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후원금 및 물품 현황

■ 비지정(CMS 및 계좌이체)후원

ㄱ

(단위 : 천원)

감*용7 강*원10 강*옥10 강*석10 강*경10 강*미10 강*운2 강*형10 강*철10
고*수10 고*숙10 고*욱20 고*선10 고*순5 고*원5 구*연5 구*연5 권*헌20
권*연10 권*민10 권*욱20 권*숙5 권*주10 금*열30 기*원100 김*연10 김*중10
김*봉10 김*숙10 김*준10 김*성10 김*웅10 김*훈10 김*철5 김*수20 김*순3
김*순10 김*희30 김*석5 김*정5 김*정510 김*준10 김*열10 감*경20 김*래10
김*길7 김*봉50 김*용30 김*은10 김*진10 김*훈5 김*만10 김*희5 김*권10
김*민3 김*래30 김*웅5 김*정10 김*희100 김*진10 김*영10 김*희 10 김*희20
김*범5 김*식10 김*원10 김*웅5 김*헌20 김*미10 김*미10 김*수10 김*숙7
김*순10 김*순10 김*제20 김*준10 김*진10 김*희10 김*갑20 김*식20 김*준5
김*자20 김*석20 김*미10 김*미10 김*정5 김*주10 김*애10 김*섭10 김*섭10
김*연10 김*순10 김*순30 김*옥5 김*은10 김*인10 김*희10 김*걸10 김*연5
김*영10 김*형10 김*호10 김*양10 김*우50 김*훈5 감*경10 김*완10 김*기20
김*래20 김*정3 김*진20 김*숙20 김*래10 김*경20

ㄴ

노*정5

ㄹ

류*숙7 류*기61 류*홍10

ㅁ

막내이모20

ㅂ

박*일5 박*연5 박*라10 박*서3 박*순10 박*희20 박*찬10 박*정7 박*수10
박*훈30 박*정3 박*혜510 박*오10 박*경7 박*운20 박*수3 반*석20
배*락5 백*자10 백*훈5

ㅅ

서*섭10 서*구3 서*석10 석*훈20 성*주10 성*지10 성*선10 손*기7 손*호10
손*일7 손*한10 손*윤10 송*우10 신*성10 신*호20 신*선3

ㅇ

안*모20 안*진5 양*선10 엄*춘10 엄*주5 여*훈10 여*진10 여*영10 연*원10
오*도20 오*희30 옥*기10 우*정10 우*희30 원*미10 유*일7 유*복7 윤*혁5
윤*옥7 윤*상10 윤*석5 윤*정10 음*석10 이*문10 이*용10 이*희10 이*용5
이*종5 이*재10 이*숙10 이*옥10 이*연10 이*문20 이*철10 이*희3 이*희10
이*경10 이*경5 이*규7 이*기5 이*옥10 이*성5 이*희5 이*희7 이*희10 이*희10
이*상15 이*우3 이*례10 이*수7 이*연10 이*나5 이*금10 이*숙5 이*숙10
이*원10 이*정10 이*영20 이*겸5 이*원10 임*진10 임*욱5 임*일10 임*미10
임*옥10 임*우7 임*원10

ㅈ

장*준5 장*섭20 장*수20 장*영20 전*린10 전*필3 전*배3 전*자10 정*규20
정*률30 정*수10 정*희5 정*영7 정*영3 정*자10 정*권5 정*순10 조*숙3
조*리10 조*동5 조*현10 지*섭5 진*열10 진*용5

ㅊ

차*희5 천*덕3 최*미10 최*훈30 최*길10 최*인5 최*희10 최*해10 최*성10
최*희10 최*나30 최*성10 최*옥3 최*태10

ㅎ

하*애10 한*희10 한*리20 한*희3 한*탁5 허*웅10 홍*호5 홍*선10 홍*기10
홍*영10 황*현10 황*정10

■ 단체후원

(단위 : 천원)

