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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allergic rhinitis is a disease with a very high prevalence, it is
common to find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among aviation workers. However, they
are so afraid that the report of rhiniti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valuation
of one's work suitability. Therefore, aviation medical examiners (AMEs) must be able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nature of allergic rhinitis, and confidently explain that
appropriate treatment of rhiniti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performance. In the
treatment of allergic rhinitis, there are some medications that may cause drowsiness,
which may impair the accuracy and safety of the aviation service. Therefore, AMEs
should accurately know safe drugs that do not cause drowsiness and prescribe
them to pati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know exactly whether air workers
may receive the latest treatments for allergic rhinitis, such as surgical treatment and
immunotherapy, and be able to recommend these treatments appropriate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briefly describe the pathophysiology, genetics, causative antigen,
symptoms, diagnosis, and treatment of allergic rhinitis. We also aimed to discuss safe
medication and other treatment modalities for allergic rhinitis.
Keywords: Allergic rhinitis, Aviation, Sleepiness

I. 서

론

막 내로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알레르기 면역반응 및
증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이다.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은 흡입성 항원(inhalant allergen)에 대하여 전

비염의 유병률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신적인 감작(systemic sensitization)이 있는 환자에서, 비강 점

높으며, 매년 환자수 및 이로 인한 의료비용, 사회 경제적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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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1]. 환자들은 후각 및 미각 저하, 수면 및 일상 생활

감작된 환자의 경우 대부분 계절과 무관하게 증상이 발생하는 통

의 장애, 업무 능력의 저하 등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한다.

년성(perennial) 비염의 경과를 취하게 된다. 반면 각종 수목 화

알레르기 비염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므로, 항공업무 종

분, 목초 화분(tree, weed pollen)에 감작된 환자의 경우, 해당

사자들 중에서도 비염 환자를 흔히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염이

화분의 공기중 농도가 증가하는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있다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업무적합성 평가에 있어 부정

(seasonal) 비염의 경과를 보인다. 이외에도 각종 진균(Aspergil-

적인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염 때문에 불편하다고

lus, Alternaria, Candida 등), 고양이/개 등의 반려동물, 바퀴

호소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항공전문의사는 알

벌레 등 다양한 항원이 알레르기 항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레르기 비염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 오

[3].

히려 항공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환자에게 자
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 비루(콧물), 재채기
및 가려움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막힘 및 비루 등의 증상은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있어, 시판되는 약물 혹은 처방할 수 있

다른 비과적 질환, 예를 들면 부비동염 등과 혼동될 수 있다. 그러

는 약물들 중 졸음을 유발함으로써 항공업무의 정확성을 저해할

나 부비동염의 경우 비강 및 부비동 내의 세균 감염이 주된 원인

수 있는 약물들이 있다. 따라서 항공전문의사는 여러 가지 약물들

이 되므로, 대개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화농성 비루(mucopu-

중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약물을 정확히 숙지하고 환자에

rulent rhinorrhea), 부비동 부위의 압통(tenderness) 등을 호소

게 처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술적 치료, 면역치료 등 알레

한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물처럼 맑은 수양성 비루(watery

르기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최신 치료법을 항공업무 종사자가 받

rhinorrhea)를 보이며, 고열이나 압통 등이 동반되지 않는 차이

아도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들 치료법을 적절히 권유할

가 있다[3,4].

수 있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일차적으로 병력청취를 통하여 증상(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항공전문의사가 알아야 할 알레르기

막힘, 수양성 비루, 재채기 등 전형적인 증상) 및 아토피 가족력,

비염의 병태생리, 유전학, 원인 항원, 증상, 진단 및 치료법 등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이 있는지 혹은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이후 항공업무 종사자에게서 처방 혹은 수

통년성으로 증상이 심한지 등등을 질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 신체검사상 환자의 얼굴을 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한다.

눈 아래 혈철소(hemosiderin)가 침착함으로써 생기는 ‘allergic
shiner’, 손바닥으로 코를 비비는 행동이 마치 경례를 하는 것과

II. 본

론

비슷해 보이는 ‘allergic salute’, 그리고 코를 자주 비비기 때문에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는 ‘allergic crease’ 등의 소견을 보일 수

1. 알레르기 비염 – 개요
알레르기 비염의 병태생리는 ‘흡입성 항원에 대한 체내의 Th2
면역반응의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 체내로 들어온 항원이 항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 비강 내 하비갑개(inferior turbinate)의
비대 및 수양성 비루 소견을 내시경으로 관찰함으로써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게 된다[3].

