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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관계

   본 연구는 국내 한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활용하고자 실시

하였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중 2010년도에 기초 체력 측정을 실시한 내국

인 객실승무원 총 4,677명 중 기초 체력 측정일 이전에 근골격계 질환 병가자 

856명과 남성 객실승무원 260명을 제외한 여성 객실승무원 3,561명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초 체력 측정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지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병가와 기초 체력 수준의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기초 체력 수준은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을 할수록, 기혼

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주관적 체력수준이 좋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가 건강한 경우, 연간 비행시간 및 근무경력이 길수록 유의하게 체력 수준이 

좋았다. 

  둘째,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은 나이가 젊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

가 없는 경우,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단변량 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환산 점수, 순발력, 평형성에서 기초 

체력 점수가 높은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

  넷째,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혼란변수 보정 전에는 전체 항목 환산점수, 순발력, 평형성

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증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변수 보정 후 근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전체 항목 환산점수와 순발력, 평형성 등의 기초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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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객실승무원, 근골격계 질환, 체력 측정, 기초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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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항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항공자유화로 인해 항공업계에는 저비용 항

공사가 증가하였다. 2009년 4개였던 국내항공사가 현재 7개로 증가하였으며, 

저비용 항공사의 증가는 항공 산업의 요금 및 서비스 품질 경쟁을 심화시켰

다. 이로 인해 항공기 이용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객실승무

원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 승

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항공법, 2013; 한국직

업사전, 2013). 인적 서비스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특성상 

고객과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승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지진호, 2009). 객실승무원은 항공사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객들

이 항공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동희, 2006). 

  객실승무원은 낮은 기압, 낮은 습도, 온도변화, 어두운 조도, 소음, 진동 

등의 특수한 환경과 여러 시간대의 장거리 비행 중 업무수행으로 인해 체력소

모가 크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객실승무원의 건강한 체력유지 및 증진이 

필요하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3)의 자료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의 작업위험도는 높지 않으나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부상 

및 질병의 발생률은 전체 직업군에서 7번째로 높다. 미국 항공사 객실승무원

들의 94%는 한 해 동안 하나 이상의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하였고, 그 중 

53.7%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근무손실일은 항

공사 전체 근무손실일의 약 33%를 차지했으며, 이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처

럼 여성지배 직종의 평균보다 약 4배가 높다(Lee H et al., 2006). 항공사 객

실승무원의 체력과 병가와의 관련성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여성 객실승

무원의 병가 발생의 28.1%를 차지하였다(전선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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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연구들이 객실승무원의 근골격계 질환 발병 원인으로 업무환경을 지적

하였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객실승무원들에게 항공기 운항시 발생

하는 진동과 난기류로 인한 기체 요동으로 많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였다(Logie A et al, 1998). 또한 승객의 수화물을 물품보관대에 올리고 내

리는 작업, 기내식 또는 물품 카트를 밀고 끌면서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작업 

등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천종숙 등, 2009). 그 외 항공기내의 낮은 습

도, 기압변화, 온도변화, 어두운 조도, 진동 등의 유해요인들도 근골격계 질

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Nagda N et al., 2003; NRC & IOM, 2001; Haugli L 

et al., 1994).

  근골격계 질환 발생 원인으로 체력을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들도 있다. 근골

격계 질환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의 사용 외에도 기초요인인 체력과 관련이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77)의 보고서에서는 운동

과 근골격계 질환은‘원인과 효과(cause and effect)’보다 더욱 복잡한 관계

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체적 활동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운동 즉, 기초 

체력이 부족하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는 스트레칭 및 운동을 통한 기초 체력 강화가 신체 모든 부위의 근골격계 질

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박정식, 2010; 유지형, 2008; Fenety, 2002; 

김보경,2004). 지속적으로 근력 및 유연성 등 기초체력 강화 운동을 한다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김용숙, 2005; Kwon, 2008; 이지은, 2005). 또한 Ettinger(1997)의 연

