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방사선 방어,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분석

방사선기술과학 2017년 제40권 제4호   557

Ⅰ. 서  론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의료 방사선의 이용은 질병으로

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 연구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방사선 취급자들이 방

사선에 과다 피폭되어 각종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1]. 의료에서 방사선의 이용은 환자 뿐 아니라 방사선에 종

사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생체 혹은 유전적 영향

이 발생하여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2], 이에 국제방

사선방호위원회(ICRP) 등 여러 위원회에서 피폭을 분류하

고 선량한도를 설정하여 피폭관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 그러나 유방촬영 시 사용되는 X선은 저준위 방사

선이란 인식으로 인해 방사선안전관리에 많은 부분들이 간

과되어 왔다.

최근 국민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건강

검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의 필수항목인 유방

촬영 횟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궁

극적으로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및 환자들이 

방사선피폭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3-5]. 유방촬영은 저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양측 

유방을 2회씩 총 4회 피폭시켜 영상을 얻어낸다[6]. 이때 유

방의 유선조직과 주변 주요장기인 갑상선, 간, 생식기 등의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조직이 함께 피폭되므로 촬영 빈도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피폭선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검사 건

수의 증가로 인해 검사자의 피폭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방사선을 주 업무로 하는 방사선사들에 대한 방사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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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유방촬영에 저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 것이라 사료되어 유방촬영

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방사선 방어,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

를 수정 보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6개 시도에 소재한 병원과 의원의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2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남자(p<0.05), 30대 

이상의 연령(p<0.05), 기혼(p<0.05), 10년 이상의 근무경력(p<0.05), 8시간의 근무시간(p<0.01), 피폭체감(p<0.05)

이 적을수록 방사선 방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남자(p<0.05)이면서 피폭체감(p<0.01)이 많을수록 방사선

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방촬영실의 근무 특이성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

며, 추후 다른 요인과의 분석을 통해 피폭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높이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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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태조사와 유방촬영실 종사자들의 방사선 방어에 대

한 행위,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직

무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에 대한 행위, 인식 및 태도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하고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피폭선량을 줄이고자 노력하

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방촬영실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직무특

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행위 등을 분석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제주도를 제외한 6개 시도 

소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총 230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서 불충분한 응답 및 무응

답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222부(회수율 96.52%)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김정훈[7]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구성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7문항, 방사

선 직무관련 7문항, 방사선 방어관련 9문항, 방사선 피폭 인

식 및 태도 관련 8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방사선 직무관련 문항을 제외한 방어 및 

방사선 피폭 인식, 태도 관련 문항은 Likert의 척도 5점 척

도(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8].

사용된 설문의 Cronbach α계수는 방사선 방어관련 

0.666, 방사선 피폭 인식 및 태도 관련 0.678로 신뢰할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통계 패키지인 SPSS 24.0을 이용하였

으며, 방사선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사선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직무특성과 방사선 방

어, 방사선 피폭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시 사후분석(Duncan)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95% 

(0.05이하)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방촬영실 방사선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사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성별에서 여자는 93.2%(207명), 남자는 6.8%(15명)이었다. 

연령은 20∼29세군이 47.3%(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

39세군이 41.9%(93명), 40세 이상이 10.8%(24명)순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53.6%(119명), 기혼이 46.4%(103명)순

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학사 59.5%(132명), 전문학사 

33.3%(74명), 석사 이상은 7.2%(16명)순으로 나타났다. 방

사선사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35.6%(7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이 33.7%(75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0.3%(45명), 1년 미만은 10.4%(2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

무병원규모는 상급종합병원 50.0%(111명)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23.4%(52명), 의원 19.8%(44명), 병원 6.8%(15명) 

Variables Items α

Dependent

Variable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shielding facility(3)

Radiation shielding practice(2)

Radiation Shielding Effort(2)

Knowledge of radiation shielding(2)

0.666

Radiation awareness and attitudes

Risk of exposure(2)

Exposure sensitivity(2)

Exposure to radiation agree(1)

Wear shielding equipment(1)

Exposure stress(1)

0.678

Table 1 Formation of survey to measur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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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서울 48.6%(10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19.8%(44명), 경상도 14.0%(31명), 충청도 

8.1%(18명), 전라도 5.4%(12명),강원도 4.1%(9명)순으로 나

타났다<Table 2>. 

