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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viation sector, it is recommended to adopt an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tc.) and to apply a related
system in each organization. Among them, fatigue management recommend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 operating as part of SMS proactive risk
management. Advanced aviation organizations are developing and applying various
related risk assessment techniques that conside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apply
scientific and systematic FRMS. Among which the biomathematical fatigue model (BFM)
are representative. The Bio-mathematical Model is designed to represent the level by
converting it into a simple numerical score, taking into account various related factors
for the measurement object. The BFM is tool to predict the level of fatigue of the
crew based on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fatigue. The
Biomathematical Model is used as a scientific approach that promotes the transition
to a performance-based safety management. In this study, the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BFM developed and applied in the aviation field are to be reviewed.
First, FRMS was considered within the SMS framework,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methods of the BFM were examined, and finally,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BFM was suggested.
Keywords: Fatigue, Risk, Safety, Model

I. 서

론

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 피로관리 이슈
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항공 분야는 각 체약국과 항공조직이

항공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인적 요인(human factors)이며,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Federal

사고 유발 인적 요인의 생리학적 요인 중에서는 피로가 가장 높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등과 같은 국제항공기구로부터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이유

정해진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을

로 항공 분야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 요인의 체계적인 관

채택하고 관련 시스템을 적용 운영하는 것을 권고받고 있다[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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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피로 관리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따라서, 항공 조직에서는 규정으로 정해진 비행 시간 및 휴식시간

system, FRMS)을 통해 SMS의 선제적 위험관리 일환으로 관리할

에 대한 시간 규정이나 FRMS 운영 규정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하

것을 권고받고 있다[3,4].

여야 한다.

위험관리의 핵심 과정은 위해 요인 식별(hazards identifica-

FRMS 구조는 SMS의 4개 기본요소(4 pillars; 정책, 위험관리,

tion)과 식별된 위해 요인의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절차(risk

보증, 촉진)를 준용하여 설계, 적용되어야 하며, FRMS 운영 시에

management process) 적용이다[5]. 위험관리 절차 적용에 있

는 과학적 원리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FRMS 구축, 피로관련 안

어서 우선적인 요구사항(requirement)은 위험 평가를 위한 체계

전 위험요소 및 위험의 상시적 식별, 위험요소 및 위험 완화를 위

화된 절차와 객관적인 위험 평가 도구(tool) 마련이다. 비행 승무

한 즉각적 필요조치 실행, 피로 위험 완화 조치 효과에 대한 지속

원의 FRMS 운영에 있어서 피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피로위험

적인 감시 및 정기적인 평가, 그리고 운영 중인 FRMS의 전반적인

관리 절차와 피로 위험 평가 도구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선진항

성과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공 조직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FRMS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

다[9].

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련 위험 평가 기법을 개발 적용 중
인데, 그 중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bio-mathematical fatigue
model, BFM)이 대표적이다[6].

1. 피로 안전 정책
피로 안전 정책은 피로관리를 위한 조직의 약속 선언, 관련 문

BFM은 측정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간단

서화 과정과 피로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한 수치 점수로 변환, 수준을 나타내도록 설계되며, 수행도 성과

하며, FRMS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의 정책 선언 및 조직 내ㆍ외

기반(performance-based)의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과

업무 조율로 정의된다. 피로 안전 정책은 운영자와 조직구성원 간

학적 접근 방식으로써 활용된다. 피로에 대한 BFM은 피로에 기

책임 분담에 대한 최소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포함되어

여하는 요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승무원의 피로 수준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책임 공유, FRMS 운영을 위한

을 예측하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BFM은 실험실 실험 기반으로

안전 목표 지정, 피로 위험관리 조직의 책임 임원(관리자) 지정, 관

개발되며, 현장 적용을 통해 실증되어 적용된다. BFM의 대부분은

련 부서 및 조직의 모든 구성원 간 피로 관련 정보 공유, 피로위험

작업 기간(비행 시간) 동안 수행할 작업 유형(작업 관련 사항)을 생

에 관한 효율적 안전 보고 시스템 운영, FRMS 운영 시 적절한 자

리학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대표적인 요인은 수면(sleep)과 일주

원 제공, FRMS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약속 선언, 모든

기 생체리듬ㆍ시계(circadian rhythmㆍclock)이다[7].

