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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참여하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관련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특별시 및 6 개의 광역시, 8 개의 도 지역에 소재한 30 개의 다 기관 

내시경실에서 방사선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간호사 188 명을 대상으로 2019 년 

3 월 22 일부터 2019 년 4 월 10 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정,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7.2±7.4세였고, 임상경력은 14.2±7.7년, 

내시경실 경력은 평균 8.3±5.9년이었다. 내시경 하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1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는 34.6%였다. 방사선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75%였고, 그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응답한 자는 

42.6%이었다. 대상자 중 97.9%는 병원 인증 평가를 받은 근무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2.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지식 정도는 16 점만점에 평균 11.11±2.30 점이었고 

방어태도는 65 점만점에 평균 60.09±6.70 점, 방어행위는 75 점만점에 

평균 67.93±8.64 점, 자기효능감은 90 점만점에 평균 67.33±8.46 점, 

안전문화는 85점만점에 60.59±13.06 점이었다. 

 

3. 방사선 방어 행위는 행정구역(F=5.14, p=.007), 직위((F=4.29, p=.018), 납 

앞치마 성능 정기 점검(F=2.80, p=.006), 방사선 방어 프로토콜 비치

(F=2.53, p=.012), 방사선 관계 종사자 정기 건강검진 경험 유무(F=2.46, 

p=.01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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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방어 행위와 방사선 방어태도 r=.708(p=<.001), 자기효능감 

r=.356(p=<.001), 안전문화 r=.326(p=<.001), 방사선 방어지식 

r=.289(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방사선 방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방사선 방어태도와 안전문화이며, 

방사선 방어 태도가 높을수록(β=0.63, p<.001), 안전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β=0.15, p=.013) 방사선 방어행위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방어태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어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의료 현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방사선 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의무교육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사선 방어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업무량 조절 및 방어용구와 시설 확보 등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어 환경이 전제 되어야 하고 내시경실 방사선 방어관리 지침 구축 및 

평가기준마련 등의 병원의 행정과 정부 측면에서의 접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서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 리더, 간호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규정 및 

절차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타 직종과 함께 일하는 

환경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Speak Up 할 수 있고 서로의 안전행위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방사선 방어행위, 방사선 방어지식, 방사선 방어태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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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수 십 년 사이 방사선 중재술은 시술의 종류와 시행 빈도가 급증하게 

되었고,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도 치료 내시경 발달과 함께 X-선 사용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Son, Lee, Lee, & Kim, 2009). 방사선은 진단 및 치료내시경 

시술 시 사용되며, 내시경적 역행성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Dumonceau et 

al., 2012) 방사선 투시를 필요로 하는 금속 스텐트 삽입도 오늘날 식도, 위, 

십이지장, 담도 및 결장 협착증과 같은 모든 위장관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him, Kim, & Bok, 2016).  

국내 방사선 취급 업무 직종은 원자력이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관련 업무를 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나뉜다.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규모는 타 직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 509명에서 2016년에는 6,819명으로 약 13.4배 상승하였다.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방사선의 직업상 

피폭을 연간 50mSv로, 5년간 10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20mSv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도 국내 방사선 관계종사자 

80,115명의 개인피폭선량 평균값은 0.44mSv/년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피폭선량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National Dose Registry, 2017). 

Lawson 등(2012)의 국외 연구에서 방사선은 간호사의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임신 중에는 태아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Streffer et al., 2003) 특히 유방암과 갑상선 암에 영향을 

미쳐(Englaro et al., 1992)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사 직종에서는 더욱 더 

방사선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들이 

방사선이 조사될 때는 밖에서 대기하다가 조사 후 검사를 진행하는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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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은 내시경 장비와 방사선이 함께 사용되면서 

방사선이 조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술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는 차폐벽이 있는 제어실에 위치하지만 중재적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시술 특성상 X-선과 가까이 위치하며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므로 피폭선량이 높다(Hong & Shin, 2014). 또한 간호사는 시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 보호를 위해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Jang, 2018). 

선행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의 방어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로 

방어지식, 방어태도, 방어행위기대, 자기효능감 등이 영향력을 나타냈으며(Han, 

2009), 수술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방사선방어에 대한 지식 

향상이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한 인식도와 수행도를 높인다고 하였다(Kim & Kim, 

2017; Kang & Lee, 2013).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안전관리 행위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Jun & Han, 2008) 자기효능감이 높은 

작업자는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안전수칙의 수행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Park, 

Im, & Choi, 2011). 그리고 안전문화 또한 안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Lee & Harrison, 2000). Griffin과 Neal (2000)은 과업 수행 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인에게 수행되는 안전활동으로 안전문화가 

안전이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사선 방어행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방사선사 

대상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환자실, 

수술실 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Hong 과 

Shin (2014)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유일하나 이 연구 또한 영향요인 변수가 방사선 방어지식, 방어태도, 

방어환경뿐이어서 다소 제한적이었다(Hong & Shi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다 기관 병원 내시경실 간호사들의 방사선 

방어지식, 방어태도를 포함하여 자기효능감과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하고 방사선 

방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내시경실 간호사들의 방사선 

방어행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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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내시경실 간

호사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 안전문화를 조사하고, 

방사선 방어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내시경실 간호사를 위한 효

율적인 방사선 방어관리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와 

방사선 방어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방사선 관련 직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행

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와 

방사선 방어행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1)  이론적 정의 

중재적 방사선시술(Interventional Radiology, IR)은 X-선을 통하여 미세한 

도관과 유도철선을 체내에 삽입하여 시술하는 것을 말한다(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201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은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소화기 

계통의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말하며,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과 식도, 

위, 대장의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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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방어행위  

 

(1) 이론적 정의 

방사선 방어행위는 방사선 사용의 모든 상황에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행위이다(ICRP 73,199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Han (2009)의 방사선장해 방어행동 도구를 내시경실 

간호사에 맞게 수정·보완한 방사선 방어행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H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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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내시경하 중재적 시술의 방사선 노출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방사선이라 한다(Han, 2002). 방사선의 종류에는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이 있다. 전리 방사선은 짧은 파장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전리작용을 하며, 인체에 조사되면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X-

선, α-선, ß-선, 광자선 미립자 등이 있다. 비전리방사선은 긴 파장에 

에너지가 작고 전리작용이 없어 인체에 조사되어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등이 있으며 진단용 의료 방사선 기기에서는 

주로 X-선을 사용한다(National Dose Registry, 2017). 

