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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lot fatigue is a great hazard to aviation safety. In recent years, longdistance fights have been increasing and flight hours have been increasing, which
has made fatigue issues import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aviation sectors
(ICAO, FAA, IATA etc.) recommend management of fatigue within the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framework. A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measuring
fatigue is required as a prerequisite to preparing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pilot’s fatigue.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sider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fatigue measurement. First, I aimed to consider recent the accident
cases related to fatigue. Second, I also considered how to measure the pilot’s
fatigue. Finally, the direction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fatigue through fatigue
measurement was developed and suggested.
Keywords: Fatigue, Pilot, Safety management, Risk management

I. 서

론

리항목으로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6].
민간항공 조종사의 주된 피로의 원인은 장거리(장시간) 비행과

항공기사고는 발생시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항공분야는 안전

불규칙한 비행스케줄 등으로 인한 Circadian Rhythm의 교란이

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정착하고 안

며, 군 항공 조종사의 경우는 군 작전 임무환경의 변화로 항공기

전정책(Safety Polic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안전보증

의 장시간운항(체공)하는 임무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항공산업

(Safety Assurance), 안전증진(Safety Promotion) 활동을 체계

의 발전과 군 작전 임무환경의 변화는 항공기의 장시간운항(체공)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1,2].

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항공기사고의 원인 중 인적요인(Human Factors)은 사고의 대

매년 집계되는 항공통계현황을 살펴보면, 민간항공산업의 발전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비행사고 유발 생리학적요인 중

과 항공여행객의 수의 증가로 항공교통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피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항공관련 국제

있으며, 승객 탑승률과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장거리

기구에서는 피로를 중요 관리요인으로 삼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노선은 12시간~14시간을 비행하며, 최근에는 비행시간 20시간

(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을 SMS의 위험관

정도 걸리는 최장거리노선도 운영 중이다[7]. 이와 같이 장시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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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비행시간의 연장이라는 피로요인들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났

으로 관계가 있지 않은 사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부분의 피로관

으며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련 항공사고는 조종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전쟁은 빠른 작전 템포 요구로 인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

피로관련 항공사고 중 국내 민간항공사 2건의 사고(D항공여객기

는 특징과 전투공간이 확장되어 지상•해상•공중•우주•정보

801편(괌), A항공여객기 214편(샌프란시스코))도 포함되어 있다

영역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수행될 것을 예상한다[8]. 현대 항

[11,12]. 본 논문에서는 2건의 국적사 사고사례를 피로관련 사항

공작전 임무특성은 항공기와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전천후

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야간 임무수행은 물론, 장기간 임무진행 및 합동훈련 등으로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첫째, D항공여객기 801편(1997년 8월 6일) 괌 추락사고의 피
로 관련사항을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고찰해보면, 사고는 자정

조종사의 피로는 항공안전에 있어서 커다란 위험요소이다[9].

이후 발생하였는데(한국시간 기준 오전 0시 42분경), 사고 발생시

조종사 피로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

간은 하루 중 각성상태 유지가 어려운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으로는 피로측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

도착시간은 기장의 평상시 취침시간(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측정에 대한 최근까지의 동향과 시사점을

보다 약 2시간 뒤였으며 평소 기장의 신체리듬이 수면상태에 있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피로관련 항공기사고 사례를 고찰하고,

시간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기의 기장은 비행 당일

다음으로, 조종사 피로에 대한 측정방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낮잠 이후 사고 당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깨어 있는 상태였다. 실

피로측정을 통한 피로대응방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로 블랙박스상 CVR 녹취 내용 결과에도 기장의 졸음 및 피로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Fig. 1).

Ⅱ. 조종사 피로와 항공사고

둘째, A항공 214편(2013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
의 피로관련 사항을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고찰해보면, 출두시

1. 피로관련 항공사고

간 및 비행일정에서 사고발생 당시의 시각은 조종사들의 평소 수

CAA (Civil Aviation Authority) (CAP 1756)에서 실시한

면 시간대에 해당하였으며, 사고 당시에 조종사들은 비행 및 판단

NTSB 사고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13년까지 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사고조사기구인 NTSB는 판단하고 있

공기사고 중 항공종사자의 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고

다(Fig. 2). NTSB는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의 비행능력 저하(속

는 26건이었다[10]. 이 중에서 14건이 조종사와 관계가 되는 사례

도•고도조절 실패, 늦은 복행선언 등)이며, 조종사의 피로가 이

이고, 객실승무원(Cabin)과 관계된 사례는 1건, 관제사(ATC, Air

에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Traffic Controller)와 관계된 사건은 2건, 지상 조업자(Ground

그 외 민간항공의 피로관련 해외 주요사고사례 중 ASN (Avia-

Crew member)와 관계된 사건은 2건, 그리고 나머지 7건은 비

tion Safety Network)에 등록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조종사

행관련 임무요원 수행도(Flight Crew Performance)와는 직접적

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7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3].