관련 직원을 위한 명확한 신뢰체계 제시, 그리고 타당하고 적합한

본 연구에서는 항공 분야에서 개발 및 적용 중인 BFM에 대한 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토 등이다.

근까지의 동향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FRMS를 SMS

FRMS 문서화는 피로 안전 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및 변경

의 틀 안에서 고찰하고, BFM의 특성과 적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

사항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문서화 범주는 다음과 같다.

으로 BFM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FRMS 정책 및 목표, FRMS 수행과정 및 절차, 의무/책임 관련 과

Ⅱ. 안전관리시스템과 피로 위험관리
전통적인 피로관리 방식은 노동(비행) 시간 제한이라는 개념으
로부터 유래되어 일간, 월간, 연간을 기준으로 한 최대 비행 및 근

정 및 절차에 대한 승인, 모든 관련 직원의 지속적인 개입을 위한
메커니즘, FRMS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요구사항 및 출석 기록,
비행시간, 실제 비행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및 편차 발생의 사
유, 그리고 수집된 피로 관련 데이터, 권고사항, 수행된 활동을 근
간으로 한 FRMS 성과 등의 사항이다.

무시간의 제한과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사이의 최소 휴식시

FRMS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피로관리 활동

간을 보장하는 획일적인 접근 방식이다. 반면 FRMS는 피로의 기

을 하는 조직(fatigue safety action group, FSAG)을 구성할 필

전과 현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설계되기 때문에, 기존의

요가 있다. FSAG의 주요 기능은 FRMS 문서화 및 보존 업무, 피

피로관리 시간 규정에 비해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는데,

로 위험 과정 관리, 피로 안전 보증 과정 기여, 피로 안전 증진 과

이는 FRMS 도입을 통해 피로 유발 요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

정에 대한 책임 등이다. FSAG 규모와 구성은 조직의 형태에 따라

적되면서, 운영 상황의 차이와 승무원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집단(관리자, 일정 관리 직원, 승무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8].

원 대표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에
서 요구하는 SMS와 FRMS는 항공 조직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이

2. 피로 위험관리

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피로관리 규정은

피로 위험관리 과정은 SMS 수행상 승무원의 피로와 관련된 위

비행 시간, 비행 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의 제한 등 시간

험관리가 초점이며, 따라서 SMS상의 위험관리 과정과 동일한 절

규정 사항이 대표적이며, 또한 시간 규정 사항 이외 FRMS 운영

차를 따르며 피로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다.

절차의 내용을 이에 더하여 함께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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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대상 업무 확인

대로 기능을 하는지, FRMS 정책에 정의된 대로 안전 목표를 충족

피로 위험관리를 어떠한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단계

하는지, 그리고 규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피로

이다. 모든 운항 관련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특별한 업무에만 적

관련 위험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변화(위험요소)와 피로 관련 위험

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작업(비행) 유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영역을 인지하는 활동이다.

에 따라 다양한 피로 위험 통제 및 완화 전략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FRMS 안전 보증 과정은 위험관리 활동의 수행으로 축적된 다
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감시 및 측정된 안전성과 지표를 설
정함으로써 FRMS의 전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

2) 2단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피로 관련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및

4. 피로 안전 증진

분석하는 단계이다. 피로 위험 데이터와 정보는 관행적 비행의 위

FRMS 피로 안전 증진 과정은 FRMS의 핵심적인 운영활동을 뒷

반 결과 분석 자료와 근무시간 규정, 안전 보고 제도(자율 및 의무

받침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계획 등이다. FRMS는 조직

보고) 데이터 중 피로 관련 자료 등 다양한 항목들이 사용되어야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의존하며, 관련된 모든 직원들

한다.