전리방사선에 의한 신체의 영향은 세포 괴사, 돌연변이, 세포분열 억제, 

거대세포 형성 등 개체에 발현하는 신체적 장애와 유전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유전적 장애가 있다(Kim, 2001).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다량의 방사선에 일시에 피폭된 경우에는 피부이상,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불임에 영향을 주고 만성적으로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발현하는 

암과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은 소량의 방사선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며 방사선 양이 증가할수록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암이나 백혈병 등은 방사선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다(National Dose Registry, 2017). 

지속적인 저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만성적인 신체적 

장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Kim, 2001). 누적 선량이 증가하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개인별 피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사선 의료에서 중재적 시술이 전문화되어 가고, 적용 범위도 확대되어 

그 증가율이 연 10~20% 를 보이고 있다(Jan, 2005). 이는 연속적으로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는 분야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며, 이런 X-선 사용의 확장은 

피폭선량을 증가시켜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Bor et al., 



- 6 - 

 

2004). 중재적 방사선시술의 적용 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방사선방어나 

방사선 생물학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이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은 

시술 중 방사선 피폭의 잠재성이나 발생을 감소시키는 간단한 방법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시술 중 피폭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진료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술에 참가하는 다른 관계종사자들에게 높은 

선량이 피폭되도록 만들기도 한다(Chon, 2007). 

Dumonceau 등(2012)은 유럽 소화기내시경학회의 방사선 방어 가이드라인에서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시 환자와 의료진의 업무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Figure 1). 방사선량은 X-선의 발생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시경 시술의와 환자 진정을 모니터링하는 간호사 

2의 위치에서 방사선량은 가장 높게 측정된다(Dumonceau et al., 2012).  

 

 

Figure 1. Typical patient and staff positioning during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참여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X-선 속에 직접 노출되는 

1차 피폭과 환자와 촬영실 벽에서 산란되는 2차 피폭에 노출된다(KFDA, 2014). 

중재적 방사선시술은 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는 다르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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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방사선을 투시 하면서 시술이 시행되고, 여러 차례의 조영 촬영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에 비하여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Chon, 2007). 유럽 소화기내시경 학회의 방사선 방어 

가이드라인에서도 치료적 ERCP 시술 동안의 방사선 피부 투여량은 진단 검사와 

비교하여 3배 더 높다고 한다(Dumonceau et al., 2012). 

방사선 방어는 방사선으로부터 인체의 피폭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National 

Dose Registry, 2017). 방사선 방어의 주 목적은 방사선 피폭을 발생시키는 

시술적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방어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다(Mountford & Temperton, 1992).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규제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각 작업의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고, 훈련과 필요한 보호 장비 및 의복을 제공하고, 유해 물질 

및 잠재적 감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별도로 내시경 관련 사항은 없었다(Pedrosa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ICRP의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중재적 시술 시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 피폭선량계의 지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Kwak, 2012) 방사선 피폭선량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Cho, 2004).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은 능동적인 방사선 방어를 통해서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크므로 의료 기관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의 방사선 

방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Cho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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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방어행위 영향요인  

 

1) 방어지식(Protection knowledge)  

수술실 간호사의 방어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수행을 평가한 연구에서 방사선 

방어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와 방사선 방어 관련 프로토콜 비치가 된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 LEE, 2013). 방사선사의 

방사선에 대한 지식, 인식, 행위의 분석 연구에서는 방사선 방어 행위와 

방어인식, 방어지식은 모두 상호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방어지식이 

가장 높은 방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방사선 피폭 방어행위를 14.85% 

설명하였다(Kim, Ko, Kang, Choi, & Kim, 2011).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방사선피폭에 대한 지식과 방어인식의 부족은 방사선피폭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킨다(Cho, 2004). 

 

2) 방어태도(Protection attitude)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지식이 많을수록, 방사선 방어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방어행위 수행이 높았다(Hong & Shin, 2014). 치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행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4). 

 

3)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개념으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는 간호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간호사 개개인의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초래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간호 전문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Kang & 

Ko,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인보호장구 

착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Geer et al., 2007). Park, Im과 Choi 

(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현장 작업자는 낮은 현장작업자들보다 

안전관련 수칙을 더 잘 이행한다고 하였다(Park et al., 2011). Han (200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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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과제특수성 자기효능감이 방사선 장해 방어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an, 2009). 

 

4) 안전문화(Safety climate)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의 대표적인 하위개념으로 조직 환경과 조직 안전에 

대해서 직원 개인이 특정적으로 인지하는 개념이다(Coyle, Sleeman, & Adams, 

1995). 안전문화는 조직차원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관행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공유하는 의식의 지각을 

말한다(Griffin & Neal, 2000).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작업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로써 재해방지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포함하는 것이며(Donald & 

Canter, 1994) 조직원들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Wu, Liu, & Lu, 2007).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문화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와 

조직원들이 조직의 안전정책이나 방침, 지침들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 지각 수준을 말한다(Oh, 2016). 

안전문화의 지각은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안전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안전문화와 안전행동은 안전사고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Clarke, 2010). 

Griffin과 Neal (2000)은 호주 병원에서 525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와 안전행동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근로자들이 조직이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고 느끼면 조직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며, 안전절차를 따르고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각하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안전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Mohamed (2002)는 

건설업계에서도 안전문화와 안전행동의 정적인 관계(r=0.41)가 유의함을 

밝혔다(Mohamed, 2002). Zohar (2003)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믿음이 안전문화의 인식으로 반영되고 이러한 인식들은 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지각 정도가 안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다(Zohar, 2003, 2011).  

