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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has a primary role to assess an airman’s flight eligibility and
to detect any illness or disease beforehand that might cause incapacitation during fligh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otal issuances in 2009, and to understand what the causative diseases and illnesses of
the major waiver and denial cases. Methods: This study was done by statistical analysis of the total
issuance of Airman’s Medical Certificate reviewed by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from
st
st
Jan. 1 to Dec. 31 in 2009. Results: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reviews more than
5,000 issuances every year, and the most of them are first class Airman’s Medical Certificate for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or commercial pilot license holders (91.5%). Also most of the applicants are the
airline pilots (71.0%). In Korea, first class medical certificates are for airline transport pilot, commercial
pilot, or first officer, second class are for private pilot, commercial glider pilot, student pilot, pilot of light
aircraft, flight engineers, or flight navigator, and third class are for aviation traffic controllers. In 2009 the
total application forms that the consultant committee were 725 (13.6%). Since an applicant can have more
than one reason for waiver, pending, or denial, the total numbers of reasons were 920. The committee
determined 825 cases as waiver, 36 cases as pending, and 29 cases as denial. The 825 waiver cases
were sorted into 270 cardiovascular disease cases (30%), 196 ophthalmologic disease cases (21%), 151
otorhinolaryngologic disease cases (16%), 79 endocrinologic disease cases (9%), 58 genitourinary & renal
disease (7%), 57 gastrointestinal disease (7%), and etc. 30 cases of denial were 8 ophthalmologic disease
cases (26.7%), 6 cardiovascular disease cases (20%), 3 neurologic disease cases (10%), 3 endocrinologic
disease cases (10%), and etc. Among these denial cases included the cases which were lack of
observation period after initiation of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diabetes, after stent insertion due to
coronary artery occlusive disease, after the termination of malignant melanoma, and after the completion
of depression treatment with medicine. Also there were cases which was submitted with not-enough
medical data. In conclusion, among total 5,342 applicants in 2009, 4,642 were fit (86.9%), 670 were waiver
(12.5%), 30 were denial (0.6%). The annual denial rate based on airman applicants is 5.6 per 1,000.
Conclusion: In 2009, for a year, the denial cases due to the diseases under treatment, not completed
were 19 cases; 6 cases of ophthalmologic disease, 3 cases of cardiovascular disease, 3 cases of
neurologic disease, 2 cases of endocrinologic disease, and 1 psychiatric/gastrointestinal/respiratory/
hematologic diseases respectively. The rest 11 denials were due to lack of observation period before
issuance, or not-enough medical data. This statistics are compatible with other statistics regarding
medical certificate issuance. And the reasons of denial also show almost similar aspects. For the cases
of lack of observation period and not-enough data, the aviation medical examiners should draw more
close attention and have comprehensive measurements prepara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aviation medical examiner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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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공신체검사는 조종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찾아내고 비행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업무이
다. 많은 항공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항공사고
의 4.7%는 운항승무원의 의학적 요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운항승무원의 건강관리는 안전운항
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 민간항공조약의 규정
과 동 조약의 부속서 1권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항
공법 제31조 및 제32조 등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의학에 관한 기본학식과 경험
을 갖춘 의사 즉,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를 담당하
도록 권장한다[2]. 1999년 2월에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나라에 항공전문의사 제도가 신설되었고, 항공신체검사증
명서 발급 권한이 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에게 위임되었
다.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 의해 시
행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항공신체검사 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항공신체
검사증명 적합성여부 판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공전문
의사가 신체검사 후에 작성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서
식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 적부위원회와 자
문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판정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협회에서 판정한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흔한 조건부적합, 부적합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협회 항공
신체검사 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총 5,342명의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매월 적부위원회
에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 판정 이외에 결정된 사항(조
건부적합, 부적합 또는 판정보류)은 자문위원회에서 재심
사를 한다. 따라서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한 자료수
집은 신체검사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
하였으며,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신
체검사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는 그 결과를 최종 판정
결과로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협회에 제출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및 항공신체검
사 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항공신체검사 심사위
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2009년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분
석하였다.

III. 결

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관리위원회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5,342명의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처리
하였다. 이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로 신청 건수를
분석해 보면 국내에서 발급되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대
부분은 제1종 운송용 조종사와 사업용 조종사 면허(91.5%)
인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또한 소속 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공신체검사 신청자들이(71.0%) 민간 항공
사 소속 조종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자격증명 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
사, 부조종사,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강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
공기관사, 항공사 그리고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은 항공
교통관제사이다[3].
항공신체검사 관리위원회는 적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부위원회에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
서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별표 2 및 3에서 요구하는
기재요령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항공신체검사 결과가 적합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협회에 제출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서 서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매월 열리는 협회
적부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
집하였다.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서 서식과 관련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상정한 자료를 검토하여

Table 1. The number of medical certificate applications classified
into three aviation certificate classes in 2009
Classes

Application count

%

Class 1
Class 2
Class 3
Total

4,885
231
226
5,342

91.5
4.3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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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imary result determined by the consultant committee of ASMAK in 2009

Numbers of applications (%)
Numbers of reasons (%)

Waiver

Fit

Pending

Denial

Total

654 (89.9)
825 (89.7)

21 (2.9)
29 (3.1)

31 (4.3)
36 (3.9)

21 (2.9)
30 (3.3)

727 (100.0)
920 (100.0)

동맥 우회술 후 상태, 발작성 심방세동, 신경계 질환으로는
간질, 운동장애, 내분비계 질환으로는 혈당조절이 되지 않
는 당뇨 그리고 기타 질환으로는 인터페론 주사 치료 중인
만성 B형 간염, 우울증, 폐암, 흑색종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9년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를 보면 전체
항공신체검사 신청자 5,342명 중 적합이 4,642명(86.9%), 조
건부적합이 670명(12.5%), 부적합이 30명(0.6%)이었다(Fig. 1).
연간 항공신체검사 신청자 부적합 비율은 1,000명 당 5.6명이
었다.

