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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여론의 주도층이 될 일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이용 분야 중 일반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절실히 

필요한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근거가 일부 도출되었다. 첫째, 여학생 중심의 수업과 남학생 중심의 수업설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

다.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방사선조사식품의 객관적 지식수준(p<0.039), 원자력발전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

식(p<0.00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태도 (p<0.000), 의료방사선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

(p<0.001), 의료방사선 이용 태도(p<0.007, p<0.001)가 모두 높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

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서는 의료방사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 여학생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p<0.001),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p<0.001),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p<0.013)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이 방사선이용 분야별로 인식의 패턴이 다르므로 학급별로 차별화된 강의내용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05), 방사선조사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p<0.001),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중학생은 의료방사선에 대한 교육흥미도

가 높고(p<0.018),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2)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 방사선이

용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고등학생은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1)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p<0.017), 원자력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방사선조사식품 섭취 태도(p<0.001), 거주지에 원자력발전 건설을 찬성하는 태도(p<0.001) 모두 낮았

다. 넷째, 객관적 지식 중심의 교육제공보다 인식변화 및 태도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객관적 

지식과 방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객관적 지식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및 교육흥미도, 객관적 지식과 의료방사선

의 교육흥미도 및 정보습득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객관적 지식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거주지

의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와 방사선조사식품 섭취태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 및 

태도 향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심어: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 인식, 지식, 태도

1. 서론1)

오늘날 과학기술체계는 기술이 유용할수록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적 위험은 인

류 역사를 통틀어 줄곧 존재했던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적 위험이 도처에 널려있

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통제는 

전 지구적 관심 대상이다[1].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로 다양한 사회, 윤리적 문제(socioscientific issues)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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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므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고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2-4].

특정 위험의 크기는 위험 확률(probability)과 위험의 

심각성(severity)의 곱으로 산출되는 것이나 개인의 위험

인식은 반드시 위험에 대한 실제적 심각성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다[5,6]. 전통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지

각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실증연구들을 

통해 위험인식과정에서 지식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감정, 경험, 사회문화적 환경, 가치관 

등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가 위험인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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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위험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어서 사람의 마음 그

리고 문화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각적인 차원의 고려가 전제된 가치판단적 문

제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그 존재성이 아닌 인식의 문제

로 접근되어야 한다[9].

원자력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용성은 과학적이

고 기술적인 평가에 의해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10]. 

원자력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이므로 

일반인이 안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크고, 현재는 원자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

차하고 공존하는 상황이다[11].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

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확산 또는 증대되었다

[12-15].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도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16-18].

국가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을 지속적

으로 이용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

바른 이해와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19]. 방사선 조사 

활용에 대한 국민이해의 성취 없이는 방사선의 보다 더 

넓은 활용 및 보급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방

사선 조사 기술에 대한 국민지지의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 조사 활용에 대한 국민이해사업은 

방사선 이용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제기 

할 필요가 있다[20].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안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합의의 변화가 필요하다[21]. 그러나 

원자력 분야에서 나타나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시각 차

이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이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이며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시각 차이

는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22]. 원자력발전의 점

유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원자력규제 제도의 개선에 있어 소통이 제도

화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23].

Hodson(2003)과 Roth(2009)는 미래 시민으로서 학생

들이 사회 정치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과 적

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4,25].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사회, 도덕적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때 과학기술에 대한 이

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포용, 공감적 배려 등

의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3,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사선이

용에 대한 중단기적인 측면의 국민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적인 개입전략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인 중 교육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초, 중, 고등학교 재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방

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및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2. 방법

연구대상자는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및 의료방

사선 이용에 대한 향후 여론의 주도층이 될 초, 중, 고등

학생이다. 표본은 학교, 학부모 및 본인의 설문조사 동의

가 가능했던 수도권 소재의 3개교 재학생을 임의 추출한 

235명이다. 조사 대상자 성별은 남학생 153명 (65.1%), 

여학생 82명(34.9%)이고, 교육과정별 학생수는 초등학생

Classification

➡

Participant 
characteristics

➡

Perceptions

➡

Objective 
knowledge

➡

Attitudes

Irradiated food

ㆍClass
  (elementary,
   middle, high)
ㆍGender 
ㆍInterest in 
  education 

ㆍNecessity 
ㆍRisk 
ㆍInformation 
  acquirement
ㆍSubjective 
  knowledge 

Principles,   
characteristics, 
utilization, 
separation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etc.