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시되게 되면 안전문화에 대한 지각은 

낮아지게 된다(Lee, 2014). 안전문화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행동뿐만 

아니라 안전프로그램 참여율, 사고율에도 영향을 미친다(Griffin & Ne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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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는 다차원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현장에서 안전의 중요한 

선생변수로 간주되어 왔다(Yi, Lee, & Seok, 2011). Zohar (2003)는 안전문화가 

8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는 안전교육,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개입, 안전관리자의 지위, 안전위원회의 지위, 작업장의 위험 수준, 

승진에 대한 안전행위의 효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전행위의 효과, 안전에 

대한 필요한 작업 속도의 효과를 말한다. 조직이 효과적인 안전지침을 보유하고 

직원의 안전행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지침에 대한 직원간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직원들의 지침 이행은 증가할 것이다(Gersho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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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를 

조사하고 방사선 방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대한 소화기내시경 간호학회에 등록된 회원이 있는 전국의 

다양한 규모의 30개 병원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참여 하는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양측검정에서 중간 값의 효과 크기 .15를 기준으로 검정력(1-ß) .90, 유의수준 

α= .05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총 18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최소 

표본 크기는 183명이 계산되었으며, 회수율과 탈락율 20%을 고려하여 220명에게 

모바일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9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이 미비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 18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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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방어지식 16문항, 방어태도 13문항, 방어행위 15문항, 

자기효능감 18문항, 안전문화 17문항 및 직무 관련 특성 13문항, 일반적 특성 

10문항을 포함한 총 102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는 Han (2009)이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

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원자의 허락 하에 내시경실 간호사에

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후 간호학 교수 1인과 대한 소화기내시경 간호

학회 질 향상 위원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1)  방어지식 

 

방어지식은 방사선 방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으로(Han, 2009) 

1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이나 ‘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측정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KR20 = .575이었다. 

 

2) 방어태도 

 

방어태도는 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여부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Kim, 2004) 촬영 시 출입문 차폐, 정기적인 건강검진, 개인 선량계 착용, 

피폭선량 확인, 정기교육, 의사소통, 방사선 방어용구 관리 및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총 13문항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고‘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계산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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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행위 

 

방어행위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행동을 의미한다(ICRP, 

1996). 총 15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고‘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계산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를 잘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14이었다. 

 

4)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Adams 등(1983)이 개발한 도구를 Yang 

(1998)이 14개 문항을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8 이었다. 

과제 특수성 자기효능감은 Riggs 와 Knight (1994)가 제시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 집단 내 타인에 비해 스스로 업무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와 자신이 가진 업무능력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정도 등의 내용을 Han (2009)이 방사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고‘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과제 특수성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5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2이었다.  

 

5) 안전문화 

 

Griffin과 Neal (2000)의 안전문화 도구를 Kim과 Park (2002)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경영자의 안전철학 4문항, 안전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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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상사의 리더십 5문항, 규정절차 3문항와 관련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고‘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계산하여 측정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 ~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66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9-0162)을 받아 시작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9년 3월 22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였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안내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대한 소화기내시경 학회에 등록된 전국 30개 병원의 내시경실 

관리자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 후 동의를 얻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설문 페이지 링크주소를 배포 하였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문조사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종합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9-

0162)을 받고 수행하였으며, 설문지에 연구자 소개 및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 

명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이 동의 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한 뒤 연구자가 직접 응답 파일을 관리하였다. 

설문지의 대상자 식별 정보는 모두 삭제한 후 임의의 대상자 번호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추후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도 개인 식별 정보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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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4.0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 

Armonk, NY, USA: IBM Corp.)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방사선 관련 직무 특성과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방사선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행

위의 차이 검증은 독립 표본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또는 Dunnett test를 실시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 행위와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방어행위에 대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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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73명(92.0%), 남자가 15명(8.0%)이며 연령은 30~39세가 92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이 65명(34.6%), 30세 미만이 31명(16.5%)을 차지하였다. 기혼

자가 124명(66.0%)으로 미혼자보다 많았으며 교육 정도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117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가 46명(24.5%), 

전문대 졸업이 25명(13.3%)순이었다.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가 39.3%, 도 34.6%, 

광역시가 26.1% 순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이 149명(7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상 경력은 5~15년인 경우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4.2±7.7년 

동안 근무하였다. 내시경실 경력은 10년 이상 근무자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8.3±5.9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93.1%의 대상자가 정규직이었

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30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책임간호사 35명

(18.6%), 수간호사가 이상이 23명(1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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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Female 

15(8.0) 

173(92.0) 

 

Age(year) < 30  

30-39 

≥40 

31(16.5) 

92(48.9) 

65(34.6) 

 

37.2±7.4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24(66.0) 

64(34.0)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5(13.3) 

117(62.2) 

46(24.5) 

 

Region Seoul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Province 

74(39.3) 

49(26.1) 

65(34.6)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149(79.3) 

39(20.7) 

 

Clinical career(yr) < 5  

5-15 

≥15  

20(10.6) 

85(45.2) 

83(44.2) 

 

14.2±7.7 

Career in endoscopy(yr) < 5 

5-10 

≥10 

62(33.0) 

59(31.4) 

67(35.6) 

 

8.3±5.9 

Employment status Full time 

Part time 

175(93.1) 

13(6.9)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 Unit manager 

130(69.2) 

35(18.6) 

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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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방사선 직무 관련 특성 

 

대상자의 방사선 직무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방어 시설 구비 종

류는 중복 응답하게 하였고 결측치 1명을 제외하고는 납 앞치마는 187명(100%), 

납 갑상선 보호대는 178명(95.2%)으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납안경은 140

명(74.9%), 납장갑 140명(74.9%), 차폐막 140명(74.9%), 차폐문 139명(74.3%)으

로 비교적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 구비된 방어 시설 개수는 6종 모두 보유한 응

답자가 84명(44.7%)이었으며 4~5종이 75명(39.9%), 3종 이하가 28명(14.9%)을 

차지하였다.  

방어 용구를 미착용 하는 이유도 중복 응답하게 하였고 ‘방어 용구가 불편해

서’가 67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착용할 시간이 없어서’가 40명(24.2%)

으로 그 다음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출입문 차폐 가능 여부는 ‘그렇다’ 응답

자가 160명(85.1%), ‘그렇지 않다’가 28명(14.9%)이었다.  

