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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rveyed diagnostic radiography (DR) examination in veterinary hospital (VC) 

including non-ionization radiation such as ultra-son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rom June 1 to June 

20. 2021, we surveyed  the VC in 00 metropolitan city by using a structural questionnaire which are location of 

VC and X-ray unit et al.. Data are expressed as a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 or percent 

for categorical variable using SPSS ver. 26.0. As the first animal to be visited, dogs were the highest with 61.9%, 

followed by cats with 12.9%. In 87.1% fo cases, DR units were used, and 4 VCs did not. In 27 VCs using DR 

units, 48.1% separated examination room and control room, 19.8% examined in animal visited, protective clothing 

was in all VCs, 55.6% were measured radiation exposure dose, 92.6% was responded a necessary for examination 

education. From the above results, it will help to revise the guidelines for DR units and examination in korea 

V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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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895년 독일의 뢴트겐 박사에 의해 방사선이 발

견된 이래,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암 및 유전적 요

인 등의 위험성이 있지만 의학 및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의 농업 분야, 선박 

및 교량 등의 공업 분야, 통조림 등의 식품 멸균, 

동물의 진단 등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의학에서 질병 진단에 엑스선 등 전리방사선뿐

만 아니라 인체에 해가 없는 초음파나 자기공명영

상장치 등의 비전리방사선 사용이 점점 증가되면

서 영상의학장치는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결혼 및 출산 기피, 고령화에 따른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구조와 인구학적 변화로 

개나 고양이 등이 동물로의 관계 보다는 가족 또는 

친구를 의미하는 반려동물로 관계로 변화되고 있

다[1]. 따라서, 과거에는 키우던 동물이 병들거나 아

프면 방치되었는데 반려동물로의 친밀한 관계로 변

화되면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동물병원(veterinary 

hospital)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이 급속도

로 성장하면서 전문진료 동물병원의 필요성[2], 반

려동물병원의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3] 대한 관심

이 커졌다. 

반려동물의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촉진이나 

청진 등의 이하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신뢰성 있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엑

스선 발생장치 외에도 전산화단층검사 장치, 투시

검사장치, 휴대용 또는 치과용 X-ray 검사장치, 자

기공명영상검사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영상의학장

치를 이용한 진료가 증가 하고 있다[4]. 

방사선에 대한 위해성 때문에 초음파 및 자기공

명영상장치 등 비전리방사선 사용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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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물병원에는 아직도 영상의학적인 검사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에게도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질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

하여 2011부터 동물병원 방사선관리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5].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고[4,6,7],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실무 편람[8]과 동물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관

리현황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

보를 발행[9]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동물병원에

서 사용되는 전리방사선뿐만이 아니라 초음파 등

의 비전리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영상의학적인 검

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연구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00광역시의 

동물병원에 설치 사용 중인 영상의학적인 장치 및 

검사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연구내용을 알고 있는 공동연구원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메일 등으로 설문참여

자에게 자세하게 설명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된 

것을 회수 하였다. 각 동물병원에서 1명만 설문에 

참여하였다.

2.1. 모든 동물병원 대상

동물병원 위치, 주로 내원하는 동물 순위(개, 고

양이, 햄스터, 기타), 동물 진단에 영상의학장치의 

필요성, 동물병원 등급(외래, 입원, 입원/수술), 응답

자 직종(수의사, 수간호사, 방사선사, 일반직), 영상

의학장치 설치 여부

2.2. 영상의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물병원 대상 

설치하지 않은 이유(필요성을 못느껴, 장치 가격

이 비싸서, 관리 및 공간 부족, 기타), 향후 구매 계

획 및 구매 장치(일반, 초음파, CT, MRI, 기타)

2.3. 영상의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동물병원 대상

내원동물의 영상의학검사 백분율(%), 현재 설치 

사용하는 장치(일반 X-ray - 필름, CR, DR, 초음파, 

CT, MRI, 기타), 검사를 많이 하는 부위 순위(두경

부, 흉부, 복부, 골반, 상하지), 검사실과 조정실은 

분리 여부, 방사선 관리구역은 표시 여부, 구비된 

방어복(목, 앞치마, 장갑, 고글), 방사선안전관리책

임자 직종(수의사, 수간호사, 방사선사, 기타), 피폭

선량 측정 및 관리 여부, 방사선 검사 등 교육의 필

요성, 방사선 검사 교육 참여 의사, 방사선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지(DNA, 불임, 암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유효 선량을 알고 있는지,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위치를 알고 있는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이

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

3. 통계분석

SPSS ver. 26.0(Chicago, IL, USA) 을 사용하여 동

물병원의 위치 및 동물병원 등급 등의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로 나타내었고, 내원동물의 영상의학

검사 백분율(%)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4. 연구 윤리(Ethics Statement)

본 연구는 대전보건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심의 면제로 승인

(IRB No. 1041490-20200529-HR-011)을 받고 시행하

였다.

