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sEM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21;31:9-12
pISSN: 1738-2548 • eISSN: 2713-9972
https://doi.org/10.46246/KJAsEM.210004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 ENVIRONMENTAL MEDICINE

Review Article

말초성 어지럼의 이해 및 항공업무 적합성 평가
김현지1,2•김규성1,2•김영효1,2
1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 2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Understanding Peripheral Dizziness and Evaluating
Suitability for Aviation Work
Hyun Ji Kim, M.D., Ph.D.1,2, Kyu-Sung Kim, M.D., Ph.D.1,2, Young Hyo Kim, M.D., Ph.D.1,2
1

Inha Institute of Aerospace Medicine, 2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Received: March 23, 2021
Revised: March 30, 2021
Accepted: March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Young Hyo Kim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7 Inhang-ro, Jung-gu, Incheon
22332, Korea
Tel: +82-32-890-2437
Fax: +82-32-890-3580
E-mail: inhaorl@inha.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2-3623-1770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R1A6A1A03025523).

I. 서

ABSTRACT
Aircraft accidents caused by dizziness of aviation workers are so
common that they account for 5% to 10% of the total, and in most cases, have fatal
consequenc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iagnose and treat the dizziness of aviation
workers properly. Common diseases caused by abnormal vestibular function include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Meniere’s disease, and vestibular neuritis. In this
paper, we first proposed an overview of these diseases’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Also, we evaluated the importance of these diseases in aerospace
medicine and presented aerospace medical dispositions for aviation medical
examiners.
Keywords: Dizzines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Meniere disease,
Vestibular neuronitis, Aerospace medicine

론

데 도움을 준다. 말초 전정계는 미로(내이)와 전정신경으로 구성되
고 미로에서 발생한 신호는 전정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

어지럼은 평형기관에 이상이 발생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되므로 내이 또는 전정신경에서 기인하는 어지럼을 말초성 어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전정계, 시각계, 체성감각계

럼으로 분류하게 된다. 미로의 병변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양성 돌

의 이상 또는 이들의 정보가 통합되는 중추신경계의 장애에 의해

발성 두위현훈, 메니에르병, 중이염 이후 발생하는 미로염, 외림프

발생된다. 여러 기관이 평형기능 유지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기

누공 등이 있다.

관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이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다. 어지럼은

심한 말초성 어지럼의 경우 항공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회전감, 부유감, 실신감, 흔들림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환자

으므로, 항공전문의사는 이들 질환의 기본적인 병태생리 및 임상

의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므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경과를 이해하고, 항공업무 적합도 판정 기준을 숙지하여야 할 것

발현 양상에 따라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발생되는지 자세나 호흡,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정신경염을 포함한 말초성 어지럼

압력 등의 유발 인자에 의해 유발되는지, 단발성인지 재발성인지

의 원인 질환 중 빈도가 높은 질환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질환에

에 따라서도 구별되는데 이 또한 어지럼의 원인질환을 파악하는

대하여 항공적합성 평가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Copyright ©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 Aerosp Environ Med Vol. 31, No. 1, April 2021

론

태로 나타나는 변동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

1.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

태를 보이다가 후기에는 변동 없는 수평형의 난청을 보이게 되는

Ⅱ. 본

음역보다는 중저음 영역의 변동이 크다. 초기에는 변동성 난청 형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은 자세 변환에 의해 짧고 반복적으로 나

경우가 많다. 이명은 지속적인 경우도 있고 가끔 나타나기도 하며

타나는 회전성 어지럼을 특징으로 하는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

이충만감의 경우 다른 질환에서는 드물게 나타나 메니에르병의

중 하나이다[1]. 이석이 난형낭에서 탈락되어 반고리관으로 들어

중요한 특징적 증상이 된다.

가게 되면 머리 움직임에 따라 어지럼 자극을 일으키게 되어 회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은 임상 증상에 따라 분류되며 1995년

전성 어지럼을 유발하게 된다.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은 1921년

미국이비인후과학회의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2015년 바라니학회

Barany가 처음 기술하였고 이 후 Dix와 Hallpike [2]가 현대적

[8]에서 국제적 논의를 거쳐 수정되었다. 바라니 진단기준에 따르

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특징적인 안진의 양상을 정리하여 보고하

면 확실한(definite), 의심되는(probable) 두 단계로 나눠지며 어

였다.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은 외림프 누공이나 미로진탕, 미로

지럼의 지속시간을 12시간 전후로 나누고 검사로 확인되는 감각

염, 메니에르병, 압력외상, 상반고리관피열 증후군 등의 전정질환

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는 경우 확실한 메니에르병으로 진단 가능

과 연관되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은 이석 치환술

하다. 메니에르병과 감별을 요하는 유사 질환으로는 지연성 내림

(canalolith repositioning)이지만 자연치유도 가능하고, 자세 유

프수종, 돌발성 난청, 내이매독, 외림프누공, 청신경 종양, 척추뇌

발로 인해 발생하는 안진에 대해 다른 중추성 원인을 찾기 어렵기

기저혈류부전 등이 있으며, 어지럼 및 난청의 증상이 처음 발생한

때문에 말초성 병인으로 추측하여 양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경우 어지럼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과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메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은 가장 흔한 어지럼의 원인 중 하나로 연간

