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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ructive sleep apnea (OSA) is a breathing disorder characterized by a secondary intermittent
decrease in blood oxygen saturation concentration, increased respiratory ability, and frequent awakening
due to obstruction of airflow through repetitive upper airway during sleep. In adults, it is known to occur
in 2 to 4%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case of obstructive sleep apnea without treatmen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is a decrease in working productivity due to daytime sleepiness and concentration
problems.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types of serious complications, such as anorexia nervosa, related
diseases, metabolic syndrome, etc.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reported a six-fold
increase in the risk of aviation crashes for pilots with OSA. Based on thi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is required to evaluate OSA on an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OSA is an important
issue directly linked to aviation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OSA
in foreign and domestic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Key words: Obstructive sleep apnea,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I. 서

작업생산력의 저하, 자동차 사고의 증가 외에 고혈압, 뇌심
혈관계 질환, 대사성 증후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3-11].
비만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이며, 비만 발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2].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과 주간 기능
장애 사이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13], 수면무호흡증
에 대한 스크리닝은 비행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다[14].
체질량지수 증가와 수면무호흡증의 발병 사이에는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다[15]. 체질량지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
가하면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3배 증가한다[16].
수면 부족과 주간 기능 장애 사이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과다한 주간졸림을 유
발할 수 있어 자동차 사고율이 더 높고[17,18], 양압호흡기
를 사용하는 경우 이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킨다[19].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운항승무원
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항공기

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 반복적인 상기도를
통한 기류 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간
헐적인 혈중산소포화도의 저하, 호흡노력의 증가 및 빈번
한 각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면호흡장애이다[1].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수면 중 반복되는 코골이, 무호흡증, 구강호흡,
수면 중 잦은 뒤척임과 깸, 주간졸림 등이 있다[2]. 성인에
서는 보통 전체 인구의 2~4%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졸림과 집중력 장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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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충돌 위험이 6배 증가한다[20].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항공
청은 항공신체검사 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평가하
도록 하고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항공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신체검사 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평가의 중요성과 해외 및 국내
항공신체검사 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평가 방법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미국 연방항공청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자료[20]
1) 개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규정하였다. 2015년 미국 내
여성의 10~15%, 남성의 20~30%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후군인 것으로 추정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비만
환자의 70%, 제2형 당뇨병 환자의 70%, 고혈압 환자의
40%, 아침 두통 환자의 30%에서 영향을 미친다.
2) 병태생리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기도가 좁아져 잠자는 동안
반복적인 상기도 폐쇄를 의미한다. 대부분 비만을 가지고
있고 목둘레가 넓다. 연구개와 혀 크기가 평균보다 크다. 폐
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중증도는 무호흡-저호흡지수나
호흡장애지수가 5 미만이면 정상, 5에서15 미만인 경우 경
증, 15에서 30까지 중등도, 30 초과는 중증으로 정의한다
(Table 1).
3)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게 되면 코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심하면 완전히 막히게 된다. 환자는 숨쉬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잠에서 깨게 된다. 하지만 환자는 이런 수면
방해는 인식하지 못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위험
한 것은 본인은 단순히 자고 나도 졸립고, 피곤하다고만 느
끼지 이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수면부족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으로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고혈압, 심혈

Table 1. The severity of OSA is classified based on the AHI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경증
중등도
중증

