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sEM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22;32:1-3
pISSN: 1738-2548 • eISSN: 2713-9972
https://doi.org/10.46246/KJAsEM.220008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 ENVIRONMENTAL MEDICINE

Editorial

편집자 주: 32권 1호
임주원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Editorial for Vol. 32, No. 1
Juwon Lim, M.D., Ph.D.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Received: April 12, 2022
Accepted: April 15, 2022
Corresponding Author
Juwon Lim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0505
Fax: +82-2-2072-0835
E-mail: imvacsa@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2-3206-3757

ABSTRACT In Vol. 32, No. 1, our journal prepared 1 review article, 4 original articles,
and 2 case reports. First, the Biomathematical Models for Aviation Fatigue Risk
Management were introduced. Among the four original articles, it is possible to get
insights into the management of cancer diseases in aviation workers, and it is expected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aerospace medicine through a research case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 similar trend was observed in the medical tourism
along with the decrease of the aviation industry due to COVID-19. Hepatitis E infection
can be occurred in both the public and aviation workers, and the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in 2020 as a second-grade legal infectious disease in Korea. In two
case reports, we introduced a case of the Phakic intraocular lenses insertion and a
case of th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pericardial effusion.
Keywords: Aerospace medicine, COVID-19, Pilots

이번 호에서는 1건의 종설과 4건의 원저, 그리고 2건의 증례

리 절차로 구분된다. 비행 승무원의 피로에 대해서는 생체수리적

보고가 있었다. 논설에서는 다양한 항공 종사자들의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이 대상자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피로 수준을 예측

피로 모델을 비교ㆍ분석하였다. 4건의 원저 중 항공 종사자들의

하는 도구로서 항공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암 질환 관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머신러닝(machine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수면 시간과 작업 관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통해 항공우주 의학의 다양

련 피로 항목이 포함된다[1]. 이러한 요인들을 문진 기반으로 자료

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

를 수집하여 점수화된 수치로 변환하여 피로위험의 수준을 예측

의 위축과 함께 의료 관광 현황도 유사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E형

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피로 이론과 실험실 기반으로 개발되

간염은 일반인과 항공 종사자들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국내

어 현장에서 실증된 후 적용된다.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의 제한점

에서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2020년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두

은 피로위험의 기준을 정의하기 어렵고, 누적되고 만성적인 피로

건의 증례보고에서는 안구 굴절 교정술 중 유수정체 안내 삽입술

를 반영하지 못하며, 개인 차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피

을 시행받은 사례와 급성 심근경색증과 심낭삼출로 치료를 받은

로 모델과 피로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항공 근로자들

사례를 소개하였다.

의 피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항공 안전은 위험관리가 중요하며, 위험 요인의 식별과 위험관

한다. 또한, 미래의 항공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심박수 변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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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과 같은 신체 계측 장비를 통한 피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줄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유용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나

수집과 평가뿐만 아니라 우울과 스트레스와 더불어 종합적인 신

라의 글로벌 헬스케어에 끼친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 자

체 상태 평가 관리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료가 일부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일개병원 2016년부터 2021년까

국내 항공종사자들의 암 질환 유병률 조사 연구에서 암으로 조

지 총 25,569명의 외국인 환자의 분석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의 비율은 5.6%였다

외국인 환자의 성별, 연령별, 국적별 그리고 과별 방문에 미친 영

[2]. 가장 흔한 암 종은 갑상샘암이었고 위암이 그 다음이었다. 신

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4].

장암, 대장직장암, 피부암, 전립선암, 림프종 및 백혈병, 폐암, 두

E형 간염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질환을 말한다.