Ⅲ. RESULT

1. 조사 동물병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31개 병원 중

에서 JU구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SE구 10개, YU

구 5개, DO구 3개, DA구가 1개로 가장 적었다. 내

원동물 순위로는 1순위에서 개 61.3%로 가장 높았

으며 고양이는 12.9%로 나타났다. 2순위는 고양이

가 58.1%로 가장 높았으며 개는 12.9%로 나타났다. 

전제 조사병원 중에서 93.5%가 영상의학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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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급은 외래가 90.3%

로 가장 높았으며, 입원 6.5%, 입원/수술은 1개 기

관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수의사 

74.2%, 수간호사 25.8%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병원 

중에서 87.1%가 영상의학장치가 설치 사용되고 있

으며 4개 병원에는 영상의학장치가 없었다. 영상의

학장치가 없는 4개 병원에서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고, 관리 

및 공간부족, 기타 각각 1개 병원씩 조사되었으며, 

일반촬영장치 2개 기관, 초음파, CT, MRI 는 각 1

개 병원에서 구매 계획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items surveyed in veterinary hospital

설문 항목 기관수(%)

병원 위치

JU구 12(38.7)

SE구 10(32.3)

DA구 1(3.2)

YU구 5(16.1)

DO구 3(9.7)

합계 31(100.0)

내원 동물 
순위

1순위 2순위

개 19(61.3) 4(12.9)

고양이 4(12.9) 18(58.1)

기타 - 1(3.2)

응답안함 8(25.8) 8(25.8)

영상의학장치 
필요

아니오 2(6.5)

예 29(93.5)

병원 등급

외래 28(90.3)

입원 2(6.5)

입원/수술 1(3.2)

응답자
수의사 23(74.2)

수간호사 8(25.8)

영상의학장치
없음

4(12.9)

구매 
계획

일반 2

초음파 1

CT 1

MRI 1

있음 27(87.1)

2. 영상의학검사장치가 설치된 동물병원 특성

영상의학검사장치가 설치된 27개 병원에서 내원

동물의 19.8%가 영상의학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Table 2에 나타났다. 현재 설치된 장치는 일반 

X-ray에서 DR이 26대로 가장 많았고, CR 3대, 필름 

1대로 나타났다. 초음파 15대, CT 7대, MRI 4대로 

나타났다. 검사부위 순위에서 1순위는 흉부가 

59.3%로 가장 높았으며 두경부 및 복부 각각 7.4% 

이었다. 2순위에서는 복부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전체 27개 병원 중에서 48.1%가 검사실과 조

정실을 분리 사용하고 있었으며, 93.6% 가 방사선

관리 구역을 표시하고 있었다. 방어복 중 앞치마는 

27개 모든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으며, 목 44.4%, 장

갑 40.7%, 고글 7.4%가 구비하고 있었다. 방사선안

전관리책임자는 모든 병원이 수의사가 맡고 있었

고, 55.6% 병원이 피폭선량 측정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Table 2. Items surveyed in veterinary hospital using 

diagnostic radiography

설문 항목 기관수(%)

내원동물 영상의학검사(%) 19.8% ± 15.6

현재 설치된 

장치

일반 X-ray

필름 1(3.7)

CR 3(11.1)

DR 26(96.3)

SONO 15(55.6)

CT 7(25.9)

MRI 4(14.8)

검사부위 순위

부위 1순위 2순위

두경부 2(7.4) 3(11.1)

흉부 16(59.3) 2(7.4)

복부 2(7.4) 15(55.6)

응답 안함 7(25.9) 7(25.9)

검사실 조정실 

분리

아니오 14(51.9)

예 13(48.1)

방사선

관리구역 표시

아니오 2(7.4)

예 25(93.6)

방어복

없음 0(0.0)

있음

27(100.0)

목 12(44.4)

앞치마 27(100.0)

장갑 11(40.7)

고글 2(7.4)

방사선안전관

리책임자

수의사 27(100.0)

수간호사 -

방사선사 -

피폭선량 측정 

및 관리

아니오 12(44.4)

예 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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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의학검사장치가 설치된 동물병원의 

교육과 지식

Table 3에는 전체 27개 병원 중에서 92.6%가 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검사교육을 무료

로 실시한다면 85.2%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에 대한 지식에서는 88.9%가 방사선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으며, 77.8%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연간 유효 선량을 알고 있었다. 85.2%

가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특

수검진에서 혈액검사 이유는 88.9%가 알고 있었다.

