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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medical examination is closely related to flight safety. The purpose of the periodic physical
examination is to prevent incapacitation in the cockpit with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s to life
and property.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has the authority to review aviation examination
reports. The board of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can decide to the waiver or defer cases. They can
make a medical decision based on the guidelines for aviation medical examiners, but the guidelines are
not in detail. References of foreign country’s manuals of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such as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Joint Aviation Authority (JAA), and Federal Aviation Authority (FAA) are
often uti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viation medical guidelines and the
regulations in pilot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aviation medical manual and the others including ICAO, especially in the
case of coronary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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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명
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관
상동맥질환에 대한 각국 항공신체검사 규정 및 판정 기준
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 항공신체검사 기준과 차이점이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I. 연구목적
항공신체검사제도는 비행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이
다. 항공신체검사의 목적은 항공기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
는 조종불능상태(incapacitation)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항
공신체검사를 통해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이다[1]. 현재 우
리나라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의학협
회에서 항공신체검사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
항공전문의사들이 모여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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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III. 연구결과
일본 공군에서 심장질환이 있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판정
결과를 미국 공군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관상동맥확장술,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 빈맥,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는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판정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 국내 항공신체검사관련
규정과 국외 규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
내 항공신체검사 규정이 국제민간항공기국(ICAO)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미국 항공신체검사 규정과 유럽
연합의 항공신체검사 규정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각 질환의 관찰기간이나 검사 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중요한 판정기준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특
히, 조종사 영구도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관상동맥질
환에 대한 항공의학적 소견들을 살펴보았을 때 세세한 기
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큰 기준에 있어 차이는 없었다. 각
국의 항공신체검사 규정들을 살펴보면 비행안전을 고려하
여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심장질환은 비행 중 조정불능상태는 초래
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각국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각국의 판
정기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신체검사 매뉴얼[3]
1)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은 조기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서양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밖
의 지역에서는 덜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북유
럽에서는 약 40%의 인구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 남성
네 명 중 한 명, 여성 여섯 명 중 한 명이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한다. 새로 발생한 관상동맥증후군 중 육분의 일은 자
각증상 없이 급사로 나타난다; 오분의 이는 협심증으로 오
분의 이는 심근경색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조종사는
일 년 중 8∼10%를 비행을 하므로 근무 중에 증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심혈관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든 조종사 특히, 고혈압, 고지
혈증, 흡연, 인슐린 저항성, 가족력과 같은 다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 한 개 이상의
주심장외막동맥이 직경의 50∼70%가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1) 협심증: 협심증의 정도와 관상동맥질환의 심각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비활동적인 사람인 경우 심각한 삼혈관
폐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을 수 있다. 협심증은

Prinzmetal 혹은 비정형 협심증(variant angina)과 같이 관상동
맥이 정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외에 비
후성 혹은 확장성 심근병증, 대동맥협착, 심한 고혈압, 빈혈
있을 경우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다.
협심증은 원인에 상관없이, 심지어 약물에 의해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모든 종별에 대해 부적합하다.
(2) 원인 불명의 흉통: “원인 불명의 흉통”은 심장내과 외
래에서 흔히 내려지는 진단이다. 정밀검사를 해도 심혈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러한 진단이 승무원들에게 드
물지라도 운동부하심전도 검사를 통해 폐쇄성 관상동맥질
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증상은 겉
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한다. 관상동맥이 정상이라면 이런 증상은 정
상 예후를 보인다.
(3) 경미한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조영술은 장차 심혈
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한 연
구에서 흉통은 있었으나 관상동맥이 정상이었던 347명의
환자들 중 단지 2명(0.6%)이 10년 이상의 추적관찰기간동안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했다. 30% 미만의 협착이 있는 경우
10년 사망률은 2%이다;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0년
사망률은 16%이다. 다른 연구에서 정상이거나 경미한 관상
동맥 협착이 있었던 3,136명 중 7년 생존률이 96%였다. 미
국 공군 조종사 중 정상 혈관이거나 혈관내벽이 불규칙했
던 1,4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5년 동안 관상동맥
질환은 발생하지 않았다. 5년에서 10년 사이 기간동안 정상
혈관을 가졌던 대상에서는 연간 0.1% 비율로 질환이 발생
했고, 혈관내벽이 불규칙했던 대상에서는 연간 0.56% 비율
로 질환이 발생했다. 관상동맥 협착이 없거나 50% 미만으
로 경미한 경우 질환 발생률은 5년에서 10년 사이 기간동안
연간 1.2% 비율로 발생했다.
