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기부 

(주)SPC PACK (주)그린토피아건설 (주)금화PSC (주)다원스토리 (주)벤처캐슬 (주)비즈마컴 

(주)쁘리마쥬 (주)삼일이엔지 (주)상현상사 (주)샌드팜 (주)샤니 (주)성현메디텍 

(주)세륜인터내쇼날 (주)세전 (주)스포츠비젼 (주)쓰리디산업영상 (주)에스피씨네트워크 

(주)에스피씨삼립 (주)에스피씨지에프에스 (주)에스피씨캐피탈 (주)에이에스엠케이 

(주)오투스페이스 (주)운잠캐슬 (주)주작소건축사사무소 (주)코이너스인터내셔날 

(주)포스트디자인보현 (주)호남샤니 ARS전화모금 BAP han jihee PH치과기공소 SPC CLOUD 

SPL(에스피엘) 가온테크 강가람 강건욱 강견화 강경남 강경래 강경민 강경옥 강경희 강귀녀 

강근우 강나라 강난희 강남구 강남규 강남순 강남춘 강남희 강내영 강대룡 강대인 강동기 

강동연 강동열 강동욱 강동철 강동호 강동훈 강동훈(유정) 강리나 강명엽 강명원 강미경 

강미림 강미애 강미진 강미희 강민석 강민수 강민우 강민정 강민준 강민지 강병옥 강병욱 

강병윤 강병주 강봉녀 강석범 강석용 강석철 강선경 강선미 강선상 강선옥 강선우 강선이 

강성운 강성희 강소리 강수권 강수민 강순복 강순익 강승민 강시원 강신규 강신열 강신혜 

강연주 강영실 강예은  강용원 강유빈 강윤숙 강은경 강은비 강은택 강인황 강인후 강임순 

강재민(오재향) 강재봉 강점순 강정숙 강주호 강지수 강지영 강지예 강지원 강지현 강지훈 

강창석 강채롱 강철 강충구 강태의(오재향) 강태후 강현 강현석 강현숙 강현정 강현호 

강형동 강형민 강형욱 강혜경 강혜정 강호출 강화실 강희숙 강희순 강희일 

건축사사무소지오 경희명인당한의원 계경윤 계상준 계승균 고경석 고경화 고기열 고길희 

고다솜 고동일(고경호) 고명한 고미연 고범식 고상호 고설아 고성숙 고성호 고수미 고수진 

고연진 고영욱 고영일 고원경 고유경 고윤진 고인옥 고정우 고정욱 고정화 

고정환(고유라,고승유,고유나) 고지수 고지영 고지운 고진만 고창수 고현경 고현주 고희경 

골목길 공귀현 공대영 공민호 공병조 공수진 공은희 공현주 공혜은 공희정 곽근영 곽명미 

곽민정 곽범준 곽병만 곽수정 곽수진 곽승연 곽신례 곽윤정 곽재복 곽재성 곽진균 곽진태 

곽호승 곽희영 구경희 구동현 구명숙 구미영 구선경 구숙희 구순이 구영순 구영호 

구좌리얼크니손칼국수 구태훈 구현숙 구현주 구혜란 권구철 권기운 권남경 권대길 권대현 

권미숙 권미현 권미화 권민희 권범석 권병렬 권서방네 순대국 권성숙 권성안 권세경 권소연 

권수현 권순기 권순아 권순율 권순창 권순형 권애영 권연재 권영숙 권영우 권영진 권영희 

권예지 권오신 권오훈 권요한 권용찬 권욱범 권유진 권은경 권은선 권은영 권은자 권은지 

권인숙 권재웅 권정숙 권주연 권지은 권지혜 권진우 권진홍 권처달 권형주 권혜미 권혜자 

금신자 금창성 기금비 기범모 기상연 기영남 기우경 기재영 기종림 기창명 길두재 길연하 

길종합건축 길혜성 김가윤 김가현 김감남 김갑봉 김갑수 김강수 김강희 김건우 김경렬 

김경리 김경묵 김경미 김경민 김경배 김경석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율 김경은 김경자 

