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A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69A 특별공급 101-202 강*기 *2011*
69A 특별공급 101-302 최*준 *4092*
69A 특별공급 101-402 송*현 *1042*
69A 특별공급 101-502 전*웅 *0120*
69A 특별공급 101-602 권*모 *6101*
69A 특별공급 101-702 한*우 *6090*
69A 특별공급 101-802 이*린 *2011*
69A 특별공급 101-902 장*성 *7060*
69A 특별공급 101-1002 이*정 *8071*
69A 특별공급 101-1102 이*희 *9012*
69A 특별공급 101-1202 박*호 *5111*
69A 특별공급 101-1302 정*희 *2093*
69A 특별공급 101-1402 김*민 *2062*
69A 특별공급 101-1502 김*영 *2053*
69A 특별공급 101-1602 변*상 *1112*
69A 특별공급 101-1702 이*훈 *5021*
69A 특별공급 101-1802 김*우 *8012*
69A 특별공급 101-1902 윤*환 *5081*
69A 특별공급 101-2002 장*수 *1051*
69A 특별공급 101-2102 최*비 *4072*
69A 특별공급 101-2202 안*영 *8020*
69A 특별공급 101-2302 최* *8082*
69A 특별공급 101-2402 문*희 *4021*
69A 특별공급 101-2502 정*현 *3101*
69A 특별공급 101-2602 김*빈 *4090*
69A 특별공급 101-2702 윤*일 *6042*
69A 특별공급 101-2802 길*정 *0022*
69A 특별공급 102-202 김*훈 *0041*
69A 특별공급 102-302 김*수 *4120*
69A 특별공급 102-402 정*석 *0112*
69A 특별공급 102-502 장*종 *0021*
69A 특별공급 102-602 안*석 *6100*
69A 특별공급 102-702 임*석 *2082*
69A 특별공급 102-802 이*석 *2061*
69A 특별공급 102-902 이*복 *0042*
69A 특별공급 102-1002 정*솜 *3020*
69A 특별공급 102-1102 고*우 *4021*
69A 특별공급 102-1202 황*석 *6090*
69A 특별공급 102-1302 이*진 *1051*
69A 특별공급 102-1402 나*석 *7030*
69A 특별공급 102-1502 이*원 *9111*
69A 특별공급 102-1602 김*종 *4073*
69A 특별공급 102-1702 변*선 *9081*
69A 특별공급 102-1802 변*호 *9102*
69A 특별공급 102-1902 김*정 *7050*
69A 특별공급 102-2002 임*균 *9033*
69A 특별공급 102-2102 김*진 *5042*
69A 특별공급 102-2202 김*수 *6010*
69A 특별공급 102-2302 황*범 *9112*
69A 특별공급 102-2402 김*연 *2050*
69A 특별공급 102-2502 김*건 *7020*
69A 특별공급 102-2602 최*원 *1080*
69A 특별공급 102-2702 김*태 *2032*
69A 특별공급 102-2802 김*향 *5062*
69A 특별공급 105-202 윤*훈 *6052*
69A 특별공급 105-302 송*윤 *9021*
69A 특별공급 105-402 이*현 *1032*
69A 특별공급 105-502 장*영 *7102*
69A 특별공급 105-602 안*현 *3042*
69A 특별공급 105-702 김*헌 *0013*
69A 특별공급 105-802 최*진 *6061*
69A 특별공급 105-902 박*진 *6022*
69A 특별공급 105-1002 김*수 *0092*
69A 특별공급 105-1102 김*성 *6102*
69A 특별공급 105-1202 양*환 *9091*
69A 특별공급 105-1302 박*란 *7061*
69A 특별공급 105-1402 최*준 *4091*
69A 특별공급 105-1502 이*훈 *9100*
69A 특별공급 105-1602 이*섭 *7031*
69A 특별공급 105-1702 채*연 *6022*
69A 특별공급 105-1802 박*망 *7123*
69A 특별공급 105-1902 김*수 *5120*
69A 특별공급 105-2002 홍*윤 *9011*
69A 특별공급 105-2102 정*금 *1050*
69A 특별공급 105-2202 박*성 *1032*
69A 특별공급 105-2302 정*훈 *9012*
69A 특별공급 105-2402 이*범 *8063*
69A 특별공급 105-2502 김*용 *8010*
69A 특별공급 105-2602 조*경 *9031*
69A 특별공급 105-2702 박*이 *1020*
69A 특별공급 105-2802 박*훈 *8011*

69B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69B 특별공급 101-201 김*민 *2120*
69B 특별공급 101-301 배*영 *3051*
69B 특별공급 101-401 문*현 *2102*
69B 특별공급 101-501 정*호 *1082*
69B 특별공급 101-601 정*훈 *6102*
69B 특별공급 101-701 이*예 *4121*
69B 특별공급 101-801 조*하 *7090*
69B 특별공급 101-901 최*원 *8060*
69B 특별공급 101-1001 안*영 *1022*
69B 특별공급 101-1101 조*석 *7070*
69B 특별공급 101-1201 이*현 *7030*
69B 특별공급 101-1301 김*열 *8012*
69B 특별공급 101-1401 김*희 *0021*
69B 특별공급 101-1501 정*온아 *0081*
69B 특별공급 101-1601 안*구 *5022*
69B 특별공급 101-1701 한*석 *4061*
69B 특별공급 101-1801 최*빈 *0052*
69B 특별공급 101-1901 이*환 *4093*
69B 특별공급 101-2001 김*나 *2041*
69B 특별공급 101-2101 권*민 *0040*
69B 특별공급 101-2201 홍*기 *2022*
69B 특별공급 101-2301 윤*지 *2092*
69B 특별공급 101-2401 김*애 *8030*
69B 특별공급 101-2501 탁*수 *0051*
69B 특별공급 101-2601 최*태 *2031*
69B 특별공급 101-2701 이*호 *2100*
69B 특별공급 101-2801 서*환 *2042*
69B 특별공급 102-101 육*민 *8102*
69B 특별공급 102-201 김*수 *4032*
69B 특별공급 102-301 이*형 *7041*
69B 특별공급 102-401 안*진 *6080*
69B 특별공급 102-501 남*진 *7100*
69B 특별공급 102-601 조*연 *7102*
69B 특별공급 102-701 조*율 *1013*
69B 특별공급 102-801 허*호 *1031*
69B 특별공급 102-901 김*일 *7111*
69B 특별공급 102-1001 박*은 *2071*
69B 특별공급 102-1101 신*근 *5060*
69B 특별공급 102-1201 임*언 *3042*
69B 특별공급 102-1301 김*규 *2070*
69B 특별공급 102-1401 이*민 *0052*
69B 특별공급 102-1501 박*균 *1122*
69B 특별공급 102-1601 서*석 *9102*
69B 특별공급 102-1701 강*현 *9091*
69B 특별공급 102-1801 임*경 *9092*
69B 특별공급 102-1901 소*지 *1042*
69B 특별공급 102-2001 박*람 *9041*
69B 특별공급 102-2101 송*욱 *1081*
69B 특별공급 102-2201 김*나 *3062*
69B 특별공급 102-2301 조*나 *3091*
69B 특별공급 102-2401 정*영 *9021*
69B 특별공급 102-2501 안*우 *5080*
69B 특별공급 102-2601 이*동 *7041*
69B 특별공급 102-2701 박*기 *4010*
69B 특별공급 102-2801 이*하 *0112*
69B 특별공급 105-201 김*준 *7061*
69B 특별공급 105-301 정*영 *5102*
69B 특별공급 105-401 박*율 *5091*
69B 특별공급 105-501 이*혜 *0040*
69B 특별공급 105-601 정*길 *2101*
69B 특별공급 105-701 서*비 *1011*
69B 특별공급 105-801 맹*은 *6111*
69B 특별공급 105-901 장*석 *4022*
69B 특별공급 105-1001 김*재 *1072*
69B 특별공급 105-1101 이*진 *9040*
69B 특별공급 105-1201 윤*현 *7101*
69B 특별공급 105-1301 정*경 *0060*
69B 특별공급 105-1401 최*혁 *8022*
69B 특별공급 105-1501 박*수 *8110*
69B 특별공급 105-1601 최*호 *2041*
69B 특별공급 105-1701 박*철 *2091*
69B 특별공급 105-1801 주*경 *8040*
69B 특별공급 105-1901 김*라 *4043*
69B 특별공급 105-2001 이*성 *1100*
69B 특별공급 105-2101 고*웅 *4040*
69B 특별공급 105-2201 정*장 *0061*
69B 특별공급 105-2301 남*주 *4090*
69B 특별공급 105-2401 정*수 *7072*
69B 특별공급 105-2501 조*일 *8040*
69B 특별공급 105-2601 김*우 *6101*
69B 특별공급 105-2701 양*영 *3011*
69B 특별공급 105-2801 홍*훈 *4101*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명단

