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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우 흔한 질환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독서나 TV시청, 컴퓨터 작업 등과
관련하여 증상이 악화되며, 에어컨이나 전열기가 작동되는 실내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특
징을 나타낸다.
비행환경이 항공기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시
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민간 항공기(commercial aircraft)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
데, 이 연구들에 의하면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항공기 내부의 공기, 온도, 습도,
진동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건강상의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눈과 피부
점막의 건조가 유발되어 건성안과 같은 질환에 이환되거나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비행임무를
수행하며, 헬멧과 바이저와 같은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종석이 좁은 공간
에 위치하면서, 캐노피에 의해 외기와 폐쇄되어 있는 등 민간항공의 조종사들과는 많은
환경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근무지 환경에 따라 벙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으
며, 임무에 따라 컴퓨터 작업과 서류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건성안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자들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건성안 발생율을 알아보고, 조종사들의 건성안이 총
비행시간과 같은 비행관련 요소와 일상 근무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소 중 어떤 요소와 보
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Ⅱ

전신질환과 다른 안과적 질환이 없는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조종사들의 전투기 기종은 F-16, F-4, F-5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에 시력과 안압측정, 세극등 현미경검사 등을 포함한 안과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눈물막 파괴시간 및 쉬르머 값을 측정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설문내용은 비행과 관련하여 현재의 전투기 기종, 총
비행시간, 1회 평균 비행시간을 조사하였고, 일상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Bunker에서 생
활하는지 여부와 하루 4시간 이상의 컴퓨터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건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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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증상에 관한 설문조사는 이물감, 작열감, 안통, 건조감 등의 6가지 건성안과 관련된
안구 자극 증상(Table 1)을 제시하고 각각의 증상이 비행이나 일상 근무와 관련하여 발현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후에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한 안구 표면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
하여 실모양체(filament), 눈물띠 부유물(meniscus floater), 점액가닥(mucous strand) 등
건성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학적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다.
눈물막 파괴시간은 형광염색제가 묻은 검사지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식염수 1방울
을 떨어뜨린 후에 아래구석결막에 묻히고 눈을 몇 차례 감았다 뜨게 한 후 염색된 눈물
막에 분산된 건조점(dry spot) 또는 구멍(hole)을 관찰하고 첫 번째 결손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검사는 3회를 시행하고 그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쉬르머 검사는 눈물막 파괴시간 검사 후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다. 쉬르머
검사용지(EagleVision, U.S.)의 끝 부분을 접어 아래결막낭 외측 1/3 위치에 넣고, 5분 후
에 검사용지를 꺼내어 눈물이 젖은 부위의 길이를 밀리미터로 기록하였다.
건성안과 관련된 안과적 증상여부, 건성안과 관련된 세극등 현미경소견, 눈물막 파괴시
간 5초 미만, 쉬르머 값 10mm 미만의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
성안으로 진단하였다. 건성안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을 건성안군으로 부합
하지 않는 조종사들을 비건성안군으로 분류한 후에 사전에 시행한 설문조사 내용 중 비
행관련 인자와 업무환경 관련 인자 중 전투기 조종사의 건성안이 어떤 요소와 관련이 있
는지의 여부를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통계학적인 분석은 SPSS 12.0K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Ⅲ

과

총 대상 조종사 123명의 전투기 기종은 F-5가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F-4가 39명,
F-16이 23명이었다. 전체 대상의 평균 연령은 31.51±0.67세 였으며, 기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조종사들의 총 비행시간은 1215±118시간 이었고, 1회 평균 비행
시간은 1.01±0.01시간 이었다(Table 2).
건성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학적 소견은 13명(10.5%)에서 관찰되었으며, 각막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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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7.3%), 점액가닥 3명(2.4%), 눈물띠 부유물 1명(0.8%) 순이었다(Table 3).
비행이나 근무와 관련하여 나타났던 건성안 관련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22명
(17.9%)이 안구 자극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12명(9.8%)으
로 가장 많았고, 작열감 4명(3.3%), 이물감 3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과 쉬르머 값은 대상들의 전투기 기종간의 큰 차이 없이 각각
8.95±3.83초와 18.84±8.64mm로 나타났다(Table 5).
지금까지의 결과를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건성안의 4가지 진단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건성안군으로 분류한 결과, 전체 대상 중 30명(24.39%)이 건성안군으
로 분류되었으며 93명(75.61%)이 비건성안군으로 분류되었다.
건성안군과 비건성안군에 대해 총 비행시간과 1회 평균 비행시간의 비행관련 인자와
근무지가 Bunker인지 혹은 하루 4시간 이상의 컴퓨터 작업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의 근
무 환경 인자와의 통계학적인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근무 환경적인 요소가 비행관련
요소보다 전투기 조종사의 건성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고

