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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an investigation of the degree of awareness and consciousness of the radiology technicians 
about radiation protection working in the computed tomography room in Busan when the pediatric underwent 
brain CT scan. It was sorted by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and hospital and compared the scores of 
awareness and consciousness. As a result of awareness, university hospital had the highest point of 42.29 
followed by general hospital and hospital of 38.43 and 34.06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score 
of consciousness was the highest in hospital of 29.19 followed by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of 
24.68 and 21.37 respectively. It is considered to need assistance to cultivate an awareness of the radiation through 
refresher training and conferences, etc in ord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for 
CT workers. In addition, it is also expected to pay for efforts to increase the consciousness of CT workers in 
university hospitals seeking the optim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and dose reduction of radiation exposure for 
the pedi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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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은 1972

년 EMI사에서 computed axial transverse scanning이라
는 실용적인 CT가 처음 발표된 이래 임상분야에서 활
용을 넓혀가고 있다. 최초의 CT는 하나의 단면 영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영데이터를 촬영하는 시간
만 해도 수십 분 정도였고 투영 데이터로 삼차원 영상
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수십 분이 걸렸다. 지난 40여 년
간 CT 발전의 역사는 큰 축으로 보아 촬영시간 단축의 
역사였다. 현재의 128채널 MDCT(multi detector compu

ted tomography)는 흉부전체를 촬영하는 데 수 초 정도
면 충분하며 흉부 전체의 영상을 삼차원으로 재구성하
는데 필요한 시간은 수분 이내이다. 그로인해 CT가 비
약적인 발전을 통해 시간의 굴레를 벗어 던지면서 임

상적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이전의 단일 슬라이스 CT

로는 검사 할 수 없었던 관상동맥 검사나 폐혈관 색전
증 검사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율을 가지며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검사가 되었다.[1,2] 기술의 발달과 의학
의 진보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로 의료용 방사선 피폭
은 검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C

T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지난 십여년간 의료용 방사선 
피폭이 급격히 증가했다.[3] 이에 CT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이 전체 영상의학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의 67%

를 차지하며[4] 국민 일인당 연간 피폭량 1.4 mSv에 대
한 검사종류별 피폭량 분포는 CT촬영이 0.79 mSv로 
절반 이상(56%)를 차지한다고 한다. 방사선피폭의 관
리는 국제 방사선방호기준 권고기관이 있어 국가에서 
비교적 엄격한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비해 환자의 방사선 피폭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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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데 환자는 개개인이 처한 
의학적 상황에 따라 검사의 이득과 방사선피폭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선량한도를 정해 둘 수 
없기 때문이다.[5] 다만 CT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 환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하고 1년 단위로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6] 선
행연구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의사의 76%, 응급의학과 
의사의 73%, 환자의 100%가 CT 검사에서의 방사선 
피폭량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7] 따라서 환자의 피폭선
량 감소를 위해서는 CT검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사선사들이 방사선 위해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고 환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아의 경우 어른에 비해 방사선에 대
한 감수성이 예민하며 피폭에 따른 영향이 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선량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환자의 피폭
선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화 대책이 세계보건기구(Worl

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

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

RP) 등에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가 자
국 실정에 맞도록 의료피폭 저감화를 위하여 환자선량 
권고량(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을 확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 또한 한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atio

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NIF

DS)에서는 2009년 9월에 ‘CT 엑스선 검사에서의 환자 
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각 기관에서 CT 

검사 시 환자 선량을 저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 따
라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안한다면 환자의 피폭선
량, 선량지표(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 CTDI, 

dose length product. DLP),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ore

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에서 제시한 C

T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 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건
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

nt Service. HIRAS)에서 제시하는 CT 검사에 대한 검
사범위(scan range)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검사를 하여
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의료기관별로 분
류하여 소아 두부 CT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컴퓨터단
층촬영검사실 근무자의 방사선방어에 대한 지식정도와 
행위에 대한 인식도 및 의식도를 설문조사하여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간의 인식도와 의식도 점수를 비교
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2.1. 연구 대상 및 설문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의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실에 근무하는 상급종합병원(35), 종합병원(47), 병원(3

2), 근무자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으
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특성 13문항, 인식도 
조사 10문항, 의식도 조사 10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Table 1에 구성되었으며 문헌조사로서는 한국식품의약
품안전처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환자의 선량 권고량 
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단참고준위(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 선량 
지표에 관한 국내 진단참고준위를 참고하여 포괄적 문
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Contents
Number 
of items

General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Radiological 
technologist work experience, CT 

examination room work experience, 
Number of workers for operating 

CT, Form work, position of 
workers organizations, 

Certifications and licenses, The number 
of participating academic, Announced a 

number of academic events, 
CT number of professional societies 

attended, CT number of self- education 

13

Recognition score

CT dose index, Dose length 
product, To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image, Institutions related to 
radiation protection, Exposure dose 
and relative units, Factors affecting 

the exposure dose.

