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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오늘날의 항공운송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음에 따라 항공운송종사자

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운항승무원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다. 운항승

무원은 비행기 탑승객의 운송 및 안전 운항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비행경

험 뿐만 아니라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건강유지 또한 필수 요건

으로 한 사람의 운항승무원이 양성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가

필요하므로 운항승무원의 건강관리는 인적, 물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운항승무원이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학적 영구비행휴(medical permanent grounding )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

라 국가적 손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항승무원이 의학적 사유로 비행업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중 1984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의학적인 사유로 영구비행휴 된 66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각 환자군과

동일한 해에 입사한 운항승무원을 1:3의 비율로 연령별 짝짓기를 통하여 무

작위로 추출한 198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 - test , χ
2 - test를, 환자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

비행휴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자 66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 평균 근무기간은 12년

이었으며 영구비행휴의 연간 발생율의 범위는 0.05- 0.98%이었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의 원인질환으로 순환기계 질환이 28.8%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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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생물 19.7%, 사고 18.2% 순이었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에서의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과

SGOT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에서는 20년 이상의 장기흡연

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환자군에 있어 체중, 체질량

계수, SGPT 가 입사시보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조

군은 입사시에 비해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운동은 0.33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며, 흡연은 20년 이상의 장기흡연자인 경우에만 3.24배의 위험도를 보

였다. 수축기혈압은 1.03배, 총콜레스테롤은 1.02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은 0.96배의 위험도를 각각 보였다.

위의 결과로 혈압,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흡연 및 운동

이 운항승무원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혈압 및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정기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추구검사 및 금연프로그램, 운

동프로그램, 식이프로그램 등과 같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한 총체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운항승무원, 의학적 영구비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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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항공운송사업은 다른 대중 교통수단에 비하여 안전하고 짧은 시간내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날로

증가하고 항공운송사업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을 크게 대별하여 보면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정비사, 운

송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있다. 이 중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조종

실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서 조종사(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가 해당되며,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탑승객의 운송 및 안전운항을 총괄책임지는 요원

으로, 비행경험 뿐만 아니라 비행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항공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다른 원인보다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승무원의 심신이 부적격

한 상태로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운항승무

원의 건강은 본인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운송 및 안전 운항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박항배 등, 1997). 그러므로 운항승무원은 항공법에 의

거,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로부터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 신체적으로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운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 항공사

에는 각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항승무원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

다.

한 사람의 운항승무원이 양성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운항승무원이 신체적 원인으로 인하여 비행업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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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조종사 기능상실 (inflight incapacitation of pilot )이나 비행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건강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영구적으로 항공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의학적 영구비행휴(medical permanent grounding )의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므로 운항승무원의 건강관리

는 인적, 물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운항승무원의 선발 시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Geoffrey 등 , 1987), 정기적인 검진과 의학적 프로그램을

갖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미국 항공사의 경우 효과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시로 의학적 영구비행휴 발생율의 1/ 3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하여 연간 600만불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Ander son과 Gullett , 1982),

의무부서가 있어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항공사에 비해 영구비행휴율이 보다 낮았으므로, 각 항공사에서는 각기

기준을 설정, 항공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적의 건강 상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효인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Nielsen , 1991).

우리나라의 민간항공 운항승무원에 대한 영구비행휴의 유병율을 보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0.33%이었으며 1976년을 정점으로 증가 또는 감소의

변화를 보이다가 1982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 질환으로 순환기계질환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용호 등, 1992). 이

전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주요 원인 질환으로 순환기

계 질환 및 악성종양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의학적 영구비행

휴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민간항공 운항승무원의 의학적

기능상실의 주원인 질환으로 내과 질환이 30.3%로 가장 많았고, 이중 순환

기계질환이 67.4%를 차지하고 있어(Shirley , 1987) 순환기계질환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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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민간 운항승무원들에 대한 연구로 순환기계질

환에 대한 혈청콜레스테롤, 흡연과 혈청지질, 체중변이 등에 대한 연구가 있

었으나(권영화 등, 1993; 곽인호 등, 1995; 이원근 등,1996), 영구비행휴 운항

승무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영구비행휴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항승무원의 의학

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을 분석하여 의무부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를 적용시켜 의학적 영구비행휴를 예방하고 운항승무원의 건

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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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연구 방법

1. 연 구 대 상

우리나라 A 항공사에 근무하는 운항승무원 중에서 1984년 1월부터 2000

년 12월 31일까지 의학적 영구비행휴된 66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대조군은

각 환자군과 동일한 해에 입사하여 의학적으로 영구비행휴되지 않은 운항승

무원을 1:3의 비율로 연령별 짝짓기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198명으로 하였

다.