간의 FRMS의 안전한 수행과 활동성에 대한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조직 구조에 따라 FSAG, SMS, 또는 FRMS

3) 3단계: 위험 식별

의사소통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로부터 시작되며, 이들과

위험 식별은 피로와 관련된 위험 예측 과정, 위험 예방 과정, 그

승무원 및 관련 직원들은 피로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이고

리고 위험 반응 과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계이다. 그 결과 자료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는 과학적으로 유효한 원리와 측정에 기초한 데이터 주도 방식으

항공기 사고의 예방은 피로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하고, 이를 위

로 FSAG가 피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해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와 피로에 대한 이해가 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하며, FRMS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
다[10]. 그로 인하여 FRMS에서의 각자 역할에 대한 책임을 맡을

4) 4단계: 위험 평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FRMS 교육 내용에는 피로

식별된 피로 위험에 대해 위험의 확률과 심각성 수준을 고려하

에 대한 수면관리와 일주기 생체리듬ㆍ시계 영향 등 과학적 원리,

여 평가하는 단계이다. 장비손상 또는 손실 평가 및 피로 위험 완

FRMS에서의 개인적인 역할과 업무 외 개인의 삶과 연관 관계 등

화 필요성 결정 과정은 각 조직의 고유 기준을 따르며, 조직 특성

이 포함된다. FRMS 교육은 피로에 대하여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

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으로 수행해야 할 상항을 인지하도록 하며, FRMS 운영에 있어 책
임과 권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5단계: 위험 완화
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와 완화 전략
을 선택 및 수행하는 단계이다. 완화 전략은 연속 야간비행을 허

Ⅲ.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

용하지 않게 내부 규정을 설정하거나, 연속 야간비행일정을 금지

대부분 항공 조직의 FRMS 적용은, 피로 위험관리 과정을 잘 따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적용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입 가

르고 있지만, 피로 위험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도구에 대한

능한 승무원을 보유하는 등의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피로

적용은 미흡하다[11]. 피로 위험 평가 도구는 FRMS을 운영하는

위험 요인 통제 및 완화 수행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스케쥴 관련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평가 도구로서 적용

지표(피로 위험/안전성 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활동 전략이 있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평가 도구의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이

[3].

슈 중 하나이다. 피로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조종사 등 관리 대상
의 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6) 6단계: 완화 조치의 효과 관찰

하는데, 피로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평가를 위한 시간 부족과

피로 관련 지표를 통해 통제 및 완화 전략의 효과를 관찰하는 단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선진 항

계이다. 이때 통제 및 완화 전략의 효과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

공 조직에서는 체계적 피로 위험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개발된

니라면, 피로 위험관리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BFM을 피로 평가 모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3. 피로 안전 보증

을 통해 실증되어 적용된다. 피로에 대한 BFM은 피로에 기여하

일반적으로 BFM은 실험실 실험 기반으로 개발되며, 현장 적용
FRMS 피로 안전 보증 과정은 FRMS의 일상 업무의 일부로, 전

는 요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승무원의 피로 수준을 예

체적인 FRMS가 얼마나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검열,

측하는 도구이다. BFM은 측정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요인을

확인, 모니터링 등)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데, FRMS가 의도한

고려하여 간단한 수치 점수로 변환, 피로 위험 수준을 나타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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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는데, 일반적으로 피로 위험 체크리스트(워크카드, work

서 활용하는 상용 프로그램인 Fatigue Audit InterDyne (FAID)

card)나 설문 형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Quantum이 있다[15]. 다섯 번째, 군 항공 분야로써, 미 공군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BFM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첫째

Aviation Operation Risk Management (AvORM)에서 적용되

로, 영국 Health & Safety Executive (HSE)에서 산업현장 교대

고 있는 피로 위험 평가 지표가 있다[16].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

근무자 피로도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Fatigue Risk Index (FRI)

의 경우는 Korea-Operation Risk Management (K-ORM) 시

를 들 수 있다[12]. 두 번째,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스템에서의 위험 평가 항목 중 피로 위험을 측정하고 있는데, 조

Administration, NASA)에서 개발된 피로에 의한 업무 부담

종사의 수면시간, 근무시간 등과 같은 피로 관련 확인 항목이 포

(workload)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Task Load Index (NASA-

함되어 있다[17].