구에서도 저항운동(근력운동)에 의해서 악화된 근골격계 상태가 개선될 수 있

으며, 트레이닝으로 개선된 근력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초 체력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

으며, 운동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이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특수직종으로서의 객실승무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객실승무원의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Lee H et al., 2006), 객실승무

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연구(Logie A et al., 1998)가 있다. 국내연

구에서도 객실승무원 요통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연구(한현미, 

2003), 여성 승무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천종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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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등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위험 요인 및 예방에 관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

어졌다.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 수준과 병가의 관련성 연구(전선영, 2007)에서 객

실승무원의 기초 체력이 좋을수록 병가건수, 병가 일수 및 병가 발생 위험도

가 감소하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 외에 객실승무원의 근

골격계 질환과 연관이 있는 기초체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 체력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의 인

력관리전략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나아가 항공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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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관련

성을 평가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체력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실승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평가하고 기초 체력 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객실승무원의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한

다.

 셋째, 기초 체력 항목별 수준 및 전체 환산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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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한 항공사에 근무하는 객실승무원으로 2010년 1월 4

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항공사 내부 의료기관에서 기초 체력 측정을 실시한 객

실승무원 총 4,677명 중 기초 체력 측정일 이전에 근골격계 질환 병가자 856

명과 남성 객실승무원 260명을 제외한 여성 객실승무원 3,561명을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남성 객실승무원은 총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남녀 체력의 

차이가 현저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수집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연간 비행시간, 근무경력, 결혼상태, 자녀유

무, BMI, 흡연력, 음주력, 운동습관, 주관적 체력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 

총 11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연간 비행시간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편승을 제외한 실제 근무 비행

시간 조사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 1~850시간미만 비행

한 경우, 850시간 이상 비행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 같은 분류는 국토교통

부 고시에서 객실승무원의 최대승무시간을 분기별 350시간, 연간 1,200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최대 병가 일수에 대한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10년 입사 후 지상교

육 실시자, 휴직자(출산, 육아 및 병휴)이다. 

  BMI 지수가 18.5미만을‘저체중’, 18.5이상 23미만을‘정상’, 23이상 28미

만을‘과체중’, 28이상을‘비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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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분류

흡연력 흡연안함, 과거흡연, 현재흡연

음주력
(주당 음주횟수) 마시지 않음, 주1회 이상

운동습관
(3개월간 지속여부) 예, 아니오

주관적 체력상태 좋음, 보통, 약함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보통, 건강이상

  흡연력, 음주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시 작성하는 ‘건강검진 

문진표’를  이용하였고, 운동습관, 주관적 체력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초 

체력 측정시 작성한 ‘건강상태 조사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이 중 음주력은‘마시지 않는다’,‘주 1회 이상’으  로 재분류하였으며, 주관

적 건강상태는‘건강’,‘보통’,‘건강이상’ 상태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역

은 (표1)과 같다. 

 표 1. 생활습관 특성 분류

 나. 기초 체력 측정 결과

  기초 체력 자료는 연구대상 항공사 자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2010년의 체

력측정 결과를 사용하였다. 기초 체력 측정은 국민 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

구원과 O2run에서 공동 개발한 체력측정 시스템(Helmas)을 이용하여 7개 항목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을 측정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표2)의 비중에 따라 합산하여, 총점 100점으로 환산한 체

력검사 점수를 사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7).

  각 측정 항목은 성별, 연령대별 표준치를 기준으로 수, 우, 미, 양, 가의 5

등급으로 분류된 결과 중 연령대별 평균치인 미 등급을 기준으로‘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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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측정기구 가중치(%) 측정단위

심폐지구력 에어로바이크 측정기 25 ml/kg/min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20 cm

근력 악력 측정기 20 kg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15 counts/30sec

민첩성 전신반응 측정기 10 sec

평형성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5 sec

순발력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5 cm

미’등급을 ‘평균이상’그룹, ‘양, 가’ 등급을 ‘평균미만’그룹으로 재분

류 하였다. 전체 합산 점수는 각 항목 점수를 비중에 따라 총점 100점으로 환

산하여 평가하였으며, 총점에 대한 표준기준을 75점으로 설정하였다. 각 항목

별 점수 비중은 (표2)와 같다.