Irradiated food 
purchase and 
intake attitudes

Nuclear power   
generation

Characteristics,   
actual state of 
operation, radiation 
exposure, natural 
radiation, etc.

Approving   
attitudes toward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our nation/our   
neighborhood)

Medical   
radiation

Current state,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exposure, 
harmfulness,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etc.

Attitudes   toward 
using medical 
radiation for 
examination and 
treatment

Fig.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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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Radiation.

Item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Medical radiation

(M±SD) (M±SD) (M±SD)

Interest in education 3.99±0.91 3.89±0.97 4.04±0.91

Perception

Necessity 3.85±0.89 3.97±0.87 4.16±0.80

Safety 3.54±1.02 3.31±1.10 3.77±0.99

Information acquirement 2.89±1.29 3.30±1.08 3.32±1.10

Subjective knowledge 2.71±1.10 3.25±1.00 3.20±1.10

Objective knowledge 1.41±1.53 2.69±1.66 1.83±1.57

Attitude
Attitude 1 3.21±1.03 3.57±1.09 3.89±0.94

Attitude 2 3.33±1.14 2.69±1.30 3.81±0.94

*Attitude 1 indicates attitudes toward purchase of irradiated food, approval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in the nation, and use of medical 

radiation for examination. A higher attitude level shows that the respondent is willing to purchase irradiated food, approves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in his or her nation, and intends to use medical radiation for examination.

*Attitude 2 indicates attitudes toward intake of irradiated food, approval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in the residential area, and use 

of medical radiation for treatment. A higher attitude level shows that the respondent is willing to consume irradiated food, approves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in his or her neighborhood, and intends to use medical radiation for treatment.

88명(37.4%), 중학생 80명(34.0%), 고등학생 67명

(28.5%)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고 연구자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들에게 설문을 설명하면서 체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연구도구는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

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의 필

요성, 안전성(위험성), 정보습득(친숙성), 주관적 지식의 

네 가지 측면의 인식문항(각 영역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

각하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정보습득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안다고 생각하나요?)과 태도문항(방사선조

사식품을 구입 할 생각이 있나요?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 

할 생각이 있나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찬성 

할 생각이 있나요? 우리 동네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찬성 

할 생각이 있나요? 병원에서 방사선으로 진단을 받을 생

각이 있나요? 병원에서 방사선으로 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나요?)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객관적 지식 측정은 방사선조사식품의 경우 방사

선조사식품과 방사능 오염식품의 구분, 방사선조사식품

의 원리와 특징, 실태 등에 대한 총 5문항(방사선조사식

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어 있다. 방사선조사식품은 음

식물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방사선조사는 식품의 저장 및 

가공기술의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간장 분

말에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자, 밀, 

밀가루에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발전의 특징, 국내외 원자력발

전소 가동 실태, 원자력발전 주변의 방사선피폭, 자연방

사선의 개념에 대한 총 5문항(방사선은 햇볕, 운동장, 교

실 등 모든 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생산의 한 방법이다. 원

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방사선피폭을 

더 많이 받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원자력발

전소를 가동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의료방사선의 경우 

의료 방사선피폭의 특징 및 피폭량, 의료방사선이용 실

태, 인체 장해에 대한 총 5문항(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

선은 피폭이 되지 않는다. 검사와 암치료를 위해 사용하

는 방사선은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병원에서 받는 

방사선량은 원자력발전소 주위에서 받는 양보다 더 적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방사선을 사용한