TLX)가 있다[13]. 세 번째, 민간 항공 분야의 경우, 피로 조사 체
크리스트 형식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협회

1.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 고찰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피
로 위험 평가 도구가 있다[14]. 네 번째, 다수의 민간 항공 분야에

1) FRI
FRI는 Spencer 등(2006) [12]에 의해 개발되어 영국 HSE에 의
해 채택된 도구로서, 피로 위험과 관련된 실질적인 근무시간, 휴
식시간,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피로에 영향을 주는 업무 부담,
작업 시 주의 정도,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해서 간편하
게 계산하는 피로 계산기이다(Fig. 1).
FRI는 워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적용은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있고, 교대 근무 형태를 취하는 직업군에 적용되고 있다. 항공 분
야의 경우, 정비 작업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FRI의 결과는
주관적 각성도 평가 결과와 병행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피로 위험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NASA-TLX
NASA-TLX는 1980년대 초반에 NASA에서 개발한 주관적 직
무 난이도 평가 방법으로, 수행도 평가와 함께 측정되는 설문 도
구이다[18].

Fig. 1. Fatigue Risk Index assessment form. Adapted from

the article of Spencer et al. (The development of a fatigue/
risk index for shiftworkers. Research report 446. 2006)
[12].

인적 수행도 저하는 상당한 양의 인지적 부하(cognitive demand)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며, 작업자의 느끼는 수행도 저하
는 평소 경험하는 직무의 난이도의 평가 결과의 변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직무 난이도 평가는 피로에 의한 업무 부담의 간접적인

Table 1. NASA-TLX assessment factors descriptions
Title

End point

Description

Mental demand

Low/High

How much mental and perceptual activity was required (e.g., thinking, deciding, calculating, remembering, looking,
searching, etc.)? Was the task easy or demanding, simple or complex, exacting or forgiving?

Physical demand

Low/High

How much physical activity was required (e.g., pushing, pulling, turning, controlling, activating, etc.)? Was the task
easy or demanding, slow or brisk, slack or strenuous, restful or laborious?

Temporal demand

Low/High

How much time pressure did you feel due to the rate or pace at which the task or task elements occurred? Was
the pace slow and leisurely or rapid and frantic?

Performance

Good/Poor

How successful do you think you were in accomplishing the goals of the task set by the experimenter? How
satisfied were you with your performance in accomplishing these goals?

Effort

Low/High

How hard did you have to work (mentally and physically) to accomplish your level of performance?

Frustration level

Low/High

How insecure, discouraged, irritated, stressed, and annoyed versus secure, gratified, content, relaxed, and
complacent did you feel during the task?

NASA-TLX: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Task Load Index.
Adapted from the article of Dey and Mann (Ergonomics 2010;53:848-85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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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으로서, NASA-TLX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고, Appleton Institute (Brisbane, QLD, Australia)에서 다년

NASA-TLX에서는 정신적 요구(mental demand), 신체적 요

간 축적된 통계치를 활용하여 피로를 예측하는 모델로써, 총 근무

구(physical demand), 시간적 요구(temporal demand), 수행

시간에 대한 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Fig. 3) [19]. 현재 FAA, 호

도(performance), 노력 수준(effort), 좌절 수준(frustration)의

주 Virgin Australia, 미국 Delta Airlines 등의 조직에서 FAID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업무

Quantum을 사용하고 있다. FAID Quantum은 인구통계적 치수

부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1). NASA-TLX는 조종사나

를 근거로 둔 상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만으로 예측 피

관제사 등의 실험실 기반 업무 부담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로도를 산출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만, 개인의 건강, 수면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로도 산출은 제한적이다.

3) IATA 피로 지표
IATA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 위험 지표 항목은 수면시간의

5) 미 공군 ORM

부족으로 나타나는 수면 빚(sleep debt) 영향, 깨어 있는 시간

군 항공분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 임무분야에서 적용되는 위험

(wakefulness), 시차와 생체리듬 관련, 그리고 비행에 관련된 업

관리 도구인 미 공군의 AFI 90-802의 ORM을 들 수 있다[20]. 피

무 부담등이다(Fig. 2).