1970년 이후부터 A 항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의무기록을

조사하였으며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석 검토하였다.

2 . 연 구 방 법

환자군의 자료는 A항공사 입사시 실시한 검사결과와 의학적 영구비행휴

시의 검사결과를 조사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A항공사 입사시 실시한 검사

결과와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에서의 검사결과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자료는 생년월일, 입사년도, 의학적 영구비행휴년도, 의학적 영구

비행휴 원인질환, 근무기간, 의학적 영구비행휴 분류를 조사하였으며 의학적

영구비행휴 원인질환은 ICD- code(1977년)에 의거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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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은 입사 당시 측정한 값이며, 체중은 정기신체검사시 얇은 면바지에

면 가운을 입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체중계로 측정한 값이다. 체중은 1970

년부터 1997년까지는 일반 체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997년 이후부

터 자동체중계를 사용하였다. 혈압은 정기신체검사시 측정한 값으로 1970년

부터 1991년까지는 A항공사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은직립혈압계로 측정하

였으며 수축기 혈압은 Korotkoff sound phase I, 이완기혈압은 Korotkoff

sound phase V를 각각 측정한 값이며 1992년 이후에는 디지털로 표시되어

있는 자동혈압계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비만지표는 체질량계수(BMI)로 체

중(Kg )/ 신장²(m )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혈액검사는 1983년 이후부터 A항공사 자체 검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검

사방법은 8시간이상 금식 후 공복상태에서 antecubital vein에서 채혈한 것이

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HDL-

cholesterol), 중성지방 (triglyceride), 공복시 혈당, SGOT , SGPT 은 각각

Iatron사의 cholesterol oxidase 효소법, Polyanion 침전법, GOD 효소법,

Kinetic법을 이용하였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Dynatech의 Poli Mak - II

로 Abbott사의 시약을 사용하여 혈청효소법으로 측정하였으며, 1992년부터

Abbott사의 CCX 자동분석기로 Abbott사의 시약을 사용하여 각각 효소법,

효소침전법, Dextran- MgC 12ppt , Hexokinase UV법, IFCC법으로 측정하였

다.

건강행위특성에 관한 사항은 신검일 본인이 작성한 내용으로 음주에 대

해서 음주여부를 음주자와 비음주자로 구분하였으며 음주량은 소주잔

(47.3cc)을 기준으로 하여 소주 1/ 2병, 1병, 1병 이상으로 조사하였다. 운동에

관한 사항은 운동여부를 전혀 안함, 주 1- 2회, 3- 4회, 5- 6회로 구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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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운동시간은 30분 이하, 30분- 1시간, 1- 2시간, 2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

다. 흡연에 관한 사항은 흡연자, 비흡연자, 금연자로 나누어 흡연량은 1일 10

개피 미만, 10- 20개피, 21개피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금연자인 경우에는 흡

연 당시의 흡연량과 흡연기간을 조사하였으며 흡연기간은 10년 미만, 10- 19

년, 20년 이상으로 조사하였다.

3 . 분 석 방 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의학적 영구비행휴이며 독립변수로는 체중, 체

질량계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시 혈당, SGOT , SGPT , ΥGT , 총콜

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음주상태, 음주량, 운동상태,

운동량, 흡연상태, 흡연량, 흡연기간으로,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환자군과 대

조군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두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

기 위해서 t - test 와 χ2 - 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체중, 체질량계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시 혈당,

SGOT , SGPT , ΥGT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대하여 환자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의하여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

대해서도 입사시와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에서의 평균 및 표준편

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의하여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학적 영구

비행휴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짝짓기를 이용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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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자료는 t - t est 와 χ2 - test , paired t - test는 SPSS 10.0을 사용하였으

며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AS 6.1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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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est , χ2 - test

입사시 독립변수 입사시

체중

paired t - test 체질량계수 paired t - test

수축기혈압

의학적 이완기혈압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 공복시 혈당 영구비행휴시

SGOT

SGPT

ΥGT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음주상태

흡연상태

운동상태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그림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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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 결과

1. 환 자군의 일반 적 특성

의학적 영구비행휴자 66명 중 30- 39세가 13명(19.7%), 40- 49세가 12명

(18.2%), 55- 59세 41명(62.1%)로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직급은 기장이

