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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NTSB accident investigation, around 20% to 40% of transportation
accidents are caused by fatigue. The fatigue can degrad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ility to
recognize the threats. The fatigue also affects the management of the errors especially during take-off
and landing.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fatigue is one of the causal factors during the accident
investigation, because it is not easy to measure fatigue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atigue and the fatigue risk management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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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시 필요한 대응조작에도 영향을 준다. 피로가 비행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지만, 사고
전후에 피로를 측정한 결과가 없어 사고주요 요인으로 분
류된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에 대하여 이해
하고 피로의 영향과 위험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론

NTSB (미국 연방 교통안전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의하
면 항공과 육상 및 해양 교통사고 요인의 약 20∼40%가 피
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2시간의 수면부족
은 피로를 증가시키며 개인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고 매
일 2시간씩 수면이 부족한 경우 수면부채(Sleep Debt)가 누
적되고 약 5일 후에는 하루 밤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과 동
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조종사 뿐 아니라 항공종사자들의 피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항공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과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로
는 위협을 인지하는 심리적, 육체적 능력이 저하시켜 위협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게 하거나, 이륙과 착륙

II. 재료 및 방법
1. 피로의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피로를 안전과 관련된 임무 또
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능력과 승무원의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수면부족, 깨어 있는 시간의 증가, 생체주기,
정신적/육체적 활동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저
하시키는 생리학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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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에서 피로 유발 요인
1) 환경적 요인: 소음, 온도, 습도, 고도, 진동, 조명,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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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리학적 피로 유발 요인: 생체주기 및 Jetlag, 수면, 근무
시간, 깨어나 있는 시간
3) 건강 및 병력.

III. 결

서 조종사들의 피로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조종사협회에서는 피로 연구를 통하여 피로
에 대한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야간비행과 그리고 불
규칙한 비행스케줄, 기나긴 비행임무와 근무 시간, 등을 제
시하였다[7].

과
2. 대응책 모색

1.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피로의 위험성
피로 위험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BBC
News에 의하면 2011년 뉴질랜드항공사 보잉 777항공기의
조종사가 런던에서 LA공항으로 운항하는 중 대서양상공에
서 2번이나 잠에 빠졌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종사는 전날 호텔의 냉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수면을 취하
지 못하였고, 또한 히드로 공항의 안개로 지연되어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한다. 2011년 영국조종사들에 대한 연구결과
조종사들 중 20%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조종석에서 피
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BBC가 밝힌 것과 같이[4], 체류
호텔의 온도나 소음 등이 실제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011년 1월 14일 에어 캐나다(AC) 878편의 조종사가 토론
토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운항 도중 잠결에 인근을 비행하
던 미군 항공기와 충돌할 것이라고 착각해 대서양상공에서
비행기를 급강하하여, 자고 있던 승객들 가운데 14명과 승
무원 2명 부상을 입었다[5]. 피곤한 조종사의 판단 실수로
급강하를 하였던 AC878편의 단편적 사례에서 피로가 운항
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 주었다.
2008년 2월 13일 호놀룰루공항을 이륙하여 힐로로 가는
Go! Flight 1002기가 약 20분간 항공교통관제소와 무선통신
이 두절된 상태로 힐로 공항을 약 15마일 정도를 지나쳤다.
NTSB의 준사고 조사결과 기장과 부기장이 졸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중에 기장이 깨어나 사태를 파악하여 관제
사와 교신을 재개해서 힐로공항에 착륙하였다[6].
유럽조종사협회(ECA)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000명
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선행연구에 의하
면 여객기 조종사 중 약 절반이 “비행 중에 잠을 자거나 졸
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발표되어, 항공사 조종사의
피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준다. 69%의 프랑스 조종사들은
야간비행이 피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33%의 영국의 조종사들은 졸음에서 깨 보니 조종
실의 동료 조종사도 졸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약 80%의
독일의 조종사들은 피로로 인해 실수를 한적이 있다고 답
하였다. 그러나 피로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너
무 피로하여 조종하기 부적합한 경우에 70∼80%의 조종사
가 불이익을 받을 까봐 보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회사
나 항공당국에 피로에 대한 위험의 실상이 알려지지 않아

운송량이 증가하여 야간운항과 장거리 운항을 하게 되
고, 업계의 경쟁 속에서 운송율을 극대화하면서 피로에 의
한 사고 및 준사고가 증가하여, 적극적인 관리로 실수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요구된다.
ICAO는 피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Annex6 Part1을
통해 각 국가는 항공사가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지
속적으로 향상하도록 하고,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
면과 피로를 반영한 스케줄 검토와 피로보고제도와 설문,
과학적 연구, 승무원 임무수행 분석 등의 안전활동을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안전관리시스템에 FRMS를 통
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3].
적극적으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들이 피로
로 인하여 안전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
출하여 회사 및 항공당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효과적인 피로위험관리(FRMS)를 관리 할 수 있으나,
유럽 조종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20∼30%의 조종사만이 보
고를 하여서 항공사가 상황을 알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위
험이 상존하고 있다[7].
ICAO의 권고에 따라서 항공사가 FRMS를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항공당국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보고제
도의 활성화, 피로 위험과 대응책을 조종사에게 교육, 스케
줄러에게 FRMS 교육 및 피로관리 적용 스케줄 운영, 주기적
인 설문실시 등의 피로위험관리 활동으로 예방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각 항공사마다 운영환경에 따라 맞춤식으로 FRMS
를 운영하여야 하며, 항공당국에서는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
해서 항공사의 시스템을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8].

IV. 고

찰

FRM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의 평가 및 관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고제도와 생리학적 관찰 및 경각심 검사,
피로 모델링 컴퓨터 프로그램이 주요 요소이므로 운항현장
의 보고가 필수적이다[8].
조종사들이 피로로 인하여 안전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운항 현장의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운항승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정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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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항공사는 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
는 것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피로위험관리로 피로관련 사건, 준사고, 사고의
빈도 감소는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FRMS/SMS를
운영한 경우 보험요율이 50∼75% 낮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므로 스케줄과 관련한 근무조건을 노무적 관점
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9]. 따라서 적극적인 피로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고율의 저감뿐 아니라 보험요율의 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
여 피로에 의한 사고 및 준사고가 증가하는 환경을 ICAO
Annex6의 권고에 따라 승무원의 주의를 집중하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종하도록 적극적으로 피로를 관리하여 사전에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항공당국은 항공사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하며, 수면과 피로를 반영한 스케줄 운영과 피
로보고제도, 과학적 연구, 임무수행 분석 등의 안전활동을
SMS의 일환으로 본시스템을 운영하여 감독할 수 있다. 학
계를 포함한 관련 연구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피로위험관리

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들을 항공사 및 항공당국에 제공하도
록 하여 인식을 확대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
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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