 표 2. 기초 체력 측정 항목과 가중치

 

    1) 근력

  근력이란 근육이나 근군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최대의 힘 또는 수축 수준

으로 정의되며, 동적 근력과 정적 근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근력의 측정 종목

으로는 악력, 배근력, 각력, 완력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악력을 측정하

여 근력을 평가하였다.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이란 근육이 장시간에 걸쳐 오랫동안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적 근지구력과 정적 근지구력으로 나누어진다. 근지구력이 

우수한 사람은 과도한 피로를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근육 운동을 반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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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할 수 있다.

  근지구력의 측정 종목은 턱걸이, 오래매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burpee test, half squat jump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윗몸일으키기를 

측정하여 근지구력을 평가하였다.

  

    3) 심폐지구력

  전신지구력이라고도 부르며, 심장기능과 폐기능에 관계된 산소섭취 능력의 

한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 및 근육기능, 영양상태, 내

분부기능, 대사기능, 신장기능 등이 관계하고 있다. 최대 산소섭취량이 크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은 장거리 달리기, Treadmill, 고정식 자전거 타기, 

harvard step test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정식 자전거타기를 측정하

여 심폐지구력을 평가하였다.

    4) 유연성

  유연성은 동적, 정적 상태에서 관절의 가동성, 근육이 굴근과 신장의 수축

력, 신장성, 탄력성 등에 의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

을 의미하며, 동적 유연성과 정적 유연성으로 구별된다.

 유연성의 측정 종목은 체전굴, 체후굴, 어깨돌리기, 몸통의 유연성 테스트, 

몸통돌리기, 발목 앞으로 굽히기, 고관절 유연성 측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체전굴(윗몸 앞으로 굽히기)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5) 순발력

 순발력은 단위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힘과 속도로서, 활발한 활동의 

근육이 수축함으로서 일어나는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체력 요

인 중 하나이다.

 측정 종목은 제자리높이뛰기, 제자리멀리뛰기, 공던지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자리높이뛰기로 순발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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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첩성

  민첩성은 움직임의 방향이나 몸의 위치 등을 빠른 동작으로 잘 조정하고 부

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빠른 동작으로 전신적 동작이나 부분적 동

작 형태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측정 종목은 왕복 달리기, 사이드스텝, 전신반응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전신반응으로 측정하였다.

    7) 평형성

  평형성은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상 생활

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균형이나 안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형성의 측정 종목은 눈감고 외발서기, 막대위에서 한발로 서기, 직선보행

검사, 개구리서기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눈감고 외발서기로 측정하였다. 

 

 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현황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병가자료를 근거로 정의하였다. 즉, 

병가용 진단서의 병명이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으

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병가기록은 연구대상 항공사 내부 의무기록 전

산에 등록된 병가기록을 사용하였다. 

  단, 조사기간 내 사직자의 경우 사직일까지의 결과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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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초 체력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 발

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

초체력 및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

료의 통계학적 분석은 SAS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데이터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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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3,561명이며 연령은 20대가 1,784명(50.1%), 30대가 1,531명

(43.0%), 40대가 241명(6.8%), 50대가 5명(0.1%)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0.6세

였다. 근무기간은 3년미만이 1,595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기간

은 4.9년이었다. 850시간 이상 비행자가 1,977명(55.5%)로 가장 많았고, 1년

간 평균 비행시간은 683.5 시간이었다. BMI는 정상이 2,015명(56.6%)로 가장 

많았고, 저체중 1,521명(42.7%), 과체중 25명(0.7%)이었다.

 기혼자가 1,707명(42.7%)어었으며, 1,084명(30.4%)이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 

주관적 체력수준은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9명(27.5%), ‘보통’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2,121명(59.6%)였으며,‘약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1

명(12.9%)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로는‘건강’하다는 군이 1,642명(46.1%)이

었으며,‘보통’1,754명(49.3%),‘건강이상’비율이 165명(4.6%)이었다.

