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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impacting radiation knowledge among aircrew, who are affected by

cosmic radiation exposure due to their occupational environment.

Methods: In September 2019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aircrew through a Google link. We evaluated

the level of radiation knowledge using a ten-item (10 points) questionnaire. The following exploratory variables

were evaluated in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radiation knowledge using un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s:

sex, age, duration of employment, position level, company, marriage, education level, personal/family history of

disease, and the number of times acquiring information on radi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internet searching,

watching television, reading newspaper, conversation about radiation with aircrew/non-aircrew, in-house

training). With a p of 0.2 in univariable models, we built a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using a stepwise

selection method.

Results: The average radiation knowledge score of the 356 respondents was 7.22. Uni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adiation knowledge of the aircrew was associated with their company, position level, age,

and number of conversations with other aircrew members. Our multivariable model showed that the radiation

knowledge level of aircrew decreased as they had more conversations about radiation with other aircrew

members and as their age increased.

Conclusions: Korean air crew showed a lower level of radiation knowledge as their age and the number of

conversations with colleagues increased. The study suggests that more education is needed in order for aircrew

to gain accurate radiati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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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사선은 의료분야에서 검사, 시술, 치료와 같이 환

자에게 피폭을 가하며 질병에 대한 이익을 수반하기

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이용에 대한 정당성 확

보와 방호의 최적화를 권고하고 있다.1) 인체 내의 유

전자는 적은 방사선 양에 노출되면 비교적 단시간에

복구되지만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유전자가

손상 또는 잘못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2,3) 방사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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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인간의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보건학적

요인으로 여겨야 하며, 방사선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한편 국제 암 학

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발암원인 중 방사

선을 Group 1으로 정했고,5) 대만의 코호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저 선량 방사선에 노출된 인구 집단이

유방암과 백혈병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으며6) 영국

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는

저선량 방사선이 외부로부터 장기적으로 피폭되었을

때 백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7) 이처럼 인체

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국외 한 항공사는 우주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용된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영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3년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8) 유럽 위원회는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방호 조치 이행을 평가해 EU

회원국 중 연간 1 mSv 이상의 선량을 받을 수 있

는 국가의 경우 해당 승무원의 노출을 평가하고, 비

행 스케줄 조정 시 피폭을 고려하며, 근무로 인한

건강위험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적절한 법률

을 권고하며 시행하고 있다.9)

항공 승무원들이 받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2-5

mSv 정도로 퇴사 때까지 약 75 mSv 정도의 방사

선에 피폭될 것으로 추정된다.10) 국내 방사선 관계

작업 종사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0.05 mSv), 산업체

종사자(0.02 mSv), 원자력 발전소(0.58 mSv) 등11)에

비교했을 때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량이 높

다. 일반인에 비해 우주 방사선 노출이 많은 승무원

들은 유방암, 흑색종, 기타 피부암에 대해 더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12) 장기 비행 경험이 있는 항공 조

종사들은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염색체 변환이

있다13)고 국외 항공 승무원 연구는 밝히고 있다. 이

러한 우주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연구의 증가와 대중

매체를 통한 파급으로14) 승무원들 사이에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지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 태도에 관한 연

구에서는 간호 학생과 간호사 그리고 치위생사 모두

방사선 지식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였다.15,16)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두려움이 감소한다. 예

를 들어 AIDS와 HIV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간

호과정에서 간호사의 두려움이 감소되었고,17) 산전

교육을 통한 산모의 지식 습득이 출산의 두려움을 줄

였다.18) 한편,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중 그 약을 먼저 복용해본 비

전문가인 지인을 통한 정보 획득의 문제를 밝힌 연

구19)를 통해, 정보 획득 경로가 지식과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

선에 대한 정보 획득의 경로 역시 같은 양상을 보

일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아직 항공 승무원을 대

상으로 방사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일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환경 특성상 우주

방사선 노출에 영향이 많은 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

로 방사선에 대한 여러 지식 습득 경로 중 어떠한

경로가 방사선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보

획득 경로를 통해 방사선에 대한 지식을 얻는지 와

방사선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면 연

구이며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인에 비해 우주 방사선 노출이 많

은 국내 항공사에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

로 2019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항공 승무원 단체, 각 항공사의 승무원 협

