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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Dispatchers often experience fatigue and stress on the job due to work-related factors.
Performance impairment resulting from fatigue and job-stress is an important concern for aviation safety.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fatigue and job-stress factors for flight dispatchers. The
research involv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f job characteristic, fatigue and job-stress, human factors
in the general and specific (airline operation) environment and surveyed fatigue and job-stress level of
flagship carrier's flight dispatcher compared to the other occupation groups. Specially flight dispatchers
reported that night work created high level of fatigue and job requirement induced high level of stress.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tress manage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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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한다[2].
피로 및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 뇌파, 심장박동, 혈압, 근
육활동, 호르몬 분비, 체온, 소화기능 등에 영향을 준다. 특
히, 스트레스 증가는 특정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대
시켜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주의를 할당하는 능력
을 저하시킨다. 또한, 피로 증가는 수면 욕구를 증대시켜 마
이크로 수면(깨어있을 때의 순간적인 잠)을 증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결국, 피로 및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는 업무수행의 곤란을 초래하
고, 이것이 다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
환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공사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종사자들은 본인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환경(근무 부서, 고객 성향, 업무 집중 시간대의
과부하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를 받
게 된다[3].
이 중, 항공사의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운
항관리사로, 운항관리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공하여야 할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조종사는 비행여건
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위험상황 회피조치가 늦

론

피로와 스트레스는 독립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개념이다.
피로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생되기도하고, 반대로 스트레스
로 인해 피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
시키는 원인도 공통적인 요인이 많다. 피로와 스트레스는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
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로와 달리 스트레스는 환경
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피로는 오
랜 장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
로 업무 수행 능력이나 활동이 감소하는 상태를 피로라고
정의한다[1]. 반면, 스트레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
생되는 생리학적 자극으로, 개인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것
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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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위험상황 처치에 업무부하가 집중됨으로 의사결정
에 시간을 빼앗기고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최적의 안전조치
를 취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선행
연구에서는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조종사와 조종실을 중심
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라이브웨어, 환경에서의
인적요소에 대한 지식축적이 진행되어 왔으며, 항공교통관
제사와 관련한 연구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
항관리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실정
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운항
관리사(Flight Dispatcher)와 같은 특정 직업군의 중추적인 기
능과 극심한 업무의 압박에 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설
문조사를 통해 국내 현직 운항관리사들의 피로 및 스트레
스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운항관리사의 직무특성
1) 운항관리사의 법적 개념
운항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국내 항공안전법(제65
조)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
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자
격증명별 업무범위’에서는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항공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으로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를 확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5].
한편, 미국 항공법 FAR Sec 121.595에서는 운항관리사의
허가 없이 비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FAR
CFR 121.535에서는 비행의 계획, 지연조치, dipatch release 업
무에 대해 조종사와 운항관리사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운항관리사는 매 비행의 진행을 감시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으며, 비행의 계획 또는 release된 대로 안전운항이 불가하
거나 운항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비행을 변경(Cancelling
or redispaching a flight)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6에서는 운항관리사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기장을 도와 비행준비 및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 기장을 도와 비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비행중인 기장에게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필요 시 적절한 해당 조치
⋅ 비행사태 발생 시 운항규정에 근거한 적절한 절차의
이행
국내항공사에서는 운항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등 운항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및 운항의 요건이 항상 충족될 수 있도록 운항지원 및 관리
를 실시하고, 비행계획에는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방식
및 종류, 항공기의 대수, 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탑재장비,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순항고도, 고도 및 예정항로,
최초착륙예정비행장 및 예상소요 비행시간, 교체비행장, 시
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탑승 총 인원수, 비상무선주파
수 및 구조장비, 기장의 성명, 기타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항관리사 현황
국내 항공안전법 제4장에서는 항공종사자를 조종사, 항
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
사로 구분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1970년~2016년 3월 항공종사자 자격증
명 발급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1) [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조종사, 정비
사, 관제사 순이었으며 운항관리사의 경우 총 44,519명 중
1,163명으로 이는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국내⋅국제운송사업 항공종사자(운항관
리사)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위와 같이 항공사 별로 운항관리사 인원이 소수인 이유
는 조종사와 정비사는 기종별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
는 반면 운항관리사는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운항관리사가 항공사 운항 편
전체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운항통제를 실시 및 안전운항에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면 소수의 운항관리사가 담당하는 책

Table 1. State of issuance for certification of airman
조종사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7,545
항공
정비사
14,829

12,603
항공교통
관제사
2,130

4,982
운항
관리사
1,163

항공기관사

계

190
경량
항공기
1,050

44,519

한국항공진흥협회, 포켓항공현황,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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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ent status of securing flight dispatcher of demstic/
international air transport business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162

118

30

23

22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계

23

20

10

413

5

한국항공진흥협회, 포켓항공현황, 2016. 3.

