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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COVID-19 crisis hit air transport, the whole aviation industry
was affected. The change in the behavior of passengers following the COVID-19
crisis, travel restrictions and the ensuing economic crisis have resulted in a dramatic
drop in demand for airline services. The COVID-19 pandemic, with all its associated
consequence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pilots, which could impact operational safety.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flights has decreased, pilots are exposed to high levels of psychological stress
such as job instability, reduced income and increased risk of infection during flight
work. Psychological stress lowers work performance and threatens aviation safety.
The pilot needs mental health manage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ut
psychological support is weak. For pilot mental health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about mental health and to continuously respo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oster a safe and trustworthy culture in which mental health issues are
discussed freely and solved together without hiding them. They should als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peer support program that is easily accessible and that allows
pilots to discuss their issues with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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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감추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항공산업에 막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가 줄고 조종사들

한다. 또한 조종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심하고 자신의 문

은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및 비행 업무 중 감염 위험 증가와 같은

제를 논의할 수 있는 동료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업무 수
행 능력을 저하시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1]. 조종사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나
심리 지원은 미약한 상태이다.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II. 본

론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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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상태이다.

2011년 미국 항공우주의학협회(The Aerospace Medical Asso-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조종사 직종의 특수성과 근무

ciation)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영국 민간항공청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종사들이 비행업무를 수행하기

에서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전세계 항공기 사고 중 의학적 요

위해서는 비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기적으로 항공 신체

인에 의한 치명적인 민간 항공기 사고들을 분석해 보니 가장 흔한

검사를 받고, 항공 전문의사로부터 항공 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

원인이 마약이나 정신과 약물 및 알코올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

받아야 한다. 아무리 비행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도 건강에 문제

와 관련이 있었다.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항공기 사고를 일으

가 생기면 비행업무를 할 수 없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항공 신

키는 중요한 요인이다[2].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뚜렷하게 눈으

체검사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때론 정신질

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업무 능력을 서서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심

환의 기왕력만으로도 영구적으로 비행이 불가하기도 하다. 따라

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또한 정신과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서 조종사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감추고 싶어 한다. 정신질환에 대

이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

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진료를 꺼리기도 하고, 항공 신체검사에

내는 것을 꺼려한다.

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 진료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조종사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항공산업뿐 아니라 전세계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글로벌 항공여객 실적은 급감하고, 항공운
송 시장과 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
하다.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유럽 조종사 동료 지원 협회(European Pilot Peer Support Ini-

첫째, 조종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신

tiative)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가 항공 종사자의 정신건강에

건강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 또한 누구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산업은 코로나19 팬데

나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 괜히 불이익을 당

믹으로 인해 국제선 항공 운항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상당

할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감기나 관절염, 고혈

한 타격을 받았으며 항공사 구조 조정, 규모 축소 및 파산에 이르

압 또는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이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

게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항공 종사자에게

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정신건강 문제도 전문가 도

불안,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유발하였으며

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을 다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승무원을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및 비행

르게 바라보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첫

업무 중 감염 위험 증가와 같은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

단추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는 노력과 함

출시켰다[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

께 정신건강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들은 승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요인이 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증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 전세계 9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일시적 정신

의 국가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약

건강 문제는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하고 비

물 남용과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4].

행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

둘째, 조종사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한

ation and Development, OECD) [5]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조종사

2019년과 2020년 불안과 우울증 유병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들은 기본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다. 승객의 안전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안과 우울증 유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스트레스가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많

병률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불안 유병률은 29.5%, 우울증 유병

은 교육과 테스트(test)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교대 근

률은 36.8%로 높게 나타났다.

무와 야간 근무, 시차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또한 피로와

국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수면장애에 노출되기 쉽다. 가족 관계나 사회 생활이 원활하지 못

은 2019년도에 3.2%에서 2021년도에는 18.1%로 약 6배 증가

해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7]. 코로나19 팬데믹은 조종사 스트레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우울 위험군을 살펴보면 여성과

를 가중시키고 있다.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

3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다. 비행이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감염 예방

는 코로나19로 우울 위험군과 자살 생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5

을 위한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업무 중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된

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trauma) 센터를 출범시켜 확진

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이다.

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 지원을 강화하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정신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다[6].

셋째,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조종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

고 있지만 정작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심리지원은 미약

종사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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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조종사들이 정신건강

III. 결

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나 항공안전을 위협하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나 재정 문제, 가족 문제,

는 위험 요인으로 조종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

관계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

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감추지

는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국제조종사협회(International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Federation of Air Line Pilots’ Associations)를 비롯하여 많은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

조종사 단체들과 항공사들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프

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좀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로그램으로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8,9]. 전세계 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요 항공사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조종사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또는 위기 상황 하에 있는 조종사를
동료 조종사가 돕도록 하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조종
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비행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중요하다.
조종사 정신건강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
다. 제도나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프로
그램이 성공하려면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뢰와 확신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나 정부에
서 아무리 좋은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도 조종사가 참여하
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 조종사가 쉽게 접
근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에
대한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 후 후
속 절차가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종사의 근무환
경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조종사들이 주축이 되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내에서도 2015년 Germanwings 추락 사고 이후 조종사 정
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조종사 정신질
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10], 한국항공우주의학
협회에서는 항공 전문의사 및 조종사 건강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
종사 정신질환 상담기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항공 신체검
사 시 조종사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도 조종사 참여율
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조종사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
화되려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고, 상담 프로그
램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적 항공사 중에서 해외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
킹(benchmarking) 해서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준
비하는 시도는 고무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은 항공안
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조종사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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