다. 선진국에서도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한다.)으로 구성되었다(Fig.1). 정답수가 많을수록 객

관적 지식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설문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의 필요성, 안전성, 정

보습득, 주관적 지식이 포함된 인식은 각각 0.759, 0.797, 

0.788, 객관적 지식은 각각 0.730, 0.748, 0.738, 태도는 

각각 0.856, 0.666, 0.919로 각 영역별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통계분석은 SPSS/WIN 15.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

였다.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3. 결과

3.1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 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 수준

교육흥미도, 인식(필요성, 안전성, 정보습득), 태도 모

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

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모두 원자력발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의료방사선은 실제 피폭방사선량

과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태도도 긍정적으

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원자력발전

은 최근 다양한 경로의 이해교육과 홍보를 통해 객관적 

지식에 대해서만 다른 영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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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된다<Table 1>. 

3.2 성별에 따른 방사선이용 분야별 인식, 지식 및 태

도 차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정보습득량은 여학생이 많다

(p<0.049)고 인식하였으나 객관적 지식수준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039). 원자력 발전에 대해 원자력발

전의 필요성(p<0.001), 주관적 지식(p<0.001), 객관적 지

식(p<0.00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태도

(p<0.001)는 모두 남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의료

방사선에 대해 의료방사선의 필요성(p<0.001), 객관적 지

식(p<0.001), 진단(p<0.007) 및 치료(p<0.001)를 위한 의

료방사선 이용 태도는 모두 남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

다. 

방사선이용 분야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p<0.001),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 원

자력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p<0.001) 인식하고 있

다. 또한 의료방사선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습득량이 

많으며(p<0.001), 원자력발전에 대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p<0.001) 실제적인 객관적인 지식도 

원자력발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p<0.001). 진단 

및 치료용 의료방사선을 이용하겠다는 태도수준도 가장 

높다(p<0.001). 그러나 거주동네에 원자력발전을 찬성하

는 태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p<0.001). 여학생

의 경우 남학생과 같이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 원자

력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p<0.013). 객관적 지식도 원자력발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다

(p<0.001). 진단(p<0.001) 및 치료용(p<0.001) 의료방사

선을 이용하겠다는 태도수준도 가장 높다. 그러나 거주동

네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태도는 가장 낮은 수

준을 나타냈다(p<0.001)<Table 2>.

3.3 학급에 따른 방사선이용 분야별 인식, 지식 및 태

도 차이

교육흥미도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p<0.005), 의료방사선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흥미도를 나타냈다(p<0.018). 고등학생이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p<0.017), 방사선조사식

품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p<0.001),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 

0.002)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에 대해 고등학생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

식하고 있다(p<0.001).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서는 초등

학생이 정보습득량이 가장 많고(p<0.001), 가장 많이 안

다고(p<0.001) 생각하나 실제 객관적인 지식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가장 낮았다

(p<0.001).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정보습득량

이 가장 많다고(p<0.038) 생각하였으나 객관적인 지식수

준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p<0.001). 거주지에 원자

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태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

다(p<0.001). 의료방사선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정보습득

량이 가장 많고(p<0.001), 가장 많이 안다고(p<0.028) 생

각하나 객관적인 지식수준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p<0.001).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이용 태도는 중, 고등

학생이 모두 높았고(p<0.001), 치료 방사선 이용은 중학

생이 가장 높았다(p<0.001).

Table 2.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for Each Field of Radiation Use According to Gender.

