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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배경 : 급격한 기압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성 중이염은 많은 비행과 기동으로

인해 잦은 기압변화에 노출되는 조종사들에게 자주 생기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이다.(1) 조

종사들은 기압성 중이염을 치료하는 동안 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정해진 비행횟수

(sortie)가 있는 비행대대의 실정상 다른 대대원들에게 정신적, 체력적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자칫 비행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압성 중이염에 이환된 조종사

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상 및 방법 : 2007년 5월 부터 2009년 3월 까지 제 8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와 국

군원주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한 조종사 중 비행 후 발병한 급성 장액성 중이염으

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조종사 11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받은 조종사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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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약물 및 외래 치료를 받은 조종사군으로 나누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소극적인 대증 치료를 받은 조종사군의 외래 치료 기간은 5.67일이었으며, 적극

적인 치료를 받은 조종사군의 외래 치료 기간은 8.8일로 소극적 치료군 보다 치료기간(부

대 복귀 기간)이 짧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결론 : 조종사에서 발생한 기압성 중이염은 일반인에서처럼 대증적 치료를 하거나, 조

종사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 꺼려져서 최소한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약물 사용

기간 동안 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약물 치료와

외래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심단어 : 기압성 중이염, 조종사, 치료

Ⅰ. 서 론

비행기로 급히 하강하거나 깊이 잠수하거나 또는 높은 산을 등반할 때와 같이 주로 기

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 발생하는 기압성 중이염 (barotraumas,

aerotitis media) 은 해외 여행과 해양 레저가 보편화된 일반인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

이다.(2,3) 특히 기압성 중이염은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고속비행을 하며 급격한 압력 변

화를 경험하는 조종사 (pilot) 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질환이다. 대부분의 기압성 중이염이

2-3주 동안의 이관 (Eustachian tube) 의 환기를 돕는 대증적 치료 (conservative

treatment) 만으로도 합병증 없이 자연 치유되지만(3) 조종사들에게는 2-3주의 비행공백

은 정해진 비행횟수 (sortie) 가 있는 비행대대의 실정상 다른 대대원들에게 정신적, 체력

적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자칫 비행사고를 야기할 수 도 있다. 또한 기압성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고막 천공이나 청력 저하 등의 합병증은(3) 조종

사에게 일시적 비행 불가 (grounding) 를 야기하여 애써 조종사를 양성한 국가에게도 피

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종사에게 발생한 기압성 중이염 치료는 통상적인 치료와의

차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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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대상 : 본 연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 8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와 국군

원주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방문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발병 전 상기도 감염의 과

거력이 있었던 조종사들은 배제한 후 13명의 조종사가 급성 중이염 및 급성 삼출성 중이

염으로 진단되었다. 이 중 2명은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을 받아서 처음부터 항생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배제하여 급성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단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11명의 조

종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11명 중 2명은 헬기 조종사였고 9명은 전투기 조종사였고 계급

은 준위2명, 중위 6명, 대위 3명이었다. 처음 외래를 방문한 주증상은 이 충만감 및 불편

감 7명, 이통 3명, 저작시 발생하는 이음 1명이었고 발병 후 외래 방문은 모든 조종사가

3일 이내였다. 이 중 대증적 치료를 받은 조종사 (제 1군) 는 5명, 적극적인 약물 치료 및

외래 치료(topical nasal decongestants)를 받은 조종사 (제 2군) 는 6명이었다. 제1군은 1

명은 헬기 조종사 (helicopter pilot), 4명은 전투기 조종사 (fighter) 였으며 연령은 26세부

터45세로 평균연령은 30.4세였고 제2군은 1명은 헬기 조종사, 5명은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연령은 26세부터 43세로 평균연령은 31.17세로 두 그룹간의 연령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제1군은 약물 치료로 oral decongestants (pseudoephedrine 1.5T #3), analgesics

(acetaminophen 3T#3) 만을 각각 혹은 함께 사용하여 3일에서 1주 간격으로 외래 추적관

찰을 시행하였고 제2군은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였고 사용된 약물은 oral

decongestants (pseudoephedrine 1.5T #3), analgesics (acetaminophen 3T#3) 외에

antihistamine (ketotifen 2T#2), oral steroids (prednisolone 3T#3), antibiotics

(cefuroxime acetil 2T#2), antiacids (cimetidine 3T#3) 을 추가로 처방하였으며, 병원과

인접하지 않은 헬기 조종사를 제외하고는 최소 2일에 한 번씩 외래 치료를 하면서 비강

과 이관의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소적 비강점막수축제 분무 (topical nasal

decongestants spray)와 bosmin packing을 시행하였다.