10

Awareness score

Diagnostic reference levels, Scan 
range, Questions about radiation 

exposure from the patient or 
guardian, When alternative 
diagnostic reference levels 

exceeding, Using the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exposure 

related training needs. 

10

Total 33

2.2. 자료 분석
인식도 조사에 대한 설문 자료는 각 문항을 5점 척

도로 나누어 정답을 체크한 개수에 따라 5점, 4점, 3

점, 2점, 1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의식도 조사에 대한 
설문 자료는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나누어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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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

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고 각 항목
별 총 문항 수로 적용하여 50점 만점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자기식 조사표 방식을 통하여 결과를 도
출하였다. 설문지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실에서 근무하
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총 114부로  하였다. 설문지 분
석 방법은 SPSS Window Ver. 22.0(SPSS Statistics St

andard, IBM,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으며 
작성된 각각의 문항들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에 응하였는가를 분
석하고자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성 지수(Cronbach’s alpha)는 인식도 0.877, 

의식도 0.881로 높게 나타났다(>0.6).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적 검증 방법 중 
하나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고 세 개 이상의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고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분
석(sceff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병원 기관별로 일
반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보기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RESULT

3.1. 일반적 특성조사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컴퓨터단층촬영검사실에

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종합병원, 병원과 비교했을 때 
연령, 방사선사 업무 경력, 최종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컴퓨터단층촬영검사실에서의 근무경력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T관련 학술행사의 참여도
나 교육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
형태에 대한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병
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계약직 근무형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Table 2에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Sortation
classification

  & Fisher’s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Sex
Men 32 

(35.2)
36 

(39.5)
23 

(25.3)
4.486

Women 3 
(13.0)

11 
(47.8)

9 
(39.2)

Age

less than 
30y

0 
(0.0)

14 
(53.8)

12 
(46.2)

22.355**
30~39y 17 

(31.5)
21 

(38.9)
16 

(29.6)

40~49y 12 
(52.2)

7 
(30.4)

4 
(17.4)

50~59y 6 
(54.5)

5 
(45.5) 0 (0.0)

Education

College 9 
(17.6)

24 
(47.1)

18 
(35.3)

10.685


University 19 
(37.3)

19 
(37.3)

13 
(25.4)

Master 5 
(50.0)

4 
(40.0)

1 
(10.0)

Doctor 2 
(100.0)

0 
(0.0)

0 
(0.0)

Radiological 
technologist 

work 
experience

less than 
1y

0 
(0.0)

2 
(28.6)

5 
(71.4)

37.161***


1~5y 1 (3.4) 16 
(55.2)

12 
(41.4)

6~10y 15 
(44.1)

9 
(26.5)

10 
(29.4)

11~15y 3 
(17.6)

11 
(64.7)

3 
(17.7)

More 
than 16y

16 
(59.3)

9 
(33.3)

2 
(7.4)

CT 
examination 
room work 
experience

less than 
1y

4 
(16.0)

13 
(52.0)

8 
(32.0)

16.310*


1~5y 16 
(36.3)

12 
(27.3)

16 
(36.4)

6~10y 4 
(17.4)

13 
(56.5)

6 
(26.1)

11~15y 5 
(38.5)

7 
(53.8)

1 
(7.7)

More 
than 16y

6 
(66.7)

2 
(22.2)

1 
(11.1)

CT number 
of workers

1 0 
(0.0)

3 
(20.0)

12 
(80.0)

101.013***
2 0 

(0.0)
30 

(65.2)
16 

(34.8)

3~5 10 
(35.7)

14 
(50.0)

4 
(14.3)

6~10 25 
(100.0)

0 
(0.0)

0 
(0.0)

Form work

permanent 
employee

34 
(31.7)

45 
(42.1)

28 
(26.2)

2.715


contract 
worker

1 
(14.3)

2 
(28.6)

4 
(57.1)

position of 
workers 

organizations

Employee 21 
(30.9)

26 
(38.2)

21 
(30.9)

1.237


Chief 8 
(30.7)

12 
(46.2)

8 
(23.1)

Substitut
e

5 
(31.2)

7 
(43.8)

4 
(25.0)

Team 
leader

1 
(25.0)

2 
(50.0)

1 
(25.0)

