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2.3.15. / (총 7매) 담당부서
과 장
김정숙
전 화
담당자
박민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0
044-20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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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600여 명 참여 예정

□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최근 혈액보유량 은
관심 단계 에 머무르고 있고 월 일 기준 헌혈량은 만 건
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만 건 감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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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혈액보유량 일분
* 5일분 이상(적정), 3〜5일 미만(관심), 2〜3일 미만(주의), 1〜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3.14(

)

3.9

)

○ 이에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체헌혈에서는 회에 걸쳐 총 명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고
이번 행사에는 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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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월 일 화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상 속 귀한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월 헌혈 이어가기
행사 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3

,

,

- 헌혈,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 )

(

19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
(

○ 금일 행사는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며 진행되고 지금까지 혈액원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헌혈
과정에서의 코로나 감염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혈액원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헌혈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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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 레드커넥트
한마음혈액원 :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

○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일로부터 일 경과 시 코로나 치료
종료 완치 후 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헌혈에 직접 참여하고 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나눔이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헌혈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보태주는 소중한
나눔으로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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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헌혈카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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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국 헌혈의 집 및 헌혈카페 현황

□ 헌혈의 집
혈액원

서울
중앙
(16)

서울
남부
(12)

서울
동부
(15)

헌혈의 집
중앙센터
서울역센터
신촌연대앞센터
신촌센터
연신내센터
홍대센터
구로디지털단지역센터
서울대역센터
대방역센터
신도림테크노마트센터
우장산역센터
서울대학교센터
일산센터
영등포센터
목동센터
발산역센터
매봉센터
천호센터
강남센터
건대역센터
강남2센터
강동센터
이수센터
잠실역센터
코엑스센터
노량진역센터
판교센터
하남센터
중계센터
노원센터
돈암센터
수유센터
회기센터
의정부센터
구리센터
다산센터

(‘22.3.14

연락처
02-6711-0184
02-752-9020
02-392-6460
02-312-1247
02-353-7750
02-323-5420
02-869-9415
02-873-4364
02-825-6560
02-861-0801
02-2603-5817
02-886-2479
031-901-5492
02-2675-1361
02-715-3105
02-777-1291
02-570-0662
02-485-3515
02-533-0770
02-498-4185
02-564-1525
02-3427-5130
02-578-9811
02-2202-7479
02-551-0600
02-825-2916
031-620-1004
031-796-1035
02-2092-9356
02-934-5340
02-925-3566
02-900-4772
02-969-6199
031-841-0322
031-563-5322
031-568-9347

일 기준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1, 3층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사 지하1층 B05호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6, 신촌빌딩 8층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7, 세인빌딩 2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8, 연신내진원와이타운 4
층 401호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2, 대화빌딩 6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2, 2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광장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5, 2층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67동 두레문예
관 103-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55 효산
캐슬빌딩 204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지하1층 B-02
호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SB타워 507호
서울 강남구 개포로31길 48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3, 8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7, 7층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115, 4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378, 9층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5-11 명일메가타운 2층
(201호,202호)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경문빌딩 3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524, 코엑스몰R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117 판교 크래프톤
타워 2층 203호
경기 하남시 신장로 133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29
서울 노원구 상계로 70, 화랑빌딩 7층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0다길 17, 광희빌딩 4층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리교회 4층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88, 두리빌딩 5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94-8, 5층, 6층
경기 구리시 경춘로 239, 리맥스빌딩 7층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1-3, 다산역
리더스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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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4)

경기
(13)

인천
(9)

한양대역센터
고려대앞센터
대학로센터
광화문센터
의정부2센터
노해로센터
망우역센터
전포센터
남포센터
서면센터
장전센터
동의대센터
하단센터
동의과학대학센터
대연센터
부전센터
덕천센터
해운대센터
부산대학로센터
사상센터
서면로센터
광교센터
평촌센터
수원역센터
안양센터
평택역센터
한대앞역센터
야탑센터
서현센터
산본센터
용인센터
수원시청역센터
수지센터
동탄센터
연수센터
주안센터
부평센터
부천센터

