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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dental hygienist who conducts the main duties 

of the radiological examination at the oral medical institution. The average number of respondents 

working in dental clinics and clinics in Gwangju City who answered 'y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was 3.38,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of 3.05 who answered 

'n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e case of the radiation environment 

management environment, the average was 2.98, and the facility and equipment environment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was 3.16 on averag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 in relation to radiation safety management, 

the organizational atmosphere, and both the facilities and the equipment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ystematic management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with interest from the organization directly involved i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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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의료

행위로부터 전리방사선을 피폭하고 있으며, 다수 피폭의 경

우 개인 선량이 다른 어떤 인간행위에서 받는 것 보다 높으

므로 이에 따른 의료에서의 방사선 방어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으며[1], 치과에서도 진료를 위한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

며, 또한 방사선 피폭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 의료 형태, 질

병의 복합성 및 검사의 의존성으로 인해 방사선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선량의 준위

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 방사선을 취급하

는 사람은 누구나 방사선 피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 

부족 또는 방사선 취급에 한 자기 과신 및 방사선 위해에 

한 과소평가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필요이상의 방사선을 

피폭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3]. 치과에서도 치

과위생사들은 방사선에 노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

며, 방사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 될 때 유

용하게 사용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방

사선을 취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까지 방사선 피폭으로 영향을 받고 그 정도에 따라 심

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도 있다[4]. 

Szymanski, E. M, Hershenson, D. B[5]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구조와 다른 환경에서의 요소와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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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다’라고 하였고, Schneider[6]는 조직문화, 조직풍토(분

위기), 생산성에 한 개념적 틀을 제시 하면서 조직풍토(분

위기)는 조직구성원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인 작업동기 및 만

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방사선 방

어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구조인 시설 및 장

비에 한 환경이 주어져야 하며, 방사선 방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의 한 부분

으로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고 있다[7]. 선행연구에서는 구강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 실태 및 방사선 노출에 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8][9],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상을 한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

이다. 앞으로 치과용 방사선 의료장비의 보급 추세와 확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중요도에관한 연

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에서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연구를 

실시하여 치과에서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중요성을 제고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 회에 참석한 치과

위생사와 광주광역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는 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 회

에 참석한 치과위생사에게 200부를 배부하여 100부를 회수 

하였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를 상으로 300부를 배부하여 272부를 회수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한[10]의 설문연구를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

게 작성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연령, 교육수준, 근무년

수, 근무처, 방사선 배지 보유 유무,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유무,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형태, 방사

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횟수)로 구성하였으며, 방사선안

전관리 행위와 조직 관련정도는 문항마다 5점 척도(매우 아

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

점)를 이용하여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에 해 17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이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는 0.799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주요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수

준 및 조직 관련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및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위수준 및 조직 관련정도에 

한 차이 검증은 t-test(근무처, 방사선 배지 보유 유무, 방사

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유무)와 ANOVA(연령, 교육수

준, 근무년수)를 이용하였다.

셋째,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에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rson's Corre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의 연령은 25-29세가 45.1%로 가장 많았고, 24

세 이하가 34.9%, 30세 이상이 20.0%로 평균연령은 27세 이

었다. 교육수준은 3년제 졸업인 경우가 77.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년수는 1-3년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였고, 7년 이상인 경우 23.9%, 4-6년인 경우 

22.3%, 1년 미만인 경우 21.7%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치

과의원급인 경우 52.1%, 치과병원급인 경우가 47.9%이었고, 

방사선 배지의 보유 유무는 ‘있다’로 응답한 사람이 68.7%, 

‘없다’로 응답한 사람이 31.3%이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유무는 ‘있다’로 응답한 사람이 28.5%, ‘없다’로 

응답한 사람이 71.5%로 없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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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Age Under 24 124 34.9

