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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healt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ilots responsible for the flight safety. Airline issue sick leave
to pilots who are not medically qualified to perform his/her professional aviation duty because of disease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ick leave rate and understand the main diseases of sick leave among
airline pilots in 2016. This study analyzed the sick leave data registered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in the aeromedical center of an airline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6. The total cases of
sick leave in 2016 were 2,204. The statistics showed the average rate of sick leave per 1,000 pilots in
2016 were 16. The frequency rate and severity rate of sick leave were 0.6 and 4.9. The organ systems
with the highest prevalence of disease were the respiratory system (45.6%), digestive system (26.4%),
and musculoskeletal system (14.1%), while those with the longest associated sick leave periods were the
musculoskeletal system (28.0%), respiratory system (22.5%), and digestive system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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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소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비행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비행휴 주요 질환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한 민간항공사의 비행휴 현
황을 살펴보고, 주요 원인질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론

수백명 항공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항승무원에게
있어 건강은 필수 요소이다. 운항승무원은 항공신체검사증
명서의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신체 상태의 저하로 항공 업
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 항공 업무에 종사하여서
는 안 되며, 항공전문의사에게 건강상태 변화에 대해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 항공사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적
극적인 치료와 조기 비행 복귀 도모를 위해 비행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행휴란 운항승무원이 항공신체검사증명
서 유효기간 내 일지라도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의학적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취해지는 비행 중지 명령을 말한다. 조
종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는 비행휴를 감

II. 재료 및 방법
동 연구는 한 민간항공사 의료센터 내 전자의무기록 시
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
지 등록된 내국인 운항승무원의 비행휴에 대해 분석하였
다. 먼저 동 항공사의 2016년 전체 운항승무원 특성을 살펴
보면, 총 2,499명 중 부기장이 50.2%, 기장이 49.8%였다. 연
령별로는 35~39세가 20.9%, 40~44세가 19.8%, 45~49세 및
50~54세가 각각 19.3%, 34세 이하가 10.0%, 60세 이상이
4.1%로 나타났다. 위 기간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내 등록
된 비행휴는 총 2,204건으로, 동일 질환으로 날짜를 연속해
서 등록된 비행휴는 1건으로, 다른 질환으로 연속해서 등록
된 비행휴는 각각의 건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발
생하여 2016년으로 이월된 비행휴의 경우, 비행휴 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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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포함하고, 비행휴 건수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취합된
자료를 통해 2016년 비행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질환 별
현황, 비행휴 기간별 현황, 직급별, 연령별 현황에 대해 각
각 분석해 보았다.

III. 결

과

2016년 평균 비행휴율1)은 1.9로 운항승무원 1,000명당 비
2)
행휴 중인 인원은 약 19명이었다. 년 평균 도수율 은 0.6,
3)
강도율 이 4.9였다. 부기장 직급에서 비행휴율 2.7, 도수율
0.8, 강도율 6.0이었으며, 기장 직급에서 비행휴율 1.1, 도수
율 0.4, 강도율 3.6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기장 직급의 비행
휴율은 기장 직급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높았다(Fig. 1). 월별
비행휴율과 월별 전체 운항승무원의 총 비행일수에 대해서

Fig. 1. 2016년 주요 비행휴율 지표.

