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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마음 깊이 간직하던 배움의 열망을 이 작은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세심한 지도와 조언

을 아끼지 않으신 노재훈 교수님,논문의 올바른 진행방향을 위해 아낌없는 도
움을 주시고 다듬어주신 원종욱 교수님,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의 부족함을
끝없는 인내와 자상함으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셨던 김치년 교수님께 머리 숙
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생활과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김현수 선생님,바쁜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정우진 선생님,구본주 선생님,추철웅 선생님,모든
산업보건연구소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조관호 과장님과 최계숙

팀장님,통계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신 이진아 선생님,독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에 큰 즐거움과 쉼터가 되었던 우리 동기들 및 선배님과 후배님

들,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직장동료 선생님들,설문작성에 도움을 주신 치
료방사선사 선후배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언제나 부족한 나에게 늘 한결같은 마

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주고 있는 아내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느새 첫 돌이 되
어가는 아들 시우에게 지면을 빌어 고마움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과 좋은 인연으로 가득했던 대학원생활에 자랑스러움

과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06년 6월
이기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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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산업보건의 목적은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
호․증진시키고,나아가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근로자의 산업보건
실천을 높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적극적인 보건활동이다.
이 연구는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차폐물을 취급하는 치료방사선

사를 대상으로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2월 1일부터 동년 5월 21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국의 치

료방사선과가 있는 의료기관중 이 연구의 취지에 찬성한 23곳 의료기관 치료방사
선과의 치료방사선사 211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산업보건실천으로 이루어져있다.각 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자 211명 중 92.9%가 남성이었다.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방진용

마스크는 24.2%,MSDS는 1.9%가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특수건강진단에 포함
된 유해위험인자가 납이라고 응답한자는 77.7%,납과 카드뮴이라고 응답한자는
22.3%였다.
산업보건인지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자는 94.3%,

MSDS교육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자는 99.5%였다.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에서
는 96.7%,MSDS내용숙지에서는 99.5%,경고표지 내용숙지에서는 91.9%가 내용
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산업보건실천 수준과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에

서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비흡연자,비음주자,모형제작실에 보호구가 비
치되었다고 응답한자,작업환경측정 주기가 1년에 2회라고 응답한자,특수건강진
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가 납과 카드뮴이라고 응답한 자에서 산업보건실천 수
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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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다중회귀분석결과 다른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후 산업보건실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흡연여부,모형제작실 근무기간,작업환경측정 주기,유해
위험인자,산업보건인지도였으며,이 요인들은 산업보건 실천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비흡연자,모형제작실 장기 근속자,작업환경측정

주기 빈도가 높은 곳과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가 납과 카드뮴인 곳
의 치료방사선사,산업보건인지도가 높은 자의 산업보건실천이 높았으며,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차폐물을 취급하는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을 높이기 위해서
는 안전보건교육과 MSDS교육의 실행으로 산업보건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

핵심되는 말 :산업보건실천,납,카드뮴,중금속,치료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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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치료방사선사는 환자의 정상세포부위의 방사선조사를 막고 암세포를 포함한 치
료부위만을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 블록(Block)이라고 불리는 차폐물을 모형제작
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제작,가공하는데,이 차폐물은 제작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녹는점을 낮춘 특수 제작된 합금을 사용하며 이를 저용융점납합금
(Cerrobend)이라고 한다(Karzmark와 Huisman,1972).이 차폐물의 구성은 비스무
스(Bi,bismuth)50%,납(Pb,lead)26.7%,주석(Sn,tin)13.3%,카드뮴(Cd,cadmium)
10%로 되어있다(Parfitt,1971).따라서 치료방사선사가 차폐물을 제작,가공,폐기
물 제거 등의 작업 중에 중금속,특히 반감기가 길고 인체에 심각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납과 카드뮴의 흄,분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이때 치료방사선사
의 방진마스크 사용이나 국소배기장치의 가동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고,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치료방사선사에게 적합한 납과 카드뮴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으
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현재 공기 중 납의 노출기준은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AmericanConferenceofGovernmentalIndustrialHygienists,ACGIH)와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8시간 시간가중노출기준(thresholdlimitvalue-timeweighted
average,TLV-TWA)을 0.15㎎/㎥으로 권고하고 있다.카드뮴에 대한 노출기준은
ACGIH와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8시간 TLV-TWA을 0.05㎎/㎥으로 권고하고 있다
(ACGIH,2005).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금속을 취급하는 사업
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중금속의 농도를 노출기준 이하
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부,2006).그러나 치료방사선사의 방진마스크사용과 같은 산업
보건실천이 저조하고,차폐물의 구성요소 모두가 특수건강진단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특히 카드뮴은 치료방사선사의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법적으로는 포
함이 되어 있으나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남시현 등,1995).
중금속은 다양하고 가치 있는 물리적 특징 때문에 널리 쓰이지만 잠재적인 여

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금속의 취급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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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독성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납과 카드뮴은 신체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급성,만성의 장애증상을 보인다.납으로 인한 증상은 경련,복통,구토 등
의 급성폭로로 인한 증상과 빈혈,중추신경계장애,두통이나 우울증상과 같은 신
경학적 증세를 보이는 등과 같은 만성폭로로 인한 증상이 있으며 반감기도 길어
서 약 5년 내지 10년으로 추정된다.카드뮴은 인후통,두통,근육통,오심,금속성
미각,호흡곤란,가슴 답답함,급성신부전 등의 급성폭로로 인한 증상과 단백뇨,
폐기종,신장 기능장애 등과 같은 만성폭로로 인한 증상을 일으키며 생물학적 반
감기는 8년 내지 30년이다.따라서 개인과 작업장 위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산업보건을 실천하는 일은 중금속에 급성,만성폭로를 줄이고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노재훈,1995).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작

