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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경북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선임대리

최미화

          서론

  의료방사선은 진단용 X선 일반촬영, 위장관조영술, 대장조영술, 유방촬영술, 중재적 시술, CT, PET,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1-2)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해 미국방사선방호심의위원회(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이하 NCRP)는 미국에서 전 국민의 1인당 방사선 노출량이 1980년 초반 3.6 mSv에서 

2006년 6.2 mSv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4)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의료방사선으로 인공적인 방사선 노출의 92%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5)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고령자 질병진단을 위한 건강검

진과 영상의학 검사의 증가로 보고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

건강검진은 2007년 60.0%에서 2011년 72.6%로 12.6%p 증가하였고 암 검진은 2007년 35.4%에서 2011

년 50.1%로 14.7%p로 수검률이 증가하고 있으며,6) 산업장 근로자 건강진단은 2006년 754,932명에서 

2010년 919,15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7)

질병의 진단목적으로 이용되는 의료방사선은 대부분이 저선량 방사선으로 건강에 유해할 정도로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의료방사선 이용에 있어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가 많

아2,8-10)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CT와 같은 검사로 인한 임산부의 기형아에 대한 두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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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에 대한 우려하는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

였다.11)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인식과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일부 대학생의 방사선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도 및 태도,8) 경북지역 산부인과 환자의 방

사선 피폭 인식,9) 일본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12)과 대책, 미취학 아동가정의 

방사선 인식 실태2)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산업장 근로자와 같이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

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매년 의

무적인 건강검진과정에서 방사선 검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

식도 조사와 이를 통하여 방사선 검사와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건강관련 문제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년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 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검사경험, 방사선 지식과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위해 인식 및 관련요인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경산시와 영천시 소재한 24개 제조업 산업장 근로자로 하였다. 설문조사 협조가 가능한 

50인 이상의 산업장과 50인 미만의 산업장을 각각 4개와 20개를 선정하였고, 해당 산업장 근로자 중 설

문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를 고려하여 비슷

한 비율로 순차적인 표본 추출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산업장의 취급물질 중 전리방사선과 같은 방

사능 관련 산업장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9부를 제외한 총 36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은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8문항, 건강검진 및 방사선 검사 경험 관련 10문항,

방사선 지식에 관한 10문항, 방사선 인식에 관한 4문항, 방사선 필요성에 관한 5문항, 방사선 정보에 관

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일부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방사선 지식관련 10개 문항은 

오답의 경우 0점, 정답의 경우 1점으로 하여 0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방사선 관련 

산업보건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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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방사선 인식과 필요성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선 정보관련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나타내는 Chronbach's α계수는 0.646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p<0.05로 하였다.

          성적

  연구 대상자 361명 중 남자가 247명(68.4%), 여자가 114명(31.6%), 연령은 20-29세가 44명(12.2%), 30-39

세 120명(33.2%), 40-49세 116명(32.2%), 50세 이상이 81명(22.4%)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91명

(25.2%), 기혼은 270명(74.8%)이었다. 교육수준은‘중졸 이하’36명(10.0%),‘고졸’132명(36.4%),‘전문대

졸’88명(24.4%),‘대졸이상’105명(29.2%)이었다. 손자녀가 없는 경우가 115명(31.9%), 있는 경우는 246

명(68.1%)이었고, 손자녀가 있는 경우 영유아인 경우가 44명(12.2%),‘유치원’30명(8.3%),‘초등’65명

(18.0%), ‘중고생’84명(23.3%), 대학생 이상이 92명(25.2%) 이었다. 근무하는 산업장의 근로자 수는 1-49

인 135명(37.4%), 50인 이상 226명(62.6%)이었고, 근무부서는 생산직 206명(57.1%), 사무직 155명(42.9%)

이었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179명(49.6%), 5-9년 58명(16.1%), 10-14년 55명(15.2%), 15년 이상 69명

(19.1%)이었다<표1>.

대상자의 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 및 방사선 검사 경험에서는‘건강검진 경험이 있다’269명(74.5%),‘건

강검진경험이 없다’92명(25.5%)이었고‘방사선 검사 경험이 있다’238명(65.9%),‘방사선 검사 경험이 없

다’123명(34.1%)이었다<표2>.