김경표 김경한 김경호 김경희 김계완 김계희 김고은 김관우 김광덕 김광옥 김광현 김광훈 

김국정 김귀은 김규근 김규년 김규랑 김규완 김규태 김균도 김근수 김근우 김근형 김금희 

김기범 김기선 김기성 김기순 김기월 김기태 김길용 김나결 김나영 김남섭 김남수 김남우 



김남이 김남혁 김남효 김다솜 김다은 김다임 김다혜 김대규 김대기 김대성 김대연 김대완 

김대운 김대진 김대형 김대환 김대희 김덕자 김덕현 김도영 김도윤 김도현 김도훈 김도희 

김돈겸 김동규 김동석 김동신 김동운 김동윤 김동이 김동익 김동준 김동진 김동찬 김동혁 

김동효 김동희 김두섭 김두진 김두현 김등모 김디라왐사 김라미 김래아 김래영 김래원 

김리후 김만 김만근 김매경 김명석 김명수 김명순 김명연 김명자 김명진 김무찬 김문규 

김문정 김문찬 김문철 김문희 김미경 김미남 김미례 김미성 김미숙 김미옥 김미원 김미자 

김미정 김미지 김미진 김미희 김민경 김민규 김민서 김민석 김민선 김민설 김민성 김민수 

김민식 김민영 김민우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찬 김민창 김민채 김민철 

김민희 김반야 김방선 김범수 김병국 김병남 김병수 김병완 김병용 김병철 김보경 김보미 

김보성 김보영 김보은 김복순 김봉관 김봉근 김봉수 김봉진 김봉진(김상규) 김부성 김분이 

김분현 김분희 김빛나리 김사라 김사중 김상규 김상기 김상림 김상수 김상숙 김상아 김상옥 

김상유 김상윤 김상일 김상태 김상현 김샛별 김서영(김지수) 김서우 김서원 김서윤 김서진 

김석규 김선 김선경 김선규 김선미 김선영 김선욱 김선주 김선형 김선화 김선희 김성겸 

김성경 김성규 김성기 김성문 김성배 김성보 김성봉 김성숙 김성식 김성연 김성열 김성옥 

김성은 김성중 김성지 김성태 김성하 김성훈 김성휴 김성희 김세인 김세훈 김소라 김소망 

김소연 김소용 김소윤 김소저 김소정 김소형 김소희 김송희 김수건 김수경 김수령 김수미 

김수병 김수영 김수완 김수정 김수진 김수철 김숙영 김숙좌 김숙희 김순득 김순복 김순영 

김순임 김순자 김슬기 김슬지 김승경 김승욱 김승원 김승유 김승준 김승중 김승택 김승표 

김승환 김승희 김시영 김시완 김시윤 김시형 김신숙 김신아 김아윤 김안수 김애리 김애림 

김애영 김양수 김양희 김연석 김연수 김연순 김연옥 김연주 김연후 김연희 김영가 김영기 

김영도 김영림 김영미 김영삼 김영상 김영성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신 김영심 김영옥 

김영욱 김영은 김영재 김영주 김영준 김영한 김영현 김예슬 김예은 김예진 김옥 김옥경 

김옥광 김옥근 김옥란 김옥미 김옥채 김옥희 김완섭 김용 김용(김상민) 김용대 김용득 

김용선 김용진 김용철 김용호 김용화 김우석 김원기 김원욱 김원진 김원한 김유경 김유나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선 김윤숙 김윤양 김윤정 김윤종 김윤진 김윤철 김윤호 김윤희 

김은결 김은경 김은기 김은미 김은선 김은성 김은솔 김은숙 김은영 김은옥 김은유 김은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희 김의숙 김의열 김이선 김이현 김인곤 김인숙 김인순 김인진 

김인혜 김인호 김인환 김일양 김임란 김자경 김자영 김장희 김재균 김재근 김재덕 김재무 

김재연 김재욱 김재웅 김재일 김재혁 김재현 김재협 김재호(이정원,김윤이,김서이) 김재훈 

김재휴 김재희 김점숙 김정 김정근 김정남 김정미 김정민 김정백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옥 김정원 김정인 김정임 김정자 김정진 김정학 김정한 김정헌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제수 김종규 김종대 김종만 김종명 김종민 김종석 

김종섭 김종성(김성숙) 김종수  김종숙 김종연 김종열(김지현) 김종우 김종철 김종택 김종호 

김종희 김주경 김주기 김주명 김주성 김주아 김주연 김주은 김주한 김주현 김주희 김준곤 

김준구 김준범 김준석 김준엽 김준철 김준형 김준호 김준홍 김쥬리 김지나 김지민 

김지민(유현정) 김지선 김지수 김지아 김지애 김지언 김지연 김지영 김지우 김지원 김지유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호 김지후 김지훈 김지희 김진국 김진균 김진만 김진민 

