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후원금 및 물품 현황
■ 일반후원

ㄱ

(단위 : 천원)

감*용7 강*원10 강*경10 강*미10 강*정10 강*정20 강*운2 강*형10 강*구50
강*철10 강*진20 고*수10 고*훈10 고*숙10 고*순5 국*현20 권*영10 권*헌20
권*민10 권*욱20 권*숙5 권*주10 금*열30 기*원100 기*진10 김*연10 김*유10
김*순10 김*봉10 김*숙10 김*솜10 김*성10 김*훈10 김*철5 김*수20 김*순3
김*희30 김*국10 김*정5 김*열10 김*경20 김*순10 김*래10 김*산10 김*길7
김*수10 김*용30 김*은10 김*진10 김*린5 김*만10 김*희5 김*민3 김*희100
김*진10 김*현36 김*영10 김*희10 김*희20 김*범5 김*웅5 김*헌20 김*람10
김*미10 김*미10 김*미30 김*수10 김*숙7 김*숙10 김*순10 김*제20 김*준10
김*진10 김*희10 김*갑20 김*만30 김*식20 김*우10 김*준5 김*자20 김*선10
김*섭5 김*경10 김*미10 김*미10 김*미10 김*주10 김*희10 김*옥10 김*연10
김*섭10 김*순20 김*순30 김*은10 김*인10 김*자10 김*희10 김*영10 김*형10
김*호10 김*우50 김*희20 김*경10 김*완10 김*래20 김*숙20 김*기20 김*정3
김*진10 김*철5 김*숙20 김*정30 김*진20 김*호10 김*래10 김*경20 김*진5

ㄴ

남*미10 남*희20 노*근30 노*정5 노*삼10

ㄷ

도*연50

ㄹ

류*숙7 류*기20 류*홍10

ㅁ

문*석5 문*호10 민*란10 민*영10

ㅂ

박*희5 박*일5 박*선10 박*선10 박*숙10 박*선25 박*연5 박*선30 박*라10
박*서3 박*환30 박*순10 박*열10 박*희20 박*찬10 박*현20 박*연50 박*정7
박*운10 박*정3 박*양30 박*우10 박*원10 박*숙10 박*아10 박*규10 박*선5
박*성20 박*성5 박*오10 박*경7 반*숙10 방*환10 배*락5 배*욱10 백*종10
백*란10 백*자10 백*훈5 백*종10

ㅅ

서*철3 서*숙5 서*구3 서*석10 성*일10 성*주10 성*지10 성*선10 손*기7
손*호10 손*일7 송*우10 신*호20 신*람30 신*아5 신*미20 신*연10 심*영30

ㅇ

안*숙10 안*수20 안*모20 안*진5 안*주10 양*아10 양*선10 엄*춘10 엄*숙10
엄*주5 여*진10 연*원10 오*숙3 오*숙10 오*훈10 오*도20 오*수20 옥*기10
우*정10 우*희30 원*미10 원*휘20 유*일7 유*배10 유*복7 유*학10 유*근10
육*근5 윤*환30 윤*혁10 윤*선10 윤*옥7 윤*환10 윤*현10 윤*석5 윤*영10
음*석10 이*유200 이*문10 이*숙10 이*옥30 이*자300 이*필10 이*근5 이*순20
이*용5 이*종5 이*재10 이*연10 이*천10 이*람20 이*문20 이*철10 이*택30
이*필30 이*희3 이*희10 이*규7 이*기5 이*연10 이*옥10 이*성5 이*희5
이*애10 이*진100 이*영10 이*희10 이*희10 이*상15 이*주10 이*수7 이*숙30
이*안30 이*임20 이*연5 이*연10 이*연30 이*호10 이*민10 이*광5 이*나5
이*숙5 이*숙10 이*원10 이*겸5 이*원10 이*석10 이*영10 임*심5 임*진10
임*순3 임*욱5 임*일10 임*미10 임*범10 임*식30 임*우7 임*원10 임*정5
임*희10

ㅈ

장*석10 장*호10 장*경10 장*희30 장*녀5 장*섭20 장*수20 장*영20 장*영30
전*자10 전*주5 정*규20 정*수10 정*순20 정*수20 정*영7 정*영3 정*자10
정*봉30 정*규10 정*권5 정*규10 정*범10 정*화5 정*순10 조*순10 조*자10
조*희20 조*규10 조*리10 조*동5 조*란10 조*량10 조*현30 조*현10 조*성5
주*일5 지*기10 지*훈20 지*섭5 진*미5 진*용5

ㅊ

차*희5 최*애10 최*상10 최*영5 최*길10 최*용10 최*화10 최*자10 최*자10
최*순10 최*운10 최*해10 최*형10 최*성10 최*미10 최*인10 최*희10 최*희20
최*나30 최*성10 최*옥3 추*선20

ㅎ

하*혜30 한*미5 한*수10 한*환100 한*길30 한*희10 한*희3 한*근10 한*훈10
한*탁5 함*대10 허*자10 허*도10 현*환10 홍*호5 홍*원50 홍*현5 홍*선10
홍*기10 홍*영10 황*형30 황*영10 황*임10 황*아5 황*우10

