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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Headache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in the clinical practice. It has been
reported that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ful environments are determinant risk factors for headache
disorders. Because many pilots are exposed to these risk factors, they may have been suffered from
headache burden. However, few studies on the prevalence and the burden of headache in pilots were
performed until now.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86 pilot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a quality-of-life scale (WHOQOL- BREF), and questionnaires
to measure headache burden (HIT-6). Results: 54 of studied pilots (62.8%) experienced headache episode
during the life time. Three months prevalence was 25.6%. Twenty-one (24.4%) pilots reported past medical
history except headache. 17 (73.9%) pilots of those having headache episodes within previous 3 months
were diagnosed with primary headache. Two (2.3%) were diagnosed with airplane headache. Only alcohol
intake times per week was associated with headache in pilots (P=0.047). Although most pilots with
headache reported “a little” or “none” degree in the HIT-6, they showed lower WHOQOL- BREF score
than no current headache group. Only 2 (9.1%) pilots sought medical assistance during headache
episodes.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study on the prevalence and the impact of headache in ROKAF
pilots. Although headache was more frequent disease than other medical problems in pilots, headache
disorders were undertreated in pilots. Regarding to a special occupation of pilots, the burden of headache
disorders in pilots was not low.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to determine the exact prevalence and
impact of headache on social functions in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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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2] 육체활동, 정신적 스트레
스, 소음, 매연, 광 자극, 기후변화, 머리 및 목의 움직임 등
은 편두통 및 긴장형두통을 잘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
다[3-5]. 공군조종사들은 가속도, 기압, 온도와 산소포화도,
빛의 양 변화와 소음, 진동 등이 있는 환경에[6]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두통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위험요인
을 가지고 있다. 비행두통(airplane headache)과 같이 비행시
에만 유발되는 두통이 보고되고 있고[7] 2형 감압병(type II
altitude decompression sickness)에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으
로[8] 알려져 있어 비행과 연관된 두통은 진단과 치료에 특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통환자에서 기
질적 원인이 드물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9].

론

두통은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로 국내의 연구에서 평생 유병률을 90%정도로 보고하
고 있다[1]. 이는 두통이 머리와 목 질환뿐 아니라, 전신질
환, 환자의 성격, 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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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편두통이 사망률
을 높이지는 않아도 전체 질환 중 질병부담이 19위, 여자에
서는 12위였다[10]. 두통의 질병부담(burden of headache)은
하위영역으로 비경제적 부담(non-economic burden)과 경제적
부담(economic burden)이 있다[11]. 두통 환자에서는 이런 경
제적, 비경제적 부담으로 개인적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11-13].
국내 공군규정에는 편두통, 군발두통과 공중근무에 지장
을 주는 이차두통이 있으면 비행자격을 상실하거나 비행에
서 제외될 수 있고 작업효율의 감소로 공군전력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종사의 두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첫째, 공군 조종사의 두통의 역학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여 두통의 현황을 알고자 하였고 둘째,
두통의 발생과 관련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조종관련
인자를 찾고자 하였으며 셋째, 조종사의 두통의 질병부담
및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니고 코막힘, 얼굴의 무거운 느낌 또는 눈물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두통 이외의 질환의 과거력
과 건강문제을 조사하여 두통의 유병률과 비교하였다.
2. 사회인구학적 인자 및 비행관련 요인
기본 설문문항으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등을 포함하였
다. 두통과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음주력, 흡
연력, 주당 커피 섭취량, 하루 수면시간, 운동습관과 아침식
사 여부를 조사 하였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수면시간을 7시
간 기준으로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비행 또는 업무와 두통
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총 비행시간(total flight time), 주
기종 비행시간, 4주간 비행시간, 4주간 야간 비행시간, 4주
간 지상근무시간, 4주간 비상대기시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종을 고성능항공기(high performance aircraft), 저성능항공
기(low performance aircraft), 헬리곱터(helicopter)로 구분하여
항공기 성능과 두통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3. 두통의 질병부담