김진사 김진석 김진섭 김진솔 김진아 김진연 김진영 김진우(김정민) 김진욱 김진웅 김진원 

김진형 김진호 김진희 김찬길 김창기 김창성 김창운 김창현 김창희 김채울 김채은 김천환 

김철 김철기 김철민 김철웅 김철호 김초은 김초환 김춘옥 김충열 김충현 김태규 김태균 

김태라 김태석 김태선 김태신 김태영 김태오 김태옥 김태욱 김태윤 김태인 김태혁 김태호 

김태환 김태훈 김판균 김필원 김하늘 김하린 김하숙 김하준 김학균 김학근 김학래 김학영 

김학용 김한겸 김한나 김한수 김해선 김해승 김해옥 김해인 김해진 김행덕 김헌정 김현란 

김현민 김현석 김현수 김현숙 김현오 김현옥 김현웅 김현정 김현주 김현중(연미나) 김현진 

김현태 김현하 김형걸 김형권 김형균 김형금 김형대 김형민 김형섭 김형식 김형은 김형준 

김형태 김혜경 김혜란 김혜선 김혜연 김혜준 김혜지 김호경 김호영 김호종 김홍석 김홍성 

김화경 김화숙 김화정 김환희 김환희  김회석 김효겸 김효리 김효민 김효선 김효성 김효순 

김효은 김효정 김효진 김훈 김훈기 김훈민 김훈탁 김훈환 김휘주 김희관 김희덕 김희락 

김희선 김희수 김희영 김희원 김희자 김희정 김희준 김희진 김희현(정미경) 꿈꾸는 아이들 

나란 나린세무회계사무소 나명화 나미애 나민애 나민혜 나상운 나성은 나수현 나승남 

나신혜 나윤경 나윤주 나은정 나은희 나정현(심경희) 나지윤 나태욱 나태웅 나현웅 나형택 

나혜경 남궁유진 남궁주현 남기옥 남기정 남다희 남명우 남명진 남미경 남미숙 남상준 

남선혜 남성복 남승미 남승우 남원진 남윤서 남은아 남주순 남준현 남채은(남효은) 남태령 

남현주 남혜경 남혜리 남효봉 남효인 노권일 노사연 노성두 노성희 노순석 노애란 노영민 

노영수 노은영 노은정 노정숙 노정아 노준명(노은용) 노준한 노지현 노채록 노효선 

대전.세종크레인 더착한커피 철산점(김명수) 도동균 도서출판 부키 도원재 도정옥 도주환 

도중교 도현아 도현철 독수리 회원일동 동아공업사 두윤옥(DUYUNYU) 두정희 두진경 

디자인하루 라선미 라오메뜨가구 라이문드로이어 로즈베이 류기석 류누리 류동헌 류서연 

류세정 류순희 류승균 류아린 류아윤 류영석 류영수 류영탁 류옥경 류은정 류인범 류재민 

류재훈 류종걸 류지명 류지은 르하임스터디카페일산후곡학원가점 리금란 리연희 리정영 

마서연 마솔 만성원 맹진호 맹찬형 맹하은 머내 명노승 명문한의원(안응석) 모경해 모과균 

모규환 모미숙 모상준 몸편한재활의학과 문동섭 문미덕 문미자 문미정 문민재 문범호 

문병일 문상운 문상중 문상진 문서윤 문석희 문선웅 문성빈 문수경 문숙선 문승회 문옥경 

문유진 문은혜 문일례 문정현 문정희 문중현 문지예 문지혜 문찬식 문철희 문현경 문현숙 

문현이 문현정 문혜정 문희자 미소 미카(주) 민경미 민길정 민병일 민상희 민선경 민선영 

민소현 민수기 민순기 민옥기 민용태 민우진 민재홍 민지영 민지형 민진식 민풍기 민하영 

민해진 민향숙 민현숙 민현준 민형진 민혜숙 민후기 박가혜 박건령 박경미 박경석 박경수 

박경숙 박경신 박경아 박경용 박경원 박경은 박경준 박경진 박경표 박경필 박경훈 박경희 

박광애 박구병 박규리 박규훈 박규희 박균배 박균석 박근석 박근숙 박근영 박근하 박금숙 

박금희 박기남 박기석 박기송 박기숙 박기은 박기태 박기홍 박길분 박나예 박노화 박단비 

박대권 박대석 박도영 박동훈 박두수 박두억 박려옥 박만재 박명주 박무상 박미경 박미란 

박미리 박미상 박미선 박미숙 박미승 박미연 박미영 박미정 박민경 박민서 박민선 박민정 



박민주 박민희 박범수 박병선 박병수 박병찬 박보검 박보영 박복규 박봉희 박사희 박상규 

박상길 박상문 박상옥 박상우 박상현 박상훈 박서윤 박석근 박선양 박선영 박선정 박선주 

박선호 박선화 박선희 박성규 박성숙 박성순 박성용 박성원 박성일 박성진 박성혁 박성현 

박성혜 박성호 박성환 박성훈 박세나 박세황 박세훈 박소연 박소연(이연희) 박소정 박소현 

박소희 박솔미 박솔잎 박수민 박수범 박수정 박수현 박숙미 박숙영 박숙자 박순애 박순양 

박순정 박순희 박승리 박승아 박승연 박승천 박승호 박시엘 박시연 박시현 박신영 박신옥 

박신유 박아영 박애경 박양숙 박연구 박연복 박연식 박영남 박영돈 박영묵 박영선 박영순 

박영애 박영용 박영운 박영일 박영철 박영호 박영환 박영희 박예린 박오선 박옥난 박옥성 

박옥순 박완규 박요한 박용수 박웅(이미경) 박유경 박유선 박유영 박유진 박윤 박윤경 

박윤미 박윤수 박윤숙 박윤정 박윤종 박윤진 박은경 박은성 박은수 박은숙 박은영 박은우 

박은주 박은희 박이선 박인숙 박인실 박인영 박인철 박인호 박재경 박재민 박재선 박재영 

박재완 박재우 박재이 박재홍 박재훈 박재희 박점식 박정근 박정률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아 박정연 박정윤 박정임 박정현 박정호 박정희 박종구 박종배 박종임 박종현 박종호 

박종환 박주리 박주미 박주영 박주완 박주현 박주형 박주환 박주희 박준 박준범 박준용 

박준현 박준호 박준희 박지선 박지수 박지영 박지우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진규 박진만 박진배 박진빈 박진섭 박진우 박진이 박진형 박진호 박진훈 박찬란 박찬수 

