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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원자력안 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지식정도와 안 리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

해 알아보고 재 상황 실태를 악하여 사업장의 방사선 험 감 방법과 국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지침서를마련하기 해실시하 다.2013년 5월부터 7월까지500명의 정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상으로

30문항의 설문조사를실시하 다.설문응답결과를 바탕으로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일반 특성과 방사선업

무 련 특성에 따라 방사선 련 지식정도와 방사선 작업 안 리 정도에 하여 분석하 다.결과 으

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종사자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업무경력이 많을수록,방사선

련면허 소지자일수록방사선 련지식과 안 리태도 수가높게 나타났고,방사선 련지식 수

가높은군이안 리태도 수도 체 으로높게나타났다.반면산업체부문방사선작업종사자는방사

선 련지식정도와 안 리 태도 수모두낮게나타났다.따라서 작업자의특성을고려한수 별교육

이 필요하다.특히 산업체 련 종사자를 한 특화된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험을

낮추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안전관리

Abstract

Thisstudyhasbeencarriedouttofindoutcurrentstatusofunderstanding radiationsafety

expertisebyworkersunderthepresenttrainingschemeandtominimizeradiationrisksatwork

aswellastorefurbish trainingsystemsformitigationofuneasinessofthepeopleatlargein

nearfuture.Questionnairesurveyasking30itemswascarriedoutduring3monthsfrom May

toJuly,2013.Thenumberoftheoverallrespondentswereabout500.Overallscoresofboth

degreeofthebasicknowledgeandoftheattituderelatedwithradiationsafetycouldbeprocured

through analysis ofthequestionnairedata.Resultswereasfollowings:

Theworkersofthehigheracademiclevel,thelargeroftheaccumulatedtrainingtimeandthe

worker'spersonalantecedents,themoreaccreditedlicenseholdersshowedthelargerscoresof

thebasicknowledgeofradiationaswellastheattituderelatedwiththeradiationsafety.The

grouphavinghigherbasicknowledgealsoshowedthehigherscoreinattituderelatedwith

radiationsafety.Theoverallscoresobtainedfromtheradiationworkersinindustrialsectorwere

relativelylower,ingeneral,thanthoseoftheothersectors.

Theseresultssuggestthatthetrainingprogram mightbetterbeseparatelyimplemented.A

specifictrainingprogram implementationmightbedesirable particularlyfortheworkersin

industrialsectorssoasnotonlytoreduceradiationrisksofworkersbutalsotomitigatethe

uneasinessarisingamongthepeopleatlarge.

■ keyword : Nuclear Safety Act Radiation Workers Radiation Safety Management  

수번호 :2013년 11월 20일

수일자 :2013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01월 03일

교신 자 :한재복,e-mail:way2call@naver.co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4244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은

1913년 의료목 으로 진단용 X선 발생장치가 최 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그러나 본격 인 이용이 시작

된 것은 방사성동 원소 등의 사용에 한 인·허가 제

도가제정된1963년부터이다.이후방사선의이용은의

료,농업,공업 분야 등에서 지속 으로 다양하게 확

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우리생

활과 한 계에 있다[1].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이용산업은경제규모확

와 산업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

다.2012년말기 으로방사성동 원소 방사선발생

장치를이용하는기 은5,606개로 년도말의5,155개

에 비해 8.7% 가 증가하 고 방사선작업종사자수도

2000년도이후매년5%이상꾸 한증가추세를보이

고 있다.2012년 방사선작업종사자는 42,290명으로

년도 40,156명에 비해 5.3%가 증가하 다[2].선진국으

로갈수록국가경제뿐만아니라생화학·생명공학분

야의연구개발,질병의진단 치료등국민의삶의질

을 향상시키는 목 으로 방사선 이용 기술이 차지하는

비 이많음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산업

은지속 으로발 할수있을것으로 단되고있다[3].

매년증가하고있는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IAEA

는 BasicSafetyStandard[4]등의 이행을 해 교육훈

련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원자력안

법제106조에의해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교육을실

시하고 있다[5].

