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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fitness
management needs and promotion plan of the crews for shipping industry
development. For deriving this research, we consisted 7 professionals
used literatuer review, concretely taxonomic analysis and member check.
We gathered and investigated previous researches of 8 books, 18
dissertations, 108 articles, 6 reports and selected 5 books, 14
dissertations, 43 articles, 6 reports final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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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age of crews are getting older. They showed high smoking,
wound and disease rate, especially in musculoskeletal system, so it needs
for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their fitness.
Second, Physical inactivity and bad eating habit be worsen to health,
so exercise recommendation trends are showed in previous researches.
Especially crews need regular exercise for fitness management, because
they have irregular life pattern.
Third, This study suggest the fitness program and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crew members fitness. The fitness program and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such as body composition(BMI), muscle
strength/endurance(sit-up, push up), cardiorespiratory fitness(jump rope,
slow full squat), and flexibility(sit and reach, stretching, free gymnastics).
Fourth, Fitness equipment is helpful to make exercise to crew
members in ship.
Conclusively, The crews are in unhealthy situation overally in
professionally, for managing and promoting crews fitness, they needs
countermeasures through regular exercise.
Key Words : Crew, Fitness, Fitness management, Fitness promotion,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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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 8대 해운강국으로(구임경, 2008), 해운업은 국가
물동량의 9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
라의 해운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교역의 주 수단으로 기여해 왔
으나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연 5.5%씩 취업선원의 감소 추세가 이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옥광(2008)은 선원인력 감소의 원인으로 정
책적 문제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형 사회구조로 변화하면서 젊
은 해기인력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대부분 육상직으로 전직하고
있고,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선원직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였으며, 저
출산 현상에 따라 핵가족화로 인해 장기 해상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
라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2005년 12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국적
외항상선에 척당 1명의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위 직급의 해기사를 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해
운업체별로 다양한 선원복지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운서비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무형적인 속성을 띠는 일련의 행
동으로서 고객과 서비스종업원 또는 물리적 자원, 제품, 서비스 공급
자의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지
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강기
두, 2007). 해운기업이 치열한 경쟁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
직의 전반적인 구성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서비스 지
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회사 내 조직 및 인적자원 사이에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체계를 갖추고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송대길,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박근무자의 복지와 역량 향상을 위해
그들의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체력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유수의 선사들을 살펴보면, K해운의 기업이념에서는 종업원
에게 최상의 일터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H해운 역시 비슷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H해운은 사

108 해양정책연구 제25권 1호

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박근무자보다는 사무
직 근무자가 주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박근무자
들은 해상 근무 후 장기간의 휴가를 얻고 있어, 회사와 자택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 이상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체력 관리는
사실상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해운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해운학회지｣의 경우
1984년 창간된 이래 대부분 해운 관련 경제분야나 항만에 관한 주제
를 다루고 있으며, 해운산업이 물류산업과 통합되어가는 추세에 발맞
추어 학회명도 ‘한국해운물류학회’로 변경되었다. 연구 동향도 41〜60호
까지 항만경제․관리, 물류관리 및 운영 분야의 논문이 대부분으로(하
영석, 2006), 해운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거의 없었으며, 업계의 연구
참가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구종순, 2009). 학회지의 명칭도 ｢한
국항만경제학회지｣ 등으로 해운업 관련 종사자, 특히 선박근무자의
건강이나 체력과 관련된 학회지가 없어 관련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
이다.