업환경관리,건강관리,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조규
상,1991;이성관 등,1992)그 중 보건교육은 산업보건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고(Felton,1967;조규상,1991)작업장에서의 보건교육
은 예방적 산업보건사업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어가고 있다(Wallerstein
과 Weinger,1992;Weinger과 Lyons,1992).이처럼 산업보건사업 중 가장 기본적
이며 적극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인 보건교육은 작업자에게 올바른 산업보건지식
을 홍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보건실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이승한 등,1978;이승한과 조규상,1979).특히 근무경력이 짧은 근로
자의 유해물질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재성,2003).보건교육은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보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이시백,1993).보건교육을 경험한 근로
자가 비경험 근로자에 비해 산업보건실천이 높은 근로자가 많았고,유해부서에서
보건교육 경험 근로자가 비경험 근로자에 비해 건강자가 많았다는 송현종과 이명
선(1998)의 연구결과와 일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지식에는 근무경력과 보건
교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조수남과 문영한(1990)의 연구결과 및 중
소규모 산업장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관한 실천정도는 연령과 근무기간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는 박정일 등(1994)의 연구결과,보건교육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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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산업보건 실천 수준이 높았다는 정문생(2003)의
연구결과로 보아 특정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치료방사선사의 실천수준은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작업환경 및 보건교육관련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고,산업보건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치료방사선사의 작업방법에 따른 중금속의 흄이나 분진의 노

출농도,작업환경특성이나 작업관리에 따른 노출농도 등 주로 모형제작실의 중금
속의 노출농도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관련된 연
구는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료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
인지도,증상경험을 조사하여 산업보건실천 수준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이들 변
수가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을 조사

한다.
둘째,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에 따른

산업보건 실천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셋째,산업보건실천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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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2006년 2월 1일부터 동년 5월 21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국의 치

료방사선과가 있는 의료기관중 이 연구의 취지에 찬성한 23곳 의료기관 치료방사
선과의 치료방사선사 211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설문조사는 모형제작실
(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치료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산업보건실천에 대하여 시행하
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도구는 공득희와 이명선(1994),남철현과 최상복(1995),정
문생(2003),송어진(2004),이효순(2005)의 선행연구와 유해물질관리(박정균 등,
1998),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관리(한국산업안전공단,2001),보건규칙 개정내용과
사업장의 산업보건활동방향(한국산업안전공단,2003)의 문헌을 기초로 하고,표준
화된 설문지인 ‘사무실 실내 공기 질 관련 건강영향 설문조사(김영미,2004)’의 내
용 중 필요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
경험,산업보건실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부록1).

가가가...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연령,결혼,흡연,음주,운동,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근무기간,최근 모형제작실 근무경험 및 일일 평균시간,폐기물
제거작업 빈도 및 시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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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
이 연구 대상자의 작업환경으로는 모형제작실의 마스크 및 종류,보호장갑및 종

류,보호의복 및 종류,국소배기장치의 및 종류,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afety
DataSheets,이하 MSDS),경고표지,세면시설,작업환경측정 및 빈도,특수건강진
단 및 특수건강진단 내용,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부록2).설문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정확성을 위해 현장조사 및 전화조사
로 작업환경특성 조사표를 만들어 확인을 하였다(부록3).

다다다...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인인인지지지도도도
이 연구 대상자의 산업보건인지도는 취급 중금속의 성분인식,취급 중금속의 유

해위험성 인지,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MSDS교육,MSDS내용숙
지,경고표지 내용숙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설문지
를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
정 후 산업보건인지도가 낮은 1,2,3점을 ‘산업보건인지도 낮음’으로 하고 산업보
건인지도가 높은 4,5점을 ‘산업보건인지도 높음’으로 하였다.

라라라...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납과 카드뮴의 자∙타각 증상 중 20문항을 선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 후 증상경험이 없다고 답한 1,2,3점을
‘증상경험 없음’으로 하고 증상경험이 있다고 답한 4,5점을 ‘증상경험 있음’으로
하였다.

마마마...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 수수수준준준
이 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실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업보건 분야의 설문

문항에 대한 산업보건실천 점수를 구하였다.산업보건 분야의 설문 문항은 마스크
사용,보호장갑사용,보호의복사용,작업 중 국소배기장치 가동,작업 중 금연 ,작
업종료 후 세면,식사 전 세면,환경개선노력,특수건강진단실시,건강증진운동에
대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6 -

설문문항은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 후 실천이 낮은 1,2,3점을 ‘산업보건
실천이 낮음’으로 하고 실천정도가 높다고 답한 4,5점을 ‘산업보건실천이 높음’으
로 하여 산업보건실천 점수를 구하였다.

바바바...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선선선정정정
이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수는 성별,연령,결혼,흡연,음주,운동,본인이 느

끼는 건강상태,치료방사선과 근무기간,모형제작실 근무기간,최근 모형제작실 근
무,모형제작실에서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폐기물제거작업 소요시간,MSDS,경고
표지,작업환경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 주기,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금연구역 지정여부,산업보건인지도 점수(5점 척도 산업보건
인지도점수)의 총합이다.종속변수는 산업보건실천 점수(5점 척도 산업보건실천 점
수)의 총합이다(표1).

표1.변수의 선정

변 수 내 용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일반적 특성 성별,연령,결혼여부,흡연여부 이분형,음주여부 이분형

운동여부 이분형,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 이분형
치료방사선과 근무기간,모형제작실 근무기간
최근 모형제작실 근무 이분형,폐기물제거작업 소요시간
모형제작실에서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작업환경 MSDS유무 이분형,경고표지 유무 이분형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작업환경측정 주기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금연구역 지정여부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 이분형

산업보건인지도 점수 5점 척도의 산업보건인지도 점수 총합
증상경험 5점 척도의 증상경험 점수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산업보건실천 점수 5점 척도의 산업보건실천 점수 총합



