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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a risk communication model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isk perception for radon and identify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channel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evaluate differences in perception level according to respective

communication channels. A chi-squared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pre- and post-risk

communication by communication channel. One-way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radon

risk perception rate for each communication channel.

Results: All of the communication channels resulted in increased radon risk percep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m in terms of perception (p>0.05). However, based on previous findings that

it is effective to use a multi-channel approach, it is considered that communication channels based on duplicate

avenues is most appropriate.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better understan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bout radon risk and to understand the social reaction to each 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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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화로 의한 도시화는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가져온 반면 환경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

회적 위험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위험사

회라는 새로운 용어의 생성 및 사용을 가져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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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위해의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은 없으며, 어떤 조직이든지 위해를 방

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위해도 관리 과정 중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써 위

해도 의사소통은 환경오염물질의 성질, 중요성, 의

미, 허용수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보고된 바

있다.2,3) 위해도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 방

법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사이의 정보와 견해를 상

호교환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며, 또한 위해도 의사소

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

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이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입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4) 환경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위해도 의사소통은 필수적이

다. 그중 위해도 인식 연구는 위해도 의사소통의 기

반연구로 실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일반 대중의 환경

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의사 전달 대상

군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위해에 대한 여론 형성방

식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 요인들에 대

한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5)

라돈은 토양 및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무

색, 무취의 자연방사선 물질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서 규제하고 있는 오염물질 중 하나이다.6,7) 고농도

의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들에게 대해

폐암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 노출 후 즉각적인 건

강상 영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라돈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별해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

은 라돈의 특성은 모든 국민들이 라돈에 노출될 수

있으며 노출에 의한 건강상 악영향을 야기할 수 가

능성이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식수준과

낙관적 편견에 인하여 위해성 회피나 위해성 저감과

같은 적절한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돈 위해성의 특성

을 이해하고 대상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

인을 고려한 위해도 의사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8)

2014년 국내 한 방송사에서 라돈 위해성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이 반영된 이후 국민들의 라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라돈 노출에 의한 건강영

향 평가 연구의 빈약으로 인하여 올바른 라돈에 관

한 위해관련 정보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5년 라돈에 대한 위해관련 정보 수

집 및 의사소통기법과 위해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4

차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수행된 전국 일반 국민들의 라

돈 위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군별 라돈 위해 인식도 조사 및 효율적 위해의

사 전달 경로를 파악하고 나아가 대상군별 맞춤형

라돈 위해도 의사소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자

료 확보 목적의 일환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진 연구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라돈위해에 대한 인식수준

및 가장 적합한 라돈위해정보 전달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로 조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2016

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수행되

었다. 

중학생들의 라돈위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피조사자의 자기

기입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유럽 내 국민

들의 라돈에 대한 인식도조사를 위해 Dieter

Schlesinger(Germany), Ivana Fojtikova(Czech

Republic), James Mc Laughlin (Ireland) 그리고

Krystallia Kalimeri(Greece)에 의해 개발되어진 '일반

라돈 인식 조사 설문지(General radon awareness

survey questionnaire)9)'를 참조하였으며 이를 국내환

경 및 조사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문항과 라

돈설문문항으로 크게 2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일

반문항은 인적사항 및 거주지정보에 관한 2개의 세

부항목으로 총 4개 문항을, 라돈설문문항은 ‘라돈에

대한 지식’, ‘라돈의 건강영향’, ‘라돈 측정 및 저감

인식조사’과 같이 3개의 세부항목으로 총 11개 문항

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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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라돈

위해도 의사소통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 일차적으로 현재 국

내 중학교 학생들의 라돈 위해에 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여러 위해의사 전달경로를 통한 라돈 위

해 정보를 전달 한 후 정보전달 경로별 인식도의 증

가여부 및 비교를 통해 중학생에게 적합한 라돈 위

해정보 경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연구 설계하였다.