한국 해운기업의 서비스 품질이나(조성훈, 2007)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 등도 생산의 기술효율성과 자본의 조달단가를 고려할 뿐 인적
자원의 복지 요소는 포함하지 않았다(신상헌 등, 2007). 이 외에도 노
진호(2010), 김주석(2009) 등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연
구하였으나, 역시 경제적 효율성 관련 내용으로써 해운업 관련 연구
중 선박근무자의 체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남북 경협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선원 수급 차원에서 북한선원 인력양성의 필요
성과 경제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이는 어려운 국내 경제 상
황에서 고실업률의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과는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으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효율성 측면
에서만 연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기간 운항 중인 선박 내에서는 동요와 진동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서 있거나 걷는 움직임 자체도 육상에서보
다 더 많은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해 그만큼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 따
라서 선박의 자동화와 별도로 승조원의 체력 강화와 건강 증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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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기 위한 연구와 처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요인 중 인본주의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하해동 등,
199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의 긍정적 기능인 건강과
체력 측면에서의 참여효과(김도희 등, 2007; 김미경 등, 2001) 및 직무
만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정경희 등, 2005; 김종달 등, 2000)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어, 기업 차원에서도 직원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체육대회나 관련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현황을 살펴볼 때 선박근무자의 운동 참여
를 통한 체력 증진 노력은 생산성 향상과 해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선박근무자의 체력 증진 필
요성과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해운업은 국제적으로도 경제구조상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
지 체력 관리는 선박근무자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되어 왔으나, 산업
발전에 있어 모든 가용요소를 최적으로 결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
박근무자의 체력이라는 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근무자의 복지 향상 및 선박 근무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
할 것이며, 이는 곧 우수 인재 확보와 연계되어 국내 해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선박근무자의 체력 관리 필요성을 고찰
하고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박근무 및 체력분야 관련 연구를 지
속적으로 수행해온 교수 및 전문가 7인이 질적연구방법 중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1차적으로 서적 8권, 학위논문 18편, 학술지논문 108편,
보고서 6편 등의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2차적으로 분류체계분석법을
활용하여 서적 5권, 학위논문 14편, 학술지논문 43편, 보고서 6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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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자료의 진실성을 위해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거쳤다. 문헌고찰 결과 선박근무자의 체력에 대해 연구한 문헌이 매
우 적어 비슷한 대상, 즉 선박근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적인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에 대한 선행연
구를 포함하였다.

Ⅲ. 선행연구 검토 및 논의
본 연구는 선박근무자의 체력 관리 필요성과 증진 방안 도출을 위
해 선박근무자 및 해군 관련 연구를 조사하고, 건강 증진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발행된 서적 및 간행물에서는 일반 선박근무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어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해
군 관련 자료를 포함하였다. 여러 직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 토의를 거친 결과, 선박근무자에게는 생활환경
의 특성상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었고, 이를 증진시
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선박근무자의 건강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선박근무자의 건강 관련 3편, 체력 관련 2편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해군 함정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2편을 추가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박근무자에 대해 김재호(2007)는 2,019명의 선원 중 40대 이상이
40%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흡연율(56.1%)이 육상근무자(44%)보다
높았으며, 과체중인 BMI 25 이상(35.4%)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선박근무 중 휴식시간이 부족하고(43%), 수면이 부족하였으며(34.1%),
직업 만족도는 7%, 선내 작업환경 만족도는 17.8%로 낮았다.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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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1.2%였고, 질병 경험도는 70.8%였으며, 직급
이 올라갈수록 건강하지 않고 질병 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딱딱한 바닥
과 흔들리는 선상, 진동과 소음, 장시간의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 운
동 부족, 부적합한 노동자세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선
박근무자의 이러한 문제가 소외되어 왔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
므로 정부, 선박회사, 선원이 협력하여 체력을 측정하고 선내에서 가
능한 건강 증진운동 사업을 제안하였다.
항해 중 선원의 상병과 치료양상에 대해 박재용(1988)은 470명 중
월간 상병율은 8.5%였고, 하루 이상 근무하지 못한 상병율은 2.1%로,
기간은 11.2일이라고 하였다. 외과적 부상이 17.2%, 감기몸살이
15.5%, 소화기질환이 11.2%였으며, 선박 내에서 완치된 사람은 67.4%
로, 선박 내 환경 개선, 의약품 비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
재호 등(2004)은 선박근무자의 구강보건에 대해 ‘건강하다’가 25.8%
로 낮고 간식 횟수가 하루 2〜3회로 많아 구강보건 상태도 좋지 않고
충치 경험도 많다고 하면서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적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조성채(1996)가 해양계 대학생의 장기간 승선생활이 심신 건강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습생 6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적
으로는 신경질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으로는 호흡기 불
쾌감이 가장 높았으며, 승선 중 운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선박근무자의 체력과 관련해서 하해동 등(1998)이 육상과 선박 내
에서 벤치스텝핑 등 10종목의 서키트 웨이트 트레이닝이 근기능 및
폐환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주간 연구한 결과 배근력, 윗몸일으
키기, 제자리멀리뛰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폐환기능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기간이 10주 이상으로 증가하면 폐환기능에
서도 유의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선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흡연율이 높고, 항해
중 특히 근골격계나 외과적 상병율이 높으므로, 운동 등을 통한 대책
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해군함정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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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흥주(1990)는 해군
장병 체육활동 실태조사에서 출동 후 승조원의 체력이 저하되므로 함
정 근무 중 운동이 필요함을 보고하였고, 이복환(1996) 역시 3회의 출
동기간 포함 8주간 운동을 실시한 결과, 민첩성은 감소하고, 체중은
증가했으며,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연령과 교육 수준, 계급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를 많이 받았는데, 함정 내의 공간 협소, 소음, 기압, 전자파와 비,
바람, 파도, 파랑 등 자연환경에 의해 초래되는 스트레스가 호르몬 분
비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다.

