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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and needs about radiation 
understanding education for young children's safety due to radiation exposure. This study analysed the 160 
questionnaire forms out of 300 kindergarten teachers in the region of C and G c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ing level about radiation was low, general harmfulness 
and the harmfulness of exposure to radiation is high. Second, kindergarten teachers’ radiation understanding 
education was low, but kindergarten teachers’ needs about radiation understanding education was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kindergarten teacher education are required to improve the radiation 
understanding level of kindergarte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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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방사선 이해교육에 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고, 방사선에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올바른 이해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유아안  책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8월 C시와 G시의 유치원 교사 30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58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이해수  낮았으며, 방사선에 한 이해수 이 낮을수록 

방사선의 일반 인 유해성과 피폭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

선 이해교육 정도는 낮았으나,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교육의 필요성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

로 본 연구는 방사선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한 교사교육이 시 함을 시사한다.

심단어 : 방사선 이해교육, 유치원 교사의 인식, 요구

Ⅰ. A Study needs and Purpose

 의학에서 방사선 이용은 확 되고 있으며, 의

료분야에서 방사선의 진단  치료에 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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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1]. 방사선에 한 용어를 정의하면[2], 

방사선은 에 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이거나 동인데, 

그것은 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며, 맛도 없

다. 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자, 성자, 자가 균

형을 이루고 있지 못할 때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방사능)을 가지는데, 이러한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고 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에 지를 방사선이

라고 한다.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분류 되는데, 자연 방사선은 공기나 물처럼 지구가 생

겨 날 때부터 존재해 왔고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

서 자연방사선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이에 반해 TV

나 자 인지 등과 같은 가 제품, 공항에서의 보완 

검색장치,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X-선 장치 등은 인공

방사선이다. 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인공 방사선만 유해하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방사선이 가진 성질이나 인체에 미치는 향

은 모두 같다[2]. 

의료용 방사선은 인간의 질병, 진단, 치료  연구

에 활용되어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학을 발 시키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3]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에 한 일반인들의 인식

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방사선  방

사선 피폭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과 상호 련

성이 있을 것으로 측된다. 

한편, 의료분야에서 방사선과 련된 연구[1]를 살펴

보면, 방사선은 의료분야에서 이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방사선의 피폭으로 장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는 도 간과할 수 없는 요한 문제 의 하나이다. 

이러한 장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서는 방사

선 의료장비가 인체의 생리학 , 병리학  상태를 진

단하고 치료하는 가장 핵심 인 장비로 활용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첨단 방사선 의료 장비들

이 경쟁 으로 개발되고 있어 의료분야에서 방사선의 

이용은 더욱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의학에서 방사선 이용의 확 는 필수 불가결

하므로 방사선 이용  그 피폭 리에 한 한 

책수립은 당면 과제로 두되고 있다[4]. 방사선은 양

면성을 지니고 있어 리에 소홀하거나 는 방심하

게 되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입을 수

도 있다[5]. 이는 방사선에 한 올바른 지식의 획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방사선 피폭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에서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기 

한 방사선 안 리 인식 환이 요구된다[3]. 이러

한 차원에서 방사선 이용에 따른 혜택을 최 화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방사선의 한 사

용과 리가 요구되며[5],  국민 으로 방사선에 

한 장 과 장해요인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사

선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취학 아동 가

정의 방사선 인식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6]에 의하면, 

방사선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에 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228명의 연구 참여자 , 약 36%(81명)가 등

학교 시기라고 응답하 으며, 약 27%(61명)가 유치원 

시기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약 63%(142명)가 

유아교육기   등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

육기   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의 방사선 이해 

수 을 악하는 일이 시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이해교육에 한 유치

원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고, 방사선에 한 유

아교육기 에서의 올바른 이해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유아안  책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이해수 과 방

사선의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 간의 계는 어

떠한가? 둘째,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교육 정도

와 이해교육의 필요성  요구는 어떠한가?

Ⅱ. RESEACH METHOD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 7월에 C시와 G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직 인 유치원 교사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58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교사용 질문지는 이 표(2012)[6]

의 ‘미취학 아동 가정의 방사선 인식 실태에 한 연

구’,  박정규(2008)[5]의 ‘산부인과 내원 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한 인식도’, 정창민(2010)[7]의 ‘진단용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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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에 한 환자의 의식도’, 그리고 고은(2013)[8]의 

‘방사선 계종사자의 방사선에 한 지식, 인식  행

태조사’를 토 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질문지

는 유아교육 문가 5인, 방사선학 문가 1인에게 의

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최종 완성된 질

문지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문항구성은 

방사선에 한 이해 5문항, 방사선에 한 심리  불

안감 5문항, 방사선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 5문

항(일반  유해성 3문항, 피폭 유해성 2문항), 방사선 

교육 경험 4문항, 방사선 이해교육의 필요성  요구 4

문항 이었으며,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묻는 기

본사항 6문항이 제시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변수들 간의 상 계의 정도를 악하기 하여 이

변량 상 계수(단순상 계)를 산출하 다. 

