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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발생장치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면서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시·군·구에서 조사되어진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최근 6년간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계종사자 수는 각각 2,138대에서 2,972대, 2,644명에서 5,733명으로 증가하였
다. 2019년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는 일반 X-ray, CT, C-arm, 이동형 X-ray, 치과용 X-ray는 각각 2,204대, 58대, 
67대, 770대, 14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방사선 관계종사자 수는 수의사 4,236명, 수의간호사 1,080명, 업무
보조원 404명, 기타 1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방사선 관계종사자 연간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 0.21mSv, 
심부선량 0.18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동물병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융복합 조사, 연간평균피폭선량 
Abstract  The various types of radiation-generator devices have been used in animal hospitals, and the 
safety for radiation workers is becoming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tic radiation-generator devices and radiation workers of 
animal hospital. The number of radiation-generator devices and radiation workers of animal hospital 
increased from 2,138 to 2,972 and from 2,644 and 5,733 for six years. The number of general X-ray, 
CT, C-arm, portable and dental X-ray in 2019 were 2,204, 58, 67, 770, and 14. The number of 
veterinarian, veterinary nurse, veterinary assistant, and others in 2019 were 4,236, 1,080, 404, and 13. 
The average exposure dose of radiation workers in 2018 were 0.21mSv in surface dose, 0.18mSv in 
depth dos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basic data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generating devices and radiation workers in anim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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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95년 뢴트겐에 의해 처음 발견된 X선은 필름을 통

해 생체 내 정보를 영상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서 전 인류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의 의료용 방사선은 질병 진단과 치료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2]. 또한, 의료분야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는 방사선 장비는 방사선 피폭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그보다 진단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
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3]. 이러
한 방사선은 의료분야 뿐만이 아닌 농업, 공업 분야 등에
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4]. 

수의 분야의 경우 경제적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족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의식변화로 
의료분야에 대한 품질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에
게 사용되는 의료기기들이 동물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5,6]. 최근에는 일반 엑스선 발생장
치 이외에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투시촬영장치
(C-arm), 이동형 또는 치과용 엑스선 촬영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5,7],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
사자들은 동물을 직접적으로 잡고 촬영을 해야하는 직무
의 특성상 방사선의 피폭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방사
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수의사 등의 방사선 관계종
사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피폭은 생체 내외에서의 물리화
학적, 생화학적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결정적 영향 또는 
확률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방사선에 의해 급성장해 및 
만성장해가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8]. 방사선 피폭에
서의 결정적 영향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일정한 역
치선량이 필요한 경우이고, 확률적 영향은 역치가 없는 
적은 양의 피폭선량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에 인의의 경우 피폭선량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물병원에
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연구 자
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등의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피폭
선량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기간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현황은 2014년 3월 3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최
근 6년간 전국 시·군·구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정되
어진 방사선 검사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동물병원 현황은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조사되
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9].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정된 측정기
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기별로 보고된 방사
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2.2 조사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은 「수의사법」제17

조의3[10]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칙」의 제3조제6항의 별지 7호 서식[11]에 기
초하여 조사하였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일자와 적합성 판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현황은 「동물 진단용 방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8호 서
식[11]에 의하여 시·군·구청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조사한 자료를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즉, 방사선 관계종
사자는 수의사, 수의간호사, 업무보조원, 기타 등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연간평
균피폭선량 대상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11]에 따라 수의사가 개
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사
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량 8mA·min/week 이상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방사선 측정기관에서 분기별로 작성한 자료에 기
초하여 분석하였다. 피폭선량 측정 방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12]에 의해 분류되어지고 있는 
표층선량과 심부선량을 측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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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발생장치 보유 현황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는 매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19년 3월 31일 기준 4,025개이며, 이는 
2014년 보다 16.7%(576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동물병원
은 2,972개로 전체 동물병원 중 7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주당최대동작부하량(8mA․
min/week)을 적용받는 동물병원은 전체 동물병원의 
4.17%인 124개였다. (Table 1 참고) 

Table 1. The distribution number of animal hospitals with
weekly maximum operating load and animal 
hospital with diagnostic radiation-generating 
devices from 2014 to 2019

 
동물병원 수와 방사선 발생장치 보유수가 차이를 보이

는 것은 소,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만을 진료하는 동물병
원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동물병원
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 동물병원에서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보
유 현황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시․
군․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로는 일반 진단용 X선 장치가 
2,204대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동형 X선 장치는 770대, 
투시촬영장치(C-arm)은 67대, CT는 58대, 치과용 X선 
장치는 14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장비들은 
2014년도에 비해 각각 22.6%, 154.9%, 235.0%, 
262.5%, 1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와 비교 
시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이동형 X선 장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시촬영장치와 
CT는 대도시 대부분에서 1대 이상, PET-CT는 전국에
서 유일하게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고)

Table 2. The distribution on diagnostic radiation-generating
devices in animal hospital from 2014 to 2019 

3.1.2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실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제4조에 따르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2014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전
국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와 방사선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를 기초하여 전국 동물병원에서의 관리 실태
를 조사하였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를 진행한 결과 99% 이상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가 적합한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는 불
합격이 3건, 기타는 사용중지, 폐업 등 4건 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Table 3 참고).

