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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non-face-to-face online continuing education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in a region, their satisfaction, and completion status, and provides basic data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predicted after the post-coronavirus. It was implemented to do. 

From January 5, 2021 to January 31, 2021, 255 radiological technologist license holders who completed online 

continuing education in 2020 were targeted. Satisfaction with online continuing education was higher as the age, 

male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job title increased after obtaining a license. As for the status of completion of 

continuing education,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gular members belonging to the branch, 

the more moderate the cost of continuing educ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was guaranteed, and the more the 

comple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license and the recognition of legal restri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and completion of continui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ents according to age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provide members' needs.

Keywords: Radiological Technologist, Online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Completion Status 

Ⅰ.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 환경은 산업 구조의 

변화만큼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보건의

료의 패러다임 역시 전염병 예방시대를 시작으로 

질병치료중심, 현재는 질병예방 중심의 시대로 접

어들고 있다. 또한 2019년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우리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의료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익히고 새롭게 개발

되는 의료기술 및 정보를 습득해야 하며 전문인으

로서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계

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인에 속하는 방사선사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

며 보수교육의 목적은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

여토록 함에 있다
[1,2]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의료기사법 제 20조 1항에 근거하

여 매년 8시간 이상 이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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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3년마

다 취업상황을 신고 받고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신

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추후 

신고가 환인 된 경우는 즉시 면허효력이 발생한다. 

보수교육의 실시, 관리는 현재 대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제1항 

제2호)으로 중앙회 즉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관할하

고 있으며 중앙회는 소속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 

학회 및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3]

. 

2020년 국내에서는 COVID-19 예방을 위해 강력

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개지역의 경우 연 4회 대면으로 진행되

었던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전면 중단되었다. 따라

서 중앙회, 지회, 전문 학회는 전통적인 집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 소속 지회의 보수교육 이수자수는 면허신고 

전 2012년 930명, 2013년 955명이었으나 꾸준히 증

가하여 2014년 면허신고제 시작 이후 6년이 지난 

2020년에는 1922명으로 조사되었다
[4]

. 이중 온라인

을 이용한 보수교육 이수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

고,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편

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

며 어떤 환경이 도래할지 모르는 시대의 혼란 속에

서 향후 비대면 교육의 활용 의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보수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및 만

족도, 보수교육 이수현황 및 보수교육 이수에 미치

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7]

. 하

지만 방사선사 비대면 보수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진행되지 않았다. 대면으로 진행된 방사선사 보

수교육의 연구에서 민 등
[8]

은 방사선사 요구도에 

따라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

고 정 등
[9]

은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수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집

합식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

사선사 보수교육 실태 및 그에 따른 만족도, 이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스

트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보수교육의 설계 및 운영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사선사의 비대면 보수교육 실태와 

이수현황 및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부산,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2020년 비대면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25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

지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메일

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은 대상자들에게 

255부의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유무, 

교육정도의 4문항을 직무관련 특성에는 병원유형, 

업무분야, 이직유무, 근무기간, 직위의 5문항을 비

대면 보수교육 실태는 소속 지회, 협회 가입여부, 

면허신고제 인지 여부, 법적제제 인지 여부, 보수교

육비 지원여부, 이수단체, 이수시간, 수강 시 사용 

기자재의 8문항을 이용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보수교육 법적 필수시간 이수 현황은 8시간

미만과 8시간이상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비대면 보수교육 만족도의 측정도구는 현
[11]

이 

개발하고 김
[12]

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

게 보완하여 10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
[12]

의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5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0.94이다.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만족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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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1개의 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

어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9개

의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비대

면 보수교육 실태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비대면 보수

교육 실태에 따른 만족도와의 차이검정은 독립표

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된 

경우 S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각 변수

들과 비대면 보수교육 현황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 수준은 p value 0.05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

로 판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Software Ver. 25.0(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Variable n (%)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Mean ± SD t/F p (Sheffe)

Age
(years)

< 29  (a) 60 (23.5) 3.29 ± 0.65

5.43
0.001

(a,b,c<d)

