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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of crew member occurs as a result of sleep loss or extended wakefulness, change of circadian
rhythm, workload. Fatigue impairs crew member's alertness, it therefore has implications for safety related
duties. It is required to monitor and regularly evaluate the fatigue management system to mitigate fatigue
related risk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sleep state directly affecting the crew member’s
fatigue. Since the incident of ‘fell asleep’ during flight in 2008, there are increased interest of obstructive
sleep apnea which is the reduced sleep quality, and polysomnography which is the standard method to
confirm the diagnosis of obstructive sleep apn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fficacy of
the polysomnography in terms of the F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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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일주기리듬 장애[7],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된 조기출근과
늦은 퇴근[8-10], 이⋅착륙 횟수와 비행근무시간[4] 등이 수
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항승무원 79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
시한 Bourgeois-Bougrine 등은 야간비행, 시차, 연속된 조기
기상으로 인한 수면부족을 피로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특
히 단거리 노선에서는 시간압박을 받고 하루에 여러 구간
을 비행하며 수일간 연속되는 비행근무가 피로수준을 높인
다고 했다[8]. Powell 등은 비행시간이 길면 피로수준이 높
았으며, 비행시간이 같아도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에 근무
를 시작한 경우가 오전 6시에서 정오사이에 시작한 경우보
다 피로수준이 높아, 근무시작 시간도 피로와 관련이 있다
고 하였고[4], Goode는 근무시간이 길면 사고 위험도 증가
한다고 하였다[5].
운항승무원의 피로는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
어질 수 있다. 1993년 8월 18일, American International Airways
808편이 쿠바 관타나모만에 위치한 미 해군기지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지면에 충돌하여 기체가 파손되고 화재로 운
항승무원은 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연방교통안

론

운항승무원의 피로는 업무수행 능력을 저하시켜 심각한
인적오류의 원인이 된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는 운항승무원의 피로
를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안전관련 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승무원의 각성상태 및 수행능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면부족, 일주기리듬의 변동 또는 업무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수행능력이 저하된 생리적 상태”
로 정의하였다[2]. 선행연구에서 운항승무원의 피로와 관련
된 요인으로 장시간 비행[3-5], 야간비행[6], 업무과부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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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이하 NTSB)는
사고조사를 통해, 일정에 없던 비행임무를 부여 받은 승무
원들은 수면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피로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승무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
량미숙에 의한 기장의 판단착오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발생 3일전부터 승무원의 수면-각성
상태를 분석한 결과, 기장은 사고시각으로부터 23.5시간 깨
어 있었고 사고 전날에는 5시간, 그 전날에는 수면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였다. 부기장은 19시간, 운항기관사는 21시
간의 각성상태에 있어 승무원 모두 수면이 매우 부족한 상
태에 있었다. 이 사고는 NTSB가 항공기사고에서 운항승무
원의 피로를 사고원인 중 하나(probable cause)로 확인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11]. 이 사고 이후에도 운항승무원의
피로와 관련된 항공기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
수면부족은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발생한다. 2008년, 목적지 공항을 지나친 go! 항공
1002편 사고사례는 수면의 질이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NTSB의 사고조사결과, 착륙을 앞
두고 조종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잠이 들었으며 기장
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면장애
도 안전운항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12]. 아울러 수면장애진단의 표준검사(gold standard)인 수
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계기
가 되었다. 이후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은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승무원이 스스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인지 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였으며[13],
항공신체검사에서 이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항공전문의사(Aviation Medical Examiner, AME)가
판단하여 승무원에게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o! 항공 1002편 사고이후 관심이 증가된 수
면다원검사에 대하여 피로위험관리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항 중에 대서양상공에서 2번이나 잠시 졸았다는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한 뉴질랜드항공 승무원은 전날 숙박했던 호텔
의 냉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호텔방을 3번 옮기느라 잠을 잘
자지 못하였고, 출발지 공항의 안개로 지연 출발되어 피로
가 가중되었다고 보고하였다[15].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련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안전운항 측면에서
피로위험관리가 실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Wright 등은 기내에서 21명의 승무원을 관찰한 결과, 뇌
파 및 안전도에서 10명이 잠들거나 각성상태가 저하되었음
을 확인하였고[16],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미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ion, 이하 NASA) 항
공안전보고시스템(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ASRS) 데
이터베이스에는 17명이 기내에서 잠들었다는 보고서가 있
고, NASA가 26개 항공사의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비행 중에 잠시 졸은 적이
있다고 했다[17]. 2011년 영국 런던대학의 연구에서도 영국
승무원들의 20%가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비행 중 피로로
인해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
ICAO는 2012년에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운항승무원의
피로로 인해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FRMS)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1) ICAO 회원
국들은 이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 개정 및 FRMS 도입
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 제
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FRMS 구축을 준비 중이다. FRMS는 “관련
직원이 충분한 각성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경험 및 과학적 원리⋅지식에 근거
하여 피로관련 안전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
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수단”을 말한다[2]. FRMS에서는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2) 및 휴식시간의 제한 등을 규정하
고 준수하는 것 외에도 피로관련 위험을 완화시키는 제도
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승무원의 피로도 측정이 필
요하다.

