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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bin environment has many physiological effects on commercial
aircraft passengers and medical providers, and environmental stress factors exist.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medical provider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viation
physiology and cabin environment on the human body. It should also be remembered
that these physiological changes and environmental stress factors can affect
passengers as well as flight crew and also medical equipment. Providing medical
assistance during a flight offers a number of unique challenges including lower cabin
pressure, tight quarters, crowded conditions, and loud background noise. The purpose
of this Korean guideline is to offer an overview on various in-flight emergencies that
could be anticipated and to outline treatment priorities.
Keywords: Aerospace medicine, Aviation, Physiology

I. 서

론

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의료 실정과
법 규정에 맞는 기내 의학적 상황 대처 방안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연간 40억 명 이상의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한다.

기내 응급상황 시 의료인이 참고하도록 하고자 한다. 독특한 기내

항공기 승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내 환자 승객 발생 건

환경에서 의학적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안내서를 제작한다는 것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 승객의 증가와 더불어 승객의

은 한강에 돌을 하나 던지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일 수 있다. 하지

고령화, 질병을 가진 승객의 항공여행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평

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누군가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

균 수명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은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증

하다는 생각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가시켰고, 승객의 고령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회항을 포함한 기내

36,000피트로 순항하는 항공기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이 때

의학적 상황 또한 증가시켰다. 4만피트 상공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로는 몇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날씨와 비행 제한으

때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의학적 처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의사들

로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신속한 기내 응급 처

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

치는 환자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에게도

는 경우가 많다. 기내 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상과 다르기 때

중요하다. 또한 기내 응급처치와 관련된 국제법 및 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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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사의 기내 환자 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가장

항공기에서는 승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결정을

흔한 증상은 실신(37.4%), 호흡기 문제(12.1%), 메스꺼움 또는 구

내려야 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기장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

토(9.5%), 심장 문제(77%), 발작(5.8%), 복통(4.1%) 순이었다. 또

다. 예를 들어, 의식을 잃은 승객을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회

한 기내 의학적 상황은 604편의 비행 중 1건의 빈도로 발생하였

항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있으나 최종 결정

다. 하지만, 많은 기내 의학적 상황이 지상으로 연락하지 않고 비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 의료진은 제한된 의료 기술과 도구를 이용

행 승무원 및 기내 의료진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1].

하여 환자를 위해 최상의 의학적 조언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상상해

기내 의학적 상황으로 사망한 승객은 매우 드물다. 미국 항공우
주의학협회(Aerospace Medical Association)는 백만 명 승객당
0.1명, 혹은 기내 의학적 상황의 약 0.3%로 추정한다[2].

보자. 비행기는 순항 중이고, 당신은 식사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
다. 재미있게 영화를 보는 중에 다급한 승무원의 안내 방송 소리

2. 기내 의료장비

가 들린다. “기내에 환자가 발생했으니 승객 중에 의료진이 있으

기내 의학적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승무원에게 기내 비상의

면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듣고 당신

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EMK) 및 자동심장충격기(Au-

의 머리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어떤 응급

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를 요청할 수 있다. 기내

상황이 발생한 걸까?’, ‘내가 나가서 도와줄 것이 있을까?’, ‘나중

에는 경미한 외상을 처치하는 붕대 및 부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

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응답해야 하나? 아니면 다

약품과 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기내 비상의료용구에 모든

른 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려볼까?’ 당신은 여러 가지 의료 상황을

종류의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머릿속에 떠올리겠지만 어쨌든 일어나 승무원에게 간다. 그리고

모든 의학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은 불가

기내 의학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

능하다. 예를 들어, 정신과 문제가 기내 의학적 상황의 약 3.5%를

할 것이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약

비행 중에 기내에서 의료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기내의 낮은 기

물은 없다[1]. 또한 기내에는 비행 중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압, 비좁은 공간, 혼잡한 상황, 시끄러운 주변 소음 등 여러 가지

응급 의약품 위주로 구비되어 있어 항생제와 같은 약품은 구비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 있지 않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예상될 수 있는 기내 의학적 상황에 대한 개

기내 의학적 상황에 응한 의료진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진료

요를 설명하고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안내서

를 보게 된다. 의료진은 때때로 다른 승객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에는 항공생리와 기내 환경, 항공기내 환자 발생 현황, 항공기내

이나 의료기구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

의료장비, 기내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객실승무원에게 협조를

객이 저혈당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은 다른 승객의 혈당 측정

요청할 수 있는 사항, 기내 응급환자 발생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

기를 요청할 수 있다.

스트, 자주 발생하는 기내 응급상황 및 처치,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지침 및 대응 체계, 기내 응급환자 진료

3.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

후에 작성해야 하는 항공사 서류와 작성 요령, 마지막으로 기내

모든 비행기에 기내 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응급환자 발생시 법률적 문제 등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4]. 이

들이 포함되어 있다.

러한 서비스는 외부 의료기관인 경우도 있고, 항공사 자체의 의료

기내 의학적 상황은 11,000명의 승객 중 1명 발생하는 비교적

시설일 수도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승무원은 실시간으로 지상으

드문 경우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연간 40억명이 항공기를 이용하

로 연락해 의료 전문가에게 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

는 것을 고려하면 적다고 할 수 없다.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다 보

어, 승객이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게 되면 승무원은 항공기 회

면 언젠가는 의사를 찾는 방송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

다. 이 안내서는 의학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어려움을 당한 환자

다. 마찬가지로 기내 의료진도 응급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를 돌보기 위해 기꺼이 의료 지원을 하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좋은

확신이 없는 경우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있다.

1. 기내 의학적 상황의 발생 현황

4. 기내 의료 처치 시 제한된 기내 환경

기내 의학적 상황에 대한 국내 자료는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

의료진이 기내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지상과 다른 기내 환경에

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기내 의학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승객

대한 논문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4년에 NEJM에서 발표된

을 태우려 하기 때문에 기내 공간은 매우 비좁다. 이로 인해 의료

논문에서는 동일한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몇 개의 항

진이 의학적 상황에 환자를 적절하게 진찰하는 것이 어렵다. 일등

4

Jungeon Kim et al. Korean Guideline for Managing In-flight Medical Events
석이나 비즈니스석 승객이 아니라면 환자를 눕히기 위해서는 바

있다[8].

닥으로 옮겨야 한다. 또한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의사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II. 본

론

기내 의료 처치 시 어려운 점은 의료 용품의 부족이다. 기내 의
료진은 제한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즉석에서 필요한

1. 항공생리와 기내 환경

응급 처치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행 중 기흉이 발생
한 승객에게 흉강 삽관을 시행하기 위해 요도 카테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의료 용품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병원
환경에 익숙한 의료진에게 기내 환경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1) 대기
대기는 78% 질소와 21% 산소, 기타 대기 가스로 구성되어 있
다. 대기 압력은 가스의 무게 때문에 발생하며, 고도가 높을수록

의사가 기내 의학적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대기 압력은 낮아진다. 해수면의 표준 대기압은 760 mmHg 또는

아니면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14.7 psi이다. 대기압은 고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고도가 증

으며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

가함에 따라 산소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대기 중 산소의 분

가 기내 의학적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5].