박찬일 박찬호 박찬휘 박찬희 박창배 박창신 박창우 박철 박철민 박철우 박춘기 박춘옥 

박충희 박태규 박태균 박태은 박태준 박태진 박태혁 박태홍 박하나 박하음 박한나 박현덕 

박현숙 박현아 박현옥 박현우 박현정 박현주 박현지 박현하 박현희 박형길 박형준 

박형준(남미자) 박형진 박혜경 박혜서 박혜숙 박혜연 박혜정 박호진 박호철 박홍선 박화용 

박효정 박효종 박효진 박흥신 박희경 박희도 박희자 박희주 반서영 방경란 방경민 방경숙 

방기정 방명재 방상훈 방소정 방순일 방의진 방정화 방호권 배근기 배금란 배기완 배미숙 

배미정 배미주 배성은 배소이 배숭수 배예향 배용주 배용진 배유경 배임선 배재학 배재현 

배정아 배정임 배지연 백경성 백경학 백동현 백미경 백미선 백미정 백민주 백민지 백서진 

백선미 백선숙 백선영 백송이(이율범,이재준) 백수현 백승기 백승석 백승우 백승훈 백양선 

백연숙 백연정 백영림 백영주 백운학 백원미 백은숙 백은아 백정숙 백정연 백종관 백종업 

백지연 백진규 백찬현 백하은 백한승 백해림 백호수 범현주 법무법인한누리 변경희 변미숙 

변민숙 변상욱 변상일 변성일 변성준 변수진 변애리 변재원 변전옥 변주하 변주항 변지민 

변지우 변지혜 변진성 변창환 변혜진 변호사김희찬법률사무소 복대니얼 복보영 복현수 

봉봉철거 부경희 부선정 부수현 블레싱 블리스크래프트 비알코리아(주) 쁘띠레브 사근희 

서가영 서가은 서강현 서경주 서관석 서광미 서광석 서근희 서대국 서동락 서동화 서명수 

서미숙 서미연 서미자 서미희 서민 서민해 서봉종 서상록(박영희) 서상철 서선정 서성필 

서성희 서승옥 서승호 서아록 서애경 서영식 서영우 서영자 서용님 서원석 서원혜 서유정 

서유희 서윤경 서윤덕 서이원 서인석 서재균 서재학 서점옥 서정우 서정욱 서정현 서종욱 

서주영 서주형 서주희 서지영 서지원 서지율 서지현 서하나 서하이 서헌 서호진 서효영 

서희정 석경원 석상훈 석지수 선미라 선양규 선한나 선현구 선혜련 설미영 설순단 설영희 



설재우 설종수 성계화 성관모 성구연 성기웅 성나혜 성민희 성상훈 성수연 성여진 성연우 

성예나 성용욱 성용훈 성윤영 성은선 성정현 성지혜 성진호 성하영 소은정 소정진 소진영 

소화어린이집 손경숙 손경자 손광준 손근필 손민웅 손범규 손상훈 손서율 손아영 손영 

손영휘 손용례 손용선 손유석 손윤석 손재철 손정준 손종식 손주희 손지영 손지은 손진곤 

손진규 손진애 손찬익 손태혁 손현숙 손현승 손혜연 손희숙 손희영 송경석 송경아 송계원 

송기수 송나영 송미경 송미복 송민규 송보경 송상호 송서현 송석형 송선미 송성주 송성호 

송소연 송수현 송숙미 송슬기 송영근 송용재 송우현 송욱선 송유림 송유수 송유진 송윤경 

송인경 송인수 송일섭 송재용 송재이 송주명 송주연 송지문 송지영 송지원 송지호 송진섭 

송진헌 송찬규 송찬영 송철우 송현아 송현진 송화영 송희진 수치과기공소 순복음주사랑교회 

승리기전(진인수) 승주현 시연공조테크 시지훈 신경림 신경옥 신광호 신규현 신기원 신기정 

신나경 신덕희 신도현 신동길 신동민 신동성 신동신 신동약국 신동욱 신동원 신동윤 신동지 

신명숙 신명준 신미정 신미진 신민희 신상규 신상길 신상돈 신상진 신서현 신석준 신석환 

신선주 신성대 신성의 신성진 신성희 신세민 신승태 신승택 신승호 신아영 신애선 신양수 

신영각 신영록 신영미 신용만 신용순 신우종 신원섭 신유진 신윤숙 신윤영 신윤자 신은정 

신은주 신의자 신이호 신인경 신인혜 신재은 신정기 신정민 신정연 신정이 신정훈 신정희 

신제이 신종로떡방 신종민 신종호 신지안 신지원 신지희 신창섭 신채용 신천순 신한나 신혁 

신현성 신현숙 신현영 신현정 신형진(이경은) 신혜윤 신혜정 신호진 심경희 심기선 심문영 

심미화 심민주 심상대 심선미 심선섭 심선아 심순옥 심순희 심승선 심여린 심영규 심영희 

심우용 심우탁 심은자 심재웅 심지혜 심태윤 심현서 심현자 심형도 심홍택 안경화 안귀현 

안금숙 안다경 안미옥 안미화 안민주 안범수 안병순 안병조 안상현 안새롬 안서연 안석근 

안선아 안선영 안성대 안성일 안성진 안소연 안소이 안수아 안수연 안수현 안승현 안아름 

안영기 안영수 안영환 안우선 안유배 안윤희 안융 안은아 안은주 안은희 안재성 안정윤 

안정현 안준상 안준희 안지연 안지우 안지원 안지훈 안진웅 안초빈 안치권 안해찬 안현정 

안현희 안효송 안희준 안희진 안희철 양가빈 양경희 양구슬 양리안(양지안) 양문희 양미숙 

양미정 양민수 양봉웅 양서윤 양석표 양석헌 양성모 양성희 양소연 양승덕 양승미 양승선 