■ 기업 및 단체 후원

(단위 : 천원)

킹스턴커피부평10 화이트앤크린50 주안중앙장로교회100 사회복지법인네트워크5000
미성화로구이30 동성환경개발10 더블유지에이전시(김택수)100 송광환경50
꼬마또래어린이집10 다온에너지30 디아스코20 (주)CNS푸드10 (주)승윤오토택50
(주)유일모터스자동차매매30 (주)트윈테크100

■ 결연후원

ㄱ

(단위 : 천원)

강*주20 강*석100 강*석100 강*윤10 고*석30 곽*주20 곽*정20 곽*정20
구*진40 구*미10 구*선30 구*영10 구*주30 권*하30 권*선20 권*선10 권*미30
김*훈10 김*숙10 김*린30 김*중30 김*연10 김*숙100 김*신30 김*봉50 김*분30
김*미30 김*옥10 김*희30 김*미10 김*현10 김*미15 김*수10 김*우10 김*연20
김*영30 김*현10 김*준30 김*혜10 김*양20 김*환30 김*중20 김*범20 김*선20
김*선100 김*진30 김*천20 김*진20

ㄴ

나*미50 남*자20 남*섭40 남*희10 노*중10

ㄷ

(주)동연엘시엠50

ㄹ

레드홀릭투자클럽60 류*선10

ㅁ

문*례50 민*화20 mesilisebastiem20

ㅂ

박*자50 박*영10 박*호20 박*덕10 박*주10 박*훈30 박*정10 박*용10 박*웅20
박*숙10 박*인5 박*진10 백*주40 백*연10 법률사무소도50

ㅅ

서*훈20 성*승30 성*석30 성*석20 소*령10 손*만20 송*영10 송*주30 송*숙10
송*상30 신*선20 신*경280 신*영10 신*은10 신*영10

ㅇ

안*준20 안*란30 양*름10 엄*숙10 오*욱50 오*인10 오*혜10 우*용200 원*영50
유*순10 유*심10 윤*국10 이*애10 이*일90 이*애10 이*향10 이*람10 이*연20
이*재10 이*진20 이*민30 이*목40 이*기90 이*근10 이*구90 이*섭20 이*성50
이*철10 이*영20 이*은10 이*수20 이*재150 이*자20 임*희140 임*영10
임*영10 임*은30 임*주30 주식회사 인컴이앤씨60

ㅈ

장*하50 장*주10 전*훈50 전*여30 전*경10 전*림20 정*란30 정*희10 정*수10
정*해30 정*일30 정*진30 정*선30 정*영20 정*영50 정*희20 정*섭20 정*강10
정*진20 제*명20 조*인30 조*조50 조*철20 조*철20 조*선20 조*원10 주*옥100
주*혜20 지*기20 진*철30

ㅊ

차*준100 채*영30 최*미20 최*선10 최*정30 최*애30 최*진20 최*희30 최*용50
최*재30

ㅎ

한*길20 한*근50 함*진120 허*양5 홍*범30 황*민30 황*우(한*희)60 황*롱10

황*림10

■ 물품(지정 및 비지정)
▸▸▸ 단체
오정구노인복지관 도넛츠 310EA
부평구청 복지정책과 손소독제120EA
함께하는사랑밭 침구류 16BOX
사회복지법인네트워크 책21권
롯데쇼핑 (주) 롯데마트부평역점 테이프크리너(리필)1EA 룸바이홈 테이프크리너(대)2EA
다이소균일가1EA 메디안 키즈 칫솔1EA 페리오 키즈치약5EA 키즈칫솔1EA
무균무때 세정제(욕실용)4EA 엘라스틴 모이스처 린스1EA 다시멸치3BOX
아토마일드 빅 물티슈1EA 고주바멸치2BOX

페브리즈 기획(다우니)2EA

깨끗한 나라 순수화장지2EA 위생백(소)1EA

비닐 다용도백 100매1EA

2080 키즈알파소다버블3EA 위생백(중)1EA
파인트리홈 계란32판
부평구보건소 마스크(소형)650EA
인천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손세정제14EA
해바라기정육식당 불고기6통
인천아동복지협회 손소독제79EA EBS교재8권 마스크2,255EA 소독기계2EA
코레일사회봉사단 자유시간아몬드1EA 피죤엘로우미8EA 액츠베이킹4EA
비트1.6+1.6일4EA 러블리퍼품샴푸14EA 케라데미지린스5명
코디순수데코5EA 무균무때 욕실5EA 스테이지312EA 2080집중케어5EA
2080퓨어솔트10EA 아이보리10개2EA
한국철도공사 로쎄암 손소독제 겔타임 500ml 30EA 손세정제50EA
스모키랩 중고의류1BOX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인형 170EA
SPC행복한재단 빵170EA
▸▸▸ 개인
신*윤 의류1BOX
최*준 의류1BOX
제*명 농구골대1EA
김* 건강잡곡10BOX
신*주 사탕3통
신*경 불고기 외 간식류 5BOX
무명 치킨14마리 피자14판

무명 떡2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