Ⅳ

찰

눈물막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지방층을 포함하여 수성층, 점액층의 모두 세층으로 이
루어지며 각막과 결막의 여러 세포에 수분과 산소를 공급하며, 항균작용 및 유해한 자극
에 대한 희석 및 보호작용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안구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안구표면을 유지하는 것은 시력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방어기전이 필요하다. 눈물막은 이 방어기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눈물막의 이상이 건성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93~1994년도 건성안 임상시험에 관한 미국 국립 안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
NEI/Industry Workshop)에서는 건성안을 '눈물의 부족 및 눈물막의 과도한 증발로 노출
된 눈꺼풀틈새의 안구표면 손상으로 눈의 불쾌감 및 자극증상을 일으키는 눈물막의 질환'
-34-

전투기 조종사에서 건성안(안구 건조증)의 유발요인 : 박종화

으로 정의하고 있다.1 그러나 최근 눈물의 생성과 배출이 안구표면, 눈꺼풀 그리고 눈물
샘이 신경되돌림회로(neural feedback loop)와 연결되어 새로운 눈물을 생성하고 안구표면
으로부터 사용된 눈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지닌 하나의 통합된 단위(Integrated ocular
surface/lacrimal functional unit)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2 이러
한 눈물샘의 기능적 단위에 이상이 생기면 눈물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불안정한 눈물
막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안구에 자극증상이 생기고 상피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눈
물의 생성이 감소하면서 눈물 청소율이 떨어지고 안구표면에 여러 염증성 매개체들이 나
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반응이 시작되어 건성안이 발생하게 된다는 면역학적 개념에
기초한 염증성 질환으로써 건성안을 이해하게 되었다.3,4)
건성안의 진단에서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건성안에서 관찰되는 소견
은 실모양체(filament), 눈물띠(tear meniscus) 높이 감소, 눈물띠 부유물(meniscus
floater), 점액가닥(mucus strand)등이 있다. 이 중에서 실모양체는 주로 건조에 의해서 형
성되며, 각막표면에 붙어 있어 심한 자극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종사들에게 발생한다
면 임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검사상 각막표면에 실
모양체가 관찰된 전투기 조종사는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가장 많이 관찰된 소견은 각막
미란(corneal erosion)이었는데, 각막미란도 적절한 치료 없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각막에 반흔을 형성하여 시력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인 안과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건성안에서 안구 자극 증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안구표면에는 건조함을 느끼는
특이적인 감각기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각자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을 호소하는 조종사중 뻑뻑하다는 느낌의 건조감(dry eye
sensation)을 호소하는 경우가 9.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비눗물이 들어간 듯한 작
열감(burning sensation)을 호소하는 경우와 이물감(foreign body sensation)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성안의 진단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진단방법 중 눈물막 파괴시간의 감소는 눈물막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Lemp et al5의 보고에 의하면 형광염색액을 이용한 눈물막 파괴시간
의 측정은 믿을 수 있고 재현성 있는 검사이며, 10초 이하인 경우 비정상이라 한다. Norn
et al6의 보고에서는 눈물막 파괴시간이 정상인에서 평균 30초지만 변이가 심했다고 했으
며, 국내에서는 Lee et al7이 건강한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눈물막 파괴시간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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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자의 평균은 13.59±4.62초였고, 여자의 평균은 13.15±4.03초였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평균 눈물막 파괴시간은 8.95±3.83초로 나타났
다. 절대적인 수치의 의미가 가지는 중요성이 비교적 떨어지며, 눈물막 파괴시간이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조종사들의 눈물막 파괴시간이 상대적
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조종사들이 건성안에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
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임상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쉬르머 검사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눈물 생성량의 측정 방법이다. 일정시간 동안 검사
지에 눈물이 젖은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정확성이 떨어지고 변이도와 재현성이 나쁘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그러나 검사의 편이성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는 건성안의 진단을 위해 눈물막 파괴시간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8-10) 점안 마취를
하는 경우를 쉬르머 II, 점안 마취를 하지 않는 경우를 쉬르머 I 검사라고 한다. Van
Bijsterveld11는 쉬르머 I을 이용해 5분간 5.5mm가 젖는 것을 경계로 수성눈물 결핍을 진
단하였는데, 이 결과 건성안 환자의 83%에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번 조
사에서 나타난 조종사들의 쉬르머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건성안 환자의 유병율은 14~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인
종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특히 동양인과 히스패닉계에서 건성안의 유병율이 더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의 17%가 건성안으로 진단되
기도 하였고,15) 대만에서의 한 연구는 1361명을 대상으로 하여 33.7%의 건성안 유병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13) 이러한 유병율의 차이는 건성안의 진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조종사들 중 24.39%가 건성안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비행환경과 관련하여 항공기 조종
사와 승무원들에서 건성안의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이
다.16,1 )
건성안은 환자 개인의 안구표면 상태나 눈물분비의 변화, 눈물의 증발량 증가 등으로
내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지만, 환경요인이나 콘택트렌즈, 장기간의
모니터 사용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질환이다. 특히 항공기의 경우 낮은
습도와 높은 온도로 인하여 건성안의 증상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투기의 경우에도 민간 항공기와 비교하여 조종석이 좁은 공간에 위치하면서, 캐노피에
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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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외기와 폐쇄되어 있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종사들이 시기능을 고도
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점과 급격한 기압변화에 자주 노출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안구 자극과 눈물층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의 건성안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과 Bunker근무였다. 군내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되면서 조종사들의 컴퓨터 이용 시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도
한 컴퓨터 작업은 visual display terminal(VDT)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건조, 결
막충혈, 이물감, 따가움, 피로감, 두통 등과 같은 안과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18) 이 중
에서 안구건조는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눈깜박임 횟수의 감소와 안검열의 확장으로 인
한 눈물의 빠른 증발 및 눈물 분비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건성안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19-21) Bunker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기의 순환 장애가 발생하며
습도와 온도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근무자들의 비강과 인두 점막, 안구, 호
흡기계에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본 연구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건성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
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건성안
을 이해하고 악화요인을 포함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검사 대상이 전체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던 점과 수송기, 정찰기, 헬
기와 같은 공군에서 운용중이 다른 항공기 기종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이 추가적으로 필요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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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ry eye related ocular symptoms in our questionaire
Dry eye symptoms

