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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대유행에�따라� [코로나19�현황보고�153보(20.3.11~20.8.3.)�이후�신규�작성

※�각�누적�수치는�2020.12.14.까지의�수치임

희망브리지�재난안전상황실� ‘코로나19’�대처�상황

<� 물품� 지원� >� :� 36,823,086점� (2022.04.15.� 12시�기준,� 22.04.8.� 12시�대비� –� 12,850점)

�※� 2020.12.14.�기준�지원�누적�총�20,626,755점

� � � -� 2020.12.14.�기준,�사업종료�후�내부결과보고가�완료된�사업만�반영된�수치로,�결과보고�완료�시�추가될�수�있음

� � � -�기존�19,284,640점�→�변경�20,646,755점� (2021/6/18�추가,� 1,342,115점)

� �

출고일 지원처 지원물품 비고

2020.6~

2020.9
17개� 시·도�교육청 손소독티슈� 1,342,115점 업체출고

�

○�재해구호세트� :�누적� 762세트� � �※� 2020.12.14.기준�지원�누적�총�762세트

일자 지원처 응급구호세트(남) 응급구호세트(여) 합계(세트) 출고

합� � �계 0 0 0

○�구호물품� :�36,823,086점�※�2020.12.14.기준�지원�누적�총�20,646,755점/세트

� *�지원이�완료되었더라도,�사업종료�내부결과보고�미완료�시�추후�반영될�수�있음

코로나19�현황보고�2차� (85보)
-2022.04.15.� 12:00�현재-

재난안전상황실

02-3272-0123

출고일 지원처 지원물품 비고

4.15 서울� 원불교봉공회 KF94마스크� 5,400점(삼성) 북부출고

4.12 서울�라온클린패밀리 KF94마스크� 1,200점(삼성) 북부출고

4.12 대구특임단 생필품키트(17종입)� 250세트 남부출고

4.10 경북� 군위군청 KF94마스크� 2,000점(크린웰) 남부출고

3.25 동해시청 자가진단키트� 2,400점(제이엘메드) 업체출고

3.14 서울� 은평의마을
KF94마스크� 19,200점(삼성)

생활용품키트�100세트(2,500점,�국가과학기술연구회�등�10개기업)
북부출고

3.6 강원� 동해시 KF94마스크� 9,600점(삼성) 북부출고

3.5 강원� 영월군 KF94마스크� 1,200점(삼성) 북부출고

3.5 강원� 삼척시 KF94마스크� 9,600점(삼성) 북부출고

3.5 경북� 울진군 KF94마스크� 9,600점(삼성) 북부출고

3.5 경북�울진국민체육센터 KF94마스크� 10,000점(크린웰) 남부출고

3.4 경북�울진국민체육센터 KF94마스크� 10,000점(크린웰) 남부출고

3.4 경북� 울진군 KF94마스크� 20,400점(삼성)� 북부출고

3.4 고성,창원,진주,양산생활치료센터 (대방고시)이동형난로� 4개 업체출고

3.4 국립마산병원 (대방고시)경량패딩조끼� 120점 업체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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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 지원처 지원물품 비고

2.28 경북� 고령군 KF94마스크� 1,000점(크린웰) 남부출고

2.25 경북전주교도소 생필품키트(17종입)�100세트,�생수(500ml)1,600점(애터미) 남부출고

2.24 서울동부구치소 생필품키트(17종입)�500세트,�생수(500ml)6,400점(애터미) 남부출고

2.21 경남� 남해군청 KF94마스크� 40,000점(대),� 10,000점(중)(크린웰) 남부출고

2.16 경기� 박애병원 경량패딩� 226점(SD바이오센서) 업체출고

2.16 경기� 박애병원 경량패딩� 40점(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업체출고

2.16 경북� 영덕군청 KF94마스크� 10,000점(크린웰) 남부출고

1.25 대전시�사회서비스원 KF94마스크� 50,000점(크린웰) 남부출고

22.1.18 전남/부산/경북/경남 반반휴지,� 물반휴지반� 1,178점(우아한형제들) 남부출고

12.30 서울� 남대문�쪽방촌 (비보존제약)� 영양제� 627점� 북부출고

12.27 서초구보건소 (호반건설)� 방한용품(경량패딩)172점 업체출고

12.15.

~12.16.
서울시�내�16개�자치구�보건소

(삼성)� KF94� 마스크(3D,� 대)� 553,100점,

KF94�마스크(소형)�452,703점,�KF-AD�마스크�590,218점

손소독제(500ml)� 12,660점

(넷마블)� 발열조끼� 2종� 500점

(더클래식500)� 의료진용�보호복� 254점

(애터미)� KF-AD� 마스크� 2,500,000점,� 생활치료센터용

생필품키트(17종입)�1,250세트,�생수(500ml)�87,200병

(주식회사�아이티엘)�페이스쉴드�31,700점,�보호�고글�900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덴탈마스크� 50,000점

(현대)�KF-AD�마스크�90,640점,�손소독제(500ml)�14,860점

(기타�다수)�작업자용�보호복�2,220점,�KF94�마스크(2D,�대)

167,200점,�KF94�마스크(소형)�67,900점,�KF-AD�마스크�96,400점

북부/

남부센터

11.25.
부산�알로이시오기지

/충남�탄천종합운동장
KF94� 마스크(3D,� 대)� 50,400점 북부센터

11.25. 부산광역시�아르반시티호텔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구성)� 100세트 북부센터

11.21. 대구특임단 페이스쉴드� 300점,� 보호�고글� 200점 북부센터

11.18.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홍삼�영양제�345세트�/�영양식품세트�283세트(현대오토에버) 업체출고

11.18.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KF94�마스크(대형)�50,400점,�KF94�마스크(소형)�50,400점 남부센터

11.17. 대구특임단 덴탈마스크� 30,000점 북부센터

11.9. 경기도�고양시�생활치료센터 모포� 200점 남부센터

11.4. 영주시청 KF94� 마스크� 50,000점 북부센터

11.3. 충주시�연수동행정복지센터 KF94� 마스크� 30,400점 북부센터

11.3.
경기� 양주시

올리사랑노인복지센터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1,000점(한국전력공사) 업체출고

11.3 전국� 17개시도 삼성,� 엘지�노트북� 10,022대(배달의민족�김봉진) 업체출고

11.2.
대전유성구보건소,

대전서구보건소

의료진�응원키트(종아리패치�및�간식�6종�구성)�310세트

(대전�신세계)
업체출고

11.1.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꾸러미(식품�및� 마스크�키트,� 6점� 구성) 업체출고

11.1. 충주시� 24개� 읍·면·동 KF94� 마스크� 69,600점 북부센터

10.25.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서울동부시립병원

전남�광양시보건소,

포항남부/북부보건소

의료진�홍삼세트(30개입)� 2,400세트� (포스코) 업체출고

10.25. 서울서남병원 생수(2L)� 11,200병(제주개발공사) 북부센터

10.18.

