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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방사선의 위험 인식이 방사선 관리와 편익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
되었다. 충북소재 1개 4년제 대학의 방사선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방사선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방선선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편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방사선 위험 인식이 방사선 편
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방사선 관리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방사선의 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사선의 원활한 활용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사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방사선 인식도, 방사선 위험, 방사선 편익, 방사선 관리, 구조방정식모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n actual proof analysis on the structural effects of 
recognition of radiation risks on management and benefits.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argeting students having majors related to radiation from 1 April to 31 May in 2013 of one 
four-year-course university located in Chungbuk,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as 
recognition of radiation risks is higher, recognition of radiation management is higher, which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enefits. It was indicated that although recognition of radiation risks does not directly influence 
radiation benefits, positive recognition on radiation benefits could increase through the parameter, radiation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smooth use of radiation and increase benefits,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need of proper radiation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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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1 년 3 월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와 

2013 년 4 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 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1]. 한 같은 년도에 

수년 동안 조부품을 납품하고 시험성 서를 조한 원

비리 사건은 여러 개의 원자력 발 소의 가동을 멈추

게 하여 력 란을 래하 다. 그 결과 방사선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공론화하기에 충분하 다. 하지만 이러

한 방사선은 산업분야, 의학분야, 에 지분야 등 인류발

에 큰 공헌을 하 다[2,3]. 방사선의 이용은 양날의 칼

과 같아서 립되는 상반된 의견을 도출하여 때론 분쟁

을 야기해 사회  소모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혼란은 방

사선 이용 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박방주

[4,5]가 국민들과 청소년들을 상으로 방사선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방사선에 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응답이 체 53.7%로 나타났으며 이는 방사선에 한 

지식이 부족하면 아는 사람에 비해 상 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다 갖게 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부정 인 인식도는 님비시드롬(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을 유발하여 국가발   산업・의
료 그리고 과학기술 발 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님비

시드롬의 원인 에는 왜곡된 정보와 그로 인한 주민들

의 심리 인 상을 들 수 있다. 핵발 소 건설계획에 

한 지역공동체의 반응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시설에 

한 태도를 가장 잘 측할 수 있는 것은 인지된 험가능

성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6]. 이처럼 국민들이 갖는 인

식도는 국가정책수반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과 방사선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정보를 공

유하고 합리 인 합의를 이끌어낼 토 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해서는 방사선에 한 인식도 연구가 요하다. 

방사선 인식도에 한 선행연구는 의료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갑 [7]외는 진단용 방사선 피폭에 한 

환자  종사자간 인식도를 비교하 다. 주 철[8]외는 

산화단층촬 검사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촬 검사에 한 방사선 선량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

고하 다. 김희경[9]외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치 생 공 

학생들을 상으로 방사선 인식도를 조사하 다. 산업분

야에서도 류 환[10]외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을 상으

로 방사선 안 리에 한 인식도를 연구하 다. 한 

유아교육분야에서도 박윤[11]외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 

출에 한 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들의 인식도를 조사

하 다. 이와 같은 방사선 인식도 조사 연구는 다양한 분

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이창길[12]은 사회의 

발 에 따라 주변생활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안  분야의 표 화와 통합 이고 지속 인 리체

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선의 안 문화도 

표 화와 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해  수 있

는 실증 인 인식도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

라는 방사선과 련이 있는 핵 쟁의 을 받고 있어 

이에 응하기 해 군의 술이 변화하고 있다. 한 우

리나라는 군복무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문화

가 사회문화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다[13]. 우리사

회의 잠재  리더로 육성되는 군장교 후보생들의 방사선

에 한 인식도는 향후 방사선 이용정책에 다른 어떤 집

단보다도 큰 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장교 후보생들을 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 군장교 후보생들

과 비 방사선 련 종사자들인 의료방사선 공학생들

을 상으로 방사선 험 인식이 방사선 리 인식과 방

사선 편익 인식에 어떠한 구조  계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을 해 시행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3 년 4 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충북 소재의 일개 

4 년제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이들  

군장교 후보생들은 군사학과 학생들과 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소속의 학생

들로 구성되었다. 한 의료방사선 공학생들은 방사선

학과 학생들과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방사선 인

식도를 조사하 으며, 이들은 설문조사에 해 연구 목

을 이해하고 동의하 다.