1) Foreign body sensation
2) Burning sensation
3) Ocular pain
4) Itchiness
5) Dry eye sensation
6) Epiphora
Table 2. Demographics of pilots
Demographics

o. of pilots
Ages (years)
Total flying hours
Mean flying hours
N

F-4

39
31.35±0.42
1049±121
1.05±0.01

F-5

61
29.73±0.84
892±85
0.97±0.01

F-16

23
33.45±0.74
1705±148
1.01±0.01

Total

123
31.51±0.67
1215±118
1.01±0.01

Table 3. Number of pilots with dry eye related ocular findings
Types

or eal erosion
Corneal filament
Meniscus floater
Mucous strands
Normal finding
C n

F-4

3
0
1
0
35

No. of pilots
F-5

4
0
0
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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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2
0
0
1
20

Total (%)

9 (7.3)
0 (0.0)
1 (0.8)
3 (2.4)
110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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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of pilots with dry eye related symptoms
Types

Foreign body sensation
Burning sensation
Ocular pain
Itchiness
Dry eye sensation
Epiphora
No symptom

F-4

0
1
1
0
3
0
34

No. of pilots
F-5

2
3
0
0

F-16

Total (%)

1
48

1
0
0
1
2
0
19

3 (2.4)
4 (3.3)
1 (0.8)
1 (0.8)
12 (9.8)
1 (0.8)
101 (82.1)

F-5

F-16

Total

7

Table 5. Tear break-up time and Schirmer test
Types

F-4

TBUT (sec)
9.23±3.01
8.58±4.81
9.03±3.67
Schirmer test†(mm)
18.92±7.46 18.36±10.42 19.25±8.04
*TBUT : Tear break-up time
‡Schirmer test : Schirmer test without anesthesia (Schirmer test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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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83
18.8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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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dry eye
Risk factors

Dry eye group

o. of pilots
30 (24.39%)
Flight environmental factor
Total flying hours
1266±101
Mean flying hours
1.02±0.01
Office environmental factor
Bunker (No.)
9
VDT ≧4 hours (No.)
7
* VDT : Visual display terminal
†Student t-test
‡Chi-squre tes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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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ry eye group

P value

1149±89
1.00±0.01

0.508†
0.635†

0
1

0.021‡
0.037‡

93 (7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