II. 대상과 방법
1. 대상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항공생리교육을 받기 위
해 항공우주의료원에 방문한 공군 조종사와 일부 비행단을
직접 방문하여 모집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총 86명의 조종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모두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고 서면 동의를 하였
다. 이들 86명을 대상으로 평생, 지난 3개월, 지난 4주 동안
의 두통 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통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있었
던 경우를 최근두통(current headache)으로 정의하였고 이들
을 대상으로 증상 및 특징에 대하여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된 면담과 신경학적 검진을 하여 두통을 진단하였
다. 이차두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심되는 원인에 대한
검사를 추가 하였다. 두통의 진단은 국제두통질환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II, ICHD-II)를 따
랐다. 비행두통은 Atkinson (2004) 등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
가 되었는데[14] ICHD-I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Mainardi
등이 제안한 진단기준[7]을 따랐다. Mainardi 등이 제시한 비
행두통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비행 중 발생하고 20분 미만
지속되는 두통이 최소 두 번 이상의 발작이 있으면서 다음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한다. 첫째, 심도의 강도를 가
진다. 둘째, 찌르는 듯하거나 쥐어 짜는 듯한 양상이다(박동
성도 가능). 셋째, 일측성이다. 넷째, 눈 주변에 발생한다(이
마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질환에 기인한 것이 아

1) 비경제적 부담
한국어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세계보건기
구 삶의 질 간편형척도(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 WHOQOL-BREF) [15]와 두통영향
척도(Headache Impact Test-6,HIT-6) [16]를 사용하여 비경제
적 부담을 조사하였다[11,17].
삶의 질 측정 도구[18] 중 WHOQOL-BREF을 사용하여 최근
두통군과 비최근두통군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WHOQOLBREF은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overall)과 총 4
가지 하위영역(domain)인 신체적건강(physical health),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health), 사회적관계(social relations), 환경
(environment)으로 구성 되어있다[15,19]. WHOQOL-BREF 점
수 계산은 민 등의 지침서[19]를 따랐다. 점수를 채점하여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4∼20점대 척도점수로 변환하였다.
삶의 질 평균점수(QOL mean score)는 5 이하이다.
HIT-6로 두통의 중증도를 분류하였다. HIT-6는 두통 전
반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
발되었다[17]. 점수에 따라 ‘두통에 의한 영향이 없거나 적
은 경우(little or no effect, 36∼49)’, ‘두통에 의한 영향이 일부
있는 경우(some impact, 50∼55)’, ‘두통의 영향이 상당한 경
우(substantial, 56∼59), ‘두통의 영향이 심각한 경우(severe
impact, 60 이상)’로 분류 하였다.
2)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 중 직접비용은 의료비용을 뜻 하지만[11] 군
인은 군병원 이용 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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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valence and classification
of headache.

제외하였다. 간접비용은 ‘지난 3개월 동안 두통으로 인한
결근 일 수’, ‘직장에서 작업능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일
수’, ‘비행을 못한 일 수’와 ‘두통이 있을 때 비행효율과 작
업효율(0에서 10점 척도)’에 대한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추
가적으로 두통 발생시 의료기관이용 여부, 이용 의료기관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통계분석
설문과 검사가 일부 누락된 경우 검사한 항목까지 통계
분석을 하였다 자료는 SPSS 17.0, network version 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Chi-square test와 t-검정을
이용한 평균 비교를 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총 86명의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5.7±10.0세(23∼
58)였고 20대(35명, 40.7%)와 30대(26명, 30.2%)가 많았다. 대
상자는 모두 남자였다. 키는 평균 173.8±4.6 cm이고 체중은
평균 71.7±8.6 kg이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의 평균은 23.7±2.6였다. 60명(69.8%)은 기혼자였으며 주거
형태는 관사(35명, 40.7%)와 독신자숙소(27명, 31.4%)가 많
았다.
평균 수면 시간은 6.7±0.8시간이었고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조종사가 유효응답자 83명 중 43%이었다. 아침식사
를 거르는 사람은 유효응답자의 9.3%였다. 술을 마시는 사