도 확인한 결과, 월별 비행휴율은 12월(2.5)이 가장 높고 6월
(1.6)이 가장 낮았으며, 월별 총 비행일수는 1월에 가장 높
고, 11월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비행휴율: 마지막일 비행휴 중인 인원수/전체 승무원 수
×100
2)
도수율: 일정기간 비행휴 건수/일정기간 중의 전체 승무
원의 총 비행 일수)×100
3)
강도율 : 일정기간 비행휴 총 일수/일정기간 중의 전체
승무원의 비행 총 일수)×100
질환 별 현황을 살펴보면 호흡기내과(0.29), 소화기내과
(0.17), 정형외과(0.09), 이비인후과(0.02), 안과(0.01) 순으로
높은 도수율을 보였으며, 정형외과(1.46), 호흡기내과(1.17),
소화기내과(0.96), 심장내과(0.37), 신경과(0.35) 순으로 높은
강도율을 보였다. 즉, 호흡기내과 질환이 가장 빈번하였고,
정형외과 질환으로 비행휴를 실시한 일수가 가장 높았다.
주요 신체계통별 질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흡기질
환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
화기내과(위장염, 충수염, 식도염, 치핵, 담석 등), 정형외과
(각종 염좌, 추간판장애, 골절 등), 이비인후과(중이염, 성대
질환, 청력 저하 등), 안과(급성 염증, 망막질환 등), 심장내
과(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신경과(수막염, 두개내 출혈,
대상포진 등)로 조사되었다. 건당 손실 일수가 가장 높은
질환은 종양(374일)이었으며, 다음으로 정신과(61.7일), 신경
과(58.1일), 심장내과(47.3일), 피부과(19.2일) 질환 순으로 건
당 손실 일수가 높았다(Table 1).
직급 간 비교 시, 부기장과 기장 직급에서 유사한 질환
양상을 보였다. 비행휴 건수가 높은 질환은 호흡기내과, 소
화기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순이었으며, 비행휴 일수
가 높은 질환은 정형외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Table 1. Sick leave diseases in pilots in 2016
Sick leave case

Sick leave period

Loss days/case

Disease type
Prevalence (%)
Respiratory
Digestive
Musculoskeletal
ENT
Ophthalmologic
Dental
Dermatology
Cardiovascular
ETC.
Neurology
Urology
Endocrine
Psychiatry
Oncology

45.6
26.4
14.1
3.4
2.1
2.1
1.7
1.2
1.0
1.0
0.7
0.6
0.2
0.1

Frequency rate

Proportion (%)

Severity rate

Days

0.29
0.17
0.09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22.5
18.4
28.0
3.0
1.9
1.6
4.1
7.2
0.7
6.8
0.7
1.3
1.3
2.6

1.17
0.96
1.46
0.16
0.10
0.08
0.21
0.37
0.03
0.35
0.04
0.07
0.07
0.17

4.0
5.7
16.2
7.1
7.5
6.1
19.2
47.3
5.7
58.1
8.8
18.7
61.7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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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p five sick leave diseases (comparison by rank)
Sick leave case (%)

Sick leave period (%)

Ranking
1
2
3
4
5

Flight officer

Captain

Flight officer

Captain

Respiratory (49.1)
Digestive (28.4)
Musculoskeletal (11.8)
ENT (3.1)
Ophthalmologic (1.9)

Respiratory (37.0)
Digestive (21.6)
Musculoskeletal (19.7)
ENT (4.2)
Dental (1.9)

Musculoskeletal (25.4)
Respiratory (24.8)
Digestive (20.2)
Neurology (9.3)
Cardiovascular (6.3)

Musculoskeletal (32.9)
Respiratory (18.4)
Digestive (15.2)
Cardiovascular (8.8)
Oncology (7.2)

Table 3. Top five sick leave diseases (comparison by age)
Sick leave case (%)

Sick leave period (%)

Ranking
1
2
3
4
5

Age＜45

Age≥45

Age＜45

Age≥45

Respiratory (49.5)
Digestive (28.0)
Musculoskeletal (11.9)
ENT (3.1)
Ophthalmologic (1.9)

Respiratory (35.1)
Digestive (22.1)
Musculoskeletal (20.0)
ENT (4.3)
Cardiovascular (3.7)

Respiratory (26.2)
Musculoskeletal (25.6)
Digestive (20.7)
Neurology (9.2)
Cardiovascular (6.2)

Musculoskeletal (32.3)
Respiratory (16.0)
Digestive (14.4)
Cardiovascular (8.8)
Oncology (7.1)

Table 4. Prevalence of and sick leave period for period in pilots in 2016
Sick leave case (%)

Sick leave period (%)

