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명 관리번호 어린이집명 관리번호

감일별하 어린이집 88 은화 어린이집 56

강릉소방서 어린이집 74 일산서부경찰서 어린이집 71

강릉원주대학교 해람어린이집 53 장사랑내과 아산병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85

강서구청 어린이집 10 전북대학교 숲속 어린이집 65

경남청사 예다움어린이집 55 전주지방법원 직장어린이집 61

경북대학교 어린이집 30 정부대전청사 다솜 어린이집 78

공동직장 푸른들 어린이집 28 정부세종청사 꿈샘 어린이집 64

공무원연금공단 꿈오름 어린이집 39 정부세종청사 모아맘 94

과학나무 공동직장 어린이집 69 정부세종청사 아이온 어린이집 37

광주지방국세청 우리누리 어린이집 1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초롱 어린이집 66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33 지스트 꿈빛 어린이집 5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어린이집 50 충렬 어린이집 31

국방대학교 어린이집 34 충무 어린이집 59

국세공무원교육원 우리누리 어린이집 62 칠성그린 어린이집 44

국회제1 어린이집 46 코레일 대구 어린이집 22

기초과학연구원 어린이집 86 킨더슐레블루원 직장어린이집 63

꿈나무마을 어린이집 89 풍산 안강 직장어린이집 32

낙동강유역환경청 다솜 어린이집 8 풍산 해솔 어린이집 36

다올 어린이집 80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직장어린이집 38

대구교도소 어린이집 90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 어린이집 84

대구도시철도공사 다정다감 어린이집 16 한수원 한빛 어린이집 1

대전검찰 어린이집 42 한수원 해오름 어린이집 12

도로교통공단 91 해미르 어린이집 83

리버웰 어린이집 81 해파란 어린이집 4

민들레 어린이집 52 행복누리 어린이집 45

법무부 남부보라미 어린이집 7 행복타운 어린이집 77

볼보 바르미 어린이집 25 현대모비스 진천 어린이집 11

부산경찰청 어린이집 21 DGIST 직장어린이집 51

서비스에이스 하람 어린이집 13 KAIST 어린이집 48

서비스탑 도담 어린이집 24 LG마포 어린이집 43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장어린이집 70 LG전자 창원 어린이집 2

서울북부지방법원 어린이집 41 LG화학기술연구원 어린이집 17

서울시설공단 누비 어린이집 26 NPS 국민연금 어린이집 82

서울의료원 어린이집 47 Seoul Tech 어린이집 27

서울주택도시공사 으뜸 어린이집 35 SK브로드밴드 행복한 어린이집 9

서울지방국세청 우리누리어린이집 79 SK스토아 행복 어린이집 73

서울테크노파크 친친 어린이집 40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어린이집 49

순천대학교 어린이집 29

시흥시립 93

쏘테크 꿈별 어린이집 68

아람 어린이집 20

아산병원 제2 어린이집 92

예성 직장어린이집 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청사 어린이집 60

오창과학미래 어린이집 57

용인서부경찰서 어린이집 75

우리누리(남대문세무서) 어린이집 5

우리누리(영등포세무서) 어린이집 23

우리누리송파 어린이집 18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 어린이집 76

원주경찰서 어린이집 72

위례별마루 어린이집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