교육훈련은 안 문화를 확산하고,방사선작업종사자

의방사선방호역량을강화하는주요한수단이며,규제

기 ,원 방사선이용시설,핵주기시설,선원의운

반,폐기물 리,폐로 등 원자력 방사선을 이용하거

나취 하는모든시설에서요구된다[6].그러나원자력

안 법에따라수행되고있는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은

직종,학력,선원 등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실시되어

효과 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따라

서본연구의목 은방사선의이용에따른방사성동

원소 등을 운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상으로 방

사선에 련된지식과방사선안 리태도를설문조

사하 다.이를 토 로 안 한 방사선문화를 정착시키

기 한 재 상황 실태를 악하여 사업장의 방사선

험을낮추는방법과국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지

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

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하 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 종사에 임하기 해서는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이러한이유로법 교육을1회이상받

은 사람을 기 으로 하 으며 설문조사는 원자력안

법에의해교육기 으로지정된서울의모기 의 조

로 이루어졌다.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3

년 7월까지 조사하 으며 총 517부를 직 배포하여

517부 량회수하 다.하지만통계에사용할수없는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총 500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

다.

2. 연구 방법

설문지는 정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문항4개,방사선업무 련특성에따른문항6개,

방사선 련 지식정도에 따른 문항 10개,방사선 작업

안 리에 따른 문항 10개로 구성되었다.방사선작업

종사자들의평상시방사선 련지식과방사선작업안

리상태를집 으로 알아보기 해 매년 실시하

는 정규 교육 당일 교재가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문을 실시하 다.

3. 자료 분석 

방사선 련 지식정도에 한 문항은 1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정답의 경우 1 으로 계산하여 총 10

만 으로계산하 다.방사선작업안 리에 한문

항은10문항으로 “매우그 다”,“그 다”,“보통이다”,

“아니다”,“매우아니다”로 이루어져있으며“매우그

다”를기 으로각각5 ,4 ,3 ,2 ,1 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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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 만 으로 계산하 다.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17.0통계 로그램을통하여분석하 다.구체

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조사 상자의 일

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실시하 다.둘째,조사 상자의일반 특

성에따른사용방사선원의종류를알아보기 하여교

차분석(crosstabulationanalysis)을 실시하 다.셋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방사선 련 지식정

도를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

시하 다.넷째,조사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방사

선작업안 리정도차이를분석하기 하여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 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지식정도

일반 특성에따른방사선 련지식정도차이를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최종학력에 따른 방사선

련지식정도차이를보면석 박사졸업이7.31 으로가

장 높았고,다음으로 졸 6.94 ,고졸 5.93 ,고졸미

만 4.75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학력이높을수록방사선

련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구분 평균 표 편차
유의성
(t/F)

성별
남자 6.73 1.965

t=-0.382
여자 6.81 1.794

연령

20~29세 6.81 1.844

F=0.189
30~39세 6.71 1.780

40~49세 6.69 2.008

50~59세 6.87 2.352

결혼여부
기혼 6.75 2.036

t=-0.131
미혼 6.77 1.795

최종학력

고졸미만 4.75 3.202

F=12.924***
고졸 5.93 2.104

대졸 6.94 1.770

석 박사졸 7.31 1.745

전체 6.75 1.928 -

 * p<0.05, ** p<0.01, *** p<0.00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관련 지식정도

2. 방사선 업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지식정도

직장에 따른 방사선 련 지식정도 차이는 병원이

7.25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학교 7.16 ,공공기

6.50 ,기타6.38 ,산업체6.29 순으로나타났으

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방사선작업 종사자교육 횟수에 따른 방사선 련 지

식정도 차이는 ‘11회 이상’이 7.02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6∼10회’6.99 ,‘3∼5회’6.87 ,‘1∼2회’6.38

순으로나타났으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방사선작업 종사자교육 횟수가 많

을수록방사선 련지식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방사선 련면허에따른방사선 련지식정도차이

는 방사선 감독자면허가 8.83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

으로방사성동 원소취 자특수면허7.80 ,방사성동

원소취 자일반면허7.78 ,해당없음6.57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

석되었다.방사선 련 면허 소지자가 없는 사람보다

방사선 련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방사선원종류에따른방사선 련지식정도차

이는 개 동 원소가 7.54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

로 방사선발생장치 7.12 , 동 원소 6.79 ,기타

5.95 ,‘모르겠다’5.77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표 2. 방사선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방사선 지식정도