- 7 -

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조사된 자료는 통계 package인 SPSS(version12.0.1)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산업보건실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백분율을 구하였고 산업보건인지도가 낮은 변
수와 증상경험이 높은 변수,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은 변수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t-검정 및 x2검정을 각각 실시하였다.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
도,증상경험에 따른 산업보건실천 수준의 관계분석은 x2검정을 실시하였다.연구
대상자의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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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이 연구대상자 211명 중 남성이 196명(92.9%),여성이 15명(7.1%)으로 남성이
많았고,연령은 최연소가 22세,최고령이 57세로써 평균 35.81세였다.평균 35.81세
이상은 96명(45.5%),평균 35.81세 미만은 115명(54.5%)이었다.미혼이 89명(42.2%),
기혼이 122명(57.8%)이었고,흡연자가 95명(45%),비흡연자가 116명(55%),음주자
는 128명(60.7%)이고 비음주자가 83명(39.3%)이었다.운동은 안하는 자가 178명
(84.3%)이고 하는 자가 33명(15.5%)이었다.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
한자가 166명(78.7%),나쁘다고 응답한자가 45명(21.3%)이었다.치료방사선과 근무
기간은 10년 미만의 근속자가 117명(55.5%),10년 이상의 근속자가 94명(44.5%)으
로 평균근무기간은 9.68년이었다.모형제작실 근무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평균
2.68년 근무하였다.최근 모형제작실 근무경험에서 근무한지 5년 미만이라고 응답
한자는 115명(54.5%),근무한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자는 96명(45.5%)이었다.모
형제작실에서 지내는 하루 평균시간은 평균 4.89시간으로 4시간 미만 모형제작실
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자는 19명(9.0%)이고 4시간 이상 모형제작실에서 근무한다
고 응답한자는 192명(91%)이었다.폐기물제거작업빈도는 자주한다와 가끔 한다가
171명(81%),보통이다가 40명(19%)으로 폐기물제거작업은 211명(100.0%)이 한다고
응답했다.폐기물제거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6.68분으로 40분 미만 소요된
다고 응답한자는 119명(56.4%),40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자는 92명(43.6%)이었
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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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근로자 수 %
성 남성 196 92.9

여성 15 7.1
연령 30세 미만 45 21.3

31～39세 110 52.1
40～49세 47 22.3
50세 이상 9 4.3

결혼 미혼 89 42.2
기혼 122 57.8

흡연 비흡연 116 55.0
흡연 95 45.0

음주 비음주 83 39.3
음주 128 60.7

운동 운동안함 178 84.4
운동함 33 15.6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 나쁨 45 21.3
좋음 166 78.7

총 근무기간 10년 미만 117 55.5
10～19년 64 30.3
20～29년 25 11.8
30년 이상 5 2.4

모형제작실 근무기간 1～2년 94 44.5
3～4년 103 48.8
5년 이상 14 6.6

최근 모형제작실 근무시기 현재 근무 중 33 15.6
1개월 전 근무 14 6.6
1년 전 근무 32 15.2
2～5년 전 근무 36 17.1
근무한지 5년 이상 96 45.5

모형제작실 근무시간 1～2시간 5 2.4
3～4시간 120 56.9
5～6시간 58 27.5
7～8시간 28 13.3

폐기물제거작업 한다 211 100.0
안 한다 0 0.0

폐기물제거작업 소요시간 30분 미만 2 0.9
30～40분 미만 117 55.5
40～50분 미만 60 28.4
50분 이상 3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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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

연구대상자의 작업환경 중 마스크 및 보호장갑은 조사대상의 모든 곳에서 비치
하고 있었다.비치되어있는 마스크 종류가 일회용 마스크라고 응답한자는 160명
(75.8%),방진용 마스크라고 응답한자는 51명(24.2%)이었다.비치되어있는 보호장
갑 종류는 191명(90.5%)이 목장갑,20명(9.5%)이 면장갑이라고 응답하였고,보호의
복은 비치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자가 180명(85.3%),비치되어있다고 응답한자가
31명(14.7%)이었으며,비치된 보호의복은 모두 Apron이었다.국소배기장치는 연구
대상자가 모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류로는 포위식 후드가 아닌 경우가 92명
(43.6%),포위식 후드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자가 119명(56.4%)이었다.MSDS는
있다고 응답한자가 4명(1.9%),없다고 응답한자가 203명(98.1%)이었고,경고표지는
미부착 되어있다고 응답한자가 113명(53.5%),부착되어 있다고 응답한자가 98명
(46.4%)이었다.세면시설이 없다고 응답한자는 62명(29.4%),있다고 응답한자는
149명(70.6%)이었다.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연구대상자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1회/1년이라고 응답한자가 184명(87.2%),2회/1년이라고 응답한자가 27명
(12.8%)이었다.특수건강진단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모든 곳에서 시행하고 있었으
며 유해위험인자로 납만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자가 164명(77.7%),납과 카드뮴
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자가 47명(22.3%)이었다.모형제작실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한자가 62명(29.4%),금연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자가 149명(70.6%)이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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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작업환경

변 수 구 분 근로자 수 %
마스크 없다 0 0.0

있다 211 100.0
마스크종류 일회용 마스크 160 75.8

방진용 마스크 51 24.2
보호장갑 없다 0 0.0

있다 211 100.0
보호장갑종류 목장갑 191 90.5

면장갑 20 9.5
보호의복 없다 180 85.3

있다 31 14.7
보호의복종류 없다 180 85.3

Apron 31 14.7
국소배기장치 없다 0 0.0

있다 211 100.0
국소배기장치종류 포위식 후드가 아님 92 43.6

포위식 후드 119 56.4
MSDS 없다 207 98.1

있다 4 1.9
경고표지 미부착 113 53.6

부착 98 46.4
세면시설 없다 62 29.4

있다 149 70.6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0 0.0

실시 211 100.0
작업환경측정 주기 1회/1년 184 87.2

2회/1년 27 12.8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0 0.0

실시 211 100.0
유해위험인자 납 164 77.7

납 +카드뮴 47 22.3
금연구역 지정여부 미지정 149 70.6

지정 6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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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인인인지지지도도도

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인지도 중 저용융점납합금 구성성분지식을 알고 있는 경
우가 179명(84.8%),모르고 있는 경우가 32명(15.2%)이었고,취급 중금속물질의 유
해위험성 지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자는 91명(43.1%),모른다고 응답한 자는 120
명(56.9%)이었다.안전보건교육에서는 12명(5.7%)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199명(94.3%)이 받은 경험이 없었다.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에서는 7명
(3.3%)이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204명(96.7%)은 안전보
건교육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MSDS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1명(0.5%)이었
고,MSDS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210명(99.5%)이었으며,MSDS내용을 알
고 있는 자는 1명(0.5%),MSDS내용을 모르고 있는 자는 210명(99.5%)이었다.경
고표지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17명(8.1%),경고표지 내용을 숙지하
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194명(91.9%)이었다(표4).