임은 조종사나 정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3) 운항관리 업무
운항관리업무는 영업, 운송, 화물, 정비, 승무원 등 각 부
문의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중심에 있다. 운항관
리업무는 비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기장에게 제공하고, 운항
하는 모든 공항의 공항 기상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각종
공항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항공사에서는 운항관리를 비행의 실시(개시, 계속, 변경
및 종료)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항관리 업무는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합의하여
Company Clearance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항관리사는 관할 비행
의 안전과 운항통제에 대하여 기장과 함께 공동책임을 지
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 비행의 효력을 인정, 조정, 통제하는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운항에 필요한 모든 최신의 기상정보와
NOTAM (Notice to airman) 정보를 Dispatcher Release에 첨부
하여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최신의 기상
정보는 자격을 갖춘 기상예보자에 의해 발행된 것을 사용
한다. 항공정보의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
(NOTAM), 항공정보회람(AIC)로부터 제공받는다.
운항관리사는 비행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정시, 경제, 쾌
적운항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행
안전에 저해되는 기상현상이나 잠재적인 저해요소를 분석
하고 평가하여 회피하거나 최적 운항을 도모하고, 기종별
연료계산, 제한사항 적용, 기상조건 적용, 법정연료 충족을
고려하여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비행중량을 계획하며,
활주로, NOTAM 및 관련 운항정보에 따라 안전한 비행임무
를 완수하도록 계획하고 법적인 비행효력을 부여하는
Dispatch Release를 준비, 서명하는 것이다.
운항 중에도 기상여건 변화, 항공기 위치보고, 항로상의
여건변화를 감시하고 비행여건 및 비행계획에 현저한 변화
를 운항중인 조종사에게 전달하고 안전, 경제, 쾌적, 정시운

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행계획 변경을 조종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하여 관련 부문에 전파하거나 입수한 정보를 전파하는 업
무도 담당하고 있다.
2.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어원적 정의는 라틴어의 ‘stringere’에서 시작
되어 14세기 이후엔 ‘stress’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곤경,
곤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1920년대 이후
‘일반적용 증후군(GAS: General Adaption Syndrome)’으로 개
념이 발표되면서 개인의 생물학적이나 의학적 반응에 중점
을 둔 관점으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 based
Model of Stress)’로 연구되었다[7]. 스트레스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 초과되어 자신의
안녕 상태를 위협하는 개인⋅환경간의 관계’로 정의하였으
며[8],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적 자극을 의미한
다. 국내에서는 ‘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자극에 대한 상호작
용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9].
이 중 직무스트레스란 주변의 환경적 구성이 ‘직장’에 한
정되며, ‘조직 내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요구와 직무환경 간
의 불균형에 따른 긍정적/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10], ‘스트레스 유발 인자에 대한 유기체의 반
응’으로 생화학적,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11].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개인
적 차이(성격, 지적수준, 관심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과도하거나 누적되면 조직의 유효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12,13].
직무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구성요인 간에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학자별로 연구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14].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과업, 역할, 행동상황, 물리
적 상황, 사회적 상황, 개인시스템 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5]. 또는 직무, 조직의 특성, 대인관계, 경력개발, 외부조
직에 대한 헌신과 책임 등을 구분하거나[16], 역할모호성,
역할 등의 역할요인, 경력이동, 직접행동전략, 인지적 재평
가 전략, 징후관리전략으로 구분되는 매개요인, 개인생활,
이동으로 구분되는 통제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17].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조직 내에서 개인과 환
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에서 요구정도와 개인 능력 간
의 불균형 상태로 발생하는 역할스트레스[18]와 조직 내에
서 구성원간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의견대립 및 마찰에 따
라 발생하는 관계스트레스[19],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 성과
에 대한 기대와 보상 불일치로 발생하는 보상스트레스[20]
로 구분하였다. 다시 각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하위요소로
역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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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과부하, 대인관계로 구성하거나[21,22], 역할갈등, 역
할모호성, 역할 과부하, 반복적 업무, 상황의 급박성으로 구
분되기도 하였다[23]. 관계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는 동료관계, 고객관계, 조직구성원[24],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간의 스트레스[25], 타 기업과의 스트레스[26]로 연구
되었다. 보상스트레스 구성요인에는 내적보상시스템(Intrinsic
rewards)과 외적보상시스템(Extrinsic rewards)으로 구성하고
[27,28],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29].
3. 피로관리
ICAO에서는 피로를 ‘인간의 경계심과 운항 업무와 관련
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위해를 가하는 수면 부족,
불면, 일주기 리듬, 업무부하(정신적이거나 물리적 활동)로
부터 감소된 정신적 혹은 물리적 업무수행 능력의 생리학
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피로
는 예상한대로 다양한 유형의 인적 행위를 저하시키며 항
공사고 및 준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야간에 제한받지 않은 수면을 취한 인간의 두뇌와 신
체적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루
종일 각성 시에는 피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항공기와 운
영 요원에 대하여 피로 관리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0].
ICAO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서는 피로 관리에 대하여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운용자가
권한당국에서 규정한 예방적 운항과 근무시간제한을 준수
하여야 하며, 다른 유형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SMS 절
차를 이용하여 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
한당국의 승인을 득하여 피로 위험 관리 체계(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방식은 2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
을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과학적 원리와 지식 그리고
운영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피로는 모
든 각성 활동에 의해 영향을 미치므로, 피로 관리는 권한당
국, 운용자 및 직원 간의 역할과 임무를 공유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FRMS를 운용자적 측면과 권한당국 및 운용자의
관리부서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운용자적 측면은
① 피로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② 위험에 처한
피로 발생 상황을 식별하며 ③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
후 ④ 필요 시 추가적인 위험경감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위험은 매일의 FRM 절차범위 내에
서 전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위험 경감 시 주요한 재정적
인 지원이나 절차상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큰 규모의 위험은 위험 평가와 경감 조치에 있어 보다 광범
위한 SMS 팀의 개입을 요구할 것이다. 권한당국 및 운용자

