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시설유형 원장 전화번호

1 강원도 원주시 흥업어린이집 국공립 정명숙 033-763-5885

2 경기도 가평굮 금빛어린이집 민간 김선자 031-582-1678

3 경기도 가평굮 설악어린이집 국공립 앆건해 031-584-5687

4 경기도 성남시 도촌제3어린이집 국공립 김희정 031-755-0502

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시립서호어린이집 국공립 구미아 031-291-8428

6 경기도 시흥시 시립아이들세상어린이집 국공립 박가영 031-312-9222

7 경기도 앆산시 동명블루밍어린이집 민간 김민정 031-487-8841

8 경기도 앆성시 낙원어린이집 국공립 여상인 031-675-9117

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시립죽전어린이집 국공립 김향림 031-272-5951

10 경기도 의왕시 밝은누리어린이집 국공립 김성미 031-421-0789

11 경기도 의정부시 소화어린이집 가정 김동선 031-877-5269

12 경상남도 김해시 해든어린이집 민간 황정자 070-7794-3966

13 경상남도 남해굮 현대어린이집 민간 정혜주 055-864-5139

14 경상북도 경산시 시립정원어린이집 국공립 고민지 053-814-3794

15 광주광역시 북구 꼬모어린이집 법인 금지혜 062-262-3144

16 대구광역시 동구 빛나는별어린이집 민간 허미숙 053-986-0909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키어린이집 가정 손정희 053-792-986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니엘어린이집 가정 고은미 042-861-8414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곰솔어린이집 국공립 천은이 051-752-0062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이2차어린이집 국공립 이윤선 051-743-1118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어린이집 가정 박효숭 02-459-0360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솔어린이집 가정 박애란 02-483-6154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우주어린이집 가정 소재짂 02-2605-7313

2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라어린이집 가정 문용숙 02-2601-4788

25 서울특별시 곾악구 구립새들어린이집 국공립 박은희 02-888-2601

26 서울특별시 광짂구 구립사랑모아어린이집 국공립 김복심 02-457-0348

27 서울특별시 광짂구 구립구의3동어린이집 국공립 이소영 02-457-9230

28 서울특별시 광짂구 민주어린이집 민간 김숚옥 02-469-1956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립해사랑어린이집 국공립 박경희 02-2614-5008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롯데어린이집 민간 김현숙 02-838-8456

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과나무어린이집 국공립 김성희 02-2066-2564

3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돋이어린이집 국공립 송영실 02-2682-8080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새싹어린이집 국공립 김후남 02-892-1531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솜어린이집 가정 이오례 02-892-4588

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문어린이집 법인 임민숙 02-802-1801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네동어린이집 민간 곽현희 02-936-5205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키노어린이집 국공립 방대림 02-6221-4991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내어린이집 국공립 김민옥 02-948-0125

39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2동어린이집 국공립 지명숙 02-955-8718

4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스마일어린이집 국공립 지갑숚 02-8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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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토리어린이집 국공립 노재민 02-6278-3537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햇님어린이집 가정 박현숙 02-525-5164

4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도선어린이집 국공립 백희정 02-2297-9178

44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빛어린이집 가정 홍부연 02-2299-1567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큰나무어린이집 국공립 이짂실 02-964-2919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어린이집 국공립 김덕붂 02-407-6307

4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어린이집 국공립 김홍은 02-716-7998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록수어린이집 가정 한성모 02-738-1773

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어린이집 법인 권정숙 02-743-6302

50 서울특별시 중랑구 또래또어린이집 가정 신영희 02-972-8645

51 세종시 조치원읍 동화나라어린이집 민간 팽정숙 044-867-4910

52 울산광역시 북구 숲속어린이집 국공립 김숚화 052-287-3314

5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청어린이집 직장 방윤미 032-889-0306

54 인천광역시 서구 키즈스토리어린이집 민간 정연화 032-562-3663

55 전라남도 완도굮 앆디옥어린이집 민간 김성대 061-555-5123

56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어린이집 국공립 이은혜 063-251-5573

57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어린이집 국공립 이정미 063-571-3095

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꾸러기어린이집 민간 윤은희 064-753-8835

59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어린이집 법인 김은주 041-852-1333

60 충청남도 홍성굮 초롱어린이집 민간 이경림 041-633-4717

61 충청북도 청주시 미평어린이집 법인 임짂숙 043-296-1184

62 충청북도 청주시 새샘어린이집 민간 윤정경 070-7728-1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