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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certification for pilots is required by the aviation safety authority in most countries based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recommendation. In this study, medical data of
the year of 2015 for the Korean rotary-wing pilot population, including examination findings and reasons
of unfitness were reviewed by retrospective analysis. Among the total 591 cases, 64 (10.8%) were
determined to be conditioned fit as a consequence of abnormal findings. Three (0.5%) were denied
certification as unfit. Hearing loss (32.8%) was the most common cause of disqualification differing from
that of fixed-wing pilots. It is not surprising data in that helicopter is notorious for its noise and vibration
when flying compared with fixed-wing aircraft. Hypertension (23.9%) and diabetes (9%) were following
causes. There was an increasing variation in medical unfitness as pilots' age and total flight time are
increased respectively. Rate of the conditioned fit tends to b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age of 55 or
more or the flight time of 5,000 hou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eromedical decision should be made
under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age, total flight time and aircraft type flight environment to ensure
fligh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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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항공 신체
검사를 받고 항공업무 적합 여부를 판정 받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의정서 1항(Annex 1)에 항공 종사자 면
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이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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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항공법에 신체 검사 규정을 두고 있다[1]. 판정 기준은
적합, 조건부적합 및 부적합으로 나뉘며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경우 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헬리콥터 등의 회전익 항공기는 양력을 발생 시키는 날
개면이 고속도로 회전하므로 날개면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익 항공기에 비교하여 운항 시에 좀더 많은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기체의 안정성도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따라 회전익 항공기조종사는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들에
비하여 비행시에 많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아울
러 헬리콥터 비행은 대부분 시계비행 조건(visual flight rule:
VFR)에서 상대적으로 저고도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정익 항
공기의 비행에 비하여 조종사의 신체적 기민성이 좀 더 많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약 23%의 조종사들이 피로 때문
에 항공업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건강한 신체는 피
로로 부터의 회복이 빠르고 영향도 적게 받으므로 적절한
신체 관리는 항공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회전익 조종사들은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들에 비하여 소음 진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청력 저
하 등 신체 기능 저하가 더 많다고 하는 보고들도 있다[3].
이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와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의 운항 근무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가능
성이 있으나 국내에서 회전익 조종사들의 신체 검사 결과
는 분석된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한 항공
신체 검사 결과들 중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신체 검사 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항공 신체 검사 결과들 중에 2015년 회전익 조종사로서 항
공 신체 검사를 받은 총 591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후향적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 통계분석
검진자의 나이 및 비행시간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중앙값과 Range (최소-최대)를 계산하여 제시하였
고, 연령구간(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및 비행시간 구간
(0시간, 0~500시간, 500~2,000시간, 2,000~5,000시간,
5,000~1만시간, 1만~2만시간, 2만시간 이상)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자격구분, 소속기관, 질병종

류, 연령구간, 비행시간 구간,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대상자
수 및 분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나이와 비행시간은 일
정범위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검진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시간 분석 시에는 0시간 비행
인 대상자들은 제외하였고, 특성에 따른 평균 비행시간의
차이 검정은 Kruskal-Wallis test로 하였다.
검진자 특성별 판정결과 차이의 검정은 Chi-squre 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이 구간 및 비행시간 구간의 증가에
따른 판정결과 차이의 검정은 Linear trend 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
그램으로 수행되었고,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판정하
였다.

III. 결

과

2015년 전기간 동안 항공 신체 검사를 받고 자문위원회
의 최종 판정을 받은 591명의 회전익 조종사들의 1년간의
누적자료를 분석하였다.
적합판정은 88.7% (524명), 조건부 적합판정 10.8% (64명),
부적합 판정은 0.5% (3명)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3예의
사유는 부정맥 1예, 순음청력기준미달 1예 및 관상동맥질
환 1예 이었다. 조건부 적합의 사유는 순음청력기준미달
(32.8%)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25.0%), 당뇨병(9.4%), 시력교정
후 상태(7.8%), 관상동백 확장술(7.8%), 암 수술 후 상태(6.3%)
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
조종사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평균나이는 적합 판
정을 받은 조종사들은 45.3세,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조
종사들은 53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은 56세(P＜0.05)로
서 조종사 연령이 증가 할수록 업무 적합 능력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보여주었다(Table 2).

Table 1. Disease characteristics those raised the conditioned fit for
flying in aircrew
총수
순음청력기준미달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력교정 후 상태
암 수술 후 상태
망막변성 망막질환
백내장
신장결석
갑상선질환
황반변성

21
16
6
5
5
4
2
2
1
1
1
64명

%
32.8
25.0
9.4
7.8
7.8
6.3
3.1
3.1
1.6
1.6
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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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ermination results of airmedical examination

총수(명)
평균연령(세)
평균비행시간(hour)
판정비율(%)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524
45.3
3,548
88.7

64
53
5,013
10.8

3
56
4,360
0.5

Fig. 2. Determination results of airmedical examination by flight
time log.

