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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이 적용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K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수시출입자
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재학생은 2학년 98.1%, 3학년 90.3%, 4학년 97.7%로 나타났으며, 
수시출입자로 구분되어 촬영실습의 조작에 제한을 받는다는 재학생이 2학년 96.3%, 3학년 74.2%, 4학년 93.2%로 나
타났다. 방사선촬영실습에서 방사선장비를 조작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학습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여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주제어 : 방사선,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 피폭, 방사선 융합 인식

Abstrac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awareness of students in radiology who have applied the 
reorganiz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requent visitors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Nuclear Safety Act. A survey was conducted on 175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Radiology at 
K University. 98.1% of the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90.3% in the third grade, and 97.7% in the 
fourth grade were recognized as need to be classified as person with frequent access by the Nuclear 
Safety Act. Limiting the operation of radiation equipment in radiography practice is a regulation that 
violates students' right to learn,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an exception rule for learning so that the 
right to study is not violated.
Key Words : Radiation, Person with Frequent Access, Radiation Management Area, 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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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
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1,2]. 아울러 전국 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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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한 원자력안전법 하에 규제되
고 있으며, 일부 규정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
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
모하고 있다[3,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4월 원자력안전법을 개
정하면서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방사선안전
관리교육, 건강진단 실시, 방사선 피폭 선량기록 유지 등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3-5]. 현
행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방사선학과에 입학하여 교육
을 받고 있는 재학생들이 방사선촬영실습을 학습하기 위
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수시출입
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령을 개정하면서부터 시
행되었다[6-8]. 이후 개정된 원자력안적법이 적용된 재
학생들은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재학생들
의 방사선 교육에 대한 안전과 학습효율의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안전법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이 

적용된 재학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수시출입자 안전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재학생들의 방사선실습 교육에 대
한 안전문화가 향상되었는지 알아본다.

둘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재학
생들의 학습효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수시출
입자로 분류되어 실습에 임하고 있는 방사선학과 학생들
의 학습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방사선 관리구역의 
직무피폭 상황에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이 현재보다 
향상된 작업 조건에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K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원자
력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
에 따른 인식도, 원자력안전법의 실습 제한에 따른 학습

권의 침해 정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분표를 보면 1학년 45명, 2학년 55명, 3학년 
31명, 4학년 44명이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자가 소속된 김천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
서와 설문지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File No. 
GU-201808-HRa-01-03-P)을 받았다. 또한 설문지 작
성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ICRP) 및 외국의 관련 제도

를 참고하여 현행 원자력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관한 방사선 위험도에 따른 규
제체계를 참조하고, 기존 원자력법에 따른 종사자를 분류
하지 않고 작업구역을 분류하는 체계로서, ICRP 등 국제
기구에서 권고를 참조하였다[3,8,10]. 설문조사 항목으로
는 일반적인 특징 6항목,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8
항목,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개편 인식도 8항목, 원자력안
전법 개정에 따른 학습권 침해 인식도 10항목이며 5점 
척도로 평균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실뢰
도 계수는 Cronbach's α=.836으로 나타냈다.

분석방법은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에 의한 서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
든 분석의 유의수준을 95%(0.05이하)로 설정하고, 단변
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K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
며, 1학년 45명, 2학년 55명, 3학년 31명, 4학년 44명 
총 175명의 방사선학과 재학생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
다. 현재 방사선촬영실습에 참가하는 2, 3, 4학년을 중심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1학년 재학생은 현재 방사선촬
영실습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와 
실습 제한에 대한 문항의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설문
조사에 임한 연구대상자들(재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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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p-
valueperson % person % person % person %

Classification of 
radiationworkers

yes 20 (44.5) 49 (89.1) 23 (74.2) 40 (90.6) 0.01 no 25 (55.5) 6 (10.9) 8 (25.8) 4 (9.4)
Classification of 

personwith
frequentaccess

yes 23 (51.1) 54 (98.1) 24 (77.4) 43 (97.7)
0.04 no 22 (48.9) 1 (1.9) 7 (22.6) 1 (2.3)

Health examination yes 28 (62.3) 54 (98.1) 27 (87.1) 41 (93.2) 0.21 no 17 (37.7) 1 (1.9) 4 (12.9) 3 (6.8)
Completion of 
safetyeducation

yes 38 (84.5) 55 (100.0) 30 (96.8) 43 (97.7) 0.17 no 7 (15.5) 0 0.0 1 (3.2) 1 (2.3)
Record of 

exposuredose
yes 28 (62.3) 53 (96.3) 27 (87.1) 42 (95.5) 0.02 no 17 (37.7) 2 (3.7) 4 (12.9) 2 (4.5)

p<0.05, based on chi-square test

Table 2. Recognition on the revision of Nuclear Safety Law
Unit: person, %

Distinction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p-
valueperson % person % person %

The need for management yes 54 (98.1) 28 (90.3) 43 (97.7) 0.02 no 1 (1.9) 3 (9.7) 1 (2.3)
Limitations of practical training yes 53 (96.3) 23 (74.2) 41 (93.2) 0.14 no 2 (3.7) 8 (25.8) 3 (6.8)

