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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헌혈 실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

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지식 정도는 평균 

10.83점, 태도 정도는 평균 3.15점, 이타성의 정도는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헌혈 태도와 이타성(r=.44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타성을 높이고 코로나로 인

해 헌혈 수급이 부족한 현 실정에 맞추어 대학생들의 헌혈 태도와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correlation about the knowledge of blood 

donation, attitude and altruism to nursing students, to use as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he 

ways to promote active blood donation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33 nursing students from June 4 to 15, 2020. Data analysis included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average level was 10.83, the average degree of attitude was 3.15, and the average degree 

of altruism was 3.57.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 factors, the blood 

donation attitude and altruism(r=.447 p<.001)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blood donation to nursing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voluntary activities is main factor to increas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lood donation attitude and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blood supply and demand is insufficient due 

to COV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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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신 의학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면서 생

명에 위협을 주는 많은 질병들에 대한 원인과 치료제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진단을 통한 선천성 유전질환을 미

리 알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인

공적으로 만드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생

명유지에 필요한 혈액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혈

액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1]. 

  우리나라 국민 헌혈률은 2017년 5.7%, 2018년 

5.6%, 2019년 5.38%로 헌혈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 수는 

2020년 5월 기준 작년 2019년 5월 대비 11만 명인 

12%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혈액보유량은 2.7일분으로 

하루 적정기준 5일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의단계까지 

떨어져 혈액부족은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더욱

이 수도권의 집단 감염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이다[3]. 

2019년 총 헌혈 2,791,092건 중 헌혈에 참여한 대상

의 연령을 살펴보면, 16-19세가 28.9% 20-29세 

36.6% 30-39세가 15.2%, 40세 이상이 19.3%를 차지

하고 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25.5%, 대학생 22.8%, 

고등학생 20.7%, 군인 1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9세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 이와 같은 결과는 20대 대학생의 헌혈 참여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 분야를 전공

하는 학생들은 의학적 지식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

고 있는 안전한 기증자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헌혈의 중

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올바른 지식 및 태도를 가지고 

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4]. 특히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나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수혈이나 헌혈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5], 다른 전공생들보다 헌혈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료 분야 학생보다 비 의료 분

야 학생의 헌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6], 대부

분의 간호대학생이 헌혈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헌혈 참여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7]. 또한 의료 분야 전공 대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낮

은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는 헌혈 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8].

국내에서 헌혈과 관련된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참

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헌혈

에 대한 태도는 다루지 않았고[9], Bae 등[10]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타성의 변수

를 다루지 않았다. 헌혈자의 이타적인 동기에서 시작되

는 헌혈은 기부이며[11], 헌혈 관련 태도와 이타성이 높

을수록 헌혈에 대한 참여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1] 토대로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적

극적인 헌혈 실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의

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관련 연구가 부족

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헌

혈에 대한 지식, 태도, 이타성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헌혈 지식, 태도 및 이

타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

째, 헌혈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의 차이

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

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와 이타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G시 

소재 C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배부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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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설문에 답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8로 하였을 때 상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

는 82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는 총 133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여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혈액형, 종교, 건강 상태, 

대인관계, 입학동기, 전공 만족도, 학업성적을 조사하였

다. 헌혈 관련 특성으로는 헌혈 경험에 따라 헌혈을 하

지 않은 가장 큰 이유와 헌혈을 한 가장 큰 이유를 조사

하고 향후 헌혈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2.3.2 현혈 지식

헌혈 지식은 Sung[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Kong과 Kim[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헌혈 기준에 대한 내용 7문항, 헌혈 상식

에 대한 내용 5문항, 헌혈 후 관리 내용 2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에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

로 처리하였고, 점수범위는 0∼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헌혈의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3.3 헌혈 태도

헌혈 태도는 Han[13]이 개발한 도구를 Kong과 

Kim[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인

식적 태도 7문항, 정서적 태도 4문항, 행동적 태도 8문

항, 봉사적 태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 태도가 긍정적임

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처리하였다. Han[1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4, Kong과 Kim[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3.4 이타성

이타성은 Hwang[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Kong과 Kim[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

항으로 측정기준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가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측

정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처리하였다. Hwang[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 Kong과 Kim[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시행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연구 도중에라도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