압은 감소한다. 대기 가스는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

기내에서 의료진이 의학적 응급 상황을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로 Boyle의 법칙에 의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대기 압

점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는 것이

력이 낮아질수록 가스는 팽창한다.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생리적

다. 몬트리올 협약 및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 활

고도는 10,000피트이다. 이 고도 내에서 인간은 동맥혈 산소 운

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기장에게 있다[4]. 따라서 기장은 기내 의료

반에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적응하고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진의 권고사항이 항공사의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와 상충되는 경

하지만, 상승 및 하강 시 기압의 변화는 중이 및 부비동과 같은 부

우 지상 의료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

위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직원은 스스로를 의료진이라고 알리는 의료 자원 봉사자의 신원
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 저산소증
저산소증은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이상이다. 저산소증

5. 항공기 회항

의 원인으로는 산소 분압이 부족한 경우(저산소성 저산소증), 빈

기내 의학적 상황을 처리할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은 항공기 회항

혈이 있는 경우(빈혈성 저산소증),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을 결정하는 일이다. 드물지만 기내 의학적 상황으로 인해 항공기

(정체성 저산소증),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우(세포독성 저산소증)

회항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회항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의

가 있다. 저산소증은 두통과 반응시간 저하, 판단력 저하, 시기능

학적 사유는 심장, 호흡기 및 신경학적 응급상황이다[1]. 이러한

저하, 의식 저하, 현기증, 이상감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응급상황은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
런 편마비가 발생한 승객은 뇌졸중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혈전 용

3) 기압 변화

해제를 적시에 투여하면 환자의 신경학적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

기압 변화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귀, 부비동, 치

[6]. 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승객은 ST절 상승 심근경색증일

아, 위장관이다. 이 부위에 밀폐된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착륙 시

수 있으며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에 기압 변화로 인해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다. 항공 산업의 발전

하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7]. 하지만, 기내 환경에서 이러한

으로 높은 고도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기내

응급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내 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항공기에는 여압 장치가 있어서 객실 기

료진은 고위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승객을 평가할 때는 임상적

압을 고도 7,000에서 8,000피트 정도로 조절한다. 하지만 건강상

판단, 병력, 위험 요인 및 신체 진찰을 통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

태가 좋지 않은 환자 승객의 경우에는 작은 기압 변화와 저산소증

의료진이 지상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경우 항공기 회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정된 목적지를 바꾸어 항공기를 회항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

4) 비행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다. 비용적인 면 외에도 함께 탄 다른 승객의 경로와 일정이 뒤

고도, 온도, 습도 변화, 가속 및 감속, 소음, 진동, 피로와 스트레

틀리게 된다. 또한 항공기는 착륙 전에 싣고 있는 모든 연료를 버

스 등 비행 환경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려야 한다. 따라서 기내 의료진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상

요인이 환자뿐만 아니라 승무원이나 기내 의료진에게도 영향을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기장에게 설명할 책

미칠 수 있다.

임이 있다. 항공기 회항을 둘러싼 복잡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많

(1) 고도

은 항공사는 계약된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 회항 여부를

고도가 인체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저산소 상태에 노출

논의하게 되고, 회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공기 기장에게 달려

된다는 것이다. 저산소증은 조직 수준에서 산소 가용성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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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Dalton의 법칙에 따르면 흡기 산소 분압(PiO2)은 고도

내 용해되는 질소의 양이 증가하고 조직의 지질 성분에 축적된다.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저산소증이 유발된다. 이것을 저산소

상승하는 동안 주변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질소는 조직에서 혈액

성 저산소증이라고 한다[9].

으로 다시 방출되고, 폐에서 폐포로 가스 형태로 되돌아와 호흡으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S자 형태의 곡선은 동맥의 산소 분압

로 배출된다. 하지만 헨리의 법칙에 의해 예측된 것보다 너무 빠

(PaO2)이 60 mmHg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산소 포화도가 현저하

른 상승은 용존 질소가 용액에서 나와서 조직이나 혈액에 기체 상

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 저산소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된다. 그

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기포는 감압병의 병태 생리

래프에서 산소 포화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PaO2

학적 원인이 된다. 스쿠버 다이빙 후 너무 빨리 비행을 하게 되면

가 대략 고도 10,000피트에 해당된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상업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객실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미세

용 항공기가 6,000에서 7,000피트 사이의 객실 고도까지 가압 되

기포는 Boyle의 법칙에 의해 조직 내에서 세포와 세포 기능을 파

는 동안 생리학적 이상 없이 승객을 이송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괴하고 혈액 내에 있는 경우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이 고도에서 산소포화도(SaO2)는 90% 이상으로 잘 유지된다. 상

유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비행은 금지되어

업용 항공기는 적절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 최대

있다. 또한 항공 이송이 필요한 감압병 환자는 가능하면 가장 낮

객실 고도 8,000피트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10].

은 객실 고도에서 비행해야 한다[12]. 문헌에 의하면 500피트 이

하강시 기체의 수축은 상승시 팽창만큼 문제를 일으킨다. 하강
시 발생하는 이통이 좋은 예이다. 중이는 이관(Eustachian tube)

하의 고도로 비행할 경우 감압병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을 통해 바깥 기압과 평형을 유지한다. 하지만 상기도 감염과 같

(2) 온도

은 상황에서 부종 및 이관의 막힘으로 인해 하강시 외이의 대기압

대기의 생리적 영역 내에서 1,000피트 상승할 때마다 1~2oC의

은 증가하지만 중이의 가스는 갇히게 되어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온도 강하가 있다. 대부분의 고정익 항공기에서는 기내 온도를 조

고막을 사이에 두고 커지는 압력 차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하

절할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

면 고막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고막의 파

업용 항공기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는 보통 +22/–2oC로 설정된

열은 즉각적인 기압 평형을 유지하게 되어 극적으로 통증이 완화

기내 온도에 다양한 승객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

된다.

는 여러 구역에 걸쳐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과 협

신체 주위 공기의 압력 변화가 조직 압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

의하여 환자의 필요에 맞게 주변 온도를 최적화 할 수 있다. 예를

칠 수도 있다. 다리 골절 환자의 경우 주변 대기압이 감소하면 모

들어, A380은 객실 온도를 15개의 서로 다른 온도 조절 구역으로

세혈관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부종이 심해지면서 혈관 밖

나누어 18~30oC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

으로 액체가 고이게 된다. 특히,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항공 운송 중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열 스트레스가 운송 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않는 경우 다리 부종은 더 심해질 수 있다[11].
Boyle과 Henry의 법칙이 결합된 생리 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뜨겁거나 차가운 과도한 열 스트레스는 피로감, 집중력 감소, 판

비행 전 스쿠버 다이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이빙을 하는 동안

단력 저하, 계산 장애 및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

33피트 강하 때마다 주변 수압이 1기압 상승한다. 그 결과 혈액

자 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약품은 적정 온도에 보관해야 한다. 온도에 민감한 약품의 경

Percentage saturation of
haemoglobin with oxygen (%)

우 주의를 요한다. 특히, 혈액 제제의 저장과 관련하여 온도는 매
100

우 중요하다.