~10.25.
인천/서울�생활치료센터�7개소 생수(2L)� 39,680병(제주개발공사) 업체출고

10.5. 전국�소재� 30개� 병원 홍삼�영양식품� 23,000점(한국인삼공사) 업체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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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10.14 전라남도 방호복� SP-2020� 600벌,� PURISM� 1,100벌(서울리거) 남부센터

10.14 울산광역시 방호복� PURISM� 10,000벌(서울리거) 남부센터

10.13

경상북도청/영덕군청/

포항시�남구보건소/북구보건소

/구미보건소

방호복�SP-2020�5,700벌,�방호복�PURISM�9,000벌(서울리거) 남부센터

10.13 충청북도청 방호복�SP-2020�720벌,�방호복�PURISM�830벌(서울리거) 남부센터

10.1 부산광역시�아르반시티호텔 수건(2매입)� 500세트 남부센터

9.30
경남,/경북�보건소�및�병원

총� 40개소
의료진�쿨링조끼� 1,000점 업체출고

9.30
서울/인천/경기/충남/전북/

경북/경남/부산�의료기관�63개소
이동형검체보관박스� 2,250개(현대자동차그룹) 업체출고

9.29 전남� 광양시�진상면 공기청정기� 1점(타이거대체투자운용) 북부센터

9.29 경북� 칠곡군보건소 KF94� 마스크(2D,� 대)� 6,000장 남부센터

9.27 전라남도청
KF94마스크(3D,�대)�138,100장/�KF94마스크(2D,�소)�83,700장

KF-AD마스크�128,400장(현대)/�손소독제500ml�4,700점(현대)
남부센터

9.24
광주시�공무원교육청

(임시생활시설)

KF94�마스크(3D,�대)�63,200장/KF94�마스크(2D,�소)�40,800장

KF-AD�마스크�59,400장(현대)/손소독제(500ml)�2,520점(현대)
남부센터

9.24 광주광역시청
KF94�마스크(3D,�대)�75,000장/KF94�마스크(2D,�소)�43,000장

KF-AD�마스크(현대)�69,000장/손소독제(500ml)�2,200점
남부센터

9.24 (서울)국민정신건강센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구성)� 100세트 북부센터

9.16 서울� 서남병원 간편식선물세트(6팩입)� 200세트(본아이에프) 업체출고

9.16 원더풀광명/고양명지병원

KF80� 마스크� 10,000장/KF94� 마스크� 15,270장

/손소독제(500ml)�800점/손소독티슈�100박스(100매입)

체온계� 50개/쿨링조끼� 100점(새마을금고)

북부센터

9.16 전라남도�영암/보성/강진군

KF94마스크(2D,�대)�1,000장,�손소독제(500ml)�100점

/KF94마스크(2D,�대)�3,700장,�손소독제(500ml)�380점

/KF94마스크(2D,�대)�2,200장,�손소독제(500ml)�220점

남부센터

9.16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

아르반시티호텔/영도구보건소

에덴벨리리조트

SP-2020� 200점/PURISM� 200점

/PURISM� 400점/PURISM� 500점/SP-2020� 1,000점

(서울리거)

남부센터

9.14 경기/세종/강원/서울

KF94� 마스크(3D,� 대)� 75,100점(삼성)

KF94� 마스크(2D,� 대)� 339,406점(삼성)

KF94� 마스크(소)� 251,300점(삼성)

KF-AD� 마스크� 505,200점(삼성)

손소독제(500ml)� 14,140점(삼성)

북부센터

9.14 전북/경남/충북/울산/경북/부산

KF94� 마스크(3D,� 대)� 525,100점

KF94� 마스크(2D,� 대)� 273,500점

KF94� 마스크(소)� 421,900점

KF-AD� 마스크� 128,306점

KF-AD� 마스크� 513,600점(현대)

손소독제(500ml)� 23,539점(현대)

남부센터

9.14 대전시사회서비스원 KF94�마스크�(3D,대)�마스크�10,000장,�손소독제(500ml)�500개 북부센터

9.13
광주광역시�광산구청

부산광역시�사상구보건소

SP-2020� 50벌/PURISM� 50벌

PURISM� 100벌(서울리거)
남부센터

9.13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KF94� 마스크(3D,� 대)� 100,000점

KF94� 마스크(소)� 10,000점

손소독제(500ml)� 4,000개

북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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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인천�연수구보건소,�나은병원 의료진�홍삼세트(30개입)� 420세트� (포스코) 업체출고

9.11
경북� 지역�보건소�및

의료원� 24개소
의료진�아이스쿨키트(5점� 구성)� 1,500박스(KF&G) 업체출고

9.9 부산�라마다호텔(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구성)� 20세트 북부지사

9.9 파주보건소/덕양구보건소 쿨링조끼� 100점/100점(새마을금고) 북부지사

9.8

인천�나은병원/인하대병원

일산�서구/동구보건소

서울�동부�시립병원

쿨링조끼�100점/116점/100점/100점/200점(새마을금고) 북부지사

9.8 부산�라마다호텔,(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구성)� 37세트 남부지사

9.6 경북� 영덕군청(영덕시장) KF94�마스크�10,000점,�손소독제(500ml)�500점(현대) 남부지사

9.1 경북�문경STX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구성)� 100세트 북부지사

9.1 서울시�중구�보건소 아이스쿨키트(2점�구성)� 300세트(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북부지사

9.1 인천� 나은병원
의료진�응원키트(남)(9점�구성)� 35세트(포스코)

의료진�응원키트(여)(10점� 구성)� 115세트(포스코)
북부지사

9.1 경북,� 경남도청 에너리티액� 40,000점(광동제약) 업체출고

6.29

~8.31
전국� 44개병원 의료진�쿨스카프� 7,102점 북부지사

8.31 대구특임단 KF94� 마스크� 6,700점(삼성) 남부지사

8.19

~8.30

대구특임단,�강원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대구시교육청
손소독티슈� 605,104점 업체출고

8.26 대구특임단
덴탈마스크�80,000점(나눔국민운동본부),�손소독제(75ml)

1,050점(바바앤유),� 손소독제(500ml)� 1,000점(삼성)
북부지사

8.24 경기교육청�북부,�남부청사 건강음료� 13,500점(그래미) 업체출고

8.23 경남� 창원시 KF94�마스크�500점(삼성),�손소독제(500ml)�140점(현대) 남부지사

8.19 전라남도청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구성)� 200세트 남부지사

8.18 전국� 17개시도 의료진�보습제� 10,000점(에스트라) 업체출고

8.17
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

대전/서울/인천/전북/충북
한우곰탕� 14,300점(전국한우협회) 업체출고

8.15 경상북도�소방학교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100세트 북부지사

8.12 경기� 사회서비스원 유산균� 2종� 및� 치킨교환권�총� 3,600점(교촌에프엔비) 업체출고

8.10 부산�아르반시티호텔 생수(500ml)� 6,400병(애터미) 남부지사

8.10 경기도�수원� 4개� 보건소

아이스쿨키트(2점�구성)� 200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쿨조끼� 55점(에스제이라미띠에)

에너지바� 2,240점(오비맥주)

북부지사

8.11 대전광역시�중구 KF94� 마스크� 100,000장 남부지사

8.10 경기도�일산� 3개� 보건소
아이스쿨키트(2점�구성)� 400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쿨조끼� 55점(에스제이라미띠에)�
북부지사

8.10 제주시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600세트 남부지사

8.10 경남� 고성군,� 거창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300세트 남부지사

8.9 경남� 창원시,� 함안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300세트 남부지사

8.5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부산�아르반시티호텔

울산광역시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1,600세트 남부지사

8.4
경기/강원/충북/경북/광주

생활치료센터� 16개소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3,500세트 북부지사

7.29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손소독제(500ml)�3,600점(삼성),�손소독제(500ml)�1,916점 북부지사

