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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mental disorders are important risk factors of aviation accidents. It is not easy for an aviation
medical examiner to diagnose pilot mental disorder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Pilots that have
mental disorders tend to underreport or falsify their medical history, especially with regards to any mental
disorders they have. They do so, so that they can obtain the aviation medical certificates that enable them
to fly. This type of diagnosis is not the role of an aviation medical examiner, but the role of an expert
psychiatric specialist. This article explains the aeromedical concerns and the prevalence rate of pilot
mental disorders, a pilot depression case, and the basic knowledge and precautions of an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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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가 조종사의 정신
질환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신질
환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의가 필요하
다. 만약 조종사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을 위해 병력
을 속이려고 한다면 관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 본 종설에서
는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항공의학적 의미와 정신질환
유병율,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항공전문의사가 알아야 정
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판정 기준, 항공신체검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
전문의사가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본인이 의도적으로 병력을 속이려고 한
다면 관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
조종사 정신질환에 대한 항공의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
신질환은 갑자기 혹은 예측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발생한 정신이상증상은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의 특징들로 인해 조종사 정신질환
은 항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는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대형 사고를 일으
키므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정신질환
을 가진 조종사를 찾아내고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항공전문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항공전문의사는 항
공신체검사 시 이상 증상이나 증후를 감지하고 ‘혹시 정신
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항공신체검사 시 조종사의 진술 내용을 귀담
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동 양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혼자서 신체검사 서식을 잘 작성하는지, 독특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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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반응들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면담 시 이상 소
견이 발견된다면 간과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게 진료를 보도록 안내해야 한다. 조종사 정신질환을 관리
하는 데 있어 항공전문의사의 역할은 철저한 정신과 검사
를 시행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에 이상한
점을 있을 때 의심하는 것이다. 그 밖에, 조종사의 정신질환
에 의한 충동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조종실 2인 상주 의무
화와 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II. 국내 정신질환 유병율
일반적으로 항공신체검사에서 조종사가 정신질환이 있
다고 보고하는 건수는 매우 낮다.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
를 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6명
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종사 숫자가 5,585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
다. 조종사의 정신질환 유병율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정신
질환 유병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
(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은 27.6%였다[1]. 즉, 일반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하였다는 의미가 된
다. 남녀별로는 남자 31.7%, 여자 23.5%로 남자의 평생유병
율이 여자의 1.35배였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
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14.4%였고, 남녀 별로는 남자
9.2%, 여자 19.6%로 여자에서 남자보다 평생유병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Fig. 1).
25개 정신질환의 일년유병율(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

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은 16.0%
(남자 16.2%, 여자 15.8%)였다.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일년유병율은 13.5% (남자 11.5%, 여자 15.5%)였고, 알코올
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둘 다 제외한 일년유병율은 10.2%
(남자 6.1%, 여자 14.3%)였다. 즉, 일반인 열 명 중 한 명은
지난 일 년간 알코올 사용장애나 니코틴 사용장애 이외의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직업 별로 정신질환 유병율에 차이가 없다면 조종사도
일반인과 비슷한 비율로 정신질환이 발생할 것이다. 일년
유병율로 비교해 보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이 10.2%인데 실제 항공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치료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조종사는 이보다 훨씬
낮다. 호주에서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는 일반인과 항공종
사자의 비율을 비교한 논문을 보아도 차이가 있다. 호주 통
계청에서 2001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 비율이 성인에서
4.5%이나, 항공종사자에서는 1%로 조사되었다[2,3]. 왜 이
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
째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정신질환 병
력을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
로 생각하지 않거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무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제로 조종사의 정신질환 유병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역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를 받았어도 병력을 숨기고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향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The lifetime prevalence and 12-month prevalence of all types of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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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종사 정신질환 사례 및 판정 기준
1. 사례
46세 항공사 소속 조종사로 우울한 기분, 기력저하, 불면
증, 의욕저하, 부정적 사고, 식욕저하 및 체중 감소를 주소
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우울증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지지적 정신
치료 받으며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비행교육을 받으며 우울
증 재발하여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2. 판정 기준
기분(정동)장애(Mood disorders)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4].
1) 질환의 정의
∙ 주요 증상들로 과도한 슬픔이나 기분의 고양을 보이는
질환군을 의미한다. 이들 질환군은 반복하여 재발하는 경
향이 높으며, 때때로 주기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삽
화의 사이에는 증상의 관해를 보이기도 한다.
∙ 기분장애에서도 그 증상이 중증인 경우 망상, 환청 등
의 정신증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2) 발급 조건
∙ 부적합 조건
‒ 관련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에 지장을 유발할 수
있는 기분(정동) 장애(F3) 또는 과거력
∙ 기분(정동) 장애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우울병
삽화에 한해 약물치료를 종료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을 가진 이후, 회복된 지원자가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심리검사 결과 및 현재 상
태, 구체적 치료 내용 등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판정보류로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 상정한다.
3) 평가 시 유의 사항
∙ 조증(Manic), 경조증적(Hypomanic) 삽화는 약물에 의해
조절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 삽화의 병력만으로도 비행
부적합하다. 이는 조증, 경조증적 삽화가 예고 없이 갑자기
재발하며, 판단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심각한 우울증 삽화를 경험한 사람의 약 50%가 두 번
째 삽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단일 삽화의 우울증 병력이라
하더라도 비행적합의 평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지원
자는 우울증상이 없어야 하며, 인지기능 등이 회복되어 비
행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기분의 심한 변동이
없어야 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는 가족의 죽

음 등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없는 제한적 스트레
스여야 한다.
∙ 우울증 삽화의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원자가 치료 중에 비행 업무 복귀를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치료에 양호한 반응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응급상황에서의 수행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지기능, 의사결정능력에 일부 장애를 보이는 사례
가 자주 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는 지원자의 의견은 치
료 전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느낌일 수 있으므로 검사자는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 우울증에서 회복된 조종사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약
물치료 종료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이 지나기 전에
는 항공업무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
∙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은 병이다. 따라서 정서적, 기능
적으로 회복된 환자의 경우에도 회복 후 일정기간 재발의
징후를 유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재발은 특히 첫 2년 이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인에게 초기 징후에 대해 교
육하여, 재발 시 조기에 치료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IV. 항공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2012년 미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조종사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종사 정신건강관리 권고안” 자료에 의
하면 정기 항공신체검사에서 광범위한 심리검사도구를 이
용하여 정신질환자를 선별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 권고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면담 시 조종사의 비
행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일반적으로 감
지할 수 있는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접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 정신질환이 있는 조종사의 자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조기에 기분장애 환자를
진단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면담 시 자살 가능성이 의심되
는 경우 조종사의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조종사를 조기에 발견하
기 위해 항공신체검사 시 조종사의 이상 소견을 잘 감지하
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종사의 진술 내용이나
행동 양상, 신체검사 서식을 잘 작성하는지, 특이한 질문이
나 반응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의 역할
은 자세히 정신과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
니라 말이나 행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의심하는 것이
다. 만약,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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