90

(3) 습도

80

상대 습도는 주어진 온도에서 공기가 얼마나 촉촉한지를 나타내

70

는 지표이다. 상대 습도는 주로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온도가 낮

60

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점진적으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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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므로 상대 습도도 떨어진다. 편안함을 위해 인간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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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대 습도가 50~7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습도는 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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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기 내에서 유지될 수 없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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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titude and the oxygen-haemoglobin dissociation curve.
ASL: above sea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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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는 일반적으로 10~20%의 범위로 유지된다. 즉, 비행 중 기내
의 공기는 건조하다. 일반적으로 비행 시간이 길수록 비행 중 평
균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낮은 상대 습도에 3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
며 눈이 아프고 인후통, 마른 기침, 코피가 날 수 있다. 건조한 공
기는 일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승객의 증상을 악

Jungeon Kim et al. Korean Guideline for Managing In-flight Medical Events
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습도로 인해 일반 승객의 건강

스를 유발하여 혼란, 정신 착란 및 정신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수

있다. 소음이 의료팀과 환자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귀마

분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가습된 산소를 공급하며, 의식 없

개 및 헤드폰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는 환자의 각막이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속과 감속의 영향

(6) 진동의 영향
장기 및 신체는 모두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13]. 이

인간은 지구의 중력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지표면에서 중력

러한 고유 진동수에 가까운 외부 진동은 진동을 증폭시킨다. 비행

은 9.82 m/s2이며 1 G의 힘으로 표시된다. 비행 중에 인체는 더

은 진동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14]. 이것은 엔진과 같은

크거나 작은 G 힘에 노출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세 방향 축에서 몸

항공기 내부의 원인 또는 난류와 같은 항공기 외부의 원인에 의해

에 작용하며, G 힘은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똑바

발생할 수 있다. 몸에 진동이 전달되면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발

로 서있을 때 중력은 양성 수직 G 힘을 발휘한다. 음성 수직 G 힘

생할 수 있다[15]. 앉아 있는 사람의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뉴턴의 제 3 운동 법칙

인해 불편감과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낮은 빈도의 진동은 멀미를

은 모든 작용에 대해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응이 있음을 명시한다.

일으킨다. 이러한 영향은 기내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

물체가 한 방향으로 가속 또는 감속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

는 의료팀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동일한 힘이 작용한다(관성력이라 함). G 힘 및 뉴턴의 제 3 운

주요 골반 외상 환자와 같이 출혈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진동은

동 법칙과 관련하여 비행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은 체내 순환시스템

혈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출혈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일부 임상의

이다. 환자가 고정익 항공기의 들것에 누워 머리를 비행기 조종석

는 진동이 심혈관 및 호흡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과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다고 가정하면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가

다. 또한 감압병 환자에서 기포 형성이 증가한다는 이론적인 위험

속할 때 환자는 양성 G 힘에 노출될 것이다. 관성력은 반대 방향

이 있다[16]. 사실, 진동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위

으로 작용하여 혈류가 뇌에서 발 쪽으로 증가하게 된다. 착륙시에

험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항공 환경에서 진동의 복잡한 특

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관성력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방향, 지

성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

속 시간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환자는 혈류가 뇌에서 발 쪽으

렵다. 그러나 승무원과 환자 모두에게 진동의 실제적이고 잠재적

로 증가하는 양성 G 힘에 더 잘 견딘다. 건강한 사람은 혈류의 단

인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그 영향을 줄

기 변화를 보상 할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 및 신경학적 손상이 있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주로 들것 디자인, 고정 장치, 감

는 중환자에게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쇠 메커니즘 및 전체 항공기 유지 보수와 같은 분야와 관련된 엔

들어, 다리 정맥에 혈류가 쏠리는 것은 패혈증이나 과다 출혈로

지니어링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진동은 또한 비침습적 오실로스

인해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저혈압을 악화시키고 뇌 관

코프 혈압 모니터 및 활동 감지 심박동기와 같은 의료기기의 기능

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뇌로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에 영향을 주거나 기관 내 튜브의 이탈을 유도하여 의료 장비에

머리 부상과 같은 신경학적으로 손상된 환자에서 심각한 두개내

영향을 줄 수 있다.

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5) 소음의 영향

(7) 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
피로와 스트레스는 주로 승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피로를 증가

주변 소음은 항공기 유형 및 특정 비행 단계에 따라 다르다. 상

시키는 비행 환경 요인으로는 저산소증, 온도, 소음, 진동 등이 있

업용 항공기 소음 수준은 65에서 85 dB이며, 터보프롭 또는 회전

다. 피로는 동기 유발 저하, 단기 기억 장애, 반응 시간 증가, 판단

익 항공기는 95 dB을 초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음 노출 기준에

장애, 편협, 좌절감, 위험스런 행동 및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어

따르면 청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8시간 동안 평균 85 dB의 소

진다. 다시 말해, 피로는 실수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17].

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통 정상적인 대화 소리는 20
dB 정도이다.

(8) 멀미
멀미는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병

소음 노출은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소음은 청력 손실

태 생리학은 복잡하고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눈

가능성과는 별개로 피로, 과민 반응, 인지 장애 및 업무 수행 능력

에 보이는 것, 전정기관이 감지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행 중에 장시간 집중하여 환자의

것과 뇌가 예상하는 신호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은

으로 항공기가 움직이는 동안 외부 환경을 시각화할 수 없다는 점

의료팀과 환자 사이의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 문

에서 전정기관과 시각 사이의 충돌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난

제나 운영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류 상태에서 멀미로 이어질 수 있다. 멀미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소음이 환자에게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할 중요한 점은 이전에 문제없이 비행을 다니던 승무원을 포함하

중환자의 수면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여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산부, 어린이, 전정

및 대사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음은 중환자의 진정제와 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편두통 환자 및 멀미가 생기는 것을 불

통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소음 노출은 두려움, 불안 및 스트레

안해 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증가한다. 불쾌감, 발한, 메스꺼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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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전형적인 증상이다. 불쾌감과 탈진 상태, 피곤함은 여러 시

방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 UPK)이다. 비상의료용

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18]. 이것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구는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응급 카트(Emergency Cart)와 유사

서 발생하면 업무 수행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하다.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탑재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 환경은 환자 승객과 의료진에

어 있다(Table 2). 구급의료용품은 주로 거즈, 붕대 등 외상 환자

게 많은 생리학적 영향을 끼치며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한다.