표4.산업보건인지도

변 수 구 분 근로자 수 %
저용융점납합금 구성성분지식 안다 179 84.8

모른다 32 15.2
취급 중금속물질의 유해위험성 지식 안다 91 43.1

모른다 120 56.9
안전보건교육 경험이 있다 12 5.7

경험이 없다 199 94.3
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 안다 7 3.3

모른다 204 96.7
MSDS교육 경험이 있다 1 0.5

경험이 없다 210 99.5
MSDS내용숙지 안다 1 0.5

모른다 210 99.5
경고표지 내용숙지 안다 17 8.1

모른다 194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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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인지도 중 특히 산업보건인지 수준이 낮은 변수는 안전
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MSDS교육,MSDS내용숙지,경고표지 내용숙
지 등이었다.이 변수에서 산업보건인지 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이 일반적
특성과 작업환경,증상경험,산업보건실천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보기 위하여
연속형 자료(연령,치료방사선과 근무기간,모형제작실 총 근무기간,모형제작실에
서 지내는 하루 평균시간,폐기물제거작업 소요시간)와는 t-검정,범주형 자료와는
x2검정을 각각 실시하였다.안전보건교육에서는 흡연(p<0.01),음주(p<0.01),본인
이 느끼는 건강상태(p <0.05),최근 모형제작실 근무시기(p <0.01)및 연령(p
<0.001)과 총 근무기간(p<0.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 안
전보건교육의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흡연자,음주자,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자,평균연령(35.8세)이하인자,근무기간이 짧은 자가 많았다.안
전보건교육 내용숙지에서는 흡연(p<0.05)과 최근 모형제작실 근무시기(p<0.05),
연령(p<0.001)과 총 근무기간(p<0.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 정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흡연자,평균연령(35.8세)이하
인자,근무기간이 짧은 자가 많았다.경고표지 내용숙지에서는 결혼여부(p<0.05),
음주여부(p<0.01),최근 모형제작실 근무시기(p<0.01),연령(p<0.01)과 총 근무기
간(p<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고표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룹에서는 평균연령(35.8세)이하인자,미혼자,음주자,근무기간이 짧은 자가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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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이 연구대상자의 증상경험으로는 납과 카드뮴의 자∙타각 증상 중 20문항을
선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 후
증상이 없는 1,2,3점을 ‘증상경험이 없음’으로 하고 증상이 있다고 답한 4,5점을
‘증상경험이 있음’으로 하였다.증상경험에 앞서 모형제작실내의 공기질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가
44명(20.9%),그렇다가 167명(79.1%)으로 대체적으로 모형제작실내의 공기질이 건
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또한 증상경험과 모형제작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0명(18.9%),그렇다가 171명(81.1)으로 대체적으로 증상경
험이 모형제작실에서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연구
대상자 중 증상경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증상경험 설문문항 증
에서 대부분 증상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관절 및 근육통을 경험한 사람이 25
명(11.8%)으로 증상경험이 있다고 답한 문항 중 가장 높았고,인후통 및 목의 염
증을 경험한 사람이 15명(7.1%)으로 다음으로 높았으며,금속성미각의 증상경험을
답한 응답자도 10명(4.7%)이었다(표5).
연구대상자 중 5명(2.4%)이상 증상경험이 있다고 답한 설문문항이 갖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작업환경,산업보건실천 수준의 각각의 변수 중
연속형 자료와는 t-검정,범주형 자료와는 x2검정을 각각 실시하였으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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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설문 문항별 증상경험 점수

설문 문항 증상경험이 없음 증상경험이 있음

인후통,목의 염증 196명(92.9%) 15명(7.1%)
두통 202명(95.7%) 9명(4.3%)
관절 및 근육통 186명(88.2%) 25명(11.8%)
오심 208명(98.6%) 3명(1.4%)
금속성 미각 201명(95.3%) 10명(4.7%)
숨 가쁨 206명(97.6%) 5명(2.4%)
가슴 답답함 209명(99.1%) 2명(0.9%)
기침 및 가래 205명(97.2%) 6명(2.8%)
오한 210명(99.5%) 1명(0.5%)
발열 210명(99.5%) 1명(0.5%)
비염 208명(98.6%) 3명(1.4%)
코 막힘 208명(98.6%) 3명(1.4%)
안구염증,눈의 피로 210명(99.5%) 1명(0.5%)
식욕감퇴,체중감소 202명(95.7%) 9명(4.3%)
피로,권태 209명(99.1%) 2명(0.9%)
졸림,나른함 210명(99.5%) 1명(0.5%)
긴장,예민해짐 209명(99.1%) 2명(0.9%)
현기증,어지러움 210명(99.5%) 1명(0.5%)
우울 209명(99.1%) 2명(0.9%)
집중력 장애 210명(99.5%) 1명(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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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 수수수준준준

가가가...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 수수수준준준
설문문항은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 후 실천이 낮은 1,2,3점을 ‘산업보건

실천 수준이 낮음’으로,실천정도가 높다고 답한 4,5점을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으로 하여 산업보건실천 수준을 구하였다.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실천 중 마
스크사용에서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201명(95.3%),‘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10명(4.7%)이었고,보호장갑사용은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77명
(36.5%),‘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134명(63.5%),보호의복사용은 ‘산업보건실
천 수준이 높음’이 209명(99.1%),‘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2명(0.9%)이었다.
국소배기장치가동은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10명(4.7%),‘산업보건실천 수준
이 낮음’이 201명(95.3%)이었다.작업 중 금연여부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67명(31.8%),‘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144명(68.2%)이었다.작업종료 후 세면
여부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81명(38.4%),‘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130명(61.6%)이었고,식사 전 세면여부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43명
(20.4%),‘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168명(79.6%)이었다.환경개선노력은 ‘산업
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179명(84.8%),‘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32명(15.2%)
이었다.특수건강진단실시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이 209명(99.1%),‘산업보
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2명(0.9%)이었고,건강증진운동은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
음’이 209명(99.1%),‘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이 2명(0.9%)이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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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설문 문항별 산업보건실천 빈도