방법 : 진단은 이학적 검사 및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외래 추적관찰은

이경과 내시경을 통한 이학적 검사, 순음 청력 검사(기도청력), 임피던스 청력 검사를 통

해 이루어졌다. 완치판정은 이학적 검사상 정상 고막 소견을 보이고 임피던스 청력검사에

서 A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 기간으로 치료효과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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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치료효과의 비교는 제1군과 제2군, 각 군 내에서 헬기 조종사와 전투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와 전투기 조종사를 각각 비교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5 for

Windows (version 15.0, SPSS Inc., Chicago, IL) 를 이용하여 분산 분석 (independent

t-test) 을 시행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Ⅲ. 결 과

1군의 투여 약물의 평균 개수는 2.40개였고 2군의 투여 약물의 평균 개수는 6개였다. 1

군의 치료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로 평균 치료 기간은 8.8일이었고, 2군의 치료기간은 3

일부터 7일까지로 평균 치료 기간은 5.67일로 두 그룹간의 치료 기간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1) 헬기 조종사의 그룹간 치료기간의 비교는 표본수가 각각 1

명으로 통계학적 의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그룹 내에서 헬기 조종사와 전투기 조종사

의 치료 기간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와 전투기

조종사의 치료 기간은 전투기 조종사가 더 짧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2) 전투기 조종사의 그룹간 치료 기간의 비교에서 1군에 비해 2군의 치료 기간이

더 짧았고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3) 동일한 약물을 투여한 2군의

전투기 조종사에서 외래 통원 치료 기간과 외래 통원 횟수는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4) 모든 치료 기간

중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다. 또한 헬기 조종사를 제외하고는 치료 전에 시행한

순음 청력 검사상에서 25dB 이상의 기도 청력 역치를 보인 조종사는 없었으며, 모든 조

종사에서 치료 전에는 B형 또는 C형을 나타내었던 임피던스 청력 검사가 치료 후에는

모두 A형으로 정상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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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기압성 중이염은 이관기능의 부전이 있거나 상기도 감염이나 축농증 같은 이관개폐기

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비인강 쪽의 높은 기압이 중이강 내로 들어가지 못하여 대기

의 압력에 비해 낮은 중이강 내의 압력 때문에 고막이 안쪽으로 함몰되고 중이강의 임피

던스가 증가하여 일시적이나마 경도의 전음성 난청이나 이통이 발생한다.(4) 중이강 안에

음압이 장기간 지속되면 중이 점막과 점막하층의 부종과 모세혈관의 팽창으로 인하여 중

이강 내로 혈장 삼출이나 출혈이 일어나게 되어 급성 삼출성 중이염을 발생시킨다.(5)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나 이통과 같은 증상이 심할 경우 대증적 치료

를 하게 된다. 감염의 징후가 없다면 항생제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Valsalva법

이나 Politzer법이 이관의 개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하지만 이러한 조

치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비강점막수축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고실 천자 또는 고

막 절개를 하고 심한 경우 환기관 삽입도 할 수 있다.(7-9) 조종사의 경우 상기도 감염

같은 발병요인이 있을 경우 일시적인 grounding을 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1) 하

지만 기압성 중이염이 발생하였다면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고 중이

강 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치료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Valsalva법이나

Politzer법 등을 통해 이관 개방에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급성 비염 같은 상기도 감염이

있을 경우 이러한 조작이 오히려 이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비강, 구강, 구인

두, 비인두 및 인후두에 염증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군 군의관들은 비행군의관 교육을 받으면서 조종사에게 적극적으로 약물 치

료를 권하기가 어렵고 조종사들 역시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그로 인하여 비행

이 제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처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저자 역시

임관 초기에는 가급적 적은 약물로 증상만 치료하려 하였기 때문에 완치까지 걸린 치료

기간이 길어졌고 단순 ENT unit만으로 설명에만 의존해서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rapport) 를 형성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의 순응도 (compliance) 가 낮아져 간혹 조종사들

이 임의적으로 약을 끊고 비행 군의관의 허락도 없이 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제

8전투 비행단은 국군원주병원이 비행단 내에 있기 때문에 2008년 5월 이후에 공군, 육군

통합진료가 시행되고 있어 전투기 조종사들만 진료하는 다른 비행단과 달리 육군 헬기

조종사까지 민간병원 수준의 장비와 약제로 진료를 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조종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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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와 치료가 가능하였다. 이전의 소극적인 치료에 대한 결과와 적극적인 외래 치

료 및 약물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내시경으로 귀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고 외

래 추적 관찰을 시키자 조종사들의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었고 치료기간이 확연히 줄어들

었다. 특히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조종사군의 한 중위의 경우는 하루에 1-2번씩 의무대

에 와서 외래 치료를 받았고 치료 시행 후 3일만에 삼출액이 모두 사라지고 치료 4일째

부터 약물 치료를 멈춘 후 5일째부터 비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도 외래 통원 횟수가 많아지면 치료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소적

비강점막 수축제가 이관 개구부의 부종과 비강 점막의 부종을 개선시킴으로써 중이 삼출

액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중이강의 압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

되고 비행 군의관은 기압성 중이염에 이환된 조종사에게 잦은 외래 치료가 필요함을 주

지시켜야 한다. 또한 일반인에서와 달리 조종사에서의 치료 목적은 완치 이외에도 치료

기간의 단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많더라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약물을 사

용해야 한다.