Fig. 1. Fatigue-related recordings in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CVR
Recording) [NTSB, 1997, AAR-00-01].

www.as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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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tigue-related content in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NTSB,
2013, AAR-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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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tigue [CAA, 2019].

첫째, 스위스 Crossair 3597편(2001년 11월 24일) 충돌사고에

공항을 거쳐 스페인 사라고사 공항까지 운항하는(MKA 1602편)

서는, 해당 항공기 조종사의 사고 발생 전날 비행근무시간은 15시

여정이었다. 기장은 시차로 인해 수면리듬이 깨진 상태로 브래들

간 3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발생 당일 오전에도 학생

리행 항공기 내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

조종사 교육비행을 약 4시간 정도 실시하는 등 조종사 비행스케줄

며, 브래들리 공항에 도착한 후, 약 1시간 42분간의 휴식시간이

관리 및 피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있었으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비행준비를 위해 조종석으로 들

다.

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캐나다 Georgian Express 126편(2004년 1월 17일) 추

넷째, 미국 American Connection 5966편(2004년 10월 19

락사고에서는, 해당항공기조종사가 1월 13일 휴가차 미국 LA로

일) 충돌사고는, 누적피로가 원인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사례

떠나 여행 후 사고 발생 전날인 16일 토론토 공항에 오후 8시 47

이다. 해당조종사는 4일간의 비행일정(1set)을 시작하였고, 사고

분에 도착하였고, 오후 10시 30분경 취침하였으며, 비행 스케줄

는 3일째인 10월 19일 발생하였다. 비행 중 승무원 교대가 제대

관계로 오전 3시 45분에 기상하여 오전 4시 45분 사무실에 출근

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원인이며, 조종사들의 누적된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고 전날 수면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아

피로가 비행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데 기인하였다고 나타났다.

주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섯째, 미국 Pinnacle Airlines 4712편(2007년 4월 12일) 활

셋째, 가나 MK Airlines 화물기 1602편(2004년 10월 14일)

주로 이탈사고를 고찰해보면, 사고발생시간은 자정을 넘긴 시간

사고에서는, 사고 항공편 조종사 비행일정은, 10월 13일(사고 발

이었으며, 조종사들의 누적비행시간은 8.35시간, 누적근무시간은

생 전날) 룩셈부르크를 출발하여 미국 브래들리 공항에 도착한 후

14시간이상, 깨어 있는 동안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

(MKA 1601편), 미국 브래들리 공항을 출발하여 캐나다 해리팩스

타났으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음영상에서도 기장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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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는 것이 나타났다.

전개숙소 등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맞이하는 불편한 수면, 이러

여섯째, 아이슬란드 JetX AEU804편(2007년 10월 28일) 활주

한 심리적 스트레스(Stress)와 환경적(External Condition) 조건

로 이탈사고도 유사한 경우이다. 케플라비크와 안탈리아로 계획

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피로관련 사고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된 비행근무시간은 14시간 15분이었는데 조종사들의 실제근무시

요소들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은 17시간 20분으로, 규정상 최대근무시간인 16시간보다 1시
간 20분 초과되었으며, 또한 두 비행 사이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

Ⅲ. 피로 측정 방법론 고찰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Colan Air 3407편(2009년 2월 12일) 충돌사

1. 피로의 측정

고를 고찰해보면, 해당 항공기 조종사는 평소 오후 10시 잠자리에

조종사의 수행도(Performance) 측면에서 피로측정은 비행시

들어 오전 9시 기상하여 평균 8시간~10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

간과 휴식시간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 및 조직의 피로관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발생 3일전부터 밤샘 근무 및 7시간이

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앞서 고찰한 피로의 원인은 생체리듬(Cir-

상의 비행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cadian Rhythm) 교란과 수면(Sleep) 장애, 개인의 상황과 특성
(Individual Characteristics), 환경적(External Condition) 조

2. 피로의 증상 및 현상

건,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Stress)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수면

사고사례 고찰에서 나타났듯이, 피로 관련 사고원인은 대부분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기억력, 의사결

