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지역 신청자명 기관명

1 강원 우*영 월드비전 동해종합사회복지관

2 경기 허*례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3 경기 박*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4 경기 변*주 상동종합사회복지관

5 경기 최*미 안산시선부종합사회복지관

6 경기 이*영 안성종합사회복지관

7 경기 이*숙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8 경남 강*진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9 경남 권*미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10 경남 안*영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11 경남 정*화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12 경북 김*화 상록모자원

13 경북 정*영 상록모자원

14 경북 이*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5 광주 신*라 양지종합사회복지관

16 대구 최*진 남산종합사회복지관

17 대구 김*정 월성종합사회복지관

18 대구 박*우 월성종합사회복지관

19 대구 백*옥 월성종합사회복지관

20 대구 최*조 월성종합사회복지관

21 대구 이*정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2 대전 김*애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3 대전 이*희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4 대전 황*화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5 대전 최*주 용운종합사회복지관

26 대전 한*영 용운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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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전 한*미 용운종합사회복지관

28 부산 손*숙 다대종합사회복지관

29 부산 장*영 두송종합사회복지관

30 부산 박*경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31 부산 박*민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32 부산 김*화 부산한부모가족센터

33 부산 김*옥 영진종합사회복지관

34 부산 명*진 장선종합사회복지관

35 부산 박*미 장선종합사회복지관

36 부산 최*미 한나빌리지

37 서울 장*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38 서울 전*영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39 서울 심*희 동작종합사회복지관

40 서울 황*현 동작종합사회복지관

41 서울 유*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42 서울 김*진 성수종합사회복지관

43 서울 권*주 신내종합사회복지관

44 서울 김*옥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45 서울 한*주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46 서울 하*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47 서울 이*금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8 서울 이*주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9 서울 김*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50 인천 김*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51 인천 남*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52 인천 박*연 만수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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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천 이*숙 삼산종합사회복지관

54 인천 최*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55 인천 김*란 송림종합사회복지관

56 인천 송*혜 숭의종합사회복지관

57 전남 도*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58 전북 김*화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59 전북 배*미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60 전북 안*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61 전북 김*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62 전북 김*식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63 전북 홍*선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64 전북 이*의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65 전북 안*미 원광종합사회복지관

66 전북 정*미 원광종합사회복지관

67 제주 강*선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68 제주 김*정 서부종합사회복지관

69 제주 염*경 서부종합사회복지관

70 제주 홍*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71 제주 문*미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72 제주 이*선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73 충남세종 김*옥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74 충남세종 김*옥 세종종합사회복지관

75 충남세종 이*정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76 충남세종 조*희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77 충북 이*진 산남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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