양승수 양승영 양승원 양승철 양심미 양심순 양영희 양은자 양은화 양재모 양정선 양정애 

양정화 양종구 양지영 양지예 양진영 양진혁 양찬숙 양하준 양해영 양혁진 양현정 양혜경 

양혜령 양혜림 양혜미 양혜원 양효석 양희욱 어홍 엄가은 엄경자 엄기은 엄민숙 엄선 

엄소희 엄예슬 엄우삼 엄우종 엄유찬 엄인성 엄정민 엄정헌 엄종섭 엄지숙 엄지혜 엄철민 

엄현정 여란 여무의(원택스님) 여미애 여민경 여소정 여승원 여영숙 여은진 여정혁 여하람 

연보라 연세공부방 연세우리치과 연지영 염경옥 염민숙 염주옥 염준호 염지영 염혜선 

영화루 예수진 예은희 오가영 오감석 오건우 오경민 오경은 오권수 오길순 오도영 오동희 

오리진코리아 오미현 오미희 오반석 오병곤 오보경 오보람 오산택 오상훈 

오색유치원(권말순) 오선영 오선옥 오선희 오소라 오소연 오승열 오승윤 오승호 오승희 

오시진 오영심 오유찬 오윤만 오윤영 오윤희 오은영 오은진 오은화 오인희 오일환 오자영 

오재원 오재향 오정미 오정희 오종훈 오주안 오주희 오지은 오진석 오진아 오창현 오현실 



오현익 오현주 오혜숙 오혜정 오홍석 오화자 오효정 오효진 오흥원 옥서영 옥선희 

옥쓰에듀영어학원 옥은진 왕기덕 왕지애 우단희 우동백 우미라 우상곤 우성하우징 우세옥 

우수미 우수정 우안숙 우영애 우영이 우예림 우유미 우정빈 우정환 우지연 우창윤 우한솔 

우해준 우희옥 원경희 원미진 원상호 원애영 원용철 원유정 원유형 원재(연재) 원정숙 

원종혁 원주순 원현숙 원혜영 위지오 유건재 유경미 유경호 유경화 유경희 유광미 유기연 

유기정 유덕순 유동희 유민상 유민주 유민호 유복연 유선희 유소이 유송자 유승기 유승엽 

유승현 유승훈 유시용 유연정 유연주 유연호 유영덕 유영인 유예진 유용근 유원주 유은미 

유은일 유은찬 유익준 유인국 유자영 유재현 유종우 유주선 유준기 유준범 유중현 유지연 

유지은 유지희 유진명 유진영 유진호 유창수 유창컨테이너 유치우 유택주 유택진 유향엽 

유현자 유현준 유호준 유화정 유훈 육영숙 윤계숙 윤고은 윤근희 윤다혜 윤대근 윤미경 

윤미라 윤미은 윤민영 윤민혁 윤병규 윤병선 윤병주 윤보라 윤상혁 윤새봄 윤석민 윤성우 

윤성자 윤성필 윤성환 윤세윤 윤소연 윤소영 윤수란 윤수영 윤수정 윤숙 윤시유 윤애란 

윤언비 윤여림 윤여상 윤연진 윤연희 윤영이 윤영찬 윤용식 윤원정 윤은선 윤은주 윤의성 

윤인규 윤재연 윤재영 윤정두 윤정숙 윤정아 윤정연 윤정화 윤제 윤종규 윤종희 윤주영 

윤준상 윤준우 윤지나 윤지영 윤지오 윤지욱 윤지현 윤진 윤진아 윤진효 윤창환 윤채연 

윤채형 윤춘희 윤치웅 윤필선 윤하나 윤혜란 윤혜신 윤혜원 윤혜주 윤호규 윤호식 윤호준 

윤효선 윤효진 윤희자 윤희진 은재원 은현정 의료법인상록의료재단굿모닝요양병원 이가영 

이가윤 이가현 이강성 이강재 이강춘 이건비앤코주식회사 이건욱 이건주 이경구 이경란 

이경림 이경미 이경민 이경범 이경선 이경실 이경아 이경열 이경우 이경은 이경자 이경진 

이경탁 이경훈 이경희 이계상 이계연 이계주 이광남 이광석 이광윤 이광주 이광표 이광호 

이귀희 이규선 이규섭 이규성 이규진 이규하(나눔의기적) 이규형 이근화 이금연 이금임 

이기숙 이기완 이기운 이기웅 이기정 이기판 이기풍 이기헌 이기현 이기훈 이길재 이나라 

이나린 이나림 이나연 이나율 이나현 이남숙 이남재 이남현 이내리 이다형 이단비(이윤덕) 

이대섭 이대영 이덕재 이도병 이도은 이동선 이동섭 이동수 이동용 이동욱 이동원 이동희 

이리나 이명규 이명자 이명재 이명희 이문영 이문희 이미라 이미란 이미령 이미선 이미숙 

이미아 이미애 이미자 이미정 이미진 이미현 이미화 이미희 이민규 이민선 이민우 이민재 

이민정 이민지 이민해 이민희 이병남 이병무 이병수 이병윤 이보람 이보슬 이보애 이복미 

이복임 이봉현 이부영 이부일 이빛나 이산하(이훈구) 이상광 이상목 이상민 이상영 이상욱 

이상윤 이상진 이상천 이상현 이상홍 이상훈 이상희 이새꿈 이서린(이수광) 이서영 이서윤 

이서진 이서현 이석진 이석행 이선영 이선주 이선화 이선희 이설희 이성건 이성권 이성근 

이성만 이성민 이성실 이성애 이성우 이성준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세규 

이세균(동진엘앤피 주식회사) 이세연 이세진 이세현 이소영 이소을 이수경 이수광 이수나 

이수연 이수옥 이수원 이수윤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숙자 이숙희 이순덕 이순애 이순자 

이순호 이순희 이승건 이승균 이승만 이승민 이승열 이승일 이승자 이승진 이승택(곽민영) 

