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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reported that the prevalence of glaucoma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3.4%.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number of patient who received glaucoma treatment
has been annually increasing by 10%. For now, there have been no reports about the prevalence of
glaucoma among airline pilots in Republic of Korea; however, since the age of airline pilots is increasing,
it is expected for the prevalence of glaucoma to increase as well. For a long time, the uniform of airline
pilots has generally been the western suit with a tie. On the other hand, many reports demonstrated that
a tight necktie leaded to an increase in intraocular pressure (IOP). Pasquale conveyed that tight neckties
cause a modest elevation of IOP (2 mmHg), and Bain reported an inflation of a sphygmomanometer cuff
around the neck to 40 mmHg resulted in a doubling of IOP. Furthermoure, during flight, airline pilots are
exposed to conditions detrimental to IOP such as acceleration, low pressure, hypoxia, etc. It takes a long
time and a fortune to educate and train an established pilot. Therefore, airline pilots should not wear their
necktie tightly to prevent an increase in IOP. Moreover, airlines should consider modifying the pilots'
uniform into a more practical one-one without a neck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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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4]. 국내 조종사 녹내장 자료는 보고된바 없으나 조종사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조종사 중 녹내장 환자도 증
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구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 특히 가장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시신경의 손상은 시야
결손을 초래하며 이는 회복이 불가하고, 계속 진행되는 경
우 실명에 이르게 된다[5].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에게 시력은 마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기에 평소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매
우 중요하다.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역기를 든다든지 트
럼펫과 같은 악기를 부는 것은 좋지 않다. 엎드려서 책을
본다거나,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드는 것도 눈의 안압을 증가
시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이트한 넥타이 역시 눈의

론

세계적으로 녹내장은 시력 상실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
이다[1]. 조종사에게 시력은 계기판을 읽거나 다른 비행기
를 보기위해 정상적인 원거리 및 근거리를 필요하고 비행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2].
전 세계적으로 녹내장의 유병률은 3.54%로 보고된바 있
다[3]. 한국의 녹내장 유병률은 2.04%에서 4.7%로 보고되었
고 상주시에서 조사된 5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
사된 한국 녹내장 유병률은 3.4%였다[1]. 그러나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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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구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4]. 또 다른
연구에서 안압을 증가시키는 일상 생활로 악기를 입으로
불기, 커피 마시기, 특정 요가 자세, 타이트한 넥타이 착용,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6].
국내 조종사를 포함한 전 세계 상업용 조종사들의 대부
분 복장은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이다. 시력이 무엇보다 중
요한 조종사에게 안압을 올려 녹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넥
타이의 착용이 조종사에게 바람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전까지 조종사의 녹내장 유병률과
조종사에게 넥타이의 위해성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II. 본

론

Theelen 등은 26명 대상으로 넥타이를 조여 매는 것이 안
압을 올린다고 보고한바 있다[7]. Pasquale 등은 더 구체적으
로 넥타이를 꽉 조여 매는 것이 안압을 2 mmHg 정도 상승
시킨다고 보고하였다[6]. 한 연구에서는 안압 검사 시에 꽉
조여 맨 넥타이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8].
꽉 조여 맨다는 의미가 다소 비과학적이라 생각 되어질
수 있어 Bain 등은 목에 혈압계를 감아 40 mmHg 으로 압박
시 안압이 두 배로 상승함을 보고하였다[8,9].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추정되는 기전으로 혈압계가 경정맥을 조르면서
정맥압이 올라가고 상공막 정맥압(episcleral venous pressure)
이 올라간다고 설명하였다[8].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강남 세브란
스 영상의학팀이 넥타이를 세계 맨 경우 뇌에 혈액을 공급
하는 주 혈관인 경동맥의 혈류량이 정상일 때와 비교하여
약 14% 감소함을 보고한바 있다[10]. 이 때 경정맥은 33%나
감소하였고 일시적으로 폐쇄된 경우까지 관찰되었다.
기타 연구에서 넥타이의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40세
이상 화이트 컬러 작업자가 블루 컬러 작업자 보다 1.1
mmHg (P＜0.001) 높았다는 보고도 있었다[11]. 이 연구에서
안압이 21 mmHg 이상인 비율이 화이트 컬러 작업자에서는
5.7%, 그리고 블루 컬러 작업자에서는 2.3%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넥타이를 단단하
게 조여 매는 것이 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상업용 조종사 복장은 넥타이를 한
정장 형태이다.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이
러한 복장은 피로를 유발하고 응급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넥타이를 단단하게
매는 경우 안압을 올일 수 있고 이는 결국 녹내장을 초래
할 수 있다. 오 등은 항공우주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압의 상
승이 조종사들로 하여금 시신경 손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12].

