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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회의 소개

않아서 유명한 Reno Air Race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본
대회는 곡예 비행기로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단거리 경주를 통하

미국 항공우주의학회(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여 승부를 가리는 것인데 마치 자동차의 F1 formular 대회와 비

AsMA)는 1929년 창립된 항공의학 분야에서는 세계 유수의 학회

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이러한 극단의 경주에서의 자료

로 92차 연례 학회가 2022년 5월 22일부터 27일 까지 미국 네바

를 바탕으로 항공기 성능 향상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다주 리노(Reno)시에서 개최되었다[1]. 금년 모임은 미국 잠수의

본 AsMA에는 미국 공군 장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미국 공군

학회(Undersea & Hyperbaric Medical Society, UHMS)와 함

대령의 학회), 미국 해군 장교들과 영국공군, 독일공군 등의 유럽

께 진행되었다. 항공의학은 감압, 잠수의학은 가압 상태의 생리

공군 장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시아에서

상태들을 연구하는 것이라 서로 반대되어 전혀 만날 것 같지 않

는 싱가폴 및 일본 공군 요원들만 참석하였다.

아서 의외였는데 외부 환경이 정상인 전통 의학과는 달리 어차피
외부 환경이 정상과 다른 상황들을 다루므로 일견 서로 통한다고
도 할 수 있겠다. 이외에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양쪽 분야가 상

Ⅱ. 학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

대적으로는 소외된 분야들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학회가 개

본 학회에서 강조되었던 주제들의 하나는 “Fittness to fly”이었

최된 리노시는 학술활동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반경 50 km 이내

는데, 요지는 조종사를 어떻게 해서든 비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에는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서 학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서 비행임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맞는 주장이기는 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항공분야와는 나름 관련이 없지는

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우리는 일단 비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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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전제에서 비행 가능한 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nega-

다. 발제로 나선 독일 공군 담당자는 심장 질환 선별(screening)

tive policy), 여기서는 반대로 접근해 보겠다는 점이다(positive

수단으로서의 심전도(electrocardiogram, EKG)의 역할에 이의

policy). 이런 점에서 나온 것이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시스

를 제기하는 발표를 하였다. 독일 공군에서 6,284명의 검진자 중

템으로 기존의 1% rule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시스

에 단 1명의 심실조기흥분증후군(ventricular preexcitation)을

템은 미국 공군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활용하는 체계인데 처음에

보이는 심전도 이상자를 발견하여 EKG검사가 변별력이 없는 것

는 급성심근경색 질환 관련 평가기준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

같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EKG 결과 해석에 판독 의사 간에 차

구체적인 예를 보면, 현재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되면 1% rule

이가 많았고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 의사의 경험이 중요

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는 비행불가로 판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

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는 40세 이내에서는 심전

되는 1% rule은 기준이 발병 빈도(likelyhood)를 중심으로 판단

도는 5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여 우리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었