니에르병은 다양한 질병 경과를 보이는데, 어지럼과 난청, 이명,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7–64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

이충만감의 증상이 반복되고 청력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가역적

서의 대규모 역학 조사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은 2.4%, 연간 발생

인 청력 저하, 이후 확실한 변동성의 난청기를 거쳐, 후기에는 청

률은 0.6%에 이른다[3]. 나이가 들수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력소실이 고정된다.

경향이 있으며 50–60대에 가장 흔하고 특발성인 경우 여자에서
조금 더 빈발한다[1].

치료는 어지럼 발작이 시작되었을 때 어지럼을 줄이기 위한 급
성기 치료와 병의 진행을 막고 어지럼 발작의 빈도를 줄이고 청력

이석의 탈락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16%–66%정도로 다양하

변화를 줄이는 안정기 치료로 나눠진다. 치료 목표는 어지럼의 예

게 보고되고 있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방, 청력의 개선, 양측성 메니에르병의 예방에 두고 있으며 환자의

으로 생각된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차성의 가능성이 많고 고령

상황에 따라 대증적으로 이루어진다. 환자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층일수록 특발성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내이의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반복적이고 발작적인 어지럼이므로 이를 중

다양한 원인들이 가능하나 연관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두부외상

재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게 된다. 치료방법은 크게 식이요법 등의

으로 전체 원인의 7%–17%를 차지한다[4,5]. 진단은 몇 가지 체위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눠진다. 약물 요법은 급

검사를 통해 유발되는 안진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세 반고리관의

성 발작기 치료와 어지럼 발작 이후 안정기 치료에 투여하는 약물

해부학적 위치 및 각도에 따라 진단을 위한 체위 유발 검사가 조

로 나눠지며 수술적 요법으로는 내림프낭 감압술, 전정신경절단

금씩 차이가 있으며 어느 반고리관에 이환되었느냐에 따라 치료

술, 화학적 미로 절제술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석정복술)의 방법이 다르다. 2008년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및
신경과학회[6]에서 제시한 임상치료지침에 따르면, 양성 돌발성

3. 전정신경염

두위현훈의 치료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치료법은 이석정복술이 유

머리의 평형 유지는 일측 전정기관에 흥분성 반응이 반대쪽 전

일하다. 추적 관찰만 시행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으

정기관에서는 억제성 반응이 발생하여 균형을 이루게 된다. 어떤

로 제시하고 있으며 약물치료는 권장하고 있지 않다.

원인으로 인해 일측 전정기관에 구심성 신호가 사라지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양쪽 전정신경핵에 흥분성 차이가 발생해 어지

2. 메니에르병

럼이 유발된다. 전정신경염은 청력 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

메니에르병은 이충만감, 이명, 난청, 어지럼이 주 증상으로 나타

러운 회전성 어지럼과 오심, 구토 등이 수일 지속되는 경우 의심해

나는 질환으로 1861년 급성 어지럼 및 난청의 원인이 내이에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병변의 정확한 위치와 관계없이 일측 전정

비롯되었음을 주장한 Prosper Meniere의 이름에서 기인한다. 정

기능이 갑자기 저하되는 다양한 병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한 병태 생리가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원인불명의 내이 내림프

급성일측전정병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연간 발생률은

수종(endolymphatic hydrops)으로 알려져 있다[7]. 메니에르병

인구 10만 명당 3.5명에서 15.5명으로 보고되고 있다[9]. 양성돌

의 증상은 어지럼, 난청, 이명 및 이충만감이며, 어지럼을 중심으

발성 두위 변훈과 메니에르병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말초성 어지

로 재발성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어지럼 양상은 반복적 회전성

럼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0]. 일측 말초기관 전정장애를 일으키

어지럼이며 대부분 청각 증상을 동반한다. 청각 증상은 다양한 형

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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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또는 미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내이로 공급되는 혈관에
허혈이 생긴 경우로 추정한다.

4. 어지럼 질환에 대한 항공의학적 고찰
항공 승무원의 어지럼 질환과 관련한 항공 사고가 전체의 약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갑작스런

5%–1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하며, 특히 기장의 어지럼으로

회전성 어지럼이 수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지속, 청력 손실이나 이

인한 조종불능 상태는 대부분에서 항공기 추락 등의 치명적인 결

명 등의 와우 증상은 없으며 양온교대 온도안진검사에서 일측 반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업무 종사자들 역시 어지럼 질환

고리관 기능저하나 소실이 관찰,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가 없

을 적절히 치료받고 항공업무 적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어야 한다[11]. 심한 회전성 혹은 수평형 안진이 방향 변화 없이

야 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뿐 아니라 항공신체검사

지속되며 보행 시 이환된 측으로 몸이 기울게 되는 경향이 있다.