의 관리부서적인 측면은 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
화하며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며, 정책은 독립문서로
발간되어야 하며, 권한당국의 승인을 득한 운용자의 SMS
정책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장려를 위해 교
육/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종사자가 FRMS에서의 자신의 역
할 및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FRMS 정
책, 절차 및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할 및 임무를 수록하
고 있고 FRMS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효율적인 FRMS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다.
4. 인적요인
항공기의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이 입력한 자료에 따라
작동하므로, 환경변화로 인한 위기요소와 조우할 경우,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부족한 반면,
인간은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으면서도 자신의 감성과 편의에 따라 상황을 인지하고 스
스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려 행동함으로
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행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생체기능을 이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고고도로 비
행환경이 바뀌면 신체기능의 저하와 생리의 변화가 나타나
므로 지상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인간의 직무수행능력을 비
교하는 것은 또 다른 과오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조종실업무나 관제업무는 일
종의 팀워크이며 안전운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로서 상호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전술한대로 인체의
인지구조체계상 각기 다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
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운항 중 수시로 변하는 기상상황을 정확하게 예측
하지 못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성능과 이상 작동상태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채 이용하면 오류나 부적절한 장치조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항공안전과 관련한 법규 및 체크리스트 등이
자체 불합리하거나 잘못 해독하는 경우도 인적 과오의 요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적 의미에서 인적요인이란 인체기관이나 생
리 및 심리 등 인간본질에 대한 능력과 그 한계 그리고 변
화 등 인간과학적 제 요소를 인식하고 주변의 요소와 상호
작용 시 관계를 최적화하여 행동의 능률성과 효율성 그리
고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공학과 함
께 주변 모든 요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총칭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영역과 깊이는 매우 광범위하면
서 무한하며 부문별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분야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체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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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한계 및 생리의 변화와 심리과정을 인식하고 직무
수행 시 주변의 모든 요소와의 상호작용관계를 최적화하여
야 한다.
항공분야 인적요인의 대상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되며, 영역은 개개인의 인체기관을 비롯하여 생
리, 심리 등 인체를 중심으로 직무와 관련한 주변 환경과
시설, 기기 및 인간과의 상호작용관계 등이 포함된다.