람이 유효응답자 85명 중 89.5%였고 1주간 술을 마시는 횟
수는 평균 1.3±0.8회였다. 전체에서 36%는 흡연했고 평균
흡연양은 5.1±8.0 packs years였다. 평소에 1주간 땀이 날 정
도의 운동을 하는 횟수는 평균 2.3±1.3회였다.
대상자들의 비행관련 특성은 총 비행시간이 평균
1,541.7±1,392.4시간, 4주 비행 시간이 평균 12.6±12.8시간이
었다. 조종 기종은 고성능항공기가 66.3%, 저성능항공기가
27.9%, 직승항공기가 3.6%였다.
2. 두통의 유병률과 특징
전체에서 32명(37.2%)이 평생 한번도 두통을 경험하지 않
았다고 하여 두통의 평생 유병률은 62.8% (54명)였다(Fig. 1).
3개월 유병률은 25.6% (22명), 4주 유병률은 16.3% (14명)였
다. 최근두통군 22명의 두통을 분류하였다. 일차두통의 유
병률이 19.8% (17명)로 두통 중 73.9%였다. 긴장형두통의 유
병률은 16.3% (14명), 편두통의 유병률은 3.5% (3명)이었다.
이차두통의 유병률은 2.3% (2명)이었다. 이 중 1명은 두개내
신생물에 기인한 두통(headache attributed to intracranial neoplasm)으로 항가속도 호흡법(L-1 maneuver)시 두통이 악화되
는 특징이 있었다. MRI에서 소뇌에 종양과 수두증이 발견
되었다. 나머지 1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두통이 발생한
경우로 전신감염에 기인한 두통(headache attributed to systemic infection)였다.
두통의 평생유병률은 20대에서 74.3%, 30대에서 65.4%로
40대(41.7%)와 50(46.2%)대보다 높았다(Fig. 2). 3개월 유병률
은 20대에서 34.4%, 30대에서 23.1%, 40대에서 16.7%, 50대
에서 15.4%였다. 4주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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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rmographic features, current headache group vs.
no current headache group
Headache episode in previous 3 months

Fig. 2. Headache prevalence in relation to age in life time, 3
months and 4 weeks in pilots.

두통의 유병기간은 평균 4.7±3.8년이었다. 빈도는 1달에
평균 2.4±3.1회였고 13명(59.1%)은 1달에 1회 미만이었다.
두통의 지속시간은 평균 6.4±5.1시간이었다. 최근두통군 중
11명(50%)은 두통의 강도가 “일상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정
도”, 8명(36.3%)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만 완전히 불가
능하지는 않음”, 3명(13.6%)은 “모든 활동이 불가능 함”이라
고 답하였다.
21명(24.4%)은 두통 이외의 질환의 과거력이 있었고 최근
두통군과 비최근두통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허
리통증이 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 질환
이 4명(4.7%), 관절통증이 3명(3.5%)이었다. 고혈압, 장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알러지, 십자인대 파열, 치주염이 각 1
명(1.2%)이었다.
3. 인구사회학적 인자 및 비행관련 요인
키, 체중, BMI, 허리둘레, 결혼여부, 주거형태, 출신학교,
수면시간, 아침식사 여부는 최근두통군과 비최근두통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최근두통군
의 평균나이가 32.9±9세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최근두
통군에서 음주하는 경향이 있었다(P=0.09). 주당 음주횟수
는 최근두통군에서 1.5±0.7회로 비최근두통군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7). 두통 이외의
질환의 과거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흡연여부, 흡연량과 주당 커피잔 수, 수면시간, 주당
운동 횟수는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긴장형두통
군과 비최근두통군과의 비교에서 여러 요인 중 음주빈도가
긴장형두통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47).
총 비행시간은 비최근두통군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93, Table 2). 4주간 야

Yes (n=22)

No (n=64)

P-value

Age (yr)
32.9±9.1
Height (cm)
173.3±4.9
Weight (kg)
71.8±8.3
BMI
23.9±2.2
Waist (inch)
31.4±2.6
Marital status
Single
9 (40.9)
Married
13 (59.1)
House
Official residence
7 (31.8)
BOQ
9 (40.9)
Own house
3 (136)
Rent
3 (13.6)
Education
Air force academy
17 (77.3)
Others
5 (22.7)
Alcohol (n=85)
Yes
21 (100)
No
0 (0)
Alcohol (/week)
1.5±0.7
Smoking
No
17 (77.3)
Yes
5 (22.7)
Smoking amount
5.3±9.6
(Pack years)
Coffee amount
12.0±12
(cups/week)
Sleep (n=83)
≥7 hr/day
14 (63.6)
＜7 hr/day
8 (36.4)
Sleep (hr/day)
6.7±0.8
Breakfast (n=80)
Yes
20 (90.9)
No
2 (9.1)
Physical activity (/week)
2.0±1
History of other illness
Yes
3 (13.6)
No
19 (86.4)

36.7±10.2
174.0±4.5
72.2±7.2
23.9±2.2
32.0±2.6

0.104
0.584
0.847
0.965
0.315

17 (26.6)
47 (73.4)

0.206

28
18
11
7

0.647

(43.8)
(28.1)
(17.2)
(10.9)

48 (75)
16 (25)

0.831

56 (87.5)
8 (12.5)
1.2±0.8

0.089
0.047*

38 (59.4)
26 (40.6)
5.0±7.5

0.878

11.2±8.2

0.799

32 (52.5)
29 (47.5)
6.7±0.8

0.366

52 (89.7)
6 (10.3)
2.3±1.4
18 (28.1)
46 (71.9)

0.131

0.942
0.87
0.327
0.172

No.(%)/Mean±SD.
*P＜0.05.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BOQ: bachelor officers’
quarters.