부적합으로 판정할 만한 증상이 없거나 다른 부적합 사
유가 없다면 흉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상 혹은 약간 불규칙
한 관상동맥을 가진 승무원은 제한사항 없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심장외막혈관의 협착이 30% 이
상인 경우 multi-crew operation 제한조건으로 발급해야 한다.
반면에 협착이 50% 이상인 경우 발급이 불가하다. 좌주선
지(the left main-stem) 혹은 근위부 좌전하방혈관(proximal left
anterior descending vessels)에 30% 이상 협착이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하다.
(4) 중등도/중증 관상동맥질환과 급사: 초기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한 개 관상동맥에 중
등도 협착이 있는 경우 5년 생존률은 83%이고, 10년과 15년
생존률은 각각 62%와 48%이었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유
병률이 감소 추세이다. 또한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들을 관
리하면서 심각한 심혈관질환(major adverse cardiac event)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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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급사의 삼분의 이는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다. 중년 이
후 대부분의 급사는 관상동맥질환 때문이다. 좌심실비대는
중요한 예후 인자이다.
(5)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
급: 심근경색은 초기에는 비행 부적합하다. 심근경색 후 예
후는 심근경색 기왕력, 심박출량 감소, 협심증, 흡연, 고혈
압 기왕력, 수축기 고혈압, 당뇨, 심박수 증가, 지구력 감소
와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한 대상자는 증상이 없고, 당뇨나
고혈압이 없고, 정상 심박출량을 보이면서 심근경색이 있
는 혈관에만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심근경색이
한 개 관상동맥에만 있는 경우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좌심실기능이 심혈관질환 예후와 관련이 깊다.
한 개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심벽운동장애가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5년 생존률이 각각 77%와 89%로 나
타났다. 심실기능 감소가 있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
(6) 심근 재개통술
①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관상동
맥우회술은 장기간 추적관찰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복재
정맥을 이식한 경우 스타틴제재를 사용하기 전 시대에는
1, 5, 10년 혈관폐색률이 각각 10%, 20%, 40%이다. 적극적
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속가슴동맥(internal mammary
artery)을 이식하면서 결과는 호전되었다. 심박출량은 중요
한 예후 인자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각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낮
다. 복재정맥을 이식한 경우 스타틴제재를 사용하기 전 시
대에는 5, 10, 15년 생존률은 각각 94.2%, 82.4%, 63%이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재시술, 협심증과 같은 질환 발생이 없
는 1, 10, 15년 생존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심장마비 - 97.8%, 90.1% and 74.4%;
• 급성심근경색 - 98.5%, 89.0% and 77.4%;
• 재시술 - 97.0%, 83.0% and 62.1%;
• 협심증 - 77.8%, 52.1% and 26.8%.
좌심실기능과 협착이 있는 혈관의 개수는 생존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다.
②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 항공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관상동맥성형술 후에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은 증상이 없어야 하고 완전히 재개통이 되어야 한다.
관상동맥성형술은 증상을 없애는 데는 좋은 반면, 완전히
재개통하기는 쉽지 않다. BARI 연구결과를 보면, 다발성 관
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완전한 재개통률이 관상동맥성형
술인 경우 57%, 관상동맥우회술인 경우 91%였다.
항공의학적 측면에서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하
기 전에 매우 낮지만 재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관
상동맥질환 발병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당뇨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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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환자가 혈관성형술과 혈관우회술을 받은 경우 심
각한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높아 발급이 불가하다. 게다
가 다발성 관상동맥질환인 경우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전 재개통률이 좋지 않다. 일부 나라에서는 한 개 이상의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도 운동부하심전도검
사나 thallium 핵의학검사를 통해 가역적인 허혈이 없는 경
우 연간 심각한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1%를 훨씬 넘는데
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③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조절;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이다. 위험인자를 잘 조절
하면 심혈관질환 발병을 낮출 수 있다.
다음은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실천방안
이다.
•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이완기 혈압이 90 mm Hg 미만이
어야 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80 mm Hg 미만이어야 한다.
• 고지혈증 치료의 목표는 총콜레스테롤이 적어도 30%
감소하거나 총콜레스테롤이 5 mmol/L (200 mg/dL) 미만이
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LDL) 3 mmol/L (115 mg/dL)
미만이어야 한다.
• 당뇨는 제4장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조절되어야 한다.