II.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수면다원검사
2. 피로도 측정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무원의 피로도 측정방법에는 주관적 검사와 객관적 검
승객 325명이 탑승한 여객기에서 이륙한 지 2시간도 안
되어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잠든 사건이 영국 민간항공
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에 보고되었다[14]. 이 승무
원들은 지난 36시간 동안 수면시간이 불과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급성 수면부족 상태에 있었다. 빠듯한 근무일정
외에도 체류호텔의 실내온도나 소음 등도 수면을 방해하여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런던- LA노선 운

1)승무원

피로관리제도는 ICAO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이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2)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
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43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수면다원검사의 효용성

사가 있다[2]. 주관적 검사는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승무원의 피로와 졸음수준을 측정하는 연구에 많이 이용된
다. 그러나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수면양
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낮은 편이다. 수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주관적 검사와 달리
actigraphy와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Actigraphy는 여러 날에 걸쳐 수면각성주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측정이 간
편한 장점이 있으나 수면상태와 각성상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 특이도가 낮은 검사이다.
Actigraphy와 수면다원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로
검사방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actigraphy
검사결과는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수면의 질을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9-21].
수면부족은 수면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발생하므로, 승무원의 피로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수면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
에 평가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를 이
용한 수면데이터 수집은 ICAO가 제시한 객관적 피로도 측
정 방법이다[2].
3. 수면다원검사 개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상태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
지 신체기능을 측정한다. 즉, 뇌파, 안전도, 턱근전도, 다리
근전도, 심전도, 가슴⋅배 호흡운동, 혈중산소포화농도, 호
흡기류, 몸의 위치 등, 수면 중에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
지 생리적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수면상태와 수면질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22]. 표준수면다원검사(overnight polysomnography)는 뇌파(EEG), 근전도(EMG), 안전도
(EOG), 호흡운동, 심전도,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종 센서를 신체에 부착하고 수면검사실에서 하루 자면서
받는 검사이다. 잠을 자는 동안 신경생리신호를 기록하고
비디오로 촬영하며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부착된
센서를 탈착한다. 뇌파를 통해 수면패턴과 수면구조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3개의
채널을 이용한다. 안전도 검사는 렘수면시 안구운동 관찰
에 필요하며 양쪽 눈가에 센서를 부착하여 잠들기 전과 잠
에서 깨어날 때 안구의 수평, 수직 움직임을 기록한다. 근전
도는 턱, 늑간, 앞정강근(anterior tibialis) 에서 관찰한다. 턱
근전도는 렘수면 판단에 필요하며, 늑간 근전도는 호흡노
력 관찰, 앞정강근 근전도는 주기적 사지운동장애(periodic
limb movement during sleep, PLMS) 관찰에 필요하다. 심전도
는 한 채널만 이용하며 부정맥과 무호흡과 관련된 심장박
동 확인에 필요하다.
수면단계는 뇌파, 안전도, 턱근전도를 통해 정보를 얻으