수면과 근무시간의 내용을 차지하는데, 이로써 조종사 피로의 발

정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 반응시간 등 수행능력에 영향을 준

생요인은 비행 자체의 요인으로서 비행임무강도(Workload)와 길

다. 실제로 수면시간 박탈이 수행능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환경적 요인으로 비행 환

알려져 있다[15]. 수면시간과 수행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참

경조건(기온, 습도, 소음, 조명, 공기 오염 등)과 조종사 개인의 내

고하면, 하루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정신능력이 평소의 30%가 저

적요인인 작업자 의욕, 적성, 숙련도, 건강상태 등이 있으며, 위

하되고, 이틀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60% 정도가 저하된

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수시로 다르게 나타난다

다고 보고되고 있다[16]. 또한 수면부족은 근육협조 운동상실과

[14]. Fig. 3의 CAA (2019) CAP 1756의 자료에 의하면, 조종사

주의력 저하를 일으켜, 활동을 둔화시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와

의 경우 장거리 비행로 시차가 바뀔 경우, 생체리듬/일주기리듬

같게 된다. 또한, 각성 상태가 18시간이상 지속되면 혈중 알코올

(Circadian Rhythm) 교란과 수면(Sleep) 장애로 인한 피로가 작

농도 0.05%와 같은 증상이 되고, 지속상태가 24시간이상 되면 알

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상황과 특성(Individual

코올의 0.1%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저

Characteristics)에 기인하게 된다. 또한 임무 준비 걱정, 파견 및

하된다[17].

Element

Measurement method
Sleep

Actigraphy

Circadian rhythm

Actigraph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leep registry
Post illumination pupil response

External conditions

Electrocardiography (ECG) & blood pressure
Posture
Skin temperature
Ambient temperature
Light
Humidity

Stress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Simple cognition

Reaction test
Psychomotor Vigilance Task (PVT)

Complex cognition

Flight simulator
2-back task

Subjective fatigue

Questionnaire

Eye

Saccadic velocity

Brain

Electroencephalography (EEG)

Heart

ECG & blood pressure

Other

Skin temperature gradient

Contributors to fatigue

Expressions of fatigue

Fig. 4. Overview of techniques included in the protocol [CA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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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 나타나듯이 피로측정에 있어서 수면 관련지표를 측정

주로 사용된다[18,19].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Actigraphy를 활용하여 수면과 일주기

피로의 표출(Expressions)은 단순 과제인 경우 PVT (Psycho-

리듬(Circadian Rhythm)교란 현상에 대해서 측정, 평가하는 경

motor Vigilance Task)를 통해서 단순반응시간을 측정하여 그

우가 많다. 그 이외 요소들은 ECG (ElectrocardioGraphy), 피부

결과를 활용하고, 복잡과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도를

온도(Skin Temperature), EMA (Ecological Momentary As-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주관적 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안구동

sessment)등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작분석을 위해 안구전위도(EOG, Electro-OculoGram)등을 검

사용되고 있다. ECG의 측정은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사에 사용하기도 한다. 인지기능과 운동, 수면상태 등 뇌의 다양

심장변위도(HRV,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수, 맥파(PPG,

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뇌파(EEG, Electro-Encephalo-

Photo PlethysmoGraphy) 등이 주지표가 되며, 작업(임무)에 따

Gram)를 측정하며, 수면에 의한 피로의 정확한 정도를 파악 하기

른 신체부담도 및 피로 등 시간경과의 변동(변화)에 대한 평가에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중에 수면 뇌파 결과
를 확인하기도 한다[20]. 다만 뇌파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불편하
고, 다른 생체신호에 비해 신호 강도가 약하여 다른 신호에 의해

Basic background research

Subjective sleepiness/
arousal assessment

Record sleep log/activity log

Sleep data collection

Performance measurement

Demographic factor/
flight history etc.
Normal sleep
(sleep time, sleep pattern)
Degree of sleepiness
Degree of arousal

간섭 받는 경향이 있다. 체온의 경우, 심부 온도 및 피부 온도를 신
체의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는데 활용하며, 체온과 호흡, 맥박, 혈
압 등 지표를 함께 측정하는데 일주기리듬과 같은 신체내부 조절
능력과, 식사나 운동, 흥분, 세균감염 등 외부요인에 의한 변동이
나타나기 쉬워 지표로 적용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다[21,22].

Sleep time, sleep quality,
amount of alcohol,
naps etc.

2. 조종사 피로측정 프로토콜

Sleep measurement
(scientific collection device)

이터의 수집을 위해 과학적 연구방법에 기반을 둔 피로측정 데이

Performance measurement
(PVT etc.)