The number 
of 

participating 
None 7 

(12.7)
24 

(45.5)
23 

(41.8) 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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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식도 차이분석 결과
조사결과 1번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 모두에서 상

급종합병원의 인식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종합병원, 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
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인식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1번 항목의 경우 그 차이가 0.0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기관별로 
인식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상급종합병원
은 3번(4.71점), 종합병원은 8번(4.32점), 병원은 2번(3.9

1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도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상급종합병원은 9번(3.97점), 종합병원은 4번(3.30점), 

병원은 9번(2.53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인식도 평균
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42.29, 종합병원 38.43, 병원이 
34.06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종합병원, 병원의 순으로 Table 3에 나타났다.

academic

1 8 
(25.8)

14 
(45.2)

9 
(29.0)

2 13 
(72.2)

5 
(27.8)

0 
(0.0)

3 6 
(75.0)

2 
(25.0)

0 
(0.0)

More 
than 4

1 
(50.0)

1 
(50.0)

0 
(0.0)

Announced a 
number of 
academic 

events

None 25 
(24.3)

46 
(44.6)

32 
(31.1)

16.586***
1 8 

(88.9)
1 

(11.1)
0 

(0.0)

2 2 
(100.0)

0 
(0.0)

0 
(0.0)

CT number 
of 

professional 
societies 
attended

None 9 
(13.2)

32 
(47.1)

27 
(39.7)

33.257***


1 8 
(36.4)

9 
(40.9)

5 
(22.7)

2 12 
(75.0)

4 
(25.0)

0 
(0.0)

3 6 
(75.0)

2 
(25.0)

0 
(0.0)

CT number 
of self- 

education

None 11 
(21.2)

19 
(36.5)

22 
(42.3)

12.333**
1~10회 22 

(36.7)
28 

(46.7)
10 

(16.7)

11~20회 2 
(100.0)

0 
(0.0)

0 
(0.0)

*p<0.05, **p<0.01, ***p<0.001

Table 3. Recognition score of the hospital.

Question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F & welch

1

N 35 47 32

2.718 Ave. 4.17 4.19 3.75 

SD 0.954 0.851 0.880 

2

N 35 47 32

2.418 Ave. 4.37 4.19 3.91 

SD 0.731 0.947 0.893 

3

N 35 47 32

15.632***


 Ave. 4.71 4.11 3.78 

SD 0.572 0.866 0.870 

4

N 35 47 32

12.860*** Ave. 4.14 3.30 2.97 

SD 1.115 0.907 0.967 

5

N 34 47 32

5.226**Ave. 4.03 3.60 3.19 

SD 1.087 1.014 1.091 

6

N 35 47 32

5.509**Ave. 4.29 3.83 3.50 

SD 0.893 1.028 0.984 

7

N 35 47 32

8.868***


 Ave. 4.09 3.43 3.09 

SD 1.095 1.078 0.818 

8

N 35 47 32

3.350* Ave. 4.37 4.32 3.88 

SD 0.808 0.783 1.040 

9

N 35 47 32

21.988***
Ave. 3.97 3.47 2.53 

SD 1.248 0.929 0.718 

10

N 34 47 32

7.779***  
Ave. 4.38 4.00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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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식도 차이분석 결과
조사결과 기관별 의식도 평균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1.37, 종합병원 24.68, 병원이 29.19로 병원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역시 모든 
항목에서 병원의 의식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기관별로 의식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상급종합병원은 5번, 10번(2.3

1점), 종합병원은 10번(3.21점), 병원은 10번(3.69점)으로 
나타나 세 기관 모두 10번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인식도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상급종합병
원은 8번(1.77점), 종합병원은 1번(2.04점), 병원은 7번
(2.34점)으로 Table 4에 나타났다. 

Table 4. Awareness score of the hospital.