비행군의관으로서 조종사에게 다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단 기압성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조종사는 비행을 할 수

가 없기에 약물로 인한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비행군의관이 할 일이라 생각된다. 향후 타 비행단과의 의무

기록 교류를 통해 표본을 늘려 연구를 한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Ⅴ. 결 론

조종사에서 발생한 기압성 중이염은 일반인에서처럼 대증적 치료를 하거나, 조종사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 꺼려져서 최소한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약물 사용기간 동안

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외래 치

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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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n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OPD) visitation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between Group 1 and

Group 2

treatment

duration (D)

the number of

OPD visit (O)

O/D

(A)

the number of

drugs

Group 1(n=5) 8.80 days 2.6 0.29 2.40

Group 2(n=6) 5.67 days 2.5 0.44 6

The table above compared the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PD

visit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within two groups, Group 1, group with

conservative treatment, and Group 2, group with intensive treatment. O/D (A)

isrelative parameter which shows number of times patient visited OPD during

treatment. The data value (A) in Group 1 was statistically smaller than that of in

Group 2, which implies that the number of visitations of Group 2 was higher than

Group 1. Accordingly the Group 2 was treated more intensively than Group 1 as the

data showed above. Therefore, the treatment duration of Group 1 was shorter than

that of Group 2 show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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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n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OPD) visit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between helicopter pilots and

fighters.

treatment

duration (D)

the number of 

OPD visit (O)

D/O

(A)

the number of 

drugs

Helicopter

pilots(n=2)
10.50days 1.5 0.14 4

fighters (n=9) 6.33days 2.78 0.44 4.44

The table above compared the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PD

visit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within two groups, helicopter pilots and fighters.

Treatment duration of fighters was shorter than that of helicopter pilots, which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drugs while higher fighters’

number of visit indicates that statistically more visit leads to shorter treatment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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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n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OPD) visit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between fighters of Group 1

and Group 2.

treatment

duration (D)

the number of 

OPD visit (O)

D/O

(A)

the number of 

drugs

Group1

fighters (n=4)
7.50days 2.75 0.37 2.50

Group 2

fighters (n=5)
5.40days 2.8 0.52 6

The table above compared the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PD

visit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within two groups of fighters. Treatment duration

of Group 1 fighters was longer than that of Group 2 fighters, which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isitation of two groups while Group 2

fighters were treated with higher number of drugs than that of Group 2 indicates that

more number of drug prescription leads to shorter number of treatment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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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 fighters A B C D E

Treatment duration 3 5 6 6 7

the number of OPD visit (O) 4 2 3 3 2

D/O (A) 1.33 0.4 0.5 0.5 0.29

Table 4. Comparison on treatment d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OPD) visit and the number of drugs used

between fighters of Group 1 and Group 2.

The table above compared the treatment duration among five Group 2 fighters

based on the number of OPD visit (intensification of treatments were ideal). As

shown above, fighter A visited four times while fighter Evisited two times during the

treatment. Such observation indicates more frequent the number of OPD visit leads to

shorter treatment duration in average.



항공우주의료원 학술지 제56권 제1호(통권82호) 2009년                                         

J. Aerospace Med. ROKAF

- 94 -

Abstract

  Background : Aerotitis media is common otorhinolaryngological disease to pilots 

whom are exposed to rapid pressure change. Pilots are not eligible to attend 

flight during treatment due to stress accompanied with the treatment. Such stress 

causes accidental plane crash in flight. Thus, this study was to aim early 

recovery of pilots with aerotitis media. 

  Materials and methods : We analyzed medical records of 11 pilots with acute 

serous otitis media treated at the 8th Fighter Wing Medical Battalion and Armed 

Forces of Wonju Hospital Otolaryngology Department from may 2007 to march 

2009 retrospectively. Pilo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was treated 

with only conservative treatment while Group 2 was treated with intensive 

therapy. 

  Results : Recovery period of Group 1 was 8.80 days, while Group 2 was 5.67 

days. Group 2 showed the significantly shortened treatment duration than that of 

Group 1 statistically. 

  Conclusion : Pilots treated with intensive pharmacological treatment and more 

frequent follow up leads to effective and early treatment of aerotitis media unlike 

private citizens.

  Key words : aerotitis media, pilot, 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