설문문항 실천 수준이 낮음 실천 수준이 높음
마스크사용 201(95.3) 10(4.7)
보호장갑사용 77(36.5) 134(63.5)
보호의복사용 209(99.1) 2(0.9)
국소배기장치가동 10(4.7) 201(95.3)
작업 중 금연여부 67(31.8) 144(68.2)
작업 종료 후 세면여부 81(38.4) 130(61.6)
식사 전 세면여부 43(20.4) 168(79.6)
환경개선노력 179(84.8) 32(15.2)
특수건강진단실시 42(19.9) 169(80.1)
건강증진운동 195(92.4) 16(7.6)
단위:치료방사선사 수(%)

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실천 특성 중 특히 산업보건실천이 낮은 변수는 마스크
사용,보호의복사용,건강증진운동이었다.이 변수에서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이 일반적 특성과 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보기 위하여 연속형 자료와는 t-검정 ,범주형 자료와는 x2검정을 각각 실시
하였다.
마스크사용에서는 결혼여부(p<0.001),음주여부(p<0.05),운동여부(p<0.01),최

근 모형제작실 근무시기(p<0.01)및 연령(p<0.001)과 총 근무기간(p<0.001),모
형제작실 근무기간(p<0.05),모형제작실에서 지내는 하루 평균시간(p<0.05)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미혼
자,흡연자,음주자,운동을 하지 않는 자,평균연령(35.8세)이하인자,근무기간이
짧고 최근에 모형제작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자,모형제작실에서 지내는 하루 평
균시간이 짧은 자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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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복사용에서는 모형제작실에서 지내는 하루 평균시간(p<0.001)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 보호의복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모형제
작실에서 지내는 하루 평균시간이 짧은 자가 많았고,건강증진운동유무에서는 음
주여부(p<0.05),운동여부(p<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건강
증진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음주자,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산업보건실천에 대한 총 10개 설문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화한 산업안전

보건실천 점수에서 연구대상자 211명의 산업보건실천 점수 중간값은 15점이었으
며 산업보건실천 점수 중간값 이상의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음’에 해당하는 근
로자는 129명(61.1%)이고,‘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82명
(3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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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 수수수준준준
산업보건실천 수준에 대한 유의한 변수는 성(p<0.01),흡연여부(p<0.001),음주

여부(p<0.01)였다.성별에 따른 산업보건실천 수준에서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
음’이 여성은 14명(93.3%)이었고 남성은 115명(58.7%)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산
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흡연여부에서는 비흡연의 경우가 91명(78.4%),음주여부에서는 비음주의 경우가
60명(72.3%)으로 각각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았다(표7).

표7.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보건실천 수준

변 수 구 분 실천수준
낮음

실천수준
높음 계(%) x2-value

성 남성 81(41.3) 115(58.7) 196(100.0) 7.045**
여성 1(6.7) 14(93.3) 15(100.0)

연령 평균(35.8세)미만 41(35.7) 74(64.3) 115(100.0) 1.096
평균(35.8세)이상 41(42.7) 55(57.3) 96(100.0)

결혼 미혼 29(32.6) 60(67.4) 89(100.0) 2.554
기혼 53(43.4) 69(56.6) 122(100.0)

흡연 비흡연 25(21.6) 91(78.4) 116(100.0)32.495***
흡연 57(60.0) 38(40.0) 95(100.0)

음주 비음주 23(27.7) 60(72.3) 83(100.0) 7.161**
음주 59(46.1) 69(53.9) 128(100.0)

운동 운동안함 73(41.0) 105(59.0) 178(100.0) 2.212
운동함 9(27.3) 24(72.7) 33(100.0)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 나쁨 20(44.4) 25(55.6) 45(100.0) 0.750
좋음 62(37.3) 104(62.7) 166(100.0)

총 근무기간 10년 미만 43(36.8) 74(63.2) 117(100.0) 0.492
10년 이상 39(41.5) 55(58.5) 94(100.0)

모형제작실 근무기간 3년 미만 38(40.4) 56(59.6) 94(100.0) 0.174
3년 이상 44(37.6) 73(62.4) 117(100.0)

최근 모형제작실 근무시기 5년 미만 42(36.5) 73(63.5) 115(100.0) 0.583
5년 이상 40(41.7) 56(58.3) 96(100.0)

모형제작실 근무시간 4시간 미만 10(52.6) 9(47.4) 19(100.0) 1.666
4시간 이상 72(37.5) 120(62.5) 192(100.0)

폐기물 제거작업 안 한다 0(0.0) 0(0.0) 0(100.0)
한다 82(38.9) 129(61.1) 211(100.0)

폐기물제거 작업 소요시간 40분 미만 49(41.2) 70(58.8) 119(100.0) 0.615
40분 이상 33(35.9) 59(64.1) 92(100.0)

단위:치료방사선사 수(%);*,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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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 수수수준준준
산업보건실천 수준에 대한 유의한 변수는 마스크종류,보호장갑 종류,보호의복

유무,보호의복 종류,작업환경측정 주기,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
금연구역 지정여부였다.
마스크종류에 따른 산업보건실천 수준에서 방진마스크가 있는 곳의 ‘평균이상

실천 수준’은 38명(74.5%)으로 일회용마스크가 있는 곳의 ‘평균이상 실천 수준’91
명(56.9%)보다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았다(p <0.05).이로써 방진마스크가 있는
곳의 치료방사선사와 없는 곳의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 수준은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호장갑 종류에서는 실천수준이 높고 낮음의 비율
이 목장갑 사용자와 면장갑사용자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보호의복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는 Apron이 있는 곳의 ‘평균이상 실천
수준’이 27명(87.1%)으로 보호의복이 없는 곳의 ‘평균이상 실천 수준’102명
(56.7%)보다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각각 높았다(p<0.01).
작업환경측정 주기에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는 곳의 107명(58.2%)보다 2회 측정

하는 곳의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22명(81.5%)으로 높아서 실천수준의 높고 낮음의
비율이 1년에 1회 측정하는 곳과 1년에 2회 측정하는 곳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특수건강진단의 유해위험인자에 납만 포함시킨 곳보
다는 납과 카드뮴 등을 포함시킨 곳의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았고,이로써 실천
수준의 높고 낮음의 비율이 납만 포함시킨 곳과 납과 카드뮴 등을 포함시킨 곳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금연구역
지정여부에서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의 높고 낮음의 비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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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작업환경에 따른 산업보건실천 수준