들이 사용 가능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Table 3). 항공안전법

따라서 의료진은 항공생리와 비행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에는 의약품의 약효에 따른 분류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재된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생리적 변화와 환경

의약품 항목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항공안전법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승객은 물론이고 승무원과 의료 장비에도 영향

항경련제를 탑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항경련

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로 디아제팜(Diazepam)을 탑재하거나, 페니토인(Phenytoin)
을 탑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항공사에 따라 진통제, 소화제 등 일

2. 항공기내 환자 발생 현황

반의약품으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키트를 추가 구성하여 객실승

비행 중 기내에서는 다양한 환자가 발생한다. 항공사에 따라 환

무원이 필요에 따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20].

자 발생 현황은 승객 백만 명당 24건에서 130건으로 차이가 있지

또한,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여

만, 대부분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 증상이다[19].

객기 내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가장 흔한 증상은 실신(22%)으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유사하다

AED)가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국외 항공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

(Table 1). 이외 흔한 증상으로는 소화기계 증상(17%), 호흡곤란

미국에서는 항공기내 AED 탑재를 권고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10%), 심장관련 증상(9%), 신경계 증상(8%) 순이다. 심정지는

그렇지 않다[19].

0.3%로 흔치 않다[1].

이외에도 항공기에는 의료용 산소통(Portable Oxygen)이 탑재
되어 있다. 항공기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통은 저용량(2 L/min),

3. 항공기내 의료장비

고용량(4 L/min)으로만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 산소통은 항공

기내 응급처치 시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의료장비를 이용

기 사고로 인한 감압 상황에서 객실승무원이 사용하는 용도로 탑

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는 국내 항공안전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재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환자 승객 응급처치 용도로도 사용되고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권고에 따
라 항공기 내 탑재되는 의료장비를 구성하고 있다. 국내외 여객
기 내에 탑재되는 의료장비의 종류는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EMK), 구급의료용품(First Aid Kit, FAK), 감염예

Table 2. Contents of emergency medical kit (EMK) required by the
Aviation Safety Act
장비

Table 1. In-flight medical events of a national airline by complaint in
the past three years
증상

약품

내용물 설명서

에피네프린(1:1000)

청진기

항히스타민제(주사용)

혈압계

정맥주사용 포도당(50%, 주사용 50 ml)

인공기도

니트로글리세린 정제(또는 스프레이)

2018년

2017년

2016년

합계

비율(%)

총 합계

947

1,032

995

2,974

100.00

주사기

진통제

실신 또는 실신 전 단계

249

219

174

642

21.59

주사바늘

항경련제(주사용)

소화기계 증상

168

181

163

512

17.22

정맥주사용 카테터

진토제(주사용)

호흡곤란

96

116

98

310

10.42

항균 소독포

기관지 확장제(흡입식)

심장관련 증상

82

84

89

255

8.57

일회용 의료 장갑

아트로핀

신경계 증상

53

88

82

223

7.50

주사 바늘 폐기함

부신피질스테로이드(주사제)

정신과적 증상

49

60

71

180

6.05

도뇨관

이뇨제(주사용)

외상 및 화상

44

51

109

204

6.86

정맥 혈류기(수액세트)

자궁수축제

알레르기

36

46

35

117

3.93

지혈대

주사용 생리식염수

정형외과적 증상

18

24

36

78

2.62

스폰지 거즈

(농도 0.9%, 용량 250 ml 이상)

고열

30

26

20

76

2.56

접착테이프

아스피린(경구용)

비뇨기계 증상

18

29

20

67

2.25

외과용 마스크

경구용 베타수용체 차단제

이비인후과적 증상

12

13

22

47

1.58

기관 카테터(또는 대형 정맥 캐뉼러)

당뇨성 합병증

9

12

14

35

1.18

탯줄 집게(제대 겸자)

산부인과적 증상

5

5

14

24

0.81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심정지

1

2

7

10

0.34

기본인명구조술 지침서

멀미
기타 증상

8

2

1

3

6

0.20

인공호흡용 Bag-valve 마스크

75

75

38

188

6.32

손전등(펜라이트)과 건전지

Jungeon Kim et al. Korean Guideline for Managing In-flight Medical Events
Table 3. Contents of first aid kit (FAK) required by the Aviation
Safety Act
장비

약품

내용물 설명서

진통제

멸균 면봉(10개 이상)

구토억제제

일회용 밴드

코 충혈 완화제

거즈 붕대

제산제

삼각건, 안전핀

항히스타민제

멸균된 거즈
압력(탄력) 붕대

의사로 의료진을 구성하여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지상의료진들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 가능한 의학적 증상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21].
또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의료장비나 의약품이 없는 경
우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중 해당 장비나 의약품을 소지하
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
는 의료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기 신뢰도 등은 보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객실승무원은 회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장과

소독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반창고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장에게 회항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요

상처 봉합용 테이프

청할 수 있다.

손 세정제 또는 물수건
안대 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
가위
수술용 접착테이프

5. 기내 응급환자 발생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공기내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자원한 의료진의 주요 역할은

핀셋

정보를 모으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승무원이 지상의 의료진

일회용 의료장갑(2개 이상)

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돕고, 필요 시 처치나 투약을 하는 것이다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19]. 자원한 의료진의 전공과 경험이 다르므로, 기내 의학적 상

인공호흡 마스크

황 및 항공의학에 경험이 많은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선 정보를 반영한 응급처치교범
구급의료용품 사용 시 보고를 위한 서식

것은 중요하다. 기내 의료진이 모든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1) 승무원이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

있다. 탑재된 산소통은 관련법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수량이 항공

및 현재 근무 병원 등을 알린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자격을 확인

기마다 정해져 있어 사용 가능한 용량에 대해 객실승무원에게 문

하기 위한 증명서나 명함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지할 수 있

의해야 한다[21].

다면 좋다.

4. 기내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객실승무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는 사항

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2) 환자 승객에게 병력 청취나 신체검사 등을 시작하기 전에 본
3) 충분한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를 시행한다. 증상의 종류, 지속

항공기내에서 환자 진료 시 객실승무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

시간 등을 확인하고 의식을 포함하여 충분한 신체검사를 한다. 만

하다. 객실승무원은 기내 환경 및 기내 탑재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약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환자를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처

눕히거나 자세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좌석 변경 또

치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22]. 객실승무원은 국제

는 갤리나 복도 등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항공기 사정에

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의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권고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다. 또한 기본적으로 항공 생

4) 승무원에게 기내의료장비 및 의약품 목록을 요청하여 환자의

리, 심폐소생술 등 기내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

예상되는 진단에 따라 기내 의료장비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객실승무원

한다. 승무원은 의료인은 아니더라도 기내의 위기상황을 관리하

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는 측면에서 응급상황 시에 사용하는 기내 장비의 사용, 심폐소생

의약품 투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술, 다양한 응급 상황의 처치 등에 대한 대응 지침에 대해서 매년

응급처치를 위한 적절한 공간 제공 요청도 가능하다. 환자 승객

훈련 받고 있다[23,24].