Question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F & welch

1

N 35 47 32

5.457**
Ave. 2.23 2.04 2.56 

SD 1.165 0.779 0.619 

2 N 35 47 32 5.200**

Ave. 2.14 2.23 2.78 

SD 1.115 0.758 0.751 

3

N 35 47 32

10.828***


 Ave. 2.14 2.34 2.97 

SD 1.167 0.700 0.647 

4

N 35 47 32

8.431***


  Ave. 2.23 2.47 3.06 

SD 1.215 0.830 0.716 

5

N 35 47 32

12.172***
Ave. 2.31 3.09 3.56 

SD 1.278 0.996 0.759 

6

N 35 47 32

1.637 Ave. 2.17 2.09 2.50 

SD 1.224 0.952 0.880 

7

N 35 47 32

1.930**
Ave. 2.09 2.13 2.34 

SD 1.040 0.575 0.483 

8

N 35 47 32

10.283*** Ave. 1.77 2.28 2.50 

SD 0.547 0.743 0.718 

9

N 35 47 32

15.068*** Ave. 1.97 2.81 3.22 

SD 0.857 1.014 0.975 

10

N 35 47 32

12.576*** Ave. 2.31 3.21 3.69 

SD 1.231 1.102 1.120 

Total

N 35 47 32

14.950***
Ave. 21.37 24.68 29.19 

SD 7.893 5.607 4.568 

*p<0.05, **p<0.01, ***p<0.001

1. 귀하는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SD 0.853 1.000 0.950 

Total

N 35 47 32

13.238***


 Ave. 42.29 38.43 34.06 

SD 7.347 4.871 5.853 

*p<0.05, **p<0.01, ***p<0.001
1.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CT 선량 지표(CT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2.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선량길이곱(DL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
3.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영상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4. 방사선 방호에 대한 권고 및 국제 자문기관과 관련된 기관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5.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방어의 최적화 달성과 관련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라고 생각 합니까 ?
6.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량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환자의 피폭선량과 관계되는 단위는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7.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환자의 피폭선량과 관계되는 단위는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8.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환자의 방사선피폭 선량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적 요인은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
9.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방사선피폭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는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10.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CT 선량표시에 사용되는 지표는 모두 몇 가지라고 생각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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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컴퓨터단층촬영검
사실 근무자의 방사선방어에 대한 지식정도와 행위를 
파악하고자 인식도 및 의식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하
여 어느 부분의 인식과 의식이 부족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분류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
원, 병원간의 인식도와 의식도 점수를 비교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자의 피폭선량과의 연관성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CT 선량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영상의 
질을 결정하는 인자, 방어의 최적화를 위한 조건, 환자
의 방사선피폭 선량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적 요인, 

방사선피폭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질문을 하였
으며 의식도 조사에서는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를 달성
하기 위한 노력과 진단참고준위를 준수여부, 환자의 진
단참고준위를 초과 했을 때 대체방안, 방사선 피폭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피폭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는
지 여부, 방어기구 사용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
은 내용들이 결국 영상의 최적화와 환자피폭선량 감소
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문내용
에 대한 결과로는 기관별 인식도 평균점수는 상급종합
병원이 42.29, 종합병원 38.43, 병원이 34.06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병원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의 
방사선방어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행태조사를 연구한 
김현수[10]의 연구결과 20점 만점에 평균 19.35점으로 나
타난 것보다 낮은 점수이며 김선주[11]의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연구
의 결과인 14점 만점에 9.51점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기관별 의식도 평균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1.37, 종합
병원 24.68, 병원이 29.19로 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대한 지
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
다. 또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며 방사
선 위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결과적
으로 본 설문지를 통해 CT 검사실 근무자들은 인식도
와 의식도의 문항에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잘 파악하
여 향상시킨다면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미연에 방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로 소
아 두부 CT 검사에서 최적화의 검사를 위한 기술과 지
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CONCULSION

결론적으로 인식도 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점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의식도 점수는 인식도와는 반대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
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비해 
근무자의 나이가 많고 방사선사 근무경험이나 컴퓨터단
층촬영검사실에서의 근무 경험도 풍부하다. 교육의 기회
가 많다보니 인식도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어지
며 반대로 의식도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
인으로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업무에 대
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생겨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
의 이전 연구결과 기관별 소아 두부 CT선량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선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종합병원, 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
자의 피폭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자의 의식
도에 비해 인식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은 보수교
육 및 학회 등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종사자 본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
는 방사선사들은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
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귀하는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ALARA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3.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진단참고준위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4.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진단참고준위를 준수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5.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환자의 진단참고준위를 초과 했을 때 대체방안을 강구 하십니까 ?
6.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스캔범위 (C1상부에서 
Calvarium top까지)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7. 귀하는 자신에게 방사선 피폭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8.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방사선피폭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9.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십니까 ?
10. 귀하는 소아 두부 CT 검사에서 방어기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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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인식도와 의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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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컴퓨터단층촬영검사실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아 두부 CT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방
사선방어에 대한 지식정도와 행위에 대한 인식도 및 의식도를 설문조사하여 기관별로 분류하여 상급종합병원, 종
합병원, 병원간의 인식도와 의식도 점수를 비교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관별 인식도 평균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42.29, 종합병원 38.43, 병원 34.06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의식도 평균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1.37, 종합병원 24.68, 병원 29.

19로 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CT 근무자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및 학회 등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키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CT 근무자들의 의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
를 모색하고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감소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피폭선량, 방사선방어, 인식도, 의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