며 수면단계 결정이나 판독은 미국수면의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이하 AASM)에서 정한 규칙에 따
른다[23]. 수면단계는 깨어있는 각성상태인 stage W, 비렘수
면(NREM)으로 분류되는 stage N1, stage N2, stage N3 그리고
꿈을 꾸는 수면단계인 stage R의 렘수면(REM)으로 분류된
다. Stage W는 후두부에서 관찰되는 알파리듬(alpha rhythm)
이 해당 epoch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stage
N1은 알파리듬이 나타나는 사람에서 알파리듬이 50% 이하
로 약화되면서 낮은 진폭, 혼합된 빈도(low amplitude, mixed
frequency activity)의 뇌파가 해당 epoch의 50% 이상을 차지하
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epoch의 전반 1/2 기간 또는 이전
epoch의 후반 1/2 기간 동안에 1개 이상의 sleep spindle 또는
각성과 관계없는 1개 이상의 K-complex가 있는 경우 stage
N2가 시작된다. 깊은 수면단계인 stage N3는 연령에 관계없
이 주로 전두부에서 측정되는 빈도가 0.5~2 Hz이면서, 파
형의 첨부간(peak to peak) 상하 진폭이 75 μV를 초과하는
서파파형(slow wave activity)이 해당 epoch의 20% 이상을 차
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꿈을 꾸는 수면단계로 알려져 있는
렘수면(stage R)은 낮은 진폭, 혼합된 빈도의 뇌파와 낮은 턱
근전도, 그리고 안전도 상에서 빠른 안구운동이 모두 나타
나는 경우를 말한다[24,25]. 이와 같이 수면다원검사는 뇌파
를 통해 분석한 수면패턴과 수면구조를 확인하여 얼마나
잘 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수면관련 호흡장애 진단에도 표준검사는 수면다원검사
이다[26]. 2007년 AASM에서는 최소한 10초 이상 공기흐름
이 90% 이상 감소된 상태를 무호흡으로(apnea)으로 정의하
고, 저호흡(hypopnea)은 권장기준과 대체기준을 제시하였다.
권장기준은 비강압력(nasal pressure)을 이용하여 최소 10초
이상 호흡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동시에 혈중산소포화농
도가 4%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23]. 대체기준
은 최소 10초 이상 호흡량이 50% 이상 감소와 동시에 3%
이상 혈중산소포화도가 감소된 경우 또는 최소 10초 이상
호흡량 감소와 관련하여 각성이 동반될 때이다. 평균 1시간
동안 발생한 무호흡과 저호흡을 합한 횟수로 정의되는 무
호흡-저호흡지수(Apnea Hypopnea Index, AHI)는 폐쇄성수면
무호흡증의 중증도(severity)를 분류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치의 범위에 따라서 경도(mild) 5≤
AHI＜15, 중등도(moderate) 15≤AHI＜30. 중증(severe) AHI≥
30으로 구분한다.
4. 수면다원검사 기기
표준수면다원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하루 숙박을 하는 불
편함이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경험이 많은 의료기사와 시
설 및 장비가 잘 갖추어진 수면검사실과 검사결과를 판독
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휴대형 수면검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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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sleep monitoring device)는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부
담이 따르는 표준수면다원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표준수면다원검사를 받을 수 없는
환자도 휴대용 기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표준수면다
원검사에 비해 실패율이 높고 검사결과가 저장되지 않거나
위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중등도
이상의 폐질환, 울혈성심부전이 있거나 폐쇄성수면무호흡
증을 제외한 다른 수면장애 진단 목적, 무증상자를 대상으
로 스크리닝할 목적으로는 휴대형 수면검사기기를 사용하
지 않는다[27].
수면다원검사는 검사목적, 검사장소, 전문 인력 유무에
따라 검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Table 1). 1994년 미국수면
질환협회(American Sleep Disorder Association, ASDA)에서는 수
면다원검사기기를 4종류로 분류하여 고전적인 방식의 표
준수면다원검사를 제1형으로 하고 제3형과 제4형은 휴대형
수면검사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28].
제1형 표준수면다원검사(technician-attended, in laboratory,
overnight standard)는 검사실에서 검사자 관리하에 실시하며,
제2형은 제1형과 검사방법이 같으나 검사자의 감독 없이
검사를 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기기를 부착하고 집으로 돌
아가 수면을 취하며 다음날 아침에 기기를 탈착한다. 제3형
은 측정항목이 4~7개이며 제4형은 3개 이하의 항목을 측정
한다.
AASM에서는 2007년에 휴대용 검사장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수면검사에 대한 질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수면
검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수면전문가
(practitioner with board certification in sleep medicine)의 관리 하
에 호흡기류(무호흡, 저호흡), 호흡능, 혈중산소포화농도를
포함한 3채널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면 휴대형 기기
로도 검사자의 감독 없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27]. 판독은 수면의학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AASM에서 2007년에 발간한 매뉴얼의 판독규칙
에 따라 수기로 재판독 및 편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
야 한다.

