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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is to determine that no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exists which may reduce the applicant’s medical fitness to a significant degree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medical assessment. An examiner is a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or
with importa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e analyzed the result of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in 2014
and investigated the common diseases of special issuance and denial of a medical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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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본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종
불능상태를 사전에 찾아주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1].
항공전문의사는 정부로부터 중요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
아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2]. 2009년부터 한
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본 논
문은 2014년 항공신체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항공신체검사
의 현황과 주요 부적합 및 조건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년도 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 6,734건, 2012년에 7,906건,
2013년에 8,445건, 2014년에 9,261건이 발급되어 매년 약
10%씩 발급 건수가 증가하였다(Fig. 1).
항공신체검사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항공자격증 종류
에 따라 발급 건수를 분석해 보면 총 발급 건수 9,261건 중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Airline Transportation Pilot License)을
소지한 경우 3,757건(41%),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Commercial
Pilot License)을 소지한 경우가 2,678건(29%),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Private Pilot License)을 소지한 경우가 296건(3%), 항
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한 건수가 111건(1%), 소지하
고 있는 자격증이 없는 신청 건수가 2,399건(26%)이었다
(Fig. 2).
항공신체검사 종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 항공신
체검사 증명(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이 94%, 제2종
항공신체검사 증명(항공기관사, 항공사, 자가용 조종사, 사
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이
3%,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항공교통관제사)이 3%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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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항공신체검사 증명 최종 판정결과.

Fig.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년도 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
건수.

Fig. 5. 신청자 연령대 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 현황.
Fig. 2. 소지하고 있는 항공자격증 별 신청자 현황.

Fig. 3. 항공신체검사 종별 발급 현황.

Fig. 6.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 성별.

지하고 있다(Fig. 3). 국내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은 대부분
이 제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이었다.
항공전문의사 별로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1년 동안 1건
이라도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가 총 46
명 이었고, 1년 동안 10건 이상 발급한 항공전문의사가 30
명이었다.
항공신체검사 증명 최종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적합 판정
이 7,840건(85%), 조건부적합 판정이 1,392건(15%), 부적합
29건(0.3%)이었다(Fig. 4).
신청자 연령대 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9,261건 중
30대가 2,686명(29%)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했고, 다음으

로 40대가 2,566명(28%), 20대가 1,681명(18%) 순이었으며,
10대가 486명, 60대 이상이 487명이었다(Fig. 5).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신청자가 97%로 여성 신청자 3%에 비해 많았다(Fig. 6).
적부위원회에 상정된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 총 9,319
명 중 적합 판정 대상자가 7,838명(84%)이었고, 자문위원회
에 상정된 대상자가 1,481명(16%)이었다(Fig. 7).
자문위원회에 상정된 총 1,785건 중 안과계 질환(황반변
성, 녹내장, 백내장 등)이 691건(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이 458건(26%),
이비인후과계 질환(순음청력기준미달 등) 150건(8%),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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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질환별 부적합 판정 건수.
Fig. 7. 적부위원회 판정 결과.

Fig. 10. 부적합 판정 사유.
Fig. 8. 질환별 자문위원회 상정 건수.

비계 질환(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 등) 149건(8%), 신장비뇨
기계 질환(신장결석, 전립선비대증 등) 128건(7%), 혈액종양
계 질환(갑상선암 등) 52건(3%), 신경정신계 질환(편두통, 뇌
졸증 기왕력, 우울증 기왕력 등) 36건(2%) 순으로 많았다
(Fig. 8).
자문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34건 중 순환기
계 질환이 9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과계 질
환이 8건(24%), 신경정신계 질환이 7건(21%), 호흡기계 질환
이 5건(15%), 혈액종양계 질환이 4건(12%) 순으로 많았다
(Fig. 9).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34건 중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건수가 16건(47%)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12건, 관찰기간 부족이 5건, 추가 자료를 미
제출한 경우가 1건이었다(Fig. 10).

III. 결

론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종사자의 업무적합성 여부를 평가
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항공신체검사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것은 항공전문의사이다. 항공전문의사는 신
체검사 증명서 발급 기관(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항공신
체검사를 실시한다. 항공신체검사의 목적은 비행 중 조종

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찾아내어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을 위해 매
우 중요하다. 2009년부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항공신
체검사증명서 발급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항공신체검사의 주된 목적은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찾아내어
예방해 주는 것이다.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항공종사자 건강
관리 및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항공종사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무엇이고,
어떤 질병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신체검사 발급 건수를 살펴
보면 매년 약 10%씩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항공종사자뿐
아니라 항공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다.
2014년도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1종 항공신체
검사 증명(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신청자가 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같은 해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보고한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미국에서 총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는 376,295명이었고, 이 중 제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는 208,245명(55%), 제2종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가 69,098명(18%),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
가 98,952명(26%)이었다[3]. 국내 항공신체검사 신청자의
대부분은 제1종 운송용이나 사업용 조종사이며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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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가용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의 비율이 낮았다.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자 총 9,319명 중 적합 판정 대상
자가 7,838명(84%)이었고, 자문위원회에 상정된 대상자 1,481
명(16%)이었다. 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대상자는 대부분 조
건부적합이나 판정보류, 부적합 판정 대상자로 2014년 미
국 연방항공청에서 보고한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 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총 376,295명 신청자 중 Special issuance
증명서(국내 기준으로는 조건부적합 또는 자문위원회 상정
된 대상자에 해당) 발급이 32,354명(9%)이었다[3].
가장 흔한 조건부적합 판정 사유는 안과계 질환과 순환
기계 질환이었으며, 부적합 판정 사유도 동일하다. 따라서
항공종사자들은 안과계 질환과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예방
과 관리가 필요하다.
2014년 항공신체검사 총 9,261건 중 부적합 판정 건수는
34건이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관찰기간 부족, 혹은 추가 자료 미제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
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6건으로 실제 부적합 건수는 매우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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