대상자의 방사선에 민감한 신체부위로 생각하는 부위는 피부가 132명(36.6%), 생식선(정소, 난소)이 86

명(23.8%), 뇌는 81명(22.4%), 갑상선은 45명(12.5%), 손, 발이 17명(4.7%) 순이었다. 대상자의 방사선 정보

를 얻는 경로는 TV, 라디오가 215명(59.6%)으로 가장 높았고,‘인터넷’73명(20.2%),‘신문이나 잡지’36명

(10.0%),‘병·의원’과‘검진기관’15명(4.2%),‘주변 사람들(친지, 이웃)’8명(2.2%),‘공공기관 및 관련기관’3

명(0.8%) 순이었다. 방사선에 대해 원하는 정보로는‘방사선 노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이 

134명(37.1%)으로 가장 높았으며,‘방사선 검사의 안전과 예방’130명(36.0%),‘방사선 물질이 인체에 미치

는 영향’66명(18.3%),‘정부의 원자력 정책’29명(8.0%),‘일본의 원전사고의 사태 추이’2명(0.6%) 순이었

다<표3>.

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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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방사선에 대한 지식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72±1.38점이었다. 문항별 정답자 수는‘방사

선은 무색, 무취이다’문항이 332명(92.0%)으로 가장 높았고,‘두꺼운 벽을 잘 통과하는 방사선일수록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문항은 98명(27.1%)으로 정답자 수가 가장 낮았다<표4>.

대상자의 방사선 검사의 안전성 인식은‘매우 안전하다’14명(3.9%),‘대체로 안전하다’137명(38.0%),‘보

통이다’137명(38.0%),‘다소 불안전하다’63명(17.3%),‘매우 불안전하다’10명(2.8%) 이었다. 원자력 발전

소의 안전성 인식은‘매우 안전하다’7명(1.9%),‘대체로 안전하다’120명(33.2%),‘보통이다’135명(37.5%), 

 ‘다소 불안전하다’87명(24.1%),‘매우 불안전하다’가 12명(3.3%)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 인식

은‘매우 잘 관리하는 편’7명(1.9%),‘대체로 잘 관리하는 편’111명(30.7%),‘보통이다’169명(46.9%),‘다

특 성 대상자 수(%) 특 성 대상자 수(%)

성별
남 247(68.4)

손, 자녀 유형

영유아 44(12.2)
여 114(31.6) 유치원 30( 8.3)

연령(세)

20-29 44(12.2) 초등 65(18.0)
30-39 120(33.2) 중고생 84(23.3)
40-49 116(32.2) 대학생 이상 92(25.2)
50 이상 81(22.4)

근로자 수(명)
1-49 135(37.4)

결혼
미혼 91(25.2) 50 이상 226(62.6)
기혼 270(74.8)

근무부서
생산직 206(57.1)

교육수준

중졸 이하 36(10.0) 사무직 155(42.9)
고졸 132(36.4)

근속 연수(년)

5 미만 179(49.6)
전문대졸 88(24.4) 5-9 58(16.1)
대졸 이상 105(29.2) 10-14 55(15.2)

손, 자녀 유무
없다 115(31.9)

15 이상 69(19 .1)
있다 246(68.1)

계 361(100.0)

<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산업보건 3월호

특 성 대상자 수(%)

건강검진 경험 있다 269(74.5)
없다 92(25.5)

방사선 검사 경험 있다 238(65.9)
없다 123(34.1)

계 361(100.0)

<표2>대상자의 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 및 방사선 검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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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리하지 못하는 편’64(17.7%),‘매우 관리하지 못하는 편’이 10명(2.8%) 이었다. 성별에 따른 방사선

에 대한 인식은 방사선 검사 안전성 점수는 남자가 3.32±0.88점, 여자가 3.04±0.84점으로 여자가 더 불

안해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인식점수는 남자가 3.13

±0.87점, 여자가 2.91±0.88점으로 여자가 더 불안해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 인식점수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5>.

방사선 검사가 불안전하다 응답한 대상자 73명의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방사선 장비와 시설

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24명(32.9%),‘방사선 위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해서’23명(31.5%),‘방사선 검사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21명(28.8%) 순이었다<표6>.

대상자의 일반적 및 근무 관련 특성과 방사선 노출상황 대처 방법 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7>.

대상자의 방사선 검사 경험유무에 따른 방사선 지식점수, 인식점수는 차이가 없었고, 방사선 필요성 인식 

중 의료분야와 농업분야 이용 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p<0.05)<표8>.

