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나 되었다.2 기능성 소화불량의 병인으로는 위장 운동 이상으

로 인한 위 배출능의 저하, 미주 신경의 기능장애, Helicobacter pylori 

감염, 위장 감각의 과민반응 및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3,4

과민성 장증후군은 기질적 이상이 없이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여성에서 호발하여 여성의 유병률은 7-24%, 남성은 5-19%로 보고

되었다.5-7 우리나라에서는 5.7-25.7%로 다양하게 보고되었으며,8-10 

국내 일반인구 1,06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연구에서 과

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은 여자는 6.0%, 남자는 7.1%로 성별에 따

른 유병률의 차이가 없었다.11 과민성 장증후군의 발생기전으로 장운

동성의 변화, 내장의 과민성,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 대한 이론이 

있다. 최근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요인으로 정신사회적인 요소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12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성격 및 

스트레스 등이 있다.13,14

The Impact of Radiation Exposure on the Prevalence of 
Functional Dyspepsia and Irritable Bowel Syndrome in 
Hospital Radiation Workers

Ju Young Choi, Sung-Ae Jung, Hye Won Kang, Hye-Won Yun, Jae-In Ryu, Seong-Eun Kim, Hye-Kyung Jung, 
Ki-Nam Shim, Kwon Yo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Medical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Received July 16, 2013. Revised August 19, 2013. 
Accepted August 26, 2013.
Correspondence to Sung-Ae J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71 Anyangcheon-ro, Yangcheon-
gu, Seoul 158-710, Korea.  Tel: +82-2-2650-5053, Fax: +82-2-2655-2076, 
E-mail: jassa@ewha.ac.kr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ORIGINAL ARTICLE

서   론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인과관계가 뚜렷한 기질적 질환이 없으면서 

상복부에서 시작하는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서구의 역

학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약 15%가 기능성 소화불량에 해당한

다는 보고가 있고,1 최근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건강 검진을 시

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그 빈도가 

Background/Aims: Health care workers inevitably encounter many physical hazards including ionizing radiation, and have 
increased levels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functional gastrointes-
tinal disorders among hospital radiation workers and to determin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se results. Methods: 
Whole body radiation doses of radiation workers were evaluated using the electronic dosimeter. The prevalence of functional 
dyspepsia (FD) and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were assessed by the bowel symptom questionnaire.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radiation dose, sleep quality, and psychological stress level, and the prevalence of FD and IBS was 
comparatively analyzed. Results: A total of 70 subjects were recruited. The prevalence of FD and IBS was 31.4% and 22.9%, 
respectively. The average radiation dose per exposed worker for 1 year was 0.56±0.92 mSv.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significant factor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FD was their high level of stress (odds ratio, 6.37; 95% confidence 
interval, 1.38-29.53). Between radiation workers with IBS and those without IB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adiation 
exposure level, sleep quality, and stress level.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IBS (40.0% vs . 15.8%, P=0.09) and FD 
(30.0% vs . 31.6%, P=0.92) between the relatively high-dose (total dose accumulated during the 3 years ≥9.4 mSv) and low-dose 
exposed group (<9.4 mSv). Conclusions: Occupational exposure to low levels of radiation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IBS and FD, but high stress level seems to be related to FD. (Intest Res 2013;11:2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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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에 속하여15 정신사회적 인

자 외에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

출되는 환경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가중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다

른 의료인과 환자 및 보호자 사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인관

계에서 오는 갈등 및 근무조건과 직업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6 따라서, 이들에서의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

이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에서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

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17 의료기관의 환경에 존재

하는 물리적 유해인자로는 방사선, 레이저, 소음, 전기, 고온 등이 있

다. 특히,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는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연

구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전리방사선은 진단용 방사선, 

형광투시검사, 혈관촬영기, 치과 방사선, 전산화단층촬영기, 핵의학

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이에 쉽

게 노출될 수 있다. 전리방사선의 유해성은 히로시마 원폭피해 생존

자 및 체르노빌 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으

므로 보건의료인은 누적된 방사선 피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하지만, 이들에서의 방사선 노출량에 따른 질환의 발생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

로 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할 때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사선 피폭 지식과 위험 예방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어 보건의료인에서의 방사선의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8

방사선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불임, 시력장애, 피

부 홍반, 갑상선암과 백혈병 등이 알려져 있으며,19 보건의료인에서 높

은 유병률을 보이는 과민성 장증후군 등이 스트레스 이외의 유해환

경, 특히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는 현재까

지 조사된 바가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선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

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상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에

서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은 연구

에 동의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방사선사를 포함

하였다. 연구대상의 제외기준은 염증성 장질환, 위장관 암 등의 기질

성 장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발열, 빈혈, 직장 출혈, 체중 감소와 

같이 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위험 증상이 있는 사람, 중대한 만성 질환

을 앓고 있는 사람, 복부 위장관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임신 중

인 사람이었다. 대상자 중에서 위암이 있는 1명과 설문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12명을 제외한 총 70명이 최

종 연구 대상이었다.