Table 1. Types of polysomnography
Type
Type 1 ⋅
⋅
Type 2 ⋅
⋅
⋅
Type 3 ⋅
⋅
Type 4 ⋅
⋅

Description
Attended polysomnography
Technician attended overnight polysomnography
Unattended polysomnography
Same technology as type 1
Technologist if not present during the recording
Modified portable apnea testing
4~7 physiologic variables (no EEG)
Continuous single or dual bioparameter recording
Record only 1~2 variables

5.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운항승무원 대상의 연구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하여 운항승무원의 수면상태를 관
찰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운항승무원들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일간 체류하거나 조
조근무, 야간비행 등 비전형적 교대근무를 하며, 수면다원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비행휴(일시적으로 비
행근무 및 지상근무를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
어, 수면다원검사로 운항승무원의 수면상태를 관찰하는 연
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는 한 등이 “한국형 피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
으로 실시한 “생체데이터(수면다원검사) 수집⋅분석 연구”
가 유일하며[29], 국외에서는 Signal 등이 싱가폴항공 승무
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다[20].
국적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수면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강북삼성병원 연구진은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
선3) 3개를 선정하여 이 노선을 다녀온 운항승무원 21명에
게 도착 당일에 표준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였다. 노선별
수면상태를 분석한 결과, 모든 노선에서 stage N3 수면은 거
의 관찰되지 않았다[29].
Massey 대학(뉴질랜드)의 연구진은 싱가폴항공의 초장거
리 노선인 LA/싱가폴 구간(ferry flight)에서 운항승무원의 수
면-각성상태를 관찰하였다[20]. 21명의 운항승무원을 대상
으로 수면상태 평가에 널리 이용되는 actigraphy와 수면다원
검사,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수면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수면다원검사는 전문가가 동행
하여 체류호텔에서 21회, 기내에서 25회 실시되었으며 기
내에서 검사는 휴식을 취하는 7시간 동안 휴식공간에서 진
행되었다. 호텔에서는 21명 모두 수면다원검사를 받았으나
1명은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고, 기내에서는 휴식시간동안
잠들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 20명의 검사결과가 저장되었
다. 평균 수면시간은 수면장소에 관계없이 actigraphy와 수
면다원검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별 수면양은
actigraphy 측정치가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한 시간 이상 많
거나 적게 기록되었다. 이 한 시간의 오차는 주로 기내 수면
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면다원검사 보다 적게 측정된 경향이
있었다. 수면잠복기(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actigraphy
측정 결과는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으며, 수
면효율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수면다원검사 결과보다 낮
게 측정되었다. 연구진은 actigraphy와 주관적 검사는 승무
원 개인의 수면 평가에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결
론지었다.

