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원 처 물품내역

익명 현금
경상북도의회의장 귤

동부갈비 떡
안동대 김종성 교수 현미조청

안동시장 우유, 빵
젤코바 한방차

커피킹덤 커피
황춘삼 곶감

경북간호사회 다과, 햄버거
공한영신부 현금

안동농협권순협조합장 귤
공한영신부 지인 현금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김밥
대구경북병원회 현금

익명 빵, 국화차
본원gs매점 음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수, 삼다수
상주곶감유통센터 곶감

안동평화동주민센터 떡, 생수
옥동쌈들애 김밥
한미약품 비타민음료
커피앤비 그래놀라

강남동체육회 커피, 컵라면, 김치 등 
경상북도의사회 햄버거

농협중앙회 홍삼음료
대구경북병원회 마스크

도청 산림산업관광과 음료
디엔알(소방업체) 과일

소소소 김밥
안동생강 생강청

어울림 봉사단 컵라면
익명 손소독제
익명 간편밥
익명 컵라면  
익명 음료
익명 음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빵
인천광역시 도시락, 생수

조명숙 자양강장제
중구동사무소 귤

파리바게트 + 권미경(구시장 사대부찜닭) 단팥빵, 음료
풍기인삼농협 홍삼음료

플로라 마카롱
김지영 현금

대원석유 빵, 우유, 스낵류
동안동농협 과일
라파메디 손소독제
벧엘내과 알코올
안동맘스 떡, 배즙, 사과즙

안동시바르게살기협의회 휴대용세정제
옥동쌈들애 김밥, 유부초밥

유시종 현금
익명 수제청, 구운계란
익명 음료수

코로나19 상황실 후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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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간편밥
익명 계란, 수제청

전국모범자택시연합회 경북도지부 회원일동 컵라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면티, 수건
전남도청 여성단체협의회 도시락

정반장 인테리어 도시락, 간편밥, 생수
집밥한끼 김밥

참사위청년단 컵라면 
코카콜라 생수

한스 간편밥
호츠키네 유부초밥

경북간호사회 손소독제, 과일
경북의사회 건강식품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빵, 음료 등
경상북도의사회 여행용세트
경상북도의사회 목용용품
경상북도의사회 락스

경상북도의사회 코로나19대책 종합상황실 건강식품
경상북도의사회 코로나19대책 종합상황실 음료
라이온스1지역(안동,의성,군위)회원일동 떡, 수건, 락스, 손도독제

바르게살기운동안동시협의회 여행용세트
복주병원 감사회 소독티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컵과일
산촌청계 구운계란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일동 방호복, 장갑
소소담담 쿠키

안동대커피킹 커피
안동라이온스 락스

안동불교청년회 수건, 다과 
안동청과109번 과일

익명후원 소독용에탄올
익명후원 여성속옷
연안식당 도시락

정하동 학원연합회 목욕용품
대한적십자사 생수, 빵

루시코 화장품
아이사랑어린이집 샌드위치

김현철 현금
익명의엄마들' 커피
장학문구사 소독수

말콥버거, 도리상점 햄버거, 과자
안동시청 컵과일

서구동사무소 떡
진걸맘딸기 딸기즙
전남도청 도시락

현대모터그룹 홍삼순액
공사판뒷고기 즉석밥/컵라면/음료/생수

천주교안동교구청 햄버거/샌드위치
안동여고3-4 과일

익명 국수/간식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부산파크병원 침대시트
에고테크 보호복

노상욱원장 소독용에탄올
경상북도교육감 환자개인용테블릿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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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우유/즉석반찬/생수/물티슈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사무총장 빵
수협 홍삼음료

대구경북능금농협 캔음료
익명 물티슈

조은채반찬 청/식혜
가이드컴 티셔츠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아워홈 즉석식품
김다현 물티슈/락스/위생장갑

경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방울토마토
르블랑제리 빵
피자스쿨 피자
김재우 생수

부산학부모연합회 물티슈
태규상사 보호복
간호협회 수술복

인천 니트릴장갑
경북도청어린이집 간식세트
MBC 정오의 희망곡 간식
강남동자율방범대 초코파이/음료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안동시의사회 꼬마김밥

안동문인협회임원진 햄버거/콜라/박카스
미정당 쌀국수
젤코바 음료

강민지간호사 가족 및 연관업체 컵라면/과자/음료
정직한떡장수 떡
정관장송현점 생수

전라남도 도시락
안동맘수다방 떡/과일/음료/생수/손소독제/우산 등

LG 생수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신봉근집밥한끼 샐러드
르쁘띠 다과

안동농협(당북동) 컵라면
소소소 도서

경상북도의사회 유한락스
청춘핫도그(정하동) 핫도그

전라남도 도시락, 반찬
천년누리 전주초코파이

부산학부모연합회(010-7931-3123) 니트릴장갑
문화재단엑스포 책

더옥 떡
경상북도 해피박스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음료/고로쇠/사과즙/장어즙/떡국
명륜동주민자치위원회 떡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연안식당 도시락

성창여고봉사동아리 꽃/생수/과자/손소독제 등
KB손해보험 티셔츠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핸드크림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 생수

가수 이채윤 펜카페 손세정제
커피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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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세면도구세트/생수

음료
대한적십자사 손소독제/장갑/음료/빵 등
효성티엔에스 손소독제/장갑/생활용품

권지현 샌드위치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울산강동점플루 우유/커피
경상북도의사회 공기청정기

경상북도 해피박스
대한적십자사 마스크/음료/생수
더불어민주당 한라봉

의료원퇴직자모임 햄버거/콜라
풍천이슬딸기 딸기
안동세무서 물비누
우덕플라워 꽃

GE 초음파장비/환자감시장치
경상북도 비강분무액/혈당측정기/방호복

천주교안동교구청 김밥/음료
굿네이버스 다과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전라남도 도시락

경북능금농협 한라봉
 안동경찰서보안위원회 현금

경북환경연수원, 에코그린합창단 음료
예미정 도시락

전남의사회/안동시의사회 샌드위치/천혜향
대한적십자사 칼국수/한라봉/생수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바나나
수미회(부산 수영구 미래 여성회) 음료

헬썸 한방차
배서방떡볶이 분식

익명 기저귀
집밥한끼 분식

대한적십자사 마스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육포

남선진국설렁탕 설렁탕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샌드위치/생수/물티슈
대한간호협회 마스크

수미회(부산 수영구 미래 여성회) 간식
전라남도 도시락

광주광역시 형제 과자/샴푸/글러브 등
안동시교육장 현금

안동교회 현금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연안식당 도시락
럭키특판트윈영업소 목욕용품/락스

쿠키하우스 마들렌
전라남도 도시락
한미약품 두유
고은미 도시락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경상북도/화성산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컵과일

경북보건교사회 하루견과
광야침례교회 간식



후 원 처 물품내역
익명 다수외 콜라, 간식,자유시간 등

봉화군수 딸기
우덕플라워 꽃
경산시장 대추빵

베트남 (최세진) 보호복/덴탈마스크

안동로타리클럽 커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