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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배경 : 공군조종사들의 흔하게 발생하는 요통 발생 예방 장구로써 제안된 척추 신장장

치(디스크 닥터)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항공우주의료원 학술지 제56권 제1호(통권82호) 2009년                                         

J. Aerospace Med. ROKAF

- 18 -

방법 : 항공장구로써 갖추어야 할 항공의학적 이론적 검토 및 G 내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14명의 자원자를 통해 착용 전후의 Gray-Out시의 중력가속도 및 착용감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 신장장치 착용이 Gray Out 도달시의 G에 영향을 주며, 착용감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의학적으로 요통발생은 압력으로 인한 중력 부하보다는 인체공학적 원인

으로 발생되며, 신장장치착용으로 조종사의 활동성을 제한하고, 비상탈출과 같은 압력 변

화 시 신장장치내 공기 부피의 팽창으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요추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바 가속도 방향에 따라 착용점 상하에 집중된 중력 부하로 척추손상의 가능성

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 척추신장장치는 상당한 이론적인 제한점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기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lumbar pad의 사용이

권장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척추신장장치, 항공장구, lumbar pad.

Ⅰ. 서 론

공군 조종사들은 비행 시 각종 기동을 통해 많게는 9G에서 10G까지의 중력의 힘을 받

게 되며 이로 인한 시야 상실(black out), 중력 유발성 의식 상실 등의 일시적인 손상부터

만성 요통과 같은 장기적인 손상까지 다양한 신체적 이상 증상 및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영국 해군에서 요통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조종사(82%)들이 대조군(52%)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1)
또한 최근 조사된 한국 조종사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에서도

조종사들에 있어 비행 후 가장 큰 피로를 느끼는 부위로 28.7%에서 허리라고 답변하였

다.(2) 일반적인 요통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척추로 가해지는 부하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잘 알려져 있어 비행 시 허리로 가해지는 압력과 토크가 조종사 요통 발생의 한

원인으로 제기 되고 있다.
(3∼5)

지난 2005년 한 조종사가 민간에서 단순 요통환자에게 사

용되는 척추보조기구인 Disk Doctor라는 척추신장장치를 조종사들에게 적용하여 요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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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민간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조종복과 유사한 재질의 시제

품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의무분야의 의학적 검토를 제안하였다. 의학적으로 만성요통은

근육의 약화와 염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증요법과 운동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나,

Disk Doctor 개발 회사는 척추로의 부하를 줄이고 요추만곡을 좋게 함으로써 증상을 완

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만성 요통시 Disk Doctor는 보조적인 요

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나, 비행 시 발생하는 만성요통의 예방에 효과

가 있는 것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및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제한점들로 인하여 장구로써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인 검증 및 항공장

구가 기본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리에 따라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가속도를 부여한 후 G-LOC 의 영향 여부 및 착용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Ⅱ. 연구 방법

2006년 5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입과 한 비행군의관 중 가속도 훈련(7G, 30초)을 의

식 상실 없이 훈련을 이수한 자들 중 연구 희망자 14명을 대상으로 척추신장장치의 착용

전후를 비교하여 G 내성의 차이와 주관적 피로 여부를 비교 하였다. 이들은 조종사 신체

검사를 시행하여 신체적 이상이 있거나, 요통이 있는 대상은 제외하였고, 시행 전에 설문

지를 통해 전날 음주 여부, 식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노출된

대상들은 제외하였다.

실험은 14명을 대상으로 1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가속도 장비를 탑승하였는데, 이들

은 무작위 순서를 정한 후 짝수 그룹과 홀수 그룹으로 나누어 첫 주에는 짝수 그룹, 둘째

주에는 홀수 그룹이 척추신장장치를 착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는 공히 GOR(Gradual

Onset Rate)인 0.2 G/second로 진행하였고, 가속도 장비 전방에 위치한 적색등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Gray out으로 정의하고, 이 시점에 도달한 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그 시

점의 중력을 측정하였으며, 가속도 탑승 후 설문을 통해 주관적 착용감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Ⅲ.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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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는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0.8세(27세-32세)였고, 계급별 인원은 중

위 2명, 대위 12명으로 전체 14명이었다. 키는 평균 173.57cm(169~179cm)이고, 몸무게는

평균 70.85 kg(59~79 kg)이었으며, 기혼자는 50% 였다. 흡연율은 3명(2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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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전 

착용후

상기의 그래프를 참고해 보면, 신장장치를 착용한 후 Gray Out 시의 중력 측정값이 감

소한 자는 9명(64%)이고 증가한 자는 5명(36%)으로 나타나서 척추신장장치의 착용이 중

력에 대한 내성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11명, 더 불편하다는 의견이 2명, 더 편안하다는 의견이 1명으로

조사되어 가속도 노출 후 착용감에 대한 의견에서도 착용에 따라 좋다는 의견은 없었다.