로관리는 ORM 적용 일환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데, Miller 등

IATA의 피로 지표는 피로 체크리스트(워크카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피로 위험 지표 항목은 위험 완화 대책과 연관하여 관리

(2005) [21]에 의해 개발된 피로 Check-card 도구가 있다(Table
2).

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ATA에서는 관련 지표
를 항공협회 회원 조직이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로 Check-card 도구는 Hursh 등(2004) [22]에 의해서 미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가 공동으로 개발된 피로관리 도구

4) FAID Quantum

인 SAFTE (Sleep, Activity, Fatigue, and Task Effectiveness)

FAID Quantum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

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도구이다. 생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 위해 입력 변수를 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으로 단일화하

적용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어떤 모델보다도 객관적이다(Fig. 4).

Type of shift/specific duty: CGN-TFS-CGN: Check in 1600LT, Checkout 0300LT; FET: 11:00 h
Worst case:

Mitigated

Previous night sleep ** reduced<4 h (night:22-08LT)

1**

1**

Previous night sleep ** reduced>4 h

1**

0

Reduced night sleep>4 h before previous night ***

1***

0

Previous night duty ** (day sleep only)**

Workload

Circadian factors

Wakefulness

Sleep debt

Fatigue factor:

1**

0

Time since awake>2 h prior C/I*

1

1

Time since awake>6 h prior C/I*

1

(1)

Time on task>10 h (FDT)

1

1

Time on task>12 h<14 h (FDT)

--

--

Circadian disruption>4 h **

1

0

Flight after 2300LT or last landing during darkness

1

1

Flight time<2 h during WOCL

1

1

Flight time>2 h during WOCL

--

--

3 or 4 consecutive flights/sectors

--

--

5 or 6 flights / or 3 flights during night

--

--

Known hassles

--

--

Training flights

1

0

11

6

Sum of fatigue factors
Assessment of fatigue factors:
0~3 relevant factors: accept
4~6 relevant factors: check
7~9 relevant factors: mitigate
>10 relevant factors: not acceptable

Comments:
st

Not relevant if 1 duty day
Avoid previous day checkout after
midnight
Avoid previous day checkout after
midnight
Avoid previous day checkout after
midnight

Recommend nap before duty
FDT>10 h at night (!)

Previous duties shall be late duties

Avoid training on this duty

* Crew member s responsibility
** Depending on preceding duty
*** The night before, 2 consecutive
nights are relevant

Note. Factors are not fully weighted! Most important factors are sleep debt, wakefulness, circadian factors then workload, in this order.

8

Fig. 2. Fatigue assessment factors
sample. Adapted from the article of
IATA (Common protocol for minimum data collection variables in
aviation operations. 20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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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ID Quantum score table
- result FAID score. Adapted from
the article of InterDynamics (FAID
Quantum User Guide http://www.
interdynamics.com) [19].

6) 한국 공군 K-ORM

과 관련된 항목은 타입 존 변경(time zone changes), 승무원 수

K-ORM에서는 피로 관련 위험 평가를 초과 근무, 수면시간(전

(crew member, composition), 비행 중 휴식공간(inflight rest

일, 누적 수면시간) 등 피로관련 지표를 통해서 비행 분야를 중심

facilities)로 bunk, seats 등의 유무와 비행 구간 수(multiple

으로 적용하고 있다(Fig. 5). 미 공군의 AvORM와 같이 피로 체크

sectors), 그리고 업무 부담 등이 있다. 개인적인 관리 항목은 개

리스트(워크카드)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피로 요인 항목에 식

인의 수면 습관(habitual sleep duration), chronotype, 출퇴근

사, 약물, 음주 여부와 기타 근무 횟수 및 일일 비행횟수 등 피로

(commuting) 항목이 있다.