실제로 Rebok 등이 3,019명의 통근 비행기 조종사를 대상
으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흔한 안과적 문제는 각막
문제였고 2위는 녹내장, 3위가 백내장이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45세에서 54세였다[13]. 권 등은 2009년 한 해 동안
5,342명의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처리하면서 920건에 대한
자문위원회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적합 825건(89.7%),
부적합이 30건(3.3%), 판정보류가 36건(3.9%), 적합이 29건
(3.1%) 결과를 얻었다. 조건부적합 825건 중 심혈관계 질환
이 270건(30%)로 가장 많았고 안과질환이 196건(21%)로 그
다음이었다. 또한 부적합 30건 중에는 안과 질환이 8건
(26.7%)으로 가장 많았다[14].
조종사들의 정확한 녹내장 유병률을 언급한 조사를 찾을
수 없었으나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투기, 폭격기, 테
스트 파일럿이 다른 일반인이나 그 외 군인의 1.6%보다 높
은 3.8%의 녹내장 유병률을 보였다고 한다[15]. 이렇듯 일
부 보고에서 조종사 녹내장 유병률이 높게 보고된바 있고
안과적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조종사는 일반인과 달리 녹내장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다른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종사는 가속도, 저
압, 그리고 저산소증에 대한 고공환경에 노출된다. 현재까
지 가속도에 의한 안압의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안압이 상승된다고 보고하였다[5]. Chung 등은 ＋2 Gz, ＋3
Gz 환경에서 안압을 측정하여 양가속도 환경에서 안압이
의미 있게 상승된 결과를 보여주었다[16].
Karadag 등은 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단기 저압 환경
노출이 안압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17]. 또한 Asl
등은 저산소증과 산소화 스트레스가 녹내장에 대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한바 있다[18]. 그리고 군 조종사의 경우 급
격한 가속도 변화 시 의식상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L-1 호흡
법 하는데, 이러한 호흡법 또한 복압을 올려 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Theelen 등은 숨을 참거나 발살바, 그리고 목을
조이는 것 등에 의하여 안압이 변한다고 하였다[7].
고공 환경에서 지상과 달리 녹내장을 악화 시킬 수 있다
는 사실에 대하여 FAA 보고서에서는 첫째, 안압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둘째 시신경으로 전해지는 혈액의 산소 분압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15].
Talty 등은 정상인 18명과 일차성 개방각 녹내장(primary
open-angle glaucoma)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넥타
이를 매고 3분뒤 정상은 0.56 mmHg, 녹내장 환자는 1.58
mmHg 평균 안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넥타
이를 하고 15분 뒤에는 다시 안압이 떨어져 장기간 넥타이
를 하는 것이 녹내장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하기도 했다[19]. 그러나 Talty 등의 연구는 매우 제한
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넥타이를 목에 매는 방법이나 조이는 강도는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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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따라 다양하다. 헐렁하게 목에 두르는 정도로 매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스마트하게 보이기 위하여 꽉 조여 매는
사람도 있다. 확실한 사실은 단단하게 조여 맬수록 안압에
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종사가 넥타이를
과도하게 조여 매는 것은 안압을 올린다는 사실을 명심하
고 이러한 습관을 피해야 한다. 또한 각 항공사에서는 조종
사들의 안압 상승 예방과 비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종
사 복장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
다. 이를 위해 향후 조종사의 녹내장 유병률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넥타이와의 관련성을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III. 결

론

조종사 수요는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국제민간항
공기구(ICAO)에 의하면 항공 자유화 확산과 항공 수요 증가
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2만 5천명의 항공 조종 인력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20]. 우리나라도 향후 5년간 5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명의 조종사라도
더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종사 양성 이후에 이들이 건강상 문제로 면허를 잃지 않도
록 체계적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넥타이는 현대 사회 남성의 대표적인 정장 필수품이다.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도 넥타이를 포함한 정장을 조종복으
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비행안전을 우려하는 승객에게 신
뢰와 전문성의 표시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
러나 꽉 조여 맨 넥타이는 안압을 상승시켜 결국 녹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국내 상업용 조종사의 정확한 녹내장 유병률 자료는 찾
을 수 없었으나 Rebok 등의 발표에 의하면 통근 비행기 조
종사들에게 녹내장은 안과적 문제 중 2위를 차지 할 정도로
흔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종사의 녹내장의 위험 요소가 일
반인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 요소
에는 가속도, 저압, 그리고 저산소증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조종사들의 유병률 조사는 조종사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조종사는 녹내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노력 외
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어 안압이 상승함을 예방해야하며
비행 중에는 가급적 넥타이를 풀어 안압이 상승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항공사는 조종사의 멋을 먼저 생각
하기보다 비행안전과 조종사 개인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
하여 조종복을 넥타이가 없는 실용적 복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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