69B



74A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74A 일반공급 103-202 권*주 *2120*
74A 일반공급 103-302 임*정 *7110*
74A 일반공급 103-402 정* *6030*
74A 일반공급 103-502 강*일 *2070*
74A 일반공급 103-602 이*웅 *3122*
74A 일반공급 103-702 이*수 *9072*
74A 일반공급 103-802 김*연 *7042*
74A 일반공급 103-902 정*상 *5102*
74A 일반공급 103-1002 박*수 *9021*
74A 일반공급 103-1102 김*태 *3091*
74A 일반공급 103-1202 안*찬 *1082*
74A 일반공급 103-1302 임*균 *6101*
74A 일반공급 103-1402 손*화 *6110*
74A 일반공급 103-1502 박*일 *7090*
74A 일반공급 103-1602 이*숙 *6120*
74A 일반공급 103-1702 연*희 *3070*
74A 일반공급 103-1802 임*라 *6022*
74A 일반공급 103-1902 조*성 *3032*
74A 일반공급 103-2002 박*정 *1062*
74A 일반공급 103-2102 이*나 *5111*
74A 일반공급 103-2202 정*빈 *7021*
74A 일반공급 103-2302 조*석 *1081*
74A 일반공급 103-2402 이*상 *9040*
74A 일반공급 103-2502 안*진 *9082*
74A 일반공급 103-2602 이*상 *7091*
74A 일반공급 103-2702 이*석 *9090*
74A 일반공급 103-2802 문*을 *7091*
74A 일반공급 104-202 이*승 *2100*
74A 일반공급 104-302 임*환 *3052*
74A 일반공급 104-402 원*윤 *3090*
74A 일반공급 104-502 이*섭 *7012*
74A 일반공급 104-602 백*선 *9071*
74A 일반공급 104-702 김*은 *1022*
74A 일반공급 104-802 지*화 *9090*
74A 일반공급 104-902 정*갑 *7121*
74A 일반공급 104-1002 김*섭 *9042*
74A 일반공급 104-1102 김*동 *4070*
74A 일반공급 104-1202 남*연 *7080*
74A 일반공급 104-1302 이*하 *6081*
74A 일반공급 104-1402 권*영 *2121*
74A 일반공급 104-1502 김*성 *4050*
74A 일반공급 104-1602 안*욱 *5112*
74A 일반공급 104-1702 이*애 *7110*
74A 일반공급 104-1802 김*애 *7072*
74A 일반공급 104-1902 권*희 *9050*
74A 일반공급 104-2002 한*진 *4021*
74A 일반공급 104-2102 정*구 *8022*
74A 일반공급 104-2202 문*희 *0010*
74A 일반공급 104-2302 김*준 *7010*
74A 일반공급 104-2402 김* *2091*
74A 일반공급 104-2502 최*헌 *0041*
74A 일반공급 104-2602 지*진 *8121*
74A 일반공급 104-2702 신*혜 *4100*
74A 일반공급 104-2802 정*숙 *4021*

74B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74B 일반공급 103-201 이*국 *8101*
74B 일반공급 103-301 이*지 *7062*
74B 일반공급 103-401 손*록 *0081*
74B 일반공급 103-501 박*주 *2080*
74B 일반공급 103-601 이*기 *7100*
74B 일반공급 103-701 신*슬 *6071*
74B 일반공급 103-801 이*규 *7051*
74B 일반공급 103-901 김*형 *0050*
74B 일반공급 103-1001 최*두 *5030*
74B 일반공급 103-1101 김*만 *1022*
74B 일반공급 103-1201 이*예 *6010*
74B 일반공급 103-1301 정*철 *0110*
74B 일반공급 103-1401 김*용 *0040*
74B 일반공급 103-1501 강*형 *1072*
74B 일반공급 103-1601 김*순 *7081*
74B 일반공급 103-1701 김*정 *8030*
74B 일반공급 103-1801 양*선 *0092*
74B 일반공급 103-1901 김*홍 *2111*
74B 일반공급 103-2001 배*진 *5020*
74B 일반공급 103-2101 허*선 *2010*
74B 일반공급 103-2201 김*린 *7042*
74B 일반공급 103-2301 김*열 *4052*
74B 일반공급 103-2401 지*규 *9041*
74B 일반공급 103-2501 정*혜 *8110*
74B 일반공급 103-2601 여*미 *9022*
74B 일반공급 103-2701 김*주 *6090*
74B 일반공급 103-2801 김*훈 *6071*
74B 일반공급 104-201 김*선 *6030*
74B 일반공급 104-301 조*일 *5022*
74B 일반공급 104-401 김*슬 *4062*
74B 일반공급 104-501 변*순 *6121*
74B 일반공급 104-601 이*미 *1031*
74B 일반공급 104-701 이*미 *3042*
74B 일반공급 104-801 이*욱 *4042*
74B 일반공급 104-901 배*혁 *2082*
74B 일반공급 104-1001 마*현 *5020*
74B 일반공급 104-1101 신*민 *4011*
74B 일반공급 104-1201 김*자 *1101*
74B 일반공급 104-1301 이*우 *4100*
74B 일반공급 104-1401 이*민 *1041*
74B 일반공급 104-1501 지*준 *9111*
74B 일반공급 104-1601 오*희 *4041*
74B 일반공급 104-1701 조*경 *3022*
74B 일반공급 104-1801 김*철 *9060*
74B 일반공급 104-1901 김*정 *5100*
74B 일반공급 104-2001 이*만 *4091*
74B 일반공급 104-2101 권*중 *5072*
74B 일반공급 104-2201 이*훈 *0021*
74B 일반공급 104-2301 이*희 *7022*
74B 일반공급 104-2401 한*름 *1060*
74B 일반공급 104-2501 강*호 *3072*
74B 일반공급 104-2601 최*순 *3010*
74B 일반공급 104-2701 최*진 *5083*
74B 일반공급 104-2801 이*선 *1092*