Ⅲ. RESULTS AND ANALYSIS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이해 수 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방사선에 대한 일반적 인식 2.49 .54

자연방사선에 대한 인식 2.39 .50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식 2.74 .53

방사선 조사식품 보급에 대한 인식 2.46 .51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기농식품의 차이 인식

2.93 .45

전 체 2.60 .40

Table 1.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 level on radiation 

유치원 교사들은 방사선에 한 이해 수 은 방사

선 조사식품과 유기농식품의 차이 인식(M=2.93, 

SD=.45),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M=2.74, 

SD=.53), 방사선에 한 일반  인식(M=2.49, SD=.54), 

방사선 조사식품 보 에 한 인식(M=2.46, SD=.51), 

자연방사선에 한 인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방사선에 한 교사들의 이해 수 (M=2.60, 

SD=.40)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 level on radiation 

according to career of education.

방사선에 한 유치원 교사들의 심리  불안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방사선 검사 시 받는 피폭의 두려움 3.52 .68

방사선 검사 후 피폭으로 인한 걱정 3.48 .65

방사선 검사에 대한 거부 경험 2.21 .49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해성 걱정 3.39 .61

방사선 조사식품의 두려움 3.05 .48

전 체 3.13 .29

Table 2.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anxiety on 

radiation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심리  불안감은 

방사선 검사 시 받는 피폭의 두려움(M=3.52, SD=.68), 

방사선 검사 후 피폭으로 인한 걱정(M=3.48, SD=.65),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해성에 한 걱정(M=3.39, 

SD=.61),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두려움(M=3.05, 

SD=.48), 방사선 검사를 거부한 경험(M=2.21, SD=.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

선에 한 심리  불안감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두

려움(M=3.13, SD=.29)은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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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anxiety on 

radiation according to career of education.

방사선 유해성에 한 유치원 교사들의 심리  불

안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방사선에 대한 일반적 유해성 3.51 .50

방사선에 대한 피폭 유해성 3.46 .47

전 체 3.49 .46

Table 3.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anxiety on 

harmfulness of radiation

의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은 방사선 검사

를 받을 때 피복에 한 두려움이나, 방사선 검사 후 

향후 피폭으로 인한 걱정, 방사선 검사에 한 거부 

경험 등의 방사선에 한 일반  유해성(M=3.51, 

SD=.50), 그리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해성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등의 방사선에 한 피폭 유

해성(M=3.46, SD=.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M=3.49, SD=.46)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Kindergarten teachers' psychological anxiety on harmfulness of 

radiation according to career of education.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이해수 과 심리  

불안감  방사선 일반 유해성과 방사선 피폭 유해성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방사선 
이해수준

심리적 
불안감

방사성
일반 유해성

방사선 
피폭 유해성

방사선 
이해수준

1.00

심리적 
불안감

-.56*** 1.00

방사선
일반 유해성

-.52*** .78*** 1.00

방사선 
피폭 유해성

-.35*** .46*** .69*** 1.00

***p＜.001

Table 4.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ing level and psychological anxiety 

Table 4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수

에 따라 방사선에 한 심리  불안감, 방사선 일반 

유해성, 방사선 피폭 유해성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서 방사선 이해수 이 높은 경우 유치원 교사

들은 방사선에 한 심리  불안감이나 방사선 일반

유해성  방사선 피폭 유해성에 해 심리 으로 불

안감을 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교육 경험과 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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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

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방사선 이해교육 경험 1.99 .27

방사선 이해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 4.49 .50

Table 5. Kindergarten teachers' education experience and 

needs about radiation understand education  

의 Table 5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

교육의 경험(M=1.99, SD=.27)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반면 방사선 이해교육의 필요성  요구

(M=4.49, SD=.5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

치원 교사들은 방사선 이해교육의 경험이 매우 낮은 

데 반하여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교육에 한 

필요성  요구도가 높은 것은, 유치원 양성과정이나 

직교사교육에서 방사선 이해교육을 한 교육경험

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Ⅳ. CONCLUSION

본 연구 결과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이해

수 은 낮은 반면, 방사선에 한 심리  불안감과 방

사선 유해성에 한 유치원 교사들의 심리  불안감

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에 한 이해수 과 심리  

불안감  방사선 일반 유해성과 방사선 피폭 유해성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에 한 이해수

이 낮은 경우 방사선에 한 심리  불안감  방사

선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교육 경험은 

낮았으나 반면, 방사선 이해교육의 필요성  요구 정

도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방사선 이해수 은 낮

고, 방사선  방사선 유해성에 한 심리  불안감은 

높았으며, 한 방사선 이해교육 경험은 낮은 반면 방

사선 이해교육의 필요성  요구정도는 아주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유

아교육 양성과정에서나 직 교사교육에서 방사선 이

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한 한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사선 이해교

육을 한 다양한 로그램 개발을 한 후속 연구들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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