•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
• 운동은 처방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포화지방산대신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섭취
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려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유
익하다.
결론적으로,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으로 재개통 시
술을 받은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건강한 부조종사와 비행
하는 조건(multi-pilot 제한사항)으로 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
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
다.
• 협심증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없어야 한다.
•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들을 낮추기 위해 금연, 고지혈증
치료, 고혈압 치료, 항혈판제재 복용을 해야 한다. 당뇨가
있는 대상자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요한다.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심장초음파검사, multiple-gated acquisition (MUGA) study,
혹은 조영제 심실조영술(contrast ventriculography) 검사상 좌
심실기능은 정상(＞50%)이어야 한다.
• 운동부하심전도검사상 심근허혈 소견이나 중대한 부정
맥, 혹은 증상 없이 4단계까지 도달해야 한다.
• 발병 당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치료하지 않은 주요
관상동맥이나 이식한 혈관의 협착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근위부 좌전하방혈관(proximal the left anterior descending)이
나 좌주선지혈관(left main-stem vessels) 협착이 30% 미만이어
야 한다.
• 홀터심전도를 시행한 경우 중대한 리듬 이상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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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스트레스 thallium 핵의학검사상 가역적인 손상이 없어
야 한다. 작은 고정된 손상(small fixed defect)이 있는 경우 심
박출량이 정상이라면 발급 가능하다. 이 검사는 발병 후 최
소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해야 한다.
• 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는 multi-pilot 제한사항으로 발
급 가능하다. 2종은 제한사항 없이 발급은 가능하다.
• 매년 자격이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운동부하심전
도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
요하다면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미국 항공신체검사 매뉴얼[4]
1) 관상동맥질환 검사를 위한 프로토콜
심근경색, 협심증, 혹은 기타 관상동맥질환은 이 프로토
콜에 내용이 담겨있다. 첨부된 프로토콜에 따라 소견서와
검사결과를 받아서 항공신체검사자격관리과(Aviation Medical
Certificate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를 위한 요구사항
① 관찰기간이 필요하다.
a. 6개월: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
확장술, 스텐트삽입술, rotoblation, 혹은 atherectomy 후
b. 3개월: 전기소작술 혹은 판막치환술 후
c. 불필요: 심실상성빈맥, 심방세동, 실신 후
② 병원 입원기록(병력, 진찰기록), 심혈관조혈술 기록,
모든 심장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기록.
③ 최근 심혈관질환 검사결과, 개인 및 가족병력; 일반
신체검사 및 심장검사; 신체검사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기능적 운동력, 심혈관질환 위험요소, 생활개선
에 대한 의욕, 조종불능에 대한 예후, 혈액검사(공복
혈당과 지질검사)를 포함한 평가.
④ 최근 시행한 운동부하심전도검사
Technetium이나 thallium을 이용한 운동부하 심근혈류 핵
의학검사(SPECT)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혹은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다. 판독
결과와 핵의학검사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2) 1종 혹은 제한사항이 없는 2종 비행자격을 위해 추가
로 필요한 사항. 발병 후 6개월 이후에 다음 검사를 시행.
① 관상동맥조영술.
② 스트레스 thallium 핵의학검사
③ FAA 8500-20 서식, Medical Exemption Petition (Operational Questionnaire).
(3) 발급.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운동부하심전도를 포함한 심혈관 검사를 제출
한다. 필요하다면 핵의학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종별 항공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각 신청자의 책임이다.
(4) 관상동맥혈관 처치(관상동맥우회술, Rotoblation, Atherectomy, 관상동맥확장술과 스텐트삽입술). 관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았다면 각 스텐트의 종류, 제조회
사, 삽입한 위치, 길이, 직경이 기록되어 있는 수술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3. 유럽연합 민간항공의학 매뉴얼[5]
1) 검사 프로토콜
심혈관질환 발병 혹은 처치 후 비행적합성과 관련된 권
고사항들은 데이터들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럽연
합항공청(JAA) 소속 국가들의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심장질환들에 대한 검사는 필
수검사(Required Investigation) A, B, C 등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1) 필수검사 (A) 심전도검사
(2) 필수검사 (B)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심장전문의의 판독
이 필요하며, 심근허혈을 시사하는 이상소견이 없어야 한
다. 심장약은 검사 48시간 전에 끊어야 한다. 디곡신은 검사
14일 전에 끊어야 한다.