당첨자 명단

69B



당첨자 명단
84A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A 일반공급 103-104 김*진 *4081*
84A 일반공급 103-204 박*순 *4041*
84A 일반공급 103-304 정*옥 *9091*
84A 일반공급 103-404 임*진 *2071*
84A 일반공급 103-504 나*희 *0022*
84A 일반공급 103-604 김*경 *7010*
84A 일반공급 103-704 이*오 *0082*
84A 일반공급 103-804 현*림 *0102*
84A 일반공급 103-904 이*주 *5012*
84A 일반공급 103-1004 정*노 *1070*
84A 일반공급 103-1104 이*경 *2122*
84A 일반공급 103-1204 박*은 *6021*
84A 일반공급 103-1304 정*훈 *0072*
84A 일반공급 103-1404 김*현 *1033*
84A 일반공급 103-1504 이*호 *7050*
84A 일반공급 103-1604 박*금 *4121*
84A 일반공급 103-1704 박*수 *3033*
84A 일반공급 103-1804 박*숙 *2072*
84A 일반공급 103-1904 방*진 *9071*
84A 일반공급 103-2004 이*연 *1090*
84A 일반공급 103-2104 김*동 *7030*
84A 일반공급 103-2204 송*순 *4041*
84A 일반공급 103-2304 임*우 *2060*
84A 일반공급 103-2404 강*연 *8010*
84A 일반공급 103-2504 심*택 *0110*
84A 일반공급 103-2604 이*철 *2093*
84A 일반공급 103-2704 김*연 *1110*
84A 일반공급 103-2804 이*열 *2052*
84A 일반공급 103-2904 손*주 *3090*
84A 일반공급 103-3004 한*우 *1090*
84A 일반공급 103-105 김*미 *1071*
84A 일반공급 103-205 유*준 *9032*
84A 일반공급 103-305 이*욱 *6050*
84A 일반공급 103-405 정*열 *0080*
84A 일반공급 103-505 석*원 *5112*
84A 일반공급 103-605 최*석 *0010*
84A 일반공급 103-705 이*영 *4012*
84A 일반공급 103-805 김*겸 *9111*
84A 일반공급 103-905 이*영 *3073*
84A 일반공급 103-1005 김*영 *3111*
84A 일반공급 103-1105 임*분 *3020*
84A 일반공급 103-1205 제*별 *9010*
84A 일반공급 103-1305 강*윤 *5022*
84A 일반공급 103-1405 정*희 *7021*
84A 일반공급 103-1505 오*희 *6050*
84A 일반공급 103-1605 이*분 *7061*
84A 일반공급 103-1705 서*만 *1071*
84A 일반공급 103-1805 최*도 *1111*
84A 일반공급 103-1905 변*호 *5110*
84A 일반공급 103-2005 이*정 *0091*
84A 일반공급 103-2105 이*옥 *6111*
84A 일반공급 103-2205 김*명 *3100*
84A 일반공급 103-2305 정*원 *7010*
84A 일반공급 103-2405 조*재 *3122*
84A 일반공급 103-2505 박*영 *1101*
84A 일반공급 103-2605 김*윤 *4040*
84A 일반공급 103-2705 이*춘 *8080*
84A 일반공급 103-2805 유*주 *1022*
84A 일반공급 103-2905 김*형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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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84A 일반공급 103-3005 박*수 *1082*
84A 일반공급 104-104 하*호 *8020*
84A 일반공급 104-204 윤*지 *1122*
84A 일반공급 104-304 이*모 *5041*
84A 일반공급 104-404 강*솔 *0051*
84A 일반공급 104-504 김*민 *0030*
84A 일반공급 104-604 이*재 *5111*
84A 일반공급 104-704 김*운 *4101*
84A 일반공급 104-804 이*희 *8050*
84A 일반공급 104-904 박*은 *4121*
84A 일반공급 104-1004 권*성 *9100*
84A 일반공급 104-1104 김*호 *0122*
84A 일반공급 104-1204 이*만 *1020*
84A 일반공급 104-1304 이*정 *9010*
84A 일반공급 104-1404 홍*필 *0121*
84A 일반공급 104-1504 김*섭 *2012*
84A 일반공급 104-1604 박*은 *9040*
84A 일반공급 104-1704 송*영 *8050*
84A 일반공급 104-1804 양*실 *0120*
84A 일반공급 104-1904 강*훈 *4122*
84A 일반공급 104-2004 최*오 *8040*
84A 일반공급 104-2104 김*남 *5040*
84A 일반공급 104-2204 박*금 *3020*
84A 일반공급 104-2304 이*열 *8021*
84A 일반공급 104-2404 김*완 *3010*
84A 일반공급 104-2504 우*원 *4011*
84A 일반공급 104-2604 이*경 *8102*
84A 일반공급 104-2704 원*재 *3100*
84A 일반공급 104-2804 정*준 *6120*
84A 일반공급 104-2904 박*라 *8040*
84A 일반공급 104-3004 김*종 *8012*
84A 일반공급 104-105 김*옥 *3051*
84A 일반공급 104-205 강*준 *8102*
84A 일반공급 104-305 조*준 *6030*
84A 일반공급 104-405 이*재 *3102*
84A 일반공급 104-505 황*주 *1030*
84A 일반공급 104-605 조*훈 *6030*
84A 일반공급 104-705 김*하 *4011*
84A 일반공급 104-805 김*현 *9011*
84A 일반공급 104-905 이*정 *9112*
84A 일반공급 104-1005 조*우 *3010*
84A 일반공급 104-1105 이*학 *4062*
84A 일반공급 104-1205 박*빈 *6091*
84A 일반공급 104-1305 장*수 *4082*
84A 일반공급 104-1405 이*원 *6082*
84A 일반공급 104-1505 김*완 *0071*
84A 일반공급 104-1605 심*현 *5062*
84A 일반공급 104-1705 조*실 *4111*
84A 일반공급 104-1805 김*복 *8101*
84A 일반공급 104-1905 양*혁 *0121*
84A 일반공급 104-2005 문*연 *1102*
84A 일반공급 104-2105 김*지 *5022*
84A 일반공급 104-2205 김*기 *9010*
84A 일반공급 104-2305 김*자 *0092*
84A 일반공급 104-2405 오*영 *6052*
84A 일반공급 104-2505 조*규 *5012*
84A 일반공급 104-2605 김*라 *3012*
84A 일반공급 104-2705 이*하 *3032*
84A 일반공급 104-2805 김*형 *9021*
84A 일반공급 104-2905 모*영 *9072*
84A 일반공급 104-3005 손*연 *3101*



