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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ol. 32, No. 2, our journal prepared 3 original articles, 3 review
articles, and 1 brief report. A Survey of the laboratory tests item was conducted during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based on the 27 hospitals. The following items were
implemented in all institutions, but other items was different by institution. Urine test,
ophthalmic test (except fundus test), fasting blood sugar, complete blood cell count,
electrocardiogram, electoencephalography, chest X-Ray, pure tone audiometry, and
total cholesterol.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flight training of student pilots was
analyzed through a survey. On the positive side, fewer commercial flights and fewer
flights mean mo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train. Fewer face-to-face classes have
freed up more time for self-care. In other words, students were able to plan and control
their exercise, self-study, rest, and sleep time on their own. On the negative side, social
distancing prevented them from riding in the back seat, leaving them less chance to
get used to the cockpit.
Keywords: Aerospace medicine, COVID-19, Pilots

본 학회지 32권 2호에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의

상태에서는 혈액이나 장기들 그리고 수술 기구들이 공중을 떠다

종류별로 원저 3편, 종설 3편, 단신 1편이었다. 주제별로 항공우

니게 되어 수술 진행이 어렵다. 무엇보다 우주 환경에서의 수술은

주 3편, 인적요인 2편, 기타 2편이었다.

직접 경험을 한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숙련된 의사라

우주에서의 수술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중력이다[1]. 중

도 새로운 환경에서의 수술은 당황스럽다. 가상현실에서의 훈련

력의 감소는 환자와 의사의 생리적 변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술

그리고 로봇의 활용, 원격 수술, ‘메디팟’이라는 기구 등이 시도되

자의 행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우선, 중력이 적어짐에 따라 체

고 있다.

액이 머리 방향으로 재분배되어 목에 있는 체액중추가 자극되어

조종사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종석의 오류 관리가 중요하

체액인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적은 출혈에도 저혈량

다[2]. LOSA (line operation safety audit)는 교육을 이수한 관

성 쇼크가 오기 쉽다. 또한, 줄어든 체액에 적응하여 심근이 약화

찰자가 조종석의 위협이나 오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근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혈압에 빠지기 쉽다. 수술자나 환자를 고정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안전 관리 도구 중 하나이

해야 하는데, 자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당히 불편하다. 저중력

다. LOSA는 데이터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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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유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균 절차의 오류가

2022년도 미국 항공우주의학회 참관기를 통해 현장감을 느낄 수

50%, 항공기 취급 오류가 33%, 통신 오류가 17%로 알려져 있다.

있다[7]. 비행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발병 빈도와 심한 정도로

또한, 조종석의 절차 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조종

위험을 점수화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 시스템 안전에서 safety

석의 절차 위반 및 안전 풍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런 절차

1은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자는 것이고, safety 2는 문제점

와 안전 훈련을 초기 단계에 개선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쉬운

을 지닌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이 점

방법이다.

수화 시스템은 safety 2에 해당한다. 또한 군은 임무수행, 민간은

빅 데이터란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3].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건의료와 항
공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 좋은 교육용 종설 논문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27개 항공 신체검진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4].

안전이라는 철학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
도록 서술이 되어 있어 더욱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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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항공 신체검사의 검사 항목은 항공업무 수행에 중요한 건강
상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검사 방법이 다양하다. 새롭게 변화하는 질병의 양상

ORCID
Juwon Lim, https://orcid.org/0000-0002-3206-3757

과 위험 요인들과 함께 항공 신체검사의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관별 상이한 검사 항목과 수의 차이는 판정 결과에 영
향을 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학생 조종사의 비행 훈련에 미친 영향이 설문 조사
를 통해 분석되었다[5]. 그 영향을 긍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
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상용 비행이 줄어
비행 교통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훈련의 기회
가 많아졌다. 줄어든 대면 수업은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간을
늘렸다. 즉 학생들은 운동, 독학, 휴식 그리고 수면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조종석 뒷자석 탑승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조종석에
익숙해질 기회가 적어졌다. 그리고 조종사, 관제사, 학생 등 모두
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대면의 기회가 줄어들어 사회적 관계가 저하되었고, 자율학습 시
간은 일부에게 오히려 게으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을 더 잘 준비시켜서 숙련된 항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한국과 일본의 쯔쯔가무시의 역학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
다[6].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각국의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이
용하였다. 한국의 누적감염률은 10만 명당 14.3명이었고, 일본은
0.4명이었다. 한국은 여성이 60.2%, 일본은 여성이 41.2%였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지리적, 문화적 차이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해외 학회 방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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