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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공관련 사고의 원인 (NTBS, 2010)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과업의 필요성

가. 항공사고와 인적요인

세계적으로 교통량 증가와 함께 항공기 사고 원인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인적요인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교통안전국(NTSB)와 국제교통연맹(ITF)에서는 항공종사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항공종사

자의 피로누적, 스트레스 등이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인적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 2 -

나. 관제 업무의 특성

항공분야에서 인적요인 특히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대두되는 것과 더

불어 관제 업무의 특수성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관제업무는 고도의

주의와 예측능력을 요구하여 이를 저해하는 인적 요인 분석 및 관리 필요성

이 절실하다. 특히 관제업무는 야간 또는 교대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형태

로 인해 발생되는 피로와 업무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다. 무

엇보다 관제업무는 항공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한다. 실제로 NTBS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간 안전거리 미확보 사례

중 주의, 기억실패 등 관제사 인지실수가 82% (13년간 147건)를 차지하여 관

제사의 업무수행에 인적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인적요인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등의 다른 항공종사자에

비해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등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

다. 항공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우 인적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저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제업무의

특성에 맞게 인적요인 연구를 개관하고, 해외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을 분석하며 국내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관제분

야의 인적요인 연구 발전과 실제 관제업무 및 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국제적인 관심

① ICAO 권고사항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CAO의 Doc. 9683에서는 인적 요인(인간의 능력과 한계)이 어떻게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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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교통관제분야의 핵심 인적요인

<그림 4> 주요 항공선진국의 관제사 인적요인 연구 동향

관제의 안전과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ICAO에서 권고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핵

심 인적요인은 <그림 2>와 같다.

② 주요 항공선진국의 관제사 인적요인 연구 동향

주요 항공선진국에서는 이미 피로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

로컨트롤과 FAA를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요인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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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업의 세부 내용

2. 과업의 목적과 세부내용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세계적인 흐름과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타 분야나 해외의 인적 요인 관리실태

를 조사함과 동시에 현재 국내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인

적 요인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2)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과업의 세부내

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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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업의 흐름과 과업수행 방법

3) 과업 수행 방법

가. 과업 수행 단계별 방법

본 과업은 크게 문헌연구, 해외사례연구, 국내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내외의 관제사 인적요인 연구 및 항공선진국의 인적요인 관련 문헌

을 조사하여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관리 실태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직 관제사들의 피로 및 스

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

재 관제사 관리 시스템 및 법규 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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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과업 내용의 조사 및 분석 범위

나. 조사 및 분석 범위

본 과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및 조사 내용의 분석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보고서의 각 장에서 단계별 과업 수행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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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피로와 스트레스 관련 인적요인

연구 및 제도 조사․분석

1. 피로와 스트레스 관련 인적요인 연구 조사

1) 관제 인적요인으로써의 피로 및 스트레스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항공관제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관제 업무 수행을 저하하는 요인 중 3위가 피로, 5위가 스트

레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Edwards, Sharples, Wilson, Kirwan, &

Shorrock, 2010), 피로 및 스트레스로 관제사가 실수를 범하였을 때 엄청난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는

실제 현장에서는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고의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제사가 피로 및 스트레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어떤 요소들이 피로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항

공안전 증진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피로 및 스트레스의 정의

피로 및 스트레스는 독립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개념이다. 피로와 스트레스

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서로 중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로와 스트레스 그 자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피로와 스트레

스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피로와 스트레스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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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로와 달리 스트레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① 피로의 정의

피로는 오래 계속되는 장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혹은 권태를 말한

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로 업무 수행 능력이나 활동 능력이 감소

하는 상태를 피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특히, 항공관제 업무는 근무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업무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유발한다고 한다. 피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ⅰ) 피로는 과로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이다(FAA, 2009).

ⅱ) 피로는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태이

다(Baker et al, 2003).

ⅲ) 정신적 피로는 주관적 피로감과 정상적인 인지적 기능을 감소시키는

증상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다(Rogers et al., 1999).