을 눕혀야 할 필요 등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면, 객실승

5) 만약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비상착륙이나 회항이 필요한

무원은 빈 좌석 여부와 승무원이 기내식을 준비하는 갤리(Galley)

경우라면 이를 항공사와 연계된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 및 기장과

공간을 확인하여 응급처치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일부 항

상의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꼭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사의 경우 환자 승객 처치를 위해 항공기 내 침대를 구비하고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와 의학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승

있기도 하다[23].

무원에게 이를 요청한다.

그리고, 객실승무원을 통해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상 의
료진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많은 항공사들이 지상에 항공전문

6) 진료가 끝나면 진찰 소견, 예상 진단명, 처치 내용, 지상의료
진과의 협의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www.as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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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의 전문분야와 맞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처치는 가급적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식, 맥박,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하며, 비전문가가 환자를 처치하는 것보

으로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를 시행하며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

다는 의료진의 진찰 소견 정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

한 자동심장충격기나 혈압계, 혈당측정기를 활용하여 진단에 도

두에 두어야 한다[23].

움이 될 수 있다.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올려 정맥 순환을 개선하는 것을

6. 자주 발생하는 기내 응급상황 및 처치

우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경우 일시적인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이 높다. 저혈압이 지속되는 경우 정맥

1) Cardiovascular emergencies

수액을 주입할 수 있다. 대부분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의식이 회

심혈관 응급상황은 전체 기내 환자 발생에서 10~30%를 차지하

복된다. 서맥과 저혈압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간에

며, 이는 비행기 회항(20~46%)과 기내 환자 사망(60% 이상)을 유

따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서맥이 지속되는 경우 EMK의 아

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경

트로핀을 사용해볼 수 있다.

색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흉통, 부정맥, 심부정맥혈전증 등 발생
가능한 심혈관질환은 다양하다.
진찰을 위해 청진기나 혈압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기내 진동과
소음 때문에 정확하게 혈압 측정을 하거나 청진음을 관찰하기 어

의식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산소를 투여하거나 기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신체검진으로 다른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의
심해야 하고 지상의료진과 함께 회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해
야 한다.

렵다. 드물게 12리드 심전도 장비가 갖춰져 있는 항공기도 있고,
심전도 모니터가 부착된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

3)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를 활용해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항공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기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는 아주 드물고 500~1000만 승객

많다. 그러므로 심혈관 질환의 진단은 대개 환자의 병력과 증상,

당 1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며, 기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신체검사에 기반하여 내려질 수 밖에 없다.

의 0.3~3% 정도에 해당한다[1,24,25].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

치료로는 기내 산소, 아스피린(경구용), 니트로글리세린(정제 또

서 발견되는 심정지에서는 87%에서 심실 세동이 관찰되었으나

는 스프레이),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이뇨제(주사용), 베타수용체

[27], 기내에서 발견되는 심정지에서는 대략 25%만이 shockable

차단제(경구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아스피린(160~324 mg)의

rhythm이었다[28]. 이것은 아마 기내에서는 환자의 의식소실자

경우는 주요한 출혈 문제나 약물 알레르기를 제외하고는 관상동

체가 목격되기가 어려워 발견이 늦을 수 있고, 처치도 늦어질 수

맥질환이 의심되는 성인에게 사용해볼 수 있고, 니트로글리세린

있기 때문이다.

의 경우에는 심장하부경색이나 우심방경색의 경우에 저혈압을 조

기내에서 심정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본심폐소생술(Basic

장할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기내에서 심전도를 얻

Life Support, BLS)을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의료장

기 어렵고 경색 부위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환자의 혈압을 계속

비나 의약품이 부족하고,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

측정해보면서 주의해서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산소는 호흡 문제

족하기 때문에 기도 확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전문소생술(Ad-

가 있는 경우에 사용해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이 강력히 의심되

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ACLS)를 시행하기 어려

는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

울 수 있다.

tor, AED)를 부착하여 심실세동의 발생 등에 주의해야 한다.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즉
각적으로 회항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나, 반대로 환자가 급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이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면 예정된
목적지로 비행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볼 수 있다[25].

대부분의 국제 항공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탑재되어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할 수 있고, 객실승무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받고 있어 승무원과 함께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반응이나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를 인지하면 즉각 AED를 요
청하고, 환자를 처치할 공간이 있는 갤리 등으로 이동한다. 환
자의 상의를 제거하여 가슴을 노출시키고 가슴압박을 시작한

2) Syncope

다. AED를 부착하여 2분마다 심장리듬을 확인하며, 분당 100회

실신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응급상황 중의 하나로 기

~120회의 가슴압박과 호흡을 30:2로 시행한다. 구강 호흡도 가

내 응급 상황의 37%에 해당한다고 한다[1]. 기내의 낮은 산소분압

능하지만 기내에 비치되어 있는 백벨브마스크로 환기유지를 하거

으로 인한 저산소 상태, 건조한 기내 공기 등으로 인한 탈수, 식습

나 항공사에 따라 기도삽관용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어

관의 변화, 기내에서의 음주, 수면제 사용, 피로, 수면부족 등 다양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술기 들이 제세동기 사용

한 요소들이 기내에서의 실신과 연관이 있다[25,26]. 그러나 의료

이나 가슴압박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맥주사로를 확보할 수

진은 이러한 환경적 요소 이외에도 심부정맥혈전증, 부정맥, 뇌혈

있다면 기내에 탑재되어 있는 에피네프린(0.1 mg/ml) 1 mg을 정

관 질환, 저혈당 등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맥 투여할 수 있다. 정맥 투여나 기관 삽관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다.

는 가슴압박 소생술(Compression-only CPR)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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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순환이 회복된 경우에는 심정지의 재발을 관찰하거나 다음

서 산소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인두기도기(oropharyngeal air-

제세동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 의료진에게 인계될 때까지

way)를 사용한 후 백벨브마스크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산소

자동심장충격기는 가급적 부착을 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를 공급할 수 있다. 기내 비상상황 시 좌석 머리 위쪽 선반에서 내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

려오는 산소마스크와는 별도로 환자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산소

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침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선언이 되거

를 비치하고 있으며 산소통의 용량 및 환자의 산소 투여 용량에

나, 그렇지 못하다면 지상 의료진에게 인계될 때까지 심폐소생술

따라 사용 가능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승무원에게 확인이 필요

을 지속해야 하나, 기류 변화, 위험한 착륙 등으로 인해 심폐소생

하다.

술을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모든 구조자들이 심폐소

기내에서 가능한 처치가 불충분한 경우나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

생술을 계속하기에 지친 경우, 마지막 제세동을 한 이후 30분 이

한 경우, 급격히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

상 자발 순환 회복이 없어 사망추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등에는

고 산소의 요구량이 항공기 도착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경우 비상착륙을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지상의료진과의 협의가

없으므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항공사 절차대로 따르도록 권고

필요하다.