ICAO 및 IATA 등 국제항공관련기구에서는 조종사 피로위험 데
터 수집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Fig. 5와 같이 5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23].
첫 번째 단계는 기초배경조사로써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소
및 비행경력과 관련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수집기

Fig. 5. Fatigue risk data collection steps [ICAO, 2016].

간 1~2주전의 평상시 휴식기간 중 일반적인 수면, 근무기간 중 수

Fig. 6. Sleep/activity log sample [IATA,
2015; ICA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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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패턴 등을 측정한다. 이 때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주관

행을 통해 한 시도당 평균반응시간, 총 실패한 빈도(수행능력 측

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정 시 제시된 자극탐지 및 수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빈도) 등의

두 번째 단계는 주관적 졸음 및 각성평가단계이다. 조종사가 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신의 졸음 정도 및 각성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The Karolinska Sleepiness Scale (KSS)과 The

Ⅳ. 고찰 및 결론

Samn-Perelli Fatigue Scale을 사용한다. KSS는 9점 척도(1=
매우 각성, 9=매우 졸림)로 작성 5분전의 졸음수준을 측정하고,

비행 임무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환경

Samn-Perelli는 7점 척도(1=매우 각성, 7=심각하게 피곤)로 주

에 적응해야 하는 조종사는 항상 피로에 노출된다. 이러한 관점

관적인 각성 상태를 측정한다. 연구기간(예: 근무 3일 전부터 근무

에서 FAA에서는 비행임무와 수면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조종사

3일 후까지) 동안 연구목적에 맞게 정해진 시간(예: 수면 전, 수면

의 피로관리 요소를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Time), 추가운항

후, 근무 전과근무 후)에 실시간으로 작성한다.

승무원(Augmented Crew), 비행/승무시간(Flight time), 일주기

세 번째 단계는 수면 및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일지

리듬(생체리듬; Day/Night Circadian Rhythm), 타임존(Time

는 수면에 들어간 시간(입면시간), 기상시간, 수면의 주관적 질

Zone Crossings), 휴식시간(Rest Period), 섹터별 비행(Sector

(Quality), 음주량, 낮잠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수면 및 활동

Flown), 그리고 비행 중 휴식(In Flight Rest) 8가지 항목으로 중

일지 작성을 통해, 연구기간 동안 개인의 수면 및 활동패턴과 특

점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5]. 이러한 관리요소들은 피로의

이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면 및 활동일지는 Fig. 6

측정을 통한 객관적인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비행임무와 계

과 같다.

획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수면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수집 단계는

피로관련 항공기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로가 원인인 항공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개

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사의 비행근무시간 관리미흡 등으로 발생하

인의 주관적 데이터(현황 설문과 일지 등)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였다. 즉, 조종사의 수면부족 및 과도한 비행일정에 따른 불충분

과학적인 피로측정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데, 현재 수면

한 휴식이 피로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수집장치는 편의성을 고려한 손목형 수면-각성측정장치인

피로관련 비행사고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써, 항공기사고

Actigraphy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Fig. 7에 의하면 Actigraphy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로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과는 객관적인 수면데이터(총 수면시간, 평균수면시간, 평균수

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Human

면잠복기, 수면효율, 수면 중 뒤척임 빈도 등)를 수집한다[24]. 자

Factors 기본 개념이해와 피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로에

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수면일지와 함께 일치시켜 분석하는 것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피로의 측정을 통한 위

이 유용하다.

험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측정하여 확인된 객관적

마지막 단계로 수행능력 측정단계이다. 피로의 영향으로 나타나

인 데이터는 피로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수행도 측정은 간단한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각성상

피로의 관리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수면방해요소, 예

태에 따른 집중도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항공자료 수집에서 인

를 들면, 불면증, 늦은 시간까지의 업무 및 취미생활 또는 회식 등

지적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평가로 PVT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수

같은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하여 개인 자기관리

Fig. 7. Sleep-arousal measurement re-

port sample [IAT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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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Control)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피로측정도구(수면/각석
측정도구)가 현재 많이 개발되어 응용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기존
의 의료용으로 제작된 도구를 스마트 워치에도 적용하고 있다.
피로 대응의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 선결조건은 개인의 피로를
자기관리 미흡 등 개인의 잘못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직이 인정하는, 즉 피
로에 대한 인식변화와 안전의사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
엇보다도 긍정적 피로관리를 위해서는 선진적이고 긍정적인 안전
문화가 기초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피로를 과학적이고 객
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보다 과
학적이고 전문성 있게 피로를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서 피로에 대한 자발보고 활성화와 조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피
로위험관리시스템(FRMS)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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