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

에 대한 분석은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지식, 태

도, 이타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 정도는 

<Table 1>과 같다. 헌혈 지식은 14점 만점에 

10.83±1.39점이었다. 헌혈 지식 문항들의 정답률을 보

면,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 문항이 

98.5%(131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헌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는 문항이 96.2%(128명)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오답률이 높은 항목들을 살펴보

면 ‘헌혈은 만 50세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문항이 

54.1%(72명), ‘성인의 총 혈액양은 체중의 7-8%이다’ 

문항이 45.1%(60명)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낮았

고, 가장 낮은 문항은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

도할 수 있다’ 문항이 42.1%(56명)로 나타났다. 연구대

상자의 헌혈 태도는 5점 만점에 3.15±0.39점이었고, 

이타성은 3.57±0.4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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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Blood Donation of Subjects                       (N=133) 

Variables M±SD or n(%) Mini Max Range

Knowledge of Blood Donation 10.83±1.39 7.00 14.00 1-14

1. Blood donations can be made before the age of 50 72(54.1)

2. If you don't have a pregnancy addiction, you can donate blood 108(81.2)

3. If you remove the teeth, you can donate on the same day 124(93.2)

4. You can donate two weeks after the whole blood donation 86(64.7)

5. Hepatitis B carriers can not donate blood 124(93.2)

6. Donations can not be made after taking nutritional or vitamin supplements 103(77.4)

7. The weight that can be donated is 50kg for men and 45kg for women 114(85.7)

8. The total blood volume of an adult is 7 to 8% of body weight 60(45.1)

9. The donor blood vessel is an artery 85(63.9)

10. After donating blood, the injection site is rubbed to stop bleeding 131(98.5)

11. Blood donation is divided into blood donation and whole blood 125(94)

12. You can drink alcohol after the blood donation 124(93.2)

13. Blood donation helps the diet 128(96.2)

14. A blood donation certificate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free of charge
56(42.1)

Attitude of Blood Donation 3.15±0.39 2.00 4.00 1-4

Altruism 3.57±0.49 2.39 5.00 1-5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

타성의 차이

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태도 및 

이타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헌혈 지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도는 지각된 

건강상태(F=4.80, p=.01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태도에서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보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타성에

서는 대인관계(F=6.82, p=.00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 헌혈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

성의 정도

본 대상자의 헌혈 특성에 따른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 정도는 <Table 3>과 같다. 헌혈 지식은 헌혈 

경험 유무(t=-2.59, p=.01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태도는 헌혈한 이유

(F=7.2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헌혈 태도에서는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 ‘타인의 권유의 의해’, ‘학교 

및 군대의 단체헌혈’, ‘기타’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헌혈 태도는 향후 헌혈계획에 따라(F=21.3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

정결과, 헌혈 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기회가 되면 하겠다’, ‘잘 모르겠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타성은 헌혈한 이유(F=3.33, 

p=.01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

정결과, 이타성은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 ‘타인의 권유의 의해’ 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이타성은 향후 헌혈계획(F=10.2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이타

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기

회가 되면 하겠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 간의 

상관관계

본 대상자의 헌혈 지식,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헌혈 태도와 

이타성(r=.44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났지만 헌혈 지식은 헌혈 태도와 이타성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간의 관계 72

Table 2. Difference of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Blood Do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Altruism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16(12) 11.25±2.21 0.85

(.406)

3.30±0.53 1.67

(.098)

3.70±0.68 0.86

(.401)Female 117(88) 10.77±1.24 3.13±0.37 3.55±0.46

Age (yr)

20-29 112(84.2) 10.75±1.40

1.25

(.290)

3.16±0.39

0.27

(.764)

3.57±0.51

0.21

(.815)
30-39 14(10.5) 11.36±1.22 3.15±0.43 3.51±0.42

≥40 7(5.3) 11.00±1.53 3.05±0.37 3.66±0.29

Blood type

A 52(39.1) 10.56±1.41

1.40

(.245)

3.18±0.42

1.06

(.369)

3.48±0.48

1.14

(.335)

B 36(27.1) 11.17±1.38 3.05±0.32 3.60±0.47

O 35(26.3) 10.89±1.41 3.20±0.38 3.67±0.51

AB 10(7.5) 10.80±1.14 3.16±0.50 3.54±0.58

Religion

No religion 89(66.9) 10.80±1.37

1.30

(.277)

3.17±0.42

0.64

(.589)

3.58±0.51

0.20

(.896)