방사선 인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방사선 인식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17.5%의 설명력을 보였다. 성별, 교육수준, 근로자 수, 근무부서, 방사선 지식점수, 방사선 필요성

문 항 구 분 대상자 수(%)

방사선에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

피부 132(36.6)
생식선 (정소, 난소) 86(23.8)

뇌 81(22.4)
갑상선 45(12.5)
손, 발 17( 4.7)

계 361(100.0)

방사선 정보 획득경로

TV, 라디오 215(59.6)
인터넷 73(20.2)

신문, 잡지 36(10.0)
병·의원, 검진기관 15( 4.2)

주변 사람들 (친지, 이웃) 8( 2.2)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 3( 0.8)

정보원이 없다 11( 3.0)
계 361(100.0)

방사선 정보 요구

방사선 검사의 안전과 예방 130(36.0)
방사선 노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 134(37.1)

방사선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66(18.3)
정부의 원자력 정책 29( 8.0)

일본 원전사고의 사태 추이 2( 0.6)
계 361(100.0)

<표3>대상자의 방사선에 대한 인식, 정보획득경로 및 요구정보

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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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방사선 인식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여성

인 경우, 근무하는 산업장의 근로자 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방사선 필요성 인식 점수가 방사선 인식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다<표9>.

산업보건 3월호

문 항 정답자 수(%)
방사선은 무색, 무취이다. (T) 332(92.0)
자연(대기, 식품)에도 방사선은 존재한다. (T) 320(88.6)
방사선 검사 시 촬영실 문을 닫으면 문 밖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다. (T) 173(47.9)
방사선은 바람, 빗물에 의하여 퍼진다. (T) 278(77.0)
마스크 착용이나 샤워를 통해 호흡기, 피부의 방사선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T) 192(53.2)
다시마를 먹으면 방사선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F) 179(49.6)
두꺼운 벽을 잘 통과하는 방사선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F) 98(27.1)
X-선 은 방사선의 일종이다. (T) 330(91.4)
방사선 노출에 의한 민감도는 어른과 어린이가 같다. (F) 250(69.3)
의료방사선검사는 부위에 따라(흉부, 유방, 복부 등) 노출 허용기준이 다르다. (T) 274(75.9)
지식 점수(10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6.72±1.38

<표4>방사선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

특 성 구 분 대상자 수(%)
남 여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방사선 검사의  

안전성

매우 안전하다 14( 3.9)

3.32±0.88 3.04±0.84 .005**
대체로 안전하다 137(38.0)
보통이다 137(38.0)
다소 불안전하다 63(17.3)
매우 불안전하다 10(2.8)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매우 안전하다 7( 1.9)

3.13±0.87 2.91±0.88 .027*
대체로 안전하다 120(33.2)
보통이다 135(37.5)
다소 불안전하다 87(24.1)
매우 불안전하다 12( 3.3)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

매우 잘 관리하는 편 7( 1.9)

3.14±0.84 3.05±0.75 .334
대체로 잘 관리하는 편 111(30.7)
보통이다 169(46.9)
다소 관리하지 못하는 편 64(17.7)
매우 관리하지 못하는 편 10( 2.8)

계 361(100.0)

<표5>대상자의 방사선에 대한 인식 및 성별에 따른 인식 점수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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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자 수 (%)

방사선 장비와 시설을 신뢰할 수 없어서 24(32.9)

방사선 위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해서 23(31.5)

방사선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21(28.8)

기타 5(6.8)

계 73(100.0)

<표6>대상자의 방사선 검사가 불안전하다 생각하는 이유

특 성 알고 있다 잘 모른다 계 p

성별
남 18(7.3) 229(92.7) 247(100.0)

.045
여 2(1.8) 112(98.2) 114(100.0)

연령(세)

20-29 2(4.5) 42(95.5) 44(100.0)

.258
30-39 6(5.0) 114(95.0) 120(100.0)
40-49 4(3.4) 112(96.6) 116(100.0)
50 이상 8(9.9) 73(90.1) 81(100.0)

결혼
미혼 3(3.3) 88(96.7) 91(100.0)

.427
기혼 17(6.3) 253(93.7) 270(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0(0.0) 36(100.0) 36(100.0)