위해도 의사소통에는 여러 종류의 의사전달 경로가

이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적절한 의사

전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도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가

의 강의에 의한 의사전달 경로, 비디오 강의를 통한

의사전달 경로, 그리고 비디오 강의 후 전문가 강의

에 의한 의사전달 경로와 같이 3가지의 의사전달 경

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이들 경로들에

대한 인식도 증가율의 비교를 통하여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위해정보 전달에 있어 적합한 의사전달 경

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디오강의 자

료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라돈홍보에 관

한 비디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강의

자료는 본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강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세 집단의 연령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성별

분포 및 라돈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의 차이 검정을

통해 연구대상 집단 간에 동질한 성격을 가지고 있

는가를 우선적으로 검정하였다. 의사전달 경로별 의

사전달 전과 후에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를 통해 각 문항별 인식도 증가에 대한 차이 검정

을 수행하였다. 인식도의 증가율은 분모를 문항별로

인식이 없는 사람 수로 하였으며, 분자는 문항별로

강의 후 인식이 있는 사람의 수에서 강의 전 인식

이 있는 사람의 수의 차로 산출한 후 백분율로 표

현하였다. 의사전달 전후와 집단 간의 차이 검정은

χ2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의사전달 경로별로 인식

도 증가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 집단 간의 동질성 검토

의사전달 경로별로 구분된 세 개의 조사대상 집단

간의 성별 구성비 및 라돈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2). 의사전달 경로별 조사대상자의 수는 비디

Table 1. Questionnaire items and contents developed to investigate radon perception

Division Details Item

General 

questions

Personal information Gender

Residence information Region, Floor, Residential type

Questions 

related to radon

Knowledge on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radon

Have you heard about radon?

In your opinion, is radon natural or artificial gas?

Which floor has a high radon concentration?

Is the radon heavier than air?

Health effects

Do you think radon may harm your health?

What health problems do you expect to be induced by radon?

In your opinion, is there a link between health effects of radon and smoking?

Please compar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radon with the number of death 

due to traffic accidents. The number of deaths in the country due to radon 

compared with traffic accidents is     

Measurement

and mitigation

Do you know a free radon measurement system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you know how to get a radon test done?

If your home had a high radon level would you wish to redu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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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강의 경우 86명, 일반 강의는 67명, 비디오 강의

후 일반 강의(이후 중복강의로 표기함)는 49명이였

으며, 각 의사전달 경로별 강의 유형에 따른 조사대

상자의 성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 또한 강의 유형 즉, 의사전달 경

로에 따른 라돈에 대한 인식증가효과를 조사하기 전

의 세 집단 간의 라돈에 관한 사전지식차이를 조사

한 결과 이 역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이는 세 집

단의 성별 구성비와 라돈에 관한 사전 지식에 있어

동질한 집단임을 시사한다. 

2.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 인식도 변화

1) 라돈 지식에 대한 인식도 변화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 지식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

를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가 조사되었

다. ‘라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하는 질의에

있어 의사전달 소통경로별 즉, 비디오강의, 일반강의

및 중복강의별 인식도의 증가율은 각각 94.9%, 98.2%,

95.5%로 세 가지 의사전달 소통 경로 모두 95% 이

상의 인식도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연방사능과 인공

방사능의 차이를 이해하고 라돈이 자연방사능 물질

임을 인식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경로별 인

식도 증가율은 비디오를 통한 의사전달 만이 90%

이상의 인식도 증가율을 보인 반면 나머지 의사전달

경로들은 90% 미만의 인식도 증가율을 보였다. 라

돈의 발생원에 대한 정보 전달의 내용으로 주거환경

중 어느 층의 농도가 높은가에 대한 문항에서 지하

및 1층에 대해 선택한 인원들은 전달한 내용에 대

해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외에 문항

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인식도

의 증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디오를 통한 의사

전달은 100%의 인식도 증가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의사전달 경로 역시 90% 이상의 높은 인식도 증가

율을 나타냈다. 라돈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라돈

이 공기보다 무거운가?’에 대한 인식도 증가율은 중

복강의로 실시한 의사전달 경로가 90% 이상의 높은

인식도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비디오 강의와 일반

강의의 의사전달 경로들의 경우 각각 39.1%와 11.1%

로 낮은 인식도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사전달 경로인 비디오강

의, 일반강의 및 중복강의 모두 중학생들의 라돈지

식과 관련된 인식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의사전달

경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라돈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도 변화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

한 인식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었다. ‘인체에 유해하다 생각하는가?’에 관