당첨자 명단
84C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C 일반공급 103-206 윤*원 *2020*
84C 일반공급 103-306 현*영 *5040*
84C 일반공급 103-406 김*진 *8110*
84C 일반공급 103-506 김*환 *8040*
84C 일반공급 103-606 이*성 *6100*
84C 일반공급 103-706 김*진 *8082*
84C 일반공급 103-806 석*자 *2022*
84C 일반공급 103-906 장*윤 *5052*
84C 일반공급 103-1006 정*섭 *1040*
84C 일반공급 103-1106 최*재 *5041*
84C 일반공급 103-1206 박*곤 *2010*
84C 일반공급 103-1306 임*위 *1012*
84C 일반공급 103-1406 임*은 *6061*
84C 일반공급 103-1506 노*희 *4062*
84C 일반공급 103-1606 송*단 *4050*
84C 일반공급 103-1706 안*금 *1021*
84C 일반공급 103-1806 이*호 *3080*
84C 일반공급 103-1906 이*연 *8070*
84C 일반공급 103-2006 박*남 *0052*
84C 일반공급 103-2106 권*경 *1080*
84C 일반공급 103-2206 유* *5012*
84C 일반공급 103-2306 김*형 *5121*
84C 일반공급 103-2406 김*택 *7010*
84C 일반공급 103-2506 김*희 *0092*
84C 일반공급 103-2606 송*희 *5011*
84C 일반공급 103-2706 최*진 *1090*
84C 일반공급 103-2806 장*찬 *4092*
84C 일반공급 103-2906 장*희 *6062*
84C 일반공급 103-3006 신*름 *4120*
84C 일반공급 104-206 이*창 *6022*
84C 일반공급 104-306 김*임 *1122*
84C 일반공급 104-406 고*우 *1013*
84C 일반공급 104-506 박*아 *3072*
84C 일반공급 104-606 김*기 *6090*
84C 일반공급 104-706 권*국 *7070*
84C 일반공급 104-806 박*신 *2032*
84C 일반공급 104-906 곽*호 *9051*
84C 일반공급 104-1006 남*준 *5030*
84C 일반공급 104-1106 양*호 *5041*
84C 일반공급 104-1206 정*정 *8052*
84C 일반공급 104-1306 박*선 *2041*
84C 일반공급 104-1406 오*원 *9030*
84C 일반공급 104-1506 윤*리 *6071*
84C 일반공급 104-1606 하*민 *2010*
84C 일반공급 104-1706 김*리 *0090*
84C 일반공급 104-1806 김*윤 *6090*
84C 일반공급 104-1906 주*순 *9042*
84C 일반공급 104-2006 최*우 *6042*
84C 일반공급 104-2106 안*지 *5040*
84C 일반공급 104-2206 도*희 *4032*
84C 일반공급 104-2306 황*성 *3101*
84C 일반공급 104-2406 허*순 *9042*
84C 일반공급 104-2506 김*기 *4091*
84C 일반공급 104-2606 이*혁 *3050*
84C 일반공급 104-2706 전*미 *3021*
84C 일반공급 104-2806 육*윤 *7011*
84C 일반공급 104-2906 최*한 *2052*
84C 일반공급 104-3006 정*현 *9012*