.360
고졸 8(6.1) 124(93.9) 132(100.0)
전문대졸 4(4.5) 84(95.5) 88(100.0)
대졸 이상 8(7.6) 97(92.4) 105(100.0)

손, 자녀 유무
없다 3(2.6) 112(97.4) 115(100.0)

.137
있다 17(6.9) 229(93.1) 246(100.0)

근로자 수(명)
1-49 11(8.1) 124(91.9) 135(100.0)

.102
50 이상 9(4.0) 217(96.0) 226(100.0)

근무부서
생산직 10(4.9) 196(95.1) 206(100.0)

.643
사무직 10(6.5) 145(93.5) 155(100.0)

근속 연수(년)

5 미만 6(3.4) 173(96.6) 179(100.0)

.090
5-9 3(5.2) 55(94.8) 58(100.0)
10-14 3(5.5) 52(94.5) 55(100.0)
15 이상 8(11.6) 61(88.4) 69(100.0)

계 20(5.5) 341(94.5) 361(100.0)

<표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노출상황 대처 방법 인지 유무         단위 : 명(%)

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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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연구를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면서 생산연령에 있고, 자녀와 

손자녀를 두고 있으며, 매년 건강검진을 수진하면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인

식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산업보건 3월호

특 성
경험 있음
(n=238)

경험 없음
(n=123) 계

(n=361)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방사선 지식점수 6.76±1.34 6.62±1.45 6.72±1.38 .354
방사선 인식점수 9.40±1.99 9.40±2.05 9.40±2.01 .989

방사선 검사 인식 3.18±0.87 3.32±0.87  3.23±0.87 .162
원자력 발전소 인식 3.08±0.89 3.04±0.86  3.06±0.88  .722
원전 안전관리 인식  3.15±0.79 3.05±0.84  3.11±0.81  .277

방사선 필요성 인식점수 18.01±2.79 17.82±2.84 17.95±2.80  .531
의료방사선 이용 4.12±0.60  3.92±0.67  4.05±0.63  .005
농업분야 이용 2.82±0.97 3.05±0.93  2.90±0.96 .036
공업분야 이용 3.55±0.81  3.46±0.89  3.52±0.84 .352
원자력 발전 이용 3.85±0.86 3.81±0.77 3.84±0.83  .701
우리 삶에 방사선 이용 3.68±0.83  3.58±0.80 3.64±0.82  .279

<표8>방사선 검사 경험에 따른 지식점수, 방사선 인식점수, 필요성 인식점수

요인 B S.E β p-value

성별(여자) 0.463 0.213 0.107 0.030
교육수준(중졸 이하)  0.017 0.123  0.008  0.893
근로자 수(49명 이하) -0.732 0.213 -0.176  0.001
근무부서(사무직) 0.155 0.240 0.038  0.520
방사선 지식 점수  0.017  0.071  0.012 0.812
방사선 필요성 점수  0.251 0.035  0.350  0.001
(상수항) 4.807 0.856 0.001 21(28.8)

F = 12.518     R2 = 0.175    p-value = 0.001

<표9>방사선 인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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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도 틀리게 응답하고 있어,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자료 등을 개

발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 획득 경로도 매스컴이 압도적인데, 이는 박9)의 연구에서 

TV, 신문이 가장 높고, 박13)의 연구에서 인터넷이 가장 높고, 방송, 종이신문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

사하였다. 또한 병·의원, 검진기관이 15명(4.2%)으로 낮아 병·의원, 검진기관에서 방사선 검사 시 의료

방사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방사선에 대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방사선 노출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과 다음이‘방사

선 검사의 안전과 예방’으로 정책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매우 실제적인 행동요령을 필요로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사선 노출상황에 대한 대처방

법을 94.5%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상황에 따른 대처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사선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 점수 10점 만점 중 평균 6.72점으로 박13)의 연구에서 지식 문항 6문항의 

총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69.5점보다 높지 않았으며, 이는 이12)의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미흡

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문항별로는 보면‘두꺼운 벽을 잘 통과하는 방사선일수록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정답률이 27.1%로 가장 낮았는데, 박13)의 연구에서도 이 문항의 정답자 비율이 20%

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 외에도‘방사선 검사 시 촬영실 문을 닫으면 문 밖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다’문항의 정답률은 47.9%로 낮은것으로 보아 방사선 검사 시 검사실 밖에서 대기할 때