한 질의에 있어 비디오강의와 중복강의에 따른 의사

전달 경로의 경우 인식도가 100% 증가하였으며, 일

반강의의 경우 92.9%의 인식도 증가를 나타냈다. 라

돈노출에 의한 대표적 건강영향이 폐암임을 인식하

는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폐암’ 이외에

‘피부질환’, ‘심장질환’, ‘설사’, ‘두통’, ‘기타’ 및 ‘아

무런 질병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의 문항으로 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폐암 이외의 다

른 질환들은 옳지 않은 답으로 통일하여 이원자료로

재분류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복강의와 비

디오강의를 통한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인식도 증가는 각각 97.4%와 97.3%였으

며, 일반강의 의사전달 경로의 인식도 증가는 92.2%

로 조사되었다. 라돈과 담배 즉, 흡연과의 건강영향

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문항으로 ‘연관성

이 있다고 생각 한다’와 ‘아마도 연관성이 있을 것

이다’의 답은 ‘연관성이 있다’로 ‘그렇게 생각하지

Table 2. Results of homogeneity test by communication channel Unit : person(%)

Division Video Lecture Video+Lecture p-Value

Gender
Male 46(53.5) 34(50.7) 24(49.0) >0.05

Female 40(46.5) 33(49.3) 25(51.0)

Total 86(100) 67(100) 49(100)

Characterization of radon
Know 7(8.1) 11(16.4) 5(10.2) >0.05

Don`t know 79(91.9) 56(83.6) 44(89.8)

Total 86(100) 67(100) 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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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perception of radon knowledge by communication channels Unit : person(%)

Contents Channel Division Before After p-Value

Have you heard 

about the radon?

Video
Yes 7(8.1) 82(95.3)  <0.05

No 79(91.9) 4(4.7)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4.9%

Lecture
Yes 11(16.4) 66(98.5) <0.05

No 56(83.6) 1(1.5)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8.2%

Video+Lecture
Yes 5(10.2) 47(95.9) <0.05

No 44(89.8) 2(4.1)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5.5%

In your opinion, 

is radon natural or 

artificial gas?

Video
Natural 53(61.6) 84(97.7) <0.05

Artificial 33(38.4) 2(2.3)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3.9%

Lecture
Natural 43(64.2) 64(95.5) <0.05

Artificial 24(35.8) 3(4.5)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87.5%

Video+Lecture
Natural 37(75.5) 46(93.9) <0.05

Artificial 12(24.5) 3(6.1)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75.0%

Which floor has a 

high radon 

concentration?

Video
Underground/1st 63(73.3) 86(100) <0.05

2nd/out door 23(26.7) 0(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00%

Lecture
Underground/1st 33(49.3) 65(97.0) <0.05

2nd/out door 34(50.7) 2(3.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4.1%

Video+Lecture
Underground/1st 25(51.0) 48(98.0) <0.05

2nd/out door 24(49.0) 1(2.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5.8%

Is the radon heavier 

than air?

Video Heavy 17(19.8) 44(51.2) <0.05

Light 32(37.2) 30(34.9)

Don`t know 37(43.0) 12(14.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39.1%

Lecture Heavy 22(32.8) 27(40.3) <0.05

Light 25(37.3) 37(55.2)

Don`t know 20(29.9) 3(4.5)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1.1%

Video+Lecture Heavy 13(26.5) 46(93.9)

Light 13(26.5) 3(6.1)

Don`t know 23(46.9) 0(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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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와 ‘잘 모르겠다’의 답은 ‘연관성이 없다’로

변환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일반 강

의의 의사전달 소통만이 50% 이상의 인식도 증가를

보인반면, 비디오강의와 중복강의의 의사전달 소통

은 50% 미만의 인식도 증가 결과를 나타냈다. 비교

위해도를 통한 라돈위해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라

돈으로 인한 사망률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을까?’에 관한 문항으로 ‘매우 높다’, ‘높다’는 ‘높

Table 4. Change in perception of radon health effects by communication channels Unit : person(%)

Contents Channel Division Before After p-Value

Do you think radon may 

harm your health?

Video Yes 74(86.0) 86(100)  <0.05

No 12(14.0) 0(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00%

Lecture Yes 53(79.1) 66(98.5) <0.05

No 14(20.9) 1(1.5)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2.9%

Video+Lecture Yes 42(85.7) 49(100) <0.05

No 7(14.3) 0(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00%

What health problems do 

you expect to be induced by 

radon?

