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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으로 보는 코로나19와 사랑의열매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특별성금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이야기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이름은 COVID-19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부른다. 현재 

까지 확인된 전파 경로는 비말(침방울)과 접촉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1~14일이며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신

부를 고위험 군 대상으로 꼽았으며, 흡연자와 비만인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백신은 

없으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주위 환경 소독이 주요 예방법으로 알려졌다.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ncov.mohw.go.kr 

빛나는 시민 의식을 발휘한 우리 사회  

사랑의열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했다.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지며 짧은 기간 많은 성금이 모였다. 국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은  

민간 복지 단체와의 협력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방역 및 위생관리, 돌봄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국면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칠 경제·사회 변화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사랑의열매는 

코로나 이후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인 나눔 캠페인과 지원을 펼쳐 갈 예정이다. 

25일

타임라인으로 보는 코로나19와 사랑의열매 

코로나19에 맞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코로나19(COVID-19)란? 

사랑의열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4월 8일

특별 성금 511억 

모금, 배분금 

139억 지원

3월 5일

행정안전부 등과 코로나19 

기부금협의회 1차 회의

코로나19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실시
대구 동산병원 

의료장비 10억 원 지원

전국지역아동센터에 복권기금 20억 원 지원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 

실시 (경기 사랑의열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실시

긴급지원사업

10억 원 시행

코로나19 특별모금 

전국 실시

27일

27일

특별 성금 891억 

모금, 배분금 

723억 지원

19일

10일

10일24일

코로나19 특별지원계획 수립
28일

26일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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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코로나19 국내 주요 발생 현황

한국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상향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첫 번째 사망자 발생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국내 누적 확진자 1,000명대 진입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전 세계 유행) 선언

특별 입국 절차 확대(전 세계 모든 입국자)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실시

모든 입국자 2주 자가 격리 의무화

자가 격리자 포함 총선 투표 58일 만에 신규 확진 10명대 기록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완화(5월 5일까지 연장)

39일 만에 일일 사망자 

발생 0명 기록 

4월 1일

24일

3월 9일

22일

11일

19일

15일26일

2월 20일 24일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23일

1월 20일 19일

18일

10,708명(  47)10,661명(  70)10,591명(  529)10,062명(  1,101)8,961명(  3,633)1명 82명 556명(  474) 1,261명(  705) 5,328명(  4,067)

3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추이

4일26일20일 23일 22일1월 20일 24일15일 19일4월 3일

7명

31일

27명

2월 10일



가수  레드벨벳(아이린·웬디·슬기·조이·예리),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윤아, 트와이스(쯔위·다현·나연), 엑소 수호, 지코, 

유노윤호, 김범수, 박효신, 노을, 김동완, 송가인, 홍자, 홍진영

배우  현빈, 이서진, 김수현, 정해인, 이정재, 김영철, 이민호, 

마동석, 김사랑, 손나은, 남주혁, 임시완, 정우성, 이영애, 

박서준, 이병헌, 신민아, 김우빈, 공유, 손예진, 박보영, 윤세아

방송인 전현무, 박나래, 김구라, 김성주, 장성규   

연예인 부부 차인표&신애라, 유동근&전인화, 

이상우&김소연, 설경구&송윤아

야구 추신수, 이승엽, 우규민, 황재균, 양준혁   

골프 배상문, 박성현  e-sport 이상혁, 박재혁   

성우 이용신  셰프 이연복  강사 설민석, 이선재

가수 유노윤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좀 더 힘내시길 바라요.

배우 김사랑  옹기종기 

앉아서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기도합니다.

배우 현빈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구 지역과 피해 

극복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작은 마음을 전달합니다.

유명인부터 얼굴 없는 천사까지

시민이 주도한 1339 국민성금캠페인  

 청년 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청년희망공동체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SNS에서 

‘국민성금캠페인’을 전개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번호를 딴 

1339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1,339원)을 기부하고, 

지인 3명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남의 얼굴 없는 기부 천사  

경남 사랑의열매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이웃을 돕기 위해 부었던 적금을 각각 

200만 원씩 대구·경북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경남 

감염자와 의료진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현금 600만 원을 

슬그머니 놓고 사라졌다.

어린아이들이 

전해 온 나눔의 손길  

세종영재어린이집 

원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며 심부름 

등 착한 일을 

하고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사랑나누기 

저금통’에 모아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

경기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재난기본소득 기부, #함께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 활기를 띄며,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민들의 

따듯한 마음으로 모여진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기부참여도 

이어졌다. 카카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며 4월 21일 기준 7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고액자산가들의 통 큰 기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해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이 

20억 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개인 주식 11,000주(약 17억)를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 리더들의 뜻깊은 나눔이 이어졌다. 

설민석 역사 강사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번에도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수 트와이스(쯔위, 

다현, 나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엽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이사장  코로나19로 인해 

역경에 처한 대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응원합니다.