Item Gender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Medical radiation Total

M±SD t(p) M±SD t(p) M±SD t(p) F(p)

Interest in education
Male 3.98±0.99 -.256

(.798)
3.97±1.06 1.926

(.055)
4.08±0.95 1.077

(.282)
.594(.553)

Female 4.01±0.73 3.74±0.75 3.95±0.83 2.729(.067)

Perception

Necessity 
Male 3.88±0.93 .584

(.560)
4.13±0.89 3.863

(.001)
4.28±0.78 3.287

(.001)
8.488(.001)

Female 3.80±0.79 3.68±0.77 3.93±0.80 1.973(.141)

Safety 
Male 3.53±1.08 -.147

(.883)
3.35±1.20 .843

(.400)
3.85±1.05 1.711

(.088)
7.922(.001)

Female 3.55±0.89 3.23±0.89 3.62±0.86 4.451(.013)

Information
acquirement

Male 2.77±1.38 -1.984
(.049)

3.36±1.12 1.124
(.262)

3.36±1.16 .788
(.432)

11.785(.001)

Female 3.10±1.10 3.20±1.01 3.25±0.97 .445(.641)

Subjective
knowledge 

Male 2.66±1.15 -.878
(-.133)

3.40±1.02 3.349
(.001)

3.28±1.16 1.718
(.087)

19.470(.001)

Female 2.79±1.02 2.96±0.91 3.04±0.97 1.378(.254)

Objective knowledge 
Male 1.57±1.58 2.075

(.039)
3.03±1.58 4.438

(.001)
2.09±1.53 3.572

(.000)
33.846(.001)

Female 1.13±1.39 2.05±1.63 1.34±1.54 8.072(.001)

Attitude

Attitude 1
Male 3.22±1.08 .374

(.709)
3.76±1.14 4.064

(.001)
4.01±0.94 2.701

(.007)
21.783(.001)

Female 3.17±0.94 3.21±0.90 3.66±0.89 7.333(.001)

Attitude 2
Male 3.33±1.17 -.093

(.926)
2.71±1.39 .333

(.739)
3.96±0.91 3.404

(.001)
43.518(.001)

Female 3.34±1.09 2.65±1.12 3.53±0.94 16.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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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for Each Field of Radiation Use According to Class.

Item Class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Medical   radiation Total

M±SD F(p) M±SD F(p) M±SD  F(p) F(p)

Interest in
education

Elementary 4.14±0.75 
2.813
(.062)

4.03±0.79 b
5.519
(.005)

4.11±0.84 b
4.115
(.018)

.404(.668)
Middle 4.00±0.89 4.01±0.92 b 4.18±0.81 b 1.001(.369)
High 3.79±1.08 3.57±1.16 a 3.78±1.06 a .869(.421)

P
e
r
c
e
p
t
i
o
n

Necessity 
Elementary 3.99±0.78 

2.067
(.129)

3.95±0.82 
.037

(.964)

3.97±0.88 a
4.171
(.017)

.039(.962)
Middle 3.71±0.94 3.99±0.88 4.25±0.72 b 7.946(.000)
High 3.84±0.93 3.99±0.95 4.30±0.76 b 4.797(.009)

Safety 
Elementary 3.88±0.88 c

10.613
(.001)

3.52±0.97 b
14.300
(.001)

3.67±0.96 a
3.670
(.002)

3.201(.042)
Middle 3.49±0.99 b 3.56±1.05 b 4.08±0.88 b 8.531(.000)
High 3.15±1.08 a 2.73±1.12 a 3.54±1.08 a 9.120(.000)

Information  
acquirement

Elementary 3.23±1.07 b
19.017
(.001)

3.36±0.93 ab
3.308
(.038)

3.38±0.98 b
10.675
(.001)

.596(.552)
Middle 3.15±1.19 b 3.48±1.11 b 3.65±1.06 b 4.091(.018)
High 2.12±1.38 a 3.03±1.19 a 2.85±1.14 a 10.103(.000)

Subjective
knowledge 

Elementary 3.01±0.73 b
12.508
(.001)

3.14±0.87 
2.521
(.083)

3.21±0.94 ab
3.620
(.028)