(3) 필수검사 (C) 스트레스 심근관류영상(Stress Myocardial
Perfusion Imaging); 심근관류를 측정하는 핵의학검사로 주로
Thallium이 사용된다.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
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상동맥조영술의 3배정도 되는 방
사선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비
행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관상동맥 재개통 치료
후 비행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관상동맥조영술과 함께 심근
관류영상이 사용된다. 측정된 좌심박출율은 50% 초과이어
야 한다.
(4) 필수검사 (D.1) 도플러 심장초음파(Doppler echocardiography); 심벽의 운동장애가 없어야 하며 좌심박출율은 50%
초과이어야 한다.
(5) 필수검사 (D.2) 스트레스 심장초음파(Stress echocardiography); 스트레스에 의해 심벽운동장애가 유발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6) 필수검사 (E) 24시간 심전도검사; 부정맥과 전도장애
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발작성 심방세동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심실빈맥이나 발작성심방/심실빈맥이 있는 경우 부적합
이거나 정밀검사를 요한다.
(7) 필수검사 (F) 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은 오랫
동안 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는 표준검사이다. 이 검사는
침습적 방법이라 이미 알고 있는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공
중근무자를 위한 검사로는 선호되지 않는다. 경험이 쌓이
게 되면 스트레스 핵의학검사나 운동부하심전도검사로 대
체할 수 있다. 비행적합성 판정을 위해 6개월 이내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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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조영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좌주선지(left main
stem)의 30% 이상 협착이 있거나 삼혈관질환(triple 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은 부적합하다. 한 개 혹은 두 개 관상
동맥에 협착이 있는 경우 주외막혈관(major epicardial vessel)
의 협착이 50% 미만이고, 심박출량이 정상이면 1종 Multipilot 제한조건(Class 1 OML)으로 발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근위부 좌전하방혈관(proximal left anterior)/좌주선지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의 30% 이하 협착은 발급 가능하다. 혈
관 협착이 30% 초과이면서 50%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핵
의학검사/운동부하심전도 검사상 심근허혈의 증거가 없다
면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30에서 50%의 협착이 혈관 가지
내에 2개 이상이라면 부적합하다. 심박출량은 50% 초과이
어야 한다. 심근경색 후에 경색이 완전히 치료되고, 협착된
혈관을 치료한 후에 심근허혈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핵의학검사이다. 관상동맥우회술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면 혈관이식을 시행하지 않
은 혈관에 30% 초과 협착이 없어야 하고, 심근운동장애가
없어야 한다. 스트레스 핵의학검사로 심근허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식혈관이나 혈관 문합 부위에
30% 초과 협착이 없어야 한다.
(8) 필수검사 (G) 전기생리검사(Electrophysiological study)
(9) 필수검사 (H) 자기공명영상 및 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Imaging & Angiography)
(10) 진료지침 (A) 심혈관질환 위험도 낮추기; 이것은 전
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고혈압 치료,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기, 체중 감량, 운동량 늘리기, 음주량 줄이기, 금연이
있다. 이것은 특히 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
다. 스타틴제재 약으로 고지혈증을 낮추는 것은 심혈관질
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총콜레스테
롤 목표치는 5.0 mmol/L (＜200 mg %) 미만이고, 저밀도지질
단백질은 3.0 mmol/L (＜115 mg %) 미만이다.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전체적으로 30% 낮추는 것이 좋다. 스타
틴 약용량은 조절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ezetimibe 보조약제
로 사용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저용량 아스
피린(75∼150 mg) 사용이 금기가 아니라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11) 진료지침 (B) 추적관찰; 항공의료센터(Aviation Medical
Center)에서 추적관찰을 위한 특별 요청사항은 항공의료시
스템(Aviation Medical System)에 등록된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운동부하심전도와 같은 심장 정
밀검사를 받는 것이다. 추적관찰 기간은 항공의료시스템에
서 결정한다. 추적관찰은 최소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좋
다.
(12) 진료지침 (C) 제한사항; Multi-pilot (Class 1 ‘OML’) 제
한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

2.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증후군은 증상이 변덕스럽고,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한다. 북유럽에서는 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의 사분의 일내
지 삼분의 일 정도를 차지한다. 남성의 25%는 65세에 이르
기 전에 이 병으로 사망한다. 새로 발생한 관상동맥질환의
육 분의 일은 사전 임상증상 없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각각 오분의 이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나
타난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의 삼분의 일은 28일 이내
에 사망하고, 사망자의 절반은 증상 발현 후 15분 이내에
사망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공중근무자는 항공
신체검사 시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관상동맥조영술이
관상동맥질환의 표준검사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검사일지라도, 생화학검사와 운동부
하 심전도/핵의학 검사도 확인해야 한다.