III. 연구설계
1. 표본설계 및 설문구성
설문 문항은 문헌조사 결과와 현직 운항관리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운항관리사의 나이, 성별, 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문항과 함께 근무시간, 수면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특히, 문헌연구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형태 및 시간이 스트레스와 피
로, 사고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밖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한 문항, 요구사항 등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다음
으로, 현직 운항관리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단축형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SF: PWI-SF)와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orea version)를 포함하였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보고서(한국산업안전공
단, 2003)”[31]에 제시된 각 척도에 대한 규준 집단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일반 직장인 직군과의 피로 및 스
트레스를 개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PWI)는 생활사건이나 만성적
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나 가정적인 요인,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안녕수준에 대한
평가로 국내에서는 장세진(2000)에 의해 타당화된 것을 사
용하였다. PWI-SF는 4점 척도(0-1-2-3)로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총점을 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
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면이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운항관리
사의 수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Buysse 등(1989)[32]이 개발
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orea version)을 사용
하였다. 설문의 대상자는 국적항공사의 통제센터에서 실질
적으로 plan release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사 총 60명으
로 남자 66.7%, 여자 33.3%, 평균 나이 31.8세(±6.105세), 근
무기간은 5년 4개월(±71.744개월)이었다. 보직별로는 사원
61.7%, 대리 25.0%, 과장 8.3%, 차장 이상 5%이었다.

IV. 연구결과
1. 결과 및 고찰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통해 운항관리사들의 스트레스 실태를 분석한 결
과, 운항관리사들의 PWI 평균 점수는 23.47점(±8.51점)으로
일반 직장인의 22.3점(7.9)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t=5.33, P＜0.001). 설문조사 방법이 자기 보
고에 근거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된 규준임을 고려한다면 운항관리사
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된 한국인 직
무스트레스 정도(Know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2003)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운항관리사의 스트
레스 정도를 타 직업 종사자들과 비교분석하였다. 타 직업
과의 비교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보고서(2003)’에
제시된 직업별 규준을 참고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척도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7개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 운항관리사는 직무요구 영역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냈다(Table 3).
운항관리사에게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으로 나타난 직
무요구 영역에 대해 타 직업들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56.95±12.94), 사무직원(54.47±12.78), 입법자, 고위관
리자 직종(52.22±12.32)과 고려하였을 때에도 높은 점수
(60.67±17.80)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
항을 줄이면서 정시 운항률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해 비행계획수립, 기상정보수집, 탑재관리 등 다방면의 업

Table 3. Description of measurement on the sub-factors of
occupational stress
요인
직무요구

측정 내용

관계갈등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장시간 집중
을 요구한다 등
작업시간 업무수행 과정에 결정권한과 영향력이
있다 등
상사와 동료에 대한 문항(업무에 도움이 된다 등)

직무 불안정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타 부서와의 협력, 조직 내 관리 체계 등
나의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대보상 수준, 존중,
신임 등이 적절한가 등
직장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등

직무자율

직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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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요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스트
레스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Fig. 1).
반면, 관계갈등(30.79±17.31) 및 직무불안정 영역(43.27±
20.85)에서 일반직장인(관계갈등[40.25±13.07], 직무불안정
[52.83±12.7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운항관리사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소수의 인원
이 운항통제센터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교대 근무를 수행하
며 외부와의 접촉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직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한정된 자격 보유자에 한해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Table 4).
수면이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운항관리
사의 수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orea version)을 사용하였
다. PSQI는 지난 한달 간의 주관적인 수면장애정도를 ‘지난
달에는 없었다.’ 0점, ‘일주일에 한번 이하’ 1점, ‘일주일에
한두 번’ 2점,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점으로 측정하며 총
19개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PSQI의 7개 항목은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 수면 기간, 습관적 수면 효과,
수면 방해, 수면약물 이용, 낮 시간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총합은 global PSQI 점수로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1점까지이다. 0점은 아무런 어

려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21점은 전 방면에 걸쳐 심각
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Buysse 등(1989)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의 질이 낮은
군(poor sleeper), 5점 이하인 경우 수면의 질이 양호한 군
(good sleeper)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hronbach’s α=0.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0.60이었다. 그리고 운항관리사의 수면의 질은 평균
7.53점으로 7개의 하위영역 중 주관적 수면의 질영역이 1.6
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Buysse 등(1989)이 제시한 5점을
기준으로 수면의 질이 낮은 군은 42명(79.2%)이었으며, 수
면의 질이 양호한 군은 11명(20.8%)이었다(Table 5).
운항관리사의 피로도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PSQI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poor sleeper와 good
sleeper 집단 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PWI) 점수를 비
교하여 보았다(Table 6).
분석결과, Poor Sleeper 집단의 PWI는 23.63점(±7.92점)이
었으며, Good Sleeper 집단의 경우 18.00점(±5.49점)으로 신뢰
도는 95%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Poor Sleeper 집단이 Good
Sleeper 집단에 비하여 높은 PWI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직 운항관리사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통해 운항관리업
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무 스트레스 영역 10개를 추출하
여 각 영역에 대해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
하게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영역에서 3점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Table 7).