납 앞치마 성능 정기 점검은 152명(80.9%)이 시행한다고 응답하였고 개인 피

폭 선량계는 175명(93.1%)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개인 방사선 피폭선

량은 172명(91.5%)이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방사선 방어 프로토콜은 147명

(78.2%)이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내시경 하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참

여한 일일 근무시간은 1시간 미만이 65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1~4시간 미만

이 48명(25.5%), 4~8시간 미만이 39명(20.7%), 8시간 이상이 36명(19.1%)순이었

다. 184명(97.9%)의 근무기관이 병원 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방사선 관련 교육은 

응답자의 141명(75%)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의 종류는 온라인 

교육(53.7%)과 집합 교육(52.8%)이 대부분이었다. 교육 효과는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응답한 자가 42.6%(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39.0%(5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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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8) 

Variables Categories   n (%) 

Type of RP facilities and equipment* 
(n=187) 

RP apron 
RP thyroid shield 
RP glasses 
RP gloves 
Shield barrier 
Shield door 

187(100.0) 
178(95.2) 
140(74.9) 
140(74.9) 
140(74.9) 
139(74.3) 

Number of RP facilities and equipment 
(n=187) 

< 3 
4-5 
≥6 

28(14.9) 
75(39.9) 
84(44.7) 

Reason not to wear RP equipment *  
(n=165) 

Lack of RP equipment  
To bother 
Uncomfortable 
Absence of the right size 
Short of wearing time 
Due to dirty RP equipment 
Others 

26(15.8) 
49(19.7) 
67(40.6) 
14(8.5) 
40(24.2) 
21(12.7) 
7(4.2) 

Perfectly closing probability  
of shielding door 

Yes 
No 

160(85.1) 
28(14.9) 

Functional check of RP apron Yes 
No 

152(80.9) 
36(19.1) 

Existence of personal radiation badge Yes 
No 

175(93.1) 
13(6.9) 

Regular check for RE dose Yes 
No 

172(91.5) 
16(8.5) 

Existence of protocol for RP Yes 
No 

147(78.2) 
41(21.8) 

Medical check up related to radiation  Yes 
No 

168(89.4) 
21(10.6) 

Duration of RE per day (hr) < 1  
1~ 4 
4~ 8 
≥ 8  

65(34.6) 
48(25.5) 
39(20.7) 
36(19.1) 

Hospital accreditation Yes 
No 

184(97.9) 
4(2.1) 

Education on RP Yes 
No 

141(75.0) 
47(25.0) 

Kind of education* 

(n=141) 
Offline lecture 
Online lecture 
Booklet or Handout 

65(52.8) 
66(53.7) 
5(4.0) 

Effect of education* 

(n=141) 
Very helpful 
Helpful 
Average 
Little helpful  
Not helpful at all 

14(9.9) 
60(42.6) 
55(39.0) 
11(7.8) 
1(0.7) 

*Multiple response; RP=Radiation protection; RE=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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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지식, 방어태도, 방어행위, 자기효능

감, 안전문화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지식, 방어태도, 방어행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는 

Table 3과 같다. 방사선 방어지식은 16점 만점에 11.11±2.30점이었고 방어태도

는 65점 만점에 60.09±6.70점, 방어행위는 75점 만점에 67.93±8.64점, 자기효

능감은 90점 만점에 67.33±8.46점, 안전문화는 85점 만점에 60.59±13.06점이

었다(Table 3).  

 

 

Table 3. Score of Protection Knowledge, Protection Attitude, Protection 

Behavior against Radiation, Self-efficacy and Safety climate in Endoscopy 

Nurses 

 

                                                                (N=188)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Min Max 

RP Knowledge  0-16 11.11± 2.30  2 16 

RP Attitude 13-65 60.09± 6.70 13 65 

RP Behaviors 15-75 67.93± 8.64 24 75 

Self-efficacy 18-90 67.33± 8.46 38 90 

Safety climate 17-85 60.59±13.06 17 85 

RP=Radi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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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행위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행정구역(F=5.14, p=.007), 직위(F=4.29, p=.018)이었다. 

사후 검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도 지역에 비해 방어 행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 수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에 비해 방어행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결혼, 학력, 기관형태, 임상경력, 내시경실 경력, 재직 형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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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ge(yr) < 30 

30-39 

≥40 

66.10± 9.91 

67.97± 8.92 

68.75± 7.50 

0.10 

(.372)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68.22± 8.32 

67.38± 9.26 

0.63 

(.528)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65.88±10.58 

67.52± 8.97 

70.09± 5.96 

2.30 

(.103) 

Region Seoul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Province 

70.22± 6.70 

67.04± 8.87 

66.00± 9.87 

5.14 

(.007) 

(a>c)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68.30± 8.05 

66.51±10.58 

1.15 

(.251) 

Clinical career(yr) < 5 

5-15 

≥15 

61.95± 6.98 

63.09± 9.27 

64.12± 7.42 

0.68 

(.508) 

Career in endoscopy(yr) < 5 

5-10 

≥ 10 

67.21± 6.82 

66.63±11.60 

69.75± 6.69 

2.40 

(.093) 

Employment status Full time 

Part time 

67.89± 8.64 

68.54± 8.98 

-0.26 

(.793)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 Unit manager 

68.89± 7.05 

71.00± 4.93 

4.29 

(.018)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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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방사선 직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행위  

 

대상자의 방사선 직무 특성에 따른 방사선 방어 행위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납 앞치마 성능 정기 점검(F=2.80, p=.006), 방사선 

방어 프로토콜 비치(F=2.53, p=.012), 방사선 관계 종사자 정기 건강검진 경험 

유무(F=2.46, p=.015)이었다. 구비된 방어 시설 개수, 출입문 차폐 가능 여부, 

개인 피폭 선량계 보유,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 확인, 내시경 하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참여한 일일 근무시간, 방사선 관련 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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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according to Job related 

Characteristics  

 

(N=188)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Number of RP facilities and equipment 3 

4-5 

6 

64.46±12.96 

67.63± 8.51 

69.40± 6.51 

2.53 

(.087) 

 

Perfectly closing probability  

of shielding door 

Yes 

No 

68.29± 8.37 

65.89± 9.94 

1.36 

(.177) 

 

Functional check of RP apron Yes 

No 

68.78± 7.97 

64.36±10.41 

2.81 

(.006) 

Existence of personal radiation badge Yes 

No 

68.15± 8.57 

65.00± 9.39 

1.27 

(.206) 

 

Regular check for RE dose Yes 

No 

68.27± 8.66 

64.25± 7.56 

1.79 

(.075) 

Existence of protocol for RP Yes 

No 

68.76± 8.31 

64.95± 9.24 

2.53 

(.012) 

Medical check up related to radiation  Yes 

No 

68.46± 8.44 

63.50± 9.26 

2.46 

(.015) 

Duration of RE per day (hr) < 1  

1~4 

5~8 

>8  

68.22± 9.51 

66.44± 8.05 

68.21± 9.17 

69.11± 7.11 

0.74 

(.532) 

Education on RP Yes 

No 

68.60± 8.44 

65.91± 8.99 

1.86 

(.065) 
RP=Radiation protection; RE=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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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와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 행위와 제 변수인 방어지식, 방어태도, 자기효능감, 안