(1) 관상동맥질환의 심전도 소견
① 미세한 탈분극이상; ST 분절과 T-파 이상을 포함한 미
세한 탈분극이상은 2∼3%의 무증상 남성에서 나타날 수 있
다. 이런 경우 운동부하심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일 가능성은 증가한다.
② 운동부하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 검사는 정기검사 항
목은 아니다. 이 검사는 특이도가 낮아 중년의 증상이 없는
조종사의 경우에 진성 양성보다 몇 배 높은 가성 양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안정 시 심전도에 미세한 변화
가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부하심
전도 검사가 음성일지라도 multi-pilot (Class 1 ‘OML’) 제한조
건으로 비행 적합하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상소견이 반드시 관
상동맥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은 가성 양성
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경미한 관상동맥질환; 중대한 관상동맥질환은 협심증
이나 심근경색으로 나타난다. 경미한 관상동맥질환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비전형적인 흉통을 확인
하기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 나타나거나, 경미한
심전도 이상소견으로 나타난다. 항공신체검사에서는 증상
이 없으면서 경미한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
동부하심전도, 스트레스 심근관류 핵의학검사, 스트레스 심
장초음파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를 줄
이고, 정기적으로 심장내과 정밀검사 및 전문의 진찰을 받
는다면 multi-pilot 제한조건으로 발급가능 하다.
(3) 협심증; 협심증은 약물에 의한 증상 소실여부와 상관
없이 감지하기 힘든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적합하다. 이것은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것이든 관상동
맥 경련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대동맥 협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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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 심근병증과 같은 다른 협심증의 원인들도 부적합하
다.
(4) 원인불명의 흉통; 원인불명의 흉통은 전문 항공종사
자에게는 드물다. 그러나 운동부하심전도, 스트레스 심근관
류 핵의학검사, 스트레스 심장초음파검사와 같은 심장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관상동맥조영
술이 도움이 된다. 만약 관상동맥조영술이 정상이고 좌심
실 기능이 정상이라면 예후는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
다. 비행적합성 판정을 위해 증상의 정도와 증상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흉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심장질환(예, 승모판폐쇄부전) 혹은 심장이
아니 다른 흉통의 원인에 대해 찾아보아야 한다.
(5) 심근경색; 심근경색 후 예후는 잔여 좌심실 기능과 관
상동맥의 상태에 달려 있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와 심각
한 관상동맥질환 발병 간에 상관관계는 없다. 초창기에는
관상동맥혈관 협착이 심할수록 경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심장외막동맥에 30%를
넘는 협착이 없는 경우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5년 예후가 좋
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시적 부적합 기간을 갖고 1종 발급
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이 있은 후 최소 6개월 후에 심장정
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multi-pilot (Class 1 ‘OML’) 제
한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심장병 위험요소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6)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중기간과 장
기간 예후는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수술과 관련된 사
망률은 0.5∼2%이다. 첫 일년 동안 이식혈관 폐쇄는 약
10%에서 발생하고 그 뒤부터는 연간 발생률이 1∼3%로 감
소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은 기존
동맥에서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이식한 복재정맥(saphenous
vein)의 50%가 막힐 것이다. 속가슴동맥 이식은 생존률이 좀
더 높다. 좌전하방관상동맥(the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에 이식한 좌속가슴동맥은 10년 생존률이 90%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심증 때문에 관상동맥우회
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50% 이상에서 6년, 7년 후에 증상이
재발하게 된다. 수술 후에 심혈관질환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한 이차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무증상인 경우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갖은 후 심장내과 정밀검
사에 이상이 없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
으로 심장내과 전문의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
(7)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재개통
이 필요한 일부 공중근무자들은 관상동맥조영술/스텐트삽
입술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단순히 풍선확장술만 시행한
경우 첫 6개월 내에 재협착률이 20% 이상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면서부터 재협착
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심

권영환

장질환(major adverse cardiac event) 발생률이 아직까지 기준치
인 1%를 넘는다. 초기 재협착은 증상의 재발과 관련되어
있다. 약물처리를 하지 않은 스텐트의 경우 첫 일년 안에
약 8% 재협착률을 보이고, 약물처리를 한 스텐트는 4% 재
협착률을 보인다. 관상동맥성혈술을 시행받고 최소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 동안 증상이 없고, 심장정밀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대상자는 발급가능 하다. 치료 후 정기적인 심
장내과 전문의 진찰 및 심장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매 5년마
다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부하심전
도검사/스트레스 심근관류 핵의학검사에서 변화가 없고 항
공의료시스템에서 허락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한 관상동맥에 여러 군데 관상동맥성형술이나 스텐
트삽입술을 시행 받은 경우, 여러 혈관에 관상동맥성형술
이나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식혈관에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와 당뇨환자에게 혈
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행
부적합 가능성이 높다.