2. 유방촬영실 방사선사들의 직무 특성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직무특성을 빈도 분

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자가 

74.8%(166명)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 근무자는 18.9% 

(42명), 8시간 이하 근무자는 6.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내에 피폭선량계 착용 유무는 항상 착용한다에 

77.5%(172명)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착용하는 편이다는 

14.4%(32명), 착용하지 않는 편이다는 5.9%(13명), 전혀 착용

하지 않는다는 2.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 중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61.1%(11명)로 가장 

많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귀찮아서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가 16.7%(3명)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과다 노출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가 5.5%(1명)로 가장 

적었다. 유방촬영 시 피폭에 대한 체감은 적다 37.4%(83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34.2%(76명), 거의 없다 15.8%(35명), 

조금 많다 12.1%(27명), 아주 많다 0.5%(1명)순으로 대부분 

적거나 보통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피폭선량계에 대한 측정 결과를 알고 있다가 68.9%(153명), 

모르고 있다가 31.1%(69명)이다. 실제 분기별 측정 결과값이 

0.01∼1.0mSv에 60.4%(134명)로 가장 많았고, 1.1∼2.0

mSv는 10.4%(23명)이었으며, 2.1∼3.0mSv, 3.1∼4.0mSv, 

4.1mSv 이상이 0.5%(1명)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체감 피폭 부위는 

손, 발 35.6%(79명), 갑상샘 32.0%(71명), 눈 20.3%(45명), 

생식선 6.3%(14명), 기타 5.8%(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방촬

영 업무의만 전담여부에 대하여 아니다에 86.9%(193명) 그렇

다는 13.1%(29)로 대부분이 유방촬영 업무와 다른 촬영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방사선사 경력 중 유방촬영 

업무를 한 경력은 1∼5년에 50.0%(111명)로 가장 많았고, 1년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 6.8

Female 207 93.2

Age(yrs)

20∼29 105 47.3

30∼39 93 41.9

≥40 24 10.8

Marriage
Married 103 46.4

Single 119 53.6

Final education

Technical college 74 33.3

College 132 59.5

Master 16 7.2

Career(yrs)

<1 23 10.4

1∼5 79 35.6

5∼10 45 20.3

>10 75 33.7

Hospital scale

clinic 44 19.8

hospital 15 6.8

general Hospital 52 23.4

Advanced General Hospital 111 50.0

Working area

Seoul 108 48.6

Gyeonggi-do 44 19.8

Chungcheong-do 18 8.1

Gyungsang-do 31 14.0

Jeolla-do 12 5.4

Gangwon-do 9 4.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ammography room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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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은 23.9%(53명), 5∼10년은 15.3%(34명), 10년 이상은 

10.8%(24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유방촬영실 방사선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 실태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방사선 방어 행위와의 관련된 특성을 알아본 결과, 최종학

력과 근무지역을 제외한 성별(p<0.05), 연령(p<0.05), 결혼

여부(p<0.05), 경력(p<0.05), 병원규모(p<0.05)가 방사선 

방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 3.70±0.42(15명)가 여자 

3.46±0.42(207명)에 비해 방사선 방어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대 3.55±0.39(93명)와 40

세 이상 3.55±0.49(24명)이 20대 3.39±0.48(105명)에 비해 

방사선 방어행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결혼여부는 기

혼 3.58±0.40(103명)이 미혼 3.38±0.47(119명)에 비해 방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usiness hours 

<8 14 6.3

8 166 74.8

>8 42 18.9

Wear an exposure dosimeter

I do not wear it at all 5 2.2

I do not wear it 13 5.9

It's mostly worn 32 14.4

Always wear 172 77.5

Why does not wear a 

dosimeter exposure

It hurts my business and it's annoying 3 16.7

There should be no effect on radiation exposure 3 16.7

Overexposed will be penalized 1 5.5

There is a risk of loss during work 11 61.1

Exposure feel

Few 35 15.8

Little 83 37.4

Is average 76 34.2

A little more 27 12.1

A lot 1 0.5

Exposure dose

(mSv)

I do not know 62 27.9

0.01∼1.0 134 60.3

1.1∼2.0 23 10.3

2.1∼3.0 1 0.5

3.1∼4.0 1 0.5

4.1< 1 0.5

Area of exposure

Eye 45 20.3

Thyroid 71 32.0

Gonad 14 6.3

Hand & Foot 79 35.6

etc. 13 5.8

Only mammography
Yes 29 13.1

No 193 86.9

Mammography Career(yrs)

<1 53 23.9

1∼5 111 50.0

5∼10 34 15.3

>10 24 10.8

Table 3 Job characteristics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ammography room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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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방어 행위가 높았다. 경력은 10년 이상 3.58±0.44(75