Days
1~7
8~30
31~90
91≤

Flight officer

Captain

87.9
10.2
1.2
0.8

70.4
24.7
3.9
0.9

Total
82.7
14.5
2.0
0.8

순이었다. 또한 45세를 기점으로 45세 미만과, 45세 이상으
로 그룹을 나누어 연령 비교를 해보았을 때, 비행휴 건수가
높은 질환은 두 그룹에서 모두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정
형외과, 이비인후과 순이었다. 비행휴 일수가 높은 질환의
경우 45세 미만 그룹에서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소화기내
과, 신경과, 심장내과 순이었으며, 45세 이상에서는 정형외
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종양 순이었다. 연
령별 총 비행 일수 자료 부족으로 질환 비율(%)로 분석하였
다(Table 2, 3).
다음으로 기간별 비행휴 현황을 살펴보면, 비행휴 건수
로는 7일 이하 단기 비행휴가 82.7%, 8~30일 이하 기간에
서 14.5%, 31~90일 이하 기간에서 2.0%, 90일 초과 기간에
서 0.8%를 보였다. 비행휴 기간이 짧을수록 전체 비행휴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행휴 일수로는 1~7일 이하
단기 비행휴가 38.6%, 8~30일 이하 기간에서 23.9%, 31~90
일 이하 기간에서 12.8%, 90일 초과 기간에서 24.6%를 보였
다. 7일 이하 단기 비행휴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단순 호흡
기, 소화기 질환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Flight officer

Captain

Total

43.2
18.8
8.1
29.8

30.3
33.1
21.3
15.2

38.6
23.9
12.8
24.6

쉬게 되는 유휴 일수는 평균 3.7일이었다. 90일 초과 비행휴
의 주요 원인은 심장내과, 종양 등의 중증 질환으로 발생건
수는 높지 않지만 평균 유휴 일수는 237.9일이었다. 직급별
차이로는 부기장과 기장 직급 모두 7일 이하 비행휴 건수가
87.9%, 7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행휴 일
수에서는 부기장의 경우 7일 이하 비행휴 일수가, 기장에서
는 8~30일 이하 비행휴 일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Table 4).

IV. 고

찰

이번 분석에서 의하면 한 항공사에서 운항승무원이 2016
년 한 해동안 비행휴 건수가 높은 질환은 호흡기내과, 소화
기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비행휴 현황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
연구는 많이 제한적지만, 참고로 중국 헬기 운항승무원 대
상 시행된 2013년 연구에선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정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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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뇨기과, 신경과 질환이 자주 발생되는 비행휴 질환임
을 알 수 있었다[1]. 비행휴 일수가 높았던 질환으로는 정형
외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순이었다.
앞서 비교한 연구에서는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심
장내과 및 호흡기내과 질환 순으로 비행휴 기간이 높았다[1].
이번 연구는 2016년 1년 비행휴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으로, 년도별 비행휴율 추이, 질환 별 발생현황을 보다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누적된 Data를 대상으로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정기간 비행휴를 통해 관찰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승무원이 비행업무에 복귀할 수 없
는 것을 영구 비행중지라고 한다. 운항승무원의 영구 비행
중지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노르웨이의 2017
년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552명의 운항승
무원에서 총 85명의 운항승무원이 영구 비행중지 되었고,
1,000명 당 영구 비행중지율은 약 6.8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비행휴는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바, 건강한 조종 인력을
확보하고, 운항 중 건강으로 인한 조종불능 상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항공사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이
를 위해 항공사에서는 입사시점부터 체계적인 항공신체검
사를 통해 건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기적인 항공신체

검사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운항승무원이
항공 업무 수행에 적합한 건강상태로 정년까지 안전 운항
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아울러 정
기적인 건강관리와 더불어 체계적인 비행휴 관리를 통해
비행 중 급성 조종불능 상태 및 영구 비행 중지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주기적인 비행휴 분석을 통해 주요 비행휴 원인
질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비행휴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비행휴율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항공안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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