이번 연구의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임상시험심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ECT 

11-45-23).

2. 방법

연구 대상자에게 위장관 증상,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행태를 

기입하도록 자가 보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선량

계를 이용하여 연간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였다. 

1) 한국형 위장관 증상 설문지(Korean bowel disease questionnaire) 

연구 대상자에게 위장관 증상에 관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장관 증상 설문지(bowel dis-

ease questionnaire, BDQ)는 기능성 위장질환 증상과 인구사회학

적 질문, 사회력 및 과거력 등을 포함한 설문지이며, 각 증상에 대한 

kappa 중앙값은 0.78 (범위 0.52-1.00)로 신뢰도가 높다.20 국외에

서 개발된 이 설문지는 언어와 사회문화적 관습이 다른 우리나라에

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한국형 위장관 증상 설문지

(Korean bowel disease questionnaire, K-BDQ)로 개발되었다.21 흡

연력은 조사 시점에서 1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를 흡

연군으로 정의하였고, 담배를 전혀 피지 않았거나 흡연을 중단한 사

람은 비흡연군으로 분류하였다. 일주일에 2일 이상 알코올 35 g 이상 

(소주 반 병 가량)을 섭취한 경우를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음주군으로 

나누었다. 매번 30분 이상씩 주 2회 이상 운동을 할 때 규칙적인 운동

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식사 습관은 하루 3회 규칙적으로 식사

하는 날이 주 5일 이하인 군과 주 6-7일인 군으로 분류하였다.

2) 스트레스 수준 평가와 수면의 질 측정 설문지

생활변화에 대한 내적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스트레

스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짧은 시간에 평가하도록 고안

된 것이다.22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가 조사된 한국어판 

BEPSI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조사하였으며, 

낮은 스트레스군(≤1.6),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군(1.7-2.7), 높은 스

트레스군(≥2.8)으로 분류하였다.23 수면의 질 측정도구는 Buysse 

등24이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Cho 등25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역별로 0-3점으로 점수화하

여 총 점수는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나타내

며 PSQI가 6점 이상인 경우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

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지수는 0.83이었으며, Cho 

등25의 연구에서는 0.77이었다.

3) 노출선량 모니터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노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량계

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 보관하는 노출선량 측정 기

록지를 이용하였다. 3년 이상 근속근무를 한 48명에 대하여서는, 이

전의 노출선량 측정 기록지를 검토하여 3년간의 누적 노출선량을 수

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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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의 정의

이번 연구에서는 로마기준 III를 근거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을 정의하였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불쾌한 식후 포만감, 조

기 포만감, 명치 부위 복통, 혹은 쓰림의 네 가지 증상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기질성 장질환이나 장 

수술 과거력이 없으며 최근 3개월 간 한 달에 적어도 3차례 이상의 

복통 및 복부 불편감이 있고, 다음의 세 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을 만

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첫째,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대변을 보

고난 후 좋아지거나 없어진 적이 있다. 둘째,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시작되면서 대변을 더 자주 또는 드물게 보았다. 셋째,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시작되면서 대변을 묽게 또는 딱딱하게 보았다.

3. 통계분석

자료는 SPSS for window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Pearson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하였고, 평균값은 t-test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과 각 요소와의 독립적인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유의하게 나온 인자들에 

대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임상특징

전체 대상자 70명의 평균연령은 37±9세였고, 남성이 41명

(58.6%)이었다. 50명(71.4%)이 주간근무자였고 방사선사는 47명

(67.1%)이었다. 방사선의 평균 연간노출량은 0.56±0.92 mSv이

었으며, 로마기준 III에 따라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는 22명

(31.4%),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16명(22.9%)이었다(Table 1). 음

주자는 기능성 소화불량군에서 9명(40.9%),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는 2명(12.5%)이었다.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기능성 소화불량군

에서는 13명(59.1%), 과민성 장증후군에서는 8명(50.0%)이었다. 높

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양 군에서 각각 9명(40.9%), 4

명(25.0%)이었다(Table 2).