30~39 (b) 106 (41.6) 3.35 ± 0.70

40~49 (c) 57 (22.4) 3.25 ± 0.71

50 ≥ (d) 32 (12.5) 3.81 ± 0.59

Gender
Male 130 (51.0) 3.46 ± 0.73

2.07 0.039

Female 125 (49.0) 3.28 ± 0.65

Marriage
Married 129 (50.6) 3.37 ± 0.65

-0.05 0.959
Unmarried 126 (49.4) 3.38 ± 0.74

Education
level

College 87 (34.1) 3.41 ± 0.65

2.10 0.124University 124 (48.6) 3.29 ± 0.70

Graduated school 44 (17.3) 3.53 ± 0.75

Type of 
hospital

Primary medical 49 (19.2) 3.28 ± 0.63

0.71 0.548
Secondary medical 126 (49.4) 3.40 ± 0.75

Tertiary medical 61 (23.9) 3.35 ± 0.65

Public health center 19 (7.5) 3.52 ± 0.69

Department 

General (a) 186 (72.9) 3.36 ± 0.71

3.19
0.024

(a,d<c)

Nuclear medicine (b) 12 (4.7) 3.26 ± 0.56

Radiation therapy (c) 11 (4.3) 3.98 ± 0.86

Ultrasonography (d) 46 (18.0) 3.31 ± 0.58

Changing job
Yes 148 (58.0) 3.36 ± 0.73

-0.26 0.798
No 107 (42.0) 3.39 ± 0.64

Current 
career length

(year) 

< 3 40 (15.7) 3.26 ± 0.70

0.85 0.4273~9 96 (37.6) 3.42 ±  0.71

10 ≥ 119 (46.7) 3.37 ± 0.69

Position

General Radiological Technologist (a) 158 (62.0) 3.36 ± 0.69

4.33
0.014

(b<c)Chief Radiological Technologist (b) 45 (17.6) 3.18 ± 0.58

Team leader of department (c) 52 (20.4) 3.59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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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ULT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대가 60명

(23.5%), 30대가 106명(41.6%), 40대가 57명(22.4%), 

50대 이상이 32명(12.5%)으로 30대가 가장 많았으

며 성별은 남자 방사선사가 130명(51.0%), 여자 방

사선사가 125명(49.0%)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129명(50.6%), 미혼이 126명(49.4%)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 124명(48.6%)로 가장 많았고 3

년제 전문대졸이 87명(34.1%), 대학원 이상이 44명

(17.3%) 순이었다.

직무관련 특성으로 병원유형은 1차 의료기관 49

명(19.2%), 2차 의료기관 126명(49.4%), 3차 의료기

관 61명(23.9%), 보건소 및 기타 의료기관 19명

(7.5%) 로 나타났다. 업무분야는 영상의학과 일반

촬영 186명(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음파 46명

(18.0%), 핵의학과 12명(4.7%), 방사선종양학과 11

명(4.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직 유무는 있는 경우가 148명(58%), 없는 경우

가 107명(42%)로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소 많

았으며, 근무기간은 3년 미만 40명(15.7%), 3~9년 

96명(37.6%), 10년 이상이 119명(46.7%)로 나타났

다. 직위는 일반방사선사 158명(62.0%), 주임방사선

사 45명(17.6%), 팀장 또는 실장이 52명(20.4%)으로 

일반 방사선사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2. The status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and satisfaction

Variable n (%)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Mean ± SD t/F p (Sheffe)

Association
Busan 219 (85.9) 3.32 ± 0.70

-3.01 0.003

Ulsan 36 (14.1) 3.69 ± 0.57

Registration
Yes 231 (90.6) 3.41 ± 0.67

2.55 0.011

No 24 (9.4) 3.03 ± 0.79

License declaration 
system

Recognize 238 (93.3) 3.38 ± 0.69
0.77 0.439

Non recognize 17 (6.7) 3.24 ± 0.75

Legal formulation
Yes 222 (87.1) 3.36 ± 0.69

-0.43 0.666
No 33 (12.9) 3.42 ± 0.71

Educational 
spending

Yes 155 (60.8) 3.46 ± 0.67
-2.51 0.013

No 100 (39.2) 3.24 ± 0.71

Completion of 
education

KRTA cyber education center 136 (53.3) 3.33 ± 0.63

1.55 0.212Branch realtime education 94 (36.9) 3.46 ± 0.80

Professional society education with zoom 25 (9.8) 3.24 ± 0.59

Completion time

None 14 (5.5) 3.13 ± 0.83

1.07 0.362
< 8 hours 37 (14.5) 3.47 ± 0.59

8 hours 152 (59.6) 3.34 ± 0.66

8 hours ≥ 52 (20.4) 3.45 ± 0.83

Equipment

Desktop 87 (34.1) 3.39 ± 0.66

2.06 0.106
Laptop 66 (25.9) 3.32 ± 0.67

Mobile phone 84 (32.9) 3.46 ± 0.76

Tablet 18 (7.1) 3.03 ±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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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보수교육 실태  

비대면 온라인 보수교육 실태는 소속지회는 부

산 219명(85.9%), 울산 36명(14.1%)로 분류되었다. 

