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20. 4. 2.(목)

코로나19 현장에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따듯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정성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

나눠 주신 정성

엄약국 (대표 류○○)

성금 1백만원

파란별 회원일동

성금 1백만원

봉화인재양성원장 (김○○, 신○○)

성금 1백만원

고려레미콘 (대표 권○○)

성금 3백만원

봉화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

성금 1,502천원

궉말길 설비 (대표 안○○)

성금 3백만원

봉화보곡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안○○)

성금 1백만원

봉화군이장연합회 일동

성금 2백만원

홍○○

성금 1,500천원

봉화인재양성원강사일동
(한○○,최○○,김○○,홍○○)

성금 1,200천원

㈜와이엠씨 (대표 이○○)

성금 5천만원

㈜영풍석포제련소 (대표 이○○)

성금 2억원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 (대표 김○○)

성금 5백만원

조양테크 (대표 손○○)

성금 1백만원

(사)봉화군새마을회 (회장 김○○)

성금 5백만원

새날교회 (대표 최○○)

성금 1천만원

봉화중고8086동기회 (회장 김○○)

성금 2백만원

대성청정에너지 (대표 윤○○)

성금 2천만원

도움을 주신 분

나눠 주신 정성

대한적십자사

방역마스크 5,643개, 생수 75박스, 식료품 8종,
온누리상품권 720만원

대원플러스건설

방역마스크 1,500개, 손소독제 50개

리더스마트

손소독제 96개, 음료수 375박스, 과자 20박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서울 소재)

방역마스크 500개, 식품키트 1식(500만원 상당)

뉴스1 • 중도일보(서울 소재)

일반마스크 1,000개, 손소독제 100개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간식 및 생필품 120개

구보다농기계

방역용 분무기 20개

효광기획•프로모터스•태양물류•지우유통

생수 208박스, 과일 10박스, 떡 10되

한샘회

사과 8박스, 떡 21되

재너럴밀스코리아(서울 소재)

에너지바 80박스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방역마스크 1,000개, 손소독제 300개

재해구호협회(현대자동차기부)

홍삼 50세트

봉화 쌈촌식당

손소독제 100개

대한적십자사(금복주 기부)

방역용 소독제 31개

생활개선회 중앙연합회

쌀국수 120박스

삼흥전자(경남 창원 소재)

방역용 소독제 50통

경북사회복지협의회(안동시 소재)

방역마스크 1,350개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청)

손소독제 720개, 과일 20박스, 음료수 400개,
아동용마스크 2,150개

봉화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생수 10박스, 식음료 306개(음료수, 컵라면)

삼육두유

두유 450박스

도움을 주신 분

나눠 주신 정성

봉화중고8086동기회 (회장 김○○)

성금 2백만원

불승회유지재단 무명회 현불사 (대표 박○○)

성금 5천만원

봉화군향토회 (대표 심○○)

성금 2백만원

봉화계분비료공장 (대표 양○○)

성금 5백만원

봉화제일교회 (대표 이○○)

성금 3백만원

봉화군지방행정동우회 (대표 김○○)

성금 1백만원

재안동 봉화향우회 (대표 이○○)

식품 20박스, 양말 100켤레

봉화군 국제교류협회 (대표 이○○)

식권 350장(210만원 상당)

㈜톱텍 (대표 이○○)

방역마스크 100,430개

봉화군청년회의소 (대표 박○○)

방역마스크 1,500개

㈜경북그린환경 (대표 김○○)

성금 1백만원

봉화중34회 · 봉화여중14회

성금 2백만원

대원주유소 (대표 유○○)

성금 1백만원

배○○

성금 1백만원

우○○

성금 30만원

춘양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대표 권○○)

성금 2백만원

㈜한여울발전소 (대표 조○○)

방역마스크 2,000개

K-water 봉화수도관리단 (대표 임○○)

일반마스크 1,100개, 손소독제 192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대표 홍○○)

성금 1천만원

소담떡집 (대표 김○○)

떡 20되

포항시 (대표 이○○)

도시락(물회) 130인분

도움을 주신 분

나눠 주신 정성

㈜이지웰페어 (대표 조○○)

간식 100세트

봉화군 체육회 임원 (대표 홍○○)

성금 2백만원

봉화군 체육회 회장 (대표 홍○○)

성금 1백만원

춘양농업협동조합 (대표 권○○)

성금 1천만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성금 1천만원

최○○

사과주스 100박스

농업진흥청

컵떡국 144박스

봉화군산림조합 (대표 정○○)

성금 5백만원

봉화기독교연합회 (대표 방○○)

성금 1백만원

㈜세운건설 (대표 손○○)

성금 2백만원

그린광고기획 (대표 김○○)

성금 2백만원

평택시 청북읍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김○○)

과자 72박스

봉화청량산김치 (대표 이○○)

김치 50박스(5kg)

봉화 자갈마당식당

음식 100인분

거촌 2리 주민일동 (대표 김○○)

성금 1백만원

봉화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표 박○○)

성금 1백만원

봉화읍이장협의회 (대표 이○○)

성금 1백만원

울릉군청 (대표 김○○)

식품 20박스

안동봉화축협 (대표 전○○)

성금 1천만원

봉화한약우 작목회 (대표 류○○)

성금 2백만원

한우협회봉화군지부 (대표 최○○)

성금 2백만원

도움을 주신 분

나눠 주신 정성

봉화건설 (대표 여○○)

성금 1백만원

태광건설 (대표 박○○)

성금 1백만원

봉화군레프팅협회장 (대표 박○○)

성금 1백만원

옥방교회 (대표 박○○)

성금 30만원

봉화군적십자협의회 (대표 송○○)

성금 150만원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봉화지회 (대표 박○○)

성금 70만원

서진아그로 (대표 김○○)

성금 1천만원

축서사 (대표 윤○○)

성금 3백만원

봉화군새마을금고 (대표 이○○)

성금 5백만원

봉성면 한여농 (대표 이○○)

성금 1백만원

현불사

간식 108세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물야교회 (대표 권○○)

쌀 67포(10kg)

㈜봉화임업 (대표 유○○)

성금 1백만원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김○○)

김밥 200인분

아이를 사랑하는 모임(아사모) (대표 홍○○)

김밥 250인분

여성예비군소대 (대표 홍○○)

김밥 105인분

봉화군생활개선회 (대표 김○○)

도시락 120개

물야면 김○○

여성마스크 60개, 아동용마스크 40개

봉화사랑실천연대 (대표 안○○)

성금 1백만원

나누미회 (대표 이○○)

성금 2백만원

한성티앤아이 (대표 정○○)

성금 2백만원

도움을 주신 분

나눠 주신 정성

고엽제전우회 (대표 이○○)

성금 1백만원

산호축산 (대표 김○○)

성금 2백만원

봉화군청 공무원 일동

성금 1천만원

봉화군자원봉사센터 및 여성취미교실 양재반

아동용면마스크(필터교체용) 1,700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