7.29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양주시지회 유아차� 10대(주식회사�에이원) 업체출고

7.27 부산�아르반시티호텔 생수(500ml)� 6,400병(애터미) 남부지사

7.23 수원시�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100세트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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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경북� 성주군 생수(500ml)� 6,400병(애터미) 남부지사

7.20 대구광역시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300세트 남부지사

7.20 울릉군청 KF94� 마스크� 50,000점(쌍방울) 북부지사

7.20
경남� 창원시

성산/마산합포/진해구청�
생수(500ml)� 28,800병(애터미) 남부지사

7.20 경북� 소방본부 KF94마스크�지원� 100,000점(개인) 업체출고

7.15 경남� 창원시�의창구 생수(500ml)� 6,400병(애터미) 남부지사

7.15 코로나19�전담병원�12개소 건강음료� 18,360개(그래미) 업체출고

7.14
부산광역시�라마다앙코르

부산호텔,� 커넥트호텔
생수(500ml)� 8,000병(애터미) 남부지사

7.14
고양시�킨텍스

(임시)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25점� 구성)� 200세트 북부지사

7.8 서울특임단 코로나19+폭염구호키트(8종�구성)� 312세트 북부지사

7.7
전남�순천/나주시,

보성/곡성/해남/장성/진도군

KF94�마스크�50,000점(삼성),�손소독제(500ml)�4,967점(삼성)

손소독제(500ml)� 33점(현대)
남부지사

7.6 대구특임단 코로나19+폭염구호키트(8종�구성)� 625세트 남부지사

7.6 대구특임단 KF94�마스크�12,800점(삼성),�손소독제(500ml)�1,280점(삼성) 남부지사

7.2 대구의료원 의료진�쿨링조끼� 20점(삼성) 북부지사

6.23

~6.30

(대전)YWCA,�중구보훈단체협의회

보문종합사회복지관,�백세요양병원
공기청정기� 4대(타이거대체투자운용) 업체출고

6.30
양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아차� 10대(주식회사�에이원) 업체출고

6.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추천�보건소

및�보건의료원� 253개소

덤액츄얼리�바이오�프로틴�리바이탈�솔루션13,334점

(대상홀딩스�주식회사)�
업체출고

6.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추천�보건소

및�보건의료원� 253개소

덤액츄얼리�바이오�프로틴�리바이탈�솔루션6,666점

(대상홀딩스�주식회사)�
업체출고

6.29 경남� 창원시 KF94�마스크�50,000점(삼성),�손소독제(500ml)�5,000점(삼성) 남부지사

6.29 경남� 창원시 클리어윈�휴대용�자외선�소독기� 10대(ADE미디어) 본회

6.24 울릉군청,� 독도경비대 클리어윈�휴대용�자외선�소독기� 40대(ADE미디어) 본회

6.18 부산광역시�아르반시티호텔 속옷세트(2개입)� 200세트,� 수건세트(2매입)� 500세트 남부지사

6.9 대구특임단

<SBS� 희망TV� 기탁물품>

KF94� 마스크� 57,000장,� 기타� 마스크� 61,357장,

비타민� 135박스,� 손소독제(500ml)� 96개

손소독제(50ml)� 144개,� 살균소독제(500ml)� 60개

살균소독제(60ml)� 720개,� 건강음료� 1,800병

생수(500ml*20병)� 10박스,� 기타의류(7종)� 13,346점

북부지사

6.9 부산광역시�아르반시티호텔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200세트(25점� 구성)

생수(2L*6병)� 192박스(삼성)
남부지사

5.26-6.9
일산서구보건소,�동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
클리어윈�휴대용�자외선�소독기� 30대(ADE미디어) 본회

6.8 인천� 미추홀구청,� 동구청
KF94� 마스크� 200,000개,� 손소독제(500ml)� 20,000개

손소독티슈� 90박스(100매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6.1-6.8 경기도�소재� 병원� 5개소 과일컵� 2,372개(변정수) 업체출고

5.27 충남�지역아동센터�11개소 쿠키� 142박스(15개입)(이준기팬클럽) 업체출고

5.25 경남� 창원시�진해구 생수(2L*6병)� 576박스(삼성) 남부지사

5.23 길음뉴타운2단지아파트 KF94� 마스크� 10,025개,� 손소독제(500ml)� 100개 북부지사

5.21 대구특임단
KF94� 마스크� 5,000개,� 손소독제(500ml)� 100개(삼성)

손소독티슈� 40박스(100매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5.14 라마다앙코르부산역�호텔 생수(2L*6병)� 576박스(삼성) 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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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커넥트호텔

5.13 경북� 영주시청 KF94�마스크�100,000점(삼성),�손소독제(500ml)�10,000점(삼성) 북부지사

5.12 천안,� 공주,� 장흥,� 전주 KF94�마스크�400,000점(삼성),�손소독제(500ml)�40,000점(삼성) 북부지사

5.12 파주시�보훈회관
KF94�마스크�73,000점,�손소독제(500ml)�5,000점(삼성)

손소독티슈� 40박스(100개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5.11
대전,� 천안,� 공주,� 장흥

수원,� 영주,� 전주
손소독티슈� 330박스(100매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택배)

5.11
덕양구보건소,�의정부시청

수원유스호스텔,�시흥시청

KF94�마스크�400,000점,�손소독제(500ml)�40,000점(삼성),

손소독티슈� 120박스(100개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5.11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KF94�마스크�200,000점(삼성),�손소독제(500ml)�20,000점(삼성) 남부지사

5.11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생수(2L*6)� 114박스(삼성) 남부지사

5.6 울산시�제2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500세트(25점� 구성) 남부지사

5.6 경남권역생활치료센터 KF94�마스크�20,000장(삼성),�손소독제(500ml)�2,000점(삼성) 남부지사

5.6 경상남도청 KF94�마스크�180,000장(삼성),�손소독제(500ml)�1,000점(삼성) 남부지사

5.4 대전�서구,� 전남�나주 유아차� 100대(주식회사�에이원) 업체출고

5.4 경남권역생활치료센터 손소독티슈� 90박스� (100개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4.29-5.4

서울/경기/인천/광주

전북/대구/경남/부산

재난취약아동시설�16개소

튼튼꾸러미(유산균,�칼슘앤비타민,�홍삼음료�총�3종)(MBC) 업체출고

5.3 제주시청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300세트(25점� 구성) 남부지사

4.7-5.3 서울�소재� 13개� 병원 의료진�간식키트� 17,618세트(10점� 구성)(배달의�민족) 업체출고

2.1-4.30
일산/대구/서울/전주/화성

파주/성남/대전/양주/인천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 3,000매(한국전력공사) 업체출고

4.29 경남� 창원시�성산구청 생수(2L*6)� 576박스 남부지사

4.28 경남� 창원시�의창구청 생수(2L*6)� 384박스 남부지사

4.27
서울�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원자력병원
건강꾸러미(건강기능식품� 5종구성)� 1,507세트 업체출고

4.27 대구특임단 KF94�마스크�50,000장(삼성),�손소독제(500ml)�4,000점(삼성) 남부지사

4.26 경북도청
KF94�마스크�200,000장,�손소독제(500ml)�20,000점(삼성)