Christian 21(15.8) 10.67±1.24 3.04±0.33 3.54±0.55

Catholic 18(13.5) 10.83±1.72 3.18±0.27 3.50±0.40

Buddhist 5(3.8) 12.00±0.71 3.15±0.20 3.63±0.49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a 74(55.6) 10.84±1.52

0.31

(.737)

3.24±0.40

4.80

(.010)*

a>b

3.59±0.53

0.22

(.804)
Moderateb 52(39.1) 10.86±1.17 3.04±0.35 3.53±0.44

Poorc 7(5.3) 10.43±1.62 3.05±0.31 3.62±0.54

Interpersonal relationship

Healthy 88(66.2) 10.88±1.42

3.07

(.050)

3.20±0.39

2.63

(.076)

3.67±0.51

6.82

(.002)*
Moderate 44(33.0) 10.66±1.26 3.06±0.39 3.38±0.40

Poor 1(0.8) 14.00 2.73 2.78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Because of 

the nurse's appeal
29(21.8) 10.62±1.54

0.78

(.563)

3.12±0.37

1.29

(.272)

3.71±0.53

1.97

(.087)

Invitation of others 31(23.3) 10.97±1.22 3.03±0.38 3.57±0.53

According 

to school records
8(6.0) 11.63±1.41 3.22±0.55 3.58±0.56

Because of 

employment
57(42.9) 10.74±1.20 3.21±0.35 3.45±0.40

To serve 3(2.2) 10.67±3.06 3.47±0.52 4.10±0.82

Others 5(3.8) 11.00±2.35 3.16±0.64 3.73±0.5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63(47.4) 10.98±1.53

1.06

(.348)

3.20±0.38

1.27

(.284)

3.63±0.53

1.57

(.212)
Usually 60(45.1) 10.63±1.28 3.13±0.37 3.55±0.45

Dissatisfaction 10(7.5) 11.00±1.05 3.00±0.56 3.34±0.47

Last semester grade 

4.0-4.5 18(13.5) 10.89±1.28

0.15

(.928)

3.23±0.28

0.60

(.616)

3.57±0.42

1.60

(.193)

3.5-3.9 42(31.6) 10.76±1.71 3.09±0.41 3.51±0.51

3.0-3.4 53(39.9) 10.91±1.29 3.17±0.43 3.67±0.51

<3.0 20(15) 10.70±1.03 3.15±0.37 3.41±0.4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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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of Blood Donation according to Blood donation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Altruism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No 18(13.5) 10.06±1.11 -2.59

(.011)*

3.11±0.45 -0.50

(.617)

3.52±0.53 -0.40

(.693)Yes 115(86.5) 10.95±1.39 3.16±0.38 3.57±0.49

Reasons for

non-blood donation

(n=18)

Unsatisfactory physical 

condition(s)
14(77.8) 10.07±1.07 0.11

(.914)

3.14±0.26 0.34

(.756)

3.65±0.42 2.07

(.055)

Others 4(22.2) 10.00±1.41 2.99±0.90 3.08±0.70

Reasons for

blood donation

(n=115)

Recognition of necessity 

of blood donation
41(35.7) 11.29±1.25

1.54

(.195)

3.32±0.41a

7.27

(.000)**

a>b,c.d 

3.73±0.53a

3.33

(.013)*

a>b

Suggestions from 

others
18(15.7) 10.39±1.20 2.94±0.26b 3.27±0.32b

Participation in the 

group blood donation 

(eg. school, the military)

11(9.6) 10.91±1.51 2.88±0.35c 3.51±0.44

Self-motivation 

to help others
29(25.2) 10.76±1.50 3.26±0.33 3.63±0.44

Others 16(13.8) 11.06±1.57 2.99±0.29d 3.47±0.54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I will actively donate 

blood 
51(38.3) 10.92±1.44

0.23

(.793)

3.38±0.37a

21.32

(.000)**

a>b,c

3.80±0.50a
10.28

(.000)**

a>bI will donate blood 

when I have a chance
79(59.4) 10.76±1.36 3.02±0.33b 3.43±0.11b

I do not know 3(2.3) 11.00±1.73 2.58±0.05c 3.31±0.21

*p<.05,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Altruism                           (N=133)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Altruism

r(p) r(p) r(p)

Knowledge 1

Attitude -.020(.822) 1

Altruism .081(.352) .447(.000)** 1

*p<.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을 중

심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헌혈 지식 정도는 14점 만점에 평균 10.83

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헌혈 경험자가 10.95

점, 미경험자는 10.06점으로 미경험자보다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1학년 학생 