4. 호주 항공전문의사 편람[6]
1) 허혈성 심질환
(1) 판정에 필요한 심장정밀검사들
① 스트레스 심전도검사; 스트레스 심전도검사는 허혈성
심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선별검사이지 확진검사가 아니다.
반복해서 위양성을 보이는 경우 스트레스 핵의학검사를 통
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검사 때는
이전 심전도와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가 없으면 정상으로
간주한다.
②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③ 스트레스 핵의학검사(Thallium 혹은 Sestimibi)
④ 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져 있을
때 의미 있는 협착 소견이다.
⑤ Gated Blood Pool Scan; 스캔에서 심박출량은 45% 이상
이어야 한다.
⑥ 심장 컴퓨터 단층활영 및 칼슘 스코어(Electron Beam
Computed Tomography and ‘Calcium Scores’)
항공의학에서 이 검사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검사를 대체하는 검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⑦ 심장전문의 소견;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되
어 있어야 한다.
a. 임상적 상태
b. 흡연과 비만과 같은 위험 요소의 관리
c.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d. Gated heart pool scan에서 중등도 운동감소증과 같은 심
벽 운동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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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심박출량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f. 지질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야 한다. 총콜레스테롤이 5.5
mmol/L 미만이고, 고밀도 지질단백질이 1.0 mmol/L 이
상이어야 한다.
⑧ 심장전문의 진찰; 6개월 간격으로 심장전문의 진찰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a. 임상적 상태
b. 흡연과 비만과 같은 위험 요소의 관리
c.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d. 지질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야 한다. 총콜레스테롤이
5.5 mmol/L 미만이고, 고밀도 지질단백질이 1.0 mmol/L
이상이어야 한다.
(2) 심근경색 후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① 1, 2, 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심근경색 후 호주민간
항공안전청 항공의학부서에 진단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자
는 호주민간항공안전청에서 비행가능 통보를 할 때까지 비
행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심근경색이 있은 후부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② 재발급;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
다: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 스트레스 핵의학검사(추천)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 심박출량 결과
- 이전에 시행한 적이 없다면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만약 상기 검사 결과들이 모두 정상이라면 제한사항 없
이 12개월 유효기간의 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③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
심근경색 후 12개월째: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 스트레스 핵의학검사(추천)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이후 1년 간격으로 시행해야 할 검사: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 1년 간격의 운동부하심전도검사
(3) 관상동맥우회술 후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① 1, 2, 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호주민간항공안전청 항공의학부서에
진단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자는 호주민간항공안전청에서
비행가능 통보를 할 때까지 비행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기간
은 수술 후부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② 재발급;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
다: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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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핵의학검사(추천)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 심박출량 결과
만약 상기 검사 결과들이 모두 정상이라면 제한사항 없
이 12개월 유효기간의 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③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
관상동맥우회술 후 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할 검사: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 1년 간격의 운동부하심전도검사
④ 참고사항; 혈관조영술은 더 이상 매 5년마다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지원자가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치료에도 불
구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된 소견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한다.
(4) 관상동맥성형술 후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① 1, 2, 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혈관성형술 후 호주민
간항공안전청 항공의학부서에 진단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
자는 호주민간항공안전청에서 비행가능 통보를 할 때까지
비행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시술 후부터 최소 6개월
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비연구결과 약물처리한 스텐트는
혈관성형술 후 협착을 감소시킨다. 더 최근 연구에서는 약
물처리한 스텐트가 나중에 혈전 생성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항공의학적 관점에서는 약물처리
하지 않은 스텐트가 선호된다. 호주민간항공안전청에서는
현 시점에서 치료 후 6개월 관찰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 없
다. 그러나 호주민간항공안전청은 이 논제에 대해 계속해
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② 재발급;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
다: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심장전문의 소견
- 스트레스 핵의학검사(추천)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 심박출량 결과
만약 상기 검사 결과들이 모두 정상이라면 모든 종별에
대해 제한사항 없이 12개월 유효기간의 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③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
혈관성형술 후 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할 검사: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 운동부하심전도검사
④ 참고사항; 혈관조영술은 더 이상 매 5년마다 시행할
필요가 없다. 지원자가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치료에도 불
구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된 소견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한다.