회, 항공사 별 리더십을 가진 실무자들을 통해 구글

링크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356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 모두가 충실히 응답되었다고 판단하여 최

종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및 연구방법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방사선에 관한 지식을 평가

하기 위한 설문지20)를 기초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과 응답자에 맞게 10문항의 설문 도구를 수정, 보완

하여 각 문항의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하여 방

사선 지식의 정도(10점 만점)를 파악했다. 한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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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근속연수, 직급,

소속회사, 결혼 여부, 최종학력, 개인/가족의 질병 유

무를 파악하였고, 인터넷, TV, 신문, 승무원들 간 대

화, 비 승무원인 주변인과의 대화, 사내 교육을 통

해 방사선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와 빈도를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승무원들의 방사선 지식수준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과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고, 승무원들의 방사선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조사된 모든 변수를 활용하여 단순 선형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 값이 0.2 미만인 변

수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선택 방법을 통한 다중 선

형회귀분석을 수행하여 0.05 미만의 p 값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모형을 구성하

였다. 설문조사 도중 추가 조사한 성별의 결측치는

다중 대치법(multiple imputation)으로 추정하였다. 자

료는 SAS 9.4 (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거쳐 승인 후

시행하였으며(UOS-IRB-2019-A34),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응답된 내용을 자료화하는 과정

에서 드러날 수 있는 승무원의 개인 정보와 소속 회

사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호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과 수집

된 자료는 본 연구의 학문적 목적에만 한정함을 설

명 후 사전동의를 받았다.

III. 결 과

1. 항공 승무원의 인구 특성

연구 대상 항공 승무원의 성별은 남성이 10.6%였

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8세였다(Table 1). 근

속연수는 4-12년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직급별

로는 객실승무원이 39.3%로 가장 많았고, 소속 항

공사는 B 항공이 47.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68.3%가 기혼자였으며, 교육 수준은 대졸이 91.9%

로 가장 많았다. 방사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

경로 중 동료 승무원들 간의 대화 빈도가 1년에 10.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6)

Variable n
Mean (SD) or 

proportion, %

Sex, %

  Men 17 10.6

  Women 144 89.4

Age, y 356 37.8 (8.5)

Duration of employment, %

  1-3y 42 11.8

  4-12y 160 44.9

  ≥13y 154 43.3

Position level, %

  Vice-captain 62 17.4

  Captain 63 17.7

  Flight attendant 140 39.3

  Purser 80 22.5

  Chief purser 11 3.1

Company, %

  A airline 148 41.6

  B airline 169 47.5

  Other airlines 39 11.0

Married, %

  Yes 243 68.3

  No 113 31.7

Education level, %

  Bachelor 327 91.9

  Master/PhD 39 8.2

Personal history of diseases, %

  Yes 78 21.9

  No 278 78.1

Family history of diseases, %

  Yes 107 30.1

  No 249 69.9

No. of conversation about radiation, per y

  With air crew 355 10.3 (13.0)

  With non-air crew 355 5.0 (9.6)

No. of acquiring information on radiation, per y

  Internet searching 355 8.6 (12.3)

  Watching television 355 5.9 (10.7)

  Reading newspaper 355 4.1 (9.3)

  In-house training 355 3.5 (8.1)

Radiation knowledge score 356 7.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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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 8.6회, TV 5.9회, 비

승무원인 주변인과의 대화 5.0회, 신문 4.1회, 사내

교육 3.5회 순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지식의 평균 점

수는 7.22점이었다.