Understanding of radiation 
equipment

yes 49 (89.1) 24 (77.4) 42 (95.5) 0.08 no 6 (10.9) 7 (22.6) 2 (4.5)
p<0.05, based on chi-square test

Table 3. Recognition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erson with frequent access
Unit: person, %

Division Male Female Total

Grade

First 34(19.4) 11(6.3) 45(25.7)
Second 41(23.4) 14(8.0) 55(31.4)
Third 19(10.9) 12(6.8) 31(17.7)
Fourth 27(15.5) 17(9.7) 44(25.2)

Practice
participation

No 34(19.4) 11(6.3) 45(25.7)
Yes 88(50.3) 42(24.0) 130(74.3)

Total 122(69.7) 53(30.3) 175(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person (%)

3.2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사선종사자의 분류와 수시출입자의 구분, 건강검진 시
행, 안전교육 이수, 피폭선량 기록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

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으며, 방사선종사자의 분류에 대한 
인식은 1학년 44.5%, 2학년 89.1%. 3학년 74.2%, 4학
년 90.6%로 나타났다. 방사선촬영실습에 참가하지 않는 
1학년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방사선촬영실습을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2학년은 가장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었다. Table 2.

3.3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인식도
수시출입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재학생은 2학년 

98.1%, 3학년 90.3%, 4학년 97.7%이고, 방사선촬영실
습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재학생은 2학년 
96.3%, 3학년 74.2%, 4학년 93.2%이다. 그리고 2학년 
89.1%, 3학년 77.4%, 4학년 95.5%가 임상진단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방사선촬영실습을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2학년이 수시 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
에 따른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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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Evaluation items Average Standard 
deviati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1. Understanding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3.93 0.93
2. Understanding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4.27 0.84
3. Recognition of radiation exposure 2.39 1.32

 Radiation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4. Recognition of radiation safety 4.32 0.81
5. Recognition of radiation workers 4.34 0.80
6. Recognition of radiation shielding tools 4.41 0.89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nd 
 learning rights

7. Satisfaction of photography practice 3.70 1.19
8. The need for radiography practice 3.94 0.97
9. Demand for the operation of the radiography equipment 3.85 1.06
10. learning rights infringement awareness of the Nuclear Safety Act 3.55 1.19

Table 4. Perception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earn accor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3.4 원자력안전법의 실습 규제에 따른 인식도
원자력안전법의 실습 규제에 따른 인식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이해는 3.93, 
실습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숙지는 4.27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방사선촬영 실습 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지도는 2.39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사선실
습실의 안전관리 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은 4.3 이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사선안전
관리와 학습권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
른 실습 제한의 학습권 침해 정도는 3.55로 나타났다. 
Table 4.

4. 고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사선 산업은 끊임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급속
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사용처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이용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9,10].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는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등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영상의학, 핵
의학, 방사선 종양학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
하고 치료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11,12].

그러나 세계적으로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발생은 원자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로 원자력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자력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기준을 제시하는 원자력
안전법도 강화되고 있다[10,13]. 이에 따라 방사선을 이

용하는 시설에는 원자력안전법령으로 규정하는 각종 적
합한 시설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
한 자를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
도록 법제화 하여 방사선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14-16].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산업과 방사선을 이용
하는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목적
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 전국 대학 방사선학과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도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방사
선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17,18], 이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학생이 당연히 교
육기관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31조 1항 
참조)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해
결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한 인식
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사선종사자의 분류에 대해 1학년 
44.5%, 2학년 89.1%. 3학년 74.2%, 4학년 90.6%가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촬영실습에 참가하지 않
는 1학년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방사선촬영실습을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
는 2학년은 가장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학
년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대해 많은 인식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수시
출입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재학생은 2학년 98.1%, 3학년 90.3%, 4학년 97.7%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수시출입자로 구분됨
으로 촬영실습에서 촬영장비의 조작에 대한 제한을 받는
다고 인식하는 재학생이 2학년 96.3%, 3학년 74.2%, 4



원자력안전법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융합적 인식 연구 93
학년 93.2%로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ICRP 
103에서 직무피폭을 받는 방사선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관리기능 유지를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
자를 분류하는 것 보다 방사선작업구역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촬영실습
을 진행하는 방사선출입구역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수시
출입자의 방사선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10,13]. 또한 미국의 방사선사 교육은 전문교육과
정의 방사선 기초이론 교육 이수 후, 대학과 연계한 실습
교육병원에서 2,012시간 이상의 촬영실습이 이루어지므
로, 학생들의 방사선안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교육병원
의 실무 방사선사가 담당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학생
들의 방사선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대학의 방사선사교육도 이론교육과 임상교육을 분리
하여 학생들의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전국 대학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방사선촬영실습을 학

습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관리구역 수
시출입자로 분류되어 건강검진, 방사선안전교육, TLD뱃
지 착용 등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따
라야 함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실습에서 방사선장비를 조작하는데 제한을 받
아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이나 학습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
하여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받
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며, 방사선이론교
육과 실습교육을 분리하여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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