3)야간비행

노선인 방콕/인천과 시차가 있는 장거리노선 런던/인천,
LA/인천 노선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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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RMS에서 수면다원검사의 효용성
1) 승무원의 수면상태 평가
수면다원검사의 진단적 가치와 효용성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패턴과 수면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수면의 양, 수면잠복기, 수면구조, 수면효율성 등
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잠드는 데 걸리는 시
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면도입 시와 수면상
태에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얼마나 자주 깨는 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19-21]. 수면다
원검사의 데이터 수집은 ICAO가 제시한 객관적 피로도 측
정 방법이며[2], 운항승무원의 피로는 수면부족과 매우 관
련성이 크므로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선에 대하
여 피로위험관리의 한 일환으로 승무원의 수면상태 평가
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면상태 평가의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를 항공사가 FRMS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승
무원의 수면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FRMS에 수면다원검사의 정착을
기대하기 쉽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면다
원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로
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선의 수면상태 평가, 초장거리
노선 신규취항 시 수면상태 평가 그리고 기내에서 짧은
수면을 취하는 정책(inflight napping)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서는 수면다원검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2) 안전운항을 위한 수면장애의 조기발견
(1) 수면장애와 안전운항: 운항승무원의 수면장애는 안
전운항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사례가 이
미 2008년에 발생하였다. 목적지 공항에 착륙을 앞두고 두
명의 승무원이 동시에 잠든 원인으로 NTSB는 승무원의
중등도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연속된 조기출근을 지적하
였다[12]. 최근에는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자발적
으로 검사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go! 항공 1002편 기
장은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나서야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았다. 1002편 사례에서와 같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으로 인한 주간졸림증은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산소포화도가 감소되고
잠을 자주 깨게 되어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30]. 폐쇄성수
면무호흡증은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크다[31]. 시간당 2회
에서 7회 정도 무호흡을 보이는 환자들은 혈중알코올 농
도 0,05~0.08 g/dl에 해당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
능성이 높다[32]. 미국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연간 10만건의
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한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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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고 가능성이 4~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34].
(2)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장
애 중 가장 흔한 질환이며, 잠자는 동안 상기도 폐쇄로 공
기흐름이 10초 이상 멈추어 잦은 각성과 혈중산소포화도
저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면호흡장애(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이다. Young 등은 중등도 폐쇄성수면무호
흡증의 유병률이 적어도 7%는 된다고 하였으며[35], NTSB
는 남성의 약 20~30%와 여성의 10~15%가 폐쇄성수면무
호흡증을 갖고 있으며 남성은 15%, 여성은 5%만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다[13]. 우리나라에서는 40~69세 성인을 대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증상이 있으면서 AHI＞5 이상인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유병률이 남성 4.5%, 여성 3.2%로
조사되었다[36].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주 증상은 코골이와 과도한
주간졸림증이다. 이 외에도 인지기능장애, 성격변화, 두통,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마비, 가족이 무호흡을 목격
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분절, 간헐적 저산소증, 교감신경 항
진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내피세포
와 말초신경손상으로 당뇨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당뇨가 악
화될 수 있다[37]. 이 질환들은 의학적 조종불능사태(inflight
incapacitation)의 주요 원인이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이 발급되
지 않는 부적합 사유의 원인 질환이기도 하여, 조종수명의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승무원 개인이나 항공사도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코골
이, 심한 주간졸림증, 주위사람에 의한 무호흡 목격, 주간졸
림증 검사에서 10점 이상, 체질량 지수 35이상, 목둘레 43 cm
(여자 41 cm),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대기실(진료실)에서 잠
이 드는 경우가 있다. 고위험군을 수면다원검사 하였을 때
양성예측도는 78%이었다[38]. 주간졸림증은 흔히 주간졸림
증 자가진단(Epworth Sleepiness Scale, ESS) 설문지를 이용하여
8항목을 측정하며 정상은 10점 미만이다[39]. 폐쇄성수면무
호흡증 환자는 수면다원검사에서 REM수면과 깊은 수면이
감소된 소견을 보인다[40].
(3)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서 수면다원검사의 적응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비행피로에서 비롯된 것
인지 주관적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41].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
원검사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호흡장애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Fig. 1).
수면 중의 호흡량을 측정하여 무호흡 또는 저호흡의 빈
도 측정으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중등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면 중 신체 움직임을 관찰하여 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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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ysomnographic record of
obstructive sleep apnea.