2. 기능성 소화불량의 위험인자 분석

기능성 소화불량의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의 결

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교차비가 10.39 (95% 신뢰구간 2.45-

44.05)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의미있는 예측인자였고, 음주(교차비 

3.0, 95% 신뢰구간 1.01-9.17), 낮은 수면의 질(교차비 3.89, 95% 

신뢰구간 1.35-11.25)도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된 인자였다. 그러

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이 없었다. 단변

량 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수인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음주, 수면의 질

이 낮은 경우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스트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 Subject (n=70)
Age (yr) 37±9 (22-53)
   ≤29 13 (18.6)
   30-39 23 (32.9)
   ≥40 34 (48.6)
Gender 
    Male 41 (58.6)
    Female 29 (41.4)
Length of work (h) 8.84±1.68
Pattern of work 
    Shift worker 20 (28.6)
    Day worker 50 (71.4)
Department 
    Nuclear medicine 7 (10.0)
    Radiation oncology 6 (8.6)
    Diagnostic radiology 39 (55.7)
    Others 18 (25.7)
Working position 
    Radiologic technician 47 (67.1)
    Nurse 11 (15.7)
    Nursing assistant 2 (2.9)
    Others 10 (14.3)
Work experience (yr) 
    <1 3 (4.3)
    1-4 12 (17.1)
    >4 55 (78.6)
BMI (kg/m2)
    <18.5 6 (8.6)
    18.5-23.0 34 (48.6)
    ≥23.0 30 (42.8)
Current smoker 20 (28.6)
Alcohol user (>2/wk) 18 (25.7)
Regular exercise (≥2/wk, 30 min/each) 17 (24.3)
Regular diet (≥6/wk) 31 (44.3)
Radiation dose (mSv/yr) 0.56±0.92 (0.001-4.16)
Sleep quality 5.26±2.47
    Good (PSQI ≤5) 44 (62.9)
    Poor (PSQI ≥6) 26 (37.1)
Stress 2.07±0.84
    Mild (BEPSI ≤1.6) 21 (30.0)
    Moderate (BEPSI 1.7-2.7) 37 (52.9)
    Severe (BEPSI ≥2.8) 12 (17.1)
Functional dyspepsia 22 (31.4)
Irritable bowel syndrome 16 (22.9)
Functional dyspepsia-Irritable bowel 

syndrome overlap
5 (7.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ange) or n (%).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BEPSI,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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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만이 유의한 위험인자였다(교차비 6.37, 95% 신뢰구간 1.38-

29.53) (Table 3).

3. 과민성 장증후군의 위험인자 분석

과민성 장증후군의 위험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의 결과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위험인자는 없었다(Table 4).

4. 방사선 노출량에 따른 임상특징 및 기능성 위장질환의 비교

이전 3년 동안의 누적 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48명(0.12-

25.25 mSv)에 대하여, 3년간의 누적 방사선량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년간의 누적 방사선량의 

상위 20.8% (10명)에 해당하는 9.4 mSv 이상인 군과 9.4 mSv 미

만인 군(38명)을 비교했을 때, 기능성 위장질환(30.0% vs. 31.6%, 

P=0.92)과 과민성 장질환(40.0% vs. 15.8%, P=0.09)의 유병의 차

이는 없었다(Table 5).

고   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전리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전리방사선이 기능성 위장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

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26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하는 질병 발

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스트레스가 높

은 직업군으로 보고되는데, 실제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민성 장증후군과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7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

신적 스트레스 외에 의료기관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기능성 소화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with Functional Dyspepsia or Irritable Bowel Syndrome

Characteristic Functional dyspepsia (n=22, 31.4%) Irritable bowel syndrome (n=16, 22.9%)

Sex (male) 13 (59.1) 7 (43.8)

Age (≤39 yrs) 14 (63.6) 11 (68.8)

Shift worker 9 (40.9) 6 (37.5)

Work experience (>4 yrs) 17 (77.3) 10 (62.5)

Drinking (>2/wk) 9 (40.9) 2 (12.5)

Regular exercise (≥2/wk, 30 min/each) 3 (13.6) 3 (18.8)

Regular diet (>6/wk) 7 (33.3) 5 (31.2)

Poor sleep quality 13 (59.1) 8 (50.0)

Severe stress 9 (40.9) 4 (25.0)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3.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of Risk Factors for Functional Dyspepsia

Variable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Pattern of work (shift vs . day work) 2.33 0.79-6.89 0.12 - - -