Video Lung cancer 49(57.0) 85(98.8)  <0.05

Other disease 37(43.0) 1(1.2)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7.3%

Lecture Lung cancer 16(23.9) 63(94.0) <0.05

Other disease 51(76.1) 4(6.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2.2%

Video+Lecture Lung cancer 11(22.4) 48(98.0) <0.05

Other disease 38(77.6) 1(2.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97.4%

In your opinion, is there a 

link between health effects 

of radon and smoking?

Video Yes 62(72.1) 69(80.2)  >0.05

No 24(27.9) 17(19.8)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3.7%

Lecture Yes 44(65.7) 58(86.6) <0.05

No 23(34.3) 9(13.4)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60.9%

Video+Lecture Yes 35(71.4) 41(83.7) <0.05

No 14(28.6) 8(16.3)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42.9%

Please compar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radon with 

the number of death due to 

traffic accidents. The 

number of deaths in the 

country due to radon 

compared with traffic 

accidents is     

Video High 22(25.6) 56(65.1) <0.05

Low 64(74.4) 30(34.9)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53.1%

Lecture High 18(26.9) 55(82.1) <0.05

Low 49(73.1) 12(17.9)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75.5%

Video+Lecture High 11(22.4) 42(85.7) <0.05

Low 38(77.6) 7(14.3)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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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비슷하다’, ‘적다’, ‘매우적다’, ‘잘 모르겠다’

는 ‘낮다’로 변환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세 개의 의사전달 경로 모두 50% 이상의 인식

도증가를 나타냈으며, 중복강의 의사전달 경로가 가

장 높은 인식도증가율(81.6%)을 보였다. 

3) 라돈 측정 및 저감에 대한 인식도 변화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측정 및 저감에 대한 중학생

들의 인식도변화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Table

5과 같다.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등의 국가 기관

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라돈 무료 측정제도

’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사전달 경로별 인식도의

변화는 비디오강의, 일반강의 및 중복강의 의사전달

경로 모두에서 60% 이상의 인식도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의사전달 전의 ‘라돈 무료측정제도’에 대해 알

고 있는 학생은 각 의사전달 경로별로 4명(4.7%), 6

명(9.0%), 4명(8.2%)으로 중학생의 경우 국가에서 수

행되어지고 있는 라돈 무료측정제도에 대한 정보에

관해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는 이와 관련된 홍보가 매우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라돈측정 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라돈측정이 어떻게 진행되

는지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문항에 대해 중복강의

의사전달 경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의사전

Table 5. Change in perception of radon measurement and mitigation by communication channel Unit : person(%)

Contents Channel Division Before After p-Value

Do you know a free 

radon measurement 

system provided by 

the government?

Video Know 4(4.7) 67(77.9)  <0.05

Don`t know 82(95.3) 19(22.1)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76.8%

Lecture Know 6(9.0) 60(89.6) <0.05

Don`t know 61(91.0) 7(10.4)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88.5%

Video+Lecture Know 4(8.2) 32(65.3) <0.05

Don`t know 45(91.8) 17(34.7)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62.2%

Do you know how 

to get a radon test 

done?

Video Know 1(1.2) 73(84.9)  <0.05

Don`t know 85(98.8) 13(15.1)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84.7%

Lecture Know 2(3.0) 47(70.1) <0.05

Don`t know 65(97.0) 20(29.9)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69.2%

Video+Lecture Know 3(6.1) 18(36.7) <0.05

Don`t know 46(93.9) 31(63.3)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32.6%

If your home had a 

high radon level, 

would you wish to 

reduce it?

Video Yes 79(91.9) 80(93.0)  >0.05

Don`t know 7(8.1) 6(7.0)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4.3%

Lecture Yes 59(88.1) 66(98.5) <0.05

Don`t know 8(11.9) 1(1.5)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87.5%

Video+Lecture Yes 42(85.7) 43(87.8) >0.05

Don`t know 7(14.3) 6(12.2)

Increase rate of perception Increase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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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경로의 경우 60% 이상의 인식도 증가를 나타냈

다. 이 문항 역시 ‘라돈 무료 측정제도’에 대한 문

항과 같이 의사전달 사전에 측정과정을 알고 있는

학생은 각 소통 경로별로 1명(1.2%), 2명(3.0%), 3

명(6.1%)으로 조사되어 중학생의 경우 라돈측정과정

에 관한 정보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으며, 이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정보의 전달 및 홍보가 매우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집의 라돈농도가 높을 경우 저감시공

의사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비디오 강의와 중복강의

의 의사전달 경로의 경우 각 14.3%의 인식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5),

일반강의 의사전달 경로의 경우 87.5%의 인식도 증

가율을 나타냈다. 