손소독티슈� 90박스(100개입)(유한킴벌리)
북부지사

4.26 대구광역시교육청 KF94�마스크�90,000장(삼성),�손소독제(500ml)�7,000점(삼성) 남부지사

4.21 경남�양산�에덴벨리리조트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500세트(25점� 구성) 남부지사

4.20 부산광역시�커넥트호텔 생수(2L)� 2,100점(삼성) 남부지사

4.19 대구특임단 영양제� 2,000팩 업체출고

4.14 대구특임단 생수(2L)� 13,284점(NHN� godo) 북부지사

4.12 인천� 서구청
KF94� 마스크� 15,000장,

손소독제(500ml)� 3,000점(삼성)
북부지사

4.11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손소독티슈�10,000점(유한킴벌리),�KF94�마스크�4,000점

손소독제(70ml)� 1,000점,� 손소독제(500ml)� 1,984점
북부지사

3.29-4.7 병원�및�보건소� 35개소
의료진�응원키트(8점�구성)� 5,308키트

(한국토요타자동차,�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업체출고

4.7 대구특임단 생수(2L)� 10,368병(NHN� godo) 북부지사

4.7 경남� 창원시�진해구 생수(2L)� 1,728병(삼성) 남부지사

4.6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생수(2L)� 840병(삼성) 남부지사

3.1-3.31
경기도�시흥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지역상품권�시루�5만원권�1,000매(한국전력공사) 업체출고

3.31 부산광역시�커넥트호텔
생수(2L)� 1,800병(삼성)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150세트(25점� 구성)
남부지사

3.31 대구특임단 생수(2L)� 10,368병(NHN� godo)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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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25 경기,� 서울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1,851세트(25점� 구성)

(샘플� 1세트� 포함)
업체출고

3.24 대구특임단 생수(2L)� 10,368병(NHN� godo) 북부지사

3.22
서울,�인천,�파주,�전주,�광주

총� 95가구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 285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체출고

3.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생수(2L)� 3,456병(삼성) 남부지사

3.18 서울시�소재�교육기관 교육기기� 595점,� 도서� 595점 북부지사

3.15 대구특임단 생수(2L)� 15,756병(NHN� godo) 남부지사

3.11 서울노숙인시설협회 KN95� 마스크� 350점(쓰리엔클라우드) 업체출고

3.11 서남병원 KF94�마스크�10,000장,�손소독제(500ml)�10,000개(삼성) 북부지사

3.9
대구특임단�외� 7개

재난취약계층시설

생수(2L)� 9,216병(NHN� godo)

덴탈마스크� 9,950점(코레일로지스)
남부지사

3.8 인천광역시�서구 KF94� 마스크� 12,872장(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업체출고

3.8 인천광역시�서구 KF94� 마스크� 15,745장(신공항하이웨이) 업체출고

3.5
전주보건소,

명지병원,� 서남병원
발열조끼� 110벌(넷마블) 북부지사

2.1-2.28
경기도�소재�덕양행진

종합복지관�등� 10개소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000매(한국전력공사) 업체출고

2.26 부산광역시�커넥트호텔
생수(2L)� 3,600병(NHN� godo),�

손소독티슈� 21,600점(유한킴벌리)
남부지사

2.23-24
서울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키트(남)(9점� 구성)� 448세트(포스코)

의료진키트(여)(10점� 구성)� 2,002세트(포스코)
업체출고

2.24 킨텍스�캠핑장 수건� 100점,� 칫솔� 50점 북부지사

2.23 인천광역시�중구 KF94� 마스크� 10,000장(신공항하이웨이) 업체출고

2.23 경남� 창원시�의창구 생수(2L)� 1,152병(NHN� godo) 남부지사

1.27-2.19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생활치료센터용�생필품키트� 11,230세트(25점� 구성) 업체출고

2.18 서북병원 발열조끼� 10점(넷마블) 북부지사

2.18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KF94�마스크�10,000점,�손소독제(500ml)�2,000점(삼성)

덴탈마스크� 20,000점(나눔국민운동본부)
북부지사

2.18 전국노숙인시설협회

KF94�마스크�28,114점,�KF94�마스크�2,150점(라쿤픽쳐스)

KF94� 마스크� 10,000점(볼빅),� KF80� 마스크� 4,000점,

덴탈마스크�10,000점(코레일로지스),�덴탈마스크�21,000점

(나눔국민운동본부),� 핸드크림� 220점(니베아),�

손소독제(50ml)� 300점,� 손소독제(70ml)� 400점,

손소독제(500ml)�930점,�손소독티슈�73,700점(유한킴벌리),

생수(2L)� 6,336병(NHN� godo)

북부지사

2.16 서울� 서북병원,� 파주시청 핫팩� 23,000점(송중기님) 업체출고

1.29-2.10 경기,� 강원,� 경남지역 상품권(10만원권)� 85점(조명섭팬클럽) 업체출고

2.10 경남� 창원시�성산구 생수(2L)� 1,800병(NHN� godo) 남부지사

1.26-2.9 전국�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용�식품키트(14종� 구성)� 24,113세트 업체출고

2.9 화성시�보건소
희망온기꾸러미(3종� 구성)� 400세트(웰컴저축은행),

발열조끼� 100점(넷마블)
북부지사

2.9 부산광역시�커넥트호텔 생수(2L)� 1,800병(NHN� godo) 남부지사

2.5 파주시�보건소
희망온기꾸러미(3종� 구성)� 500세트(웰컴저축은행),

발열조끼� 100점(넷마블)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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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구특임단
방호복(작업자용)� 1000점� (저축은행중앙회),

방호복(작업자용)� 1000점� (포스코)

회수�후

재지원

2.4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광주�서구보건소/

전남대학교병원

손소독티슈�10,000점(유한킴벌리),�덴탈마스크�5,000점

(나눔국민운동본부),� 희망온기꾸러미(3종� 구성)

1,500세트(웰컴저축은행)

북부지사

2.2 경상북도청 이불세트� 200세트 남부지사

1.27-29
경남54개�보건소,�전남57개�

보건소,� 대전9개� 보건소
희망온기나눔키트(12점� 구성)� 120세트(송중기님) 업체출고

1.18~29
서울/경기/경남/경북/대전

/전북�선별진료소�의료진
희망온기꾸러미(3종� 구성)� 5,600세트(웰컴저축은행) 업체출고

1.28
고양특임단,�

고양시�2개�생활치료센터
이불세트� 255세트 북부지사

1.28 미국(LA,뉴저지) KF94� 마스크� 40,000점(에이스바이오메드) 북부지사

1.28 대구특임단 이불세트� 30세트 남부지사

1.25-28 고양특임단,� 대구특임단 두유� 5종� 7,616팩((주)정.식품) 업체출고

1.27
경기도�내�의료진(명지병원,

고양덕양/동구/서구보건소�등)
의료진�예우지원�상품권(10만원)� 135매 업체출고

1.26
법무부(서울동부구치소,

경북�북부� 제2교도소)
식품류(빵)� 12,000점 업체출고

1.19 경기도�수원병원 생수(2L)� 5,760병(NHN� godo) 남부지사

1.18 서울시�서남병원 보호복세트(5종)� 137세트(팀오투) 업체출고

1.18
경남도청,� 시흥시�보건소

인천시�남동구청,�전남도청
발열조끼� 1,330점(넷마블) 업체출고

1.15 고양특임단,� 대구특임단 방한의류� 6,145점(무신사) 업체출고

1.15
경남�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생수(2L)� 3,456병(NHN� godo) 남부지사