2. 건강 증진 관련 연구 동향
건강 증진 관련 연구 동향은 현대인의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발생
하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운동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 전문가 토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사유는 선박근
무자 관련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으로, 첫째, 현대인의 생활패턴 변화
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이는 운동량을 늘임으로써 예방 및 관리가 가
능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거한 것이다.
1) 생활패턴의 변화와 건강 관련 연구 동향

현대사회에서 IT 환경의 발달로 생활편의가 증대되고 좌식환경에
서 진행되는 업무 종류의 증가로 좌식생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운동
량이 줄어들었다(조현철 등, 2009). 부가적으로 음식문화의 변화, 즉,
서구적인 식생활 패턴으로의 변화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광희, 2006). 그에 따라 장수 역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건강하지 않은 장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
고(서한교, 2005), 좌식생활의 확장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부족과 식생
활의 변화는 심혈관계 질환, 비만, 암, 골격근계 이상, 심리적 이상,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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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상만 등, 1997; 장유
경, 2001; Heyward, 2006).
이러한 현상은 사망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한국인의 주요 사
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암 및 간질환 등이 높게
나타나(통계청, 2006), 신체활동 부족이나 식생활 등 생활패턴의 변화
로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국민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나, 에너
지를 과다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은 42.6%를 넘어서고, 비만 인구 또한
31.8%에 달하는 등(보건복지부, 2005) 식생활의 개선으로 인해 체격
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저하되고 있다(국민체력실태조사, 2005).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해 차광석(1999)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는
일상생활의 운동습관, 식생활 패턴, 흡연여부,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현진(2007)은 보건소
비만 프로그램 결과 운동으로 인한 체지방률 감소 정도에 따라 건강
에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식생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질적 영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생활이 건강과 연관되어있다는 생각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처
음으로 제기되었는데, 연구 결과 지방, 콜레스테롤, 설탕, 소금의 과다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등이 만성 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장유경, 2001).
선박근무자의 경우 폭식(48.0), 자극적인 식사(42.7%), 결식(28.2%),
편식(22.2%)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른 영양교육을 받을 의향이
68.8%에서 있었으며, 배의 음식이 맛있거나 식당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5〜6% 수준으로 낮았고, 식사가 선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응답은 75.3%로 매우 높았다. 또한 음식의 위생개선과 영양사
배치(81.5%)를 매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희정 등, 1999).
한편, 생활패턴과 식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승아 등(2008)은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습관 등이
뇌혈관질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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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보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김도희 등, 2007). 이는 일반적으로 청
년기를 지나 중년기에 들어서면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체력이 떨
어지기 때문이다(민춘기, 1997).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업무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90년대부터 중년남성에 대한 운동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어 왔다(오경택 등, 2007).
요약해 보면 신체활동의 부족과 식생활 변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는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높이고, 이러한 경향을 해소하려는 연구들은 대
부분 운동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원의 44% 이상이
40대이며 흡연율이 56.1%에 달한다는 선행연구(제옥광, 2007)와 간식
을 1일 2〜3회 섭취한다는 결과(김재호 등, 2004)를 볼 때, 선원에게
있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가
필요함을 추정해볼 수 있다.
2)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

운동을 하면 건강이 증진되고(이준우 등, 2008) 직무만족도가 높아
질 뿐 아니라(정경회 등, 2005; 김종달 등, 2000; 최태석 등, 1999), 암
(채영란, 2002), 심혈관계 질환(천미숙, 1999), 비만(박상갑 등, 2003),
고혈압(윤미숙, 2004), 당뇨(김미경 등, 2001), 고지혈증(문정화, 2006)
등 각종 성인병(이규식, 1999)과 대사성증후군(한민규 등, 2006)의 위
험성이 낮아지고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들은 매우 많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
으며(이승아 등, 2008),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이 이미
2조 원을 넘어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추정을 위한
연구(고광욱, 2006)도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학생시절부터 체지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40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에 보다 건강한 미국을 위해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
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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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강도가 높은 직
무에 종사하게 되면서 업무 피로로 인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경제적 부족은 인스턴트 식품 등 고지방식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비만
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국가예산 활용의 효
율성과 결합되면서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 중 42.1%가 30〜40대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볼 때도(http://news.sbs.co.kr), 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종
사하는 직업과 매우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박민정 등, 2006), 선박근무자의 체력 관리 필요성을 뒷받
침하고 있다.