Apnea-Hypopnea Index (AHI)
5~15/hr
16~30/hr
＞30/hr

관계 질환, 심장마비, 뇌졸중, 인지능력 저하, 당뇨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4)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항공승무원에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미치는 영
향은 지대하다. 경증에서 중등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은 업무수행능력 저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0.08%와
유사하다. 게다가 비행 후 시차증후군과 음주는 문제를 가
중시킨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항
공기 충돌 위험이 6배 증가 한다.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이
없게 되면 뇌는 자동으로 깨우는 신호를 보내 공기를 흡입
하게 된다. 하지만 시차증후군과 음주로 이러한 기능이 작
동하지 않게 되면 30초 이상 산소 부족 상태가 지속되게 되
고 그 결과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알지 못한다. 오직 수면검사를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심한 코골이가 있는 경우 단서가 될 수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의심하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의 저하
∙ 주간 졸림, 피로, 잦은 낮잠
∙ 두통
∙ 불안
∙ 짧은 집중시간
5) 항공신체검사 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분류[21]
Applicant Previously Assessed:
Group 1: Has obstructive sleep apnea (OSA) diagnosis and is
on Special Issuance. Reports to follow.
Group 2: Has OSA diagnosis OR has had previous OSA
assessment. NOT on Special Issuance. Reports to follow.
Applicant Not at Risk:
Group 3: Determined to NOT be at risk for OSA at this
examination.
Applicant at Risk/Severity to be assessed:
Group 4: Discuss OSA risk with airman and provide educational
materials.
Group 5: At risk for OSA.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AASM) sleep apnea assessment required.
Applicant Risk/Severity Extremely High:
Group 6: Deferred. Immediate safety risk. AASM sleep apnea
assessment required. Reports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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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2012,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자료[22]
1) 평가
과체중이고, 제2 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코골이의 병
력이 있고, 주간 과다 졸음을 호소하는 승무원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된 휴식
기간을 벗어나 비행기 기내에서 잠든 모든 조종사를 조사
해야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엡
워스 주간졸림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신체검사 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
군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같은 방에서 자는 사람을 방해하는 수준의 코골이를 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시간에 잠들거나 깜빡 존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인 경우 또는 신청자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엡워스 주간졸림 척도를 수행해
야 한다.
(1) 목둘레 17 인치(43 cm) 이상 또는
(2) 체질량지수가 30 이상
2) 항공의학적 소견
엡워스 주간졸림 척도가 10 이상이거나 폐쇄성 수면무호
흡증후군을 암시하는 병력이 있는 모든 승무원은 일시적으
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수면 전문의에게 수면검사
를 의뢰해야 한다. 심혈관계 위험도가 있으므로 일반적 위
험요소를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
군이 있는 대부분의 승무원은 체중 감소에 관한 적절한 조
언과 더불어 양압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양압호흡기 치료가 되고, 주간 졸림이 감소하고, 코골이가
없을 때 비행 복귀는 정상적으로 허가된다. 중요한 체중 감
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양압호흡기 치료는 일생 동안 필요
하게 된다. 수면 클리닉의 후속 조치는 치료의 적절성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3. 호주 민간항공안전청 Designated Aviation Medical
Examiner's Handbook [23]
1)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신청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
군이 있으면 증명서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종종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예: 습관성 코골이, 목격된
무호흡)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의심되면 엡워스 주간졸림 척도로 수
면평가를 한다. 결과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최종 진단
후, 적절한 교정 치료가 시행되고,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경우
에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치료
전과 후 수면검사 결과 및 수면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일본 항공신체검사 매뉴얼 수면장애 규정[24]
1) 신체 검사 기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졸음의 원인이
되는 수면장애가 없을 것.
2) 부적합 상태
- 수면무호흡증ㆍ저호흡 증후군
- 기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면장애
3) 검사 방법 및 검사상 주의 사항
- 문진 시 특히 주위에서 코골이 및 수면 중 호흡 정지의
지적이 있는지, 하루 동안 과도한 졸음의 유무를 확인
한다. 문진 상,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는 엡워스 주
간졸림 척도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수
면다원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에는 각성유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면장애에 대한 기초 질환(이비인후과, 호흡기, 치과
영역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다.
- 수면다원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호흡 모니터(코 입 기류, 흉부 및 복부 환기 운동)
∙ 산소 포화도(SpO2)
∙ 뇌파, 안구 운동
∙ 심전도 검사
- 각성유지검사는 20 분법에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1일 4회 실시 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간을 측정한다.
4) 평가상 주의 사항
-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가 15 이상인 경우는 부적합하다.
-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 또는
15 미만인 경우, 엡워스 주간졸림 척도를 포함한 문진
을 충분히 확인하고 과도한 주간 졸음 등이 없고, 항공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적합하다.
- 수면장애에 대해 수면유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졸피
뎀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없는 것 및 사전에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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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48시간 후에는 졸음 · 집중력 저하가 없음을 지정
의사 또는 항공전문의사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이 적합하다. 그러나 복용 후 48시간 이내에는 항공업
무를 수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면장애에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알코올의 유무에 대해 주의깊게
문진한다.
5) 비고
- 수면장애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치료 후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국
토부의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진 내용과 치료
내용을 포함한 임상 경과 및 치료 전후의 수면다원검사
결과 및 각성유지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
다. 또한, 마우스피스 또는 양압호흡기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규정 준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치료 후 충분한 관찰기간을 거쳐 경과가 양호하고 진행
소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의 지시에 따
라 항공전문의사는 적합 판정이 허용된다.