전문화와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방사선 방어 행위와 방어태도 

r=.708(p=<.001), 자기효능감 r=.356(p=<.001), 안전문화 r=.326(p=<.001), 방

어지식 r=.289(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Endoscopy Nurse’s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N=188) 

Variables 
RPB RPK RPA SE SC 

r(p) r(p) r(p) r(p) r(p) 

RPB 1     

RPK .289 (<.001) 1    

RPA .708 (<.001) .281 (<.001) 1   

SE .356 (<.001) .247 (.001) .419 (<.001) 1  

SC .326 (<.001) .120 (.100) .195 (.007) .290 (<.001) 1 

RPB=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RPK=Radiation protection knowledge;  

RPA=Radiation protection attitude; SE=Self-efficacy; SC=Safety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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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미치는 요인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 방어지식, 방어태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와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직위, 행정구역, 방어 시설 구비 수, 납 

앞치마 성능 정기 점검, 방사선 방어 프로토콜 비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정기 

검진 경험, 방사선 관련 교육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고 직위와 행정구역

을 더미화하여 통제한 후 입력방식(enter)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Table 6) 독립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중공

선성 분석 결과 Durbin–Waston 통계량이 1.80으로 자기 상관 관계가 독립적이었

고 공차한계(tolerance)는 .68~ .87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15~1.47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상의 문제는 없었다(Table 7).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

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상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값도 1.0을 초과하는 개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6.75, p<.001) 측정 변

수들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54%였다. 직위와 행정구역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방어태도(p<.001)

와 안전문화(p=.013)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따르면 방사선 방어태도가 높을수

록 방어행위가 높을 것이며(β=0.63, p<.001) 안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방어행

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β=0.15, P=.013)(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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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collinerity Tes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N=188) 

Variables Tolerance VIF 
Durbin-

Waston 

RP knowledge  .80 1.25 

1.80 

RP attitude .68 1.47 

Self-efficacy .70 1.43 

Safety climate .71 1.40 

Position               Charge nurse* .81 1.24 

     ≥Unit manager* .86 1.17 

Region                 Metropolitan city* .71 1.40 

         Seoul special city* .69 1.45 

Number of RP facilities and equipment .76 1.32 

Functional check of RP apron .73 1.38 

Existence of protocol for RP .82 1.22 

Medical check up related to radiation  .87 1.15 

Education on RP .78 1.28 
*Dummy variable; RP=Radiation protection. 

 

 

 

 

 

 

 

 

 

 



- 28 - 

 

Table 8.  Factors influencing Endoscopy Nurse’s Protection Behavior 

 

(N=18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91 4.62  1.06 .289 

RP knowledge  0.16 0.22 0.04 0.72 .470 

RP attitude 0.81 0.08 0.63 10.60 <.001 

Self-efficacy 0.04 0.06 0.04 0.73 .469 

Safety climate 0.10 0.04 0.15 2.51 .013 

Position          (ref. staff nurse)      

          Charge nurse* -1.20 1.20 -0.05 -0.98 .327 

≥Unit manager*     1.02 1.41 0.04 0.72 .471 

Region            (ref. province)      

Metropolitan city* -1.40 1.15 -0.07 -1.22 .224 

Seoul special city* 1.46 1.08 0.08 1.36 .177 

Number of RP facilities and equipment -0.35 0.40 -0.05 -0.90 .371 

Functional check of RP apron 1.83 1.27 0.08 1.44 .152 

Existence of protocol for RP 1.47 1.14 0.07 1.29 .199 

Medical checkup related to radiation 1.72 1.48 0.06 1.16 .247 

Education on RP 0.79 1.11 0.04 0.70 .482 

Adj R2=.54, F=16.75, p<.001 

*Dummy variable; RP=Radi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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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다 기관에서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방사선 방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에서 내시경실 간호사들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방사선 방어태도와 안전 문화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방사선 방어행위는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90.57점이었다. 

이는 6개 대학 및 종합병원의 내시경실 간호사(Hong & Shin, 2014)와 방사선 관

계 종사자를 대상으로(Han, 2009) 조사한 결과 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2014년 2차, 2018년 3차로 반복 시행

되면서 인증 항목에 해당되는 직원 안전과 보호구 착용 및 관리 등의 방사선 안

전 관리가 점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대상자 184명(97.9%)의 의료기

관이 인증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준비와 교육의 결과로 

보인다. 

방사선 방어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으로 방사선 방어태도는 100점 만점으

로 환산 시 92.44점으로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던 Hong과 Shin (2014)

의 연구 결과 92.27점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11년 일본 후코시마 

원전사건과 국내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 생활용품의 

방사성 물질 검출 사건들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경각심

이 고취되어 방사선 방어 태도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Choi, 2016). 

본 연구결과에서는 방사선 방어태도가 높을수록 방어행위가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방어태도에 비해 방어행위가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방사선 방어와 관련하여 시술의사 또는 방사선사와 의논한다” 와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방사선 노출 환경에서 업무 시 납 안

경을 착용한다”였다. 이 결과는 복잡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술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방어환경 보다는 시술 자체의 진행 및 성공 여부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시술 진행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 시술의의 부정적인 반응들로 

인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업무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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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종과 함께 일하는 환경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Speak Up을 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방어용구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방어태도가 방어행위로 이어 지지 못하는 

것은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높은 방어태도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절 및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어용구와 시설의 확보 등 

방어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 가능성이 높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

겠다. 또 방사선은 시각적, 촉각적 감각으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방

사선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으로 부정적인 방어태도를 유발할 수 있고(Alavi, 

Dabbagh, Abbasi, & Mehrdad, 2017) 반면에 방사선의 많은 부작용은 대개 장시

간 후에 발생하므로 방사선 피폭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방어행위에 대

해 소홀해 하는 경향이 있다 (Flôr & Gelbcke, 2013).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올

바른 방어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어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SGE)의 보고서에 의하면 내시경 검사 중 직원은 화학적 노출, 방사선 노출, 근

골격계 손상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음 두 기관의 안전지침을 따르도

록 하고 있다(Pedrosa et al., 2010).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 의해 고용주가 각 직무에 대한 위험 가

능성을 평가하고, 훈련 및 필수 보호 장비와 의류를 제공하며, 위험 및 잠재적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도록 권장

한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의 선정

과 사용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두 기관 모두 내시경 환경에 적합한 특정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 두 지침에 따르면 납 앞치마 착용은 필수로 권장하지

만 납 갑상선 보호대와 납 안경은 방사선 피폭을 85~90%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방어 

용구 미착용 이유를 살펴보면 방어 용구가 불편해서(납 안경이 어지러워서, 잘 

안보여서)가 4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PPE 착용에 관련한 태도 

문항 중 납 안경에 대한 문항이 평균 4.44점으로 필수 착용인 납 앞치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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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8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는 내시경하 방사

선시술의 특성 상 철저한 방사선 방어행위가 요구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방어태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시경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인 차원의 방사선 방어관리 

지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안전문화는 100점 만점 백분율 환산 시 71.28점이었다. 대상자의 안전문화 수

준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안전문

화는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Kim, 2015; Lee 

et al., 2011; Son, 2012). 간호사의 경우 항상 안전을 중요시하는 집단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고 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어 안전문화의 요소인 안전의사소통, 

경영자의 안전철학 및 상사의 안전리더십이 일선의 일반 직원들에게 비교적 효

과적으로 공유되고 있다(Ji & Shin, 2018). 