84B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B 일반공급 103-103 김*균 *7100*
84B 일반공급 103-203 나*경 *9042*
84B 일반공급 103-303 장*희 *7020*
84B 일반공급 103-403 김*현 *1012*
84B 일반공급 103-503 이*진 *9081*
84B 일반공급 103-603 이*민 *5101*
84B 일반공급 103-703 송*우 *5101*
84B 일반공급 103-803 김*상 *5093*
84B 일반공급 103-903 박*준 *3081*
84B 일반공급 103-1003 전*환 *5013*
84B 일반공급 103-1103 성*훈 *0042*
84B 일반공급 103-1203 조*숙 *3062*
84B 일반공급 103-1303 곽*정 *5083*
84B 일반공급 103-1403 최*현 *4110*
84B 일반공급 103-1503 양*복 *3050*
84B 일반공급 103-1603 채*현 *1042*
84B 일반공급 103-1703 유*왕 *5042*
84B 일반공급 103-1803 정*안 *6091*
84B 일반공급 103-1903 유*지 *8031*
84B 일반공급 103-2003 송*순 *6080*
84B 일반공급 103-2103 구*승 *9101*
84B 일반공급 103-2203 김*은 *0072*
84B 일반공급 103-2303 홍* *0112*
84B 일반공급 103-2403 최*숙 *2083*
84B 일반공급 103-2503 김*철 *9122*
84B 일반공급 103-2603 선*우 *8100*
84B 일반공급 103-2703 정*람 *4122*
84B 일반공급 103-2803 유*정 *2070*
84B 일반공급 103-2903 김*웅 *8102*
84B 일반공급 103-3003 마*린 *3082*
84B 일반공급 104-103 장*선 *0013*
84B 일반공급 104-203 김*현 *7062*
84B 일반공급 104-303 전*식 *5111*
84B 일반공급 104-403 신*리 *5090*
84B 일반공급 104-503 이*수 *0061*
84B 일반공급 104-603 김*선 *3021*
84B 일반공급 104-703 한*준 *5080*
84B 일반공급 104-803 강*혜 *5083*
84B 일반공급 104-903 신*호 *3012*
84B 일반공급 104-1003 박*숙 *2021*
84B 일반공급 104-1103 장*순 *5062*
84B 일반공급 104-1203 김*효 *8100*
84B 일반공급 104-1303 한*람 *0071*
84B 일반공급 104-1403 김*성 *7010*
84B 일반공급 104-1503 심*연 *8021*
84B 일반공급 104-1603 김*양 *2062*
84B 일반공급 104-1703 이*일 *0120*
84B 일반공급 104-1803 이*철 *7072*
84B 일반공급 104-1903 정*진 *2122*
84B 일반공급 104-2003 명*환 *8030*
84B 일반공급 104-2103 김*임 *1011*
84B 일반공급 104-2203 임*연 *7111*
84B 일반공급 104-2303 박*석 *8100*
84B 일반공급 104-2403 박*원 *2100*
84B 일반공급 104-2503 서*근 *6062*
84B 일반공급 104-2603 임*화 *1031*
84B 일반공급 104-2703 홍*아 *2061*
84B 일반공급 104-2803 박*인 *2101*
84B 일반공급 104-2903 박*희 *8052*
84B 일반공급 104-3003 송*우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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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
84D-1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D-1 특별공급 101-105 임*환 *4062*
84D-1 특별공급 101-205 박*영 *3011*
84D-1 특별공급 101-305 이*은 *9120*
84D-1 특별공급 101-405 선*희 *1072*
84D-1 특별공급 101-505 서*주 *8091*
84D-1 특별공급 101-605 이*현 *1070*
84D-1 특별공급 101-705 서*연 *5031*
84D-1 특별공급 101-805 오*식 *2121*
84D-1 특별공급 101-905 지*욱 *7011*
84D-1 특별공급 101-1005 진*연 *2051*
84D-1 특별공급 101-1105 고*화 *3122*
84D-1 특별공급 101-1205 심*미 *5082*
84D-1 특별공급 101-1305 이*현 *4060*
84D-1 특별공급 101-1405 채*건 *0090*
84D-1 특별공급 101-1505 성*원 *2042*
84D-1 특별공급 101-1605 이*성 *6062*
84D-1 특별공급 101-1705 양*탁 *7111*
84D-1 특별공급 101-1805 김*선 *0020*
84D-1 특별공급 101-1905 김*조 *2080*
84D-1 특별공급 101-2005 양*진 *6070*
84D-1 특별공급 101-2105 양*원 *8111*
84D-1 특별공급 101-2205 김*선 *6080*
84D-1 특별공급 101-2305 김*솔 *7062*
84D-1 특별공급 101-2405 김*하 *2012*
84D-1 특별공급 101-2505 양*욱 *1081*
84D-1 특별공급 101-2605 이*희 *4010*
84D-1 특별공급 101-2705 박*웅 *1121*
84D-1 특별공급 101-2805 임*지 *6120*
84D-1 특별공급 101-2905 김*영 *5052*
84D-1 특별공급 101-3005 정*호 *4031*
84D-1 특별공급 101-108 이*채 *3101*
84D-1 특별공급 101-208 문*희 *7032*
84D-1 특별공급 101-308 조*라 *8112*
84D-1 특별공급 101-408 김*진 *6060*
84D-1 특별공급 101-508 김*영 *3021*
84D-1 특별공급 101-608 이*영 *0011*
84D-1 특별공급 101-708 최*우 *4032*
84D-1 특별공급 101-808 엄*환 *1030*
84D-1 특별공급 101-908 송*림 *6121*
84D-1 특별공급 101-1008 신*현 *3072*
84D-1 특별공급 101-1108 신*영 *0121*
84D-1 특별공급 101-1208 엄*연 *9041*
84D-1 특별공급 101-1308 최*명 *9050*
84D-1 특별공급 101-1408 김*민 *1070*
84D-1 특별공급 101-1508 박*선 *6081*
84D-1 특별공급 101-1608 전*원 *3011*
84D-1 특별공급 101-1708 지*정 *7021*
84D-1 특별공급 101-1808 지*윤 *8113*
84D-1 특별공급 101-1908 김*후 *8030*
84D-1 특별공급 101-2008 이*주 *9072*
84D-1 특별공급 101-2108 주*유 *7120*
84D-1 특별공급 101-2208 진*우 *4011*
84D-1 특별공급 101-2308 조*휘 *2062*
84D-1 특별공급 101-2408 김*정 *4041*
84D-1 특별공급 101-2508 김*민 *8072*
84D-1 특별공급 101-2608 문*연 *5022*
84D-1 특별공급 101-2708 오*희 *2072*
84D-1 특별공급 101-2808 배*현 *4120*
84D-1 특별공급 101-2908 곽*준 *1122*
84D-1 특별공급 101-3008 김*원 *7082*
84D-1 특별공급 102-1905 장*슬 *2041*
84D-1 특별공급 102-2005 이*성 *8022*
84D-1 특별공급 102-2105 유*진 *6080*
84D-1 특별공급 102-2205 구*진 *3070*
84D-1 특별공급 102-2305 강*우 *4071*
84D-1 특별공급 102-2405 정*학 *0070*
84D-1 특별공급 102-2505 한*미 *1021*
84D-1 특별공급 102-2605 이*민 *0092*
84D-1 특별공급 102-2705 김*수 *9050*
84D-1 특별공급 102-2805 박*나 *5071*
84D-1 특별공급 102-2905 채*은 *8072*