명)이 가장 높았고, 5～10년은 3.47±0.36(45명), 1～5년은 

3.43±0.46(79명), 1년 미만은 3.28±0.53(23명) 순으로 나

타났다. 병원규모는 상급종합병원 3.54±0.42(111명)와 종합

병원 3.53±0.43(52명)이 높았고, 의원은 3.31±0.53(44명), 

병원은 3.30±0.38(15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유방촬영실 방사선사들의 직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 실태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직무 특성이 방사

선 방어와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근무시간(p<0.01)과 피폭

체감(p<0.05)이 방사선 방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시간의 경우 8시간이 

3.54±0.38(166명)으로 방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고, 8시

간 이상은 3.33±0.52(42명), 8시간 이하는 3.11±0.68(14명)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피폭체감은 적다에 3.55±0.46(118명)

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많다는 3.40±0.42(28명), 보통이다

는 3.38±0.43(76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5. 유방촬영실 방사선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인식 및 태도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방사선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p<0.05)이 방사선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

자 3.41±0.51(15명)가 여자 2.99±0.54(207명)에 비해 방

사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t /F P Duncan

Gender
Male 15 3.70 0.42

1.998 0.047
Female 207 3.46 0.45

Age(yrs)

20∼29a 105 3.39 0.48

3.894 0.022 abc†30∼39b 93 3.55 0.39

≥40c 24 3.55 0.49

Marriage
Married 103 3.58 0.40

3.368 0.001
Single 119 3.38 0.47

Final 

education

Technical collegea 75 3.49 0.45

0.087 0.917 abc†Collegeb 132 3.46 0.46

≥Masterc 16 3.50 0.40

Career(yrs)

<1a 23 3.28 0.53

2.955 0.033 abc<bcd
1∼5b 79 3.43 0.46

5∼10c 45 3.47 0.36

>10d 75 3.58 0.44

Hospital 

scale

Clinica 44 3.31 0.53

3.902 0.010 ab<cd
Hospitalb 15 3.30 0.38

General Hospitalc 52 3.53 0.43

Advanced General Hospitald 111 3.54 0.42

Working 

area

Seoula 108 3.48 0.49

1.662 0.145 abcde<adef

Gyeonggi-dob 44 3.39 0.46

Chungcheong-doc 18 3.40 0.49

Gyungsang-dod 31 3.46 0.27

Jeolla-doe 12 3.71 0.25

Gangwon-dof 9 3.74 0.43

†; Duncan's post hoc analysis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able 4 Radiation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ammography room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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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방촬영실 방사선사들의 직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인식 및 태도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직무 특성이 방

사선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본 결과, 피폭 체감

(p<0.01)이 방사선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피폭체감의 경우 많다는 

3.46±0.54(28명), 보통이다는 3.05±0.47(76명), 적다는 

2.89±0.54(118명) 순으로 방사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Ⅳ. 고  찰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6개 시도의 1차, 2차, 3차 의

료기관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을 대상으로 방사

선에 대한 방어 및 인식과 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방

사선 방어에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근무 경력, 병원 규모에 

따라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식과 태도

에는 성별만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30대 이상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는 방사선사들이 방

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20대 이하의 방사선사들은 낮은 방어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9]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1년 미만의 신규 방사선사

들이 여러 업무를 배우는 시점이라 방어에 대해 소홀함이 생

긴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김현진[10]의 결과와 같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장 방사선 방어를 높게 인식하였고, 이는 상

급종합병원일수록 보수교육 및 학회 등의 교육 기회가 많아 

방사선에 대한 인식도와 의식도가 높아진 결과라 사료된다. 

방사선사의 직무 특성은 방사선 방어에 근무시간과 피폭

체감이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식 및 태

도에는 피폭체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8시간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이 가장 높은 방어를 보인 것은 업무시간이 8시

간 이상이 되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방사선 방어를 신경 

쓸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병원의 차폐구비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피폭체감이 적게 느껴졌고 그

렇지 않은 병원의 방사선사는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하는 인식

과 태도로 인해 피폭체감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방촬영은 저에너지를 이용하기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t /F P Duncan