02-2296-1076
02-967-3852
02-743-1972
02-732-1027
031-871-0310
02-935-0322
02-762-1978
051-810-9054
051-246-7505
051-809-7505
051-582-4505
051-892-2505
051-204-1691
051-861-5505
051-611-9505
051-804-7505
051-335-7505
051-746-9505
051-313-7505
051-245-7505
051-805-7505
031-220-8518
031-387-8842
031-245-6518
031-449-8309
031-656-8844
031-406-5031
031-707-3791
031-707-3795
031-397-7600
031-338-1670
031-224-8550
031-272-6133
031-8003-5585
032-810-1383
032-428-5195
032-504-0975
032-651-1618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지하철2호선 한양대역
점포 209-4호
서울 성북구 인촌로24길 11, 2층
서울 종로구 대명길 26 3층
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2층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707호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0 조광빌딩 2층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상봉 프레미어스엠코 C
동 302호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68
부산 중구 구덕로 50-1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8, 1층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47, 2층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176,생활과학대학 112호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13, 3층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진리관 1층
부산 남구 용소로 4 5층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2번길 50 2층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0 3층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29번길 38 2층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 3-4층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0, 301호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68번길 1 노블레스 빌딩 3
층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3-1, 4층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13, 3층
경기 평택시 평택로 39번길 36, 2층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391, 공영주차장 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24-8, 3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11, 서원빌딩 4층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4, 3층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64, 201, 202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1 씨네파크 2층 204
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3 금오플라자 4층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204 동탄제일프라자 205
호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68, 주안필프라자 201호
인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민자역사 1층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 경동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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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센터
구월센터
광명센터
김포구래센터

강원
(7)

충북
(5)

대전
세종
충남
(11)

전북
(8)
광주

032-328-3052
032-421-9013
02-2060-5473
031-986-3557

송도센터
032-310-9663
봄내센터
033-269-1043
원주센터
033-745-6551
강원대센터
033-253-5551
춘천명동센터
033-252-3085
상지대센터
033-748-4012
강릉센터
033-647-3460
원주터미널센터 033-734-7787
가로수길센터
043-230-8763
성안길센터
043-258-1649
충북대센터
043-265-2655
충주센터
043-842-6262
청대앞센터
043-268-2656
송촌센터
042-623-2166
천안센터
041-561-2166
공주대학교센터
041-858-2166
충남대학교센터
042-823-7166
으능정이센터
042-252-2166
둔산센터
042-486-2166
대전복합터미널센터 042-631-2166
세종센터
044-865-2166
노은역센터
042-826-2166
천안시청센터
041-523-2166
아산센터
041-534-2166
장동센터
063-270-5836
전북대센터
063-275-9907
덕진센터
063-275-2114
고사동센터
063-285-2114
익산센터
063-856-2110
군산대센터
063-463-7455
군산센터
063-466-0609
효자센터
063-229-2116
빛고을센터
062-600-060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가나베스트타운
205호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9, 신현프라자 201호
경기 광명시 철산동 272 야우리빌딩 3층 302호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76번길63 아스타프라자
305호, 306호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33-4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D동 501호, 503호
강원 춘천시 퇴계공단1길 8
강원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지하1층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천지관 1층
강원 춘천시 시청길 10번길 4-2, 성림빌딩 3층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학교 내 창조관
3층
강원 강릉시 솔올로5번길 41, 강릉혈액공급소 2층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62, 2층 202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5-2 현우빌딩 3
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개신문화회관 지하 1
층
충북 충주시 성서7길 22-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52, 2층
대전 대덕구 송촌남로 2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2, 문타워 6층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종합도서관 옆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한누리회관 1층
대전 중구 중앙로 164번길 이안경원 2층
대전 서구 대덕대로 199, 우남빌딩 5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8 빅플러스타워 6층
세종시 한누리대로265 명동프라자 4층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33번길 36, 홍인빌딩 4층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70 정우프라자
2층
충남 아산시 번영로 215 우전빌딩 4층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46
전북 익산시 무왕로 884-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학생회관 지하
전북 군산시 월명로 233, 효원월드타워 2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57, 4층 402호
광주 남구 서문대로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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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9)

대구
경북
(12)

경남
(6)

울산
(6)
제주
(3)

터미널센터
유달센터
순천센터
조선대센터
충장로센터
여수센터
전대용봉센터
광주송정역센터
태평로센터
포항센터
안동센터
2.28기념중앙공원센터
대구대센터
대구보건대센터
동성로센터
중앙로센터
경북대북문센터
구미센터
동성로광장센터
계명대센터
용지로센터
진주센터
김해센터
경남대앞센터