경부암, 기타 암 순이었다. 항공 승무원은 채용 당시 엄격한 신체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 제2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로 분변

조건을 통하여 선발하며 비교적 엄격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건강

경구 경로로 전파되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감염

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근무 중의 각종 스트레스와 항공

된다. 무증상 또는 발열, 피로감, 황달, 검은색 소변 등의 증상을

근무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 요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 종

보이며, 대부분 완전히 회복된다. 일부에서 전격 감염이나 만성

사자에서 폐암의 이환율이 일반인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항공 종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

사자 군에서 금연 등의 건강관리가 일반인에 비해서 잘 이루지

년에 191명, 2021년에 481명의 E형 간염이 보고되었다. 일본과

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는 북극 항로를 비행하

의 역학적 차이를 2020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은

는 항공기에 수년간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승무원이 우주

여성의 비율이 37.7%였고, 일본은 20.9%였다[5]. 또한, 20–39세

방사선 피복에 따른 백혈병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항공

의 비율이 20.9%였고, 일본은 9.7%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60

승무원의 피복 방사선량 안전 기준은 기존 50 mSv (밀리시버트)

대 이상의 비율이 52.9%였다. 이처럼 E형 간염의 역학적 특성이

에서 6 mSv로 낮추어졌다.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 및 시도되고 있다. 항공

굴절 수술에 대한 1건의 증례 보고가 있었다 [6]. 22세 여성으로

우주 분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면 항공 신체검사 결과

근시교정을 위해 양측 후방에 유수정체 안내 렌즈 삽입술을 시행

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질환의 예측에 활용하는

받았다. 이 시술은 인공 수정체를 안내에 삽입하여 고정하여 수정

등 항공 안전에도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체의 굴절력을 변화시킴으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홍

통해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

채 표면에 고정하는 전방 유수정체 인공 수정체 렌즈와 홍채와 수

을 해결하는 데 특히 잠재력이 있는데, 원시 데이터에서 유사성과

정체 사이에 삽입하는 후방 유수정체 인공 수정체 렌즈로 구분된

패턴을 인식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함으로 임상 의사결정에

다. 이 렌즈들은 콜라겐과 폴리헤마라는 물질을 합성한 콜라머라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머신러닝 및 딥러닝(deep learning)

는 물질로 만들어지며, 생체진화적이어서 눈 속에서 염증을 잘 일

을 통한 알고리즘(algorithm)의 정확성이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

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각막의 주변부에 최소한

한 의구심도 여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이 있

의 절개창을 만들기 때문에 중심부 각막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신경망을 활용한 방법과 그라디언트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좁은 안구 공간에 추가로 인공물질을 삽

부스팅의 일종인 Xgboost기법을 활용한 A형 간염 항체 여부 판

입하여 전방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쇄각 녹내장이 생길 수 있

별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3]. 두 기법

고, 안내염이나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백내장이 발생할 수

모두 지도학습의 유형이어서 연구자의 임상 경험과 머신러닝의

도 있다. 그 외에도 빛 번짐이나 후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해 수준에 따라 알고리즘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

따라서 수술 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며,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정확도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항공 신체검사에서 굴절 교정 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움

술 후 시력을 포함한 안과의 신체검사 기준을 만족하며, 항공 업

직임이 있다. 2022년 3월 10일–11일 서울에서 제12회 메디컬 코

무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증상이 없어야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발

리아 2022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세

급받을 수 있다.

계적 건강관리, 새로운 도약(Global Healthcare, a New Leap

심근경색에 대한 1건의 증례 보고가 있었다 [7]. 53세 남성으로

Forward)’이었다.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글로벌 헬스케어가 일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좌회전 혈관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

적인 증가 추세의 둔화가 확인되고 있지만 앞으로 변화된 유형으

술을 시행받고, 심낭삼출이 발견되어 심낭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스텐트의

은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게 되어 글로벌 헬스케어를 위축시키는

재협착 소견은 없었다. 운동부하 심전도와 24시간 홀터검사에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

정상이었다. 심장초음파에서는 좌회전 혈관에 해당하는 심근벽의

비하려면 근거 자료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동향을 자세히 분

운동장애가 관찰되었다. 심근 핵의학 관류검사에서는 측벽과 하

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가 국

벽에 관류 이상이 관찰되었다. 급성 심근경색증 후에 심낭삼출이

적별로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특히 어느 과 환자가 얼마나 늘고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항공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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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는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고 재발 소견이 없고, 정밀 검
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신청자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심낭삼출로 치료받았으며, 정밀 검사에서 심

2.

근벽 운동 장애 외에 이상 소견이 없어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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