Annual radiation dose (≥0.6 vs. <0.6 mSv) 1.09 0.34-3.44 0.51 - - -

Gender (male vs. female) 1.03 0.04-2.88 0.95 - - -

Age (<40 vs. ≥40 yrs) 2.07 0.73-5.84 0.17 - - -

BMI (≤23.0 vs. >23.0 kg/m2) 0.86 0.31-2.37 0.77 - - -

Work experience (≤4 vs. >4 yrs) 1.12 0.33-3.77 0.86 - - -

Regular exercise (yes vs. no) 0.38 0.10-1.51 0.16 - - -

Regular meal (6-7 vs. ≤5 day/wk) 0.50 0.17-1.46 0.20 - - -

Drinking (≥2 vs. <2/wk) 3.00 1.01-9.17 0.05 2.72 0.76-9.75 0.12

Coffee intake (daily) 0.64 0.16-2.56 0.53 - - -

Poor sleep quality (poor vs. good) 3.89 1.35-11.25 0.001 2.59 0.75-8.92 0.13

Severe stress (severe vs. mild-moderate) 10.39 2.45-44.05 <0.001 6.37 1.38-29.5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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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및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과 의미있게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에 

따라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지는 않

았으며, 이들 중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군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

병률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3차 의료기관에 내원

하여 건강 검진을 시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연구에

서는 13.4%였다.2 과민성 장증후군은 5.7-7.1%로 다양하게 보고된

다.8-10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유병률이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은 26.3%, 과민성 장증후군은 28.1%이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은 31.4%, 

과민성 장증후군은 22.9%로, 이전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번 연구에서 각 질병의 높은 유병률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에서는 정신적 스트레

스가 가장 중요한 인자였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

다. 스트레스가 위의 운동기능을 떨어뜨리고 위산을 많이 분비한다고 

알려진 이후, 스트레스는 위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

화불량이나 다른 상복부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

로 중추 신경계에 스트레스 자극을 주었을 때 위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27,28 기능성 소화불량군에서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이 많

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즉,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같은 보건의료

인에서의 기능성 소화불량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의미있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Svedlund 등29은 101명의 과민성 장증

후군 환자와 정상군을 비교하여 불안, 피로, 슬픔, 수면장애 등의 증

상이 대조군에 비해 의미있게 많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와 과민성 장증후군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

존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하여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작하였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는 2004년부터 피

폭선량관리센터(National Dose Registry)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 피폭선량관리센터에 모니터링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2004년 33,000명에서 2008년 47,823명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19 한계선량의 국내 기준은 연간 20 mSv이며 분

기별로는 5 mSv 이하이다. 피폭선량관리센터에서 발행하는 연보에 

의하면30 2008년도 의료기관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노출선량

은 2차 의료기관에서 1.58 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의료

기관 1.08 mSV, 1차 의료기관 0.59 mSV의 순이었다. 또한 직종별 

분기별 주의 조치자(＞5 mSV/분기)는 방사선사가 80.8%로 가장 많

았으며, 의사 12.9%, 간호사 2.1%, 영상의학과 전문의 1.5%의 순으

Table 4.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of Risk Factors for Irritable Bowel Syndrome

Variable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Pattern of work (shift vs . day work) 1.71 0.53-5.59 0.37 - - -

Annual radiation dose (≥0.6 vs. <0.6 mSv) 0.78 0.22-2.81 0.78 - - -

Gender (male vs. female) 0.46 0.15-1.42 0.17 - - -

Age (<40 vs. ≥40 yrs) 2.55 0.78-8.35 0.11 - - -

BMI (≤23.0 vs. >23.0 kg/m2) 2.79 0.80-9.73 0.10 - - -

Work experience (≤4 vs. >4 yrs) 3.00 0.87-10.36 0.07 - - -

Regular exercise (yes vs. no) 0.66 0.16-2.66 0.56 - - -

Regular meal (6-7 vs. ≤5 day/wk) 0.47 0.14-1.55 0.21 - - -

Drinking (≥2 vs. <2/wk) 0.34 0.07-1.67 0.17 - - -

Coffee intake (daily) 1.22 0.23-6.41 0.82 - - -

Poor sleep quality (poor vs. good) 2.00 0.65-6.20 0.23 - - -

Severe stress (severe vs. mild-moderate) 1.92 0.49-7.45 0.34 - - -

Table 5. Comparison of Functional Dyspepsia and Irritable Bowel Syndrome by Cumulative Radiation Dose

Variable
Cumulative radiation dose

P-value
≥9.4 mSv (n=10, 20.8%) <9.4 mSv (n=38, 79.2%)

Functional dyspepsia 3 (30.0) 12 (31.6) 0.92

Irritable bowel syndrome 4 (40.0) 6 (15.8) 0.09

Values are presented a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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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별 방사선 노