25명(37.9%), 부기장이 26명(39.4%), 항공기관사가 15명(22.7%)이었으며 근무

기간은 5년 미만이 7명(10.6%), 5- 9년이 19명(28.8%), 10- 14년이 15명

(22.7%), 15- 19년이 8명(12.1%), 20- 24년이 12명(18.2%), 25년 이상 근무자가

5명(7.6%)이었다. 영구비행휴 상태를 분류해보면 사직이 34명(51.5%,), 전직

12명(18.2%), 사망이 20명(30.3%)이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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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환자군의 일반 특성

일반 특성 인원 (명) 비율(% ) 누적비율(% )

연령

30세 - 34세 7 10.6 10.6

35세 - 39세 6 9.1 19.7

40세 - 44세 8 12.1 31.8

45세 - 49세 4 6.1 37.9

50세 - 54세 14 21.2 59.1

55세 - 59세 27 40.9 100.0

직급

기장 25 37.9 37.9

부기장 26 39.4 77.3

항공기관사 15 22.7 100.0

근무기간(년)

< 5 7 10.6 10.6

5 - 9 19 28.8 39.4

10 - 14 15 22.7 62.1

15 - 19 8 12.1 74.2

20 - 24 12 18.2 92.4

25 < 5 7.6 100.0

영구비행휴 분류

사직 34 51.5 51.5

전직 12 18.2 69.7

사망 20 30.3 100.0

- 10 -



의학적 영구비행휴의 연도별 발생률은 0.05- 0.98%의 범위에 있었으며, 그

중 1984년 0.98%로 가장 높았고, 1명이 발생한 1985년(0.15%), 1986년

(0.14%), 1988년(0.13%), 2000년(0.13%) 순으로 낮았다(표2).

표2. 연도별 의학적 영구비행휴 발생율

연도 총 운항승무원 수 (명) 영구비행휴수(명) 발생률 (% )

1984 608 6 0.98

1985 659 1 0.15

1986 678 1 0.14

1987 693 3 0.43

1988 744 1 0.13

1989 840 2 0.23

1990 906 2 0.23

1991 985 4 0.40

1992 1088 2 0.18

1993 1155 7 0.60

1994 1218 3 0.24

1995 1320 4 0.30

1996 1440 5 0.34

1997 1571 8 0.51

1998 1559 6 0.38

1999 1684 10 0.59

2000 1778 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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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영구비행휴의 원인질환 중 순환기계 질환이 19명(28.8%)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심근경색이 12명(18.2%)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질환은 신

생물로 13명(19.7%)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백혈병, 대장암, 위암, 간암으로

각각 2명씩 (3.0%) , 전립선암, 췌장암, 페암, 설암이 각 1명(1.5%)씩 발생하

였으며 양성인 안면신경종양이 1명(1.5%)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은 사

고였으며 12명(18.2%)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항공기사고로 8명(12.1%), 교통사

고로 1명(1.5%)으로 총 9명(13.6%)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 다음으

로는 정신계 8명(12.1%), 신경계 6명(9.1%) , 눈 및 부속기 4명(6.1%), 소화

기계 2명(3.0%), 비뇨기계 1명(1.5%), 근골격계 1명(1.5%)순 이었다(표3).

- 12 -



표3. 의학적 영구비행휴의 원인질환 (ICD- code에 의한 분류)
질환 인원 (명 ) 비율 (%)
순환기계 19 28.8

심근경색 12 18.2
고혈압 3 4.5
협심증 1 1.5
부정맥 1 1.5
심방세동 1 1.5
뇌경색 1 1.5

신생물 13 19.7
백혈병 2 3.0
대장암 2 3.0
위암 2 3.0
간암 2 3.0
전립선암 1 1.5
췌장암 1 1.5
폐암 1 1.5
설암 1 1.5
안면신경종양 1 1.5

사고 12 18.2
항공기사고 사망 8 12.1
안구파열 2 3.0
골반골골절 1 1.5
교통사고 사망 1 1.5

정신계 8 12.1
적응장애 4 6.1
수면장애 3 4.5
정신증 1 1.5

신경계 6 9.1
감음신경성 난청 2 3.0
파킨스병 2 3.0
근위축성축색경화증 1 1.5
간질 발작 1 1.5

눈 및 부속기 4 6.1
시야결손 2 3.0
망막하신생혈관 1 1.5
중심성 망막염 1 1.5

소화기계 2 3.0
만성간염 1 1.5
간경화증 1 1.5

비뇨생식기 1 1.5
만성신부전 1 1.5

근골격계 1 1.5
제11- 12 흉추궁골성 비후 1 1.5

계 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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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 자군과 대조 군의 특 성 비 교

가 . 환자군과 대 조군의 검진결과 비 교

연구대상자인 환자군과 대조군의 검진결과를 입사시와 환자군의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에서 비교해보면 평균체중, 체질량계수, SGOT , SGPT , Υ