2. 항공 승무원 특성에 따른 방사선 지식 점수

항공 승무원의 특성에 따른 방사선 지식 점수는

46-60세에서 7.04점으로 연령이 높은 그룹일수록 방

사선 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1)

Table 2. Radiation knowledge score according to

participant characteristics

Variable n Mean SD p value

Sex 0.86

  Men 17 7.24 1.03

  Women 144 7.28 1.14

Age, y 0.011

  20-33 128 7.48 1.09

  34-45 146 7.08 1.13

  46-60 82 7.04 1.31

Duration of employment 0.20

  1-3y 42 7.40 0.99

  4-12y 160 7.28 1.13

  ≥13y 154 7.10 1.25

Position level 0.029

  Vice-captain 62 7.00 0.96

  Captain 63 6.94 1.20

  Flight attendant 140 7.26 1.23

  Purser 80 7.48 1.17

  Chief purser 11 7.55 0.82

Company 0.044

  A airline 148 7.03 1.15

  B airline 169 7.34 1.14

  Other airlines 39 7.38 1.31

Married 243 7.17 1.20 0.31

Education level 0.90

  Bachelor 327 7.21 1.16

  Master/PhD 29 7.24 1.35

No. of conversation about radiation, per y

 With air crew 0.004

  ≥4.5 204 7.36 1.18

  <4.5 151 7.01 1.13

 With non-air crew 0.20

  ≥4.5 279 7.25 1.19

  <4.5 76 7.07 1.09

No. of acquiring information on radiation, per y

 Internet searching 0.31

  ≥4.5 234 7.26 1.27

  <4.5 121 7.12 1.05

 Watching television 0.24

  ≥4.5 276 7.25 1.20

  <4.5 79 7.08 1.10

 Reading newspaper 0.98

  ≥4.5 294 7.21 1.18

  <4.5 61 7.21 1.13

 In-house training 0.95

  ≥4.5 310 7.21 1.17

  <4.5 45 7.22 1.15

Table 3. Un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radiation knowledge

Variable B 95% CI p value

Men vs. women 0.102 -0.535, 0.738 0.74

Age, y -0.018 -0.033, -0.004 0.011

Duration of employment

  1-3y 0.307 -0.093, 0.707 0.13

  4-12y 0.184 -0.076, 0.443 0.16

  ≥13y Ref

Position level

  Vice-captain -0.545 -1.291, 0.200 0.15

  Captain -0.609 -1.354, 0.136 0.10

  Flight attendant -0.281 -0.995, 0.433 0.43

  Purser -0.070 -0.804, 0.663 0.85

  Chief purser Ref

Company

  A airline -0.351 -0.763, 0.061 0.09

  B airline -0.047 -0.454, 0.359 0.81

  Other airlines Ref

Married 0.137 -0.125, 0.399 0.30

Education level
　

  Bachelor -0.027 -0.474, 0.419 0.90

  Master/PhD Ref

Personal history of diseases -0.129 -0.424, 0.166 0.38

Family history of diseases -0.015 -0.282, 0.251 0.91

No. of conversation about radiation, per y

 With air crew -0.014 -0.023, -0.004 0.004

 With non-air crew -0.006 -0.020, 0.007 0.33

No. of acquiring information on radiation, per y

 Internet searching -0.002 -0.012, 0.008 0.67

 Watching television -0.004 -0.015, 0.008 0.51

 Reading newspaper -0.002 -0.015, 0.011 0.76

 In-house training -0.002 -0.017, 0.013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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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직급에서는 수석 사무장이 7.55점으로 가

장 높았고(p=0.029), 소속 회사는 그 밖의 항공사가

7.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44). 1년간 동

료 승무원들 간의 방사선에 대한 대화 빈도수가 4.5

회 초과한 그룹 7.01점이 4.5회 이하인 그룹 7.36점

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004).

3. 방사선 지식 점수에 대한 단순 선형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정보 획득 경로와 종속변수인 방사선

지식 점수의 단순 선형회귀분석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B= −0.018, 95% confidence interval (CI)= −0.033,

−0.004, p=0.011), 승무원 간 방사선에 대한 대화가

많을수록(B= −0.014, 95% CI= −0.023, −0.004, p=

0.004), 방사선 지식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소속회사(p=0.044)와 직급(p=0.029)

은 방사선 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4. 방사선 지식 점수에 대한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