변 수 구 분 실천수준 낮음 실천수준 높음 계(%) x2-value
마스크 없다 0(0.0) 0(0.0) 0(100.0)

있다 82(38.9) 129(61.1) 211(100.0)
마스크종류 일회용 마스크 69(43.1) 91(56.9) 160(100.0) 5.062*

방진용 마스크 13(25.5) 38(74.5) 51(100.0)
보호장갑 없다 0(0.0) 0(0.0) 0(100.0)

있다 82(38.9) 129(61.1) 211(100.0)
보호장갑종류 목장갑 67(35.1) 124(64.9) 191(100.0) 12.144***

면장갑 15(75.0) 5(25.0) 20(100.0)
보호의복 없다 78(43.3) 102(56.7) 180(100.0) 10.307**

있다 4(12.9) 27(87.1) 31(100.0)
보호의복종류 없다 78(43.3) 102(56.7) 180(100.0) 10.307**

Apron 4(12.9) 27(87.1) 31(100.0)
국소배기장치 없다 0(0.0) 0(0.0) 0(100.0)

있다 82(38.9) 129(61.1) 211(100.0)
국소배기장치종류 포위식 후드 아님 34(37.0) 58(63.0) 92(100.0) 0.249

포위식 후드 48(40.3) 71(59.7) 119(100.0)
MSDS 없다 81(39.1) 126(60.9) 207(100.0) 0.330

있다 1(25.0) 3(75.0) 4(100.0)
경고표지 미부착 43(38.1) 70(61.9) 113(100.0) 0.670

부착 39(39.8) 59(60.2) 98(100.0)
세면시설 없다 30(48.4) 32(51.6) 62(100.0) 3.352

있다 52(34.9) 97(65.1) 149(100.0)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0(0.0) 0(0.0) 0(100.0)

실시 82(38.9) 129(61.1) 211(100.0)
작업환경측정 주기 1회/1년 77(41.8) 107(58.2) 184(100.0) 5.393*

2회/1년 5(18.5) 22(81.5) 27(100.0)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0(0.0) 0(0.0) 0(100.0)

실시 82(38.9) 129(61.1) 211(100.0)
유해위험인자 납 71(43.3) 93(56.7) 164(100.0) 6.082*

납,카드뮴 등 11(23.4) 36(76.6) 42(100.0)
금연구역 지정여부 미지정 67(45.0) 82(55.0) 149(100.0) 7.952**

지정 15(24.2) 47(75.8) 62(100.0)
단위:치료방사선사 수(%);*,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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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흡연여부,모형제작실 근무기간,작업환경측정 주기,유해위험인자,산업보건인
지도였다(표9).성별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는 3.196(p<0.001)으로 남성 치료방사
선사에 비해 산업보건실천이 여성 치료방사선사가 높았다.흡연여부에 대한 회귀
계수 추정치는 –2.382(p<0.001)로 흡연자의 산업보건실천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비흡연자보다 낮았다.모형제작실 근무기간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는 0.674
(p<0.01)로 모형제작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산업보건실천이 높았다.작업환경측정
주기에 대한 희귀계수 추정치는 3.350(p<0.001)으로 ‘1회 측정/1년’인 곳에 비해 ‘2
회 측정/1년’인 곳의 산업보건실천이 높았다.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
자에 대한 희귀계수 추정치는 1.257(p<0.05)로 납만 포함된 곳에 비해 납과 카드뮴
이 포함된 곳의 산업보건실천이 높았다.산업보건인지도에 대한 희귀계수 추정치
는 0.494(p<0.001)로 산업보건인지도 점수가 높을수록 산업보건실천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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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산업보건실천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추정치
성별a 여성 3.196***
흡연b 흡연 –2.382***
음주c 음주 –0.002
운동d 운동함 0.950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e 좋음 0.101
모형제작실 근무기간f 연속형 0.674**
최근 모형제작실 근무g 5년이상 0.040
모형제작실에서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h 연속형 0.283
폐기물제거작업 소요시간i 연속형 –0.036
MSDSj 있음 2.157
경고표지k 있음 –0.052
작업환경측정 주기l 2회/1년 3.350***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m 납과 카드뮴 1.257*
산업보건인지도n 연속형 0.494***

*,p<0.05;**,p<0.01;***,p<0.001;준거집단:a,남성;비흡연b,;c,비음주;d,운동안
함;e,나쁨;f,연속형;g,5년미만;h,연속형;i,연속형;j,없음;k,없음;l,1회/1년;m,
납;n,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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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건강에 유해
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
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작업이 인간에게,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하도록 마련하는 것이다(ILO/WHO,1967).그동안 산업보건 실천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득희와 이명선(1994)의 연구결과는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적 특성,보건교육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건교육 요구도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근로자의 20.9%가 보건교육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송현종과 이명선(1998)의 연구결과는 특정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업무적 특성,보
건교육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이 34.9%이었다.그러나 특정
유해업종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업무적 특성,
보건교육의 경험 유무 및 보건교육의 행태와 관련한 산업보건 실천수준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정문생,2003).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동이 건강을
유지,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계획된 행동목표에 따
라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고 변화를 유도하여 수정해 나가는데,이와 같은 학습과
정을 총칭하여 보건교육이라고 말한다.보건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여러 학자
에 의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지만 이를 종합하여 구성한다면 “보건교육은 개
인과 잡단의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
한 태도와 행동을 계획된 실천목표에 따라 새로운 학습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
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이시백,1993).치료방사선사는
납과 카드뮴,비스무스,주석 등의 합금과 같은 중금속물질로 암환자의 치료과정
에서 치료부위를 제외한 정상조직의 차폐를 위한 차폐물을 제작한다.중금속과 같
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산업보건실천은 노출에 의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따라서 치료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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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경험과 산업보건실천 수준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이들 변수가 치료방사선사
의 산업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산업보건실천 수준에 대한 유의한 변수는 성,흡연여부,음주여부,마스크종류,