(5)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있은 후 항공신체검사 증
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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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2, 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 협심증, 부정맥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이 있거
나;
- 심부전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있을 때 호주
민간항공안전청 항공의학부서에 보고한다. 신청자는 호주
민간항공안전청에서 비행가능 통보를 할 때까지 비행업무
를 할 수 없다.
② 재발급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항공신체검사 결과
- 6개월 간격의 심장전문의 소견
- 스트레스 핵의학검사(추천)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
- 심박출량 결과
만약 스트레스 핵의학검사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가
양성이면 신청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들이 모두 정상이라면 재발급이 가
능하다.
만약 스트레스 핵의학검사 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가
양성이고, 혈관조영술 검사가 정상범위라면 재발급이 가능
하다.
③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것은 각각의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다.
5. 국내 항공신체검사 규정[7]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국내 항공신체검사 규정은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884호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에 명
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by-pass grafting), 스텐트(stent)삽
입과 상관없이 혈관조형술(angioplasty), 기타 심장시술, 심근
경색의 병력,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그 밖의 심장질환
(incapacitating cardiac condition)이 없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협회의 자문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판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위해 운동부하 심전도검사를 반드
시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검사
를 실시한다.
(1) 흉통: 운동부하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동위
원소검사, 운동부하 심장초음파검사, 64채널 심장 컴퓨터단
층촬영, 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질환 유
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공업무에 부

권영환

적합하다.
(2) 관상동맥경화
① 심근경색;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항공업무
에 부적합하다. 단, 3종의 경우 발병 6개월 후 운동부하 심
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동위원소검사에서 심허혈 소견
이 없고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 중대한 전도장애나 부정맥
및 심허혈 소견이 없는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판정보류로
상정한다. 이후 자문위원회에서 조건부적합을 받고 갱신
시 6개월 마다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동위
원소검사에서 심허혈 소견이 없고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
중대한 전도장애나 부정맥 및 심허혈 소견이 없는 경우 항
공전문의사가 조건부적합으로 발급 할 수 있다.
② 관상동맥의 좌주선지질환(left main stem disease)이나 삼
혈관질환(3 vessel diseases)은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bypass
surgery) 또는 중재시술 여부와 관련 없이 부적합하다. 그 외
에는 다음의 검사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항공전문의사
는 판정보류로 상정한다.
a. 관상동맥의 중재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
• 관상동맥조영술, 필요 시 혈관 내 초음파검사(intravascular ultrasonography)도 시행한다.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50% 미만이고 주심장외막동맥
(major epicardial artery)의 총 협착은 120% 미만이어야 한다.
• 이후 갱신 검사에서 다음의 검사와 조건을 만족하면 항
공전문의사는 조건부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다.
- 관상동맥경화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HDL-Cholesterol
은 제외)는 2개 미만이어야 한다.
-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동위원소검사 및 심장초음파검
사에서 심근허혈 소견이 없어야 한다. 6개월 간격의 추
적검사가 필요하며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48시간 전에
항혈소판제재를 제외한 심혈관계 약물은 복용을 중지
해야 하고 검사는 12 Mets 이상 완료되어야 한다.
-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 중대한 전도장애나 부정맥 및
심허혈 소견이 없어야 한다.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
가 필요하다.
-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필요 시 혈관 내 초음파검사
(intravascular ultrasonography)도 시행한다. 관상동맥의 협
착 정도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2년 간격으로 검사하
여 협착 정도가 50% 미만이고 주심장외막동맥(major
epicardial artery)의 총 협착은 120% 미만이어야 한다. 관
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1년 간격으로 검사하여 협착 정도가 50% 미만이고 주
심장외막동맥(major epicardial artery)의 총 협착은 120%
미만이어야 한다.
b. 중재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 중재시술 6개월 경과 이후에 다음의 검사와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에 항공전문의사는 판정보류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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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경화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HDL-Cholesterol
은 제외)는 2개 미만이어야 한다.