1.14 충청북도� 5개� 시설

KF94�마스크�135,400점(현대),�KF94�마스크�11,600점,

손소독제(500ml)�1,500점(삼성),�손소독티슈�10,000점

(유한킴벌리),�생수(2L)�180병(NHN�godo),�핸드크림�400점

(니베아),�페이스쉴드�400점(아템코리아),�방호복(작업자용)

500점(저축은행중앙회),� 힐링키트(CJ)� 25세트

북부지사

1.11-14

경남도청,

법무부(경북북부

제2교도소,�서울동부구치소)

휴대용� UVC� 살균기� 800점((주)클리어윈코리아),

컵라면,� 캔음료�등� 식품류� 8,000점(bgf리테일)
업체출고

1.13 고양시,� 인천시,� 경남도

KF94� 마스크� 100,000점(현대),� 손소독제(500ml)

10,000점(삼성),� 손소독티슈� 10,500점(유한킴벌리),

생수(2L)�360병(NHN�godo),�핸드크림�1,000점(니베아),�

페이스쉴드�1,760점(아템코리아),�방호복(작업자용)�1000점

(저축은행중앙회),� 방호복(작업자용)� 1000점(포스코),

힐링키트�200세트(CJ),�이불세트�100세트,�수건�500점

북부지사

1.12

법무부

(동부구치소,�청송교도소),

경기도�7개�생활치료센터

KF94�마스크�70,000점(현대),�손소독제(500ml)�1,700점(삼성),

손소독티슈� 16,000점(유한킴벌리),

생수(2L)�10,944병(NHN�godo),�핸드크림�1,400점(니베아),�

페이스쉴드�1,840점(아템코리아),�방호복(작업자용)�100점

(저축은행중앙회),� 힐링키트� 70세트(CJ),� 수건� 500점�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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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기도�4개�생활치료센터 생수(2L)� 3,180병(NHN� godo) 남부지사

1.12
경북� 청송교도소

(법무부)

KF94� 마스크� 20,000장(삼성),� 손소독제(500ml)

800점(삼성),� 손소독티슈� 4,000점(유한킴벌리),

생수(2L)� 6,912병(NHN� godo)�

남부지사

1.11 경상남도청 KF94� 마스크� 30,000장(삼성) 남부지사

1.11

고양특임단

희망브리지봉사단

(고려대�외� 3개� 학교)

속옷�등� 의류� 4,896점(이랜드재단)

난방텐트� 50점(바이맘)
북부지사

1.8
서남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핫팩� 5,040점(조명섭팬클럽),� 핫팩� 90점(김아름님)

마스크� 10,000점(조명섭팬클럽)

체육복� 80점,� 속옷세트� 80점,� 양말� 80점,� 칫솔� 80점

북부지사

1.8
경남� 사천시

경남권생활치료센터

KF94� 마스크� 40,000점(삼성),� 생리대� 150점(삼성)

손소독제(500ml)� 2,400점(삼성),�

손소독티슈� 20,000점(유한킴벌리)

남부지사

1.7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인천시의료원,�울산대병원

�부산시의료원,�마산의료원

바디필링패드� 20,160개� (디에스앤) 업체출고

1.6
서울특임단,� 대구특임단,

라파엘클리닉
속옷�등� 의류� 80,408점(이랜드재단) 북부지사

12.29 부산,� 경남 손소독제(500ml)� 7,800점(EBS� 0700) 남부지사

12.28 대구,� 서울,� 경기 방한모자� 2,060점((주)제이앤에스케어) 업체출고

12.28 서울,� 경남
KF94� 마스크� 29,200장(EBS� 0700),

손소독제(500ml)� 19,600점(EBS� 0700)
남부지사

12.28
서울시�자원봉사센터

42개소

KF94� 마스크� 545장(두산),�

KF-AD� 마스크� 441,050장(CITI� foundation)
북부지사

12.28
서울,� 경남,� 경북

56개� 자원봉사센터

KF94� 마스크� 15,900장(두산),�

덴탈마스크� 65,000장(나눔국민운동본부)
북부지사

12.27
전국자원봉사센터

219개소

KF94� 마스크� 65,795장(EBS� 0700),

손소독제(500ml)� 17,475점(EBS� 0700)
남부지사

12.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산합포구
생수(2L)� 3,168병(NHN� godo) 남부지사

12.23~29
대구/경북지역

56개� 시설
손소독제(500ml)� 7,683점 업체출고

12.21
고양시청� (고양시� 7개�

선별진료소�지원)
발열조끼((주)에이치엘아이)� 70점 업체출고

12.15

서울� 서남병원

생수(2L)� 5,760병(삼성) 남부지사

손소독티슈� 10,000개(유한킴벌리),�

덴탈마스크� 10,000장(나눔국민운동본부)
북부지사

�부산�라마다�호텔 컵라면� 7,158점,� 카스타드� 448팩,� 물티슈� 480점
남부지사

부산�커넥트�호텔 컵라면� 8,220점,� 카스타드� 448팩,� 물티슈� 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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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전달�사진

12/15� 서울�서남병원�생수� 지원 12/15� 서울� 서남병원�손소독티슈,� 마스크�지원

12/15� 부산�식품,� 생필품�지원 12/21� 고양시청(고양시� 7개�선별진료소)� 발열조끼�지원

12/23~29�대구/경북�55개�시설에�손소독제�지원(대구척수장애인�협회�등)� 12/23~29�대구/경북�55개�시설에�손소독제�지원(대구척수장애인�협회�등)�

12/23~29�대구/경북�55개�시설에�손소독제�지원(대구척수장애인�협회�등)� 12/23~29�대구/경북�55개�시설에�손소독제�지원(대구척수장애인�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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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전국� 5개�의료원/병원� 바디필링패드�지원 12/28� 재난취약계층에�방한모자�지원

12/28� 재난취약계층에�방한모자�지원 12/28� 재난취약계층에�방한모자�지원

01/18� 서울서남병원에�방호복�세트�지원 01/19� 경기도�수원병원에�생수� 지원

01/25� 아동시설에�식품� 지원 01/28� 미국� LA,� 뉴저지에�마스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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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미국� LA,� 뉴저지에�마스크�지원 01/28� 미국� LA,� 뉴저지에�마스크�지원

03/09� 재난취약계층에�생수�지원 03/09� 재난취약계층에�생수� 지원

03/29-04/07� 의료진에�생활용품키트�지원 03/29-04/07� 의료진에�생활용품키트�지원

4/28� 의료진에�건강꾸러미�지원 4/28� 의료진에�건강꾸러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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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5/03� 의료진�간식키트�지원 04/07-05/03� 의료진�간식키트�지원

4/29-5/4� 재난취약아동�튼튼꾸러미�지원 4/29-5/4� 재난취약아동�튼튼꾸러미�지원

4/29-5/4� 재난취약아동�튼튼꾸러미�지원 4/29-5/4� 재난취약아동�튼튼꾸러미�지원

6/1-6/8� 의료진�과일컵�지원 6/1-6/8� 의료진�과일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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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생필품키트�지원(상시�지원) 생활치료센터�생필품키트�지원(상시� 지원)

