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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can lead to severe complications if left untreated, and
therefore should be adequately diagnosed and treated, especially in airline workers. The aviation medical
examiner (AME) should induce the patient to cooperat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OSAS, by
notifying the subject that it does not cause disqualification of the air service and that it is a disease that
can be sufficiently controlled and treated by various treatment options. AME should also warn about
medical complic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erious air accident risks when untreated, and encourage the
subject to receive appropriate diagnosis and steady treatment such as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and/or surg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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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요한 업무의 특성상 항상 충분히 각성된 상태로 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업무 종사자를 교육하
고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수
면무호흡증후군으로 인한 조종사 인력의 손실은 매우 중요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전문의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의
심되는 피검자를 적절히 가려내야 할 뿐 아니라,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확진된 피검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법을 권유
함으로써, 피검자가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항
공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항공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 혹은 부적합 판정
을 받게 되면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항공업무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숨기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항공전문의사
가 먼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해 정확한 지식 및
치료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피검자를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격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
전문의사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면담 및 신체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란, 수면시 상기도가 폐쇄되
어 10초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apnea) 및 기류가
50% 이상 감소하는 저호흡(hypopnea)의 횟수가 시간당 5회
이상인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1].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
군으로 인해 수면을 취하는 중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뇌
졸중, 심근경색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 역시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4]. 뿐만 아니라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
하게 되면, 주간 과다졸림으로 인해 업무 능력의 저하, 예기
치 않은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5,6]. 조종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는 많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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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항공신체검사 ‘부
적합’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고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대한민
국 국토교통부 신체검사 기준 등을 살펴보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후군을 적절히 치료하여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popnea Index,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의 횟수를 합한 것)
가 5 이하로 조절될 경우 부적합 사유가 아니며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항공
전문의사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해서 면담하는
것이, 본인의 항공업무 자격을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
히 사전에 알려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다양한 치료법을 통하여 충분
히 조절되고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임을 인식하게 함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 다양한 수
술적, 혹은 비수술적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지속적 양압호흡기(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혹은 ‘양압기’이다. 이러한
양압기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기도로 양압(positive
pressure)의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폐쇄되지 않도록 해주
는 일종의 ‘공기 스플린트(pneumatic splint)’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7-10].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양압기를 사용함으로써 무호흡-저호흡지수를 시
간당 5회 아래로 낮출 수 있다. 무호흡-저호흡지수 5 미만은
‘정상’ 기준인 동시에 항공신체검사 정상 기준을 만족하므
로, 피검자는 양압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음으로
써 안전하게 항공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비인후과적으로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 양쪽 콧구멍을 나누
는 벽인 비중격(nasal septum)이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수면
시 코막힘 증상이 심해지고, 양압기를 착용하는 데 있어 어
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양압기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11,12]. 또한 편도비대가 심하여 기도
가 좁아져 있는 환자의 경우, 편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만
으로도 기도를 충분히 확장함으로써 수면무호흡을 치료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편도절제술만으로 수면무호흡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비대한 편도를
절제하는 외에도 길게 늘어져 있는 구개수(uvula)를 일부 절
제하거나,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uvulopalatopharyngoplasty,
UPPP), 구개수인두피판술(uvulopalatal flap)을 시행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13]. 구개 부
위와 비강 부위를 함께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multilevel
surgery’ 술식을 통하여, 수술의 성공률을 80% 정도까지 끌
어올릴 수 있다[14].
이외에도 수면다원검사 결과에 따라, 옆으로 누운 자세
에서 무호흡이 현저히 개선되는 자세성 수면무호흡(positional
OSAS) 환자의 경우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자세치료(positional
therapy), 하악(mandible)을 앞으로 전진시켜 무호흡을 개선하
는 구강내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MAD) 등의 다
양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15-17]. 항공전문의사는 이러
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숙지하고, 치료가 필요시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수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과의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양압기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불안감 해소
많은 환자들이 양압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양압기는 구강 혹은 코 부위에 부착하는 마스
크 및 본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호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마스크를 처음 본 환자
들은 대부분, ‘저런 장비를 착용하고 과연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마련이다. 따
라서 항공전문의사는, 생각보다 양압기 착용이 불편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및 고정 장치 등을 이용하여
불편감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양압기를 처음 착용하면서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점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및 불편감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항공전문의사의 임무이다.
마스크 주위로 공기가 새어나와 눈 부위를 자극하는 경우
마스크 고정을 좀더 단단하게 한다거나, 마스크로 인해 불
편감이 심할 경우 콧구멍 부위에만 착용하는 형태 등 다른
마스크를 권장한다든지, 양압기 사용 후 아침에 일어나 코
안의 건조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면을 취하기 전에 생
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할 것을 권유하는 등, 환자를 교육함
으로써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항공업무 종
사자의 경우 잦은 장거리 출장 때문에 숙소가 바뀌는 경우
가 많으므로, 특히 경량화되고 이동이 편리한 장비를 추천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양압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
시하고 또한 격려하여야 한다. 양압기 사용은 일회성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사용하였을 때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음을 수시로
강조하여야 한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양압기 제품은 대부
분 순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면시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착용한 날이 전체 수면 날짜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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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해당 환자는 양압기에 높은 순응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8].
4.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항공업무를 지
속할 경우 중대한 사고가 날 수 있음을 경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주간졸림이 심해져 자동차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항공업무 종사자가 주간졸림 때
문에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자칫 대
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 비록 항공사
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장이 졸다가 관제탑의 착륙
지시를 듣지 못하고 공항을 지나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업무 종사자는 반드시 수면무호흡을 적절히 진
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주간졸림에 의한 대형사고의 가능성
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5. 경제적 부담 - 최근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
용 사실 고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금전적인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
한다. 비교적 최근까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모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상급종
합병원에서는 약 70만원에 이르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였고, 양압기 역시 회사 및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50~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였
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의 적용을 받게 되어 환자가 비용의 일부만을 지불하면 되
고, 양압기 역시 환자가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압기 렌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항공전
문의사는 피검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이
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효과적인 치료를 받
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
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히 항공업
무 종사자에서 적절히 진단 및 치료되어야 한다. 항공전문
의사는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항공업무 결격사유가 아님을
충분히 알리고, 충분히 조절 및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피검
자에게 알림으로써 피검자의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
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의학적 합병증 및 중대한 항공
사고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고, 피검자가 적절한 진단

및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추적관찰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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