이승한 이승현(곽민영) 이승훈 이승희 이시연 이시온 이시윤 이신숙 이신영 이아영 이안철 

이애리 이애숙 이양숙 이어진 이언경 이언식 이연복 이연순 이연옥 이연정 이연조 이연주 



이연화 이영규 이영록 이영미 이영석 이영선 이영섭 이영숙 이영실 이영옥 이영인 이영주 

이영태 이영하 이영희 이예다 이예은 이예찬(김은주) 이예현 이옥정 이옥화 이요윤 이용 

이용곤 이용구 이용성 이용수 이용숙 이용진 이우신 이우용 이우재 이우준 이우현 이원명 

이원식 이원이 이원종 이원희 이유락 이유미 이유민 이윤경 이윤미 이윤복 이윤섭 이윤주 

이윤창 이윤형 이윤화 이윤희 이은선 이은성 이은실 이은애 이은영 이은원 이은재 이은정 

이은주 이은현 이은혜 이은희 이의연 이의희 이인묵 이일범 이일영 이일환 이임경 이임수 

이자옥 이장명 이재경 이재근 이재덕 이재두 이재명 이재선 이재숙 이재식 이재연 이재용 

이재원 이재진 이재현 이재형 이정국 이정권 이정근 이정만 이정모 이정미 이정선 이정식 

이정안 이정연 이정예 이정옥 이정주 이정택 이정하 이정현 이정호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제일 이제현 이종갑 이종경 이종교 이종덕 이종복 이종수 이종순 이종승 이종안 이종은 

이종인 이종일 이종찬 이종호 이종훈 이주아 이주연 이주용 이주원 이주은 이주한 이주항 

이주헌 이주훈 이주희 이준복 이준수 이준엽 이준옥 이준한 이지령 이지선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효(이강영) 이지희 이진경 이진명 이진성 이진숙 

이진영 이진우 이진주 이진호 이진희 이찬주 이창기 이창민 이창진 이창현 이창화 이창훈 

이채원(이예원) 이천 이천재 이철수 이철재 이청해 이초롱 이치훈 이태경 이태광 이태웅 

이태환 이태희 이택경 이풀잎 이하늘 이하연 이하임 이하정 이학준 이한구 이한별 이한영 

이해정 이향숙 이헌범 이헌주 이혁수 이혁환 이현경 이현두 이현석 이현송 이현숙 이현아 

이현영 이현우 이현웅 이현정 이현종 이현종(전미영) 이현주 이현지 이형걸 이형구 이형근 

이형원 이형준 이혜경 이혜선 이혜숙 이혜연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분 이호선 이호성 

이호영 이호찬 이환희 이효석 이효순 이효정 이훈하 이흥구 이흥자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승 이희원 이희정 이희주 이희출 이희화 인규성 인정세무법인해남지사 인창옥 인치정 

일산코앤키한의원 임경미 임경선 임경아 임광현 임규형 임기석 임대엽 임미선 임미정 

임병남 임병상 임병웅 임병호 임서영 임서현 임설아 임성모 임성수 임성진 임세희 임소리 

임수경 임수진 임수현 임순택 임승인 임승준 임승찬 임아나 임영은 임영진 임영하 임영호 

임옥경 임옥규 임웅재 임원주 임윤순 임은숙 임은영 임응수 임이삭 임입분 임장호(임은선) 