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 역시 어지럼 질환의 중요성을 인지하

안진은 건측을 주시할 때 강해지고 환측을 주시할 때 약해지며 머

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리를 흔들면 안진의 강도가 커지게 된다. 급성기 증상은 하루 이상

어지럼 질환과 관련하여 항공업무 적합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2–3일 이내에 호전된다. 급성 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어지럼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

지럼을 유발하는 중추성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추성

안 항공업무가 불가능한 상태(incapacitation)가 초래되는지를

안진의 경우 순수 수직 안진 이거나 주시 방향에 따라 안진의 방

고려해야 한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어지럼(예를 들면 양성 돌

향이 바뀔 수 있고 시고정의 효과가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감각이

발성 두위 현훈)을 호소하는 경우 항공업무에는 영향이 미미한 경

상 등의 추가 신경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도 감별점이 된다. 두

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전정신경염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일간 어

부충동검사는 환측 방향으로의 빠른 머리 회전 시, 안구의 보상적

지럼을 호소하는 경우, 질환의 급성기에는 항공업무에서 배제시키

움직임 속도가 머리의 회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머리 회전 후에

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해당 질환이 재발성 경과를

뒤늦게 목표물을 주시하기 위한 교정성 신속안구운동이 나타나는

가지는지 여부도 적합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정

것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일측의 전정기능 저하 시 병변측에 교정

신경염의 경우 급성기 경과 이후, 질환에서 회복되면 재발이 비교

성 신속안구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두부충동검사 양성으로

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정신경염의 급성기 때에는

판정하며 이는 말초성 전정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양온

업무에서 배제시키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된 다음에는 업무에 복

교대 온도안진검사에서 병변측의 반응감소 또는 소실은 전정신경

귀시킬 수 있다. 반면 재발성 경과를 보이는 질환(예를 들면 메니

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검사 소견이다. 온도안진검사에서 병변측

에르병)의 경우, 항공업무 중에도 수시로 어지럼이 재발할 수 있으

반고리관 마비와 함께 건측을 향하는 안진의 방향 우위가 나타난

므로 판정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각 어지럼 질

다.

환에서 항공업무적합성 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정신경염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회복되

먼저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심한 어지럼

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치료가 우선적으

은 대개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로 시행된다. 급성기에는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오심 구토 등의 증

한 기내에는 부기장 등 다른 항공인력이 존재하므로, 대부분의 경

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이 함께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우 항공업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많은 약제가 장기적으로 사용될 경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업무에 부적합

우 전정기능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환자의 회복 경과에 따라

하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항공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 기간에 신중해야 한다[12]. 1940년대 Cawthorne과 Cook-

라고 한다면 ‘조건부적합’으로, 항공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sey는 전정장애 후 활동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경우 회복이

할 수 있다.

빠른 것을 관찰하고 전정재활치료를 고안하였다. 전정재활치료는

반면 메니에르병의 경우 어지럼, 난청, 이명 등 다양한 증상을

전정장애 시 어지럼을 줄이고,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되며

호소하며, 재발성의 경과를 가진다. 또한 어지럼을 동반한 돌발성

소아 및 성인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13,14]. 급성 전

난청 등의 다른 질환들과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

정장애에서 조기 전정재활이 중요한데 급성기 증상이 어느 정도

과 전문의가 아닌 항공전문의사의 경우 메니에르병을 의심하고

사라지면 전정기능 억제제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어지럼, 구역,

것이 좋다. 급성 전정기능 장애는 중추성 보상 과정을 통해 어지럼

구토 등의 전정계 증상과 청력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임상적

을 줄이고 균형감각을 회복하게 되는데 전정재활치료는 이 같은

으로 메니에르병이 의심될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순음청력검사 및

전정 보상과 중추 가소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며 정적보상, 동

어음청력검사, 평형기능검사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

적보상, 습관화, 감각대치로 구성된다. 전정재활치료는 미리 정해

하여 해당 환자를 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놓은 종류와 순서에 따라 모든 환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정

전정신경염의 경우 급성 질환기에는 매우 심한 어지럼을 호소하

재활운동이 있고 최근에는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운동방법을 수

므로, 증상이 있는 경우 항공업무에 부적합하다. 반면 시간이 경과

정하는 맞춤형 전정재활운동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하여 회복된 경우, 비교적 재발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회복이 되어 항공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항공업무 수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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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결

론

앞서 기술한 것처럼 전정계 이상으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은 항

4.

공업무 종사자의 업무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전문의사는 이들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항
공업무 적합성을 적절히 평가하여야 한다. 말초성 어지럼을 유발

5.

하는 흔한 원인 중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 전정신경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항공업
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전정계 증상과 청력

6.

증상이 함께 발현되어 메니에르병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이비
인후과 검사 결과 및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판정보류로 자문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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