Table 3. Inspection of diagnostic radiation-generating 
devices in animal hospital from 2014 to 2019

3.2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현황
3.2.1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현황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현황은 「동

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
표8호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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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종사자는 수의사, 수의간호사, 업무보조원, 기타로 
구분하였다.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동물병원
의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5,733명으로 2014년에 조사된 
2,644명에 비해 116.8%(3,08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각 직군별 분포율은 2019
년 3월 31일 기준으로 수의사가 전체 73.88%(4,236명)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수의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나, 2014년부터 수의사의 비율은 90.21%에서 
73.88%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의간호사 및 업무보조원
은 9.3%에서 25.8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
선사를 포함하여 방사선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수의사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를 취득한 종사자인 기타
의 경우 13명으로 2014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났다
(Table 4 참고).

Table 4. The distribution on occupational of radiation 
workers in animal hospital from 2014 to 2019

3.2.2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피폭선
량 조사

Fig. 1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연도별 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의 경우 각각 0.41mSv, 0.38mSv, 0.21mSv로 
조사되었으며, 심부선량의 경우 0.37mSv, 0.34mSv, 
0.18mSv로서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권고 및 규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 1년간 최대 선량한도인 50mSv, 일반
인의 선량한도인 1mSv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1. The distribution on annual average radiation 
exposure doses of radiation workers in animal 
hospital with weekly maximum operating load

4. 고찰
의료분야에서의 방사선 피폭은 사용자에게 위험요소

로 작용하고 있지만, 방사선 이용은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건강증진에  중대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또
한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 장비로서 활용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3]. 인의분야의 경우 201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
사선 관계종사자 수는 88,294대와 84,273명으로 2015
년 82,357대와 76,493명에 비해 장비는 5,937대(7.2%), 
관계종사자는 7,780명(10.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 이와같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숫자와 사
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이 증가하
고 있다. 이에 1994년 방사선으로부터의 피폭위험을 줄
이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어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15]. 수의분야에도 이에 맞춰 동물병원에
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여 2010년 수의사법을 개정[16] 하였으며, 동물병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 진료의 적정
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11,17].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
사를 정기적으로 받음으로써 장비의 적합성을 유지하도
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
로 동물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3,113대의 진단용 방
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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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대(99.77%)의 장비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의 관리규정에 맞는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에 대한 불합격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것을 보아 대부분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치가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인체병원에서는 방사선 발생장치 관전압 허
용오차는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18] 반하여, 동
물병원의 경우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11]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
준은 점차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물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검사는 수의사를 포함한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특
성상 마취를 하지 않고 방사선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직·간접적으로 방사선에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19,26]. 본 
연구에서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수의사가 4,236명
으로 전체 관계종사자들 중 약 73.88%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지만, 수의간호사 및 업무보조원 등 비수의사들
은 1,497명으로 매년 수의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수의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당최대동작부량에 포함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은 1,220명으로 매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2016년 주당최대동작부하량이 10mA·min/week에
서 8mA·min/week로 면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용되
는 동물병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에서는 1년간 최대 
유효선량한도 50mSv와 평균 유효선량한도(5년간 누적
선량 100mSv) 20mSv, 일반인의 유효선량한도 1mSv로 
피폭선량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방사선 방어의 세 가지 원칙
으로 행위의 정당화(justification), 방어의 최적화
(optimization), 개인 선량한도(limitation)로 방사선 
방어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물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의 경우 2016년 0.41mSv, 2017년 0.38mSv, 
2018년 0.21mSv, 심부선량의 경우에 2016년 0.37mSv, 
2017년 0.34mSv, 2018년 0.18mSv로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
서 보고한 인체병원에서의 2017년 전체 방사선 관계종

사자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인 0.48mSv[14] 보다 유사하
거나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영국의 0.066mSv[21], 
독일의 0.05mSv[22], 캐나다 0.06mSv[23] 등 선진국 
인체 의료분야에서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연간평균피폭
선량에 비해 높은 선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이번 연
구 결과는 ICRP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량한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아무리 저선량이라도 Glycophorin A
의 변이 발현을 유발하여 저선량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24], ICRP 60에 이
은 ICRP 103 권고에서도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의 일반
인 피폭의 선량한도를 연간 1mSv이하로 정하며 저선량 
방사선에서의 확률적 영향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
라서, 방사선 관계종사자들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측면에서는 방사
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
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5].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현황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피폭선
량 자료를 수집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
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동물병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역
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보유한 동물병원은 2,972개였으며, 3,113대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834개(39.0%), 816대(3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비별로는 일반 X선 장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투시촬영장치(C-arm)
는 2014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율(235.0%)을 나타
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실태를 조사
한 결과 99% 이상의 장비들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로서는 2019년 기준 수
의사가 4,236명으로 전체 관계종사자들의 73.88%를 차
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도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
소하고 있었으며, 수의간호사 및 업무보조원에 속하고 있
는 관계종사자들이 25.89%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의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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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평균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매년 검사자 수는 증가하
고 있었으나 피폭선량은 표층선량 및 심부선량 모두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서 대
부분의 동물병원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방사선 사용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동
물병원 자체적으로 정도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및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관계종사자 및 일반인들
이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물병원 뿐만이 아닌 방사선 검사기
관 및 측정기관 등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하여 위해평가와 관리업무의 기술 확보 등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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