Fig. 1. Determination results of airmedical examination by age.

나이범주로 분석하면 55세 미만에서는 90%이상에서 적
합판정을 받았으나 55세 이상에서 적합 판정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면서 조건부 적합 판정 비율이 유의하
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Fig. 1). 60세 이상 및 비행시간
이 20,00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부적합 예가 없는 것은 부
적합 대상 조종사들이 현직 조종 업무에서 떠나서 신체검
사를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행 시간별로 보면 비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조건부 판정 비율이 증가 하였는데 1만에서 2만
시간 사이의 조종사들에서 조건부 적합 판정이 가장 많았
다(29%). 비행 시간이 5,000시간 이상 되는 경우 조건부 적
합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되기 시작하여 총 비행 시간의
증가도 업무 적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Fig. 2).

IV. 고

찰

헬리콥터 등의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 고정익 항공기와는
달리 양력을 얻는 날개의 형태가 다르고 날개 회전에 따라
동체가 역 회전하는 토크가 생기므로 이를 억제하는 반(反)
토크도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종실내의 조종면의 모

양은 고정익 항공기와 비슷하지만 조종 방법은 많이 다르
다. 헬리콥터는 날개 자체가 회전함으로서 동체의 진동 및
소음을 피할 수 없고 운항 목적상 운항 중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저고도 시계 비행이 대부분이어서 조종사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고정익 조종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
다고 할 수 있다.
회전익 조종사들의 연령대비 총 비행 시간은 고정익 조
종사들에 비하여 짧은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헬리콥터 조
종이 고정익 항공기에 비하여 비행 스트레스가 커서 장시
간 비행이 적었던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조종사들의 연령
분포도 차이를 보이는 데 같은 기간 조사된 고정익 조종사
의 연령 중 55~59세 사이가 7.5%, 60세 이상은 5.9%인데(미
발표 자료) 회전익 조종사는 각각 25.4%, 30.3%로 상대적으
로 회전익 조종사가 고령 조종사의 분포가 많았다. 이 부분
은 사회적인 구직 현상의 일부로 보아서 고정익은 지선 및
간선 운항 항공사의 기단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신입 조종사들이 고정익 조종사로 유입된 영향에서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조건부 적합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서는 주
요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암질환, 심장질환 등에서는 고정
익 조종사들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순음청력기
준 미달에서는 고정익 조종사들에서 현저히 높은 비율
(32.8% vs. 10%, 장정순 등. 미발표 자료)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헬리콥터 특유의 실내외 높은 소음이 원인으로 보인
다. 조종실내 소음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종사간의 의사교
환의 어려움은 비행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4].
고혈압의 경우는 비행 업무 시에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이 증가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을 고려하면 소음
경감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5]. 따라서 회전익 조
종사들은 비행 전 및 비행 중 소음방지용 헤드셋 착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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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능동적인 소음 저감(active noise reduction) 기슬을 적용한 헤
드셋 사용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6]. 나이에 따
른 조건부 적합의 비율은 55세 미만까지는 대략 10% 이내
를 보이다가 55세 이후 27.9%로 현저히 증가하고 60세 이상
에서도 23.5%를 기록하여 55세 이상의 조종사는 신체 관리
에 좀더 유념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의 현재까지의
항공업무 고용 시장에서는 조종사의 1차 정년을 55세로 보
고 고용계약을 갱신해왔던 업무 관행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
와 다른 점도 있고[7] 최근에 각 인체 질환에 대한 관리 및
치료법이 발달하고 비행 장비도 진보하면서 조종사 정년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장래에 추가 조사를 통
하여 적절한 연령별 현황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정년연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령 조종사가 늘어 날것
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국내 최초로 회전익 조종사들의 항공 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비행시간은 고정익 조종사에 비하여 적었
고 상대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 조종사들의 비율이 많았
다. 조건부 적합 판정의 비율은 10.8%로 고정익 조종사
(15%)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55세 이후에서
는 조건부 적합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조건부 적합 판정
의 주요 원인은 순음청력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으며 고정
익 조종사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나
머지 고혈압, 시력교정후 상태, 당뇨병, 암 수술 후 상태 등
주요 질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들은 고정익 조종사들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전익 조종사들은 연령은 55세 이후, 비행시간은 5,000
시간 이상인 경우 신체 관리를 좀더 유의하여야 하고 이중
에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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