9.88점, 2학년 학생 11.29점[11], 11.10점[15]으로 보

건의료인의 지식 점수 11.48점[5]과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9.25점[10]으로 간

호대학생의 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계

열이 예체능계열보다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

과[1]와 보건계열 전공생이 비보건계열 전공생보다 헌혈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6]가 이를 뒷

받침한다. 또한 Hwang 등[17]의 연구에서도 헌혈 경험

자와 미경험자의 점수는 각각 41.6점, 34.2점, Woo와 

Park[15]의 연구에서도 각각 11.34점, 10.18점으로 나

타나 헌혈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헌혈 지식 정도가 높

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헌혈 지식 문항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

항은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 가 

98.5%(131명), 가장 낮은 문항은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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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 42.1%(56명)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11]의 연구에서도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

벼서 지혈을 한다’ 문항이 92.7%(153명)로 정답률이 높

았으며,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문항이 58.2%(96명)로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10]

에서는 ‘헌혈 후 주사부위는 비벼서 지혈을 한다’ 문항이

74.4%(134명), ‘헌혈증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문항은 53.9%(97명)로  간호대학생에 비해 낮

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에는 기본간호학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지혈방법에 대

한 상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헌

혈증서 사용에 대한 문항은 의학적인 지식보다 헌혈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인지하

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헌혈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5점

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헌혈 경험자가 3.11점, 

미경험자는 3.16점으로 헌혈 경험자가 더 높지만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간호대학생 대상

의 연구[15]에서는 4.01점, 일반대학생 대상의 Choi와 

Lee[1]의 연구에서 헌혈 경험자는 3.57점, 미경험자는 

3.36점으로 본 연구의 헌혈 태도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헌혈 태도 점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이유는 간호대학생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Woo와 Park[1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4학년이 포함되어 있어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헌혈 실천율이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또한 Choi와 Lee[1]의 연구에서는 자연계열 전공

생이 5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세분화된 학과는 

알 수 없으나 보건계열 또는 고학년 학생이 포함되어 있

어 헌혈 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보다 일반대학생의 헌혈 태도 점

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15,17] 보건계열 전공생이 

비보건계열 전공생보다 헌혈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16]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헌혈 태도

에 대한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던 이유는 대상자 표본 수에 있어서 본 연구는 133명

인데 비해, Choi와 Lee[1]는 262명, Jun[18]은 293명

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

았을 때, 추후에는 간호대학생 3학년뿐만 아니라 전체 

학년을 포함하여 비슷한 수준의 표본 수를 확보하여 지

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이타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

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헌혈 경험자는 3.57점, 미

경험자는 3.52점으로 헌혈 경험자의 점수가 더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

의 Woo와 Park[15]의 연구에서도 헌혈 경험자는 3.62

점, 미경험자는 3.58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

고, 헌혈 경험자의 점수가 더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9]의 연구도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의 이타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1]의 

연구에서는 헌혈 경험자는 3.48점, 미경험자는 3.25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ng과 

Kim[5]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타성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Woo와 Park[15]과 Lee 등[9]

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20.7세, 20.9

세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대가 84.2%, Choi

와 Lee[1]의 연구에서는 19-24세가 7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가 불가피하였으나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헌혈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군에서 헌혈 태도와 이타성이 더 높게 나

타났고, 헌혈 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헌혈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 헌혈 경험자의 헌혈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결

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19]. 간호대학생들이 헌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내의 봉사활동 동아

리 활동이나 교내에서 열리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헌혈 태도 뿐만 아니라 

이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타성이 공포감보다 더욱 우세하고, 헌혈을 긍정적이고 

규범적 행위로 인식하는데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20]. 또한 헌혈 동기 및 기부 동기

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타적 동기가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고[21], 대학생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활동이 활발하므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헌

혈관련 정보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면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뿐만 아니

라 헌혈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8호7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및 태도, 

이타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헌혈 지식, 

태도, 이타성 정도는 보통 이상 수준을 보였다. 헌혈 지

식은 헌혈 경험 유무에 따라, 헌혈 태도 및 이타성은 헌

혈한 이유와 헌혈계획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헌

혈에 대한 태도와 이타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에게 서로 다

른 헌혈 참여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한점으로는 일 지역의 3

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자를 제한시켰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성인을 연구대상자로 

확대하여 헌혈 참여 인구의 확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헌혈 태도와 이타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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