1.178(.310)
Middle 2.81±1.17 b 3.45±1.14 3.41±1.20 b 7.503(.001)
High 2.18±1.24 a 3.15±0.97 2.92±1.14 a 13.657(.000)

Objective
knowledge 

Elementary 1.27±1.50 
2.443
(.089)

1.93±1.68 a
19.679
(.001)

1.08±1.33 a
28.771
(.000)

7.585(.001)
Middle 1.28±1.40 2.85±1.64 b 1.81±1.56 b 21.028(.000)
High 1.76±1.67 3.48±1.19 c 2.82±1.32 c 25.335(.000)

A
t
t
i
t
u
d
e

Attitude 1
Elementary 3.24±1.01 

2.366
(.096)

3.52±1.02 
1.181
(.390)

3.53±1.01 a
11.157
(.001)

2.363(.096)
Middle 3.35±1.08 3.71±1.09 4.10±0.87 b 10.774(.000)
High 2.98±0.98 3.45±1.18 4.10±0.76 b 21.413(.000)

Attitude 2
Elementary 3.58±1.12 b

8.081
(.001)

3.08±1.19 b
12.698
(.001)

3.48±0.98 a
9.675
(.001)

5.074(.007)
Middle 3.44±1.15 b 2.76±1.39 b 4.04±0.87 b 24.253(.000)
High 2.88±1.05 a 2.07±1.12 a 3.99±0.84 b 60.126(.000)

* a, b, and c refer to groups in the same level based on post-hoc analysis.

Table 4.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Radiation.

Classification Item

Interest in 
education

N
ecessity

Safety

Inform
atio

n  
acquirem

en
t

Subjective 

 

know
ledge

O
bjective 

 

know
ledge

A
ttitude
(1)

A
ttitude
(2)

Irradiated food

Interest in education 1
Necessity .414** 1
Safety .394** .496** 1
Information acquirement .254** .272** .456** 1
Subjective knowledge .169** .239** .468** .695** 1
Objective knowledge .207** .121 .212** .223** .308** 1
Purchase attitude .380** .371** .409** .261** .328** .177** 1
Intake attitude .296** .319** .452** .277** .308** .155* .753** 1

Nuclear power 
generation

Interest in education 1
Necessity .512** 1
Safety .465** .502** 1
Information acquirement .303** .416** .531** 1
Subjective knowledge .268** .393** .451** .673** 1
Objective knowledge .075 .316** .113 .138* .267** 1
Approving attitude (nation) .234** .405** .483** .350** .367** .177** 1
Approving attitude (neighborhood) .281** .192** .527** .328** .272** -.099** .507** 1

Medical 
radiation

Interest in education 1
Necessity .490** 1
Safety .428** .567** 1
Information acquirement .383** .345** .486** 1
Subjective knowledge .356** .323** .415** .746** 1
Objective knowledge .019 .317** .170** .119 .219** 1
Examination attitude .282** .530** .442** .294** .416** .379** 1
Treatment attitude .330** .556** .462** .289** .356** .337** .850** 1

* p＜0.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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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Radiation. 

Classification Item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Medical   
radiation

Interest in education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597** 1

Medical radiation .588** .679** 1

Perception

Necessity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366** 1

Medical radiation .195** .512** 1

Safety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471** 1

Medical radiation .480** .535** 1

Information
acquirement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538** 1

Medical radiation .580** .551** 1

Subjective knowledge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479** 1

Medical radiation .576** .599** 1

Objective knowledge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456** 1

Medical radiation .421** .633** 1

Attitude

Attitude 1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163* 1

Medical radiation .230** .360** 1

Attitude 2

Irradiated food 1

Nuclear power generation .274** 1

Medical radiation .201** .140* 1

* p＜0.005, **p＜0.001 

중(p<0.001), 고등학생(p<0.009)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 원자력발전, 방사선조사식품 순으로 필요