Table 5. Result of sleep quality analysis (n=53)
Variables

Fig. 1. Comparison with other working group of Occupational
Stress in job requirement.

Table 4. Mean value of flight dispatcher’s occupational stress
스트레스 요인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운항관리사(57명)
60.67
48.24
30.79
43.27
50.14
45.02
41.66

(17.80)
(13.33)
(17.31)
(20.85)
(17.98)
(19.40)
(23.46)

일반(30,146명)
50.23
54.02
40.25
52.83
53.50
51.42
40.93

(12.98)
(12.43)
(13.07)
(12.75)
(15.10)
(14.42)
(13.28)

n (%) Min~Max

Global PSQI
Sleep quality
Sleep latency
Sleep duration
Sleep-wake patterns
Sleep disturbances
Use of sleep medications
Daytime consequences
Global PSQI≤5 (good sleeper)
Global PSQI＞5 (Poor sleeper)

53
57
58
54
51
58
57
58

Mean±SD

0~21
7.53±2.92
0~3
1.6±0.82
0~3
1.59±1.00
0~3
0.98±0.83
0~3
0.73±1.02
0~2
1.14±0.51
0~2
0.07±0.32
0~3
1.59±0.70
11 (20.8%)
42 (79.2%)

Table 6. Comparison of PWI Index between PSQI group (n=51)
PSQI 수준
Poor sleeper
Good sleeper

n (%)

Mean±SD

40
11

23.63±7.92
18.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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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ppraisal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
순위

직무 스트레스 요인

1
2
3
4
5
6
7
8
9
10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 운항의 발생
악 기상상황
야간 근무
업무요구량에 비해 적은 보수
짧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
운항승무원과의 소통 부족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업무수행 중 휴식시간 부족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해부족

평균(표준편차)
4.17
3.73
3.58
3.57
3.55
3.53
3.43
3.32
3.15
3.13

(0.99)
(0.99)
(1.14)
(1.14)
(1.28)
(1.17)
(1.12)
(1.30)
(1.28)
(1.30)

2. 결론
운항관리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스트레스 현황으로서 국내 운항관리사는 타업종
종사자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었으며, 특히
직무요구 측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운항관리사들의 불규칙한 근무와 야간근무, 외부
와 통제되어 있는 환경,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정
신적 압박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트
레스 관리는 업무 효율성 증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
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조직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보급하
고 인식하기 위한 사전 교육 및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urocontrol에서는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항공안전을 저해하
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중대사고 스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트레스 기법 중 하나인 CISM는 항공사고 및 준사고
등을 경험하였을 때 발생되는 스트레스 반응이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을 사고 피해자들에게
이해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33].
두 번째로, PSQI 지수를 이용한 운항관리사의 피로도 측
정 결과, 응답자의 79.2%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항관리사들의 불규칙한 근무와 야
간근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AA에서 2005년 개
정한 ‘AC 121-32A(운항관리사 자원관리 교육/훈련, DRM)’
[34]에서는 운항관리사의 업무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 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
하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운
항관리사는 개별적인 인식 기능과 팀 성과에 대한 스트레
스와 피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다. 그렇
기 때문에 훈련에서는 피로 및 스트레스의 과학적 증거 및

업무수행에 대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에서는 잠재적인 위급상
황에서의 피로 및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 간 문제와 효율적인 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고,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과 성격
검사 및 동기화특성, 본인에 대한 자가 진단, 그리고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운항
관리사에게 관련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올바른 교
육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운항관리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요인 중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 운항의 발생”을 최우선 순
위로 꼽았다. 이는 정시 운항 및 안전 운항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
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연방항공청(FAA)은
부적절한 운항통제와 非협력적 의사결정이야말로 항공기
사고 발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운항관리사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필수요소임을 강조하였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기존에 수립하였던 표준운영절
차를 종종 무의식적으로 무시하였으며, 반면 의식적으로
운용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내
용이 생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정부
주도로 FAA와 민간항공사 협의기구로 ‘민간항공안전팀
(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 CAST)’을 출범하였다. CAST
는 정부와 항공업계의 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안전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AST는 팀당
45~5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 세계 항공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 지금까지 450건의 보고서와 900건 이상의
안전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1998~2007년까지 항
공기 사고율을 80%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35].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 공항운영자, 항
공기 조종사, 운항관리사,지상조업사 등과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비정상적 운항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
는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CDM)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SOP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CDM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피로 및 스트레스는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운항관리현장 종사자와 관리자
가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피
로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인력, 환경,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로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운영,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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