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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pacitation” means any reduction in medical fitness to a degree or of a nature that is likely to jeopardize
flight safety. Incapacitation of flight crew during flight is a serious threat to aviation safety. The focus
of the periodic medical examination has been to detect medical conditions, and almost exclusively the
emphasis has been on detecting physical medical conditions that may pose a threat to flight safety during
the ensuing period of validity of the Medical Assessment. Therefore, the aviation medical examiner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incapacitation to utilize it for flight crew health evalu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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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본

론

1. 안전관리원칙

조종불능상태의 정의는 비행 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의학적 건강상태의 감소를 의미한다. 운항승무원의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의 목적은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따
라서 항공전문의사는 조종불능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운항승
무원 비행적합성 평가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발간한 민간항공의학매뉴얼에서 조종불능상태
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다[1].

1.2.4.2 권고에 따라 2010년 11월 18일부터 국가안전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면허소지자의 의학적 평가 과정에 기본적
인 안전관리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증가된 의학적 위험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 중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정기
적인 분석
2) 증가된 의학적 위험의 확인된 영역에 집중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2. 항공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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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항목에 다른 항공 관련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의
학 분야에서도 안전정책은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 또는 정
기적인 의학적 평가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과 같은 객관적
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기본 데이터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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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규제 정책은 주로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
3.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의 목적
2.2.12 역사적으로,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의 초점은 의
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었고, 의학적 평가의 타당한 기
간 동안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체적 건강 상태
를 평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항공전문의사의 주된 역할
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조종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감지하는 것이었다.
2.3.13 가능할 때마다 진단된 질병으로 인한 기내 조종불
능상태의 위험도를 매년 위험 발생률(%)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항공의학 교육이나 항공의학 분야의 경험이 없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할 때 특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또한 재발, 악화 등의 위험을 매년 퍼센트로 표시되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4. 비행 안전과 조종불능상태
3.1.1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계속 조사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영역 중 하나는 비행 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자연 상태 또는 의학적 적합성의 감소
로 정의 될 수 있는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의 영역이다.
3.1.2 조종불능상태는 의학적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정의"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나 조
종불능상태는 의학적으로 적합한 개인, 예를 들어 연기 흡
입 또는 시력에 대한 레이저 광선의 영향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항공의학을 하는 의사는 비행 환경 및 조종불능
상태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명의 설문 조사를 완료했다. 현저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여
준 두 연구에서 약 30%가 "예"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약 4%
만이 조종불능상태가 비행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
각했다. 두 연구 모두에서 조종불능상태의 가장 흔한 원인
은 급성 위장염이었다(Table 1).
3.1.17 대부분의 조종불능상태는 일반적으로 예측 불가능
한 위장 장애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약간 불편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완전한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7. 조종불능상태 예방
3.1.19 조종불능상태의 위험을 허용 가능한 최소 수준으
로 줄이기 위해 훨씬 더 엄격한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더라
도 의료 검진 자체로 위험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다.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는 조종불능상태의 원인에 대
한 시범 교육, 이러한 상항에서 통제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종사 훈련, 특히 비행 승무원을 위한 음식 위생과
식사를 다른 종류로 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8. 항공신체검사 판정기준과 조종불능상태의 예방
3.1.38 항공신체검사와 신청자의 의학적 적합성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당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행안전 기준
과 양립할 수 있는 인증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1% 규칙"이 만들어졌다.
9. 비행안전과 건강문제

5. 조종석 사망과 조종불능상태 대비 훈련
3.1.15 미국 항공기 운항승무원 대상 조종불능상태 조사
(1993~1998)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종석 사망이 5명
이 기록되었다. 가장 어린 조종사는 사망하였을 때 48세였
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항공기 손상이나 운영 사고가 발
생하지 않았다. ICAO는 1970년대 두 번의 시범 운영에서
조종불능상태 대비 훈련에 대한 요구 사항을 도입했으며
이는 조종사의 조종불능상태로 인한 비행안전의 위험을 감
소시켰다.
6. 조종불능상태 빈도
3.1.16 질병으로 인한 조종불능상태는 덜 극적일 수 있지
만 상당히 빈번하다. 항공기 조종사에 관한 두 가지 연구에
서, 1968년과 1988년에 3,000명 이상의 항공사 조종사가 익

3.1.40 신검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내 조종불능상태
로 인한 비행 안전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 할 수 없다. 의학
적 사유로 비행하지 못하는 나이든 조종사는 조종사 전문
지식의 희생 측면에서 높은 비용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건강 문제가 있는 숙련된 조종사
를 젊고 건강하지만 경험이 적은 조종사로 대체하면 비행

Table 1. Causes of incapacitation in airline pilots
1
2
3
4
5

Uncontrollable bowel action (21%) and “other”
gastrointestinal symptoms (54%)
Earache/blocked ear
Faintness/general weakness
Headache, including migraine
Vertigo/disorientation

75%
8%
7%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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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위
험이 많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조종사 경험과 사고
위험을 관련시키는 데이터는 희박하다. 2006년 65세가 복
수 조종사가 비행하는 비행기의 최대 연령 제한이 되었다.
10. 조종불능상태
3.2.1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는 안전 위험이며 사고를 유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종불능상태는 갑작
스런 감압과 같이 일상적으로 훈련된 다른 많은 비상 사태
보다 자주 발생한다. 조종불능상태는 갑작스런 죽음에서부
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적 기능 상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조종사 연령 그룹
및 모든 비행 단계에서 발생한다.
3.2.3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 발생시 조치에 관한 운항승
무원의 지시 및 훈련에는 조종불능상태의 조기 인식과 다
른 승무원이 취할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III. 결

론

국내에서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에 대한 연구나 보고는 미
비한 상태이다. 이는 운항승무원의 건강문제로 발생한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조종불능상태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없으므로
해외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가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항공면허소지자의 의학적 평
가 과정에 기본적인 안전관리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객관적
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적 평가를 위해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권고하고 있다.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
에 대한 원인과 빈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의학적 평가의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흔한 조종불능상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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