관련 요인의 종합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미국 및 한국 ORM에서 적용하고 있는 피로 위험 평가 항목은
사전ㆍ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면시간과 작업 관련된 항목

2. 생체수리적 피로 모델의 적용 방안 및 한계점
전 절에서 고찰한 BFM은 피로 위험 지표 항목이 모델별로 차
이가 있지만, 피로 관련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면시간과 작업 관련
피로 항목(factors)을 포함하고 있다.

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피로 위험도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초과 근무, 음식 및 물 섭취 여부에 따라 위험
도를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활용한 측정 결과는 비행(작업) 스케쥴링, 작업/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2014) [6]의 연구 결과에

휴식 시간 조정, 개인별 피로 예측, 비행(작업) 훈련 계획, 그리고

따라 고찰해 보면, 대부분 BFM의 피로 입력 항목은 수면과 비행

피로 안전 조사 등 안전관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

(작업) 스케쥴 항목과 작업 관련 항목, 그리고 개인 관리 항목으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BFM의 적용 효과는 많지만 다음과

로 정하고 있는데, 수행도에 대한 주관적 직무난이도 평가 방법인

같은 제한사항 또한 존재한다.

NASA-TLX 도구와 FAID Quantum 도구를 제외한 대부분 피로
모델은 평가를 위한 입력 항목이 유사하다(Table 3).

첫 번째, 안전관리 측면에서 고찰하자면, 일반적으로 항공 조직
의 경우, 개별 승무원(조종사)의 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

실제 수면(actual sleep timing)은 Actigraphy, 수면 일지

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아닌 것으로

(sleep diary), 수면 다원검사(polysomnography) 등의 측정 도

취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로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가

구를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취한 수면에 대한 것이며, 비행(작업)

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로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BFM

스케쥴은 on-duty shift에 관한 내용을 적용한다[23]. 작업(비행)

의 경우 적용 조직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피로 위험’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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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ir force shift worker fatigue survey sample
Rating

Length of prior wakefulness (LPW)
LPW ≤16 h

1

16 h≤LPW<19 h

3

LPW >19 h

5

Amount of prior sleep for the preceding 72 h (APS)
APS ≥21 h

1

18 h≤APS<21 h

3

APS <18 h

5

Time of mishap (TOD)
0600<TOD≤2200 h

1

2200<TOD≤0100 h

3

0100<TOD≤0600 h

5

Number of night shifts in preceding 30 days (NNS)
NNS ≥15

1

8≤NNS≤14

3

NNS <8

5

Time zone change and days in zone

Mean speed (as a % of baseline)

Fatigue survey element

110

PVT speed chronic restriction adaptation

95

80

65

50

9 hr
7 hr
5 hr
3 hr
SAFTE/FAST
T1 T2 B

2

R =0.94

E1 E2 E3 E4 E5 E6 E7 R1 R2 R3
Day

Fig. 4. SAFTE (Sleep, Activity, Fatigue, and Task Effective-

ness) model. PVT: psychomotor vigilance task. Adapted
from the article of DoT & DoD, 2015) [22].

마지막으로, 개인 차이의 고려이다. 실제로 BFM은 제한된 실험

[Any time change (h)/days in zone] <3

1

Time change of 6 to 12 h and days in zone >1

3

Time change of 6 to 12 h and days in zone ≤1

5

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로와 관련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가

Injured; impeded by poor interface design

1

인의 특성은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훈련 수준, 체력

Distraction

2

Poor planning; bad decision

3

차이, 결혼 유무, 인종 및 민족성, 그리고 성격 등에서 개별 차이를

Slow reaction time

4

Fell asleep; dozed off

5

Types of human errors associated with mishap

Estimated exertion across the work period of interest

대상 개인으로부터 얻은 평균적인 측정 결과와 그 위험등급을 기
쉽지 않다. 또한 BFM을 유효하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개

만들어 내며, 또한 어린 자녀 유무, 장거리 출퇴근, 생활고로 인한
부업 병행,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가활동(취미생활), 사별, 이사,
또는 이혼 등과 같은 개인 및 생활환경 요인으로 인해 피로 및 스
트레스가 영향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안전관리 운영에

No exertion at all or extremely light

1

Very light or light

2

Somewhat hard or hard (heavy)

3

직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

Very hard

4

Extremely hard or maximal exertion

5

요하다.