3. 의사소통 경로별 인식도 증가 비교

다음의 그림은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 인식도의

증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Fig. 1). 가장

높은 인식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일반강의 의사

전달 경로로 78.0±25.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

장 낮은 인식도 증가율은 비디오 강의 의사전달 경

로로 70.0±33.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 위해 인식도 증가율 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의사전달 경로인 비디오

강의, 일반 강의 및 중복강의 모두 위해정보 전달

대상자들의 인식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의사전달 경로들 간의 인식도 증가율에는 큰 차이

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라돈의 위해의사소통에 있어 의사전달

경로로는 비디오 강의, 일반 강의 및 두 강의의 중

복강의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여도 인

식도증가에 대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 여겨진다. 

IV. 고 찰

최근 가정 및 직장 등의 실내공간에서의 라돈 노

출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10-14)이 보고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라돈위해 감

소를 위한 자국 내 위해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

어지고 있다. 유해환경물질의 노출과 그로인한 인체

에 유해한 영향, 그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을 예방하기 위한 위해도 관리 중의 중요한 한 가

지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는 위해도 의사소통은 과학

적인 방법론이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입 될 수 있

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에게

전문용어 위주이며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시키는데 발생되는 본질

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어졌다15). 위해

도 의사소통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일반인들이 어떤

형태의 위해성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효

율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6). 이

와 같은 위해도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로는 주체, 내

용, 경로, 대상, 효과이며, 이중 의사전달 경로는 내

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경로의 선택이 위해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라돈 관련 연구는 Kang and Kim(1988)에

의해 라돈 컵을 이용하여 토양 중 라돈 농도를 측

정 조사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15) 최근까지 실내외

공기 중 농도, 지하수에서의 농도, 토양 및 건축자

재 방출농도 등의 실태조사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라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

연구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결과를 바탕으

로 라돈 노출에 의한 유효선량 산출에 그치는 수준

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으며,18-21) 라돈 노출과

건강장해와의 인과관계 규명 및 건강손상수준 평가

와 같은 역학적 연구 및 건강위해성평가 연구는 전

무한 실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올바른 라돈 노출

에 의한 위해정보 및 위해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위

Fig. 1. Comparison of radon perception increase rate each

communication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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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에 라돈에 대한 위해관

련 정보 수집 및 의사소통기법과 위해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4차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

다. 본 연구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선행된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라돈 인식도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군별 의사전달 경로 개발을 위해

수행되어진 연구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상군을 청소년으로 하여 청소년

에게 라돈에 대한 올바른 위해정보의 전달을 위한

위해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프로그램 구성

의 주요요소인 의사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한 연구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개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졌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오염물질의 위해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전달 경로로서 비디오, 전문가의

일반 강의, 그리고 중복강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경로별 대상자의 라돈에 관한 인식도증가율의 비

교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경우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국내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대상자

표본수의 산출 및 대표성 있는 대상군 선정을 위한

표본추출 등이 연구수행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라돈

위해정보 전달을 위한 위해 의사소통 개발연구의 일

환으로 청소년에 적합한 위해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

발에 있어서의 최적의 위해 의사전달경로를 확인하

고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연

구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 수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돈 지식에 대한 의사전달 경로별 인식도증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라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가?’에 대한 문항에 관한 정보전달 전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인식도 조사결과 ‘들어본 적이 없

다’로 답한 대상자의 수는 각 경로별(비디오강의, 일

반강의, 중복강의)로 각각 91.9%, 83.6%, 89.6%로

평균적으로 약 88%의 대상자들이 라돈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도 모르는 매우 낮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라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위해정보전달이 매우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라돈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따른 인식도변화 조사결과 라돈노출이 건강상 악영