배우 김영철  어려울 때 

다 함께 극복해 온 지역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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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 참여해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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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특별 성금

총 지원액 

98,527,990,154원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함께 모아주신 사랑의열매이만큼 모아주셨습니다

총 모금액 

104,973,129,788원

현금 

94,172,589,524원

현물 

10,800,540,264원 

(4월 30일 기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기업 

재계에서도 삼성, SK, LG, GS 등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기업, 공공 기관, 

주요 단체들이 함께 기부에 동참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10억 원 이상  SK그룹, LG그룹, 네이버, 신한금융그룹, GS그룹, 스마일게이트  

1억 원 이상  BMW 코리아 및 공식 딜러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롯데그룹, 

육군본부, KCC, (주)JYP엔터테인먼트. 두산그룹, LS그룹, 아모레퍼시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159개 기업(단체)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의료진, 봉사자, 재난 취약 계층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해 특별 모금을 실시했다. 유명인부터 기업, 일반 시민까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4월 30일 기준 1,049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는 모금회가 국내외 사회·자연 재난 시 진행한 특별 모금 캠페인 중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지원 특별 모금(1,140억 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방역 및 위생 관리 

35,305,053,875원

의료진 및 확진·격리자, 

자원봉사자 지원  

9,109,048,683원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6,119,040,730원

위기가정 생계 지원

21,510,946,934원

※ 참고자료

재해구호협회  94,570,056,884원

대한적십자사  70,690,073,000원

*총 지원액 985.2억 원은 지원 완료 및 진행 중인 금액이며, 기획 중인 잔여 모금액은 5월 중 지원 예정이다.

전북  1,144,150,690원

중앙회  34,604,080,123원 

인천  1,640,916,653원 

대전  1,486,692,982원

서울  4,238,191,320원

광주  864,968,530원 

충남  2,697,442,306원

전남  1,804,773,565원

세종  330,581,838원

경기북부  1,204,836,760원  

충북  1,521,350,227원

경북  11,950,680,870원

부산  5,835,005,972원 

경기  1,650,272,312원

대구  23,676,240,572원 

울산 2,093,158,099원

경남  4,356,948,967원

강원  3,309,536,016원

제주  563,301,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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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6,341,427개

손 세정·소독제

1,427,274개

위기가정 생계비

73,852명

식료품지원비

618,712명

생필품지원비

353,788명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신속하게”

하나, 시급한 곳에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시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주요 사회복지 협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사랑의열매 중앙회 및 전국 17개 시·도지회 배분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원에 대한 기준과 순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선 지원하기로 한 분야는 ‘위기가정 생계 지원’, 

‘의료진 및 확진·격리자, 자원봉사자 지원’, ‘방역 및 위생 관리’, ’복지서비스 공백 지원‘의 4개 분야이다. 

31 2 4

이태수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장 인터뷰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에 중점”

코로나19처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재난은 처음이라 비상한 마음으로 배분에 임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TF소위를 만들어 운영하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기준과 영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가 기존에 다양한 사업을 해온 사회복지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점을 살

려 주거, 환경, 의료, 일자리 등 폭넓은 영역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거시

적 차원에서 ‘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점으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신속성과 정부와의 차별성, 협력을 아우르는 사랑의열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10억, 54개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760개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4,000여 개의 

사업에 985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전체 모금 규모의 93.9%에 달한다.(4.30 기준)

전국에서 모인 코로나19 성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사랑의열매의 지원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에게 심각한 여파를 끼친 사회적 재난이었다. 

이러한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랑의열매가 지원해오던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사업 영역과 

지원 대상을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및 의료진 지원, 

지역사회 방역장비 지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진행하였다.

대구 동산병원에 지원된 인공호흡기

코로나19 입원환자 생활위생 용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정 생필품 지원

셋,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성을 다투는 감염병 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사랑의열매는 

모아진 성금을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전국적으로 동시 지원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배분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원 절차 및 서류 

간소화·실시간 온라인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하루라도 

더 빨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였다.

지역 식당이 참여한 홀몸 어르신 도시락 지원

세부 지원 내역

방역 및

위생 관리

35,305,053,875원

49.0%

위기가정 

생계 지원

21,510,946,934원

29.9%

의료진 및 확진

격리자, 자원봉사자 지원

9,109,048,683원

12.6%

복지서비스

공백 지원 

6,119,040,730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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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노숙인을 위한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서울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박상병 팀장

다행히 서울역 인근 노숙인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

다. 모두들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준 덕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역 광장의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손소독과 체온

을 재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내부 공간 청소와 방역은 매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초기에는 한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랑의열매와 서울시 

등 많은 곳에서 도움으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장비 및 물품 지원

대구 동산병원 남성일 기획실장·이비인후과 교수

3월 초, 대구에 급격히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

해 병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 장비가 시급히 필요했습

니다. 그 때 사랑의열매에서 인공호흡기, 심전도기, 제세동기, 산

소포화도 측정기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신속

하게 지원해주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에게 의료 장비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빠른 회복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뜻

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주시고 지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

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저희와 함께한다’는 마음

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쪽방 지역 주민을 위한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서울역 쪽방상담소 김갑록 소장

쪽방촌에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부족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

키기가 힘들고,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도 많다보니 철저한 감염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 빠르게 방역용 소독약과 

주민들을 위한 개인위생용품(마스크·소독제)을 지원해주셔서 신

속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답답하다고 마

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많아 걱정했었는데 꾸준히 안내드린 결과, 

지금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문 간호 서비스를 통해 매일 혈압과 

당뇨 수치를 확인하는 등 주민들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

습니다. 또한 매일 쪽방촌 복도와 화장실, 거리 등을 소독하며 확

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식당이 참여한 홀몸 어르신 도시락 지원 

대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 황병윤 과장

코로나19로 경로 식당 운영이 중단되면서 식사가 어려워진 어르

신들을 돕고, 더불어 위축된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9개 지역, 총 1,060세대의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에 매일 지역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드니 메뉴가 풍성해져 어르신들의 만족감도 높고, 게

다가 어르신들과 정답게 안부를 주고받는 식당 사장님들을 통해 

‘지역이 지역을 돕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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