하다고 나타냈다. 초등학생은 방사선조사식품이 가장 안

전하고(p<0.042), 중, 고등학생은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

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2). 중학생은 의료방사선

에 대한 정보습득량이 가장 많고(p<0.018), 고등학생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습득량이 가장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실제로 객관적 지식은 초, 중, 고등학생 

모두 방사선조사식품과 의료방사선보다 원자력발전에 대

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초(p<0.007), 중(p<0.001), 고

등학생(p<0.001) 모두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방사선 

이용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았다<Table 3>. 원자력발전

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

고 있는 것[27]과 같은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4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 모두 교육 흥

미도, 인식(필요성, 안전성, 정보습득, 주관적 지식), 객관

적 지식, 태도의 대부분 항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 지식과 방

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객관적 지식과 원자력발전에 대

한 안전성 및 교육흥미도, 객관적 지식과 의료방사선의 

교육흥미도, 정보습득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이는 

지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방사선조사식품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수준이 높다고 해서 원자력발

전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식제공 교육을 통해서 방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인

식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원자력발전의 안전인식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Table 4>.

3.5 인식,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방사선 조사식품, 원자

력 발전, 의료방사선 간의 상관관계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각각

의 교육흥미도, 인식(필요성, 안전성, 정보습득,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 태도의 상관 분석 결과 세 영역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료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원자력발전의 필요

성, 안전성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서는 의

료방사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

는 것이 소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의료방

사선 이용태도가 높은 경우 원자력발전 찬성태도도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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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태도향상 교육에도 원자력발전과 의료방사선의 정

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결과는 원자력발

전소가 거주지에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는 태도와 방사선

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므로(p<0.05) 자신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식품섭취와 거주지의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해서

는 함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다른 가

치적 측면의 이해교육으로 전략개입을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Table 5>.

4. 결론

향후 여론의 주도층이 될 일부 초, 중,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방사선이용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수용성

이 절실히 필요한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

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수

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근거가 일부 도출되었다. 전문

가와 일반인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격차의 경우 단순한 지

식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질의 관련 정

보와 교육은 필요하다[27]. 국내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이해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을 

설계할 때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여학생 중심의 수업과 남학생 중심의 수업설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객관적 지식수준(p<0.039), 원자력발전의 필

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우리나라 원자

력발전소 건설 찬성태도 (p<0.001), 의료방사선의 필요성

(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진단(p<0.007) 및 

치료(p<(0.001)를 위한 의료방사선 이용 태도 모두 높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서는 의료방사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소통효과를 높일 수 있

다. 남, 여학생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

(p<0.001),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 원자력발전이 가

장 안전하지 않다고(p<0.001, p<0.013) 인식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식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으

나(p<0.001, p<0.001) 진단 및 치료용 의료방사선을 이

용하겠다는 태도수준이 가장 높고(p<0.001, p<0.001), 거

주동네에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태도는 가장 낮은 수준

을 나타냈다(p<0.001, p<0.001).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

발전, 의료방사선 모두 교육 흥미도, 인식(필요성, 안전

성, 정보습득,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 태도의 대부분 

항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의료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가 가

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이 방사선이용 분야별로 상이하

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학급별로 차별화된 강의내용이 필

요하다. 초등학생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

고(p<0.005), 방사선조사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p<0.001),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중학생은 의료방사선에 대한 교

육흥미도가 높고(p<0.018),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

방사선(p<0.002)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

료 방사선이용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고등학생

은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1)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으나(p<0.017), 원자력발전이 가장 안전

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방사선조사식품 

섭취 태도(p<0.001), 거주지에 원자력발전 건설을 찬성하

는 태도(p<0.001) 모두 낮았다.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이용 태도만 높았다(p<0.001). 공통적으로는 중

(p<0.001), 고등학생(p<0.009)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 원자력발전, 방사선조사식품 순으로 필요하다

고 나타냈다. 객관적 지식은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원자

력발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초(p<0.007), 중

(p<0.001), 고등학생(p<0.001) 모두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방사선 이용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넷째, 객관적 지식 중심의 교육제공보다 인식변화 및 

태도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객관

적 지식과 방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객관적 지식과 원자

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및 교육흥미도, 객관적 지식과 의

료방사선의 교육흥미도, 정보습득에는 상관관계가 없었

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객관적 지식수준은 가장 높았

으나 거주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

와 방사선조사식품 섭취태도가 가장 낮았다. 