 운동습관은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운동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0명

(56.4%)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음주 평가에서는 비음주자가 

1,953명(54.8%), 흡연 평가에서는 비흡연자가 3,329명(93.5%)였으며, 과거 흡

연자가 161명(4.5%), 현재 흡연자가 71명(2.0%)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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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분류 대상인원(n=3,561)

연령

20~29세 1,784(50.1)

30~39세 1,531(43.0)

40~49세   241( 6.8)

50세 이상     5( 0.1)

무   615(17.3)

연간 비행시간　 850시간 미만   969(27.2)

850시간 이상 1,977(55.5)

3년미만 1,595(44.8)

근무경력　 3년이상 10년미만 1,213(34.1)

10년이상   753(21.1)

기혼 1,707(47.9)
결혼상태

미혼 1,854(52.1)

유 1,084(30.4)
자녀

무 2,477(69.6)

저체중 1,521(42.7)

BMI
정상 2,015(56.6)

과체중    25( 0.7)

비만     0( 0.0)

좋음   979(27.5)

주관적체력수준 보통 2,121(59.6)

약함   461(12.9)

건강 1,642(46.1)

주관적건강상태 보통 1,754(49.3)

건강이상   165( 4.6)

마시지 않음 1,953(54.8)
음주

주1회 이상 1,608(45.2)

현재흡연    71( 2.0)

흡연 과거흡연   161( 4.5)

흡연안함             3,329(93.5)

유 1,551(43.6)
운동습관

무 2,010(56.4)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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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폐

지구력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평균

이상

1,778
(49.9)

1,634
(45.9)

2,510
(70.5)

3,444
(96.7)

3,195
(89.7)

1,433
(40.2)

1,928
(54.1)

평균

미만

1,783
(50.1)

1,927
(54.1)

1,051
(29.5)

  117
 (3.3)

  366
(10.3)

2,128
(59.8)

1,633
(45.9)

2. 연구대상자의 기초 체력 수준

  가. 기초 체력 항목별 평가 결과

대상자의 기초 체력 수준은 총 7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 항목은 

HELMAS system의 기준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분류된 결과 중 

수, 우, 미 등급을‘평균이상’으로 양, 가 등급을‘평균미만’그룹으로 재분류 

하였다. (표4)에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심폐지구력이 평균이상인 대상자는 

49.9%이었고 근력의 경우 45.9%, 순발력은 40.2%, 평형성은 54.2%가 평균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유연성은 70.5%, 근지구력은 96.7%, 민첩성은 89.7%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초 체력 항목별 평가 결과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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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기초 체력 수준

75점미만 75점이상

3,561(100.0) 1,383(38.8) 2,178(61.2)

  나. 기초 체력 수준 분류

  대상자의 기초 체력 종합 환산 점수는 최하 55점, 최고 99점이며 평균점수

는 76.6점이었다. 점수에 따라 표준치(75점) 미만 그룹과 75점 이상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중 7가지 체력항목의 표준 환산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가 61.2%였고 나머지 38.8%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기초 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표5).

표 5. 기초 체력 수준 분류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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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초 체력 수준

  대상자의 기초 체력 수준별 일반적 특성에 대해 χ2-test 결과 나이가 많을

수록, 운동을 할수록, 기혼일수록, 자녀를 키울수록, 주관적 체력수준이 좋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상태일수록, 연간 비행시간이 많을수록, 근무경

력이 길수록 기초 체력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BMI가 높아질수록, 흡연 안할수록, 음주 안할수록 체력 수준이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6).