권영환

5. 국내 항공신체검사 업무매뉴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25]
1) 개요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것으로, 심한 코골이와 주간 졸음증 등 수면장애의 원
인이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수면 중 유발되는 저산소증은
다양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발급 조건
(1) 중추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경우 항공업무에 부적합
하다.
(2)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통
해 시간당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의 중등도 및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판정되면 양압호흡기나, 수
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엡워스 주간
졸림 척도가 8점 미만인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조건부적합
으로 발급할 수 있다.
(3)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경도 이하의(무호흡-저호흡 지
수가 5 이상 또는 15 미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Fig. 1. 항공신체검사 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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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llow-up according to evaluation of obstructive sleep
apnea
평가 결과
정상군
위험군

관리군

후속 조치

위험요인 없는 경우
위험요인 있는 경우
- ESS 10점 이상 또는
- STOP BANG 4점 이상

- 조치사항 없음
- 수면무호흡증 예방 교육 실시
- 항공전문의사 면담 후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의 진료 및 검사
의뢰
기존 수면무호흡증 진단자 - 현 상태에 대한 진단서 및
수면다원검사 결과 제출
- 이후 위험요인 변화여부에
따라 관리

진단된 경우, 엡워스 주간졸림 척도가 8점 미만인 경우, 항
공전문의사는 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다.
6. 국내 항공사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평가 방법 소개
1) 평가 항목(Appendix 1)
(1) 신체 계측: 목 둘레, 체질량지수
(2) 설문 문진: 엡워스 주간졸림 척도(ESS), STOP-BANG
질문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 여부, 기타 질환 기
왕력
2) 항공신체검사 시 평가 절차(Fig. 1)
3)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관리(Table 2)

III. 결

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장애로 인해 업무수행
능력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동안 항공신체검사 시 평가 방법이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경우 장거리 비행
으로 인한 시차증후군과 수면장애가 겹쳐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본인 스스로 문제
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전문의사가 관심을 갖고 문
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면검사를 의뢰하여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심한
코골이가 있는 경우 단서가 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의학
협회에서는 병적으로 비만하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14].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스크리닝은 일반적인 병력 청취 시
심한 코골이가 있고,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간 졸림 있는 경우, 신체 계측에서 체질량지수와 같

은 객관적 척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면무호흡
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설문지로 수면무호흡증 위
험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STOP BANG [26]
과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강력
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면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확실한 치
료 방법이 있고, 치료를 받게 되면 항공 안전과 운항승무원
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 받
을 것을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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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엡 워 스 주 간 졸 림 척 도 (E S S )
본 설문은 다음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졸음에 빠지거나 잠들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의 일상생활에서

깜빡 졸 가능성
전혀 없다

조금 있다

종종 있다

자주 있다

앉 아 서 책 (신 문 , 잡 지 , 서 류 등 )을 읽 을 때
TV를 시 청 할 때
공 공 장 소 (모 임 , 극 장 등 )에 서 가 만 히 앉 아 있 을 때
1 시 간 동 안 운 행 중 인 차 (자 동 차 , 버 스 , 열 차 )에 승
객으로 앉아 있을 때
오후에 주위상황이 허락되어 쉬려고 누워 있을 때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반 주 를 곁 들 이 지 않 은 ) 점 심 식 사 후 조 용 히 앉 아
있을 때
운전 중, 교통 혼잡으로 몇 분간 멈춰선 차 안에서

수 면 무 호 흡 평 가 지 수 (S T O P B A N G )
항목
코 고는 소리가 말하는 소리보다 크거나 문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큽니까?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나른하거나 피곤함을 느끼거나 졸립니까?
자는 동안 일시적으로 숨을 쉬지 않은 것을 느낀 적이 있거나, 숨을 쉬지
않은 적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 혈 압 으 로 진 단 받 았 거 나 고 혈 압 으 로 치 료 (고 혈 압 약 복 용 ) 중 입 니 까 ?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