안전문화가 조성되면 구성원들은 안전을 준수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예방하

려는 동기가 유발되며 안전한 작업 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Park, 2002). 안전문화의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철학, 

가치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안전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Zohar, 1980, 2000), 조직원들에게 안전 증진을 위한 자원

을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하게 된다(Mohamed, 2002). 기본적으로 방어환경이 조

성되어야 하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업무 환경 상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철학과 

가치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Shin (2014)의 연구에서

는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만족이 높을수록 그에 부합하는 책임감 또한 높아져 

결과적으로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조직성과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안전문제에 대

해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조직의 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게 되며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가 고취되고 이는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Lee 등(2016)의 연구에서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수간호사의 권한 

정도에 따라 간호사의 심리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신념이나 욕구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라 하였다. 이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병원조직의 안전분위기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Lee, Ryu, Park, & Choi, 2016). 안전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안전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지지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질수록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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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행위에 대한 지각은 높아질 것이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간

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사선 방어 행위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안전문화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의 안전과 안위를 

초점으로 하였다(Kim et al., 2012; Son, 2012). 그러나 의료인의 근무지인 병

원환경은 이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할 곳이다. 2017년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 발표한 “Workplace safety in health care”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안전이 환자 안전 운동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National Patient Safety Foundation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은 의료인의 안전을 환자안전활동으로 여기고 있다(Simon & Canacari, 

2017). 국내에서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직업 안전과 환자 안

전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 하였고(Kang, 2019)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

(OSHA)은 미국 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JC)와 협력하고 있으며 

JC는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진 안전 활동의 상승 작용 및 안전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병원환경은 다른 산업체 환경 못지않게 고위험적 환경이며 직업적 

재해율은 간호직이 높다고 하였다(Levine & Goody, 1992). 내시경실 간호사는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이 유해물질을 다루거나 안전사고에 노

출되어 있는 다른 산업체와 유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Park & Kim, 2002)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ASGE)에서도 OSHA의 지침을 권고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의 안전문화를 확인하는 도구로 내시경실 간호사의 근무지 문화를 조사하

였다. 추후 내시경실 간호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합한 도구 개발을 통해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 외 변수로 연구대상자의 방사선 방어지식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69.44점으로 치과의사(Kim, 2003)와 혈관 조영실 방사선 작업 종사자(Cho, 2004)

보다 낮은 점수였다. 이는 방어지식도구가 특정 허용치 숙지를 요구하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도구의 신뢰도(KR20=.575)가 낮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

된다. 추후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내시경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수준에 적

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법정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에 비해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선량계 착용자에 한해서만 년 1회 원내 교육을 이수하



- 33 - 

 

도록 규정되어 있다(Medical Service Act, 2017). 방사선 관련 교육 이수자는 

Hong과 Shin (2014)의 연구에서 50.8%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75.0%였으나 

방어 지식 수준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방사선 관

련 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방사선 관련 교육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 “보통이다”이하의 응답자가 47.5%이었다. 국내 의료기

관에서의 방사선 안전 교육 및 관리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계종사자

로 나뉘어 각각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Nuclear Safety Act, 

2019), 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관할하고 있다(Medical 

Service Act, 2017).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행정부서에서 관리되면서 규정 및 교

육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Her & Ahn, 2018).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매년 의무교

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내시경실 간호사는 방사선 안전 관

리 책임자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전달 방식이 매우 다

양하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도 선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

수하지만 이후 의무교육은 없는 실정으로 전문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Medical 

Service Act, 2017).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에 발표된 진단용 방사선 분야 안전관리 

교육시스템 체계구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X

선 장치를 취급하는 모든 관계종사자에게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이

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최초 교육은 6시간, 영

상의학전문의는 20시간, 이 후 매년 의사, 방사선사는 2시간, 간호사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독일은 X선 발생장치,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치료기

를 다루는 모든 종사자에게 매 5년에 8시간, 간호사는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

로 시행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방사선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과정을 10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호주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 

방사선 업무와 연관된 모든 종사자는 매년 1시간의 강의를 이수해야만 자격 면

허를 유지할 수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1). 

앞서 국내 방사선 교육 및 안전 관리는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가 시

급하며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제도 개선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의 정책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방사선 방어지식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 행위 수행도가 높아진다는 여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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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논문 결과(Choi, 2016; Hong & Shin, 2014)를 토대로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

어지식 향상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

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내시경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백분율 환산 

하였을 때 74.81점이었다. 수술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17)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업무와 관련된 지침 이행

이 높게 측정되고(DeJoy, Searcy, Murphy, & Gershon, 2000) 개인보호장구 착용 

정도가 높고 지침 이행에 거부감이 낮아 항암제 안전지침 이행이 유의하게 높았

던 연구 결과(Callahan et al., 2016)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시 차폐벽 안쪽의 조정실에서 직접 방사선을 조정하는 방사선사에 

비해 환자와 완벽히 분리된 곳에서 작업하는 간호사는 15.1%에 불과했으며, 방

사선 작업을 하는 동안 환자를 붙잡고 작업하는 경우는 90.6%이었다(Jang, 

2018). 또한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 시 간호사의 업무 특성 상 자기 주도

하에 시술을 진행하기 어렵고 방사선사 또는 시술의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간호

사의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방어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이라 사료된다.  

