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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ICAO’s changes to Annex 1 and extended the retirement age
of civilian pilots from 60 to 65 years of age. From medical examination data submitted to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for the issuance of aviation medical certification in 2012, data for pilots over
60 years of age has been reviewed. A total of 216 pilots (3.5%) over 60 years of age applied for the
issuance of aviation medical certificate in 2012 and the average age for the 223 pilots is 61.6±1.4. Among
the 216 pilots, 126 (58.3%) pilots were determined to be fit for a flight, 89 (41.2%) were determined to
be waiver, and 1 pilot (0.5%) was determined to be unfit. The research shows that civilian pilots over
60 years of age have a higher rate of waiver than pilots below 60 years of age, which also indicates the
higher probability of in-flight incapacitation. Therefore, age, health conditions, flight experience, development of flight environment, and aviation safety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foremost when making
aviation medical decision on civilian pilots over 60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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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는 신체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이나 추가로 검사해야 할 항목에 대한 규정은
없다[3]. 또한 현재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의 숫자는 매
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건강상태나 항공신체검사 결과
에 대한 연구나 평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60
세 이상 대상자의 판정결과 및 조건부적합 사유를 분석하
였다.

론

평균 수명의 증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조종불능상태
를 대비한 비행훈련 도입, 그리고 항공기 기술의 발달은 60
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의 항공안전 위험도에 변화를 주
었다[1]. 2006년 11월 23일,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OA)는 Annex 1에서 민간항공 조
종사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다(단, 60세
미만 부조종사와 비행하는 조건)[2].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의 변
경 사항을 받아들여 민간항공 조종사의 은퇴 연령을 60세
에서 65세로 연장하였다.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60세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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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동안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로
칭함)에 제출된 민간항공 조종사 6,113명 중 60세 이상 조종
사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판정 결과,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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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비율 및 사유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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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상정한 자료를 검토하
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매월 적부위원
회에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 판정 이외에 결정된 사항
(조건부적합, 부적합 또는 판정보류)은 자문위원회에서 재
심사를 한다[4]. 따라서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한 자
료수집은 신체검사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하였으며,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항
공신체검사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는 그 결과를 최종
판정결과로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이 518명(8.8%)인 것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조건부적합
판정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ig. 2). 이는 조건
부적합에 해당되는 질병의 유병률이 60세 이상의 신청자가
60세 미만 신청자에 비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60세 이상 신청자 중 조건부적합 판정 사유를 분석하면
고혈압이 29건(2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음청력기
준미달이 25건(21.4%), 안과계 질환이 23건(19.7%), 고혈압
을 제외한 심혈관계 질환이 17건(14.5%), 종양 질환이 6건
(5.1%), 신장비뇨기계 질환이 5건(4.3%), 신경계 질환이 4건
(3.4%), 당뇨가 3건(2.6%), 기타 5건(4.3%)이다. 반면, 60세 미
만 신청자 중 조건부적합 판정 사유를 분석하면 안과계 질
환이 181건(3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혈압이 109
건(19.5%), 순음청력기준미달이 72건(12.9%), 신장비뇨기계
질환이 37건(6.6%) 당뇨 32건(5.7%), 고혈압을 제외한 심혈
관계 질환이 28건(5.0%) 순이다(Fig. 3).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 중 부적합 판정 대상자는 1명
이고, 부적합 판정 사유는 청력기준 미달이다.

IV. 고

협회에 제출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및 항공신체검
사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항공신체검사 심사위원회 심사결
과를 종합하여 2012년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결

찰

“The Age 60 rule”은 1959년 미국연방항공청에서 제정되
어 60세가 도래하는 조종사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5]. 그러나 평균 수명의 증가, 의료 서비스의 질

과

2012년 한 해 동안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는 총 216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5%를 차지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6±1.4세이다(Fig.
1).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 216명 중 적합 판정이 126명
(58.3%), 조건부적합 판정이 89명(41.2%), 부적합 판정이 1명
(0.5%)이다. 60세 미만 신청자 5,897명 중 조건부적합 판정

Fig. 1. Ratio of civilian pilots over 60 years of age.

Fig. 2. The results of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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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ease categories of waiver results.

향상, 조종불능상태를 대비한 비행훈련 도입, 그리고 항공
기 기술의 발달은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의 항공안전
위험도에 변화를 주었다[1]. 2006년 11월 23일, 국제민간항
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OA)는 Annex 1에서 민간항공기 조종사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5세
로 연장하였다(단, 60세 미만 부조종사와 비행하는 조
건)[2].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의 변
경 사항을 받아들여 민간항공 조종사의 은퇴 연령을 60세
에서 65세로 연장하였다.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는 신체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검사 시 유의사
항이나 추가로 검사해야 할 항목에 대한 규정은 없다[3]. 또
한 매년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평균 연령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0세 이상 민간항
공 조종사에 대한 연구나 평가는 없었다. 2012년 항공신체
검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의 건
강상태는 60세 미만 조종사에 비해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부적합 판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부적합으로 판정 받은 각 질환 별 두 그룹 간 질
환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종양 질환,
순음청력기준미달이 60세 이상인 그룹에서 증가하였고, 안
과계 질환의 비율은 오히려 60세 이상인 그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미만 신청자에서 시력교정술
을 시행한 건수가 월등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항공전문
의사가 60세 이상 민간항공 조종사를 신체검사할 때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질환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60세 이상 조
종사를 건강관리 할 때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종양 질환

및 순음청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조종사의 건강은 항
공 안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신체연령이나 기저
질환만 가지고 비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항공 안전은 조종사의 건강상태 외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기술이나 항공기 제작기술의
발달, 비행 환경이 변하면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
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60세 이상 민간
항공 조종사에 대한 항공의학적 판단은 신청자의 나이, 건
강상태, 비행경험과 비행 환경의 발달을 고려해야 하며 무
엇보다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V. 결

론

60세 이상 민간항공 종사자는 60세 미만 종사자에 비해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적합의 비율
이 더 높다. 조건부적합 사유 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종
양 질환 및 순음청력기준미달의 비율이 60세 미만에 비해
증가한다. 60세 이상 조종사를 건강관리 할 때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60세 이상 민간항공 종사자에 대한
항공의학적 판단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비행경험과
비행 환경의 발달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무엇보다 항
공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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