선박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권호준(2009)은 12주간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유산소성 운동만 시행했
을 때보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
고, 여남회 등(2009)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률 저하뿐 아니라 인슐린 기능 역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김형돈 등(2009)은 흡연과 운동부족이 심폐능력과 심혈관계 위
험인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정해만 등(2003)과
윤영복(2002)이 습관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운동이 폐기
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볼 때, 선박근무자들처럼 운동이
부족하고 흡연율이 높은 계층에서는 특히 운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소 근무자(김종은 등, 2003)나 중공업
근무자(김상준, 2005)의 근골격계 질환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나 호텔
근무자의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시행 효과에 대
한 연구(유지형, 2008) 등 다양한 업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있으나 선박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 선박근무자의 체
력 관리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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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박근무자의 체력 증진 방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길어졌으나 건강수명은 평균수명보다 10년
가량 낮게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즉, 성인병과 각종 질
병 등으로 건강하지 않은 삶을 10년 정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한국 남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40대 이후부터는 운동을 통해 체력
증진에 유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이준우 등, 2008).
체력(physical fitness)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Karpovich(1959)는 건강과 체력에 대해
포괄적인 철학의 문제나 시대적 배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김진원(1982)은 체력을 신체활동의 기초
가 되는 신체적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김의수(1984)는 신체적성이라
고 하였으며, 장경태 등(2005)은 체력이란 직업, 여가활동, 그리고 일
상활동을 과도한 피로감 없이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하였다. 국외
에서는 Clarke(1961)가 과도한 피로 없이 일상과제를 수행하고 비상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세
계보건기구(WHO, 1967)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신체
적 능력으로 인간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인간에게 부여된 신체적 자질을 개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력으로 정의하였다.
과거 체력은 운동을 잘하는 것, 즉 순발력, 민첩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컸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나 기계화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이 비만이나 성인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운동발현능력보다는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건강 관련 체력을 정의하
고 검사종목을 구성하고 있다. 미 해군이나 우리나라 해군 등 선박에
서 주로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 관련 체
력을 평가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경찰체력검사와 학생체력검사제
도 또한 건강 관련 체력을 측정하고 있어 선박근무자에게 필요한 체
력요소를 도출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건강 관련 체력요인은 신체구성(체지방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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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지구력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3㎞ 달리기 등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측정하
고 있다. 선박근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물건의 적재나 하역 시 근력이나 근지구력
이 필요하고, 좁은 공간에서 인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장기간 선박에서의 생활에는 심폐지구력, 즉 전신
지구력이 약화되기 쉬워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다(신승환, 2010; 유흥주, 1990; 이복환, 1996). 현재 신체구성이나 유연
성은 측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체성분 분석기와 같은 정밀장비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
료되며, 유연성은 특히 선박과 같이 공간이 좁거나 파도 등 외적 환경
요소에 의한 부상 위험이 큰 곳에서는 반드시 측정해야 할 것이다.
선박근무자는 선장, 취사장 근무자 등 24시간 당직자가 아니면 매
12시간마다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므로 수면 및 휴식시
간 등 생활리듬이 불규칙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힘든 여건에 있
다. 특히, 파도, 태풍 등 외적 상황의 변화가 심하고, 철판에 둘러싸인
환경, 좁은 공간, 당직, 작업 등의 내적 상황으로 인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체력 증진을 위해 공간을 잘 활용하여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10분 이상의 운동을
3회 누적해도 좋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운동에 대한 실천의지가 선행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하해동, 2009).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승선 전후의 체력 비교(유흥주, 1990)나 장비를 선내에 비치한 상태에
서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이복환, 1996)여서,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하해동, 2009)와 본
연구진들의 선박 근무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운동을 통한 체
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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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력/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는 복근군과 삼두근의 근력과 근지구력
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다(전영학 등, 1999). 특히 선박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 육상에 비해 무릎, 허리, 발목 등에 무리가 가므로
강한 근력과 근지구력으로 쉽게 부상이 발생하거나 약화되는 것을 예
방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운동을 시행하였으나(이복환,
1996), 본 연구에서는 선박 내에서 활용 가능한 비품 등을 중심으로
침대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거나 격실의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또는 격실의 벽밀기와 같이 신체저항을 이용한 운동을 권장한다. 또
한 맨손체조나 아령도 좋은데(하해동, 2009) 근력강화를 위해서는 3〜
6회, 근지구력은 12〜15회가 효과적이다. 이 운동은 처음부터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 3회, 낮은 강도로 적은 횟수부터 시작하되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이후 주
5회까지 운동량과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미군과 같은 경우는 해당 부대장이 체력단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
는데, 선장 이하 사관 중 1명이 항해 중에 선박근무자의 체력을 관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2. 심폐지구력
대형 선박이 아닌 한 달리기를 하기는 어렵고, 계단도 폭이 매우 좁
아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부적합하다. 따라서
갑판 위 걷기나 직선거리 왕복걷기(하해동, 2009), 줄넘기를 권장한다.