062-363-9495
061-242-4245
061-753-2239
062-944-9494
062-232-9494
061-663-2413
062-529-9494
062-228-9494
053-605-5642
054-244-8891
054-858-3780
053-253-2280
053-851-3124
053-326-9064
053-252-2285
053-252-2315
053-421-6235
054-458-9790
053-254-2901
053-582-2285
055-270-6035
055-745-2611
055-333-2612
055-245-5161

창원센터

055-286-5161

경상대센터
함월센터
성남동센터
울산대센터
울산과학대센터
공업탑센터
울산삼산동센터
도남센터
신제주센터
한라센터

055-756-5161
052-210-8553
052-243-8799
052-224-3969
052-236-3459
052-260-7918
052-266-5225
064-720-7844
064-758-8101
064-757-8101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종합버스터미널 2층
전남 목포시 영산로 75번길 8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20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광주 동구 중앙로 172
전남 여수시 통제영 3길 12-1
광주 북구 우치로 100번길 9-4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5번길 6, 4층
대구 중구 태평로 7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10-1, 2층
경북 안동시 문화광장길 18, 2층
대구중구동성로2길80,2.28공원관리사무소내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대구대학교 경
산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 옆
대구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문화관 1층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98, 2층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롤엠 201호
대구 북구 대학로 83, 4층
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3층
대구 중구 동성로 23-2 3층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산학협
력관 2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26, 8층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9, 2층 202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 댓츠빌딩 8
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원이대로 595, 고운메
디칼빌딩 5층 501호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복
지동 103호
울산 중구 함월10길 25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30-5, 다남빌딩 2층
울산 남구 대학로 93, 종합서비스센터 105호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제3대학관 2층
울산 남구 삼산로 17, 4층
울산 남구 삼산로 275, 킴스메디컬빌딩 2층
제주 제주시 오남로 45
제주 제주시 신광로 39, 2층
제주 제주시 중앙로 230, 중앙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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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카페
혈액원

헌혈카페
군포점
홍대점
시흥배곧점
구파발점

연락처
02-6918-2069
02)337-0521
031)362-5820
02-6949-5309

미사점

031-794-3768

미아사거리점
인천논현점
신림점
청량리점
한마음 광주점
혈액원 수원점
(20)
안산점
영통점
이천점
미금점
신흥점
의정부점
화정점
역곡점
송내점

02-827-0522
032-710-7850
02-883-0522
02-969-0522
031-764-0522
031-243-0522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48번길 8(당정동), 3층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6, Y'Z Park 5층 (2호선
홍대입구역 8번출구)
경기도
배곧3로
(시흥배곧시흥시
메가박스
건물)96. M-플러스빌딩 2층
서울시 은평구 진관 2로 15-46 메트로프라자 2층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경기
하남시2층
미사강변동로
95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샤쥬
준오헤어옆(5호선
미사역
1번출구)
서울시
강북구5번
도봉로
미아사거리역
출구)45, 3층 (4호선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인천논현역
583(논현동),4번중앙
프라자3층(수인분당선
출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21,
동진빌딩
4층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서울시
동대문구 2번
왕산로
(1호선 청량리역
출구)205, 동광빌딩 4층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95-11.
2호동4층(식자재마트
앞) 성환빌딩
경기도
수원시7번팔달구
3층 출구)
(1호선 수원역
출구, 향교로
지하상가1,11번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신세기빌딩
031-480-0521 경기도
2층 (4호선 중앙역 1번 출구)
수원시영통역
영통구1번청명남로
031-548-2416 경기도
2층 (분당선
출구) 21, 아셈프라자
이천시 중리천로
031-633-0523 경기도
58.랜드마크2층(이천CGV건물)
돌마로 73, 우방코아 3층
031-698-2415 경기도
(분당선 성남시
미금역 분당구
2번 출구)
성남시지하상가
수정구 4번출구)
산성대로 249, 서라벌빌딩
031-754-0529 경기도
5(8호선 신흥역
의정부시
031-852-2415 경기도
민락메가타워
3층오목로 205번길 55,
덕양구화정역
화신로2번272번길
031-926-3040 경기도
영플라자고양시
5층 (3호선
출구) 58,
032-710-2416 경기도
역곡역 부천시
1번 출구)경인로 511, 유림빌딩 3층 (1호선
부천시 1번
소사구
032-715-7415 경기도
(1호선 송내역
출구)송내대로 39, 송내코아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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