GT ,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입사시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시 혈당,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입사시

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놓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는 평균체중, 체질량계수, 이완기혈압, 공복시 혈당, SGPT ,

ΥGT ,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있어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결과를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수축기혈압은 환자군이 125.45±18.32mmHg, 대조

군은120.72±12.82mmH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SGOT

도 환자군에서 22.48±19.11mg/ dl로 대조군의 18.40±6.08mg/ dl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

롤은 환자군이 43.11±10.30mg/ dl, 대조군이 45.91±11.86mg/ dl으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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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환자군과 대조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의 검진결과 비교

변수 환자군 (n =66) 대조군 (n =198) t

체중 (k g )

입사시 67.02±7.28# 69.56±49.46 0.415
영구비행휴시 69.68±8.42 68.62±7.57 - 0.96

체질량계수 (k g/ ㎡)
입사시 22.96±1.89 23.87±17.29 0.43
영구비행휴시 23.87±3.30 23.57±2.17 - 0.946

수축기혈압 (m m H g )
입사시 125.39±14.91 124.15±12.61 - 0.66
영구비행휴시 125.45±18.32 120.72±12.82 - 1.94 * *

이완기혈압 (m m H g )
입사시 78.95±12.35 78.39±9.81 - 0.38
영구비행휴시 77.76±11.59 76.21±9.80 - 1.06

공복시 혈당 (m g/ dl)
입사시 95.03±9.28 92.10±13.47 - 1.108
영구비행휴시 97.83±12.49 96.79±12.51 - 0.57

S GOT (m g/ dl)
입사시 17.27±4.98 17.46±5.80 0.16
영구비행휴시 22.48±19.11 18.40±6.08 - 1.66 * *

S GPT (m g/ dl)
입사시 18.10±9.09 18.93±8.32 0.47
영구비행휴시 22.02±10.98 20.73±13.90 - 0.67

ΥGT (m g/ dl)
입사시 19.67±9.42 21.83±24.66 0.47
영구비행휴시 27.30±35.28 23.21±20.96 - 1.06

총콜레스테롤 (m g/ dl)
입사시 193.66±27.63 204.02±115.56 0.48
영구비행휴시 202.94±31.85 196.20±34.82 - 1.36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m g/ dl)
입사시 54.53±28.37 50.70±18.36 - 0.86
영구비행휴시 43.11±10.30 45.91±11.86 1.67 * *

중성지방(m g/ dl)
입사시 120.80±50.40 135.10±65.31 1.09
영구비행휴시 144.90±65.36 143.03±65.36 - 0.2

#, Mean±SD; *,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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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환자군과 대 조군의 건강행위 특 성 비교

두 군간의 건강행위을 비교해보면 음주습관은 환자군의 35.7%, 대조군의

36.9%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은 환자군의 66.7%, 대

조군의 62.5%가 소주 1/ 2병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음주여부 및 음

주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운동습관에 있어 평상시 운동 여부 및 운동시간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흡연습관을 비흡연자, 금연자, 흡연자로 나누어 보면, 비흡연자는 환자군

이 22.7%, 대조군은 31.3%이었으며, 환자군의 27.3%, 대조군의 32.3%가 금

연자였다. 또한 흡연자는 환자군이 50%, 대조군은 36.4%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환자군에서 많았다. 흡연양에서는 하루 10개피 미만이 환자군에서는

21.6%, 대조군은 37.5%로 대조군이 많았으며, 10- 20개피의 경우는 환자군이

72.7%, 대조군이 56.6%, 하루 21개피 이상의 경우는 환자군이 5.9%, 대조군

이 5.9%로 같았으나 흡연양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

연기간은 10년 미만인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15.7%, 대조군에서는 16.9%이었

고, 11- 19년 미만인 경우가 환자군이 29.4%, 대조군은 45.6%이었으며 20년

이상의 흡연자가 환자군에서 54.9%, 대조군에서 37.5%로, 20년 이상의 흡연

자가 환자군에서 월등히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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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환자군과 대조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의 건강행위 특성 비교

변수 환자군 대조군 χ2

음주상태 0.01

비음주자 10(35.7)# 52(36.9)

음주자 18 (64.3) 89 (63.1)

음주량 5.32*

소주 1/ 2병 12(66.7) 55 (62.5)

소주 1병 5 (27.8) 33 (37.5)

소주 1병 이상 1(5.6)

운동상태 1.48

전혀 않함 2(11.1) 23 (21.9)

주1- 2회 10(55.6) 49 (46.7)

주3- 4회 5 (27.8) 30(28.6)