ⅳ) 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된 것을 말한다(Gander, 2001).

v) 피로는 오래 계속되는 장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혹은 권태를 말

한다. 예> 아직 끝날 시간이 안됐는데도 일을 넘겨주려한다, 잘 발생하지 않

는 에러가 생긴다, 평소보다 call을 많이 놓친다,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요청

한다(Langan-Fox et al., 2009).

②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유발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극이 요구하는 것과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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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 업무가 복잡성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근무교대 등으로 인한 특수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에 속한다. 실제로 캐나다 관제사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제업무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McBride, Lancee, & Freeman, 1981). 스트레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주어지는 생리학적 자극이다(Costa et al.,

1995).

ⅱ) 스트레스는 불리한 환경적 조건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Campbell &

Bagshaw, 2002).

iii) 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에 대한 반응이다. 예> 예상보다 길어진 의사결정, 자신의 능력 의심

하기, traffic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생각하기(Langan-Fox et al.,

2009).

iv) 스트레스란 개인이 통제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는 정도의 물리적, 생

물학적 혹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Gaillard & Wientject, 1994).

2)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크게 업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업무적 요인은 관제업무 자체에

서 유발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적 요인에는 업무 요구(작업 부하),

업무 과정, 업무 시간, 업무 도구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요인은 관제

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로 및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며, 건강 및 나이,

수면, 생체리듬, 생활습관, 성격 및 적성, 직무동기 및 직무 만족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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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은 업무나 개인적 특성 이외에 환경적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업

무 환경, 업무 조직, 외부 환경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제사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8> 피로 및 스트레스 유발 요인

가. 업무적 요인

① 업무 요구(작업 부하)

업무 요구(작업 부하)와 관제사가 겪는 피로의 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Bourgeois-Bougrine, Cabon, Gounelle, Mollard, Coblentz, & Speyer

1999). 업무 요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항으로는 관제량이 많은 시간대, 시

간 압박, 규칙을 융통성 있게 바꿔서 지키는 것 등이 있다(Washington,

1980; Farnborough, 1990).

작업부하가 낮을 때는 연속 4시간까지 피로가 안정적인데 반해, 작업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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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 때는 연속 2시간 이후부터 피로가 급격히 증가한다(Spencer et

al.1997;1999). 그리고 근무교대로 인한 수면부족과 작업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가 합쳐지면 관제사의 피로를 악화시킨다(Bourgeois-Bougrine, Cabon,

Gounelle, Mollard, Coblentz, & Speyer 1999).

ⅰ) 업무 복잡성 및 전문성

작업부하와 관제의 복잡성은 관제사가 겪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

다고 알려져 있다(Dionisio, 2010).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

는 관제 업무의 특성상 관제사는 업무적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

에 없다.

ⅱ) 관제 항공기 수

숙련된 관제사는 한번에 30~40대의 항공기만 관제할 수 있다(Hah &

Willems, 2008). 관제사가 통제할 수 있는 항공기 수가 초과되었을 때에 피

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ⅲ) 관제량

Eurocontrol Experimental Centre(1999)에 의하면 관제량이 증가할수록 작

업부하와 피로(접근 관제의 경우만)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관제량이 증가할

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량이 증가하였다1). 덧붙여, 항로관제가

접근관제에 비해 코티솔 분비량 차이가 더 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항로관제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

1) 항로 관제의 경우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실험 참가자 특성상 항

로 관제의 경우는 경험이 적은 관제사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보통 경험이 적은 관

제사들일수록 업무부하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항로 관제

의 경우 작업부하와 피로간의 정적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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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 업무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다. 기상상황, 관제량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제사들 중 많은 수는

이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뽑고 있다.

<표 1> 관제사 업무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

또한,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독일(DFS) 관제사 36명을 대상으로 한 관

제사 업무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항공기

중량, 속도, 상승/하강 여부 등도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Vogt & Leonhardt, 2005).

② 업무 과정

관제사들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적 요인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시간 압박, 규칙 준수,

통제력 상실, 항공 안전 장애 발생(ACAS)에 대한 두려움, 의사소통능력 등

이 해당된다.