생활치료센터�생수�지원(상시�지원) 생활치료센터�생수�지원(상시� 지원)

8/10~11� 수원시�보건소�의료진�폭염대비�물품�지원 8/10~11� 수원시�보건소�의료진�폭염대비�물품� 지원

생활치료센터�생필품키트�지원(상시�지원) 9/8� 인천/경기/서울�의료진�쿨링조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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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료진�응원가방�지원 포스코�의료진�응원가방�지원

새마을금고�의료진�아이스�쿨조끼�지원 새마을금고�의료진�아이스�쿨조끼�지원

포스코�의료진�홍삼�영양식품�지원 포스코�의료진�홍삼�영양식품�지원

포스코�의료진�홍삼�영양식품�지원 포스코�의료진�홍삼�영양식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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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방역물자�지원 세종시�방역물자�지원

세종시�방역물자�지원 세종시�방역물자�지원

서울시� 16개� 자치구�방역물자�지원 서울시� 16개�자치구�방역물자�지원

서초구보건소�방한용품(경량패딩)� 지원 서초구보건소�방한용품(경량패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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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해군청�마스크�지원 서울�동부구치소�생필품,� 생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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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현황� >�

○�모금기간� :� 2020년� 2월� 3일� ~�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

<� 코로나19� 대응�관련�언론보도� >

○� �누적�총�1,860건�보도�※�2020.12.14.기준�누적�총� 483건�

구분 모금건수 모금액 비고

비지정기부금(등록성금) 196,028 9,948,027,711

지정기부금 757 87,855,667,482

합계 196,785 97,803,695,193

날짜 언론 제목 같은보도

22.03.03. 브레이크뉴스 쁘띠엘린,� 희망브리지에�생활용품� 3만5천여점�기부 1건

22.02.17. 연합뉴스 [게시판]� 희망브리지,� 영덕� 산불�이재민에�긴급�구호물품 1건

22.02.16. 연합뉴스 [게시판]�희망브리지,�경북�코로나�대응인력�지원� '비타버스’�운영 3건

21.12.09. 스포츠조선 오지환� '프로야구선수협�대표로�희망브리지에�성금� 2억원�전달' 48건

21.11.22. 중앙일보 희망브리지,� ‘코로나�힐링� 버스’� 운영한다…삼성이� 300억� 지원 15건

21.11.17. 서울경제 한국문화정보원,� 결식아동�후원�위한� 코로나19� 극복� 성금�전달 -

21.11.16. 한국교육신문 ‘사랑의�마스크’� 기부 -

21.11.16.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 세븐일레븐� ‘세븐히어로’� 특별상�수상 26건

21.11.04. 이뉴스투데이 대전신세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료진에�응원�키트�전달 5건

21.11.03. 경상매일신문 영주시,� 전국재해구호협회와�함께�방역� 소독 1건

21.10.28. 연합뉴스 희망브리지,� 코로나�취약계층에�생필품·상품권�전달 3건

21.10.22. MBN 글로벌�직판�애터미,� 희망브리지에�마스크� 250만장�기부 1건

21.10.22. 연합뉴스 ‘배구�여제’� 김연경,� 희망브리지에� 3천만원�기부 12건

21.10.22. 파이낸셜뉴스 애터미,� 희망브리지에�비말�마스크� 250만장�기부� 1건

21.09.29. 서울신문 포스코,� 손편지·건강기능식품으로�의료진�응원 13� 건

21.09.22 국제뉴스 대구시민구조봉사단,� 방역구호차량으로�재난현장�곳곳�지원 1�건

21.09.16 노컷뉴스 희망브리지,� 광주전남� 71만점�등�방역물품� 425만점�전달 11� 건�

21.09.16 비욘드포스트 한국인삼공사,� '정관장과�함께� 따뜻한�세상� 만들기'� 캠페인�진행 6�건

21.09.15 NEWSIS 포스코-희망브리지,�코로나19�의료진�응원�추석맞이�건강식품�전달 4�건�

21.09.14 경향신문 희망브리지,노숙인등�주거�취약계층�지원공로�서울시�표창 7�건

21.09.03 파이낸셜뉴스
KGC인삼공사·희망브리지,� 코로나�의료진에� 10억� 상당�홍삼�제품�

전달
4�건

21.08.30 노컷뉴스 대전시,� 31일�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콘서트' 6� 건

21.08.26 뉴스엔 박세리�김종국�양세찬� ‘세리머니�클럽’� 미션� 성공으로� 1억� 기부 33� 건

21.08.19 전남일보 '코로나19� 최일선'� 전남대병원에�격려�잇따라 7�건

21.08.19 의학신문 에스트라,� 코로나19� 의료진에� '아토베리어'� 제품�지원 6�건

21.08.17 에너지경제 IBK기업은행,� 코로나19� 의료진에게� 'IBK희망냉장고'� 전달 54� 건

21.08.12 연합뉴스 희망브리지,� 제8차�국가위기관리포럼�공동�개최 9�건

21.08.12 뉴스1 동서식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맥심�티오피'� 1만병�전달 2�건�

21.08.11 충청일보 전국재해구호협회� ,� 중구에�마스크� 10만매�기탁 4�건

21.08.11 UPI뉴스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수원시에�폭염�구호물품�기부 11� 건

21.08.11 데일리안 오비맥주-리하베스트,� 코로나19� 의료진에�응원�선물� 전달 37� 건

21.08.10 뉴스1 한예슬,� 코로나19� 극복�성금� 5000만원�쾌척� "어려운�이웃�위해" 51� 건

21.08.09 에너지경제 교촌치킨,� 사회복지시설에� 3600만원�상당�제품� 지원 50� 건

21.08.06 아시아투데이 새마을금고중앙회,�코로나19�의료진에�폭염�예방물품�5000만원�지원 32� 건

21.08.06 국제뉴스 박보영,� 소방대원들에�마스크� 10만장�기부� ‘뜻깊은�선행’ 40� 건�

21.08.05 데일리메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코로나19� 극복�성금� 기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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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 제목 같은보도

21.08.04 파이낸셜뉴스 KT&G,� 희망브리지에�코로나19� 의료진�지원�성금� 3억원�기부 4�건

21.08.02 시사뉴스24 단국대병원�의료진에�배달된� ‘힐링� 푸드트럭’ 20� 건

21.07.23 서울경제TV
라미띠에x페이퍼백,� 희망브리지에�코로나19� 대응�의료진�지원�

기부금�전달
1� 건

21.07.19 디트뉴스24 "공주의료원�의료진들�힘내세요"� 훈훈한�선행 1� 건

21.07.14 MBN 60주년�희망브리지,� 독도경비대에�방역�물품� 전달 -

21.06.25 파이낸셜뉴스 '재난에서�희망으로'� 부지화예술단,� 코로나�극복�기원음악제�연다 1� 건

21.06.11 데일리메디 재해구호협회,� 고신대병원�건강꾸러미�전달 6� 건

21.06.10 시민일보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인천시�미추홀구와�동구에�

방역위생용품�지원
1� 건

21.06.10 미디어리퍼블릭 희망브리지,� 부산지역�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물품�지원 6� 건�

21.06.10 더퍼스트 “코로나19�함께�이겨내요!”�채드윅�송도국제학교�코로나19�성금�기부 1� 건

21.06.09 파이낸셜뉴스 김부겸�총리,� 희망브리지에�코로나19� 극복�성금� 200만원�기부 5� 건

21.05.26 아투시티뉴스
WK뉴딜국민그룹·전국재해구호협회,� 수원시에�마스크� 60만�매�등�

방역물품�기탁
10� 건

21.05.18 아시아경제 전국재해구호협회,� 장흥군에�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1� 건

21.05.16 한국경제 올�하반기� '이동하는�코로나�선별진료�특장차'� 등장한다 1� 건

21.05.13 충청일보 전국재해구호협회,� 공주시에�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1� 건

21.05.07 news1 '코로나19'� 확진� 변정수,� 1000만원�기부� "의료진�노고�감사" 34� 건

21.05.07 연합뉴스 이준기�국제�팬클럽,� 희망브리지에�코로나�성금 -

21.05.07 브레이크뉴스 ‘4차�대유행�막아라’� 희망브리지,� 방역물품� 210여만점�지원 2� 건

21.05.04 글로벌경제 우아한형제들�김봉진,� 저소득층�학생에�고성능�노트북�지원 98� 건

21.05.03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어린이날�맞아�보육원아들에게�영양제�선물 3� 건

21.04.29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경북�영주시와�재난재해�대비�업무협약 1� 건

21.04.29 의학신문 희망브리지,� H+양지병원에� '건강꾸러미'� 격려�물품�지원 6� 건

21.04.29 라이브팜뉴스 한우협회·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지원�업무협약 9� 건

21.04.28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 대구시교육청에�방역물품�지원 4� 건

21.04.27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시흥시와�재난재해�대비�상호협력�MOU 8� 건

21.04.26 빅데이터뉴스 인천�서구,� 장애인단체·중증�신장장애인에�방역물품�지원 1� 건

21.04.24 더퍼스트 희망브리지-파주시,�업무협약�체결...재난·재해�대비위한�협력체계�구축 8� 건

21.04.22 더퍼스트 희망브리지,� 그래미와�재난·취약계층�지원�위한�업무협약 2� 건

21.04.21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크린웰�기탁�마스크� 20만장�안성시에�전달 2� 건

21.04.20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천안시,� 재난�대비� 상호협력�업무협약 3� 건

21.04.15 베이비뉴스 희망브리지-충남�공주시,� 재난·재해�대비� 업무협약�체결 3� 건

21.04.12 파이낸셜뉴스 프립,� 희망브리지에�코로나19� 극복� 응원�기부금�전달 7� 건

21.04.09 글로벌경제 두나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복구에� 100억원�지원 33� 건

21.04.06 파이낸셜뉴스 "코로나�이후�일상으로�회복�능력이�또다른�재난�막는�힘"� [인터뷰] -

21.04.05 G밸리뉴스 하이클래스군무원,�코로나19�극복�위해�희망브리지에� 2000만원�기부 -

21.03.31 파이낸셜뉴스 대방고시학원,� 희망브리지에� 2000만원�기부 1� 건

21.03.30 서울파이낸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코로나19� 의료진에�응원물품�전달 4� 건

21.03.27 미주중앙일보 쇼미유어하트재단,� 팰팍타운�정부에�마스크� 1만장�전달 -

21.03.27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 "경제적�지원이�가장�절실" 8� 건

21.03.18 베이비뉴스 희망브리지-화성시,� 재난재해�대비�상호협력�업무협약�체결 -

21.03.17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양주시�재난취약가정에�희망꾸러미�전달 -

21.03.16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코로나�취약계층� 800세대에�방역물품·식료품�지원 2� 건

21.03.15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의료진� 5천5백명에� ‘건강꾸러미’ -

21.03.10 서울파이낸스 희망브리지-전주시,� 재난·재해�대비�상호협력�MOU 6건

21.03.10 국민일보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인천�서구에�마스크�제공 3건

21.03.10 연합뉴스 한국토요타,� 코로나19� 방역�지원�성금� 1억5천만원�기부 48건

21.03.10 뉴스브라이트 희망브리지,�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따뜻한�후원 -

21.03.10 베이비뉴스 희망브리지-분당우리교회,� 결식아동�식사�지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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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경북일보
3사관학교�사관생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성금� 700만원�

기부
2건

21.03.08 동아일보
1960년대부터�코로나까지...� 재난·재해�구호·모금의�산�역사�

희망브리지
-

21.03.07 인천일보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인천� 중구에�마스크� 1만장�기탁 -

21.03.05 브레이크뉴스
‘힘내세요,� 의료진’…희망브리지,� 명지병원과

재난의료�구호활동�및�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 업무협약
8� 건

21.02.25 중앙일보 쇼미유어하트재단,� AWCA·유니온시티에�마스크�전달 -

21.02.19 경인매일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와�함께�

취약계층�어르신�후원� “5000만원�상당�시흥시�지역화폐�시루�

지원”

-

21.02.10 연합뉴스 한전-희망브리지,� 취약층에�상품권� 4천만원�전달 4� 건

21.02.10 뉴스엔 이혜영,� 성금� 1천만원�기부� “소상공인�위해�써달라” 14� 건

21.02.10 헤럴드경제 아기�물티슈�베베숲,�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감사패�수여 2� 건�

21.02.10 천지일보 "국민·기업이�낸�성금·물품으로� K-방역� 뒷받침…�재난�일상화" -

21.02.09 뉴스1 포스코,� 코로나19� 의료진에� '응원키트'� 2500개�전달 64� 건

21.02.05 경임내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시흥시�취약계층을�위한�후원물품�지원 1� 건

21.02.04 울산매일신문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울산시에�감사패�전달 3� 건

21.02.04 국제뉴스 [포토]� 전국재해구호협회,� 서울� 강서구에�성금� 9,100만�원�전달 3� 건

21.02.04 연합뉴스 SG생활안전,� 구급대원�위해�마스크� 15만장�기부 4� 건�

21.02.03 연합뉴스 희망브리지,�美뉴저지주�한인사회에�마스크� 4만장�기부 11� 건�

21.02.02 에너지데일리 원자력연구원,�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감사패�수여 14� 건

21.02.01 파이낸셜뉴스 최나연,� 볼메이트�나눔�댓글�챌린지�참여 1� 건

21.01.29 디지틀조선일보 의료진과�지역사회를�위해,� 패션·뷰티�업계의�훈훈한�기부�릴레이 -

21.01.25 에너지경제 정식품,� 소외이웃에�두유� 2만� 1000여개�기부 13� 건

21.01.21 베이비뉴스 "교정시설�코로나19� 확산�막아라"...� 희망브리지,� 긴급� 지원 -

21.01.21 뉴시스 [인터뷰]"동부구치소에�물품� 5만여점�지원...K방역�뒤� K구호" -

21.01.20 서울경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19� 종식�기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억�기부 30� 건

21.01.18 CLO
“코로나19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물류센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물류센터’� 탐방기�②
-

21.01.17 뉴스엔 김은숙�작가·화앤담픽쳐스�윤하림�대표,�재난위기�가정�위해� 1억원�기부 40� 건

21.01.15 CLO
“코로나19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물류센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물류센터’� 탐방기�①
-

21.01.13 노컷뉴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경남도에�방한·방역물품�전달 18� 건