Fig. 1. The final result of 5,342 total applications in 2009.

인 경우 적부위원회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발급이 결
정되게 된다. 전체 항공신체검사 신청자 중 적합으로 상정
된 경우는 4,615명(86.4%)이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적합, 부적합, 판정보류에 해당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 적합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2009년 한 해 동안 자문위원회에 상정된 항공신체검사증
명 신청자수는 총 727명(13.6%)이었다. 한 명의 신청자가 여
러 가지 질병 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질병 사유를 한
건으로 계산하면 총 92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920건에 대
한 자문위원회 판정결과는 조건부적합이 825건(89.7%), 부
적합이 30건(3.3%), 판정보류가 36건(3.9%), 적합이 29건
(3.1%)이었다(Table 2).
조건부적합 825건을 질환 별로 분류하면 심혈관계 질환
이 270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 질환이 196건(21%),
이비인후과 질환이 151건(16%), 내분비계 질환 79건(9%), 비
뇨기 및 신장 질환 58건(7%), 소화기계 질환 57건(7%), 기타
등등이었다.
부적합 30건을 질환 별로 분류하면 안과 질환이 8건
(26.7%)으로 가장 많았고, 심혈관계 질환이 6건(20%), 신경
계 질환이 3건(10%), 내분비계 질환이 3건(10%), 기타 등등
이었다. 부적합 건수 중에는 당뇨약 복용 중 관찰기간 부족,
관상동맥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술 후 관찰기간 부족, 악성
흑색종 치료 후 관찰기간 부족, 우울증 약물 치료 후 관찰기
간 부족, 추가 자료 미제출에 의한 부적합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질환별 흔한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안과 질환으
로는 시력 교정안경의 굴절도 초과와 아벨리노 이영양증,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삼혈관질환(3 vessel disease)에 의한 관

IV. 고

찰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항공전문의사 제도가 도입되면
서 항공신체검사가 한 단계 발전되었다. 항공신체검사는
조종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찾아내고
비행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국내에서는
연간 5,000명 이상 항공신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대
부분이 민간 항공사 소속 조종사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부적합 건수는 총 30건으로 질환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건
강 이상으로 인해 비행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9건으
로 이 중 안과 질환 6건, 심혈관계 질환 3건, 신경계 질환
3건, 내분비계 질환 2건, 정신과 질환/소화기계 질환/호흡기
계 질환/혈액 질환이 각 1건 있었다. 나머지 11건의 부적합
사례는 관찰기간 부족이나 자료 미제출에 의한 부적합이었
다. 연간 항공신체검사 신청자 부적합 비율은 1,000명 당
5.6명으로 이는 외국에서 발표된 항공신체검사 부적합 비
율 1,000명 당 6.2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부적합 질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과 질환이었던
반면 외국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흔한 부적합 질환
으로 나타났다[4].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각 국마다 항공신체검사 기준이 다르다는 것과
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정결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항공신체검사 판정위원회는
끊임없이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비행업무를 수행하
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정할 때는 근
거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항공신체검사 기
준은 의학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 검토되고 개정
되어왔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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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국제 기준에 준하는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어느 기
준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사례가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치료 받은 조종사에 대
한 판정기준의 변경이다. 2006년 이전에는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관상동맥 확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경우 부적
합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관상동맥 확
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 후에 재협착 소견이 없으면 조건부
적합으로 발급하고 있다[5].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찰기간 부족이
나 자료 미제출에 의한 부적합 건수가 전체 부적합 건수 30
건 중 11건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부적합 중 36.7%가 질환
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치료 후에 관찰기
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판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적합 사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항공전문의사 교육 시에 각 질환별 치료 후 필요한 관
찰기간과 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해 강조할 필
요가 있으며 항공신체검사 시 항공전문의사의 세심한 관심
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항공전문의사들이 항공신체검사
시 참고할 수 있는 항공신체검사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

V. 결

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관리위원회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5,342명의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처리
하였다. 이 중 4,615명(86.4%)이 적합으로 상정되었고, 727명
(13.6%)이 자문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자문위원회에 상정된
총 질병 건수는 920건이었으며, 자문위원회 판정결과는 조
건부적합이 825건(89.7%), 부적합이 30건(3.3%), 판정보류가
36건(3.9%), 적합이 29건(3.1%)이었다.

조건부적합 825건을 질환별로 분류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270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 질환이 196건(21%), 이비
인후과 질환이 151건(16%), 내분비계 질환 79건(9%), 비뇨기
및 신장 질환 58건(7%), 소화기계 질환 57건(7%), 기타 등등
이었다.
부적합 30건을 질환별로 분류하면 안과 질환이 8건
(26.7%)으로 가장 많았고, 심혈관계 질환이 6건(20%), 신경계
질환이 3건(10%), 내분비계 질환이 3건(10%), 기타 등등 이
었다. 부적합 건수 중에는 당뇨약 복용 중 관찰기간 부족,
관상동맥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술 후 관찰기간 부족, 악성흑
색종 치료 후 관찰기간 부족, 우울증 약물 치료 후 관찰기간
부족, 추가 자료 미제출에 의한 부적합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2009년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를 보면 전체
항공신체검사 신청자 5,342명 중 적합이 4,642명(86.9%), 조
건부적합이 670명(12.5%), 부적합이 30명(0.6%)이었다. 연간
항공신체검사 신청자 부적합 비율은 1,000명당 5.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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