25-29 160 45.1

Over 30 71 20.0

Education 3-year college 274 77.2

4-year college 71 20.0

graduate school 10 2.8

Working years Less than 1 year 77 21.7

1-3 years 114 32.1

4-6 years 79 22.3

7 years 85 23.9

Place of work Dental hospital class 170 47.9

Dental clinic class 185 52.1

Holding radiation media yes 244 68.7

no 111 31.3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yes 101 28.5

no 254 71.5

2.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행위 문항별 수준

방사선안전관리 행위 문항별 수준은 ‘방사선 조사 전 가임

여성의 생리 주기 또는 임신여부를 확인하다’는 문항이 평균 

3.82로 가장 높았으며, ‘방사선 촬영 시 방어벽 뒤에서 조작

을 한다’는 문항이 평균 3.76, ‘구내방사선사진 조사 시 관두

부를 환자에게 잡지 않도록 한다’는 문항이 평균 3.72, ‘방사

선 조사 시 환자의 연령 및 치아의 위치에 따라 노출시간을 

조절하여 촬영한다’는 문항이 평균 3.55, ‘여러 가지 원인 등

으로 중복 검사를 한다(재촬영/ 각도변경 등등 포함)’는 문항

이 평균 3.50, ‘반드시 법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시행 할 자격

을 부여 받은 자가 방사선 촬영을 한다’는 문항이 평균 3.43, 

‘방사선 장치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는 문항이 평균 

3.42, ‘방사선 조사 시 방사선 피폭에 해 고려하고 촬영한

다’는 문항이 평균 3.26, ‘반드시 법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시

행 할 자격을 부여 받은 자가 방사선 촬영을 한다’는 문항이 

평균 3.19, ‘좋은 화질을 위해 정기적으로 화질관리 한다’는 

문항이 평균 3.1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조사 지역에

서 납 에이프런을 착용한다’는 문항이 평균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방사선 조사 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해서도 납 에이프런을 착용시킨다’는 문항이 평균 2.42, 

‘방사선 촬영에 관한 촬영일지를 작성, 관리 한다’는 문항이 

평균 2.68, ‘소아환자에게 방사선 조사 시 생식선 및 갑상선 

차폐를 위한 방어용구를 착용시킨다’는 문항이 평균 2.72, 

‘근무 중 상시 법정 선량계를 착용한다’는 문항이 평균 2.81, 

‘방사선 사진 촬영 시 환자에게 납 에이프런 착용시킨다’는 

문항이 평균 2.85, ‘방사선 방어용 에이프런은 사용 후 바르

게 펴서 보관한다’는 문항이 평균 2.97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conduct regarding radiation safety management

Variables M±SD

Make sure you only take a prescription by a dentist 3.19±1.11

A person who is legally qualified to perform a radiographic 
examination must take a radiograph

3.43±1.21

Consider radiation exposure and take pictures 3.26±0.97

Regularly inspect the performance of the radiation system 3.42±1.02

The radiation protection apron should be stored properly 
after use

2.97±1.15

Create and manage the shooting log for radiography 2.68±1.14

Regular quality control for good image quality 3.12±0.96

Operate behind fire wall when irradiating 3.76±1.06

Always wear a court dosimeter during work 2.81±1.35

Wear a lead apron in the irradiation area 2.15±1.04

The time of exposure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age of the 
patient and the location of the tooth during the irradiation

3.55±1.05

Patients should wear lead aprons when taking radiographs 2.85±1.29

If a guardian is needed during the irradiation, wear a lead 
apron for the guardian.

2.42±1.07

Pediatric patients are given gonads and protective devices 
for shielding the thyroid gland during irradiation

2.72±1.19

Do not hold the tube to the patient when conducting in-
traoral radiographs

3.72±1.26

Before the irradiation, confirm the menstrual cycle or preg-
nancy of the pregnant woman

3.82±1.08

Duplicate inspection is performed for various reasons 3.50±0.80

3.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조직관련 문항별 수준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관련 문항별 수준은 ‘촬영 시 

출입문은 차폐된 상황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는 문항이 평균 3.90로 가장 높았으며, ‘구내방사선사진 촬영 

시 관두가 흘러내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항이 평균 

3.77, ‘방사선 방어를 위한 방어용구가 충분하게 구비 되어 있

다’는 문항이 평균 3.43, ‘방사선 방어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문항이 평균 3.36, ‘방사선 방어에 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이 평균 3.25, ‘방사선 작업 상태 점검 절차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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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져 있다’는 문항이 평균 3.13, ‘직장 상사는 방사선 방어에 

해 특별한 주의 지시를 준다’는 문항이 평균 3.01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방사선 방어용 에이프런의 성능 시험을 하거나 

받는다’는 문항이 평균 2.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방사선 

방어에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문항이 평균 2.53, ‘촬영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에게 법적 한계 피폭선량계가 주어진다’는 

문항이 평균 2.65, ‘방사선 영상의 화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좋

은 화질의 방사선 사진(reference image)이 항상 비치 되어있

다’는 문항이 평균 2.58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gree of organization related to radiation safety man-

agement

Variables M±SD

Your hospital is much interested in radiation protection 3.25±0.77

Superiors at your hospital give special cautions and 
instructions on radiation protection

3.01±0.92

Your hospital has equipped with the procedures for inspecting 
the radiation work conditions

3.13±0.85

Your hospital is equipped with good radiation protection 
facilities

3.36±0.88

The entrance is designed so that radiography can be 
performed in a shielded situation

3.90±0.86

Your hospital is equipped with sufficient protective kits for 
radiation protection

3.43±0.87

At your hospital, an exposure dosimeter for the legal limit is 
given to all employees

2.65±1.08

Your hospital conducts or receives a test of the performance of 
the apron for radiation protection 

2.44±0.94

In intraoral radiography, the tube head does not roll down or 
move

3.77±1.44

At your hospital, high-definition reference images are 
furnished all the time to compare the definitions of radiation 
images

2.58±1.03

Your hospital conducts an educ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2.53±0.93