2.2 측정도구

방사선 인식도를 측정하기 한 설문 문항은 박방주

[4,5]가 사용한 항목을 본 연구 목 에 합하게 4 개 하

 역으로 나  뒤 총 16 문항으로 만들었다. 인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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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factor loading
Communality Cronbach's α

Risk Benefit Management

Risks to Natural Environments .843 .095 .099 .730

0.837
Future Risks .824 .128 .055 .699

Risks to Humans .821 .028 .087 .683

General Risks .758 -.031 -.019 .575

Contribution to Agricultural Fields .086 .812 -.001 .668

0.723Contribution to Medical Fields .163 .791 .043 .654

Benefits to Life -.081 .781 .209 .660

National Response System -.015 -.031 .812 .660

0.677National Radiation Management .016 .139 .782 .632

Government manages radiation rather than individuals .284 .133 .408 .265

Eigenvalue 3.008 1.912 1.305 　 　

Eigenvalue/item (%) 30.085 19.115 13.049 　 　

Kaiser-Meyer-Olkin 0.762

Bartlett's Sphericity test p<0.001

회학  기본 정보와 ‘방사선의 험’ 5문항(이하 5  리

커드 척도), ‘방사선의 편익’ 5 문항, ‘방사선의 리’ 5 문

항이다. 척도들의 수가 높을수록 방사선의 인식도는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측정하 다.

2.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방사선 험 인식이 방사선의 리와 편익에 향을 

미치는 구조  계를 실증분석하기 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방사선 험 인식은 방사선 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방사선 험 인식은 방사선 편익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방사선 리는 방사선 편익에 향을 미칠 

것이다.’

Radiation
Risk

Radiation
Management

Radiation
Benefit

H 1 H 3

H 2

[Fig. 1] Research model

2.4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방사선에 해 인지하는 인식을 방사선 험, 방사선 

리, 방사선 편익이라는 3개의 잠재변수를 측정하 다.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0.837, 0.723, 0.677로 모두 0.6을 

과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Bartrett’s의 구형성 검정결과 요인분석은 유의하 으

며, 각 요인을 이루는 측변수들의 요인 재량이 최소 

0.4를 넘어서 이들 측변수를 모두 통계분석에 사용하

다. 이상으로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향후 

구조방정식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수 으로 단되었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의 PASW Statistics 18.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일반  특성에 한 분석과 이들 집단간 방

사선 인식( 험, 리, 편익)의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련 요인

들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최종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된 연구모형

을 실증분석 하 다.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하여 

GFI, AGFI, CFI, TLI, NFI, RMR, RMSEA를 이용하

다. GFI, AGFI, CFI, TLI, NFI는 0인 경우  하지 

않고 1인 경우 완 히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 으

로 0.9이상이면 우수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RMR과 

RMSEA는 0.05이하면 우수한 모형이며, 0.08이하면 어느 

정도 우수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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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N %
Risk Benefit Management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Sex male  188  62.67 3.802±0.820 0.732 0.046  3.661±0.801 0.384 0.071 3.309±0.704 1.369 0.172

female  112  37.33 3.732±0.758  3.696±0.700 　 3.193±0.706

Major Dental Hygiene   47  15.67 3.718±0.697 0.609 0.609  3.794±0.571 9.918 <0.001 3.057±0.723 2.483 0.061

Military  102  34.00 3.841±0.775  3.441±0.669
a

　 3.229±0.595

ROTC   77  25.67 3.805±0.858  3.576±0.885 　 3.316±0.818

　 Radiological Science   74  24.67 3.693±0.825  4.023±0.731
b

　 3.396±0.686

Total  300 100.00 3.776±0.797 　 　  3.674±0.764 　 　 3.266±0.705 　 　

Post-hoc test :  Dunnette T3, b>a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300명의 연구 상 에서 남자는 188명(62.67%)로 

여자 112명보다(37.33%)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

은 군사학과가 102명(34.00%), ROTC 77명(25.67%), 방

사선학과 74명(24.67%), 치 생학과 47명(15.67%)순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특성별 평균비교

방사선에 한 인지요인 3개 잠재변수인 방사선 험, 

방사선 편익, 방사선 리에 하여 일반  특성별로 인

지정도의 차이를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별로는 방사선 험과 

방사선 리에 한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방사선 편익에 해서는 방사선학과가 군사학과

에 비해 통계 으로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Table 2>.

3.3 상관관계분석

변수 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수를 이용하 다. 방사선 리와 방사선 편익은 상

계수가 0.209(p<0.01)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다음은 방사선 험과 방사선 리

의 상 계수가 0.183(p<0.0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사선 험과 방사선 편익은 

0.147(p<0.05)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모든 변수 간 

상 계는 정의 계를 보 고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matrix
Variable Risk Benefit Management

Risk 1

Benefit    0.147* 1

Management    0.183** 0.209** 1

* p<0.05, ** p<0.01

3.4 구조방정식분석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기 로 합도 평가기 을 

용하 다.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X2=59.148(p<0.001), GFI=0.960, AGFI=0.932, CFI=0.963, 

TLI=0.949, NFI=0.925, RMR=0.058, RMSEA=0.053으로 

나타났다[Fig. 2]. 따라서 합도 기 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수용할 만한 수 으로 단

되었다.

