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sEM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22;32:13-15
pISSN: 1738-2548 • eISSN: 2713-9972
https://doi.org/10.46246/KJAsEM.220002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 ENVIRONMENTAL MEDICINE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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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medical certification for pilots is required by the aviation safety authority
based with the aviation safety act.
Methods: In this study, aeromedical decision results according to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of the years from 2013 to 2015 were reviewed by retrospective analysis.
Results: Data from a cumulative total of 19,459 cases were screened. Of these, 15%
were determined to be fit with condition. Among them, 259 were diagnosed with
cancer. The ratios by cancer type are as follows: the most common cancer was thyroid
cancer (39.7%), followed by gastric cancer (12.1%), kidney cancer (7.9%), colorectal
cancer (7.9%), skin cancer (7.9%), prostate cancer (7.5%), lymphoma/leukemia (5.9%),
lung cancer (5.0%), head and neck cancer (2.5%), and other cancers (2.5%).
Conclusion: The number of aircrew with cancer tends to increase slightly every year.
The most common cause of thyroid cancer seems to be due to excessive diagnostic
activity.
Keywords: Aviation, Physical examination, Cancer prevailence

I. 서

론

터 회복이 빠르고 영향도 적게 받으므로 적절한 신체 관리는 항
공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를 포함

항공 사고의 70%–80%는 운항 관련 인적 요인이 차지하고 있

한 항공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항공 신체검사를 받고 항공 업무

다. 인적 요인의 여러 요인 중에 승무원의 신체 상태도 중요한 영

적합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민간항공

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한 신체는 비행으로부터의 스트레스로부

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의정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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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Annex 1)에 항공 종사자 면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

수 없다. 신체검사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잠복해 있는 질환을 발

리나라는 이 규정들을 따라 항공안전법에 항공 종사자는 적절한

견해 내고 아울러 현증이 없더라도 고 위험군을 발굴하여 향후 관

기간 동안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1]. 판정 기준은

리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습

적합, 조건부 적합 및 부적합으로 나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

관병들이 현저히 증가되고 이에 동반되어 치명적인 질환으로 심

우 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암 질환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에

근경색, 암 질환도 동반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조종사의

서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 가장 흔한 치명적 질환의

절대 수 증가 및 고령 조종사의 증가세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하나로서 항공신체 검사 시에 주요한 부적합 사유의 하나이다. 조

수 있다. 암 질환은 복합적이고 진단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전

종사 등의 항공 종사자는 최초 근로 입사 시 및 근무 중에 일반인

에는 진단율이 높지 않았었으나 진단 검사 수기의 발전에 따라 예

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체검사 및 건강관리를 받고 있어 각

전에 진단되지 못했던 암 질환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것도 발생률

종 질환에 대한 이환율이 일반인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낮은

증가 현상에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3] 국내에서는 아직 항공 종사자들의 암
질환 이환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된바 없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일반인에서 주요 암 종에서의 남녀 전체 연령 표준화 발생률 추
이를 보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및 신장암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인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암, 간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4] 항
공 승무원에서의 암 발생 빈도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것으로 보

국내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항공 신체

인다. 다만 항공 승무원의 대다수는 아직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검사를 받은 항공 종사자 중에서 암 질환에 이환되어 국토교통부

여성 고유 암 질환은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 조종사의 증

산하 항공 신체검사 관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적합 확정 판정을 받

가에 따라 여성 암 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암 질환

은 항공 종사자들의 현황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암 질환의 원

으로 진단되는 항공 승무원의 총 수가 약간씩 증가는 경향을 보였

격 전이 등으로 근치가 불가능하거나 관찰 기간 미비로 부적합 판

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반에서의 암 발생자 수도 매년 조금씩 늘어

정을 받은 예는 관찰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병원

나는 경향이 있음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암 질환에 이환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1701-009-16033)을 받았다.

경우 근치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간의

III. 결

과

총 연인원 19,459명 중에 여러 가지 질환들로 조건부 적합을 받
은 경우는 15%이었고 부적합 판정 비율은 0.3%이었다. 이 중에
암 질환으로 조건부 적합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는 239예
(5.6%)이었다. 2013년 4.9%, 2014년 5.4%, 2015년 6.6%로 암

관찰 기간을 거쳐 비행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분 비행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5], 각 암 종별, 병기별로 재발 위험도가 다르므
로 향후는 각 상황에 맞는 판정 기준의 차이도 고려해 볼 만하다.

V. 결

론

조종사 등의 항공 종사자에서의 암 질환 발병에 따른 양상은 일

질환자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암 진단을 받은 항공
종사자의 평균 비행 시간은 10,989시간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
생한 암 종은 갑상샘암으로 39.7%이었고 위암이 12.1%로 두번째
였다. 신장암(7.9%), 대장직장암(7.9%), 피부암(7.9%), 전립샘암
(7.5%), 림프종 및 백혈병(5.9%), 폐암(5.0%), 두경부암(2.5%), 기
타 암(2.5%)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Fig. 1). 림프종 및 백혈병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근치적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모든 환자가 신
체검사 당시에는 치료 후 무병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조건부 적
합 판정을 받고 업무 수행을 허가받았다.

IV. 고

찰

항공 승무원은 채용 당시부터 엄격한 신체 검사를 통하여 건강
인을 선발하고, 근무 중에도 전생애를 걸쳐 비교적 엄격하게 건강
관리를 하게 되어 “건강인 효과”가 있어 각종 질환 발생률이 일반
인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연령이 증가하
고 근무 중의 각종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저하되는 것은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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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distribution of cancer incidence. Each per-

centage is round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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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다. 폐암의 이환율이 낮은
이유는 항공 종사자군에서는 금연 등 건강 관리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서 전체 이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폐암이 다른
암 종과 달리 원격 전이 등으로 근치적 치료가 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암 종보다 높아서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갑상샘암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일반인들
과 같은 이유로서 과도한 신체 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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