특히, 자칫 항공기 충돌 위험 경보(ACAS)가 울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항공기가 충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스트레스를 받

게 된다. 이는 관제사가 실수를 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사고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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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종사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등도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업무 시간

또 다른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업무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근무교대 자체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길거나

휴식시간이 짧을 경우에도 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ⅰ) 근무교대

매일 다른 시간대로 순환하는 근무교대 스케줄은 적응하기 어렵고 경력이

많은 관제사들조차도 잠이 부족한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Dionisio, 2010).

근무교대는 노동자의 생체리듬에 반하기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시

킨다(Macpherson & Tvaryanas, 2009). 근무 교대는 인간의 생체리듬을 방

해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 관제사 업무에 있어 안전에 대한 우

려를 낳을 수 있다(Costa, 1999; Meyer, 1973). 근무교대는 피로와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데

(Macpherson & Tvaryanas, 2009), 근무교대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4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Boggild & Knutsson, 1999)를 고려해 볼 때,

근무교대 자체가 신체에 주는 피로와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근무교대와 관련된 피로 요인 중 야간근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야간

근무를 하는 관제사들은 생체리듬의 최악의 순간에 위치해 있으며 피로감,

졸음, 수행능력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야간 근무는 자주 수면 빚(sleep

debt)을 초래하며 이것은 각성도와 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는 특히 야간 근무 중과 이른 오전 근

무 초반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관제사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

은 야간근무를 할 때이며, 연구에 의하면 관제사들은 오후 혹은 저녁 근무보

다 야간 근무를 할 때 더 많은 졸음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관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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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을 때 졸음 현상은 더 극심하게 유발된다. 또한 수면의 질 또한 야간

근무 전 취하는 수면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Della Rocco &

Cruz, 1995a).

ⅱ) 근무시간

외국의 경우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

우에는 야간근무도 10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간근무 시간은 사람

의 생체리듬에 반하기 때문에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배로 유발하는 근무 시간

이다. 따라서 긴 근무시간은 관제사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ⅲ) 휴식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사람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휴식시간

의 보장이 더욱더 중요하다. 따라서 야간근무 중 휴식시간은 잠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Costa, 1993). 주간근무의 경우에도 관

제 업무는 업무시간 내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두시간의 근무 후에는 적절한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주일에 3일의 휴일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무교

대 스케줄이 관제사들의 수면이나 가족들과의 생활을 방해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한다(Kirwan, Rodgers, & Schaffer, 2005). 하지만 한국의 경우

2일의 휴일이 주어지며, 교육이나 세미나, 다른 팀원의 휴가 등으로 인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일에 대체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짧아진 휴일은 관제사

들이 돌아오는 주에 피곤하게 일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Luna, 1997).

④ 업무 도구

작업 시설 및 도구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에는 장비의 제한 및 신뢰성,

장비의 질, 장비의 배치 등이 있다(Costa, 1996).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구



- 15 -

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⑤ 업무의 성격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치명적인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자신의 실수

로 인해 아주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적(분노, 죄책감, 불안) 그

리고 신체적(심박급속증, 고혈압, 두통, 발한, 속쓰림, 불면증) 반응은 업무

수행 능력(주의력과 집중력 감소, 사고와 기억 손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Costa, 1996).

나. 개인적 요인

관제사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건강 및 나이, 수면, 생체 리듬, 생활 습관, 성격

및 적성, 직무동기 및 직무 만족도, 경력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개인적 요소

들은 관제사들 개인마다 각각 다르지만,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① 건강 및 나이

보통 나이가 많아질수록 피로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관제사들의 나이 및 건강 수준을 고려한 제도 및 근무 여건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② 수면

근육은 휴식으로 회복되지만, 뇌는 오직 수면으로만 회복된다. 수면은 피

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캐나다 관제사들을 상대

로 한 건강 관련 설문조사에서 피로와 수면 관련 문제가 기분이나 위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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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제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이들 중 19%는 밤에 잘 때 어려움을 겪는다

고 보고했고, 이들 중 63%는 낮에 잘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Heslegrave, 1998).

ⅰ) 수면시간

최적의 수면시간은 성인의 경우 보통 7-8시간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

인으로 인해 관제사들의 경우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ⅱ) 수면의 질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에 따라 피로의 해소 수준이 현격하게 차

이 난다. 하지만 관제사들은 근무교대로 인해 수면 시간대가 자주 바뀌기 때

문에 수면을 효과적으로 취하기 힘들다. 낮은 수면의 질은 관제사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ⅲ) 수면 빚(Sleep debt)

수면 빚(Sleep debt)은 요구되는 수면시간에서 실제 수면시간을 뺀 시간이

다. 수면 빚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피로로 직결된다.