<가설 1>에 한 분석결과 두 변수 간 표 화 경로계

수 값이 0.205(CR=2.443, p=0.015)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험 인식은 방사선 리에 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방

사선 험인식은 방사선 리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 한 분석결과 두 변수 간 

표 화 경로계수 값이 0.142(CR=1.861, p=0.063)로 통계

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험 인식은 

방사선 편익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은 기

각되었다. 방사선 험 인식은 방사선 편익 인식에도 직

인 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 으나 실증분석결과 

이에 미치지 못하 다. <가설 3>에 한 분석결과 두 변

수 간 표 화 경로계수 값이 0.297(CR=2.711, p=0.007)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리 인식은 

방사선 편익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따라서 방사선 리인식은 방사선 편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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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ypothesis testing results
Path Estimate S.E. C.R. p Hypothesis Result

Radiation Risk → Radiation Control 0.205 0.072 2.443 0.015 H1 Accept

Radiation Risk → Radiation Benefit 0.142 0.057 1.861 0.063 H2 Reject

Radiation Control → Radiation Benefit 0.297 0.095 2.711 0.007 H3 Accept

X
2
=59.148, df=32, CMIN/DF=1.848

GFI=0.960, AGFI=0.932, CFI=0.963

TLI=0.949, NFI=0.925, RMR=0.058, 

RMSEA=0.053

* p<0.05, ** p<0.01

0.205
*

0.142

0.297
**

[Fig. 2] Path diagram for research model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상의 결과에서 방사선 험에 한 인식은 방사선 

편익에 한 인식에 직 인 향 계를 보이지 않고 

방사선 리 인식을 통해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와 북한의 핵  그

리고 원 비리 사건은 방사선에 한 심을 국민이 갖

기에 충분하 고 이는 방사선 안 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 년 일상생

활에서 자주 하는 생활용품에서 방사선이 과다노출되

는 문제가 제기되어 “생활주변 방사선 안 리법”을 제

정하여 재 시행 이다[15]. 우리나라의 방사선 이용에 

한 역사는 지난 100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산

업, 에 지 분야에서 우리사회의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방사선에 한 인식도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2012년 후쿠시마의 원  사고를 계기로 국민 방

사선 인식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했지만 단순 양 조사로 

실증 인 분석은 부족하 다[4,5]. 방사선은 험성과 편

익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많은 국민

들은 방사선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매체를 통해 방사

선 련사고 소식들을 달받으면서 막연한 공포감과 

험성을 가지고 있다[16]. 최근에는 환경에 한 요성이 

두되고 있어 먹거리도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등 생

활환경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17]. 따라서 방사선에 

한 잘못된 편견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방사선 이

용에 한 객 인 단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충

분히 릴 수 있는 편익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 특히, 상

으로 방사선의 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과 방

사선 련 종사자들의 인식도 연구는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 군장교 후보생들과 비 방사선

련 종사자들인 의료방사선 공학생들을 상으로 방

사선 험 인식도가 방사선 리 인식도와 방사선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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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에 어떠한 구조  계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을 

해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

여 수집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과에 따른 방사선 편익에 한 인식도는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방사선학과가 군사학과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방사선이 핵 쟁 등의 군사  이용의 부정

인 인식보다는 실질 으로 생활 편익에 사용되는 분야의 

공자들의 인식도 차이가 원인이라고 단된다. 

둘째, 세요인 간 상 계는 모두 정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편익과 방사선 리의 상

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방사선 험과 방사선 

리, 방사선 험과 방사선 편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방사선이 험하지만 잘 리하고 목 에 맞게 이용

된다면 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고 있음을 학생들은 인

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의 최종 목 인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방사

선 험은 방사선 리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이는 방사선 편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사선 험이 방사선 편익에 직 인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리 인식이라는 

잠재변수의 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리에 

한 철 한 책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에 한 방사

선 편익이 효과 으로 홍보가 된다면 방사선에 한 부

정 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개 학의 방사선 련 학생들을 상으

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이다. 연구 상 선

정에 있어 련 공자라는 과 향후 사회 진출을 앞두

고 있다는 에서 연구 상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확 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방사선 인식에 한 다양

한 요인들을 살피고 구체화된 연구모형을 토 로 후속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향후 잠재  사회리더

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 군장교 후보생들에 한 방사선 

인식도는 반 으로 부정 이며 낮은 지식수 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 인력들이 역 후 사

회에 복귀하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군장교 후보생들이 정부 주도의 방사선 

리가 잘되고 있다는 인식도가 높아진다면 방사선에 

한 편익 인식도도 향상될 수 있으며 개선된 방사선 인식

도는 국익과 국민 편익을 한 방사선 정부정책에 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사회  분쟁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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