증4), 주기적 사지운동증후군5) 등의 수면장애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수면다원검사는 지속적 양압호흡기를 사용할 환
자에게 적정고정압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코골이 수
술 전에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
우,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치료효과를 추적 관찰하고자 하
는 경우에 실시한다[25].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빈맥성부정맥, 서맥성 부정맥 환자에서 수면호흡장애가 의
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심혈관질환 환자
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인지기능저하, 당뇨병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3].
(4) 안전운항을 위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조기발견의
중요성: go! 항공 1002편 기장은 사고 전부터 심한 주간졸
림증과 심한 코골이, 비만이 있었으며 항고혈압제 복용에
도 목표혈압이 유지되지 않았으나 사고 전까지 폐쇄성무호
흡증 진단을 받은 일이 없었다[12]. 이 사고이후 NTSB는 항
공기사고 승무원들의 수면장애 기왕력을 조사하여 34건의
사고(이 중 32건은 사망사고)에서 수면무호흡증 기왕력을,
294건의 준사고에서 여러 유형의 수면장애 기왕력을 확인
하였다[42]. 운항승무원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운항 중

4)나르코렙시(Narcolepsy,

Narco는 수면이고 lepsy는 발작을 의미)라고
한다. 기면병(病)이라고도 한다. 기면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
게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다. 대개 중고등
학교 시절에 처음 시작되며, 밤에는 물론이고 정신을 집중해서 공
부나 일을 해야하는 낮 시간에도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잠이 쏟아
진다.

5)주기성

사지운동장애(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는 수면 중에
팔다리를 비롯한 신체 일부가 불수의적이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수면장애이다. 수면 중에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는 스스로
그러한 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에 잠들거나 인지장애 위험 증가로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
능성이 높아, 승무원들이 이 질환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운항에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NTSB는 FAA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12]. FAA는 폐쇄성수면무호증을 식
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항공신체검사에 적용하여 실시하
며 적절한 평가절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승무원은 치료
를 받도록 하고, 이 질환에 대한 조종사, 항공사, 의사용 지
침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FAA 항공신체검사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받은
운항승무원은 총 4,917명(제1종 항공신체검사 1,437명, 제2
종 1,008명, 제3종 2,472명)으로[42], 이는 Young 등이 추정
한 중등도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유병률 7%에 비하면[35],
과소진단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실시
된 항공신체검사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부적합이나
조건부적합 판정받은 사례는 없었다[43]. AHI 15 이상의 중
등도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있어도 CPAP이나 수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ESS 8점 미만인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조건부적합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
급한다[44].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비만한 경우가 많
으며, 체질량지수와 수면무호흡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45]. 체질량지수가 40 이상인 경우 98%에서 폐쇄성수
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6]. 이 같은 사실
에 근거하여 FAA는 체질량지수 40 이상이면서 폐쇄성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운항승무원은 치료가 될 때까지 비행근무
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5년 3월에 미국은 Guide for
Aviation Medical Examiners를 개정하여, 항공전문의사는 항공
신체검사 시 AASM 지침에 따라 증상과 객관적 소견을 토대
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시아인은 상기도의 구조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고도 호흡장애지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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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47].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높은 유병률과 합
병증이 심한 질환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비행근무 중에 매우 졸리거나 폐쇄
성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항공안
전측면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수면장애가 갖
는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승무원, 항공전문의사,
항공사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항공기 운항 중에 승무원들은 각성상태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수면부족은 피로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
의 안전을 위협한다. 운항승무원은 불규칙한 근무일정과
시차로 일주기리듬이 파괴되고 수면시간이 불규칙하며 수
면장소도 다양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쉽지 않다. 수면
부족은 수면장애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운항을 위해 FRMS에서 승무원의 수면상
태 평가는 필수적이다. ICAO는 운항승무원의 피로도 측정
에 gold standard는 없으나 수면상태 측정에는 수면다원검사
가 gold standard이다[2]. 운항승무원의 수면상태를 관찰한
연구에서 수면다원검사의 장점이 이미 확인되었고[20], 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된 소견들이 다수 관찰되어[29], 우리나라 항공사
의 FRMS에도 수면상태 평가에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
가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장애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사고 위험을 높이고 건강장애를 유발하며 안전운항에 영향
을 미치는 질환이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
지하지 못하거나 항공전문의사도 이 질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수면검사를 권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승
무원과 항공전문의사는 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와 당국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정보를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고 항공신체검사에서
는 이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항공전문의사들
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항공전문
의사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승무원에게 수면
다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REFERENCES
1.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Fatigue in acciden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5.
2.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FRMS manual for
regulations. ICAO. 2012.

