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사랑의 떡국바구니 선정기관 리스트

번호 지역 기관명 번호 지역 기관명

1 광주 1318 HAPPYZONE 인디고아이들 54 광주 샘솟는지역아동센터

2 서울 갈현지역아동센터 55 광주 서남지역아동센터

3 광주 겨자씨지역아동센터 56 인천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4 경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57 광주 성균관지역아동센터

5 서울 광동지역아동센터 58 광주 송하지역아동센터

6 서울 구립성내지역아동센터 59 광주 신완마을지역아동센터

7 경기 그린지역아동센터 60 광주 아리솔지역아동센터

8 서울 기쁨지역아동센터 61 전북 아이소리지역아동센터

9 경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62 전남 안양지역아동센터

10 광주 꿈나무지역아동센터 63 광주 열린지역아동센터

11 대전 꿈땅지역아동센터 64 경북 영순지역아동센터

12 서울 꿈마을지역아동센터 65 광주 예뜰지역아동센터

13 서울 꿈이있는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66 전북 예품지역아동센터

14 광주 꿈자란지역아동센터 67 전북 오산지역아동센터

15 전북 꿈터지역아동센터 68 전북 옥구지역아동센터

16 대전 나눔의지역아동센터 69 전북 옥서지역아동센터

17 전북 나운지역아동센터 70 광주 용산지역아동센터

18 전북 남중지역아동센터 71 광주 우등지역아동센터

19 대구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72 광주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20 전북 늘빛지역아동센터 73 전북 우리지역아동센터

21 대전 다모아지역아동센터 74 광주 우성지역아동센터

22 경북 다사랑아동복지센터 75 광주 월산지역아동센터

23 광주 다사랑지역아동센터 76 광주 은혜지역아동센터

24 대구 다솔지역아동센터 77 대전 은혜지역아동센터

25 경북 다솜지역아동센터 78 전북 정다운지역아동센터

26 광주 다이아빌지역아동센터 79 전북 정천지역아동센터

27 부산 다정지역아동센터 80 경북 조은나무지역아동센터

28 경북 대명지역아동센터 81 광주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29 광주 도담지역아동센터 82 전북 중앙지역아동센터

30 대전 도마지역아동센터 83 충남 지역아동센터굴렁쇠

31 서울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84 광주 참사랑지역아동센터(동구)

32 광주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85 광주 참사랑지역아동센터(서구)

33 전북 동산지역아동센터 86 광주 참좋은지역아동센터

34 광주 동화나라지역아동센터 87 대구 청보리지역아동센터

35 전북 두드림지역아동센터 88 전북 춘포지역아동센터

36 경기 드림지역아동센터 89 전남 큰사랑지역아동센터

37 전북 똘레랑스지역아동센터 90 광주 파란꿈지역아동센터

38 대전 만두레지역아동센터 91 전북 파랑새지역아동센터

39 인천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92 경기 평강지역아동센터스쿨

40 전남 메아리지역아동센터 93 전북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

41 광주 모해지역아동센터 94 인천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42 전북 목천지역아동센터 95 전북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43 광주 문흥지역아동센터 96 광주 풍성한지역아동센터

44 광주 미래지역아동센터 97 충남 하늘샘지역아동센터

45 전북 미소지역아동센터 98 인천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46 전북 백두산지역아동센터 99 광주 학동지역아동센터

47 전남 봉산지역아동센터 100 대전 한빛지역아동센터

48 광주 봉선지역아동센터 101 서울 한사랑지역아동센터

49 전북 부송지역아동센터 102 광주 행복한지역아동센터

50 광주 비젼스쿨지역아동센터 103 경남 행복한지역아동센터

51 광주 비젼지역아동센터 104 광주 효천해누리지역아동센터

52 광주 사랑모아지역아동센터 105 전북 흥남지역아동센터

53 인천 샘물지역아동센터 106 전북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