줄넘기의 심폐지구력 향상에 대한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어 있
고(최대혁, 2004), 기상의 영향으로 줄넘기가 어렵다면 느린 속도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5분 이상 하는 것도 권장한다. 규칙적인 호흡을 유
지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켜 간다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었음을 느
낄 수 있고, 자기만족감으로 인해 습관화되면 지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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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를 통해 복근의 근지구력이 향상되면 능동적 호기가 가
능해져 심폐지구력도 향상되고,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면 윗몸일으키
기나 팔굽혀펴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줄넘
기, 느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오래 하면 지방을 연소하여 체지방율
도 낮아지고 근육량도 증가해 신체구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
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운동도 주 3회, 적은 횟수로 시작하여 점차 횟
수와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3. 유연성
유연성은 좁은 선박의 격실에서 신체적 작업 시나, 특히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선박 내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짐을 갑자기 들
고 내릴 때 부상의 위험을 낮추는 데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평소 침대에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스트레칭, 맨손체조를 권장한
다. 주 3회에서 시작하되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을 향해 팔을 뻗는 것도 좋고, 당직
시간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이나 맨손체조를 하는 것도 좋다.

4. 체력단련실 설치
미군 등의 함정은 보통 7,000톤 이상으로 파도 등 기상의 영향을 적
게 받는 편이다. 그에 따라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군을 포함하여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특히, 장기
간 항해하는 대형 상선의 경우는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체력단련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복환(1996)은 해군은 눈, 비, 바람,
파도, 파랑 시에는 함정 밖에서의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함정 내에
는 공간이 협소하여 특수 제작한 기구가 아니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
에 종목 및 기구 선정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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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력단련실의 크기는 선박 형태에 따라 다르더라도 최소 3평 정도
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줄넘기는 선박 외부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아령 등의 기초장비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보조기, 러닝머신 등
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러닝머신은 비용이 비싸고 염분 등으
로 인해 관리가 어려우므로 기계식 자전거 에르고미터나 조정선수용
에르고미터의 도입을 권장한다. 또한 체지방 측정기는 비용적 측면에
서 다소 효율이 낮더라도 근력, 혈압, 혈당 측정기 정도는 비치할 필요
가 있다. 선박의 자동화율이 높아지고 승선인원이 적어지므로 운동
가능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으나 선박에서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는 등 정책적 고려가 뒷받침된다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할애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근무자의 복지 향상을 통
해 선박근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선
박근무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의 필요성과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박근무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흡연율이 높고, 항해
중 특히 근골격계나 외과적 상병율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신체활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생활 등 생활패턴의 변화는 건강
상 위험요인을 높이고 있어 그 개선을 위해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근무자는 생활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 및 증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선박근무자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조성,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의 증진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줄넘기, 느린
앉았다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아령,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스트레칭, 맨손체조 등을 주 3회, 하루 30분 이상 3세트를 반
복하여 이행하되, 10분 이상씩 누적해서 30분을 해도 좋으며,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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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면 운동량과 강도를 서서히 높일 것을 권장한다.
넷째, 선박근무자의 규칙적인 운동과 이를 통한 체력 관리 및 증진
을 위해 선박 내 체력단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선박근무자는 직업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있으
므로 그들의 체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신체조성,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을 단련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과 이를 위한 체력
단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선주 등 경영진은 선박근무자의 체력
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박근무자는 각자의 의
식변화와 생활습관에서의 실천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일일 누적 30
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근무자의 체력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에 대
해서는 승선 전 검진을 통해 선별하고 있으나 체력에 대한 기준은 신
체검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선박근무자는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생
활환경이 비슷하므로 해군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선박근무자의 승선 근무 시 뿐 아니라 장기간의 승선 근무 후
시행하는 장기간의 휴가 시에도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력단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선박에 적합한 선박 내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넷째, 최근의 건강 증진 관련 연구 동향에서 신체활동과 부가적으로
식생활, 금연 등 바람직한 생활패턴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선
원의 식생활, 흡연 등 생활패턴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접수일(2010년 4월 5일)
심사일(1차 : 2010년 5월 4일, 2차 : 2010년 6월 9일)
게재확정일(201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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