하고 있다[29-31].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나 자발 순환이 회복된 경우 회항을 시행

5) Stroke like symptoms

할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나, 비행기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

신경학적 문제는 기내응급상황의 15~45%에 해당되며, 항공기

을 때 같이 회항이 여의치 않은 경우나, 목적지가 임박한 경우, 그

회항 원인의 15~35%를 차지한다. 뇌졸중의 경우 기내 응급상황

리고 항로를 변경하는 것의 이득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항

의 2% 정도에 달한다[1]. 특히 급성기 뇌줄중의 경우 기내 회항의

이 어려울 수도 있다[25].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기내의 저산소 상태, 낮은 습도로 인한 탈수 등은 혈전증이 발생

4) Respiratory problems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켜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가능성을 높

호흡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기내의 산소나 습도 저하와 관련이

인다. 또한 기내에서의 제한된 운동으로 인해 하지 정맥 혈전증이

있으며, 기내 응급상황의 12%에 해당되고[25], 회항의 5~15%를

발생하여 이로 인한 색전이 발생하여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도 있

차지한다.

다.

기내에서 호흡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줄 수 있는 처치는 제한적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내에서 투약할 수 있는 것은 없

이다. 문진과 신체검사를 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 해야 하며, 항공

다. 허혈성 뇌졸중에는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내에서는

사에 따라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비한 경우가 있어 도움

뇌출혈과 감별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25]. 산소포

이 될 수도 있다. 신체검사 시에는 주의 깊은 청진을 통해 긴장성

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하여 산소포화도를 95% 이상 유지

기흉 등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나, 진동과 소음이 영향을 주는

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준다. 뇌졸중은 저혈당과 감별이 어려

기내에서는 정확한 청진이 어려울 수 있다.

울 수 있으므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혈당 측정을

환자는 신체검사 소견에 따라 예상되는 진단을 생각하고 필요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수포음(Crackle)이 동반되는 경우 폐부종

뇌졸중은 증상에 따라 최적의 치료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의

이나 심한 고혈압을 의심하여 산소공급 및 니트로글리세린을 복

심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기장, 지상의료진 등과 함께 최대한 신

용할 수 있다. 비상의료용구(EMK)에 이뇨제를 보유한 경유도 있

속하게 회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어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소변량이 많아져 화장실을 가
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베타차단제를 보유한 경
우도 있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해볼 수 있다.

6) Hypoglycemia
의식변화를 보인 환자가 당뇨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저

천명음이 들리는 경우에는 천식 등을 의심하여 기관지확장제

혈당을 의심해봐야 한다. 항공여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식사를

(흡입식)를 사용하거나 에피네프린 근주나 경피주사(1:1,000,

거르게 하거나, 혈당이나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기 어렵게 할 수

0.3~0.5 mg)를 고려할 수 있다. 부신피질스테로이드(주사제)를

있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회 사용해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질환도

기내에 혈당계가 필수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내의

의심할 수 있는데 이 때도 기관지 확장제나 에피네프린(1:1,000,

다른 승객에게서 혈당측정기를 빌리거나,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

0.2~0.5 mg, 5분마다) 근주나 경피 주사, 2~3시간마다 디펜히드

자의 경우 주스나 간식 등을 우선 투여하여 증상 호전을 살펴볼

라민 10~50 mg 정맥 주사나 근주를 할 수 있다. 필요 시 부신피

수도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의식상태의 경우에는 간

질스테로이드도 줄 수 있으나 근거는 미약하다.

식이나 주스 등을 먹일 수 있으며, 일부 심한 경우에는 기내에 있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필요한 경우 기내에 산소 공급을 위한 마
스크나 백벨브마스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의식이 처진 환자에게

는 50% 포도당 주사제재를 투여할 수 있다. 이는 항공법상 필수
로 탑재해야 하는 약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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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izures

식소실여부, 두통이나 경부통증이 지속되는지, 두피 상처, 그 외

경련은 기내 응급상황의 5.8%에 해당된다[1]. 비행기내 저산소

신경학적 증상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추가 움

증이나 환자의 생체리듬이 무너지면서 경련에 대한 민감도가 떨

직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의식의 변화를 관찰하며 외상 이후 의식

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23]. 경련이 의심되는 환자

변화 등이 보이면 회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있다면 환자의 병력 및 투약력을 확인하는 것이 재발가능성 등

출혈이 발생한다면 출혈 부위를 거즈 등을 활용하여 직접압박

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수초 내에 의식이 완전이 회복

하고, 염좌나 골절이 의심되면 다친 부위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고

되는 양상은 경련보다 실신을 더 의심할 수 있다. 보통 전형적인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내에는 부목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경련의 경우 경련이 끝난 후 15~30분 가량의 의식소실 시기가 있

많으므로 잡지나 압박붕대 등을 활용하여 부목처럼 사용할 수도

다[19].

있다. 그 외의 타박상이나 염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냉찜질과 필

국내 항공법이나 ICAO 기준에 따르면 기내에 주사용 항경련제

요 시 진통제 사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26].

를 탑재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 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30], 환

기내에서는 차나 커피 등으로 인해 화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

자가 자가 약이 있는 경우에 의식이 처져 있지 않은 한 환자에게

다. 물 사용이 제한적인 기내에서는 통에 찬물을 받거나 화장실

자가 약을 복용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필요 시 기내 다른 승객의

등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화상부위의 열기를 식힌 후 화상연

진정제, 항경련제를 확인하여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고 또는 거즈, 하이드로겔 드레싱 등을 이용하여 상처를 처치할

한번 경련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회항을 결정할 필요는 없으나, 여

수 있다.

러 차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
므로, 항공기 회항이 불가피하다[19]. 경련을 하는 환자는 머리를

11) Infectious diseases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하고 흡인을 방지하는 방법으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요 시 기내 산소를 사용할 수 있

38oC/100oF 이상의 열을 보이면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보이는

다.

경우 전염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33].
• 분명히 아파 보이거나(obviously ill appearance)

8) Gastrointestinal events

• 지속적인 기침(persistent cough)

항공기에서는 기압, 진동, 변화된 식사 등의 영향으로 복통, 구

• 호흡곤란(impaired breathing)

역, 구토, 그리고 드물게는 설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복

• 지속적인 설사나 구토(persistent diarrhea or vomiting)

통의 경우는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질환 등의 가능성

• 피부발진(skin rash)

도 고려해야 한다.
기내에 비치된 진토제 등을 사용해볼 수 있고, 항공사에 따라 일

• 다친 곳이 없는데 멍이 들거나 출혈(bruising or bleeding
without recent injury)

반의약품으로 소화제나 제산제를 비치한 경우도 있어 이를 사용

• 의식이 혼란스러워 보임(confusion of recent onset)

할 수 있다. 필요 시에는 정맥수액공급을 시도해볼 수 있다.