구분 평균 표 편차
유의성
(t/F)

방사선업
무
경력

1년 미만 6.07 1.711

F=
3.403**

1~5년 6.87 1.922

6~10년 6.58 2.039

11~20년 6.83 1.932

20년 이상 7.36 1.769

일일 
방사선작
업 시간

1시간 미만 6.64 1.938

F=
4.254**

1~4시간 6.27 1.703

5~8시간 6.94 1.932

8시간 이상 7.33 2.014

직장

학교 7.16 1.735

F=
7.548***

산업체 6.29 1.953

병원 7.25 1.911

공공기관 6.50 1.414

기타 6.38 1.188

방사선작
업 

종사자교
육 횟수

1~2회 6.38 1.959

F=
3.314*

3~5회 6.87 1.876

6~10회 6.99 2.118

11회 이상 7.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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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련 
면허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 
일반면허

7.78 1.718

F=
10.428***

방사선 
감독자면허

8.83 1.169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 
특수면허

7.80 1.304

해당없음 6.57 1.908

사용 
방사선원 
종류

밀봉동위원소 6.79 1.911

F=
10.410***

개봉동위원소 7.54 1.706

방사선발생장
치

7.12 1.787

모르겠다 5.77 2.058

기타 5.95 1.812

전체 6.75 1.928 -

 * p<0.05, ** p<0.01, *** p<0.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태도

안 리 태도 정도는 안 리 10문항의 평균으로

하 다.최종학력에따른안 리태도정도차이를보

면 고졸미만이 4.23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석

박사졸4.21 , 졸4.05 ,고졸3.94 순으로나타났

으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

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태도

구분 평균 표 편차
유의성
(t/F)

성별
남자 4.07 0.679 

t=1.104
여자 3.99 0.648 

연령

20~29세 4.10 0.713 

F=1.294
30~39세 4.10 0.665 

40~49세 3.95 0.714 

50~59세 4.03 0.551 

결혼여부
기혼 4.01 0.649 

t=-1.816
미혼 4.12 0.701 

최종학력

고졸미만 4.23 0.568 

F=2.988*
고졸 3.94 0.674 

대졸 4.05 0.716 

석 박사졸 4.21 0.499 

전체 4.06 0.673 -

 * p<0.05, ** p<0.01, *** p<0.001

4. 방사선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태도

직장에 따른 안 리 태도정도 차이를 보면 공공기

이4.32 으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학교4.25 ,병

원4.04 ,산업체3.99 ,기타3.65 순으로나타났으

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방사선작업 종사자교육 횟수에 따른 안 리 태도

정도 차이를 보면 ‘11회 이상’이 4.25 으로 가장 높았

고,‘6∼10회’4.07 ,‘3∼5회’4.06 ,‘1∼2회’3.95 순

으로나타났으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

로 분석되었다.방사선작업 종사자교육 횟수가 많을수

록 안 리 태도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 련 면허에 따른 안 리 태도정도 차이는

방사성동 원소취 자 특수면허가 4.38 으로 가장 높

았고,다음으로 방사선 감독자면허 4.37 ,방사성동

원소취 자 일반면허 4.26 ,해당없음 4.02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

석되었다.

사용 방사선원 종류에 따른 안 리 태도정도 차이

는 개 동 원소가 4.38 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방사선발생장치4.11 , 동 원소4.10 ,기타4.07

,‘모르겠다’3.71 순으로 나타났으며,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표 4. Procedural characteristics

구분 평균 표 편차 유의성(t/F)

방사선업무
경력

1년 미만 4.03 0.693 

F=1.622

1~5년 4.04 0.673 

6~10년 3.97 0.703 

11~20년 4.12 0.686 

20년 이상 4.27 0.499 

일일 
방사선작업 

시간

1시간 미만 4.07 0.721 

F=0.134
1~4시간 4.04 0.704 

5~8시간 4.06 0.581 

8시간 이상 4.01 0.668 

직장

학교 4.25 0.557 

F=3.849**

산업체 3.99 0.717 

병원 4.04 0.651 

공공기관 4.32 0.587 

기타 3.65 0.605 

방사선작업 
종사자교육 

횟수

1~2회 3.95 0.750 

F=3.869**
3~5회 4.06 0.660 

6~10회 4.07 0.626 

11회 이상 4.25 0.544 

방사선 
관련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4.26 0.532 

F=3.096*
방사선 감독자면허 4.37 0.62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4.38 0.576 