47
3. Eriksen CA, Akerstedt T, Nilsson JP. Fatigue in trans-atlantic
airline operations: diaries and actigraphy for two vs. three pilot crews.
Aviat Space Environ Med 2006;77:605-612.
4. Powell DM, Spencer MB, Holland D, Broadbent E, Petrie
KJ. Pilot fatigue in short-haul operations: effects of number of sectors,
duty length and time of day. Aviat Space Environ Med 2007;78:
698-701.
5. Goode JH. Are pilots at risk of accidents due to fatigue? J Safety Res
2003;34:309-313.
6. Robertson KA, Spencer MB. Aircrew alertness on night operations:
an interim report. London: QinetiQ; 2003. QinetiQ Report No.
QINETIQ/KI/CHS/CR021911/1.0.
7. Samel A, Wegmann HM, Vejvoda M, Drescher J, Gundel A,
Manzey D, et al. Two-crew operations: stress and fatigue during
long-haul night flights. Aviat Space Environ Med 1997;68:679-687.
8. Gander PH, Gregory KB, Miller DL, Rosekind MR, Connell
LJ, Graeber RC. Flight crew fatigue V: long-haul air transport
operations. Aviat Space Environ Med 1998;69:B37-B48.
9. Bourgeois-Bougrine S, Carbon P, Gounelle C, Mollard R,
Coblentz A. Perceived fatigue for short and long haul flights: a survey
of 739 airline pilots. Aviat Space Environ Med 2003;74:1072-1077.
10. Civil Aviation Authority. Aircrew fatigue: a review of research
undertaken on behalf of the UK Civil Aviation Authority. Norwich, UK:
The Stationery Office; 2005. CAA Paper 2005/04.
11.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AAR-94/04.
Aircraft accident report. uncontrolled collision with terrain. American
International Airway flight 808. Washington D.C. 2059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12.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Safety recommendation
A-09-61 through -66. Washington D.C. 2059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9.
13.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Obstructive sleep apnea. publication
no. AM-400-10/2 (rev. 11/27/16).
14. The Telegraph. Airline pilots asleep in the cockpit during long-haul
flight. 2013.9.26.
15. BBC News. Air New Zealand pilot ‘fell asleep’ during flight, 1
March, 2013.
16. Wright N, Powell D, McGown A, Broadbent E, Loft P.
Avoiding involuntary sleep during civil air operations: validation of a
wrist-worn alertness device. Aviat Space Environ Med 2005;76(9):847856.
17. Co EL, Gregory KB, Johnson JM, Rosekind MB. Crew factors
in flight operations xi a survey of fatigue factors in regional airline
operations, NASA/TM report no. 1999-208799. Moffett field, california:
Ames Research center, NASA 1999.
18. BBC News. One in five pilos ‘suffer cockpit fatigue’. 6 April, 2011.
19. 한현정, 신동익. 수면 무호흡증과 원발성 불면증 환자에서
동시에 기록한 수면다원검사와 Actigraphy의 비교. 대한신경
과학회지 2003;21(2):156-162.
20. Signal TL, Gale J, Gander PH. Sleep measurement in fight crew:
comparing actigraphic and subjective estimates to polysomnography. Aviat
Space Environ Med 2005;76(11):1058-1063.
21. 신병학, 박두흠, 이현권, 유재학, 유승호, 하지현 등. 양측
손목에 착용한 Actigraphy와 야간수면다원검사 간의 수면지
수 비교. 수면정신생리 2007;14(1):20-25.