감염질환의 경우는 탑승 전 스크리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
만, 기내에서 감염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내

9) Allergic reactions

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격리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기내에서는 특히 땅콩이나 견과류, 반려동물 등에 의해서 알레

수 있다. 기내에는 장갑, 마스크 등의 감염예방용품들이 비치되어

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19], 대략 2~4% 정도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환자는 최대한 다른 승객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위치로 좌석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고려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은 일반의약품이나 얼음 팩을 사용하여 진

할 수 있다. 의심되는 환자의 앞쪽으로 최소 3줄 이상을 비우도록

정시킬 수 있으나, 아나필락시스나 혈관부종 같은 심각한 알레르

하며, 의심되는 승객을 가급적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에는 자리에서

기 반응은 약물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기내에는 항히스타민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3]. 기내 의료진의 경우는 조절이 필

제(주사용), 부신피질스테로이드(주사제)가 탑재되어 있으며 필요

요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의학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시 에피네프린(1 mg/ml, anaphylaxis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
0.3 ml, 소아의 경우 0.15 ml 근주 가능)을 사용해볼 수도 있다.

12) Psychiatric symptoms, behavioral problems
정신적인 문제는 기내 응급상황의 3.5% 정도를 차지한다[3]. 항

10) Injuries and burns

공기 탑승으로 인한 불안감 및 기내에서의 음주, 약물 복용, 니코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은 상부수납장에서 물건이 떨어지

틴 금단증상 등으로 인해 항공기 내에서는 정신적인 불안이나 폭

거나, 기류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상이 대
부분이다.
물건이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두부 외상의 경우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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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불안은 주로 흉통,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
우가 있어 심장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경우가

Jungeon Kim et al. Korean Guideline for Managing In-flight Medical Events
있고[19], 경우에 따라 환자들이 행동 변화가 저혈당이나 저산소
증 같은 의학적 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있다.
기내에서는 체강통으로 인해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
아나 영아의 경우는 증상을 평가하기가 성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대부분의 불안과 흥분장애는 대화를 통해서 진정시켜보는 시

있다. 복통이 발생한 경우는 가급적 식이를 중단하고 체온을 유지

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다면 의료진

해주며 경우에 따라 기내에 탑재되어 있는 진토제 등의 약을 사용

은 이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도록 요청 받기도 한다. 항공기 내에

해 볼 수 있다.

는 항경련제 목적으로 진정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진정제의 경우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

그 외 열이나 감염질환의 경우 지상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
으로 증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신체 구속을 시
켜놓은 상태라면 호흡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7.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지침 및 대응
체계
항공기 운항 중 의학적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

13) Obstetric emergencies

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기내에서 만날 수 있는 산부인과적 응급상황은 질출혈이나 분만

지침 및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다(Fig. 2). 이 지침 및 대응 체계는

관련 문제이다. 0.7%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비율이지만 산부인과
적 응급상황은 익숙하지 않은 의료진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
다[19].
산모의 질출혈은 가벼운 질조직의 손상부터 자연유산, 조기 분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응급 환자를 발견한 승무원은 주변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승객의 상태를 파악하고 병력을 확인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만 등의 상황, 그리고 심각하게는 자궁 외 임신이나 전치태반, 태

3) 도움 요청을 받은 승무원은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내

반박리 등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내에서는 이

의료인을 호출하며 기내 의료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지상 의료

러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혈역학

지원 서비스가 있는 항공사의 경우, 지원 요청을 준비하고 이후

적 안정성, 출혈 양 등을 고려해 회항 등을 고민할 수 있다. 1시간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당 pad 1장 미만의 질출혈의 경우이거나 임신 20주 미만의 산모
의 경우는 보통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다. 임신 20주 이상의 경
우, 산모가 저혈압, 빈맥, 의식변화, 또는 복막자극징후 등을 보이
는 경우에는 승무원 및 지상의료진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회항
을 고려해야 한다[25].

4) 기내에 의료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기내 의료장비
및 약품을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보조한다.
5) 기내에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가 있
는 항공사의 경우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로 연락을 한다.
기내에 의료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내 사망이 발생한

간혹 조기 진통, 양수 파열 등 분만과 관련한 기내응급상황이 발
생되는 경우도 있어 기내에는 자궁수축제 및 탯줄집게 등을 비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이 진행되는 경우
도 있지만, 질열상, 산후 출혈 등 분만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내에서 응급처치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산모나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단
태아의 경우 36주가 지난 경우, 다태아의 경우 32주가 지난 경우
항공기 탑승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분만과 관련한 기내 응급상
황 및 합병증을 줄이고자 한다. 분만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진
통의 간격이나 질분비물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환자를 왼쪽 측
와위로 눕힌 다음 정맥수액투여도 고려할 수 있다[19].
14) Problems and emergencies with children

Yes

No

소아 환자들의 기내 응급상황은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발생한다[24,34]. 상부기도, 특히 귀 통증에 대해서 주의
해야 하며, 영아의 경우 증상에 민감할 수 있다. 갑작스런 귀통증
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통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
하기 위해서 비행기 하강시에 물을 마시게 하거나 껌을 씹게 하거
나, 하품을 하는 등을 통해 귀 압력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Fig. 2. Airline instruction diagram for in-flight medic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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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나 회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상 의료 지원 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가 목적지를 벗어나 회항을 하는 경우는

비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한

그렇다면 회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다. 또한, 회항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항공기가 바로 착륙할 수 있

기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기장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

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발 공항

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제 운항과 관련된 최

으로 회항하는 경우에도, 착륙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

종 결정은 기장의 몫이다. 이는 운항 상황, 출발지, 도착지, 중

기 위해 연료를 버리고 착륙해야 하는데,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간 착륙 가능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장이 지상과의 통신을 통

버려야 하는 연료의 양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다[35]. 이 외에도

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회항은 항공기가 출발지

회항에 따른 상당한 결과가 따른다. 한 번의 회항은 그 비용이 엄

나 목적지 공항이 아닌, 중간의 다른 공항에 착륙하는 것으로, 다

청나며, 만석인 대형기가 회항하는 경우 최대 500만 달러까지 비

양한 이유로 회항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내에서 발생한 응급

용이 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6]. 하지만 이러한 이차적인 고려

환자가 조금 더 빨리 지상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항과 비용과는 상관 없이,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지상의 병원

판단 될 때에도 회항이 고려된다. 응급 환자로 인한 회항을 결정

으로 이송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의사는 그 판단을 기장

할 때에는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실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항인지, 공항 근처에 병원이 있는지, 그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
요한 응급처치가 가능한지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2013년 발표된 기내 응급상황을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회항
과 연관된 응급 의료 상황 중 가장 흔한 것이 심장 문제, 호흡기 문

최종 회항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본사, 그리고 본사가 계약한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와 상의하여
회항과 빠른 착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응급 상황이다[1]. 항공기 안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응급 환자의 상태를 파악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행 중 의

8. 기내 응급환자 진료 후에 작성해야 하는 항공사 서류와 작
성 요령

료인을 호출하는 방송을 듣고 자원하는 의사는 제한적 상황이라

의사가 기내에서 환자를 본 후에 서류 작성을 요청하는 항공사

는 것을 인지하고 환자의 증상, 과거력을 확인하고 신체검사 등을

들이 있다. 기내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는 의료법

통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22조 1항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의사의 최종 판단이 환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상 병원에

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

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회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의

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

사가 회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모든 항공기가 회항을

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에서 명시하는 “진

Fig. 3. In-flight medical reports of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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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록부”가 아니다. 이 서류는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것

승무원의 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국이 파악하여

으로 법적 책임이 없고, 의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국은 항공기

서류 작성을 요청하는 항공사의 경우, 작성된 서류들은 주로 기내

내 필수 의료 용구와 승무원의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발

의약품과 의료 용품 관리, 통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진

표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모든 항공기에는 최소 1개의 비상 의

료 기록 작성이 아니더라도, 의사 개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때가

료 용구(EMK)를 탑재 해야 하며, 3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항

있는데,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닌, 향후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

공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탑재해야 한다.