간 비행시간과 지상근무 시간은 최근두통군에서 많은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주기종 비행시간과
지난 4주간 비행시간, 비상대기시간, 비행기종은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 지난 4주간 두통 경험이 있었던 군과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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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light and work features, current headache group vs. no
current headache group

Table 3. The difference in headache on mean score
WHOQOL-BREF and sub-domain

Headache episode in previous 3 months

Headache episode in previous 3 months

Yes (n=22)

No (n=64)

Total flight time (hr) 1,115.1±1,344 1,698.1±1,387.7
Flight time of main
481.2±563.7
701.4±685.2
aircraft (hr)
Flight time (hr/4 weeks) 11.3±10
13.2±13.8
Night flight time
1.6±2.4
0.8±1.5
(hr/4 weeks)
Ground work time
120.4±55.2
81.2±77.9
(hr/4 weeks)
Emergency waiting time 5.4±12.1
3.9±11.7
(hr/4 weeks)
Type of aircraft (n=84)
High performance
4 (18.2)
20 (32.3)
Low performance
18 (81.8)
39 (62.9)
Helicopter
0 (0)
3 (4.8)

P-value
0.093
0.169
0.541
0.095
0.055

Overall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nvironment
QOL mean score

Yes (n=22)

No (n=64)

P-value

7.32±1.43
14.3±2.3
14.5±2.1
13.8±2.1
10.9±2.3
3.32±0.48

7.44±1.27
15.5±2.2
15.7±1.8
14.7±2.0
11.7±2.0
3.56±0.44

0.716
0.036*
0.027*
0.095
0.165
0.047*

*P＜0.05.

0.691

0.218

No.(%)/Mean±SD.

던 군과의 비교 시, 4주간 야간 비행시간이 두통군에서 많
은 경향을 보였다(P=0.095). 긴장형두통군과 비최근두통군
과의 비교에서 4주간 지상 근무시간이 긴장형두통군에서
많은 경향이 보였다(P=0.083).
비행두통의 유병률은 2.3% (2명)였다. 1명은 비행 이착륙
시 두통이 유발 되었고 나머지 1명은 가속도가 작용하는 비
행 시 두통이 유발 된다고 하였다.
4. 두통의 질병부담
1) 비경제적 부담
WHOQOL-BREF에서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건강 영
역의 삶의 질과 삶의 질 평균점수가 최근두통군에서 낮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Table 3). 사회적 관계 영역과 환
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두통이 있었던 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
다. 즉, 두통이 있었던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고 특히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이 낮았다.
최근두통 환자 22명의 HIT-6 평균 점수는 46.2±6.3점이었
다. 이중 ‘두통의 영향이 심각한 경우’가 1명(4.5%)으로 뇌
종양으로 인한 이차두통으로 진단된 환자였다. ‘두통의 영
향이 상당한 경우’는 1명(4.5%)으로 편두통이었다. ‘두통에
의한 영향이 일부 있는 경우’는 3명(13.6%)이었고 ‘두통에
의한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17명(77.3%)이었다. 긴장
형두통 환자의 HIT-6 평균은 43.9±3.6점이었고 편두통환자
의 평균은 52.3±4.5점이었다.