협회 가입여부는 가입된 회원이 231명(90.6%), 미

가입이 24명(9.4%)로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

였다. 면허 신고제에 대해 238명(93.3%), 법적 제제

에 대해 222명(87.1%)의 회원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보수교육비의 지원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액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가 155명(60.8%), 회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100명(39.2%)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 지

원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수단체는 본회 

사이버 교육 136명(53.3%), 지회 실시간 온라인 교

육 94명(36.9%), 전문 학회 실시간 교육 25명(9.8%)

으로 본회 사이버 교육을 제일 많이 수강하였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8시간 152명(59.6%), 8시간

이상 52명(20.4%), 8시간미만 37명(14.5%), 미 이수

가 14명(5.5%) 순으로 총 204명(80%)의 회원이 법

정 시수시간을 채웠다.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시 

사용 한 기자재는 데스크탑 87명(34.1%), 휴대폰 84

명(32.9%), 노트북 66명(25.9%), 테블릿18명(7.1%) 

순으로 데스크탑과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

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completion status in online continuing education

Variable n (%)
Completion status, n (%)

Pass Non pass χ
2

p

Age
(years)

< 29 60 (23.5) 40 (19.6) 20 (39.2))

8.859 0.031

30~39 106 (41.6) 90 (44.1) 16 (31.4)

40~49 57 (22.4) 47 (23.0) 10 (19.6)

50 ≥ 32 (12.5) 27 (13.2) 5 (9.8)

Total 255 (100.0) 204 (80.0) 51 (20.0)

Marriage

Married 129 (50.6) 112 (54.9) 17 (33.3)

7.593 0.006Unmarried 126 (49.4) 92 (45.1) 34 (66.7)

Total 255 (100.0) 204 (80.0) 51 (20.0)

Registration

Yes 231 (90.6) 190 (93.1) 14 (80.4)

7.773 0.006No 24 (9.4) 14 (6.9)) 10 (19.6)

Total 255 (100.0) 204 (80.0) 51 (20.0)

License declaration

Yes 155 (60.8) 195 (95.6) 43 (84.3)

8.335 0.004No 100 (39.2) 9 (4.4) 8 (15.7)

Total 255 (100.0) 204 (80.0) 51 (20.0)

Legal formulation

Yes 136 (53.3) 184 (90.2) 385 (74.5)

8.911 0.003No 94 (36.9) 20 (9.8) 13 (25.5)

Total 255 (100) 204 (80.0) 51 (20.0)

Educational spending

Yes 14 (5.5) 134 (65.7) 21 (41.2)

10.282 0.001No 37 (14.5) 70 (34.3) 30 (58.8)

Total 255 (100.0) 204 (80.0) 51 (20.0)

Desktop computer 87 (34.1) 66 (32.4) 21 (41.2)

Equipment 17.757 0.001

Laptop 66 (25.9) 44 (21.6) 22 (43.1)

Mobile phone 84 (32.9) 77 (37.7) 7 (13.7)

Tablet 18 (7.1) 17 (8.3) 1 (2.0)

Total 255 (100.0) 204 (80.0) 5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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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비대면 보수교육 

실태와 만족도 차이분석

변수들 간의 차이검증 결과 연령, 성별, 업무분

야, 직위, 소속지회, 협회 가입여부, 보수교육비 지

원 여부에서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50대 이상이 만족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p=0.001) 성별은 남자 방사선사가 

만족도가 높았다(p=0.039). 업무분야에서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촬영, 

초음파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4). 

직위는 주임방사선사와 팀장 또는 실장급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팀장 또는 실장급에서 만

족도가 높았다(p=0.014). 소속된 지회는 부산광역시

회 보다는 울산광역시회가 만족도가 높았으며

(p=0.003), 협회에 가입된 경우(p=0.011), 근무기관

의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p=0.013). 결과는 Table 1, 2와 같다.   