- 16 -

항목 구분
기초 체력 점수 

P-value
75점 이상 75점 미만 계

연령

20대   791(44.3) 993(55.7)  1,784 <0.0001

30대 1,160(75.8) 371(24.2)  1,531 　

40대   222(92.1)  19( 7.9)    241 　

50대      5(100.0)        0( 0.0)      5 　

BMI

저체중   925(60.8)  596(39.2)  1,521 0.5150

정상 1,235(61.3)  780(38.7)  2,015 　

과체중    18(72.0)    7(28.0)     25 　

비만     0( 0.0)    0( 0.0)      0 　

음주
주1회 이상   962(59.9)  644(40.1) 1,606 0.1772

마시지 않음 1,213(62.2)  738(37.8) 1,951 　

흡연

현재흡연    38(53.5)   33(46.5)    71 0.3823

과거흡연   101(62.7)   60(37.3)   161 　

흡연안함 2,039(61.2)    1,290(38.8) 3,329 　

운동습관
유 1,026(66.2)  525(33.8) 1,551 <0.0001

무 1,152(57.3)  858(42.7) 2,010 　

결혼상태
기혼 1,206(70.7)  501(29.3)  1,707 <0.0001

미혼   972(52.4)  882(47.6)  1,854 　

자녀
유   813(75.0)   71(25.0)  1,084 <0.0001

무 1,365(55.1)    1,112(44.9)  2,477 　

주관적

체력수준

좋음   653(66.7)  326(33.3)    979 <0.0001

보통 1,289(60.8)  832(39.2)  2,121 　

약함   236(51.2)  225(48.8)    461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1,047(63.8)  595(36.2)  1,642 0.0122

보통 1,036(59.1)  718(40.9)  1,754 　

건강이상    95(57.6)   70(42.4)    165 　

연간

비행시간

무   289(47.0)  326(53.0)   615 <0.0001

850시간미만   537(55.4)  432(44.6)   969 　

850시간이상 1,352(68.4)  625(31.6) 1,977 　

근무경력

3년미만   746(46.8)  849(53.2) 1,595 <0.0001

3년이상

10년미만
  797(65.7)  416(34.3) 1,213 　

10년이상   635(84.3)  118(15.7)   753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초 체력 수준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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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근골격계 질환 발생여부

유 무

3,561(100.0) 958(26.9) 2,603(73.1)

3.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분포

  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 분포

  조사기간(2010년 체력 측정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분석시 73.1%인 2,603명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기록이 없

었으며, 26.9%인 958명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표7).

표 7. 근골격계 질환 발생 분포                                  단위: N(%)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 주관적 체력수준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적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운동습관에서는 운동을 할수록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체중

이 늘어날수록, 연간 비행시간이 늘어날수록 근골격계 질환 발생은 감소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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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근골격계 질환 발생 여부

P-value
유 무

연령

20대   556(31.2) 1,228(68.8) <0.0001

30대   373(24.4) 1,158(75.6) 　

40대    28(11.6)   213(88.4) 　

50대     1(20.0)     4(80.0) 　

BMI

저체중   431(28.3) 1,090(71.7) 0.0573

정상   524(26.0) 1,491(74.0) 　

과체중     3(12.0)    22(88.0) 　

음주
주1회 이상   451(28.1) 1,155(71.9) 0.1619

마시지 않음   506(25.9) 1,445(74.1) 　

흡연

현재흡연    22(31.0)    49(69.0) 0.3405

과거흡연    50(31.1)   111(68.9) 　

흡연안함   886(26.6) 2,443(73.4) 　

운동습관
유   430(27.7) 1,121(72.3) 0.3508

무   528(26.3) 1,482(73.7) 　

결혼상태
기혼   417(24.4) 1,290(75.6) 0.0014

미혼   541(29.2) 1,313(70.8) 　

자녀
유   211(19.5)   873(80.5) <0.0001

무   747(30.2) 1,730(69.8) 　

주관적
체력수준

좋음   257(26.3)   722(73.7) 0.1288

보통   559(26.4) 1,562(73.6) 　

약함   142(30.8)   319(69.2)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422(25.7)    1,220(74.3) 0.0002

보통   469(26.7) 1,285(73.3) 　

건강이상    67(40.6)    98(59.4) 　