2) 경제적 부담
최근두통 환자 중 1명(4.5%, 전체 중 1.2%)이 ‘지난 3개월
간 두통 때문에 직장을 빠졌다’라고 하였다(총 1일). 이 환
자는 뇌종양이 있었던 두통환자였다. 여덟 명(36.5%, 전체
중 9.3%)이 ‘지난 3개월간 두통 때문에 작업능력이 절반으
로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작업능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
한 날을 평균 5.1일(1∼15)이었다. 이중 3명은 편두통, 3명은
긴장형두통, 1명은 뇌종양, 1명은 분류가 안된 환자였다. 뇌
종양이 있었던 두통환자의 감소일이 15일로 가장 많았다.
두통이 있을 때 작업능력은 10점 중 5.1점(1∼8)이었다.
최근두통 환자 중 2명(9.1%, 전체 중 2.3%)이 ‘지난 3개월
동안 두통으로 인해 비행을 못 했다’고 응답하였다. 1명은
뇌종양, 1명은 분류가 안된 환자였다. 비행을 못한 날은 평
균 1일이었다. 두통이 있을 때 비행능력은 10점 중 5.8점(3
∼9)이었다. 비행시 겪은 어려움으로는 “집중하기 어렵다”,
“상황인지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응답하였고 뇌종양으로
진단된 두통 환자는 “항가속도 호흡법시 두통이 생긴다”고
하였다.
최근두통 환자 중 2명(9.1%)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는데
모두 군병원이었다. 4명(18%)은 자가로 진통제를 복용하였
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6명(72.7%)은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두통의 정도가 약하고 쉬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일부에서는 조종자격 유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의
료기관을 찾지 않았다고 하였다.

IV. 고

찰

Mathew (1993)는 미국 남성의 평생 유병률을 91%, 여성은
95%로 보고하였고[20] 노(1998) 등은 1년 유병률을 남자에
서 63%로 보고하여[21] 이번 연구의 평생 유병률(62.8%)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두통의 3개월 유병률은 남자에서 39%
[22], 58.9% [23], 62% [24]로 다양하게 보고되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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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병률(25.6%)보다 높았다. 전체 두통 중 2/3 이상이
긴장형두통과 편두통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25] 본 연
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73.9%). 전세계적인 1년 또는 3개
월 두통의 유병률은 긴장형 두통에서 38%, 편두통에서 10%
인데[25] 이번 연구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성별,
인종, 국가, 연령분포, 직업 및 연구 방법에 따라 유병률은
다양하게 보고 되는데[25,26] 남자, 동양인과 흑인, 노인에
서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
과 비행환경을 고려하면 유병률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 두통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군조종사 집단
이 일반 집단에 비해 건강한 집단을 선발을 하기 때문이다.
공군정비종사자 및 사무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자각
증상 연구에서 45%는 최근에 두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
였는데[27] 이는 조종사에서 두통의 3개월 유병률보다 높
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통의 중증도도 낮았다. 둘째, 정
기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유질환자가 탈락되었을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조종사가 남성이라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
이다. 넷째, 두통은 통증에 대한 자각증세가 주 증상인데 조
종사들이 비행자격유지에 대한 우려로 증상을 숨겼을 가능
성이 있다. 군의관이 직접 설문을 하면 자기보고식 설문연
구보다 조종사들이 비행자격유지에 대해 더 불안하게 생각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허리 통증의 과거력을 가진 경우
가 8.7% (7명)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연구한 공군조종사의
1년 요통유병률(10∼27%)보다 낮았다. 두통의 유병률이 일
반인을 대상의 연구보다 조종사에서 낮게 나타났지만 두통
이외의 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경우가 24.4% (21명)이고 두
통의 3개월 유병률이 25.6% (22명)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건강 문제보다 두통이 조종사에서 흔한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두통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두통이 없는 군이 평균
나이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두통 유병률과 연령대의 분석
에서 나이에 따른 누적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통이
고령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종사의 직업적
특징 때문에 유질환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되고 선
발과정에서 선별되는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
서 이전에 알려진 두통유발인자들과 두통과의 연관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종사들의 인구사회학적요
인의 동질성이 높아 통계적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두통의 유병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술은 편두통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긴장형 환자에서 유발요인
이 될 수 있는데[28] 이번 연구에서 음주여부는 두군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비해 음주빈도는 두통군에서 높았다.
비행관련인자와 두통의 관련성 분석에서 두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승객 대상의 연구에서 비행 두통이 5.7%