임재희 임정옥 임정진 임정택 임정현 임종만 임종승 임종필 임주열 임주희 임준섭 임지수 

임지영 임지완 임지원 임지은 임지현 임지화 임진세 임진희 임찬기 임창재 임채용 임채원 

임철성 임철환 임태호 임하린 임해영 임현수 임형미 임혜경  임홍진 임활규 임효은 임희나 

장가람 장경란 장경석 장경의 장경자 장광 장규식 장규태 장기덕 장기룡 장길숙 장나나 

장남희 장대한 장대현 장동옥 장명진 장문성 장미경 장민석 장병국 장병기 장병인 장보경 

장보석 장복규 장사영 장석아 장석현 장선령 장선영 장성민 장성우 장성준 장세심 장소연 

장수경 장수현 장슬기 장승원 장신지 장영균 장예은 장예형 장옥윤 장옥희 장용수 

장우진(배수진) 장원동 장유스티나 장유현 장윤미 장윤혁 장은영 장인기 장재경 장재균 

장재남 장재선 장재성 장재혁 장정희 장종원 장종훈 장주명 장준혁 장지연 장지원 장진호 

장택동 장학기 장학희 장현경 장현숙 장현식 장현준 장혜경 장혜란 장혜영 장혜원 장혜인 

장혜정 장혜진 장호준 장홍석 장효인 장희정 장희진 장희찬 재활후원금 전경주 전고운 



전기호 전도영 전동건 전동욱 전라도식조림&찌개전문점 전로하 전명배 전문경 전미경 

전미연 전민승 전부순 전상식 전상연 전상현 전서리 전서우 전서하 전선미 전선호 전성배 

전성주 전성희 전소담 전수미 전슬기 전슬아 전승 전신규 전아인 전연주 전열 전영권 

전영규 전영근 전영주 전영환 전요득 전용수 전욱진 전원배 전유리 전은경 전은혜 전이로 

전일수 전재관 전재향 전재형 전정애 전정우 전제이 전주람 전주현 전준영 전중식 전지연 

전찬 전태강 전태준 전하림 전하연 전해원 전현아 전현진 전형민 전형종 전혜란 전혜선 

전혜정 전홍미 전홍육 전환희 전효실 전효진 정가영 정가온 정경아 정경인 정광열 

정광피엔아이주식회사 정구선 정근지 정기남 정나리 정낙현 정다정 정담빈 정도순 

정동민(이희숙) 정동수 정동희 정락형 정마리 정문수 정문영 정문자 정미나 정미라 정미란 

정미숙 정미애 정미영 정민경 정민기 정민자 정민희 정박문 정병은 정보경 정보라 정보승 

정보현 정상화 정상훈 정서윤 정서일 정석영 정선영 정선희 정성용 정성욱 정성자 정성희 

정세균 정세윤 정세현 정세희 정소라 정소익 정소희 정수미(신신홍보) 정수진 정수환 정숙 

정숙희 정순미 정순애 정순옥 정순탁 정순희 정슬아 정승권 정승모 정승아 정승호 정승환 

정양옥 정연석 정연수 정연아 정연정 정연주 정연화 정영교 정영림 정영석 정영선 정영숙 

정영심 정영아 정영주 정예리 정예찬 정완구 정용서 정용식 정용재 정우영 정원복 정원영 

정원준 정유지(이희숙) 정윤미 정윤서 정은경 정은령 정은미 정은선 정은혁 정은혜 정인석 

정인우 정일수 정재권 정재옥 정재학 정재희 정정숙 정정희 정제준 정준성 정지숙 정지아 

정지애 정지영 정지우 정지은 정진수 정진숙 정진우 정진원 정진택 정진형 

정찬우(베이비찬우) 정철규 정철희 정태섭(배경희) 정태성 정태영 정하율 정하은 정한영 

정한용 정해명 정해솔 정해연 정향숙 정현도 정현성 정현수 정현식 정현영 정현주 정현채 

정혜경 정혜련 정혜선 정혜원 정혜인 정혜주 정호승 정호영 정호정 정홍렬 정홍찬 정화현 

정회욱 정효시 정효진 정훈 정흥숙 정희경 정희영 정희용 제이에이치미디어 제일FG 조강희 

조경식 조경호 조경환 조경훈 조경희 조계운 조광원 조광희 조국현 조근영 조기용 조난주 

조남경 조남균 조동현 조두연 조라영 조명주 조무제 조미경 조미라 조미애 조미영 조미옥 

조미정 조민 조민경 조범석 조병섭 조복희 조봉석 조상수 조상희 조서영 조석환 조선희 

조성현 조성화 조세현 조수빈 조수정 조수진 조순자 조승심 조승태 조승호 조승휘 조아라 

조아준 조안나 조연서 조연지 조영남 조영수 조영숙 조영신 조영옥 조영조 조영현 조영화 

조예란 조예빈 조예서 조예성 조예준 조옥희 조완희 조용재 조용준 조원석 조원홍 조유빈 

조유정 조윤숙 조윤정 조은민 조은샘 조은희 조익신 조자영 조재삼 조전교 조정미 조정민 

조정하 조정현 조제광 조준상 조찬연 조찬욱 조창완 조충현 조태섭 조하영 조한구 조한용 

조한필 조해림 조향미 조향연 조현규 조현기 조현숙 조현조 조현철 조형석 조형선 조형식 

조혜선 조혜성 조혜영 조혜원 조홍숙 조화옥 조화제 조효진 조희숙 조희승 조희영 좋은사람 

좌윤정 주가을 주경준 주민정 주상현 주성준 주승용 주식회사 레마 주식회사 제이앤비원 

주식회사대영스포츠 주식회사말리베 주식회사최강손 주원의료기&복지용구 주은경 주인구 

주춘옥 주필원 주필홍 주효준 주훈 지건화 지드래곤(Always_GD) 지명환 지석환 

지성현(굿라이프) 지소은 지수진 지승현 지연숙 지우영 지웅 지유선 지화정 진기선 진미경 



진상현 진서현(진서윤,진주원) 진예원 진용우 진용희 진원정 진윤동 진종선 진종연 진현숙 

짐보리은평점 찡코디자인(김채향) 차계순 차동섭 차미라 차민주 차순옥 차승규 차승연 

차영희 차용성 차우신 차운호 차윤석 차은애 차지명 차지민 차지영 차한길 차현정 차효원 

착한커피 참기획주식회사 채수민 채시연 채시우 채은기 채은희 채지영 채춘호 채홍근 

채희태 천병규 천성복 천세철 천소영 천승민 천아영 천용의 천우제일주유소 천정윤 

천지세무법인 천현정 천혜경 청구회 최가림 최경숙 최경진 최고운 최광은 최광진 최규선 

최금녀 최기남 최기원 최낙준 최대성 최동열 최동욱 최동일 최명숙 최명식 최명욱 최명원 

최명자 최명장 최명철 최명호 최문기 최문수 최문정 최미경 최미라 최미란 최미애 최미영 

최미옥 최미자 최미지 최미화 최미희 최민기 최민수 최민정 최밝음 최방원 최배성 최병국 

최병천 최병훈 최복수 최복희 최봄 최상욱 최상원 최상준 최상환 최상희 최서연 최서희 

최석호 최석홍 최선경 최선화 최성옥 최성환 최소연 최소영 최솔 최수옥 최수임 최수정 

최순애 최순영 최순옥 최슬기 최승곤 최승구 최승민(최명민) 최승애 최승찬 최승헌 최신영 

최양근 최영범 최영아 최영준 최영진 최옥란 최완철 최외덕 최용찬 최용헌 최우리 최우석 

최원규 최원석 최원식 최원용 최원일 최원춘 최유경 최유림 최유미 최유정 최유지 최유진 

최유찬 최유현 최윤미 최윤정 최윤희 최은서 최은심 최은애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이안 