하는데 본 시스템은 여기에 질환의 중한 정도(severity)를 추가하

다. 아마도 우리는 의료 비용이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저렴하기에

여 판단하는 것이다(risk=likelyhood × severity). 발병 빈도는

심전도 검사를 쉽게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공군에서는

annualized probability per flight hour for airworthiness

심혈관조영술의 기준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칼슘 점수(calcium

로 표시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다. 중한 정도는 negli-

score)를 중시함을 강조하였다. calcium score가 높은 군에서

gible/marginal/critical/catastrophic의 4단계로 나누고 이

는 stain계열 약물들이 이벤트 예방효과가 좋은 반면 낮은 군에서

를 발병 빈도와 합하여 risk를 결정하고 이것도 high/serious/

는 효과가 없었고, 대신 아스피린 투여가 효과 있을 것이라는 발

medium/low risk의 4단계로 나누어 판단한다. 전술한 발병 빈

표를 하였고 고감도 C반응단백도 중요함을 발표하였는데 이 자

도와 중한 정도 점수 값들(risk assessment)을 종횡으로 만든 표

료들은 일반인 대상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 이외에 운동부하 테

에서 점수값을 계산하여 비행 여부(acceptability)를 결정하게 된

스트(exercise stress test)와 전산화 단층촬영 혈관조영술에 대

다. 이 판단 시스템에서는 예전에는 비행 불능으로 결정되었을 예

한 비교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공군 조사 자료에서는

도 치료에 의하여 중한 정도가 감소되면 ”비행 가능“으로 판단될

exercise stress test 양성 결과를 보인 군에서 심혈관조영술을 시

수도 있었다(risk mitigation). 이 시스템은 미 공군 이외에 미 연

행한 결과 59%에서 유의한 심혈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

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미 항공우

여 본 조영술 검사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심혈

주국, 캐나다 공군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본 세

관조영술 결과에 따른 비행 여부 판단은 50% 미만의 협착을 보이

션에서는 다수의 연제에서 기존의 1% rule을 보완하는 연구 결

는 minimal 혹은 moderate군 중에 minimal군은 연간 이벤트

과들이 선을 보였는데 요지는 “total system performance of

발생확률이 각각 0.5%–1.0%로 재검을 권유하고, moderate군은

flight=hardware+software+human”인 점을 고려하여 비행 여

1%–2%로 심장 카테터법(cardiac catheterization)을 권유하며,

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원래의 1% rule의 기반이 70년대 영국

그 이상인 severe군에서는 3% 이상으로 예상하여 비행 중지로 판

에서의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점을 고

정한다고 하였다.

려할 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음을 보여주는 제안들이

정신계에서는 미국 공군 조사 자료에서는 예상보다 주요 우울

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판정에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발병

증후군(major depressive disorder)이 많아서 주의를 요하며 재

빈도 외에 판정에 severity를 고려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음을 고

발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1번 이상

려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판정 기준의 업데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조종사는 치료 후 증상이 조절되었어도

이트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1년 이내는 30%, 5년 이내는 44%, 10년 이내는 64%까지 재발한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의 비행 불능에 가장 큰 영

다고 하였으며, 치료 전 우울증 발생 전적이 더 많으면 재발률이

향을 주는 것은 여전히 심장 질환이다. 미국 공군에서는 MACE

현저히 증가함을 발표하였다. 비행 가능 여부는 대개 1년 이상 증

(major cardiovascular event)라고 명명하여 심장 질환을 특

상 관해 후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 비행 가능하다고 한다.

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군 특성상 고속기동항공기 조종사가 많아

Risk assessibility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초기 위험도를

서 중력가속도 한계(G-tolerance)를 중시하고 있다. 비행 임무

high/serious/medium/low risk들로 나누고 target risk를 특

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력가속도로 인한 심근허혈

정하게 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대처(measures)하여 risk mitiga-

(Gz-induced myocardial ischemia)라고 한다. 이에 대한 risk

tion을 이룬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판정 의사의 일방적인

mitigation 대책으로는 위에 언급한 시스템 평가 이외에 기종 전

결정이 아닌 상호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질환이 복합

환을 하게 하거나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문제가 없는(대개 교

적이어서 단번에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이해 관계자(stakeholder)

관자격이 있는) 다른 조종사와 같이 비행하도록 하고 이후 문제가

의 허용한계(threshold) 감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즉 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비행 스케줄로 돌아가게 한다고 한다.

깊다고 한 번에 해고하지 말고 좀 더 고려해 봄이 좋다는 의미임).

심장 질환의 조기 선별에 대한 토론 세션(session)도 있었는데

미국 공군 신체검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질환들은 심장 질

미국 외에 영국, 독일 공군에서도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

환, 암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청력 및 시력의 문제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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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적인 질환들 이외에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고

in fight). 군은 임무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희생을 각오하지

(mentally well), 수면 및 영양 상태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만 민간 항공 영역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조종사의 비행 가

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기존의 급성질환 관리에만 집중하던 것

능 여부 판단 철학에 일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 있

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잘 드러나지 않

었다.

