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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 경험자의 헌혈 빈도를 보면, 주기적 헌혈은 10명 중 1명가량(11%)이며, 1회만 헌혈한 비율은 경험자 
3명 중 1명가량(32%) 되는 것으로 나타나, 헌혈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식 되지는 않고 있었다. 

• 헌혈 동기로는 ‘헌혈 캠페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20%로 나타났는데, 헌혈자 5명 중 1명 정도가 헌
혈 캠페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교회의 헌혈 캠페인 전개가 대사회 공적 역할의 한 예로 검토될 수 있다.

•헌혈자 중 주기적 헌혈 10명 중 1명 정도(11%)에 그쳐!

[그림] 헌혈 빈도(헌혈 경험자)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2021.10.26.(전국 만 16-69세 남녀 1000명<헌혈 경험자 500명, 미경험자 500명>, 202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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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7

11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기의식이 높아지며 올 초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정도로 혈액 위기
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76%는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응답해, 헌
혈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헌혈에 대해 ‘헌혈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한다’ 71%,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
다’ 71%, ‘헌혈은 시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50%로 응답해, 헌혈에 대한 국민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헌혈에 대한 국민 인식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2021.10.26.(전국 만 16-69세 남녀 1000명<헌혈 경험자 500명, 미경험자 500명>, 202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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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헌혈 동기(헌혈 경험자, 1+2순위)

의미 있는 행동이라서

간단한 건강 진단 결과를 알 수 있어서

헌혈 캠페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

헌혈 증서로 수혈 비용, 
본인 부담금 면제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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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헌혈 인식

작년 말 15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사귐과섬김’에서 당시 헌혈 어려움이 가중되던 때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
페인’을 벌여 4달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헌혈에 동참했던 일이 있었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 헌혈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국교회의 헌혈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