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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암진단 목 으로 F-18 FDG를 사용하는 PET-CT검

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1]. PET-CT 검사 시 여러 

단계의 촬 들은 모두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기여되며

[2] 동일한 목 의 의료방사선 차에서 환자나 피검

자가 받는 선량이 의료기 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인

다[3-4]. 방사선 의료 차를 거치는 환자의 실제 피폭

은 사용기기, 로토콜 등 구체 인 차와 당사자의 

신체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4]. 

본 연구에서는 PET-CT검사와 련하여 피폭선량 

감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의 하나인 방어

환경에 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계를 악하여 개

입 략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상  방법

  

 2010년 8월 기  국내 설치된 109  PET-CT[1]

의 담당 방사선안 리자, 방사선종사자 모집단의 

약 50%인 200명 조사지  139부의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도구는 설문지로 개인 특성인 건강상태, 생활

습   질병수 , 근무지 특성인 근무경력, 일일 근

무시간, PET-CT 검사 환자 수, 담당 방사선사 수, 

방사선장해 방어 환경 구비  설치수 과 필요성(환

자, 보호자, 방사선사, 공통) 각 31문항, 방사선장해 

방어행 수 과 필요성(환자, 보호자, 방사선사, 공통) 

각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 고, 경로계수를 통한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구

비  설치수 에 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통

계처리는 SPSS WIN 12.0, AMOS 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결과  고찰 

  

  1. PET-CT의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구조방정식

구조모형이 연구가설에 합한 정도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χ², 

GFI, AGFI, RMSR), 증분 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NNFI, NFI, Delta 2), 간명 합지수

Parsimonious Fit Measures: PGFI, PNFI, AIC) 등

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의한 체 인 

구조모형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구비  설치에 한 합도

를 살펴보면 χ²통계량=110.78, P값=0.000, RMSR원소

평균자승잔차=0.040, GFI기 합지수=0.972, AGFI 

조정 합지수=0.945, NFI 합지수=0.981로 분석되었

다. 경로계수의 합도는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첫째, Q값은 자유도의 증감에 따른 

χ²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3보다 어야 반

인 합도를 만족한다. 둘째, Root-Mean-square 

residual RMSR)로 다른 모형들에 한 자료에 합 

정도를 비교하기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RMSR은 

을수록 제시된 모형이 자료에 합함을 나타낸다. 

통상 RMSR 값이 0.08이하면 합도는 양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Tucker-Lewis Index TL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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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분산이 체 인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과 유사한 지표로써 0.9이상이면 합하다. 넷째, 

Delta 2는 표본 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NFI 

값을 조정한 값으로 0.9 이상이면 합하다. Delta 2

의 값은 기 모형과 표본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정 이므로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한 이론  모형의 반 인 합도는 양호하다는 것

이 증명되었다<표 1>. 

<표 1>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측모형의 합도 검증 

χ² Q값 RMSR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환경 110.78 2.06 0.040 0.981 0.966 0.972 0.945 0.961 0.953

2.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구비  설치의 경로계수  

모형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구비  설치 수 에 향을 

미치는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의 필요성 인지

는 표 화계수 0.392, C.R=3.61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방사선장해 방어행  수 은 표 화계수 0.510, 

C.R=5.63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정 인 유의

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방사선장해 방어행  

필요성 인지는 표 화계수 0.329, C.R=2.59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정 인 유의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표 2>.  

<표 2>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구비  설치의 경로

계수

표준화계수 Estimate S.E. C.R. P

환경 <-- 건강상태 0.114 2.170 1.354 1.603 0.109

환경 <-- 생활습관 -0.130 -1.410 0.773 -1.824 0.068

환경 <-- 환경필요성 
인식 0.392 0.478 0.132 3.611 ***

환경 <-- 행위수준 0.510 0.946 0.168 5.635 ***

환경 <-- 행위필요성
인식 0.329 0.364 0.140 2.594 0.009

**p<0.01 ***p<0.001

<그림 1> 방사선장해 방어환경 경로모형

 결  론 

 PET-CT검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환자  피검

자의 피폭선량이 증가하는 시 에서 피폭 감화 방안

으로 방어를 한 환경구비  설치가 요하여 방사

선장해 방어환경 설치  구비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한 결과 방사선장해 방어환경에 한 필요

성 인지수 과 방사선장해 방어행  수 이 직  향

을 미쳤고 장해방어 환경수 을 높이기 해 구성원의 

방사선장해 방어환경의 필요성 인지수 과 방어행  

수 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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