Ⅳ. 고 찰

척추신장 장치는 척추하단부터 복부까지 공기를 넣어 척추를 지지 또는 신전시킨

다는 콜셋형의 보조기로 이런 척추 보조기의 역할은 기형을 교정하거나 운동을 제한하고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안전감을 얻는 등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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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1번 요추와 5번 요추 사이를 넓혀 주어 즉, 신연을 통한 긴장

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척추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운동이나 작업 시에 발생하는

급격한 충격으로부터 요추와 연골을 보호하여 척추근에 현저하게 부하를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신전근의 강화를 보여준다. Nachemson과 Morris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isometric하게 erector spinal과 oblique abdominal muscle의 myoelectric signal

level을 검사하여 liflated corset이 디스크압을 25%정도 줄인다고 하였다. 또한 Lantz등의

연구에서도 이들 역시 요추 콜렛과 보조기를 만성 요통환자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후향적으로 분석할 때 착용자의

30~80%에서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총체적인 몸통의 운동성을 제한하여

요추근과 척추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부하 감소는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역할 때문이건 간에 모두 기계적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6) 위에서 언급된 치료 효과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요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병리적인 질환들의 경우에 견인요법을 사용하며, 예방적인 요법으로 척추견인 치료에 대

한 효용성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
(7)

하지만 위에서의 만성 요통 환자에서 보조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의학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조종사의 활동성 제한 및 급기동 시 요추 손상의 가능성

척추는 경추와 요추는 전만곡, 흉추와 천추는 후만곡의 역 S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

다. 척추의 분절은 추간판과 후방의 좌우 후관절의 세 관절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기

립자세에서 추간판은 척추 하중의 70%를 감당하고 좌우 후관절은 약 16%를 감당한다.

또한 요추는 후관절의 상하 관절면의 배열이 흉추와 달라서 굴신 운동은 비교적 많이 허

용이 되나 좌우 측굴 운동이나 회전운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신체의 자세에 따라 또

는 항공기 기동 중의 중력가속도가 주어지는 각도에 따라 요추부에 부하되는 힘은 각각

달라 상당한 무게를 요추부에 가하게 된다. 중력가속도가 -Gz나 +Gz로 주어 질 때 척추

는 상하 좌우로 중력을 받게 되는데 척추신장장치를 사용할 시에는 요추 전체부위의 굴

신운동이 아닌 요추 1번과 요천추 부위에서만 운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써 조종사의 움

직임에 제한을 주게 되며 이는 민감한 항공기 조종에 심각한 제한을 줄 수 있다. 또한 요

추 운동에 따라 주어진 중력에 대한 부하를 줄여 주어야 하나 착용 위와 아래 부분에 부

하가 집중되므로 요추 1번 부위에 강한 충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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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종사 요통의 원인이 중력가속도의 부하보다는 인체공학적 요인이 가능성

요통은 먼저 민간인보다 조종사들에서 유병률이 높다. 하지만 이런 요통의 원인이 급기

동시의 중력부하보다는 항공기좌석의 인체공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영국 공군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요통의 주요 원인을 허리로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 보다

는 항공기 좌석이 전투 환경시의 가속도로 인한 의식 상실을 고려하여 의자가 뒤로 기울

어지고, 일자형의 단순한 형태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요추 전만의 소실로 이어지며, 그 환

경에서 항공기 조절을 운영하는데 적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세의 불균형이 생기게 됨으

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하였다.
(8)
이에 따라 의자의 인체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

추전만을 다시 만들기 위해 사각형의 공기 주머니인 Lumbar Pad를 만들어 적용하였는

데, 조종사에서의 요통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후 현재는 미공

군을 비롯해 한국 공군에서도 자체 개발하여 사용되어 지고 있다.
(9,10)

또한 만성 요통은

정상 성인에서도 노화과정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되어 정상군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허리강화운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G-LOC과의 관련성 및 착용감

척추신장장치의 사용 시 L1호흡법 및 G 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나 위의 연구에

서는 G 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L1 호흡법시 복압의 증가 및 횡격막

의 하강을 통해 압력을 증가 증가시켜야 하나 척추신장장치 착용 시 복압은 증가시키나

횡격막이 하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착용감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호전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넷째, 항공의학적 안전장치의 개발

일반적으로 전투기에 있어 조종실내부는 일정고도까지는 압력이 일정하나 지속 상승시

조종실 내부의 압력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신장장치의 공기압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신장장치도 부피가 늘고 딱딱하게 됨으로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불편감을 일으키

고 심하면 통증 및 손상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특히나 긴급 탈출시에는 급격한 압력하

강으로 공기내 부피가 일시에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종사에 복부 및 척추에 심각한

손상 및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일정 압력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공기가 배출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긴급 탈출시 초반에는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조종사에게 충격을 가해지게 되며,

착륙시에도 요추 부위의 움직임에 따라 전반에 걸쳐 충격을 흡수해야 하나 요추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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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제한함으로 써 특정부위에 충격이 커짐으로 더 큰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G-Suit 및 낙하산 착용시와의 관계도 역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영향도 검토 되어져야 하

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척추 신장 장치의 항공장구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G-LOC에 대한 영향 및 항공의학적인 검토를 하였다. 위에서의 다양한 항공의학적 제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에서 척추신장장치에 대한 항공장구로서의 적용은 어려우리라

판단되며, 요통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개발된 Lumbar Pad의 적용이 항공의학적으로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향후 위에서 언급된 제한점들에 대한 항공의학적 이론적 타당성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료되며, 이와 같은 시도들이 항공장구 및 장비개발에 기초자

료 및 밑거름이 되어 공군력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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