주5- 6회 1(5.6) 4 (3.3)

운동량 2.33

30분 이하 3 (18.8) 14 (16.5)

30분 - 1시간 6 (37.5) 46 (54.1)

1시간 - 2시간 5 (31.3) 14 (16.5)

2시간 이상 2(12.5) 11(12.9)

흡연상태 3.97

비흡연자 15 (22.7) 62(31.3)

금연자 18 (27.3) 64 (32.3)

흡연자 33 (50.0) 72(36.4)

흡연량 9.51*

10개피 미만 11(21.6) 51(37.5)

10- 20개피 37 (72.7) 77 (56.6)

21개피 이상 3 (5.9) 8 (5.9)

흡연기간 12.88 * *

10년 미만 8 (15.7) 23 (16.9)

10년 - 19년 15 (29.4) 62(45.6)

20년 이상 28 (54.9) 51(37.5)

#, 명(%); *,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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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환자군의 입 사시와 의학적 영구 비행휴시의 검진 결과 비교

환자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검진결과를 비교해 보면 입사

시보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체중, 체질량계수, SGPT 가 증가하였고, 고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수축기혈압, 공복시 혈당, SGOT , ΥGT ,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입사

시에 비해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완기혈압,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입사시에 비해 의학적 영구

비행휴시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6).

표6. 환자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의 검진결과 비교

변수 입사시 영구비행휴시 p값

체중 (k g ) 67.02±7.28# 69.68±8.42 0.000

체질량계수 (k g/ ㎡) 22.96±1.89 23.86±2.29 0.000

수축기혈압 (m m H g ) 125.39±14.91 125.45±18.32 0.939

이완기혈압 (m m H g ) 78.95±12.35 77.76±11.59 0.422

공복시 혈당 (m g/ dl) 95.03±9.28 97.83±12.49 0.199

S GOT (m g/ dl) 17.27±4.98 22.48±19.11 0.069

S GPT (m g/ dl) 18.10±9.09 22.02±10.98 0.005

ΥGT (m g/ dl) 19.67±9.42 27.30±35.28 0.156

총콜레스테롤 (m g/ dl) 193.66±27.63 202.94±31.85 0.419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m g/ dl) 54.53±28.37 43.11±10.30 0.035

중성지방(m g/ dl) 120.80±50.40 144.90±65.36 0.191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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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대 조군의 입사시와 환 자군의 의학적 영구 비행휴시점의 검 진결과 비교

대조군의 입사시와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에서의 검진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입사시보

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체중, 체질량계수, 총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은 입사시에 비해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GOT , SGPT ,ΥGT 는 입

사시에 비해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7).

표7. 대조군의 입사시와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의 검진결과 비교

변수 입사시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
p 값

체중 (k g ) 69.56±49.46# 68.62±7.57 0.785

체질량계수 (k g/ ㎡) 23.87±17.29 23.57±2.17 0.800

수축기혈압 (m m H g ) 124.15±12.61 120.72±12.82 0.000

이완기혈압 (m m H g ) 78.39±9.81 76.21±9.80 0.003

공복시 혈당 (m g/ dl) 92.10±13.47 96.79±12.51 0.052

S GOT (m g/ dl) 17.46±5.80 18.40±6.08 0.452

S GPT (m g/ dl) 18.93±8.32 20.73±13.90 0.074

ΥGT (m g/ dl) 21.83±24.66 23.21±20.96 0.440

총콜레스테롤 (m g/ dl) 204.02±115.56 196.20±34.82 0.214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m g/ dl) 50.70±18.36 45.91±11.86 0.004

중성지방(m g/ dl) 135.10±65.31 143.03±65.36 0.549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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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 학적 영구비 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의학적 영구비행휴 발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짝짓기 자료를 이용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으로 위험도를 구

하였다.

운동은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0.33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 음주는 0.22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은 10년 미만의 흡연자에서는 1.34배, 10년에서 19년까지는 1.35배의 위

험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3.24

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질량계수는 0.97배의 위

험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수축기혈압은 1.03배 위험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콜레스테롤은 1.02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0.96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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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의학적 영구비행휴 관련요인 분석

위험요인 회귀계수 OR 95% 신뢰구간

운동 ** - 1.10 0.33 0.11- 0.97

음주* - 1.51 0.22 0.04- 1.09

흡연 10년 미만 * 0.30 1.34 0.33- 5.41

10- 20년 * 0.23 1.35 0.33- 5.41

20년 이상 ** 1.18 3.24 1.12- 9.33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체질량계수 - 0.02 0.98 0.81- 1.17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수축기혈압 ** 0.03 1.04 1.00- 1.07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총콜레스테롤 ** 0.02 1.02 1.00- 1.04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 0.04 0.96 0.92- 0.99

*, p<0.1; **, p<0.05;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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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본 연구는 운항승무원을 연구대상으로 의학적 사유로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

구자료로는 연구대상자들이 6개월 혹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A항공사에 방문

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기록을 이용하였다.