방사선 방어행위와 제 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방사선 방어행위는 

방어지식, 방어태도, 자기효능감, 안전문화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방어지식과 방어태도는 Kim (2004)

과 Hong과 Shin (2014)등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상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고 안전문화는 안전 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Noh (2015), Lee (2011)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

서 전국의 다양한 규모의 병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방어지식, 방어태도 뿐만 아

니라 자기효능감, 안전문화가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미치는 영

향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방사선 방어태도 및 안전문화의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방

어 환경이 방사선 방어행위에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본 연구

에서 조사된 결과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방사선 방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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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용구의 구비 등 방어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사선 방어관리를 위해서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방사

선 관련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의무 교육의 법제화, 지침 개선 등의 조직적인 접

근으로 방사선 방어태도를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

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지지 하에 리더는 

효과적인 안전리더십을 발휘하여 간호사들이 정해진 규정 및 절차를 따르며 적

극적으로 안전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시경실 간호사 또한 경영진 및 상사의 안전에 대한 철학 및 가치

를 공유하고 업무량이나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안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

며 동료간 안전행위를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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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내시경하 중재적 방사선시술에 참여하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방사선 

방어태도와 안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행위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방어태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어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의료 현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방사선 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의무교육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사선 방어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업무량 조절 및 방어용구와 시설 확보 등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어 환경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며 내시경실 방사선 방어관리 지침 구축 및 

평가기준마련 등의 병원의 행정과 정부 측면에서의 접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서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 리더, 간호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규정 및 

절차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타 직종과 함께 일하는 

환경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Speak Up 할 수 있고 서로의 안전행위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 외 방사선 피폭방어행위 기대요인, 조직 

유용성, 방어환경 등 기타 다른 영향요인을 포함한 내시경실 간호사 

대상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문화의 하위 요소가 직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의 하위 요소를 재구성하여 각 

요소 별로 방사선 방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피폭선량계의 피폭선량, 혈액학적 변화 등 생리적 지표를 포함한 

방사선 방어행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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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내시경 하 중재적 방사선 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

어에 대한 지식, 태도, 환경 및 자기효능감, 안전문화를 파악하고, 방사선 방어행위와 관련된 요

인들을 파악하여, 내시경실 간호사의 효율적인 방사선 방어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내시경실 간호사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전체 200여명의 대상자가 참여하게 되며, 귀하의 이름을 포함한 개인식별정보 및 민

감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 무기명 설문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이며,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의견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약 8~10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아래 ‘연구참여 동의란’에 체크해 주신 후 다음 페이지의 설

문에 참여해 주십시오.  

귀하께는 본 연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설문을 작성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설문을 자유롭게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의 내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신 경우 본 안내문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문을 완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쿠폰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관련 법에 따라 연구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할 

것이며, 쿠폰발송을 위해 작성된 연락처 자료는 연구종료 즉시 폐기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허가를 받은 연구이며, 연구내용 및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구책임자 측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윤보영 (울산대학교 임상간호리더전공)  

∙ 연락처 : 010-7445-6415(haiyam66@gmail.com) 

 

#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문의 및 상담처 

∙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 052-259-1893, irbkty@ulsan.ac.kr 

 

본인은 상기의 연구 참여에 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설문)에 참여하

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해당 칸에 v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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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다음은 방사선 방어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맞다 틀리다 모른다 

1. 방사선 조사 면적이 넓을수록 환자가 받는 피폭량은 많아진다.     

2. 인체에서 생식선은 방사선에 민감한 부위이고 유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임신 동안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태아사망, 기형, 기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암, 백혈병, 탈모, 홍반 등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5. 납 앞치마(Apron)는 방사선피폭을 방어할 수 있다.     

6. 납 앞치마(Apron)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7. 방사선 촬영 동안 방어용구 사용은 방사선 방어에 도움이 된다.     

8. X-선의 차폐는 납이나 콘크리트로 된 물질로 가능하다.     

9. 법정 개인 피폭 선량계는 TLD(열형광선량계)와 Film-Badge(필름뱃지) 
두 종류뿐 이다.  

   

10. TLD(열형광선량계)는 전신 중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피폭이 예상되는 

부위에 착용하며 대체로 좌측 가슴에 착용한다.  
   

11.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연간 권고 평균 피폭선량은 최대 20mSv이다.     

13. 방사선의 강도는 거리가 멀수록 감소한다.      

14.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 말초 혈액중의 혈색소량, 적혈구 및 
백 혈 구  수 를  측 정 해 야  한 다 

   

15. 임신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작업 조건은 임신기간 동안 추가 
등가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 방사선 촬영 시 환자와 X-ray 튜브 로부터 안전 거리는 최소 2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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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방사선 방어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방사선 촬영 시 출입문은 차폐된 상황에서 촬영해야 
한다. 

     

2. 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3.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방사선 관련 근무 중 에는 상시 개인 피폭선량계를 
착용해야 한다. 

     

5. 매월 또는 매 분기로 개인 피폭선량계로 측정 되어진 
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해야 한다. 

     

6. 방사선 노출 시 방사선원과 환자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짧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8. 방사선 방어와 관련하여 시술 의사 또는 방사선사와 
의논해야 한다. 

     

9. 방사선 노출환경에서 업무 시 납 앞치마(Apron)를 
착용해야 한다. 

     

10. 방사선 노출환경에서 업무 시 납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11. 방사선 노출환경에서 업무 시 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12. 납 앞치마(Apron)를 사용한 후 펴서 보관해야 한다. 

     

13. 납 앞치마(Apron)의 성능시험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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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방사선 방어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방사선 관련 근무 중에는 상시 개인 피폭선량계를 
착용한다. 

     

2.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방에 잠시 출입하는 
 경우에도 방어 용구를 착용한다.  

     

3. 방사선 촬영 시 출입문을 닫아 차폐한다.   

     

4.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짧게 하려고 노력한다.  

     

5. 방사선 노출 시 방사선원과 환자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6. 방사선 방어와 관련하여 시술의사 또는 방사선사와 
의논한다.  

     

7. 방사선 촬영중인 경우 출입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8. 근무자가 임산부인 경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매월 또는 매 분기로 개인 피폭선량계로 측정 되어진 
피폭선량을 확인한다.  

     

10.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에 참여한다.   

     

11.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12. 방사선 방어 용구를 규칙적으로 관리, 점검한다.  

     

13. 방사선 노출 환경에서 업무 시 납 앞치마(Apron)를 
착용한다.  

     

14. 방사선 노출 환경에서 업무 시 납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한다. 