③ 생체리듬

생체리듬(Circadian rhythms)은 생물학적 주기로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된

다. 사람의 생체리듬은 낮에 높고 밤이 되면 낮아지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야간근무는 사람의 생체리듬을 방해하는 근무 시간이다. 생체리듬을 방해하

는 것은 수면의 양과 질, 수면패턴, 소화기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ⅰ) 수면

각종 연구에 의하면, 주간근무, 석간근무에 비해 야근근무 시에 더 졸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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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manent schedule 항상 같은 근무시간에 업무
2. Slow rotation schedule 주 별로 같은 근무시간에 업무
3. Rapid rotation schedule 매일 다른 근무시간에 업무
- Clockwise rotation schedule 주간근무->석간근무->야간근무
- Counterclockwise rotation schedule 야근근무->석간근무->주간근무

<표 2> 미국 관제사 근무시간 유형

유발된다(Cruz & Della Rocco, 1995; Della Rocco & Cruz, 1995b;

Grandjean et al., 1971; Rhodes et al., 1994; Rhodes et al., 1996). 따라서 야

간근무시에 졸음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ⅱ) 야간근무

야간 근무 중에서도 야간근무가 끝나는 오전 6시 경에 피로의 정도가 가

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Spencer et al., 1997; Spencer, Rogers, &

Birch, 1999) 새벽 5시-7경 사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ⅲ) 근무시간 유형

근무시간을 어떻게 짜는냐는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매

우 중요한 이슈이다. 표 2에는 관제사의 근무시간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크게는 고정스케쥴(Permanent schedule), 느린 순환스케쥴(Slow rotation

schedule), 빠른 순환스케쥴(Rapid rotation schedul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빠른 순환근무로는 역시계방향과 시계방향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역시계 방향보다는 시계방향 순환 근무가 생체리듬 상 더 선호되는

방식이다(Costa, 1999; Luna, 1997; Tepas & Carvalhais, 1990).

④ 생활습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관제사들이 피로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한다(Costa, 1999; Meyer, 1973; Rhodes et al., 1994). 생활습

관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자세, 운동, 식단, 수면습관, 시간관리, 아침 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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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 형 생활습관 등을 들 수 있다.

ⅰ) 자세, 운동, 식단, 수면습관, 시간관리 등

개인마다 자신의 업무스타일과 여가시간의 관리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

다. 그러나 관제사의 경우 사소한 개인적 방심이나 태만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장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제시하여 각 개인인 자신의

성향과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조화시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

할 필요가 있다.

ⅱ) 아침 형/ 저녁 형 생활습관

아침 형 관제사들은 오전근무 시간에 더 잘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근무

시간에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저녁 형 관제사들은 저녁근무 시간에 더

잘 업무를 수행하고 오전근무 시간에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Costa, 1999;

Costa et al., 1995; Rhodes et al., 1994). 현재로써는 이를 고려한 스케줄은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한 스케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 환경적 요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업무 환경, 업무 조직,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업무 환경에는 조명 및 시각적 반사, 소음 및

방해물, 휴식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세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리고 업무 조직에서는 역할 명확성, 역할 갈등,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업무

통제권, 급여, 여론 등의 요인들이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관제사 인원 부족, 출퇴근, 사회적 지지, 문화적 요

인 등이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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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환경

업무 환경과 관련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조명, 시각적 반사, 소

음 및 신경을 분산 시키는 요소, 미기후(microclimate), 나쁜 자세, 휴식, 구

내식당 시설 등이 있다(Costa, 1996). 따라서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② 업무 조직

업무 조직으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감

독관과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 과정에서의 적은 통제감, 급여, 여론 등이 있

다(Washington, 1980; Farnborough, 1990). 현장에서는 관제 업무만큼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업무 조직,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느끼고 있어,

관제 업무에 적절한 조직과, 조편성, 조직관리 등이 연구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③ 외부 환경

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는 관제사 인원 부족, 출

퇴근 문제, 사회적 지지, 문화적 요인 등이 있다.

i) 관제사 인원 부족

현재 한국의 관제사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관제사의 특성 상 인원이 적절하게 보충되고 있지 않다. 특수한 관

제사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원보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항공 여

행의 증가로 2020년까지 항공 관제량이 두 배로 증가할 예상이며 이로 인해

관제사들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인원 보충은 더욱더 요구된다

(Dionisio, 2010).