흡연의 경우에는 비흡연자, 금연자, 흡연자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을 갑으로 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신장은 1997년부터 자동신체계측기(Fatness measuring system, fanics,

미국)를 사용하였으며 1997년 이전에는 수동신장기 및 본인 구술에 의존하

였으나 남자의 경우는 실측치와 자가보고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송윤미와 윤종률, 1995) 보고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

체질량은 지방체중 이외에 제지방체중과도 관련이 있어 개인별 체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계측해야하나 연구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실시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배동면과 안윤옥, 1996)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계수로 BMI를 사

용하였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면 의학적 영구비행휴자들의

평균 나이는 46.5세, 평균 근무기간은 12년이었으며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직급은 기장과 부기장이 비슷한 발생율을 보인 반면 항공기관사가 상대적으

로 적게 발생한 것은 1990년 이후 항공기내 기장과 부기장만으로 운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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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신기종이 도입되면서 민간 항공사의 항공기관사들의 수요가 줄어들

어 항공사에 근무하는 항공기관사의 수가 기장과 부기장의 수보다 적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의 결과로 사직한 운항승무원이 51%였고 운항 업무가

아닌 비행교관으로 전직된 경우가 18.2%였으며 한 사람의 운항승무원을 배

출하기까지의 고도의 투자가 필요함을 고려해볼 때 사직이 아닌 전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자 발생수는 3.49/ 1000명으로 이전의 연

구들과 비교해보면, 1978년부터 1987년까지 Canada 군 조종사에서의

2.2/ 1000명 (VanLeusden 등, 1991), 1939년부터 1974년까지 US Airline에서

는 4.03/ 1000명(Robert 등, 1976)으로 비슷하였고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우

리나라 공군 조종사 의학적 영구비행휴자의 3.5/ 1000명(정기영과 박병옥,

1994)과도 비슷한 발생율을 보였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자를 연령층으로 분류

해 보면 45세 미만이 1.1/ 1000명, 45세 이상에서 2.38/ 1000명으로, 1939년부터

1974년까지 US Airline에서의 45세 미만이 0.58/ 1000명, 45세 이상에서

3.45/ 1000명인 것과(Robert 등, 1976), T rans World Airline에서는 1962년부

터 1979년까지 의학적 영구비행휴자의 60%가 45세 이상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해보면, 45세 미만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율이 다른 연구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세계 공통적으로 민간 운항승무원은 군 조종사들이 군복무를 마

친 후 민간항공사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민간항공사에서 1989년부터 자체적인 훈련요원

양성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운항승무원의 선발시의 연령이 낮아짐과 동시에

(이용호 등, 1992) 운항승무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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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영구비행휴의 원인 질환으로 심혈관계질환이 28.8%로 가장 많았

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들(정기영 등, 1994; Bennett , 1983; Robert 등, 1976;

VanLeusden 등, 1991) 에서도 심혈관계질환이 수위를 차지한 것과 같은 결

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정신계질환으로 인한 의학적 영구

비행휴자가 8명(12.1%) 이었는데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1961년부터 1968년

까지 France Air에서는 0.7명/ 1000명이 발생하였으며(Lavernhe 등, 1969),

1974년부터 1980년까지 United Kingdom Airline 에서는 의학적 영구비행휴

된 조종사 238명 중 정신계질환이 34명(14.3%)으로 심혈관계질환인 132명

(55.5%)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결과이나, 항공기 사

고의 약 60%가 인적요소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신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하고 주의깊게 운항승무원을 선발해야하며

(Bennett , 1983) 이는 인성검사 및 정밀검사 등 심도깊은 관리를 필요로 한

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자 중 사망한 운항승무원은 20명이었으며 이중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이 8명(40%), 신생물이 6명(30%), 심혈관계질환이 3명

(15%)으로, 이는 운항승무원의 사망 원인으로 항공기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되었던, Brit ish Air의 1954년부터 1965년까지 사망한 27명 중 81.5%인

22명(Preston , 1968), 1950년부터 1984년까지의 British Columbia Airline의

사망자 341명 중 68.3% 인 233명(68.3%)(Salisbury , 1991)과 1952년부터

1988년까지의 Japan Air의 59명 중 44.1%인 26명보다(Masanobu 등, 1993)