있어서 피로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iller et al. (Air force shift worker fatigue
survey. Report No.: AFRL-HE-BR-TR-2005-0128. 2005) [21].

Ⅳ. 고찰 및 결론

확한 기준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의 특

상 피로에 노출되며, 피로는 사고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성을 고려하여 피로 위험관리 모델이 개발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조직의 필수적인 과업이다[23].

나날이 변화하는 비행 임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종사는 항

조직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프로그램) 내에서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 조직에서의 피로 관리는 비행시간 및 휴식시간의 제
한을 통한 규정적 관리 적용이 대부분이었고, 피로도 위험 측정을

두 번째, BFM이 만성적인 피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반으로 한 FRMS의 적용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비행시간과 휴

다. 모델 대부분이 작업(임무)과 관련된 급성적인 피로 효과를 우

식시간의 고려는 스케쥴 관련 지표로써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실

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급성적인 피로 효과는 과대하게 평가

제 비행 후 비행 시 나타나는 피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지표로

하는 반면 만성적인 피로의 효과는 고려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

써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짧은 구간이지만 비행횟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위험 증가는 비정상적 작업

많은 경우와 높은 피로가 확인되는 장거리 구간으로의 비행(연속

일정에 따른 누적된 피로(만성피로)로 인한 것이 급성적인 피로에

야간비행) 등이 고려사항이며, 기상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

의한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해 심각하게 지연된 비행으로 인한 비행시간 증가와 근무 중 감

된다. 그렇기 때문에 BFM에서 만성적 피로를 측정하는 항목을 면

소된 휴식시간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BF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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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Fatigue risk factors

GREEN(0)

MID

HIGH

YELLOW(1) ORANGE(2)

2 time

3 time

More than
4 time

Hours of sleep for the last 3 days (72 hours)

>18 hours

15~18 hours

<15 hours

Waking hours for the last 45 days (36 hours)

<23 hours

23~28 hours

>28 hours

Hours of sleep for the last 12 hours

>6 hours

4~6 hours

<4 hours

Good

Mid

Bad

Number of emergency stand-by during the past week, staff duty
Number of do duties

Quality of sleep

Score
Additional categories

Risk level

Early, late working hours: coming to work early or overnight flight

+0.92

Overtime: overtime to prepare for flight

+0.88

Food intake: breakfast

+0.1

Water consumption: more than 1L of water consumed per day

+0.8
Final score**:

** Final score (fatigue results)
- Over 9: Critical level
- 7~8: High level
- 4~6: Mid level

Cancellation

Fig. 5. Korea Air Force fatigue assessment sample. Adapted from
the article of Kim and Lee (J Korean Soc Aviat Aeronaut 2019;27:4753) [18].

Consider cancellation or provide reinforcement
Adjust level of difficulty

- 1~3: Low level

Briefing: Check related items

- 0: No noticeable

Normal operation

Table 3. Comparison of the biomathematical fatigue model input
FRI

IATA

AvORM (SAFTE)

K-ORM

Actual sleep timing

-

O

O

O

Work schedule

O

O

O

O

Work related

O

O

O

O

Time zone changes

-

O

O

-

Crew composition

-

-

-

-

Inflight rest facilities

-

-

-

-

Multiple sectors

-

O

-

-

Workload

O

O

O

O

Individualization

O

O

O

O

Habitual sleep duration

-

O

O

O

Chronotype

-

O

-

-

Commuting

O

-

-

-

FRI: Fatigue Risk Index, IATA: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Association, AvORM: Aviation Operation Risk Management, SAFTE: Sleep, Activity, Fatigue,
and Task Effectiveness, K-ORM: Korea-Operation Risk Management.

이다. 예를 들어 BFM 이외 자가보고식 피로 측정 도구(예를 들어,
졸림 정도, 피로 정도)를 이용하고, 자율 안전 보고 제도상에서 피
로 관련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주기적인 피로 설문에
의해서 피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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