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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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examination items of the year of 2021 performed
during the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in Korea were reviewed by retrospective
analysis.
Results: Data from a total of 27 hospitals were collected. The number of inspection
items ranged from a minimum of 22 items to a maximum of 57 items, showing a
difference of more than double. Data from tertiary general hospitals and large airlines
showed a tendency to perform more items of test compared to clinic-level institutions.
The ratios for each inspection item are as follows: 1) 100% inspection items: urine test,
ophthalmic test (except fundus test), fasting blood sugar, general blood test (complete
blood count), electrocardiogram, electoencephalography, chest posterior anterior, pure
tone audiometry, and total cholesterol; 2) 65%–74% inspection items: triglyceride,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 an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3) 57% inspection items: hepatitis
B surface antibody,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nd 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 4) 50% inspection items: urate and fundus examination.
Conclusio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over the past 40
years, but in terms of examination items, the aviation physical examination does not
reflect the flow of change. Over the past years, the number of pilo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flight environment has changed, and medical examina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es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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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에서의 검사 항목은 지난 40여 년간 특별히 변화가 없었다. 항
공 신체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및 부칙에서는

항공사고의 70%–80%는 운항 관련 인적요인이 차지하고 있다

선언적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1]. 인적요인의 여러 요인 중에 승무원의 신체 상태도 중요한 영

의학 발전에 따른 각종 질병의 빈도의 변화, 진단 방법의 발전 등

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한 신체는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을 법률적으로 일일이 맞추어 정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회복이 빠르고 영향도 적게 받으므로 적절한 신체 관리는 항공업

보인다. 실제로 ICAO,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u-

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행 중 신체 이상에 의한

thority, USA), 유럽항공안전기구(European Union Aviation

조종불능 상태(pilot incapacitation)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Safety Agency)등에서도 구체적으로 검사항목을 정해놓고 있지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항

는 않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항공 신체검진을 수행하는 의료

공 신체 검사를 받고 항공업무 적합 여부를 판정 받도록 하고 있

기관이 40여 개 소에 이르고 검사 방법도 다양해져서 각 기관마다

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

검사 항목의 차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검자 입장에서는

tion Organization, ICAO)의 의정서 1항(Annex 1)에 항공 종사

검사에 따른 처분 결과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도 있게

자 면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규정들을 따라

되었다. 검사 항목의 표준화를 고려할 때가 되었고 이를 위한 기

항공법에 관련된 신체검사 규정을 두고 있다[2]. 판정 기준은 적

초조사로서 본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합, 조건부 적합 및 부적합으로 나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최근에 항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운항승무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조종사 정년 연장에 의하여 고령 조종사의 수도 증가하여
항공 신체검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 신체검사 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23개 항
공 신체검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당시 항공 신체 검사

신체검사들 중에서 일반 국민 건강검진 항목은 시대의 변화에

시 실제로 시행하는 검사실 항목 내용을 제출 받아서 후향적으로

맞추어 꾸준히 개선이 되어 각종 질환별, 연령별, 위험인자별로

전수조사 하였다. 체중, 시력 등 신체검진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

비교적 명확하게 검사 항목의 지정이 있었다. 하지만 항공 신체검

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1701-009-16033)을 받았다.

Table 1.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study
K+청담의원
제주대병원
편한몸의원
IMC강남의원
강북삼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뉴강서성심병원
대한항공
명동연세의원
부산대학교병원
아시아나항공
이패밀리의원
인천공항의료센터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제주한라병원
홍익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연세건강증진의원
용인다보스병원
우리호병원
공군항공의료원
항공우주의학협회

의료기관 목록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III. 결

과

검사 항목 수는 최소 22항목에서 최대 57항목까지 조사되어 최
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의원급 기관에 비하여 상급 종합병
원 및 대형 항공사 부속의료센터에서 검사 항목의 수가 많은 경향
을 보여 주고 있었다. 검사 항목 중에 소변검사, 안과검사(시력, 안
압, 사위, 색각 및 시야 검사 포함, 안저검사는 제외), 공복 혈당,
일반혈액검사(complete blood count), 심전도검사(electrocardiogram, EKG), 뇌파검사(electoencephalography), 흉부단순
엑스선검사(chest posterior anterior [PA]), 순음청력검사,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은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빈도로 시
행되고 있었으나 기타 항목들은 기관별로 시행 빈도에 차이가 있
었다. 검사 항목별 비율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IV. 고

찰

신체검사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잠복해 있는 질환을 발견해내
고 아울러 현증이 없더라도 고 위험군을 발굴하여 향후 관리의 자
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검사 항
목을 동시에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대표적인 선
행 단서(clue) 검사를 먼저 시행해 보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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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Table 2. Percentage by inspection item
검사 빈도(%)
100