적은 결과이다. Canada Airline의 운항승무원의 사망 원인 역시 사고, 순환

기계질환, 악성 종양의 순으로(Pierre 등, 1990) 사고로 인한 사망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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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과 대조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검진 결과에서 보

면 입사 시 두 군간의 신체계측은 차이가 없었으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혈압과 SGOT 가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평균혈압은 125.45±18.32mmHg로, 이전의 정상 성인

의 수축기혈압의 평균인 118.80mmHg (탁양주 등, 1992), 114.78±10.70mmHg

(고완규, 1997), 1994년 우리나라 민간항공 운항승무원의 113.34±10.98mmHg

(이원근 등, 1996)보다 높았으나, 121mmHg (서일 등, 1993), 124±19.3mmHg

(이강숙 등, 1994), 1984년 우리나라 민간항공 운항승무원의 124.7±11.38

mmHg와 비슷하나, 대조군보다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건

강행위 특성에서는 비음주자와 음주자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비슷한 비율

을 보였으며 흡연자는 환자군에서 50%, 대조군에서 36.4%였다. 흡연량은 1

일 1갑 이상인 경우, 흡연기간이 20년 이상 인 경우에 있어 모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1996년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인 67.7%

보다는 낮았다.

환자군의 입사시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입사시에

비해 체중, 체질량계수, SGPT 결과가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환자군이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유의하게 높았던 수

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 평

균 체질량계수는 23.86±2.29kg/ ㎡로, 이전의 일반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23.6±2.6kg/㎡(진복희등, 1995), 평균나이 42.1세인 성인남성의 경우 23.4±

2.8kg/㎡(배무경 등, 1999), 30- 39세는 22.55kg/ ㎡, 40- 49세는 22.58kg/ ㎡,

50- 59세는 22.50kg/ ㎡(탁양주 등, 1992)과 우리나라 민간항공 운항승무원의

결과인 1984년에는 22.47±1.92kg/ ㎡, 1994년에는 23.26±2.04kg/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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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6), 40세 이하에서는 평균 21.1±1.8kg/ ㎡, 41- 50세에서는 22.01±

1.8kg/㎡, 51세 이상에서는 22.8±2.1 kg/ ㎡(곽인호, 1993)이었다. 이는 일반적

으로 가장 건강한 체질량계수를 22kg/ ㎡라고 보고된 것(Shaper , 1997) 보다

도 높았다. 환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총콜레스테롤의 평균은 202.94

±31.85mg/ dl로 우리나라 민간 운항승무원의 평균치인, 40세 이하에서의

196.9±38.5, 41- 50세의 216.2±39.2mg/ dl, 50세 이상시의 225.1± 42.5mg/ dl

인 것과 일반 성인의 연구에서 190.0±38.9 mg/ dl(진복희, 1995), 197±

34.8mg/ dl(이강숙, 1994), 30- 39세는 176.81 mg/ dl, 40- 49세는 192.25mg/ dl,

50- 59세는 201.85 mg/ dl(탁양주 등, 1992), 182±30.9mg/ dl(강승완 등, 1992)

인 것과 미공군 조종사의 204±42.0mg/ dl(McCall, 1992)와 비슷하였으며 이

는 일정하지 않은 근무형태에서 오는 불규칙한 식사, 휴식, 운동부족 및 섭

취한 지방량 및 비행중의 스트레스, 저온, 저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환

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평균치는 43.11±

10.30 mg/ dl로 우리나라 민간 운항승무원의 평균치인 40세 이하에서 50.8±

8.9mg/ dl, 41- 50세의 50.0±10.5mg/ dl, 51세 이상인 경우의 50.9±15.7 mg/ dl

인 것과 T yndall Air Base의 45.0±13.2mg/ dl(Copp, 1991), 미공군 조종사의

46.6±10.6mg/ dl(McCall, 1992)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운동은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0.33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흡연에 대한 위험도는, 흡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35배,

10년- 20년인 경우에는 1.26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기간

이 20년 이상의 장기 흡연군에서의 위험도는 3.24배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수축기혈압은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1.03배의 위험도를 보였으며, 총

콜레스테롤은 1.02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0.96배의 위험도를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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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였다.