Business hours 

<8a 14 3.11 0.68

9.110 0.000 ab<bc8b 166 3.54 0.38

>8c 42 3.33 0.52

Wear an exposure 

dosimeter

Yes 204 3.49 0.45
-1.425 0.156

No 18 3.33 0.41

Exposure feel

Little 118 3.55 0.46

3.626 0.028 abc†Is average 76 3.38 0.43

A lot 28 3.40 0.42

Area of exposure

Eye 45 3.53 0.38

2.047 0.089 abc†

Thyroid 71 3.53 0.47

Gonad 14 3.61 0.39

Hand & Foot 79 3.36 0.47

etc. 13 3.49 0.45

Only mammography
Yes 29 3.53 0.33

0.870 0.389
No 193 3.47 0.47

Mammography Career(yrs)

<1 53 3.44 0.53

1.048 0.372 abc†
1～5 111 3.45 0.43

5～10 34 3.54 0.37

>10 24 3.59 0.46

†; Duncan's post hoc analysis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able 5 Radiation protection according to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ammography room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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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사선에 대한 방어 및 인식 등이 부족할 수 있다. 환자

에 대하여 유방촬영 시 함께 피폭되는 주변 장기들로 갑상

샘과 생식선 등을 차폐시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지만

[11] 본 연구 결과의 대부분에서 방사선사들이 유방촬영 시 

차폐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검진 특성상 

오전에 집중되는 환자를 응대하기에 바쁜 업무량과 대기시

간을 감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방사선사들의 피폭관리는 

개인 피폭선량의 측정으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 중에는 항

상 측정 기구를 착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22%는 개인 피폭선량계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는 전혀 착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 중 분

실 위험이 있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방호기구를 

갖추면 유효 피폭선량을 10～50% 감소시키며, 추가 차폐판

을 사용할수록 피폭선량을 40～5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

행연구[12]처럼 유방촬영 시 저에너지를 사용하여도 산란선 

및 주변 장기에 대한 피폭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환자 및 방

사선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방어 행

위,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한은옥

[3], 김현수[13], 전고은[14], 최귀남[15]의 연구 결과와 같

이 지식정도 및 방사선 교육 횟수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안

전관리 등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정규교육을 받은 집단이 

인식 및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차폐 및 인식,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것처럼 추후 연구를 통

해 유방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방사선 교육 횟수 

및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피폭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t /F P Duncan

Gender
Male 15 3.41 0.51

2.936 0.004
Female 207 2.99 0.54

Age(yrs)

20∼29a 105 3.02 0.50

0.447 0.640 abc†30∼39b 93 2.98 0.60

≥40c 24 3.10 0.53

Marriage
Married 103 2.99 0.56

-0.634 0.527
Single 119 3.04 0.54

Final education

Technical collegea 75 2.99 0.51

1.173 0.311 abc†Collegeb 132 3.01 0.57

≥Masterc 16 3.22 0.57

Career(yrs)

<1a 23 3.28 0.53

1.076 0.360
a,b,c<

b,c,d

1∼5b 79 3.43 0.46

5∼10c 45 3.47 0.36

>10d 75 3.58 0.44

Hospital scale

Clinica 44 3.00 0.52

2.157 0.094 abc†
Hospitalb 15 3.18 0.69

General Hospitalc 52 3.15 0.50

Advanced General Hospitald 111 2.94 0.55

Working area

Seoula 108 2.99 0.53

1.884 0.098
abcde<

abcef

Gyeonggi-dob 44 3.10 0.56

Chungcheong-doc 18 3.13 0.52

Gyungsang-dod 31 2.82 0.59

Jeolla-doe 12 3.07 0.51

Gangwon-dof 9 3.34 0.49

†; Duncan's post hoc analysis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able 6 Radiation awareness and attitud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ammography room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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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유방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방사

선 방어,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인구통

계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영향 요인들은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학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근무경력, 병원규모에 따라 영향을 미쳤다. 

인식과 태도에서는 성별만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둘째, 직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는 근무시간과 피폭

체감이 영향을 미쳤고, 인식 및 태도는 피폭체감만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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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adiation Protection, Awareness and Attitud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ammography Room

Dong-Hee Hong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Far East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adiation protection, awareness, and attitude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the mammography room due to the low energy use of breast imaging.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by 222 independent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the breast and breast clinic of six hospi-

tals except Jeju Island.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variance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number of men(p<0.05), the age of 30s(p<0.05), the mar-

riage(p<0.05), the work experience of more than 10 years(p<0.05), the working hours of 8 hours(p<0.01), 

the less the impact of radiation(p<0.01), the more important it was to radiation defense. appear. This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he work specificity and work environment of the mammography room, and 

it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to raise awareness and act on the exposure through analysis with other 

factors

Key Words : Mammography, Radiation exposure, Radiation protection, Job characteristics, Radiation awar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