오기욱ㆍ설진곤ㆍ김현영

발생하였는데[29] 조종사 대상의 이번 연구에서는 2.3%에
서 두통이 발생하였다. 비행두통이 발생한 두 명 모두 고성
능항공기 조종사였고 이 중 1명은 이전에 보고된[7,14] 비
행두통의 특징과 다르게 가속도작용 시 두통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속도 변화가 비행두통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행두통의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알
려지지 않았고 임상양상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비행
환경과 두통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군용항공기의 성
능을 고려하면 승객대상 연구보다 조종사의 비행두통의 유
병률이 낮았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군용 항공기의 보호장치의 발달로 유해환경 노출을
막아주고 둘째, 조종사들의 반복적인 훈련이 저항성을 증
가시키고 셋째, 조종사들이 일반인에 비해 건강한 집단이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종사의 두통의 비경제적 부담은 많지 않았지만 두통이
없는 군보다는 많았다. 두통환자의 두통의 유병기간, 빈도,
강도, HIT-6는 이전 연구보다 낮았지만 삶의 질은 두통이
있는 군에서 낮았다.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36, P=0.027). 그러나 점
수차이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두통환자에서 삶의 질과 상
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이번 연구에
서 낮고 만성두통이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두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편두통에서 많이 이루
어 졌는데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편두통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두통으로 인한 불
편과 영향이 클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0,31].
또한 두통의 만성화 정도도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32-34].
두통의 경제적 부담 중 간접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결근
일, 작업효율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조
종사 중 3개월 동안의 결근빈도(1.2%)는 일반인 대상의 1년
동안의 결근빈도(14%) [35]보다 적었다. 그러나 국내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36] 건강문제로 인한
3개월 동안의 비행 취소(20%) 중 신경계 증상으로 인한 경
우(1.3%)가 세 번째 원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두통 단독으로
인한 비행취소가 2.3%로 이전 연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근일 수는 연구에 따라 1년에 2일에서 6일 정도로 보고되
어[26] 이번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대상 중
9.3%에서 지난 3개월간 두통으로 작업능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군 조종사들은 비행시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되어 있고 계기판에서 나타나는 수
치 및 자료, 시각정보 등을 빠르게 분석하기 때문에 육체적
능력,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필요한데 약간의 작업능
력의 감소도 비행을 할 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2009년
국회에 제출된 조종사 ‘1인당 비행 양성과정별 비용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력기종인 KF-16 교관조종사 양성까지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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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1인당 최고 123억원이었다. 조종사의 특수성, 양성
비용, 유지비용, 사고발생시의 치명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
인에 비해 두통의 유병률과 중증도는 낮지만 두통으로 인
한 간접비용의 부담은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Sweileh (2010) 등의 연구에서는 두통환자의 5% 미만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1/3에서 자가로 약을 복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37]. 본 연구의 의료기관 이용률(9.1%)은 이전
연구보다 높았고 약물 복용률(18%)은 낮았다. 그러나 Linet
(1989) 등의 연구에서 남자의 15%에서 두통이 있을 때 의사
를 찾는 것으로 보고하여[38] 조종사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았다. 각 비행단에는 의무대가 있고 비행대대마다 담당
군의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통이 있을 때 의료기관
이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병원을 방문한 두통환
자 연구에서 재진을 안받은 이유로는 저절로 호전된 경우
가 가장 많았고 경도의 두통이 있었던 경우에 방문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39]. 본 연구에서도 의료기관을 이용하
지 않는 이유로 “두통의 정도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조종자격 유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응
답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조종사들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두통은 적합한 진단을 내려 위험한 원인
을 찾아내고 두통의 만성화를[40] 막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조종사들은 비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두통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두통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군에서는 비행안정성을 고려하여 항공생리 신체검사
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질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번 연구에서 한국 공군 규정에서 비
행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
환자와 편두통 환자가 있었다. 항가속도 호흡법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G-LOC (gravity induced loss of conciseness)의
예방에 필수적인 호흡법으로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과
유사하게 시행한다. 본 연구의 뇌종양 환자에서는 항가속
도 호흡으로 두통이 유발된다고 하여 비행시 장애가 있었
다. 편두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짐증상과 오심, 구토와 같
은 증상과 통증자체가 고도의 집중력과 신체적응이 필요한
비행환경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미국 공군에서는 두통의 종류뿐
아니라 중증도, 동반 증상과 원인 질환을 고려하여 좀더 세
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국내와 차이점이 있다. 그러
나 두통의 특성과 역학 이에 따른 질병부담이 국가와 인종
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두통
의 보다 세밀한 평가와 관리체계의 도입이 공군전력 강화
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었다. 첫째, 대상

자 선정을 위해 무작위 추출을 하지 못하고 두통에 대해
자기 보고가 있어야 두통유무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비교적 적
었기 때문에 두통 분류에 따른 분석이 어려웠다. 셋째, 연구
방법이 단면 연구로 결과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종사의 두통의 유병률과 질병부담에 대한 첫 연
구로 두통이 있는 조종사의 비행적합 여부 판정과 정책 결
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조종사의 두통의 예
방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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