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 내로 들어가면, 항원제시

이러한 병력청취 및 신체진찰 소견에 근거하여 알레르기 비염

세포는 항원인식부위(epitiope) 및 MHC class II 분자를 외부로

을 의심한 후, 확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피부단자

표현하게 된다. Th0 림프구 표면의 T세포 수용체(T cell recep-

검사(skin prick test)이다. 이 검사는 의심되는 원인 항원 용액을

tor)가 이를 인식함으로써 Th2 세포로 분화하고, 이에 따라 알레

피부 위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는 바늘로 피부를 살짝 찌른 후

르기와 관련된 각종 Th2 싸이토카인(IL-4, IL-5, IL-13)의 분비,

(scratch), 검사 부위에서 항원 노출에 의해 생기는 팽진(wheal)

이에 따른 호산구의 활성화, 면역글로불린 E의 증가 등과 같은 알

및 발적(erythema)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통상 팽진 및

레르기 면역반응이 활성화된다[2].

발적의 크기가 양성 대조액인 히스타민(histamine)으로 인해 유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경향이 높아, 부모에서 알레르기 비

발되는 팽진/발적의 크기보다 클 때 ‘강양성’으로 정의하며, 알레

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에서도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혈액검사로

고 알려져 있다. 또한 모유 수유가 알레르기 비염에 예방적인 효

써 원인 항원에 대한 특이 IgE (specific IgE) 농도를 측정하는 알

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등은 알레

레르기 다중항원 검사(multiple allergosorbent test) 및 Immu-

르기 비염을 포함한 아토피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noCAP 검사법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3-5].

다[3].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원인 항원에 최대한 노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흡입성 항원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출되지 않도록 하는 회피요법(avoidance) 및 약물의 기전에 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은 집먼지 진드기(Derma-

라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topha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 )이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비만세포 안정제(mast cell

다. 집먼지 진드기 항원은 대표적인 실내 항원이므로, 이 항원에

stabilizer), 혈관수축제(vasoconstrictor) 등이 있다. 또한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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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외에도 비강내 스프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로서 비강

검사 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면 항공업무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

내 스테로이드제(intranasal steroid), 국소 항히스타민제(topi-

다.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cal anti-histamine), 항콜린제(anti-cholinergics) 등이 있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나 면역치료를

며, 증상이 심한 경우 단기간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한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

다. 이외에도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수술적

단 이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 후에 별다른 합병증이 없이 회복되었

치료(radiofrequency, micro-debrider, coblation, partial or

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면역치료의 경우에는 초회

total turbinectomy, outfracture)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전신적

치료(initial treatment)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없는 것이 지

알레르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및 추가적인 감작 예방, 천식 예

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방 등을 위해 면역치료(immunotherapy)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10].

2. 알레르기 비염 – 항공의학적 측면에서의 고려

III. 결

론

알레르기 비염은 매우 흔하면서도 삶의 질을 현저히 감소시키

알레르기 비염은 그 자체로 항공업무 종사자들에게 업무에 현

며, 특히 항공업무에 있어서 집중력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저히 지장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조종불능 상

항공전문의사는 알레르기 비염을 적절히 치료하여 항공업무 종사

태를 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자의 업무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약물 선택

경우 콧물, 코막힘 증상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에 있어 졸음을 유발하여 항공업무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약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기압 변화로 인해 이통을 유발할 수 있어

물을 선택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술적 치료나 면

주의를 요한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하여 비행적합성 평가에

역치료와 같은 방법을 권유하여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항공

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러나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는 약물 중, 특히 항
히스타민제 계열의 경우는 심각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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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분무제 역시 통상의 용량에서 졸음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diphenhydramine, cetirizine 등의 항히스타민제는 졸
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강내 항히스타민
제 분무제(azelastine) 역시 졸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구 스테로이드제 역시 저용량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1일 20
mg 이상의 경구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여야만 할 경우 항공업무
에 부적합하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 그리고 면역치료 등을 받은
경우 관련 의무기록과 치료 내용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항공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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