4. 변수들과 비대면 보수교육 이수현황

변수들과 법적 보수교육 시간 이수현황 사이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 결혼유무, 협회가

입 여부, 면허신고제 인지 및 법적제제 인지여부, 

의료기관 지원제도의 유무, 교육기자재 종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30대에서 이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50대 이상에서는 저조하게 나

타났다. 결혼유무는 기혼에서, 협회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이수율이 높았다. 면허신고나 법

적제제 인지 여부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서 

대부분 이수하였다. 교육비지원 유무에서 의료기관

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월

등하게 많이 이수했으며 온라인 보수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기자재는 휴대폰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Ⅳ. DISCUSSION

본 연구는 방사선사 비대면 온라인 보수교육에

서 실태 및 교육 만족도, 이수현황을 분석하기 위

해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 까지 방사선사 면

허 소지자 2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1

년 동안 COVID-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금지 된 상황에서 실시간 화상강

의(지회 및 전문 학회), 녹화강의(본회 사이버교육)

로 교육은 이루어졌다. 

비대면 보수교육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50대 이

상에서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

을수록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팀장 혹은 실장의 

경우 3.59점으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에 

의한 만족도 차이 결과는 교육을 주관함에 있어서 

고전적인 방식을 벗어나 전문성강화를 위해 경력

에 따른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으로 의료 환경 변화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남자 방사선사인 경우 평균 3.46

점으로 여자 방사선사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업무 분야 에서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평균 3.98

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대면으로 진행

된 보수교육 만족도의 민 등
[8]

, 정 등
[13]

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

육의 편의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

행연구에서 근무 경력이 많은 경우, 대학병원인 경

우 등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비대면 보수교육의 실태는 소속 지회의 정회원

인 경우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교육비 지

원이 있는 경우 만족도는 다소 높았으며 보수교육 

이수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정회원일 경우 소속감

을 가질 수 있으며 보수교육비 감면 및 정보 이용 

등에 있어서도 혜택이 따른다. 보수교육 이수에 있

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보수교육비

의 절절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 

및 법적제제를 인지한 경우 이수율이 높았다. 따라

서 면허에 대한 법적 효력 및 제제에 대해 적극적

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육 기자재는 대부분 근무지

의 데스크탑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는 개인 휴대폰

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족도는 평균 

3.39점,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이수에 있

어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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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직종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간호사

의 경우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

며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다양성으로 인해 만족도

는 평균 3.66점으로 타 직종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

을 나타냈다
[4,14]

.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는 전체 만족도 평균 3.04점, 대단위 보수교

육을 대상으로 한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평균 3.73

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 3.38점으로 간호

사, 물리치료사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만족

도가 높은 직군의 경우 교육 방법, 내용, 수준, 시설

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으

며 온라인인 경우 사례 및 실습위주의 동영상교육

을 선호하였으며, 오프라인인 경우 단순 주입식 교

육이 아닌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연령, 경력, 근무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수교육을 지향하였다
[15-17]

. 

따라서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 대상자의 요구도 및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화

된 운영 방식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 시도회의 비대면 보수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의 방사선사

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회 

차원에서 전국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급변하는 의

료 시스템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의 만족도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

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

떤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선호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교

육주체자의 과제일 것이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사선사 보

수교육 실태 및 그에 따른 만족도, 이수현황을 살

펴보고자 시행되었다. 면허취득 후 연령이 높아질

수록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이수현황은 소속 지회

에 가입된 경우와 의료기관의 교육지원이 있는 경

우가 높았다. 따라서 실무 경력 및 요구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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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황: 부산, 울산지역을 심으로

양성희
1
, 윤영우

2,*

1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방사선학과

2
춘해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요  약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보수교육 실태 및 그

에 따른 만족도, 이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보수교육의 설계 및 운

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0년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2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대면 보수교육 만족도는 면허를 취득한 후 연령

이 높을수록, 남자 방사선사, 직급이 높을수록 높았다. 보수교육 이수현황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회에 소속

된 정회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보수교육비의 적절성이 보장될수록, 보수교육면허 이수 및 법적 제제를 인

지한 경우에 이수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수교육의 만족도와 이수를 높이기 위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변화를 대비하여 연령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회원의 요구도

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방사선사, 비대면 보수교육, 만족도, 이수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