보호장갑 종류,보호의복유무,보호의복 종류,작업환경측정 주기,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금연구역 지정여부였다.치료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 중 흡
연여부에서는 ‘흡연’인 경우에 비해서 ‘비흡연’일 경우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평
균이상일 확률이 5.941배 높았다(p<0.001).즉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
우 ‘흡연’인 경우에 비해서 ‘비흡연’인 경우의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평균이상일 확
률이 높아진다.치료방사선사의 작업환경 중 보호장갑 종류에서는 ‘면장갑’인 경우
에 비해서 ‘목장갑’일 경우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평균이상일 확률이 8.491배 높
았다(p<0.01).치료방사선사의 작업환경 중 보호의복 종류에서는 ‘보호의복이 없
다’인 경우에 비해서 ‘보호의복으로 apron이 있다’일 경우는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평균이상일 확률이 0.213배 높았다(p<0.01).즉 모든 변수가 동일할 때 보호의복
종류가 ‘보호의복으로 apron이 있다’인 경우에 비해서 ‘보호의복이 없다’인 경우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평균이상일 확률이 낮았다.특히 일회용 마스크가 160명
(75.8%),방진용 마스크가 51명(24.2%)으로 사용이 저조하여 방진마스크의 보급과
중요성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연구대상자의 산업보건실천 점수에
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201명(95.3%)으로 조사되어 마스크 사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MSDS는 없다가 210명(99.5%)으
로 MSDS교육과 MSDS내용숙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MSDS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 41조에 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실(황호순,1996)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험 및 내용숙지도 대부분이 ‘교육의 경험
이 없고 내용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 및 방
법 역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흡연여부,작업환경측정 주기,유해위험인자,산업보건
인지도였다.여성이 남성보다 산업보건실천이 높았으며,이는 산업보건실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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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마스크사용,작업 종료 후 세면여부,식사 전 세면여부,
건강증진운동 등 산업보건실천 수준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건강에 관심이
많은 비흡연자의 산업보건실천이 높았고,작업환경측정주기 빈도가 높은 곳의 산
업보건실천이 높았다.이는 1년에 2회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곳이 산업보건실천 수
준이 높고 평소 작업환경 및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1년에 1회보다
높은 측정주기를 유지하는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
험인자가 납과 카드뮴인 곳 또한 특수건강진단에 차폐물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
를 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카드뮴을 포함시킨 곳이 평소 작업환경 및 산업보건
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산업보건실천이 높았다.산업보건인지도가 높을수록
산업보건실천이 높았는데,산업보건인지도는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유
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었지만,산업보건인지도가 높을수록 산업보건실천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중요하다.그러나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인지도가
낮게 조사되어 산업보건인지도를 높이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중금속물질을 취급하는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과

카드뮴 등의 유해한 중금속물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작업환경측
정과 치료방사선사에게 적합한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방법이 필요하다.산업보건
인지도에서는 치료방사선사 대부분의 산업보건인지도가 낮아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MSDS교육의 실행 및 내용숙지를 통한 높은 산업보건실천의 유지가 절실
히 요구되어 진다.작업환경측정주기나 특수건강진단에 유해인자의 포함여부 등은
개인이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병원의 관련부서 및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
여 산업보건실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후에는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교육 실시와 행태,산업보건 인지현황 및 낮

은 산업보건교육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조사하여 보다 다각적인 연구
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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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는 중금속을 취급하는 치료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치료방사선사의 산업
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
보건인지도,증상경험과 산업보건실천 수준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이들 변수가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3곳 의료기관 치료방사선과의 치료방사선사 211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1일부터 5월 21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자 211명 중 92.9%가 남성이었다.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방진용

마스크는 24.2%,MSDS는 1.9%가 비치하고 있었다.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
험인자가 납이라고 응답한자는 77.7%,납과 카드뮴이라고 응답한자는 22.3%였다.
둘째,산업보건인지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의 경험이 없는 자는 94.3%,

MSDS교육의 경험이 없는 자는 99.5%였다.안전보건교육 내용숙지에서는 96.7%,
MSDS내용숙지에서는 99.5%,경고표지 내용숙지에서는 91.9%가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산업보건실천 수준과 일반적 특성,작업환경,산업보건인지도,증상경험에

서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비흡연자,비음주자,모형제작실에 보호구가 비
치되었다고 응답한자,작업환경측정 주기가 1년에 2회라고 응답한자,특수건강진
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가 납과 카드뮴이라고 응답한 자에서 산업보건실천 수
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다중회귀분석결과 다른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후 산업보건실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흡연여부,모형제작실 근무기간,작업환경측정 주기,유해
위험인자,산업보건인지도였으며,이 요인들은 산업보건 실천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비흡연자,모형제작실 장기 근속자,작업환경측정

주기 빈도가 높은 곳과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가 납+카드뮴인 곳의
치료방사선사,산업보건인지도가 높은 자의 산업보건실천이 높았으며,중금속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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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 차폐물을 취급하는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과 MSDS교육의 실행으로 산업보건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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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산
업보건학을 전공하고 있고,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기호입니다.
본 설문은 치료방사선사의 산업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러분이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논문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
시하는 것으로써 설문에 응해주신 분의 익명이 보장되고,답변 내용 역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설문에 성의껏 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이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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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사사사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하하하여여여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ⅠⅠⅠ...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성별 ①남자 ②여자
2.연령 만( )세
3.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4.흡연여부
①두 갑 정도/일 ②한 갑 정도/일 ③반 갑 정도/일
④현재 금연(과거 흡연) ⑤원래 안 함

5.음주여부
①두 병 이상/주 ②한 병 정도/주 ③반 병 정도/주
④현재 금주(과거 음주) ⑤원래 안 함

6.운동여부
①안함 ②거의안함 ③보통 ④자주함 ⑤매일함

7.현재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①매우 나쁘다 ②나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좋은 편이다 ⑤매우 좋다

8.치료방사선과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년 ( )월

9.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근무하신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년 ( )월

10.가장 최근 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근무한 것은 언제입니까?
①현재 근무 중 ②1개월 전 근무 ③1년 전 근무
④2-5년 전 근무 ⑤근무한지 5년 이상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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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 )시간 ( )분

12.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폐기물제거작업(폐납,나사 제거작업
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자주 한다 ②가끔 한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안 한다 ⑤안 한다

13.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폐기물제거작업(폐납,나사 제거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 )시간 ( )분

ⅡⅡⅡ...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
1.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 마스크가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1-1있다면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종류 :
2.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 보호 장갑이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2-1있다면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종류 :
3.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 보호의복이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3-1있다면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종류 :
4.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없다(없다면 10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②있다(있다면 모든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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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있다면 어떤 종류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일반 환기 팬(벽에 붙어있는 팬) ② 상 방향 외부식 후드

③ 측 방향 외부식 후드 ④ 포위식 후드

     

5.MSDS(MaterialSafetyDataSheet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 한다 ③있다.