65–74

57

50
22–35

검사 항목
Urinalysis, opthalmologic examination (시력, 안압,
사위, 색각 및 시야 검사 포함. 안저검사는 제외),
fasting blood sugar, 일반혈액검사(complete
blood count), 심전도검사(electrocardiogram),
뇌파검사(electoencephalography),
흉부단순엑스선검사(chest posterior anterior),
순음청력검사,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epatitis B surface antibody,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
Uric acid, fundus examination
Liver function test (total protein, albumin, bilirubin,
direct-bilirubin, lactic acid dehydrogenase)

최근까지 생활 습관병들이 현저히 증가되고 이에 동반되어 치
명적인 질환으로 심근경색, 암질환도 동반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조종사의 절대 수 증가 및 고령 조종사의 증가 경향과
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항공 신체검사에서 적
합 판정을 받지 못한 사유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는 근시교정 수
술이 압도적이고, 40, 50대에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안과질환,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생활 습관병들이 주를 이루는 반
면, 60대에서는 심혈관질환, 암 질환 외에 인지력 저하가 동반되
는 뇌혈관 질환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4]. 예전에는 대상군
이 30–50대 사이의 건강인으로 비교적 균질한 소수의 조직이었으
나 현재는 다양한 체질군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맞게 질병 양상도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적용이 어려웠던 진단
검사 수기의 발전도 이루어져서 예전에 진단되지 못했던 질병군
도 추가되고 있는 것도 변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
화에 대비하면 항공 신체검사의 항목들은 이전 40년 전에 비하여

30

HCV

특별한 변화가 없다. 현재는 검진 당시의 나이와 자격 구분별로

22

Abdominal ultrasonography

17

Stereoscopic vision, 마약검사, 정신심리검사

신체검사 유효기간의 차이만으로 구분할 뿐 동일한 기준으로 신

드물게 하는 검사

건강증진교육, 음주, 니코틴, 졸음척도, 동맥경화도,
평형기능, 후두내시경

체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Kwon [5]의 조사 자료에 다르면 우리
나라 민간 항공사 조종사들 중에서 60세 이상의 조종사들에서 그
이전 나이의 조종사들에 비하여 부적합 비율이 유의하게 상승하
고 있는데 그 이전 연령대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암 질환 및 심장

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항공 신체검사에

질환 이외에 뇌혈관 질환도 늘어나기 시작하여 젊은 연령의 조종

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단서 검사들은 다음과 같다.

사들에 비하여 질환 양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심장질환은 EKG, 신장질환은 일반소변검사(routine urinaly-

에서의 연구[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60세 이상의 고령 조

sis-8종, 12종)와 혈청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 흉부

종사들에서는 기존 질환들 외에 무증상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질환은 chest PA, 간질환은 임상화학검사(일반적인 30여 항목 중

이 발견되는 예가 생겨서 고령 조종사들에서는 항공 신체검사 시

에 5–10항목 정도 시행), 전염성질환은 B, C형 간염, 인간면역결

에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 뇌

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검사 정도가 있

질환 검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Germanwings 조종사

다. 이러한 선행 단서 검사들이 인체 내에서 각 질환들의 존재를

비행 중 자살 사건 이래로 우울증 등의 정신신경계 질환의 선별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검사 항목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는 항공 신체검사에서 정신과적 면담을 하

수에서 검사 기관별로 검사 항목 수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는 기관은 한두 군데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판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적정
항목 수에 대한 권고 기준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KG는 심장질환들에 대한 선별(screening) 목적으로 항공 신

V. 결

론

체검사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선행 단서 검사인데 실제로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발생 양상은 많은 변화를

20% 정도에서만 환자나 고위험군 잠재 환자를 선별해낼 수 있다

보였다. 과거에 비하여 생활습관병들이 현저히 증가되고 심근경

고 한다[3]. 즉 항공 신체검사을 거친 항공 종사자 중에서 심장질

색, 암질환도 동반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항공 신체검사 결과에서

환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위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한 조종사

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진단법의 발전, 전체 항공

로 여겨져서 비행업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장질환은 당

종사자의 절대 수 증가 및 고령 조종사의 증가 경향과도 맞물려서

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흡연 여부 및 고령의 나이 등 여러

생긴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항공 신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의 여러 인

체검사는 그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자들의 영향을 감안하면 이러한 고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 특히 신체검진 기관별로 검사 항목 및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EKG 이외에 선별 단계부터 추가 검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

보이고 있어서 판정 결과에 따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근에 stress test,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CT), 심장

다. 향후에는 흡연, 음주, 습관성 약물검사를 포함하여 새롭게 대

혈관조영술 등의 여러 가지 검사법이 이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두되는 질환군들을 반영하고, 관상동맥 CT, 졸음척도 검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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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검사 등의 새로운 검사방법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자동화 등의 비행 환경도
검사 항목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추어 기존의 자격
구분별, 나이별로 유효기간만 구분하고 검사 항목은 동일하게 적
용하는 것에서 개선하여 위험인자별로 구분하여 검진 등급을 정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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