는 만성적인 상태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짐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면 질 저하에 의한 피로 문제를 강조하였다. 이 부분은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등의 피로 관리 시스템이 우리나라

Ⅲ. 학회의 뒷이야기

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 항공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학회 기간 내내 참석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로비에서도 토론하

있고 언급된 여러 가지 만성적인 건강 저해 상태에 대하여도 국제

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 온 군 요원들은 나

민간 항공 기구의 권고에 따라 건강 증진 활동 등으로 시행하고

라에 상관없이 활발히 토론에 참여했는데 언어의 선점이 역시 중

있어서 항공 종사자 건강 관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있었다.

학회 종료 후 총회가 열려서 회장단 이취임식이 열리고 이 자리

음주 문제는 미국 공군에서는 단일 문제가 아닌 부부관계 문제,

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수상이 있었다. AsMA공식 수상 중에 우리

수면 문제(sleep hygiene) 등과의 복합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

협회에서 후원하는 Won Cheol Kay Award시상식이 있어서 필

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접근을 해

자가 협회를 대표하여 상패를 전달하였다(Fig. 1). 금년도 수상자

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음주 후 수면 장애는 사고의 상당한 원

는 뉴질랜드 출신의 Dr. David Powell인데 예전에 항공 전문의

인 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FAA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바이오

로 뉴질랜드 항공, 버진아틀랜틱 항공 등에서 일했고 현재는 IATA

마커(biomarker)로 혈청에서 측정하는 caqrbohydrate deficit

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준 바 있

trasferrin (CDT) 효소의 소개도 있었다.

다. 조종사 경력도 꽤 있고 항공 분야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은 분

두부 손상(head injury) 세션에서는 일반적인 원칙만 소개되었

으로 한국에 대한 상당한 친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회장단 이취임

다. 분류의 기준은 내원 당시 증상(symptom at presentation)

식도 관전하였는데 회장 이취임의 증거는 현재 사용하는 의사봉

및 손상 병변 위치(patho-anatomic location), 손상 원인(etio-

을 전달함으로 이루어지고 총무 이취임식은 무슨 열쇠 같은 것을

logic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경도(mild)

인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임하는 회장에 대한 감사 훈

는 의식 상실(loss of consciousness, LOC) 기간이 30분 이내이

장 수여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후임 회장이 전임 회장에게 직접

며 두개골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인데 30일의 관찰기간이 요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헌신(내조)에 감사

구되며, 의식 상실 기간이 30분에서 24시간 이내 및 안정된 두개

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인이 남편인 전임 회장에게 훈장

골 골절(non-displaced skull fracture)이 있는 경우 6개월 정도

을 다시 수여하는 형식이었다(그 동안의 자기 남편의 행태가 맘에

의 관찰기간이 필요하고, LOC가 24시간 이상이나 구개골 관통상,

안 들면 그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이차로 수여하지 않아도 된

뇌내 출혈 등이 있는 경우 2년 이상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

다고 한다. 따라서 이 순간만큼은 배우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히 뇌내 출혈의 경우 5년 이상의 비행 불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다.
당뇨병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게 HbA1가 7% 이내인 경우 비
행 가능한데 FAA의 경우 진단 당시의 평균치가 7.2%라고 하였
다. 여기에서도 가능하면 비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준이 많이 제안되고 있었다. 흔히 사용
되는 risk mitigation의 일환으로 복수 조종사 비행(operation
multi pilot limitation)이 소개되었다. 당장의 비행임무에서 중
요한 것은 만성 합병증이 아닌 갑작스러운 저혈당의 발현이 므로
임무 2시간 전 공복 혈당 및 이륙 30분 전 혈당 체크를 해보고 비
행임무를 결정해 보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인슐린까지 시용하는
경우 조종사 상호 간 상호체크, 글루코미터(glucometer)에 의한
혈당 수치를 조종사 비행기록부(log book)에 기재, 혈당 수치를
분명한 목소리로 복창하는 것 등을 규약(protocol)으로 제안하기
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제가 군진 의료진 중심으로 발표되어서 그런지 대부
분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keep fl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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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ay Award ceremony for Dr. David Powell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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