6.경고표지(Labelling)가 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①부착되어 있지 않다 ②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 한다 ③부착되어 있다.

7.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안에 세면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8.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십니까?
①아니다 ②그렇다

8-1대상이시면 얼마나 자주 측정을 받습니까?

9.작업 종사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십니까?
①아니다 ②그렇다

9-1대상이시면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된 유해위험인자를 적어주십시오.
유해위험인자 :

10.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아니다 ②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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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인인인지지지도도도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경경경험험험이이이나나나 행행행동동동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
시시시오오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사용하는 저용융점
납합금(Cerrobend)의 구성성분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취급하고 있는 중금속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취급하고 있는 중금속물질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
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취급하고 있는 중금속물질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의 내
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MSDS(MaterialSafetyDataSheet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MSDS의 내용을 숙지하여,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
보를 알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경고표지(Labelling)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ⅣⅣ...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1.귀하는 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내의 공기 질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
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조금 그렇다
④거의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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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근무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문항

답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인후통,목의 염증 ① ② ③ ④ ⑤
2.두통 ① ② ③ ④ ⑤
3.관절 및 근육통 ① ② ③ ④ ⑤
4.오심 ① ② ③ ④ ⑤
5.금속성 미각 ① ② ③ ④ ⑤
6.숨 가쁨 ① ② ③ ④ ⑤
7.가슴 답답함 ① ② ③ ④ ⑤
8.기침 및 가래 ① ② ③ ④ ⑤
9.오한 ① ② ③ ④ ⑤
10.발열 ① ② ③ ④ ⑤
11.비염 ① ② ③ ④ ⑤
12.코 막힘 ① ② ③ ④ ⑤
13.안구염증,눈의 피로 ① ② ③ ④ ⑤
14.식욕감퇴,체중감소 ① ② ③ ④ ⑤
15.피로,권태 ① ② ③ ④ ⑤
16.졸림,나른함 ① ② ③ ④ ⑤
17.긴장,예민해짐 ① ② ③ ④ ⑤
18.현기증,어지러움 ① ② ③ ④ ⑤
19.우울 ① ② ③ ④ ⑤
20.집중력 장애 ① ② ③ ④ ⑤

3.위의 증상을 경험하신 경우 해당 증상이 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환
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조금 그렇다
④거의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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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의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4-1있다면?
①병원,의원 ②약국

ⅤⅤⅤ...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실실실천천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경경경험험험이이이나나나 행행행동동동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
시시시오오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호흡기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손의 보호를 위해 장갑을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작업중 보호의복을
착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작업 중에는 금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작업 종료 후에는 항상 손이나 얼굴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⑤

7.작업 후 식사 전에는 항상 손이나 얼굴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⑤
8.모형제작실(공작실,차폐물제작실)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
로 노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특수건강진단은 개인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하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증진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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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사진 2.차폐물제작
폐기물제거작업
(폐납,나사 제거작업 등)

사진 3.포위식 후두장치 사진 4.상 방향 외부식 후드

사진 5.일회용 마스크 사진 6.방진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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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특성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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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AAACCCTTT

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ppprrraaaccctttiiiccceeeooofff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aaalllhhheeeaaalllttthhhaaaccctttiiivvviiitttiiiesforttthhheee
rrraaadddiiiooottthhheeerrraaapppeeeuuutttiiicccttteeeccchhhnnnooolllooogggiiissstttsss

KiHoLee

DepartmentofOccupational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aehoonRoh,M.D.,Ph.D.)

Themain purposeofoccupationalhealth isto protectworkersfrom the
harmfulmaterialandtomakeworkerstobecomemoreinvolvedinprotection
of their own health, promotion through workings surveillance, worker
educationprograms,theuseofconsultants,andpromotingoflaborproduction.
Achievingsuchaims,healthactivitiesisoneofthemostimportantfieldsin
theoccupationalhealth.
In orderto clarify therealcondition ofoccupationalhealth activitiesof

radiotherapeutictechnologistsinradiationoncologydepartmentatnationwide
level,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tudy sent to 211 radiotherapeutic
technologistsof23medicalinstitutionsfrom February1sttoMay21stin2006.
Theitemsinquestionnairesurveyincludesthetypesofnormallytreatedheavy
metals(Pb,lead;Cd,cadmium)atworkplace,theconditionofworkingsand
theexperienceofsymptoms.
Studyresultsareshown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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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hepercentageofmaleradiotherapeutictechnologistswas92.9% and
thepercentagesoffurnishingsformasksand MSDSwere24.2% and 1.9%,
respectively.77.7% ofradiotherapeutictechnologistswascheckedforonlylead
contamination and 22.3% was checked for both lead and cadmium
contaminationinregularhealthinspection.94.3% and99.5% ofcorrespondents
didn'texperiencetheeducationofsafetyand MSDS,respectively.99.5% and
91.9% ofcorrespondentsdidn'thavecompleteunderstandingofthecontentsin
safetyeducationandthecontentsofwarningsigns,respectively.
Second,thefemale,non-smoker,non-drinker,workerwith furnished mask,

gloves,clothes,theduration ofworksatmould room,etcshowsthebetter
occupationalhealth,whichisconfirmedbystatisticalcriteria.
Third,theregressionanalysisshowsthatthedominantvariablesaffectingto

astandardoccupationalhealthactivitiesaresex,smoking,experience,acycle
ofworkenvironmentmeasurement,acheckupitemsofspecialexaminationand
occupationalhealthrecognition.
Our results indicates that the improvement of health education and

occupationalhealth recognition should be regularly offered to workers to
improve occupational health activities, especially for the radiotherapeutic
technologists.

Key words : occupationalhealthactivities, heavymetals,Pb(lead),
Cd(cadmium), radiotherapeutictechnologist(radiothera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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