출 및 관리 상태를 분석한 Jeong 등31의 연구에 의하면 종사자들 모두 

법적 선량한도보다 훨씬 적은 양에 피폭되고 있으며, 연평균 피폭선

량은 1.52 mSv이었다. 이번 연구 대상자의 연평균 피폭선량도 0.56 

mSv로 기존에 보고된 노출량보다 적었고, 분기별 주의조치자는 없었

다. 과별 연평균 피폭선량은 핵의학과(1.44±0.82 mSv), 영상의학과

(0.84±0.21 mSv), 혈관조영실 근무자(0.11±0.17 mSv) 순이었다. 

인체는 방사선이 투과할 때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며 체내

에서 전리현상이 일어나고, DNA를 변화시켜 피폭된 조직과 장기 등

의 세포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변화를 일으킨다. 방사선 피폭으로 세

포의 사멸이 일어나 건강장애가 나타나는 데에는 발달선량 이상의 피

폭이 있어야 한다. 피폭 후에 돌연변이를 거쳐 신체에 영향이 나타나

는 것은 확률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방사선 유발 암은 방사선 피폭 

후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잠복기가 필요하다. 최소 잠복기의 예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

한 백혈병은 2년, 갑상선암과 골수암은 5년, 대부분의 암들은 10년이

다. 만성림프구성 외 백혈병의 평균 잠복기는 7년이며 대부분의 다른 

암들은 20년 이상의 평균 잠복기를 갖는다. 이번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낮은 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3년 이내의 낮은 선량의 

노출은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발과 관련이 없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체르노빌 사고의 인근 지역에

서 4세에서 18세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매

우 낮은 방사선임에도 출생 이후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chronic radiation syndrome이 발생했다. 특히, 방사선 노출이 거의 없

는 지역의 소아청소년에 비하여 혈중 CD 16+ 세포와 circulating im-

mune complex의 농도가 높았고, phagocyte의 활성도는 낮았다. 또 

이들에게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방사선 노출에 

의한 인체 면역체계 변화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26

이번 연구에서 3년간 누적 방사선량 분석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및 

과민성 장증후군과 유의한 관련은 없었다. 그러나 적은 양의 방사선 

피폭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누적 선량이 증가하여 방사

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년 이상 장

기적으로 누적되는 방사선량과 기능성 소화불량 및 과민성 장증후군 

발생의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과민성 장증후군을 기

질적 질환에 대한 증상 위주의 설문 조사를 통해 진단했으므로 진단

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력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

였고, 연구 참여자가 기질적 질환이 비교적 적은 젊은 대상자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설문에 근거하여 진단을 하였더라도 오류가 크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는 방사선 노출이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국한되어 있어, 방사선 노출이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

나 일반인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

료인의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높고 교대근무를 하는 분포가 높은 특

성이 있어,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비교가 가능한 대조군의 설정에 제

한이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26와 연관되어 방사선 노출이라는 요인이 

인체 면역체계 변화를 유발하는지 이론적인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immune complex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

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높은 스트레스가 기능성 소

화불량의 발생과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접하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은 기능성 위장질환과 관련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기능성 위장질환의 요인일 가능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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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노출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에 미치는 영향
최주영ㆍ정성애ㆍ강혜원ㆍ윤혜원ㆍ류재인ㆍ김성은ㆍ정혜경ㆍ심기남ㆍ유  권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의과학연구소

목적: 기능성 위장질환의 정신사회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물리적 인자인 방사선도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번 연구는 방사선 노출과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에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질병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선량계를 이용하여 

연간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였다.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와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를 이용하여 수면의 질과 스트레

스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방사선 노출량, 스트레스의 수준 등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 70명(남성, 58.6%; 평균연령, 37±9세)의 연간 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0.56±0.92 mSv이었다.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

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은 각각 31.4%, 22.9%이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과 연관된 요소는 높은 스트레스였다(교차비 

6.37, 95% 신뢰구간 1.38-29.53). 과민성 장증후군의 위험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인자는 없었다. 3년간

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48명을 대상으로, 3년 누적 방사선 노출량의 상위 20.8%에 해당하는 9.4 mSv 이상인 군(10명)

과 9.4 mSv 미만인 군(38명)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양 군 간에 기능성 위장질환(30.0% vs. 31.6%, P=0.92)과 과민성 장질환(40.0% 

vs. 15.8%, P=0.09)의 유병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방사선 작업 종사

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색인단어: 방사선; 스트레스;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