컨버스광복점
사회복지법인 현정어린이집 컨빈코리아
산주광학 컴레이저
삼광종합건설 컴아임
삼성산업주식회사 케이맥
삼성연합정형외과 케이에프이엔지주식회사
삼영특수인쇄 케이제이시스템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주) 케펠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원기술 주식회사 코닉오토메이션(주)
삼척시수어통역센터 코미코
삼학무선전자장비 코셉머티리얼
삼호엔지니어링주식회사 코스모앤컴퍼니
삼화그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콜넷코리아㈜
삼화정밀화학㈜ 쿠키미디어(주)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 크로커스에너지코리아 주식회사
상정인터내셔널(주) 크루비 주식회사
새롬전력㈜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서면금박 키즈하우스어린이집
서울씨아이에스 타운마이닝캄파니(주)
서울화인테크(주) 탑스씨앤씨
서울힐링요양병원 태광후지킨 주식회사
서원물산㈜ 태린
서초하나산부인과 태백시수어통역센터
선우ENG주식회사 태성엔지니어링
선익시스템 태영



성공해운항공(주) 태영산업
성광테크 태영전자 ㈜
성북50플러스센터 태영하이텍 ㈜
성산환경주식회사 텔레씽크(주)
성원 어린이집 토마스엔지니어링
세무법인드림 토정삼계탕
세무사김병수세무회계사무소 톰스코리아 주식회사
세주인터내셔날 (주) 투투정비서비스(주)
세진 ENG 트래스코
세하주식회사 특허법인 무한
센추리 티에스엠㈜
소시오넥스트코리아 티엔에스코리아
소쿠고베 (주)한국지점 티티에스마린코리아㈜
속초시 수어통역센터 티포트 주식회사
송영철공작소 파인마켓 혁신점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 판다칸칸
쉬즈산부인과 팔방에프앤비(주)
스카이밸류 주식회사 패라매트릭코리아㈜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패션그룹형지 (주)
스필일렉트릭㈜ 평창군수어통역센터
시립화곡청소년센터 풍성제과 광주 광천점
시지엔지니어링 ㈜ 풍성제과 광주 행암점
신도건설(주) 풍성제과 광주공장
신명이엔씨 풍성제과 광주진월점
신성 풍성제과 롯데백화점광주점
신영 풍성제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
신용썬테크 주식회사 풍성제과 익산점
신원데코 퓨쳐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신원제이에스 (JS) 엔지니어링 프라나 이비인후과
심혈관 중재시술 연구소 프라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쏘나브이피씨코리아 (주) 플러스이엔지 (주)
씨닐영농조합법인 플러스테크 주식회사
씨앤에프시스템 주식회사 피에스이코리아(유)
씨에스셀팜 주식회사 피엔엘인터내셔날
씨에이치디(주) 피지에스 이스트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씨케이디한국주식회사 피터팬엠피씨
씨퍼스트코리아 주식회사 핀인터내셔날
씰리메드 주식회사 하나마이크론 (주)
아레나코리아 주식회사 하나텍플러스 주식회사
아방데코 하남종합시멘트㈜
아이씨엠 주식회사 하이네이처(주)
아이알링크 (주) 하이테크롤 주식회사
아이약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아이엔씨테크놀로지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원주시지회
아이원스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아이피지포토닉스코리아(주) 한국레이저
안양도시공사 한국렌탈(주)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 한국방진방음 (주)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한국샤링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한국신에츠첨단재료 주식회사
양양군수어통역센터 한국아이티진흥주식회사
양정일성아리채아파트 한국오에스지 (주)
에너에버배터리정보 주식회사 한국우시오㈜
에브리온티브이 한국이토추마루베니철강 주식회사
에스씨네트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에스에이엠티 한국전광(주)



에스에프 주식회사 한국종합물류 ㈜
에스엔식품 한국첼리㈜
에스엠테크 한국캐피탈㈜
에스와이메디케어 한국코닥(주)
에스텍 (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에이디반도체(주) 한국테루모㈜
에이비에스지컨설팅인크 한국피엠아이컨설팅그룹 주식회사
에이스타중기 한국허벌라이프 (주)
에이에스엠어셈블리시 한나식빵첨단점
에이에스엠케이㈜ 한남이엔지(주)
에이에스이코리아 한도석유 주식회사
에이에프티 한미산업㈜
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한서종합건설㈜
에이치씨엠㈜ 한성전자
에이치아트 한솔자동기
에이치앤이루자 한스코리아㈜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주식회사 한양이엔지
에이티이인터내셔널(주) 한울림네트웍(주)
에이피시스템(주)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에이피에스홀딩스 ㈜ 한진플러스
에프앤센터 주식회사 할톤코리아 유한회사
에프티에스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엑세스커뮤니케이숀앤드컨설팅(주) 해성산업
엔쓰리엔클라우드 해주건설주식회사
엔엔알호텔즈인터내셔널코리아 헤르메스마이크로비전코리아 주식회사
엔자임헬스 (주) 현대절연상사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현대정밀
엘로맥스주식회사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주)
엘비세미콘 현대토건(주)
엘에스케이(LSK) 현지테크
엘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형산석유(주)원주유소
엠앤엠산업 주식회사 호산제과
엠앤엠통운 (주) 호유코리아 주식회사
엠와이씨엔엠 호텔 다움
엠제이씨티 홈시스
엠지씨 홍천군수어통역센터
엠티아이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엠티유코리아 유한회사 화인상사
여홍사 화천군수어통역센터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회생의료재단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부설산후조리원 횡성군수어통역센터
연운항훼리주식회사 훠궈야 광교아브뉴프랑점
연합케이블(주) 훠궈야 송파파크하비오점
영농조합법인 양지 훠궈야 여의도 아이에프씨몰점
영메디칼 훠궈야 판교아브뉴프랑점
영어조합법인대오수산 휴머스건설
영업지원테스트 휴비스워터
영월군수어통역센터 히오키코리아
영일프레시젼
영풍산전(주)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예온건설㈜
오드랑베이커리
오로스테크놀로지
오륜교회
오복F&C



오복공업사
오슈마켓(오수연)
오슈마켓(오수진)
오큐브주식회사
오휘행복점
옥련점 현대자동차
온누리에이치엔씨
온시큐리티
와일드알프코리아㈜
우리레오피엠씨주식회사
우리종합인력
우암정보통신(주)
우주모형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주)
우진산업
운화정보통신
원앤원산업개발주식회사
원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원익테라세미콘
위더스 (주)
위드로봇(주)
위드영메디칼
유니모테크놀로지(주)
유니테스트
유림아이엔씨
유사나코리아
유성자동차공업사
유신골재건재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