해당없음 4.02 0.687 

사용 
방사선원 
종류

밀봉동위원소 4.10 0.690

F=9.402***

개봉동위원소 4.38 0.546

방사선발생장치 4.11 0.602

모르겠다 3.71 0.715

기타 4.07 0.767

전체 4.06 0.673 -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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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사회에있어서과학기술은인류생활에불가결한

요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험을

하게 리할 필요가 있다.즉 험을 리하는 방

법이 요하며그 에서도법률 차원에서어떻게

험을규율할것인가하는문제가 요한사회 이슈로

등장되었다[7][8].이러한 이유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원자력안 법에의해교육을받고있는실정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고경력자

와1년미만의 보자등이함께하는집단임으로지식

정도와경험폭이매우크지만이들에 한법정교육은

한계가있음으로수강자의능동 태도여부에따라교

육 효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본연구는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실질 으로교

육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번 연구에서 학력수 이 높을수록 방사선 지식정

도 수 이 높게 나왔다.이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이동

[9]과 한은옥 외[10]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

다.그러나 한은옥 외의 연구에서 방사선안 리교육

횟수에 따른지식수 이 유의하지않다는내용과는 상

반된결과를나타냈다.한은옥외의연구는의료기 을

심으로 하 기 때문에 방사선 공자의비 이높아

방사선에 한 이해수 이 체 으로 높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그리고 방사선 업무 경력이 많은 종사자

의 수가높게나왔다.이는이동 과한은옥외의연

구와같은결과를보 다.업무경력에따른지식의축

이작용되어진것으로보인다. 한김창수 외[11]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 사고 후 방사선 원 에 한

인식 분석에서 올바른 인식 환을 해서는 미디어를

통한방사선과원자력에 한교육과홍보그리고방사

선지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보다다양한측면에서 시

민들의 인식변화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

다.

직장별지식정도에서는병원이가장높게나왔고학

교 종사자가 뒤를 이었다.이러한 결과는 사용 방사선

원 종류별 방사선 지식정도와 연 이 있다고 하겠다.

병원과 학교에서는 개 동 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연 된 수의분포를보이

고있다. 다른시 에서의 찰로는 동 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에비하여개 동 원소의취 시오염

의확률이높기때문에작업자들의각별한주의를요함

으로 생각된다.

안 리 태도의 결과에서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높

은 수가 나왔으며,개 동 원소를 사용하는 작업자

의안 리태도 수가높게나왔다.이는방사선

련 지식 정도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체 으로

개 동 원소를사용하는작업자와종사자교육을받은

횟수가많은종사자의수 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산

업체 련종사자는지식도와안 리태도모두낮은

수 의결과를나타냈다.산업체 련종사자가방사선

작업자의많은부분을차지함을볼때[12]산업체종사

자들을 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으로 사료된다.

방사선업무경력이많을수록지식정도 수가높았

던 것에 반해 안 리 태도는 6∼10년 경력자가 가장

낮은 수를나타낸결과에 해서는경력자별학력

는 직군에 한 세 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요인을

악하고 그에 따른 한 방안에 해 고민해 야 할

부분이다.

Ⅴ. 결 론

법률로써 작업자들의 안 을 도모하고 있지만 학력,

직종,경력 등을 배제한 동일한 교육내용과 시간은 교

육의질 향상에도움이되지않는다.물론교육횟수

가 많을수록 지식과 안 리태도의정도가나아지는

것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사실로 나타났다.하

지만 교육의 효과를 증 시키기 해서는 수 별 교육

커리큘럼의개발이필요하다.특히 수가높게분포된

경력자나 고학력자에 한 교육의 커리큘럼의 조정이

필요하며 수가낮게나온산업체 련종사자들은특

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수 을올리는방안을강구해야

한다.그리하여방사선의안 한사용으로사업자의

험을 낮추어 국민 불안감 해소를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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