연간
비행시간

무   147(23.9)   468(76.1) 0.1306

850시간 미만   276(28.5)   693(71.5) 　

850시간 이상   535(27.1) 1,442(72.9) 　

근무경력

3년 미만   510(32.0) 1,085(68.0) <0.0001

3년 이상
10년 미만   338(27.9)   875(72.1) 　

10년 이상   110(14.6)   643(85.4)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단위: N(%)



- 19 -

4.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관련성

  가.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관계

체력수준별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측정 항목은 체력측정시스템(HELMAS system)의 기준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분류된 결과를 수, 우, 미 등급을‘평균이

상’, 양, 가 등급을‘평균미만’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기초 체력 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환산 점수, 순발

력, 평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심폐지구력, 근지

구력, 근력, 민첩성은 평균미만인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연성은 평균이상인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

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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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근골격계 질환 발생여부

P-value
유 무

전체 항목

환산점수

75점이상  559(25.7) 1,619(74.3) 0.0404

　75점미만  399(28.9)   984(71.1)

심폐지구력
평균이상  464(26.1) 1,314(73.9) 0.2960

　평균미만  494(27.7) 1,289(72.3)

근지구력
평균이상  925(26.9) 2,519(73.1) 0.9462

　평균미만   33(28.2)    84(71.8)

근력
평균이상  416(25.5) 1,218(74.5) 0.0800

　평균미만  542(28.1) 1,385(71.9)

순발력
평균이상  359(25.1) 1,074(74.9) 0.0450

　평균미만  599(28.1) 1,529(71.9)

민첩성
평균이상  852(26.7) 2,343(73.3) 0.3812

　평균미만  106(29.0)   260(71.0)

평형성
평균이상  479(24.8) 1,449(75.2) 0.0030

　평균미만  479(29.3) 1,154(70.7)

유연성
평균이상  679(27.1) 1,831(72.9) 0.7880

　평균미만  279(26.5)   772(73.5)

표 9. 기초 체력 수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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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 체력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혼란변수 보정 전에는 전체 항목 환산점수, 순발력, 평형성이 평균

미만인 그룹이 평균이상 그룹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1.174배, 1.172

배, 1.255배 증가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연령, 자녀유무, BMI, 

운동습관, 흡연력, 음주력, 연간 비행시간 등의 변수를 보정한 결과 근력, 순

발력, 민첩성, 평형성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체 항목 환산점수, 심폐지

구력, 근지구력, 유연성에서는 평균미만 그룹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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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전체 항목

환산점수
75점미만 1.1740 1.010 ~ 1.366 0.9960 0.846 ~ 1.173

심폐지구력 평균미만 1.0850 0.936 ~ 1.259 0.9270 0.793 ~ 1.084

근지구력 평균미만 1.0380 0.686 ~ 1.570 0.9310 0.612 ~ 1.148

근력 평균미만 1.1460 0.987 ~ 1.330 1.1230 0.963 ~ 1.310

순발력 평균미만 1.1720 1.006 ~ 1.365 1.0730 0.917 ~ 1.254

민첩성 평균미만 1.1210 0.883 ~ 1.424 1.0140 0.788 ~ 1.304

평형성 평균미만 1.2550 1.082 ~ 1.456 1.1590 0.995 ~ 1.350

유연성 평균미만 0.9750 0.828 ~ 1.147 0.9770 0.828 ~ 1.152

표 10.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 관련성             단위: N(%)

ㅇ 통제변수 : 연령, 자녀유무, BMI, 운동습관, 흡연력, 음주력, 연간 비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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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기초 체력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전체 항목 환산점수, 순발력, 평형성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기초 체력은 작업자 특성 요인인 성, 연령, 과거병력, 작업습관, 교육, 훈

련 중 유일하게 교정 가능한 특성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중점을 두

고 강화하여야 한다(김양호 등, 2005). 