향을 야기하며,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도

의 증가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의사전달 경로인 비

디오강의, 일반강의 및 중복강의 모두에서 높은 인

식도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흡연에 의한 건강상 악

영향의 상승작용과 비교위해도를 통한 라돈 노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는 일반적 건강영향의 인

식도에 비해 낮은 인식도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흡

연에 의한 상승작용에 관한 인식도조사에 있어 비디

오를 이용한 의사전달 경로의 경우 인식도 증가율이

13.7%로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p>0.05) 향후 환경부

에서 제공하는 라돈홍보 비디오자료의 수정 및 보완

을 통한 의사전달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돈지식문항에 대한 의사전달 경로별 평균 인식

도증가율은 비디오강의, 일반강의 및 중복강의별 각

각 82.0%, 69.1%, 89.5%로 조사되어 중복 강의가

다른 의사전달 경로에 비해 라돈지식의 높은 인식도

증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돈의

건강영향 문항에 대한 의사전달 경로별 평균 인식도

증가율은 비디오강의, 일반강의 및 중복강의 별 각

각 66.0%, 80.4%, 80.5%로 조사되어 라돈 지식 문

항에 대한 의식 전달 경로별 평균 인식도 증가율 비

교 결과와 동일하게 중복강의가 다른 의사전달 경로

에 비해 라돈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 전

달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측정 및

저감에 대한 의사전달 경로에 따른 평균 인식도 증

가율 비교 결과 각각 58.6%, 81.7%, 36.4%로 선행

된 지식 문항 및 건강영향 문항과는 달리 일반 강

의에 의한 의사전달 경로가 가장 높은 인식도 증가

를 보였다. 또한 라돈 측정 및 저감의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의사전달 경로별 인식도 증가율이 다른 문항

에서의 각 의사전달 경로별 인식도 증가율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상자가 중학생으로 국내 중학생의 경우 대상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에 대한 라돈 측정의 결

정권 및 저감활동에 대한 비용 지출 능력이 없음으

로 이들 항목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들에 부

합되지 않는 주제로 인한 대상자들의 관심이 결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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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의 결과는 Mitchell

(1992)이 위해도 인식은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과정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해도 인식은 사

회적 요인들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

다는 결과보고22)를 고려할 때 향후 의사전달 내용을

개발하는데 있어 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수

준 등의 사회적 요인들을 반영한 내용개발이 이루어

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전달 경로별 라돈 인식도의 증가에 대한 차이

를 검증한 결과 세 가지 의사전달  경로간의 인식

도 증가율의 차이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라돈 위해 의사소통에 있어 의사전달 경로

로는 비디오 강의, 일반 강의 및 두 강의의 중복강

의 모두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내용전달을 위해서 다중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보고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위해의사소

통과정에서의 의사전달 경로로는 비디오와 일반강의

의 중복강의를 통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9)

V. 결 론

본 연구는 위해도 의사소통의 수행에 있어 특정

대상군별 라돈 위해 인식도 조사 및 효율적 위해의

사 전달경로를 파악하고 대상군별 맞춤형 라돈 위해

도 의사소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 확

보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군은 청소년인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라돈 위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유럽의 ‘일반 라돈 인식 조사 설문지

'를 기초자료로 하여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문항을

재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에 따른 적절한

의사전달 경로를 찾기 위해 비디오강의와 전문가의

강의, 비디오 강의 후 전문가 강의에 의한 의사전달

경로를 이용하였다. 문항별 인식도 증가에 대한 차

이는 x2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전달경로별 인식도 증

가율 간에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문항에 대해선 3가지의 의사전달 경로 모

두 인식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저감

시공에 대해 의사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인식도는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이는 대상자들인 중학생들에게는 부합되지

않는 주제로 인한 대상자들의 관심이 결여되어서 나

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의사전달 내용을 개

발하는데 있어 대상자의 사회·문화·경제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 개발이 이루어

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경로간의 인식

도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해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경로는 중복강의

를 통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판단된다.

위해의 정의는 위해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바람직한 환경정책이나 대안제시를 위해

서 각 구성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합일점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중 위해도 의사소통은 개인과 단체사이의 견해를

상호교환하고 공감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일점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인 위해도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해에 대한 여론 형성 방식을 파

악하고 위해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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