4. 연구대상자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관련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 관련정도

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라 30세 이상의 경우가 평

균 3.22이었고, 교육수준에 따라 학원 졸업인 경우가 평균 

3.19이었으며, 근무년수에 따라 4-6년인 경우가 평균 3.13이

었으며, 이들이 가장 높았다. 반면, 근무처에 따라 치과병원

급의 경우가 평균 3.32로 치과의원급의 평균 2.97보다 높게 

나타났고(p<0.05), 방사선 배지 보유 유무에 따라 ‘있다’고 응

답한 사람이 평균 3.16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2.9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평균 3.36로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2.99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이

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Table 4> Organization-Related Degree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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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찰 및 결론

방사선은 인체내부에까지 투과하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고질

적 만성병 및 유전적 위해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적은 방

사선에 피폭되어도 장해 반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10]. 그러므로 많지 않은 노출량일지라도 촬영에 

관계되는 모든 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

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만 그에 따른 위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체계적인 관리는 직

접적으로 노출에 관여하는 조직(구강진료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치과위생

사를 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실천 행위와 그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조직의 연관성을 알아보

Variables M±SD t or F p-value

Age Under 24 3.06±0.52 2.022  0.134

25-29 3.07±0.59

Over 30 3.22±0.57

Education 3-year college 3.09±0.56 0.151  0.860

4-year college 3.09±0.57

graduate school 3.19±0.59

Working years Less than 1 year 3.02±0.43 0.638 0.591

1-3 years 3.12±0.55

4-6 years 3.13±0.64

7 years 3.10±0.63

Place of work Dental hospital class 3.32±0.47 2.072 0.040
*

Dental clinic class 2.97±0.52

Holding radiation 

media

yes 3.16±0.56 3.114 0.002
**

no 2.96±0.54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radiation safety 

management

yes 3.36±0.60 5.894  

0.000
***

no 2.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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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상자들의 근무기관에 따른 분포는 치과의원급의 경

우 52.1%, 치과병원급의 경우 47.9%이었고, 방사선 배지 보

유 유무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1.3%이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유무

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8.5%,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1.5%로 ‘없다’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안전

관리에 한 교육경험 형태는 직장내부교육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외부)이 23.8%, 보수

교육이 12.9%, 학교교육이 3.0%순 이었으며, 방사선안전관리

에 한 교육경험 횟수는 1회 66.3%, 2회 21.8%, 3회 이상 

11.9%순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단지 28.5%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교육경험 횟수 역시 일

회성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피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호 방법 및 예방에 한 교육을 통해 

그 위해성을 알려 관련 행위를 하기 전에 교육의 내용을 숙

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행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근무처에 따라 치과병원급이 평균 3.26로 치과

의원급의 평균 3.03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치과병원급

인 경우 행위 점수가 더 높게 조사된 강[12]과 김[13]의 연구

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방사선 배지 보유 유무에 따

라 ‘있다’는 경우가 평균 3.21로 ‘없다’는 경우의 평균 3.00보

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경험 유

무에 따라 ‘있다’는 경우가 평균 3.38로 ‘없다’는 경우의 평균 

3.05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이 역시 강[12]과 김[13]의 연구에

서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의원급에 비해 좀 더 

조직적인 치과병원급에서의 행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 

조직에서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체계적인 방침 및 교육의 

필요성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p<0.05). 

방사선 안전 관리에 한 조직 관련정도를 조직 분위기와 

시설 및 장비에 해 2부분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방사

선안전관리에 한 시설 및 장비 환경의 경우 평균 3.16로 한

[10]의 연구 77.44±12.51와 유사하나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 분위기는 평균 2.98로 한[10]의 연구 59.08±9.10보다 낮

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치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의 분위기는 방사선사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반병의

원에서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 분위기 보다 낮아 치

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에 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방사선 촬영 관계 종사자들의 피폭량

을 줄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 관련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근무처에 따라 치과병원급이 평균 

3.32±0.473로 치과의원급 평균 2.97±0.518보다 높게 나타났

고, 방사선 배지 보유 유무에 따라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평균 3.16±0.563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2.96±0.54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방사선안전관리 행위는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조직 관련

정도(r=0.608, p<0.001)와 조직 분위기(r=0.563, p<0.001) 그리

고 시설 및 장비(r=0.541, p<0.001) 모두에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6)의 연구에서 

방사선 장해 방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방사선

장해 방어환경이라고 보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방

사선 행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 방어 시설

은 물론이고 방사선 방어 용구의 구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 내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한6)은 방사선의 안전관

리에 한 방어환경은 방사선 종사자 개인이 수행 할 수 있

는 영역이 아니라 의료기관 측면에서 갖추어 져야 할 요건이

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 실천 행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방사선안전관리에 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의 상이 특정지역에서 무작

위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

며, 앞으로 임상에서 구강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해 더 많은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포괄적인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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