69B

84D-1
84D-1 특별공급 102-3005 김*환 *3082*
84D-1 특별공급 102-1908 김*연 *0111*
84D-1 특별공급 102-2008 장*연 *5112*
84D-1 특별공급 102-2108 최*영 *4012*
84D-1 특별공급 102-2208 조*현 *6102*
84D-1 특별공급 102-2308 배*현 *9033*
84D-1 특별공급 102-2408 성*주 *1100*
84D-1 특별공급 102-2508 김*희 *0071*
84D-1 특별공급 102-2608 나*민 *0102*
84D-1 특별공급 102-2708 선*현 *6111*
84D-1 특별공급 102-2808 김*범 *2120*
84D-1 특별공급 102-2908 최*림 *6041*
84D-1 특별공급 102-3008 이*영 *7012*
84D-1 특별공급 105-105 정*희 *7081*
84D-1 특별공급 105-205 이*연 *5121*
84D-1 특별공급 105-305 홍*지 *5042*
84D-1 특별공급 105-405 권*영 *4012*
84D-1 특별공급 105-505 이*훈 *3091*
84D-1 특별공급 105-605 윤*원 *8062*
84D-1 특별공급 105-705 신*정 *1031*
84D-1 특별공급 105-805 양*동 *8012*
84D-1 특별공급 105-905 신*준 *5091*
84D-1 특별공급 105-1005 정*영 *2050*
84D-1 특별공급 105-1105 김*리 *8040*
84D-1 특별공급 105-1205 전*진 *5032*
84D-1 특별공급 105-1305 유*수 *8021*
84D-1 특별공급 105-1405 임*수 *5101*
84D-1 특별공급 105-1505 이*주 *9100*
84D-1 특별공급 105-1605 여*인 *8031*
84D-1 특별공급 105-1705 주*영 *7073*
84D-1 특별공급 105-1805 이*현 *9092*
84D-1 특별공급 105-1905 김*희 *1062*
84D-1 특별공급 105-2005 박*훈 *6102*
84D-1 특별공급 105-2105 이*헌 *5051*
84D-1 특별공급 105-2205 김*윤 *0040*
84D-1 특별공급 105-2305 박*연 *8042*
84D-1 특별공급 105-2405 주*회 *2030*
84D-1 특별공급 105-2505 이*기 *2111*
84D-1 특별공급 105-2605 권*재 *4041*
84D-1 특별공급 105-2705 하*원 *3092*
84D-1 특별공급 105-2805 정*란 *5092*
84D-1 특별공급 105-2905 이*희 *1010*
84D-1 특별공급 105-3005 김*형 *5043*
84D-1 특별공급 105-108 김*선 *4072*
84D-1 특별공급 105-208 김*영 *3052*
84D-1 특별공급 105-308 김*현 *6060*
84D-1 특별공급 105-408 손*희 *3042*
84D-1 특별공급 105-508 박*우 *8042*
84D-1 특별공급 105-608 임*기 *7050*
84D-1 특별공급 105-708 현*름 *7121*
84D-1 특별공급 105-808 양*솔 *0051*
84D-1 특별공급 105-908 윤*훈 *1032*
84D-1 특별공급 105-1008 류*은 *0111*
84D-1 특별공급 105-1108 권*솔 *2031*
84D-1 특별공급 105-1208 김*호 *4052*
84D-1 특별공급 105-1308 문*진 *5042*
84D-1 특별공급 105-1408 김*만 *5100*
84D-1 특별공급 105-1508 장*욱 *2060*
84D-1 특별공급 105-1608 왕*연 *7052*
84D-1 특별공급 105-1708 김*민 *8092*
84D-1 특별공급 105-1808 정*우 *8071*
84D-1 특별공급 105-1908 홍*람 *7010*
84D-1 특별공급 105-2008 이*지 *8112*
84D-1 특별공급 105-2108 김*석 *4092*
84D-1 특별공급 105-2208 조*서 *3080*
84D-1 특별공급 105-2308 정*호 *0030*
84D-1 특별공급 105-2408 이*기 *9042*
84D-1 특별공급 105-2508 정*인 *4092*
84D-1 특별공급 105-2608 허*영 *8060*
84D-1 특별공급 105-2708 류*겸 *5040*
84D-1 특별공급 105-2808 이*규 *8100*
84D-1 특별공급 105-2908 오*헌 *1070*
84D-1 특별공급 105-3008 지*경 *4071*



당첨자 명단
84E-1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E-1 특별공급 101-103 김*훈 *9032*
84E-1 특별공급 101-203 김*수 *4052*
84E-1 특별공급 101-303 채*아 *2032*
84E-1 특별공급 101-403 강*리 *3010*
84E-1 특별공급 101-503 김*흔 *6070*
84E-1 특별공급 101-603 김*호 *5102*
84E-1 특별공급 101-703 김*환 *3071*
84E-1 특별공급 101-803 박*란 *3110*
84E-1 특별공급 101-903 서*나 *6050*
84E-1 특별공급 101-1003 홍*정 *7010*
84E-1 특별공급 101-1103 이*하 *7022*
84E-1 특별공급 101-1203 오*운 *8021*
84E-1 특별공급 101-1303 최*재 *6040*
84E-1 특별공급 101-1403 민*은 *4030*
84E-1 특별공급 101-1503 정*화 *5012*
84E-1 특별공급 101-1603 탁*미 *6062*
84E-1 특별공급 101-1703 정*지 *9021*
84E-1 특별공급 101-1803 문*규 *2111*
84E-1 특별공급 101-1903 김*선 *3021*
84E-1 특별공급 101-2003 김*연 *9122*
84E-1 특별공급 101-2103 최*혁 *5061*
84E-1 특별공급 101-2203 장*규 *7112*
84E-1 특별공급 101-2303 배*산 *0042*
84E-1 특별공급 101-2403 전*리 *8101*
84E-1 특별공급 101-2503 박*근 *6081*
84E-1 특별공급 101-2603 김* *8121*
84E-1 특별공급 101-2703 임*민 *5082*
84E-1 특별공급 101-2803 이*주 *6091*
84E-1 특별공급 101-2903 김*한 *4082*
84E-1 특별공급 101-3003 최*빈 *6121*
84E-1 특별공급 102-1903 우*빈 *6011*
84E-1 특별공급 102-2003 손*니엘 *6102*
84E-1 특별공급 102-2103 전*인 *4021*
84E-1 특별공급 102-2203 박*석 *5121*
84E-1 특별공급 102-2303 황*빈 *9071*
84E-1 특별공급 102-2403 한*일 *9011*
84E-1 특별공급 102-2503 박*영 *9022*
84E-1 특별공급 102-2603 박*우 *3111*
84E-1 특별공급 102-2703 박*욱 *3032*
84E-1 특별공급 102-2803 김*현 *6101*
84E-1 특별공급 102-2903 정*린 *9081*
84E-1 특별공급 102-3003 서*호 *5091*
84E-1 특별공급 105-103 백*진 *2013*
84E-1 특별공급 105-203 김*영 *8041*
84E-1 특별공급 105-303 임*빈 *4022*
84E-1 특별공급 105-403 김*원 *1062*
84E-1 특별공급 105-503 김*형 *2041*
84E-1 특별공급 105-603 정*영 *1100*
84E-1 특별공급 105-703 윤*현 *5092*
84E-1 특별공급 105-803 김*윤 *1110*
84E-1 특별공급 105-903 김*영 *7021*
84E-1 특별공급 105-1003 강*슬 *1021*
84E-1 특별공급 105-1103 안*지 *0022*
84E-1 특별공급 105-1203 김*영 *5010*
84E-1 특별공급 105-1303 이*화 *2030*
84E-1 특별공급 105-1403 이*구 *2110*
84E-1 특별공급 105-1503 서*우 *4020*
84E-1 특별공급 105-1603 박*현 *7052*
84E-1 특별공급 105-1703 김*건 *3122*
84E-1 특별공급 105-1803 신*미 *4123*
84E-1 특별공급 105-1903 조*훈 *3010*
84E-1 특별공급 105-2003 한*민 *8042*
84E-1 특별공급 105-2103 오*영 *2031*
84E-1 특별공급 105-2203 최*연 *3102*
84E-1 특별공급 105-2303 이*수 *3021*
84E-1 특별공급 105-2403 김*수 *3092*
84E-1 특별공급 105-2503 박*훈 *9110*
84E-1 특별공급 105-2603 문*진 *3092*
84E-1 특별공급 105-2703 김*록 *3060*
84E-1 특별공급 105-2803 백*경 *2072*
84E-1 특별공급 105-2903 하*래 *9061*
84E-1 특별공급 105-3003 이*환 *5030*