  항공기 운항시 기체 내부는 지상에 비해 낮은 기압인 5,000~8,000ft 고도에 

상응하는 기압으로 유지되며, 이는 지상에 비해 산소포화도가 약 90% 수준이

다(Lyznicki, 2000). 이에 운항중인 기내에서 심폐지구력은 객실승무원의 안

전업무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한 체력요소이다. 근지구력은 장시간 비행시 업무 

수행을 위한 요소이며, 근력은 승객의 수화물을 물품보관대에 올리고 내리거

나 서비스 카트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기초 체력이다. 또한 순발력, 평형성, 

유연성은 기내 진동 및 난기류로 인한 기체 요동시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

지하고 이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체력 요소이다. 민첩성은 정해진 

시간내에 승객들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기초 체력 평가기준은 각 항목별 측정값을 연령별 표준치를 기준으로‘평균

이상’,‘’평균미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을 살

펴보면,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이 연령대별 표준치에 비해 좋았다. 그 중 

유연성은 비행 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칭 및 유연성을 강조하는 교육

의 효과로 판단된다. 근지구력은 장시간 비행동안 업무 수행시 지속적인 근육 

사용의 효과, 민첩성은 기내 업무 수행시 다수의 승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초 체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은 그룹, 기혼인 그

룹, 자녀가 있는 그룹, 연간 비행시간이 많은 그룹, 근무경력이 긴 그룹에서 

체력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체력수준이 좋아지는 현상은 객실승무원의 체력 관련 연구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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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승무원의 연령과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체력수준이 증가한다(이현주, 

2010)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 성인과 농업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력수준이 감소해(박현경 외, 2009) 근

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Kang and Sung, 2010).

  이는 대상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 측정기준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

여 실제 체력 검사 결과 점수는 낮아도 환산점수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객실승무원은 체력증진을 위해 매년 기초체력

을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및 상담을 통해 개인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의 효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2003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연령이 많고 

근무경력이 긴 건강한 객실승무원들이 반복된 체력측정 방법에 익숙해져 영향

을 미치는 Testing Effect로 인해, 나이가 어리고 근무경력이 짧고 젊은 사람

에 비해 체력점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젊은 그룹, 

미혼인 그룹, 자녀가 없는 그룹, 주관적으로 건강한 그룹, 근무경력이 짧은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병가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 연령, 신장, 체중, 결혼상태, 흡연력, 음주

력 등 일반적 특성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성이 없다는 채덕희(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객실승무원의 대부분이 가임연령대 여성으로 출

산, 육아휴직 등과 잦은 퇴직으로 인해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이 부족하다. 이

로인해 개인휴가 사용이 제한되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실시한 위장 병가

를 구분하지 못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가 없는 그룹

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높게 나타나 자녀 육아가 근골격계 증상과 관계가 

있다(임상혁 등 ,1997)는 연구와는 대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상 

객실승무원의 특성상 20대 초,중반에 입사하여 평균 근무기간이 4.9년이라는 

점에서 체력이 약한 승무원은 퇴직하는 반면 재직중인 기혼의 자녀가 있는 객

실승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체력 수준이 좋은 승무원이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기초 체력 수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해 χ2-test 결과 전체 항

목 환산 점수, 순발력, 평형성은 체력점수가 평균이상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

환으로 인한 병가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난기류로 인한 기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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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발생한 부상이 객실승무원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55%를 차지한다

(Logie A et al, 1998)는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다. 기체 요동시 신체의 신속

한 반응 및 균형을 잡는 것이 부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와 관련

된 순발력, 평형성이 좋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민첩성 및 전체 항목 환산점수에서는 근골

격계 질환으로 인한 병가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연성은 체력점수가 평균이상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으로 인한 병가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유연성이 좋을수록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용숙, 2005; 

이지은, 2005; kwon, 2008)는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것은 유연성

의 여러가지 측정방법 중 한가지로만 측정하여 체력 측정 결과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 되어 대표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유연성 외에 

기내 진동, 난기류로 인한 기체 요동 등의 특수한 기내 환경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산 기초 체력 점수와 근