     

15. 방사선 노출 환경에서 업무 시 납 안경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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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귀하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4.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5.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7.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8.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9.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조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10.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11.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12.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13.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14.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5. 나는 방사선 방어 행위능력에 대해 누구보다 확신이 

있다. 

     

16. 나는 나의 방사선 방어 행위능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7. 나는 방사선 방어 행위능력에 자신이 없다. 

     

18. 나는 방사선 방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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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우리 부서의 안전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서의 관리자는 간호사의 안전에 관심을 가진다. 

     

2. 우리 부서의 관리자는 현업에서의 안전을 강조하는 
편이다. 

     

3. 우리 부서의 관리자는 운영활동 중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고 있다.  

     

4. 우리 부서의 관리자는 앞으로 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우리 부서는 안전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6. 우리 부서에서는 자신이 관계된 안전문제에 대해 상사와 
상의할 수 있다.  

     

7. 우리 부서의 내부 미팅에서 안전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  

     

8. 우리 부서는 안전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9. 우리 부서의 안전규정은 잘 운영되어 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하다. 

     

10.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규정이 있다.  

     

11. 우리 부서의 안전규정은 잘 운영되어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12. 나의 상사는 내가 안전규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칭찬한다. 

     

13. 나의 상사는 누구라도 안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경우 

신중히 고려한다.  

     

14. 나의 상사는 부하와 안전에 대해 자주 논의하곤 한다.  

     

15. 나의 상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보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할 것을 권유한다.  

     

16. 나의 상사는 중요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사소한 안전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인다. 

     

17. 나는 안전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지원과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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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근무지에 있는 방사선 방어 용구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납 치마(Apron)  ② 납 갑상선 보호대   ③ 납 안경    

④ 납 장갑         ⑤ 차폐막             ⑥ 기타 (                      ) 

 

2. 귀하가 혹시 방사선 이용 시술 참여 시 방어용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방어 용구가 없어서    ② 착용하기 귀찮아서    ③ 건강에 문제없을 것 같아서  

④ 방어 용구가 무거워서  ⑤ 맞는 방어 용구 사이즈가 없어서  

⑥ 착용할 시간이 없어서  ⑦ 위생상 청결하지 못해서  ⑧ 기타 : 

 

3. 귀하의 근무지 출입문은 방사선 촬영 시 차폐된 상황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귀하의 근무지는 납 앞치마(Apron)의 성능 시험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귀하의 근무지에는 개인 피폭 선량계가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6. 귀하의 근무지는 정기적으로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귀하의 근무지에는 방사선 방어에 대한 프로토콜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최근 일주일 일일 근무 시간 중 내시경 하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참여한 일일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9. 귀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정기 건강 검진(문진+말초혈액 중의 Hb, RBC, WBC)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귀하의 근무기관은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1. 귀하의 근무 기관에서 방사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1-1.로 가시오  

② 없다  

 

11-1. 받으신 교육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집합 교육     ② 온라인 교육    ③ 소책자     ④ 기타 (              ) 

 

11-2. 받으신 교육이 방사선 방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6. 다음은 방사선 관련 직무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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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만            세 

 

3. 결혼 여부: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4. 교육 정도:   ① 전문대 졸업  

                 ② 대학 졸업  

                 ③ 대학원 과정 이수(또는 과정 중) 

 

5. 소속 행정 구역:   ①특별시   ② 광역시    ③ 도 이하  

 

6. 근무 기관:   ① 상급종합병원      

                 ②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③ 종합병원(100~300병상)  

                 ④ 병원(100병상 미만) 

 

7. 임상 총 경력 기간: (   )년 (   )개월 

 

8. 내시경실 총 경력 기간: (   )년 (   )개월 

 

9.  재직 형태:   ① 정규직    ②비정규직  

 

10. 직위:  ①일반 간호사   

           ② 책임 간호사   

           ③ 수 간호사  

           ④ 팀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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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Endoscopic Interventional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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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University of Ulsan 

Directed by Professor 

Park, Jeong Yun, RN, Ph.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s of endoscopy nurses during endoscopic interventional 

radiology. By online surveying 188 nurses who perform radiation related 

tasks in 30 multi-agency endoscopy rooms in Seoul and six metropolitan 

cities and eight provincial regions conducted data collection through 

online surveys from March 22, 2019 to April 10,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as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study subjects was 37.2±7.4 years,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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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of 14.2±7.7 years, and career in endoscopy of 8.3±5.9 years. 34.6% 

participated in endoscopic interventional radiology for less than one hour. 

There were 75% of those who received radiation protection related 

education, and 42.6% said the education was 'helpful'. 97.9% of study 

subjects were belonged to workplace that received hospital accreditation.  

 

2. The radiation protection knowledge of the subjects averaged 

11.11±2.30 points out of 16 points, while the average protection attitude 

was 60.09±6.70 points out of 65 points, the average protection behavior 

was 67.93±8.64 points out of 75 points, the average self-efficacy was 

67.33 ±8.46 points out of 90 points, and the average safety climate was 

60.59±13.06 points out of 85 points. 

 

3. The behavior of radiation protection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region (F=5.14, p=.007), position (F=4.29, p=.018), 

functional checking of radiation protection apron (F=2.80, p=.006), 

existence of radiation protection protocols (F=2.53, p=.012) and whether 

or not radiation related workers’ regular medical checkup (F=2.46, 

p=.015). 

 

4.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has show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adiation protection attitude r=.708(p=<.001), 

self-efficacy r=.356(p=<.001), safety climate r=.326(p=<.001), radiation 

protection knowledge r=.289(p=<.001). 

 

5. The factors influencing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s are the 

radiation protection attitude and safety climate. The higher the radiation 

protection attitude (β=0.63, p<.001) and safety climate (β=0.15, p=.013), 

the better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s a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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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to improve the radiation protection attitude, accurate knowledge of 

radiation and protection management will have to be preceded, which will 

require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with expertise based on the medical si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compulsory education for radiation related workers. And the 

protective equipment and facilities are fully available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load needs to be controlled. It should be established 

the administrative strategy and policy about radiation protection 

guidelines in the endoscopic room and accreditation in endoscopic 

interventional radiology.  

This study shows that organizational leadership, leader, and staff should 

share their opinions on safety and implement regulations procedures to 

improve the microsystem’s safety climate from their perspectives. In 

addition, it is need to create the safety climate which supports each 

other, actively speaks up, and encourages each other's safety behavior. 

 

Key words: radiation protection behavior, radiation protection knowledge, 

radiation protection attitude, self-efficacy, safety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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