 

84D-2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D-2 특별공급 101-506 마*희 *5031*
84D-2 특별공급 101-1006 이*현 *7071*
84D-2 특별공급 101-1106 정*람 *2091*
84D-2 특별공급 101-1206 최*현 *8093*
84D-2 특별공급 101-1406 문*민 *1111*
84D-2 특별공급 101-1706 박*희 *9122*
84D-2 특별공급 101-2006 이*은 *9080*
84D-2 특별공급 101-2106 임*연 *2101*
84D-2 특별공급 101-2306 신*승 *4113*
84D-2 특별공급 101-2406 김*일 *4041*
84D-2 특별공급 101-2706 김*름 *2082*
84D-2 특별공급 101-3006 김*올 *2121*
84D-2 특별공급 101-307 이*진 *0082*
84D-2 특별공급 101-407 김*엽 *4012*
84D-2 특별공급 101-707 경*승 *0061*
84D-2 특별공급 101-807 권*선 *6063*
84D-2 특별공급 101-1007 박*일 *8041*
84D-2 특별공급 101-1207 김*재 *9011*
84D-2 특별공급 101-1507 남*진 *1110*
84D-2 특별공급 101-1807 심*보 *7090*
84D-2 특별공급 101-2007 김*영 *7021*
84D-2 특별공급 101-2107 김*정 *0081*
84D-2 특별공급 101-2407 이*주 *1030*
84D-2 특별공급 101-2707 김*신 *6101*
84D-2 특별공급 101-2807 이*주 *4102*
84D-2 특별공급 102-2406 엄*용 *7031*
84D-2 특별공급 102-2506 오*근 *5071*
84D-2 특별공급 102-2906 안*연 *2073*
84D-2 특별공급 102-3006 김*제 *4071*
84D-2 특별공급 102-2307 조*연 *3051*
84D-2 특별공급 102-3007 이*지 *3071*
84D-2 특별공급 105-306 박*훈 *8041*
84D-2 특별공급 105-1406 장*형 *4010*
84D-2 특별공급 105-1606 전*애 *8080*
84D-2 특별공급 105-1706 이*일 *8102*
84D-2 특별공급 105-2106 김*우 *3050*
84D-2 특별공급 105-2706 김*하 *5030*
84D-2 특별공급 105-2806 김*주 *2051*
84D-2 특별공급 105-107 이*리 *6070*
84D-2 특별공급 105-207 이*희 *2100*
84D-2 특별공급 105-607 황*비 *2091*
84D-2 특별공급 105-1407 이*훈 *3013*
84D-2 특별공급 105-1707 전*민 *0101*
84D-2 특별공급 105-2007 조*경 *5112*
84D-2 특별공급 105-2107 조*훈 *2032*
84D-2 특별공급 105-2207 권*영 *6021*
84D-2 특별공급 105-2507 배*식 *9080*
84D-2 특별공급 105-2607 정*진 *3010*
84C 일반공급 104-2106 안*지 *5040*
84C 일반공급 104-2206 도*희 *4032*
84C 일반공급 104-2306 황*성 *3101*
84C 일반공급 104-2406 허*순 *9042*
84C 일반공급 104-2506 김*기 *4091*
84C 일반공급 104-2606 이*혁 *3050*
84C 일반공급 104-2706 전*미 *3021*
84C 일반공급 104-2806 육*윤 *7011*
84C 일반공급 104-2906 최*한 *2052*
84C 일반공급 104-3006 정*현 *9012*

69B



당첨자 명단
84F-1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F-1 특별공급 101-709 박*선 *2091*
84F-1 특별공급 101-909 이*수 *8122*
84F-1 특별공급 101-1109 나*흠 *2100*
84F-1 특별공급 101-1709 손*랑 *2101*
84F-1 특별공급 101-2009 김*진 *3042*
84F-1 특별공급 101-2209 김*영 *1112*
84F-1 특별공급 101-2309 배*성 *7032*
84F-1 특별공급 101-2809 박*숙 *9080*
84F-1 특별공급 101-3009 윤*람 *8021*
84F-1 특별공급 102-2009 임*진 *0072*
84F-1 특별공급 102-2509 표*라 *0072*
84F-1 특별공급 102-2609 석*율 *8120*
84F-1 특별공급 102-2709 최*희 *6092*
84F-1 특별공급 102-2809 윤* *9090*
84F-1 특별공급 102-3009 강*묵 *4100*
84F-1 특별공급 105-309 최*현 *9071*
84F-1 특별공급 105-409 오*빈 *3042*
84F-1 특별공급 105-509 박*아 *6120*
84F-1 특별공급 105-1509 손*현 *9062*
84F-1 특별공급 105-1609 이*범 *8081*
84F-1 특별공급 105-2009 박*성 *1070*
84F-1 특별공급 105-2609 서*현 *6121*
84F-1 특별공급 105-2909 홍*혁 *1090*

 