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관계에서는 기초 체력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진 않았다.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혼란변수 보정전에는 전체 항목 환산점수, 순발력, 평형성이 평균

미만인 그룹이 평균이상 그룹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 증가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하지만 연령, 자녀유무, BMI, 운동습관, 흡연력, 음주력, 연간 

비행시간 등의 변수를 보정한 결과 근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으나,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 수준이 좋을수록 병가 발생 위험도가 낮다(전

선영, 2007)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체력 측정 결과의 등급 분

류에 이미 연령이 반영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연령을 통제한 것이 가장 큰 원

인으로 판단되며, 연령과 자녀유무가 혼란변수로 상호작용해 통계적 유의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초 체력이 좋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유의하

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관련이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유연성, 민첩성, 순

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력 등의 체력 측정을 실시해 개인적으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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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체력 증강 및 근력 강화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김

양호 등, 2005)는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K 항공사가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 체력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항공

사의 핵심 인력인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 관리 및 증진을 통한 근골격계 질

환 예방으로 기업의 손실 방지를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객실승무원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업무상으로 인한 것인지 일반 생활

에서 나타난 퇴행성 및 사고로 인한 질환인지 구분하지 못해 연구결과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병가를 위장한 개인 휴가를 구분하지 못하였

다.

  셋째, 체력 항목별 단일 측정 방법과 측정결과에 연령 보정의 효과로 정확

한 기초 체력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신뢰성 높은 체력 평가를 위해 기초 체력 측정시 다양한 방법으로 평

가하는 체력 측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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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객실승무원의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국내 한 항공사 객실 여승무원을 대상으로 2010년도

에 실시한 기초 체력 측정 수준 및 측정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

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병가 내역을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기

초 체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상자의 기초 체력 수준은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을 할수록, 기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주관적 체력수준이 좋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경우, 연간 비행시간 및 근무경력이 길수록 유의하게 체력 수준이 좋

았다. 

  둘째,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은 나이가 젊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

가 없는 경우,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기초 체력 수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은 단변량 검사 결과, 전

체 항목의 환산 점수, 순발력, 평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넷째, 기초 체력 수준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혼란변수 보정 전에는 전체 항목 환산점수, 순발력, 평형성

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증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변수 보정 후 근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이 평균미만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전체 항목 환산점수와 순발력, 평형성 등의 기초 체력

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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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Flight Attendants 

Yong Chan S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Uk Won, M.D., DrPH.)

 

  This research evalu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physical 

fitnes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flight attendants in one of 

South Korean airlines.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the method to prevent such musculoskeletal disorders.

  A physical fitness test was conducted in among 4,677 flight 

attendants of a Korean airline in 2010. Before the test,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identified in 856 attendants. Female flight attendants 

comprised the majority of the sample – 3,561 participants were 

females, and only 260 were males. After the test day and until 31 

December 2012 a cor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level of 

physical fitness and absences from work due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ana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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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lder the participants, the more exercise, the longer the 

flight time per year and experience the better was the participants’ 

level of physical fitness. Other factors that were related to good 

physical fitness levels were being married, having children, perceiving 

the level of one’s subjective physical fitness and the state of health as 

being good. 

  Second, the younger the participants and the shorter their work 

experience the more significant was the possibility of the participants 

hav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Other factors included being 

unmarried, not having children and negative perception of subjective 

health status.  

 

  Third, as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occurrenc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low significantly in case physical 

fitness scores such as scaled scores of total items, reflexes, and 

balance were high.

 

  Fourth, for the purpose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level of 

physical fitness and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before taking 

care of confounding variables in scaled score of all sample, in the 

group with reflexes and balance below average, the differences in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fter taking care of confounding variables,  in the group that 

scored below average in reflexes, agility, balance the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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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one looks at all the results all the scores, there appears to be a 

tendency for correlation between reflexes, balance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However,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in-depth study 

is needed to account for this phenomenon.

Keywords : Flight attendants, Musculoskeletal disorder, Physical fitness test,

Physical Fit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