Table 3. Education and knowledge surveyed in 

veterinary hospital using diagnostic radiography

설문 항목 기관수(%)

검사

교육

검사 교육 필요성
필요없음 2(7.4)

필요함 25(92.6)

검사 무료교육 

참여 의사

안한다 3(11.1)

한다 23(85.2)

응답 안함 1(3.7)

지식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모른다 2(7.4)

안다 24(88.9)

응답 안함 1(3.7)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유효 선량

모른다 5(18.5)

안다 21(77.8)

응답 안함 1(3.7)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위치

모른다 3(11.1)

안다 23(85.2)

응답 안함 1(3.7)

특수검진에서 
혈액검사 이유

모른다 2(7.4)

안다 24(88.9)

응답 안함 1(3.7)

Ⅳ. DISCUSSION

결혼 기피 및 고령화 등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인 구조 변화는 개나 고양이 등의 동

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 반려동물이란 새

로운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졌다. 점점 반려동물의 

증가와 반려동물관리사 등의 새로운 자격증이 만

들어졌고, 동물병원 수 및 수의사 등의 인력 수요 

증가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의 장치 사용 등이 

확대되고 있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반려

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

구의 29.7%,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보고하였다. 

반려동물 종류별 양육비율은 개 80.7%로 가장 높

았고, 고양이가 31.1%로 나타났다. 이학범(2013)의 

반려동물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2]에서도 강아지 

46.8%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로는 고양이 

40%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물병원 내원

동물 1순위로 개 61.3%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이는 

12.9%로 나타났다.

우리연구 설문조사에서 87.1%가 영상의학장치가 

설치 사용되고 있으며 4개 병원에는 영상의학장치

가 없었다. 영상의학장치가 없는 4개 병원에서 설

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

격이 비싸고, 관리 및 공간부족, 기타 각각 1개 병

원씩 조사되었으며, 일반촬영장치 2개 기관, 초음

파, CT, MRI 는 각 1개 병원에서 구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모든 동물병원에 영상의

학장치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도현(2017)의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결과[3]에서 미국수의과협

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가이드

라인 따라 MRI실, CT실, X-ray실, 혈관조영실, 방사

선치료실 등 영상 진단 및 치료 공간 등 시설을 분

리하여 방사선, 전자파, 자기장 등의 노출로 직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연구결과에서

는 전체 27개 병원 중에서 48.1%가 검사실과 조정

실(제어실)을 분리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연

구 대상이 동물병원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동물 진단용 방사

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10] 에서는 “검

사실에 방사선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검사

구역에 방사선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사선 

제어장치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분리되

어 있는 경우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 연구결과에서 내원동물은 19.8%가 영상의

학적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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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흉부가 59.3%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

는 복부 55.6%로 가장 높았다. 김은주 등(2018)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

한 연구결과[11]에서 영상의학적인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피부 질환과 소화기계질환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영상의학적인검사가 필요한 근골격계질

환과 호흡기계질환이나 외상, 사고 등에 의한 내원

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일반 X-ray에서 DR이 26대로 가장 많았고, CR 3

대, 필름 1대로 나타난 결과는 동물병원의 영상의

학적인검사도 디지털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10] 방사선구역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

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 방사선량이 주당 

0.4 mSv(40rem) 이상인 곳으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이 구획되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도 93.6%의 동물병원이 방사선 관리 구역

을 표시하고 있었다.