다중 선형회귀모형은 방사선에 대한 동료 승무원

들의 대화 빈도가 높아질수록 (B= −0.012, p=0.011),

연령이 높아질수록(B= −0.017, p=0.023) 방사선의

지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IV. 고 찰

본 연구는 일반인에 비해 우주 방사선 노출이 많

은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

하고, 방사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속회

사, 직급, 나이, 동료 승무원들과 방사선에 대한 대

화의 정도가 방사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중 선형회귀모형은 방사선에 대한 동

료 승무원들의 대화 빈도가 높아질수록, 연령이 높

아질수록 방사선의 지식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

여 주었다. 소속회사와 직급은 단순 회귀분석 결과

방사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은 파악되었지

만, 최종적으로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보정한 결

과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소속 회사와 직급이 방사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데에는, 직장 내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직원들이 금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21)와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에서 재난

교육을 시행하고 재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재난

발생 시 대처 지식과 대처능력이 높다는 연구22) 결

과에서 말하듯, 방사선에 대한 사내 교육의 빈도가

대형 항공사(A airline, B airline)와 저가 항공사(other

airlines) 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 수준의 차이로 소속 회사에 따라 방사선 지식

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직급도 마찬가지

로 직급이 높을수록 사내 교육에 노출된 횟수도 증

가하여 방사선에 관한 지식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

지만 최종 다중 회귀분석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이에 따른 방사선 지식의 차이는 방사선 노출이

있는 산업장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방사선 지

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20)된 선행연구와 마찬가

지로 20-33세 7.48점, 34-45세 7.08점, 46-60세 7.04

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방사선 지식은 낮아지는 본

연구결과(p=0.011)와 일치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방사선 지식(5점 만점)에 대

해 분석한 연구에서 50대 2.80점, 30대 2.62점, 20

대 2.55점, 40대 1.30점 순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지식(18점 만점)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20대 12.43점, 40대 11.53

점, 50대 11.41점, 30대 11.40점 순으로 각 연구마

다 연령에 따라 방사선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23,24)고 밝혔듯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방사선 지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로 조사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모든 연령에 동일

하게 방사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지만 가임

기 연령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젊은 연령층이 더 많

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보 습득 행위로 인해 방사선

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 승무원 동료와의 대화 빈도에 따른 방사선

지식의 차이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방

Table 4.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radiation knowledge

Variable B 95% CI p value

Age, y -0.017 -0.031, -0.002 0.023

No. of conversation 

about radiation with air 

crew, per y

-0.012 -0.022, -0.0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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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작업 종사와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

관리와 지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방사선 지식 점

수가 높게 평가되었고, 지식이 높을수록 방사선 안

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25,26) 이는 항공

승무원들도 직업적 환경 특성상 동일하게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전문가 집단과는

달리 다양한 방사선 지식 습득 경로 중 검증된 사

내 교육의 빈도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불명확

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동료 승무원들과의 대

화가 방사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지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첫 연구로 앞으로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사선 지식을 묻는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가 연구의 성격

과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을 표준

화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한 번의 설문으로 진행

된 단면 연구라는 점에서 선후 관계를 밝히기엔 어

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설문에 작성한 대

화 횟수를 연구자가 실제 관찰할 수 없어 그 응답

에 의존해야 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직업적 환경 특성상 우주 방사선에 노

출이 많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보 습득 경로별로

방사선 지식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단면 연구로, 단

순 회귀분석 결과는 소속회사(p=0.044)와 직급

(p=0.029)이 방사선 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p=0.011), 승무원 간 방사선에 대한 대화가 많을수

록(p=0.004), 방사선 지식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다중 선형회귀

모형은 방사선에 대한 동료 승무원들의 대화 빈도가

높아질수록(p=0.011), 연령이 높아질수록(p=0.023)

방사선의 지식 점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게는 방사선 안전 관리 교

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직업적 환경 특

성상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항공 승무원들에게는 방

사선과 관련된 지식 전달이나 정보제공이 부족함을

알렸고, 항공 승무원들 사이에서 방사선에 대한 건

강 위해성 논란을 잠식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이나 제

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항공 승무원들의 경우 방사선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와 교육이 부족하므로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통한 무분별한 불안에 대해 적절히 대

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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