최익순 최인권 최인혜 최재균 최재기 최재명 최재성 최재연 최재훈 최정애 최정원 최정윤 

최정환 최정희 최종식 최종운 최종희 최준석 최준식 최준철 최준혁 최준호 최지연 최지영 

최지원 최지은 최지혜 최진아 최진영 최진원 최진주 최진혁 최창수 최창은 최창일 최철희 

최춘규 최태호 최하나(최한오) 최하연(최예나,최하영) 최한성 최한풀 최현기 최현수 최현정 

최현주 최현지 최현진 최현호 최형석 최혜경 최혜수 최혜순 최혜연 최혜정 최홍근 최홍림 

최화춘 최환서 최회정 최효정 최희수 최희원 최희자 추명희 추수미 추예진 추옥숙 추윤경 

추정림(김성규) 추진식 추형만 커핀그루나루상암GS점 코비에셋주식회사 

코아건축사사무소(김진상) 탁마리안 탁정윤(이대남) 탁현정 탁혜진 태연신 택한의원 

토마토김밥(상암점) 판교연세의원 편준규 폴리그린 표성용 푸르메_인테리어디자인 

플레이방&블럭 피성진 피승범 피주송 하경옥 하나엘미술심리치료교육센터 

하동관여의도직영점 하루정 하선주 하성수 하세진 하수영 하승리 하승민 하승아 하예찬 

하유정 하유준 하은정 하은희 하일식 하준호 하지연 하지영 하진태 하태규 하태이 한가인 

한결 한경민 한경수 한경아 한경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귀생 한규관 한기옥 

한길수 한덕순 한동수 한두리 한명숙 한명영 한명주 한문규 한문수 한미경 한미정 한민수 

한민아 한보미 한상규 한상민 한상식 한상영 한상용 한상철 한상표 한상현 한선규 한선주 

한선희 한소희 한수미 한수민 한순웅 한승용 한승호 한승희 한예원 한옥희 한용석 한원규 

한유진 한윤정 한익종 한일중량 한재우 한재준 한재희 한제순 한주현 한지민 한지성 한지영 

한지윤 한진욱 한창환 한하윤 한현숙 한현승 한현정 한현주 한혜인 한화갑 함석홍 함우호 

함진숙 행복한 약국 허근 허다경 허동규 허수연 허수창 허영진 허완 허윤서 허윤정 허은경 

허일화 허일후 허정아 허정원 허정화 허종현 허지은 허태성 허희경 현경욱 현상민 현성희 

현소은 현우진 현은수 현효선 현희정 형제비철 홍경란 홍경미 홍경완 홍경화 홍계신 홍광표 



홍명진 홍사민 홍상표 홍서연 홍석범 홍석주 홍선영 홍성옥 홍성욱 홍성재 홍성준 홍성현 

홍세미 홍세진 홍소영 홍수연 홍순철 홍승수 홍연 홍연실 홍연재 홍영수 홍영은 홍용택 

홍유선 홍윤우 홍윤주 홍윤희 홍은경 홍은숙 홍은정 홍인기 홍인숙 홍인숙(육병균) 홍정민 

홍정아 홍정표 홍정화 홍제선 홍종명 홍주의 홍지아 홍지연 홍진원 홍채윤 홍초롱 홍현희 

황경자 황경훈 황규홍 황기환 황능덕 황다연 황문정 황민아 황백화 황병준 황보미 황보석우 

황상기 황선숙 황선실 황선영 황선풍 황성수 황성엽 황소연 황수미 황수용 황순구 황순옥 

황승욱 황신애 황연서 황연순 황영규 황영순 황영희 황옥경 황온유 황용운 황우식(권영숙) 

황우연 황윤희 황은경 황은혜 황응률 황인숙 황인욱 황인환 황재민 황재필 황정숙 황정현 

황정희 황제웅 황준영 황지호 황진은 황철호 황치조 황현숙 황현태 황형준 황혜정 황혜진 

황효선 황희영 황희정 황희진 

일시기부 

(주)도모컴퍼니 9인테리오 MIRACLE365번개런 강동희 강은수 강은정 강정아 공민석 곽재성 

곽주희 권기주 김가나안 김기선 김대준 김보영 김상은 김선영 김순정 김아윤 

김용석공개강의 김용섭 김재원 김채울(펀딩) 김태완 김태헌 김태회 김화란 나한나 남기오 

남현미 뜨인돌출판 주식회사 맹준석 모금함_옥인상점 모금함_한식마루 모선혁 문지효 

박다운 박미경 박상미 박상현 박유영 박인자 백덕현 백승권 변귀화 변유미(기은세) 

블루비전스퀘어 서동규 서울수리초등학교6학년 서은희 성유진 손성실 송영주 숭의초등학교 

신경미 신경한 신미영 신영각 신혜경 신혜숙 심미경 심재인 안상조 안성현 안은영 안익성 

유경숙 유승연 유정현 윤대현 윤진향 이경선 이근일 이기범 이무 이미라 이범식 이보영 

이상일 이연하 이영 이은숙 이은정 이재희 이정진 이준원 이지영 이현재 임명선 임성빈 

임세진 임영일 임현서 임홍길 장명희 장윤석 장은미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 전미옥 전상연 

정경인 정낙숙 정창현 조가은 조양조 조원혁 조은지 조현숙 주영일 채시연 채시우 채양희 

채영신 채춘호 최보선 최보현 최유진 최재기 최태성 최현주 최희수 추영승 추형만 

콤콤오락실_신흥시장 콤콤오락실_열정도 하숙희 한민우 한보화 한익종 한인경 해피빈 

현대카드주식회사 홍승표 회오리모금함_서대문자연사박물관 회오리모금함_서울시립과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