21.01.12 파이낸셜투데이 대상그룹�디에스앤,� 코로나�의료진�바디� 케어� 제품�기부 60� 건

21.01.12 뉴스웍스 무신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료진에�방한�의류� 기부 22� 건

21.01.07 조이뉴스24 경기도,�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30만개�기증받아 19� 건

21.01.07 스포츠서울 송중기,�코로나19�의료진�위해� 1억원�쾌척� "방한용품�지원" 35� 건

21.01.07 파이낸스투데이 전국재해구호협회,�시흥시에�코로나19�극복�방한물품�지원 7� 건

21.01.05 스포츠조선 '국대�풀백'� 김진수,� 또� 한번�코로나19� 성금� '기부' 7� 건

20.12.29 브레이크뉴스 클리어윈코리아,�희망브리지에�휴대용�살균기� 500개�기탁 1� 건

20.12.29 더퍼스트 서남병원-희망브리지,� 재난�의료구호·건강격차�해소�업무협약 1� 건

20.12.28 스마트경제 웰컴저축銀,� 추위와�맞선�의료진을�위해�성금� 2억원�쾌척 1� 건

20.12.26 연합뉴스 사랑은�랜선을�타고…코로나에도�연말연시� '비대면�온정' -

20.12.25 국민일보 “CCTV로� 회계관리�기록…�전자결제로�성금� 1원도�허투루�안써” -

20.12.24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코로나19·한파� ‘이중고’� 취약계층�지원�나선다 -

20.12.23 브릿지경제 조명섭�팬카페� '에밀스'�마스크� 1만장·핫팩� 5천장·성금� 1천만원�기부 2� 건

20.12.22 뉴스엔 이승윤-현자� ‘우리말�겨루기’� 상금� 1천만원�전액�기부(공식입장) -

20.12.22 연합뉴스 가수�홍진영,� 희망브리지에�코로나19� 성금� 3천만원 12� 건

20.12.22 경인매일 고양시,�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가�방한물품�지원 3� 건

20.12.21 브레이크뉴스 희망브리지,� 선별진료소�의료진에�발열조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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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브레이크뉴스 에이스바이오메드,� 희망브리지에�마스크� 2만장� ‘기부’ -

20.12.17. 스포츠동아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변화된�기부�패러다임�속�빛나는� ‘착한�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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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코로나19�대처상황� (22.04.15.� 06시�기준)� �

m 코로나19� 대처상황� � � � � � � � � � � � � � � � � � � � �※�질병관리청(4.14.� 0시� 기준)
- `월

� �발생현황� :� (신규사망)� 318명전일 134↑� (재원�위중증)� 962명전일 52↓

� � � (신규입원)�1,197명전일336↓� (신규확진)�148,443명전일46,976↓/전주76,345↓(국내148,408*,�해외35)

� � � � � ※� 누계� :� 사망� 20,352명(치명률�0.13%),�확진� 15,979,061명� /� *�수도권�70,601명,�비수도권�77,807명

� �예방접종� :� 15,505명(1차 1,553,� 2차 1,273,� 3차 12,679)

� � � � � ※�누계� :� 1차45,003,112명(인구대비87.7%),� 2차44,519,842명(인구대비86.8%),� 3차32,959,122명(접종대상자대비74.8%)

� � 조치사항� :� (외교부)�코로나19� 동향�등을�감안한�전�국가·지역�대상으로�발령(‘20.3.23.~)해�온�특별여행주의보�

해제,�각�국가별�기존�여행경보�체제로�전환(4.14.~)

� � � � � ※� 싱가포르,�캐나다�등�22개국�및�2개�지역(괌,�사이판)은�여행경보�1단계(여행유의),�미국,�영국,�독일�등� 129개국은�

여행경보�2단계(여행자제)�등� /�외교부�홈페이지(www.0404.go.kr)에서�상세�확인�가능

� � � (문체부)� 코로나19�피해�극복을�위해�소규모�대중음악공연�개최�지원

� � � � � ※� ‘22년� 추경� 예산� 100억원� 투입하여� 대중가수� 1,300여� 팀,� 330회� 공연� 지원(’22.5~12월),� � 4.13.~

5.2.까지� 참여자�공모�및� 전문가�심사�예정

코로나19� 전파�경로

� ○� 직접전파� :� 기침을�하거나�말할�때� 나온�비말(침)이나�내쉰�숨을�가까이�직접�흡입해서�전파

�○� 접촉전파� :� 비말(침)이� 물건�표면에�내려앉은�뒤,�

� � � � � � � � � � � � � � 이를�접촉해서�오염된�손으로�눈,� 코,� 입�등을�만져�전파

�○� 공기(에어졸)� 전파� :� 공기�중에�에어로졸�즉,� 공기와�함께�바이러스가�있다가�사람에게�전파�

� � � � →� 보건용�마스크(황사마스크)� KF94� 이상�사용�필요

http://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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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코로나19� 대응�지침

(재난안전상황실,� 20.3.2(월))

□�대응�원칙

○� (증상)�(증상)�(증상)�발열,� 호흡기�증상(마른�기침,� 인후통,�호흡곤란�등)

○� (대응)�(대응)�(대응)�직원�개인이�코로나19에�대응하기�위한�개인위생수칙�준수

□�사무총장�권고�사항

� � � � 전� 직원은�교회·법당�등� 종교활동�참가�금지.� 별도�해제�지침�시까지�따라주기를

� � � � 강력히�권고.�

□� 회관�관리

○�열화상�카메라� /� 체온계�본회·지사� 2곳�비치

○�협회�건물�엘리베이터�사용�지침사항

� � -� 입주자�등�타인과�동승�자제(타인과�함께�있을�경우,�먼저�보내고�추후�사용)

� � -� 엘리베이터�버튼은�핸드폰�모서리로�누르고�닦을�것

□�근무

○� (근무)�(근무)�(근무)�보건용�마스크(일회용�포함)� 착용하고�근무

○� (회의)�(회의)�(회의)�회의는�가급적�자제하거나�회의시�오픈된�공간에서�회의

� � -� 밀폐된�공간에서�회의시�마스크�착용

� � -�회의시�사전�자료�배포�등�최단시간�회의

○� (환기)�(환기)�(환기)�1일� 2회(출근�후,�점심�후)� 10분�이상�환기

� � -� 퇴근시�창문�닫고�퇴근

○� (외근)�(외근)�(외근)�외근�후�손세정제로�손씻기

○� (퇴근)�(퇴근)�(퇴근)�마스크�착용

○� (소독)�(소독)�(소독)�취약지역�등에� 1일� 1회�이상�소독�실시(엘리베이터,�출입문�손잡이�등)

� � -� 손� 소독제�비치� :� 1층� 및� 5층� 엘리베이터�앞

□�환자�발생시

○� (일반�환자)�(일반�환자)�(일반�환자)�가정에서�휴식

� � -� 발열�및�호흡기�증상시�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또는�지역�보건소�문의

○� (직원,�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접촉시)�(직원,�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접촉시)�(직원,�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접촉시)�신고�및�자가격리

� �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또는�지역�보건소,�협회에�신고

○� (사무실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환자�발생시)�(사무실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환자�발생시)�(사무실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환자�발생시)�재택�근무(파주,� 함양�동일)

� �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또는�지역�보건소에�신고

� � -� 사무실�폐쇄�및� 전문�소독업체를�통해�소독�요청

� � -� 바이러스�완전�퇴치�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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