84E-2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E-2 특별공급 101-104 이*원 *3051*
84E-2 특별공급 101-204 정*현 *6092*
84E-2 특별공급 101-304 석*신 *1122*
84E-2 특별공급 101-404 정*희 *1092*
84E-2 특별공급 101-504 홍*록 *5073*
84E-2 특별공급 101-604 신*희 *3010*
84E-2 특별공급 101-704 김*준 *7021*
84E-2 특별공급 101-804 한*경 *6032*
84E-2 특별공급 101-904 이*하 *6030*
84E-2 특별공급 101-1004 윤*혜 *5012*
84E-2 특별공급 101-1104 이*태 *5010*
84E-2 특별공급 101-1204 정*경 *1052*
84E-2 특별공급 101-1304 이*솔 *6052*
84E-2 특별공급 101-1404 채*미 *8042*
84E-2 특별공급 101-1504 장*영 *2010*
84E-2 특별공급 101-1604 배*진 *6110*
84E-2 특별공급 101-1704 신*림 *5091*
84E-2 특별공급 101-1804 임*희 *9092*
84E-2 특별공급 101-1904 이*화 *0012*
84E-2 특별공급 101-2004 박*지 *5051*
84E-2 특별공급 101-2104 최*재 *6060*
84E-2 특별공급 101-2204 남*규 *2072*
84E-2 특별공급 101-2304 윤*나 *9022*
84E-2 특별공급 101-2404 변*희 *5120*
84E-2 특별공급 101-2504 이*용 *3091*
84E-2 특별공급 101-2604 이*우 *6092*
84E-2 특별공급 101-2704 우*균 *9110*
84E-2 특별공급 101-2804 김*영 *6012*
84E-2 특별공급 101-2904 조*리 *6082*
84E-2 특별공급 101-3004 정*열 *2013*
84E-2 특별공급 102-1904 신*재 *6060*
84E-2 특별공급 102-2004 김*기 *8051*
84E-2 특별공급 102-2104 조*지 *3051*
84E-2 특별공급 102-2204 이*엘 *7111*
84E-2 특별공급 102-2304 이*미 *6112*
84E-2 특별공급 102-2404 안*욱 *1051*
84E-2 특별공급 102-2504 문*송 *4091*
84E-2 특별공급 102-2604 이*아 *4021*
84E-2 특별공급 102-2704 이*빛 *3082*
84E-2 특별공급 102-2804 이*원 *3041*
84E-2 특별공급 102-2904 장*호 *0022*
84E-2 특별공급 102-3004 강*림 *4022*
84E-2 특별공급 105-104 권*윤 *8060*
84E-2 특별공급 105-204 정*희 *2051*
84E-2 특별공급 105-304 박*영 *5010*
84E-2 특별공급 105-404 나*영 *1061*
84E-2 특별공급 105-504 김*민 *2010*
84E-2 특별공급 105-604 김*름 *4030*
84E-2 특별공급 105-704 김*원 *9051*
84E-2 특별공급 105-804 조*현 *0121*
84E-2 특별공급 105-904 조*규 *8070*
84E-2 특별공급 105-1004 김*남 *8081*
84E-2 특별공급 105-1104 김*연 *6051*
84E-2 특별공급 105-1204 방*별 *3012*
84E-2 특별공급 105-1304 전*혜 *4022*
84E-2 특별공급 105-1404 이*혜 *0120*
84E-2 특별공급 105-1504 박*우 *1111*
84E-2 특별공급 105-1604 김*우 *3041*
84E-2 특별공급 105-1704 한*현 *4041*
84E-2 특별공급 105-1804 김*정 *4032*
84E-2 특별공급 105-1904 이*연 *4072*
84E-2 특별공급 105-2004 조*윤 *5121*
84E-2 특별공급 105-2104 최*영 *4121*
84E-2 특별공급 105-2204 김*현 *5042*
84E-2 특별공급 105-2304 김*현 *2042*
84E-2 특별공급 105-2404 소*서 *5070*
84E-2 특별공급 105-2504 김*석 *4111*
84E-2 특별공급 105-2604 이*희 *0021*
84E-2 특별공급 105-2704 송*정 *8062*
84E-2 특별공급 105-2804 이*재 *5072*
84E-2 특별공급 105-2904 전*희 *1012*
84E-2 특별공급 105-3004 서*호 *9031*

 

84F-2
동 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

84F-2 특별공급 101-210 이*성 *1070*
84F-2 특별공급 101-310 정*욱 *7101*
84F-2 특별공급 101-410 이*훈 *0011*
84F-2 특별공급 101-510 이*호 *1070*
84F-2 특별공급 101-610 김*환 *1052*
84F-2 특별공급 101-710 김*정 *7011*
84F-2 특별공급 101-810 장*수 *0072*
84F-2 특별공급 101-910 김*룡 *9050*
84F-2 특별공급 101-1010 채*형 *0061*
84F-2 특별공급 101-1110 김*선 *1032*
84F-2 특별공급 101-1210 구*홍 *1110*
84F-2 특별공급 101-1310 추*문 *6082*
84F-2 특별공급 101-1410 윤*민 *1121*
84F-2 특별공급 101-1510 김*지 *0031*
84F-2 특별공급 101-1610 신*연 *7022*
84F-2 특별공급 101-1710 한*용 *1070*
84F-2 특별공급 101-1810 신*민 *7021*
84F-2 특별공급 101-1910 박*현 *5042*
84F-2 특별공급 101-2010 이*춘 *4061*
84F-2 특별공급 101-2110 정*란 *6102*
84F-2 특별공급 101-2210 김*중 *9100*
84F-2 특별공급 101-2310 장*준 *9091*
84F-2 특별공급 101-2410 김*완 *2062*
84F-2 특별공급 101-2510 이*름 *1110*
84F-2 특별공급 101-2610 김*아 *5011*
84F-2 특별공급 101-2710 정*암 *7062*
84F-2 특별공급 101-2810 백*선 *0060*
84F-2 특별공급 101-2910 전*관 *9041*
84F-2 특별공급 101-3010 이*란 *7102*
84F-2 특별공급 102-1710 정*태 *8022*
84F-2 특별공급 102-1810 임*진 *0022*
84F-2 특별공급 102-1910 주*원 *3060*
84F-2 특별공급 102-2010 이*근 *4043*
84F-2 특별공급 102-2110 배*훈 *3060*
84F-2 특별공급 102-2210 김*랑 *2051*
84F-2 특별공급 102-2310 조*주 *0031*
84F-2 특별공급 102-2410 강*영 *4080*
84F-2 특별공급 102-2510 장*영 *2082*
84F-2 특별공급 102-2610 박*환 *8020*
84F-2 특별공급 102-2710 이*우 *7102*
84F-2 특별공급 102-2810 이*원 *3082*
84F-2 특별공급 102-2910 홍*연 *8070*
84F-2 특별공급 102-3010 이*정 *7052*
84F-2 특별공급 105-210 홍*정 *4101*
84F-2 특별공급 105-310 황*봉 *2041*
84F-2 특별공급 105-410 홍*채 *5121*
84F-2 특별공급 105-510 한*수 *4052*
84F-2 특별공급 105-610 최*지 *5021*
84F-2 특별공급 105-710 김*성 *6020*
84F-2 특별공급 105-810 박*철 *8061*
84F-2 특별공급 105-910 심*영 *7010*
84F-2 특별공급 105-1010 김*주 *9020*
84F-2 특별공급 105-1110 김*련 *7081*
84F-2 특별공급 105-1210 안*빈 *1042*
84F-2 특별공급 105-1310 윤*경 *3081*
84F-2 특별공급 105-1410 한*지 *9092*
84F-2 특별공급 105-1510 박*아 *6123*
84F-2 특별공급 105-1610 최*미 *0092*
84F-2 특별공급 105-1710 강*완 *3060*
84F-2 특별공급 105-1810 박*형 *4122*
84F-2 특별공급 105-1910 이*훈 *5111*
84F-2 특별공급 105-2010 박*혁 *9031*
84F-2 특별공급 105-2110 배*령 *0040*
84F-2 특별공급 105-2210 이*재 *1112*
84F-2 특별공급 105-2310 유*진 *1081*
84F-2 특별공급 105-2410 이*재 *5011*
84F-2 특별공급 105-2510 송*람 *4091*
84F-2 특별공급 105-2610 김*정 *9050*
84F-2 특별공급 105-2710 김*구 *7081*
84F-2 특별공급 105-2810 김*우 *5033*
84F-2 특별공급 105-2910 이*진 *4020*
84F-2 특별공급 105-3010 장*훈 *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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