국내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10], 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도 방어복 중 앞치마

는 27개 모든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었고, 그 외로 

목 44.4%, 장갑 40.7%, 고글 7.4%가 구비하고 있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10],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

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를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은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

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

에서도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모든 병원이 수의

사가 맡고 있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와 측정) 제6항에 따르면,[10] 방사

선관계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연구결과에서는 55.6% 

동물병원이 피폭선량 측정 및 관리를 하고 있어 관

리 감독의 필요성이 있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따르면,[10]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분야 관

련 교육 실시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전관

리책임자 교육은 방사선 피폭 및 측정, 종사자 관

리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연구 

대상의 88.9%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77.8%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유효 선량, 85.2%

가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위치, 88.9%가 특수검진에

서 혈액검사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서 실무에 필요한 검사 

등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C대

학 수의학과 전공교육과정에서도 영상의학분야는 

수의영상학 이론과 실습 등 영상판독 위주로 교육

이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는 

검사 등 영상획득을 하고 동물보건사 등에게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즉, 수의사는 반려동물 영상의학

적검사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우리 연구에서 전체 27개 병원 중에서 

92.6%가 검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검사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면 85.2%가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따른 동물보건의료환경 개

선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대학 및 교육기관

에서 반려동물학과와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

례사, 동물사육사, 동물보건사, 반려동물훈련사 자

격증 등을 갖춘 수의테크니션 전문인력이 배출되

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수의

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물보건사가 생겼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전문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배우고, 접수, 차트관리, 보호자 

안내 등의 원무과 업무는 물론 아픈 동물들이 치료

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검사 지식까지 갖춘다. 

또한 질병진단과 직접적인 치료는 수의사가 수행

하지만 임상병리검사, 영상진단검사, 처치/수술 준

비 및 보조, 병원시설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

육을 받는다. 그러나 영상의학검사는 전문적인 고



182

Survey for Diagnostic Radiography Examination in Veterinary Hospital

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방사선은 반려동물 및 

사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및 기술을 동물보건사의 교육과정으로는 부

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

의 특성 없는 동물종합병원을 전문 진료에 초점을 

맞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병원 생존과 경

영 효율성 개선에 유리하고,[2] 일반병원과 전문병

원의 환자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전문병원 만족도

가 일반병원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12]

방사선사의 교육과정은 의료기관 취업을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 방사

선사가 동물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반려동물

을 대상으로 영상의학검사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

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특징 및 케어 등에 대한 교

육 개설 및 이수[13]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동물병원에서의 영

상의학적인 검사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Ⅴ. CONCLUSION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리방사선뿐만 아니라 

초음파 등의 비전리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영상의

학적인 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

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00광역시의 동물

병원에 설치 사용 중인 영상의학적인 장치 및 검사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동물병원 

대상으로 동물병원 위치와 주로 내원하는 동물 순

위를, 영상의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물병

원을 대상으로는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구매 

계획에 대해, 영상의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는 내원동물의 영상의학검사 백분

율(%)와 현재 설치 사용하는 장치 등에 대해 조사

하였다. SPSS ver. 26.0을 사용하여 명목변수에 대

해서는 빈도로 나타내었고, 백분율(%)은 평균과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동물병원 내원동물 1순위로 

개 61.3%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이는 12.9%로 나타

났다. 87.1%가 영상의학장치가 설치 사용되고 있으

며 4개 병원에는 영상의학장치가 없었다. 영상의학

장치가 설치된 27개 병원 중에서 48.1%가 검사실

과 조정실을 분리 사용하고 있었고, 내원동물의 

19.8%가 영상의학적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복 중 앞치마는 27개 모든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었고, 55.6% 동물병원이 피폭선량 측정 및 관리

를 하고 있었다. 전체 27개 병원 중에서 92.6%가 

검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검사교육을 무

료로 실시한다면 85.2%가 참여 한다고 하였다. 이

상의 결과는 국내 동물병원 영상의학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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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1*, 조성미2

1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2
㈜비젼 기술지원팀

요  약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리방사선뿐만 아니라 초음파 등의 비전리방사선을 포함한 모든 영상의학적인 

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00광역시의 동물병원에 설치 

사용 중인 영상의학적인 장치 및 검사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에는 동물병원 위치와 

주로 내원하는 동물 순위, 영상의학장치가 설치 여부, 구매 계획, 현재 설치 사용하는 장치 등이 포함되었

다. SPSS ver. 26.0을 사용하여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 동물병원 내원동물 1순위로 개 61.3%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이는 12.9%로 나타났다. 87.1%

가 영상의학장치가 설치 사용되고 있으며 4개 병원에는 영상의학장치가 없었다. 영상의학장치가 설치된 27

개 병원 중에서 48.1%가 검사실과 조정실을 분리 사용하고 있었고, 내원동물의 19.8%가 영상의학적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복 중 앞치마는 27개 모든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었고, 55.6% 동물병원이 피폭

선량 측정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전체 27개 병원 중에서 92.6%가 검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검

사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면 85.2%가 참여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국내 동물병원 영상의학장치 사

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동물병원, 영상의학검사, 방사선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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