연령 및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 및 콜레스테롤이 상승을 하며 실제

과체중인 경우에 고콜레스테롤혈증은 40세 미만이 2.32배, 40세 이상에서

1.31배 증가함을 볼 수 있고(이강숙, 1994), 총콜레스테롤 200mg/ dl이하를 정

상군으로 하여 200- 239 mg/ dl의 중증도위험군과 240mg/ dl 이상의 위험군은

전문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며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

며 치료기준을 정하며 특히 위험인자인 45세 이상의 남자, 고혈압, 흡연, 당

뇨,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등과 고콜레스테롤이 같이 병행하여 있는

경우에는 순환기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콜레스테롤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은 혈압,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킴으로서 많은 사망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Berlin등, 1990; Ferra 등, 1997) 잇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

인 남성의 운동실천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혈압 및 콜레스테

롤은 유전적요인, 생활환경, 식생활, 흡연, 과음, 비만이나 흡연,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므로 운동이나 식이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

에는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약물투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흡연과 콜

레스테롤, 체지방과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특히 하루 1

갑 이상이거나 11pack- year 인 흡연가에서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비

흡연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장양수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영

구비행휴자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입사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체질량

계수, 혈압, 총콜레스테롤, 흡연, 운동이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전

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운항승무원이 최적의 건강상태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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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학적 영구비행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항승무원의 근무특성을 고려

한 금연프로그램, 식이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총체적인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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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결 론

본 연구는 의학적 사유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영구비행휴된 운항

승무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수행한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A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중 1984년 1월부터 2000년12월 31

일까지 의학적인 사유로 영구비행휴 된 66명을 환자군으로하고, 각 환자군과

동일한 해에 입사한 운항승무원을 1:3의 비율로 연령별 짝짓기를 통하여 무

작위로 추출한 198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입사시와 환

자군의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점을 단일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으며 조건부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학적 영구비행휴자 66명의 평균 나이는 46.5세, 평균 근무기간은 12

년이었으며 의학적 영구비행휴 발생율의 범위는 0.05- 0.98%이었다.

2. 의학적 영구비행휴시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음주, 운동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량, 흡연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의 수축기혈압과 SGOT 가 대조군의 같은 시점에

서의 결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환자군은 입사시보다 의학적 영구비행휴시에 체중, 체질량계수,

SGPT 가 유의하게 높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낮았으

며, 대조군은 입사시 보다 환자군의 영구비행휴시점에서의 수축기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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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이완기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5. 의학적 영구비행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운동은 의학적 영구비행

휴에 0.33배, 흡연은 20년 이상의 장기흡연자인 경우에만 3.24배의 위

험도를 보였으며, 수축기혈압은 1.03배, 총콜레스테롤은 1.02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0.96배의 위험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의 의학적 영구비행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혈압,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금연, 식이,

운동을 포함한 총체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검진결과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서 조사가능한 변수가 제한적

이었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심층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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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Ri s k f ac t ors for th e m e dic al perm an ent g roun din g

of a c om m erc ial airline aircre w

Mi Hye L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 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ong Suk Cha, MD. PhD)

T his is a comparative analy sis to determine the permanent grounding

of aircrew member s who can no longer perform their duties normally due

to medical reasons . T he subject s for this study were 66 aircrew member s

who were permanently grounded due to various medical reasons from the

period of January 1984 to December 2000. T he target control group of

198 aircrew member s w ere randomly sampled in a pairing of 1:3 ratio

groups divided into same age brackets and same year of initial

employment at their respective airline companies .

Among the 66 permanently grounded aircrew member s, th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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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w as 46.5, average length of service w as 12year s, and the permanent

grounding rate ranged from 0.05% to 0.98%.

Cardiovascular disease contributed 28.8% of permanent groundings ,

follow ed by neoplasm in second at 19.7%, and accidents in third at

18.2%.

Comparing the normal health behaviors between the case group and

control group, it support s the theory that drinking and exercising are

negatively correlated measurements . T he systolic blood pressure and

SGOT of the case group was much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analy sis . In the case group, the

aircrew members ' body w eight , BMI, SGPT had increased from the time

they initially joined the company to the permanent ground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 However , in the control group, sy 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t the time of permanent grounding w ere low er

than when they initially joined the comp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

T he OR of exercise w as 0.33 times and OR of drinking was 0.22 times,

but these w ere both statistically meaningless . With regard to the OR of

smoking, less than 10year s w as 1.34 times, 10- 19 years was 1.35

time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and over 20 years w as 3.24

times (significant ). Systolic BP 1.03 times of OR(statistically significant )

total cholesterol; 1.02 times, HDL- C; 0.96 times of OR(each statist ically

significant ), BMI was 0.97 times that of contributing to the permanent

grounding of aircrew member s w ere cholesterol and HDL- 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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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from the time of initial hire to the grounding , and systolic BP

and exercise being positively correlat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t

the time of permanent grounding .

K e y w ords : Aircrew member , Permanent g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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