- 운동부하심전도검사, 동위원소검사 및 심장초음파검사
에서 심근허혈 소견이 없어야 한다. 운동부하심전도검
사 48시간 전에 항혈소판제재를 제외한 심혈관계 약물
은 복용을 중지해야 하고 검사는 12 Mets 이상 완료되어
야 한다.
-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 중대한 전도장애나 부정맥 및
심허혈 소견이 없어야 한다.
- 관상동맥조영술, 필요 시 혈관 내 초음파검사(intravascular ultrasonography)도 시행한다.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50% 미만이고, 주심장외막동맥
(major epicardial artery)의 협착은 총 120% 미만이어야 한다.
• 이후 갱신검사에서 다음의 검사와 조건을 만족하면 항
공전문의사는 조건부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다.
- 관상동맥경화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HDL-Cholesterol
은 제외)는 2개 미만이어야 한다.
- 운동부하심전도검사, 동위원소검사 및 심장초음파검사
에서 심근허혈 소견이 없어야 한다. 6개월 간격으로 추
적검사가 필요하며 운동부하심전도검사 48시간 전에
항혈소판제재를 제외한 심혈관계 약물은 복용을 중지
해야 하고 검사는 12 Mets 이상 완료되어야 한다.
-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 중대한 전도장애나 부정맥 및
심허혈 소견이 없어야 한다.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
필요하다.
- 관상동맥혈관조영술, 필요 시 혈관 내 초음파검사
(intravascular ultrasonography)도 시행한다. 관상동맥의 협
착 정도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2년 간격으로 검사하
여 협착 정도가 50% 미만이고 주심장외막동맥(major
epicardial artery)의 총 협착은 120% 미만이어야 한다. 관
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1년 간격으로 검사하여 협착 정도가 50% 미만이고 주
심장외막동맥(major epicardial artery)의 총 협착은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은 2009년 7월 27일 심장내과 자문회의를 통해 변경
된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항공신체검사 판정기준이다.
• 관상동맥조영술검사 상 협착이 50% 미만인 경우, 6개
월마다 운동부하 심전도검사(혹은 스트레스 심장초음파검
사)와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1년마다 24시간 심전도
검사, 2년마다 Thallium 혹은 MIBI 핵의학검사를 시행하고
4년째 되는 해에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다.
• STEMI (ST 분절 상승이 있는 심근경색)는 부적합이다.
단, 3종인 경우 STEMI도 심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Non-STEMI (ST 분절 상승이 없는 심근경색)는 심벽운동
장애가 없고, 심각한 협착이 없으면 심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IV. 고

찰

1968년과 1991년에 국제항공기조종사협회(IFALPA) 소속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각각 27%와 29%
의 조종사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비행 중 조정불능상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말하는 항공신체검사제도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생명과 재
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종불능상태를 예방
하는 것이다.
국내 항공신체검사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
준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으며, 미국 항공신체검사 규정과
유럽연합의 항공신체검사 규정을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질환의 관찰기간이나 검사 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판정기준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조종사 영구도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항공의학적 소견들을 살펴보았을 때 세세한
기준의 차이는 있었으나 큰 기준에 있어 차이는 없었다. 각
국의 항공신체검사 규정들을 살펴보면 비행안전을 고려하
여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심장질환은 비행 중 조정불능상태는 초래
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각국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 여객항공기 조종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항공신체검사 제도는 수 백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항공기사고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이다. 항공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으면 질환
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낮출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조종가능한 조종사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신체검사 판정업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각 질환 별로 큰 범주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세세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질환별 항공신체
검사 판정기준에 대한 세부화 작업은 숙원 사업이다. 국외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고, 그 동안 쌓아
온 경험을 더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외국의 항공신체검사
매뉴얼에 견줄만한 매뉴얼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V. 결

론

항공신체검사제도는 비행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이
다. 항공신체검사의 목적은 항공기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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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종불능상태(incapacitation)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항
공신체검사를 통해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이다[1]. 현재 우
리나라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의학협
회에서 항공신체검사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
항공전문의사들이 모여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신체검
사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명
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기준을?참고하여 심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ICAO 및
각 국의 항공신체검사 매뉴얼에 나타난 관상동맥질환에 대
한 규정 및 판정 기준과 국내 규정 및 판정기준을 비교 검
토하여 본 결과 추적관찰 기간이나 검사항목에 있어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판정기준에 있어 차이는 없었다.
각 국의 항공신체검사 규정들을 살펴보면 비행안전을 고려
하여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심장질환은 비행 중 조정불능상태는 초
래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각국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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