(주)CNS푸드10, ㈜승윤오토택50, (주)동연엘시엠50 ㈜트윈테크100,
주식회사 인컴이앤씨 60 광성미싱20 꼬마또래어린이짐10 북인천세무서 500
봄빛약국 162, 부평희망약국102

■ 결연(CMS 및 계좌이체)후원

ㄱ

(단위 : 천원)

강*혁20 강*주20 강*석150 곽*주20 곽*선100 권*선30 김*중30 김*안10
김*주50 김*미10 김*현10 김*미15 김*환10 김*영10 김*혜10 김*경10 김*중20
김*범20 김*선20 김*원30 김*천20 고*석30 곽*경10 곽*정20 김*영30 김*미20
김*옥10 김*희30 김*진30 김*현10 김*경20

ㄴ

남*섭40

ㄹ

류*선10

ㅁ

모*진20 민*화20

ㅂ

박*라10 박*영10 박*호20 박*덕10 박*주10 박*용10 박*웅20

ㅅ

서*은30 서*훈20 성*승30 성*석50 소*령10 손*만20 송*영20 송*주30 송*상30
신**아20 신*경240

ㅇ

안*란30 양*정10 오*욱50 오*인10 오*혜10 유*영10 유*심10 유*선10 윤*열50
윤*옥240 이*애10 이*일90 이*주20 이*애10 이*아20 이*택30 이*재10 이*미30
이*현5 이*진20 이*민30 이*목40 이*진10 이*희10 이*근10 이*미30 이*철10
이*숙30 이*선10 이*재150 이*자20 임*희140 임*영10 임*영10

ㅈ

장*주10 정*란30 정*수10 정*민20 정*해30 정*일30 정*미20 정*훈50 정*수5
정*선30 정*영20 정*영20 정*희20 정*진20 제*명10 조*인30 조*조50 조*일10
조*철40 조*선20 주*혜20 진*철30

ㅊ

차*준100 채*영30 최*은10 최*선10 최*열10 최*동10 최*열10 최*동10 최*협25
최*진20

ㅎ

하*수80 하*영20 한*근50 한*원20 함*진40 홍*범30 홍*화10 황*정10 황*롱10

■ 물품(지정 및 비지정)
▸▸▸ 단체
나눔애 쌀20kg15EA
인천도시가스(주) 쿠키100EA,크림치즈머핀130EA, 단팥방100EA
주식회사리플러스 나라마워시100EA, 나라마로션100EA, 나라마오일100EA
부평중부사회복지관 아이스크림90EA, 밀크캔디2BOX
부평구청사회보장과 쌀5kg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생필품꾸러미7BOX
롯데쇼핑(주)롯데마트부평역점

똑똑한어린이첫사전수수께끼3001EA, 친환경파우치5EA,

롯데고깔콘, 치토스멀티팩2EA, 뚜부과자50EA, 글송이예쁜공주세계명작동화1EA,
오리온감자패일리팩3묶음, 글송이예쁜공주첫이솝이야기1EA, 스마트뽀송제습제(옷장용)5EA,
onlyprice습기제거제4EA, 페브리즈상쾌한향16EA
케익하우스 케익7EA
한국GM징검다리 사과10BOX, 떡4kg15BOX
해바라기정육식당 불고기3kg6통
해냄푸드 등심탕수육15kg 북경식찹쌀꿔바로우10kg 속이알찬미트볼15kg 미트볼5봉15kg
북경식찹쌀꿔바로우5봉15kg 치킨텐데5봉15kg 탕수육5봉15kg
▸▸▸ 개인
김국화 아모스샴푸8EA, 슈퍼타이8.5kg2EA, 곽티슈8개입3BOX, 롤휴지30개입5EA
물티슈2BOX
고재원 옷,가방1BOX
조형현 하리보골든베어젤리1EA, Loacker2EA, 꿀떡1EA, 피크닉음료2EA, 사탕초콜릿1EA
몽쉘4EA, 김사라초코파이(60개입)3BOX, 롤화장지(30개롤)4묶음, 진라면(15개입)4BOX
비트5EA, 육개장3BOX
조경화 햄버거100SET 데리버거set100EA 데리버거set100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