Shower(199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핵

에너지에 대한 지식, 태도를 비교한 결과 태도변화에는 

설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냈다[28]. 태도변화를 위해

서 많은 경우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감정에 

기반한 경험체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29] 바탕으

로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 위험인식은 위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변수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며[30], 

개인의 위험 수용 정도는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31,32].

현대 후기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

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를 가져다줄 것으로 약속하

지만 동시에 인류의 전체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량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33]. 위험(특히,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크게 두 종류의 심리적 시

스템(인지와 감정)과 이러한 심리적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 결합적 영향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34]. 특히, 원자

력안전은 국민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므로 원자력 안전을 

정치적 안전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안전은 국

민이나 지역주민이 갖는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말

한다[11]. 과학적 소양모형은 대중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

가 관련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이 축적될수록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고 설명한다[7].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

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성과 안전

성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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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모집단을 

넓혀 전국규모의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로 교육전략

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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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Radiation

Eun Ok Han, Jae Rok Kim, and Yoon Seok Choi
Korea Academy of Nuclear Safety 

Abstract -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ill lead public opinion in the future, regarding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medical radiation. These 

topics urgently require general social acceptability among various fields in which radiation is used. Educational methods to 

enhance social acceptability were partially discovered.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different strategies when designing 

courses for female and male students. Male students have higher levels of objective knowledge (p<0.039) of irradiated food, 

necessity (p<0.001) and objective knowledge (p<0.001)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pproval of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in the nation (p<0.001), necessity (p<0.001) and objective knowledge (p<0.001) of medical radiation, and attitudes 

regarding using medical radiation (p<0.007, p<0.001). Second, the educational effect of explanations to help increase national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 and safe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increase if information on the necessity and safety 

of medical radiation is provided as well.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perceived that medical radiation is the most necessary 

(p<0.001), medical radiation is the safest (p<0.001),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is the least safe (p<0.013). Moreover,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radiation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the highest. Third, there is a need for different 

lectures between classes, since the patterns of perception vary according to the field of radiation use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high interest in education on nuclear power generation 

(p<0.005), perceived that irradiated food is safe (p<0.001), and had the most positive attitude toward consuming irradiated 

food (p<0.001). Middle school students had high interest in education on nuclear power generation (p<0.018), perceived that 

nuclear power generation (p<0.001) and medical radiation (p<0.002) are safe, and had the most positive attitude toward using 

radiation for treatment (p<0.001). High school students had the highest level of objective knowledge on nuclear power 

generation (p<0.001) and medical radiation (p<0.001), and perceived that medical radiation is the most necessary (p<0.017); 

however, they perceived that nuclear power generation is the least safe (p<0.001). Attitudes toward irradiated food intake 

(p<0.001) and approving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in their neighborhood (p<0.001) were both low.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to change perceptions and improve attitudes rather than providing education 

focused on objective knowledg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objective knowledge and necessity of irradiated food, 

objective knowledge and safety and interest in education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objective knowledge and interest 

in education and information acquirement regarding medical radiation. In particular, high school students had the highest level 

of objective knowledge and yet had the least positive attitudes toward approv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ir 

neighborhood and intake of irradiated food. Therefore,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using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in Korea, it is desirable to provide strategic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perceptions,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the necessity and safety of their use.

Keywords : Irradiated food, Nuclear power generation, Medical radiation, Perceptions, Knowledge, Attitu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