48
22. Kushida CA, Littner MR, Morgenthaler T, Alessi CA, Bailey
D, Coleman J Jr, et al. Practice parameters for the indications for
polysomnography and related procedures: an update for 2005. Sleep
2005;28:499-521.
23. Iber C, Ancoli-Israel S, Chesson AL, Quan SF. The AASM
manual for the scoring of sleep and associated events: rules, terminology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1ST ed. Westchester, IL: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07. [Revised in 2013].
24. Carskadon MA, Dement WC. Normal human sleep: an overview.
In: Kryger M, Roth T, Dement WC, ed. Principles and Practice of Sleep
Medicine, 6th. Philadelphia (PA): W.B. Saunders Company 2017:
15-24.
25. 이승훈.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진단적 측면에서 수면다원
검사. 대한의사협회지 2012;55(2):138-145.
26. Fleetham J, Ayas N, Bradley D, Fitzpatrick M, Oliver TK,
Morrison D, et al. Canadian Thoracic Society 2011 guideline upd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leep disordered breathing. Can Respir J 2011;
18(1):25-47.
27. Collop NA, Anderson WM, Boehlecke B, Claman D,
Goldberg R, Gottlieb DJ, et al. Clinical guidelines for the use of
unattended portable monitors in the diagnosis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adult patients. Portable Monitoring Task Force of 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J Clin Sleep Med 2007;3(7):737-747.
28. Ferber R, Millman R, Coppola M, Fletharm J, Murray CF,
Lber C, et al. Portable recording in the assess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ASDA standards of practice. Sleep 1994;17:378-392.
29. 한복순, 김수근, 김희윤, 한진규. 생체데이터(수면다원검사
데이터) 수집⋅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2016.
30. Epstein LJ, Kristo D, Strollo PJ, Friedman N, Malhotra A,
Patil SP, et al. Clinical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management and
long-term care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adults. J Clin Sleep Med
2009;5(3):263-276.
31. Teran-Santos J, Jimenez-Gomez A, Cordero-Guevara J.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apnea and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Cooperative Group Burgos-Santander, N Engl J Med 1999;340(11):
847-851.
32. Powell NB, Schechtman KB, Riley RW, Li K, Troell R,
Guilleminault C. The road to danger: the comparative risks of driving
while sleepy. Laryngoscope 2001;111(5):887-893.
33. Tregear S, Reston J, Schoelles K, Phillips B. Obstructive sleep

한복순ㆍ김수근ㆍ서병성ㆍ정진숙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apnea and risk of motor vehicle crash: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Clin Sleep Med 2009;5(6):573-581.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edical facts for pilots. publication
no. AM-400-10/1.
Young T, Peppard PE, Gottlieb DJ. Epidemiology of obstructive
sleep apnea: a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 Am J Respir Crit Care Med
2002;165(9):1217-1239.
Kim JK, In KH, Kim J, You SH, Kang KH, Shim JJ, et al.
Prevalence of sleep-disordered breathing in middle-aged korean men and
women. Am J Respir Crit Care Med 2004;170(10):1108-1113.
Pallayova M, Banerjee D, Taheri S. Novel insights into metabolic
sequelae of obstructive sleep apnoea: a link between hypoxic stress and
chronic diabetes complications. Diabetes Res Clin Pract 2014;104(2):
197-205.
Xie W, Chakrabarty S, Levine R, Johnson R, Talmage JB.
Factors associated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among commercial motor
vehicle drivers. J Occup Environ Med 2011;53(2):169-173.
Johns MW. Daytime sleepiness, snoring, and obstructive sleep apnea.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Chest 1993;103:30-36.
Bucks RS, Olaithe M, Eastwood P. Neurocognitive function in
obstructive sleep apnoea: a meta-review. Respirology 2013;18(1):61-70.
Herer B, Roche N, Carton M, Roig C, Poujoln V, Huchon
G. Value of clinical, functional and oximetric data for the prediction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obese patients. Chest 1999;116:1537-1544.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ct sheet-sleep apnea in
aviation. 2014.
Personal communication with Kwon YH. Aeromedical center of
Korean Air, medical director, April 3, 2017.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
2015.
Daltro C, Gregorio PB, Alves E, Abreu M, Bomfim D,
Chicourel MH, et al. Prevalence and severity of sleep apnea in a group
of morbidly obese patients. Obes Surg 2007;17(6):809-814.
Valencia-Flores M, Orea A, Castano VA, Resendiz M, Rosales
M, Rebollar V, et al. Prevalence of sleep apnea and electrocardiographic
disturbances in morbidly obese patients. Obes Res 2000;8(3):262-269.
Li KK, Powell NB, Kushida C, Riley RW, Adornato BA,
Guilleminault C. A comparison of Asian and white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Laryngoscope 2000;109:1937-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