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의 내용 중에는 항공기내 상

진료 후에 작성하게 되는 서류는 공식 서류가 아닌 만큼, 항공

황으로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과 같이 특수한 기내 사망

사 마다 그 서식이 다르다. 환자를 보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으며,

있고, 진료 후에 작성할 수도 있는데, 서류의 항목을 확인하고 해

항공기내에서 의학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항공사와 도움을 준

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향후

의료인의 보호를 위해 책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기내에서 의료를

기내 의학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

제공한 의료인 승객의 경우, 의료인이 기내의 응급환자에게 응급

기 때문에, 자세하게 작성 되어 있을수록 좋다.

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고의 또는

모든 항공사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제공해준 국내 항공
사 세 곳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Fig. 3).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9. 기내 응급환자 발생시 법률적 문제

정의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내에서

기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자발적인 도움을 준 의사 승객

도움을 준 의료진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었던 경우는 전 세계적으

에게 환자가 악화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로 보고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그 동안 실제로 기내에서 도움

많은 의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을 제공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었던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떠한 법이 적용되며, 책임과 보호는 어

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떻게 이루어지는가’이다.

알 수 있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항공기 안이라는 특수한 환경, 비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진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도움을 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서 발생한 기내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많지 않지만,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중에 “착한 사마

이를 다룬 미국의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그리고

리안법”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도와준 의사를 상대로

“Montreal Convention”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

다.

각해도 되겠다.

1) 미국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2) 국제 Montreal Convention

미국 정부와 항공업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항공기내 응급 상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는 미

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항공기

국 국적의 항공사에만 적용이 된다. 항공사의 국적과 상관 없이,

내 응급 상황 중 그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경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모든 국제 운항과 관련 된 규정은 과거에 “Convention for the

심장과 관련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심장 문제 중 심실세동이 가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장 빈번하게 확인된 심장 리듬이었다[34]. 당시 자동심장충격기

Air”이라고 알려졌던 “Montreal Convention”이라는 협약의 통

를 갖추고 있는 항공사도 있었지만 없는 항공사도 있었으므로 의

제 하에 있다. Montreal Convention은 1999에 작성되어 2003

회는 항공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수적으로 탑재하여야 한다는

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의 “Warsaw Convention”을 대체하여

내용의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19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은 항

1997년에 많은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탑재하

공 사고와 관련하여 승객, 수하물, 화물과 관련 된 항공사의 책임

기 시작하였다.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의 Aviation Medical

미국 의회는 1998년에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Assistance Act와 같은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1998”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국적의 항공사에

결론적으로, 미국의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와 Mon-

만 적용되는 법으로, 미국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해외 국적의 항공

treal Convention을 제외하고는 기내의 의학적 상황에서 가이드

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5].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의회가

라인을 제시하는 법이나 규정, 협약은 없다. 즉, 대부분의 국제 항

미국의 연방항공국에 전반적인 항공기내 의학적 상황과 관련된

공기에서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인의 책임에 대

규정을 정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다. 항공기내 필수 의료 용구,

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된 일

자동심장충격기 탑재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관련된 객실

관적인 국제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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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대해 추측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항공의학 관계자들이 근거를

기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응급상황 별 처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

찾기 위해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았지만, 항공기내 의학적 상

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험도가 높은 증상은 흉통,

황과 이후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보고 되거나 연구가 되는 경

호흡곤란, 구토, 편측 마비나 감각이상 등이므로 주의 깊게 관찰

우는 드물기 때문에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36]. 기내는 환자

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흉

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 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뿐

통을 호소하는 중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이 의

만 아니라, 착륙 후에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승객에 대한 추가 정

심된다면 응급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

보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기

한다. 기내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산소, 아스피린, 니트로글리세린

내 의학적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치료) 후 반응이 없다면 심각하게 회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

없다. 결국,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 비교하여 권고

째,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실신이다. 하지만 응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모두 이론적인 추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급처치 후에도 대략 15분 이상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으며, 실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소송이 이루어지는 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의심해야 되므로 이 경우에도 신속한 치료

라의 법에 따라 의사의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를 위해 회항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산부인과 문제는 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내 의학적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 회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산모가

람은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어야 하며,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복통이 있거나 하혈이 심한 경우 응급처치 후에 목적지까지 갈 수

대가를 지불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있을지, 중간에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는게 좋을지 의학적 판단

주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의료법의 범위 안에서는 최선

을 내려야 한다.

을 다해야 한다.

기내 의학적 처치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
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내에서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참여

III. 결

론

한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이 안내서가 진료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내 환경은 환자 승객과 의료진에게 많은 생리학적 영향을 끼
치며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항공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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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승무원과 의료 장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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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행 중에 기내에서 의료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기내의 낮은 기
압, 비좁은 공간, 혼잡한 상황, 시끄러운 주변 소음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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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의료진을 당혹스럽게 하는 열악한 기내 환
경에서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위해 이 안내서가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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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 증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실신(22%)
으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유사하다. 그 외 증상으로는 소화기계 증

ORCID

상(17%), 호흡곤란(10%), 심장관련 증상(9%), 신경계 증상(8%)
순이다. 심정지는 0.3%로 흔치 않다.
국내외 여객기 내에 탑재되는 의료장비의 종류는 비상의료용구

Jungeon Kim, https://orcid.org/0000-0003-1755-9487
Nah-Lee Park, https://orcid.org/0000-0003-0969-0098

(Emergency Medical Kit, EMK), 구급의료용품(First Aid Kit,

Jung Ha Kim, https://orcid.org/0000-0002-1327-1905

FAK), 감염예방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 UPK)이다.

Young Hwan Kwon, https://orcid.org/0000-0001-9901-7280

또한, 국적 항공사의 경우 모든 여객기 내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가 탑재되어 있다. 필요에
맞게 승무원에게 의료장비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객실승무
원은 기내 환경 및 기내 탑재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잘 알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
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내에서 진료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내 진료 시 자신의 진료 영역이 아닌 경우 객실승무원에게 요청
하여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상 의료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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