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14)의 연구에서‘귀하는 방사선 검사 시 촬영실 문을 닫고 검사

하면 문밖에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전체평균 2.81±0.52점으로‘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박9)의 연구에서‘방사선 검사 시 문을 닫

고 검사하면 문밖에서는 방사선의 피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 전체 82.2% 가“그런편이

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생산직 보다 사무직

이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젊은 사람일수록 사무직에 종사할수

록 방사선과 같은 전문지식 내용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또한 정답률이 낮은 문항 중 중요한 문항들은 대국민 홍보 등을 할 때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자의 방사선 검사에 대한 인식은 불안하다 보다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여 건강검진 등의 의

료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방사선 검사가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주로 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설명의 부족과 정보 미제공 등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방

사선 검사 시 검사장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검사에 의한 안전성 등에 대한 설명을 구두나 자료를 통

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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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9)은 대상자의 75.2%가 방사선 검사가 몸에 해

롭다고 생각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비해 높은 불안감을 보였으며, 이는 응답자가 산부인과에 내

원한 환자들로 임신 중 방사선 노출이 유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2)의 연구에서 방사선 검사 시 받는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의 

방사선 검사에 대한 인식보다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방사선 인식은 성별

에 따라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점수가 낮아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14)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

도 점수가 낮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유전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 검사 경험이 있는 군에서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인식 점수가 낮아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단면조사의 결과로 불안감과 의료방사선 경험률을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관

련성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검사로 인해 노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사선

의 양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무지하여 막연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을 볼 때 방사선 인식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여성인 경우, 

산업장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가 방사선 인식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

선과 방사선 검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때 임신, 출산에 방사선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내용과 질병 예방과 진단에 방사선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장의 환경조성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산업장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제한된 시간 내

에 많은 인원을 검사하다보면 개개인의 요구나 눈높이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

장의 경우 대부분이 출장검진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이들이 방사선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불안

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검사를 받는 산업장 근로자들이 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혹시라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해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이 대체로 낮고, 인식도 방사선 노출에 불안해하고 있

었고,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노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방사선사들은 수검자의 방사선 노출을 경감시키기 위

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겠다.

산업보건 3월호



널
리

보
기

32

산업장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1.   김정훈, 고성진, 강세식, 최석윤, 김창수. 방사선사의 방사선/능에 대한 지식, 인식, 행위 분석. 방사선기술과학 34(2) : 123-129, 2011.

2.  이광표. 미취학 아동가정의 방사선 인식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2012.

3.  이 활. 의료방사선의 현재와 각국의 피폭저감화 활동사항. 대한의사협회지 54(12) : 1248-1252, 2011.

4.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Ionizing radiation exposure of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NCRP report no. 160, 2006.

5.    정진백, 이현구, 손혜경, 임천일, 이유림, 김병우, 조희정, 주진욱, 김혁주, 이정은. 의료용 방사선 사용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0.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 2010.

7.  고용노동부. 근로자 사업장규모별 및 성별 실시 근로자 현황. 2006-2010.

8.    한은옥, 박병섭. 일부 대학생의 방사선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도 및 태도. 방사선방어학회지 30(4) : 221-230, 2005.

9.  박정규. 경북지역 산부인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 176-187, 2008.

10.   정창민, 홍지영, 이무식, 나백주, 이보우. 진단용 방사선 피폭 인지도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 749-754, 2010.

11.  성동욱. 진단영역에서의 방사선 노출 : 문제점과 대책, 대한의사협회지 54(12) : 1246-1247, 2011.

12.    이상영, 김남순, 김정선, 신일식, 하미나, 이수형, 오영인. 일본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연구보고서 2011-

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3.    박방주. 방사선의 대국민 인식도 분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 계기. 방사선방어학회지 37(1) : 1-9, 2012.

14.  정창민. 진단용 방사선 피폭 인지도에 대한 관련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2010.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종별 의료장비현황. 2005-2010.

16.   김낙상. 진단방사선과에 종사하는 방사선사의 방사선 방어에 관한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000.

17.   김영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이용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연구 및 홍보물 개발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정청, 2009.

18.  도경현. 의료용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연구보고서(1차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19.    오미영, 최진명, 김학수.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방사선 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 위험인식과 수

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1) : 467-500, 2008.

20.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ource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UNSCEAR 2008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Scientific Annexes. United Nations NewYork, 2010. p60.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