관제사의 적정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위기가 생긴 사례로 미국을 들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1981년 파업에 참여한 관제사들을 모두 해고하고 이들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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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공항관리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있었던 2~3

년 사이에 만 명이 넘는 관제사들을 고용하고 교육시켜야 했다. 아울러 미국

은 관제사 은퇴나이가 56세임에 따라 올 2011년까지 만4천명의 관제사들이

은퇴할 예정이다(Kjelgaard, 2002). 기존 관제사들의 대거 은퇴로 인해 관제

사들의 대규모 유출이 예상되었지만 2006년까지 FAA는 신규 관제사 고용을

대규모로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관제사 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OJT

시간 및 시간 외 근무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Wethe, 2007). 이러한 사례

들을 살펴볼 때, 관제사라는 특수 직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적절

한 인원수급을 할 필요가 있다.

ii) 출퇴근

근무교대 사이의 휴식시간은 보통 10시간 이내이며, ‘quickturn’ 근무교

대일 경우에는 8시간이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 등을 제외하면 관제사들이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OIG, 2009). 이러한 근무조

건은 업무 수행의 결과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ⅲ) 사회적 지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관제사라는 직업이 매우 낯설고 그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홍보를 통해 관제

사라는 직업에 대한 바른 사회적 인식이 생기고 관제사들이 자부심을 가지

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직무 만족도나 직무 동기가 높아져서 피

로 및 스트레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문화적 요인

문화적으로도 문화권에 따라 체감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동양 문화권에 속한 관제사들은 서양 문화권의 관제사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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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감독관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싱가폴 관제사들은 상하 관계가 뚜렷한 조직 문화로 인해 관리자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싱가폴 관제사들은 뉴질랜드

관제사들과는 다르게 적응문제, 대인 관계적 문제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양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이것

은 동양적 조직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권력-거리 성향(power-distance

orientation, Hofsede, 1984)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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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뇌와 심장 관련 손상, 수행

효율성, 사고 능력, 조작 행동, 호르몬 분비 변화(아드레날린, 비(非)아드레날

린, 코티솔), 심장박동수, 혈압, 근육활동, 뇌파, 수행 능력 감소, 행동적 변화

(수면, 흡연, 식습관) 등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처리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며

기분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피로 및 스트레스는 업무수행에

도 영향을 미치는데, 집중력, 기억력, 반응시간의 감소를 나타내며 이는 판단

력과 의사결정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위험추구 행동을 증가시

켜 관제사 업무에 있어 안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물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고혈압, 국소빈혈, 당뇨, 위궤양, 정신 신경 장애, 만성

피로, 소화력 감소, 가슴 통증 등을 들 수 있다(Vogt & Leonhardt, 2005). 피

로 및 스트레스는 이와 같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오며 결과

적으로 항공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 신체 기능

피로 및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 뇌파, 심장박동, 혈압, 근육활동, 호르몬

분비, 체온, 소화기능 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피로 증대로 인해 수면 욕구가

증대되고 마이크로 수면(깨어있을 때의 순간적인 잠)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

이 떨어질 수 있다. 즉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가 나타나면,

이것이 업무 수행의 곤란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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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비행기 수에 따른 심박수의 증가 

Collet, Averty & Dittmar(2009) 업무과중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프랑스 관제사들 25명을 대상으로 비행기 수(NA: Number of

air crafts)와 심장박동수(HR: Heart rate)를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업무의

과중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트래픽 양을 중간/높음으로 나눌 수 있는

6~9pm 시간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비행기 수(Number of air

crafts; NA)와 심장박동수(Heart rate; HR)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행기 수

가 늘어날수록 심장박동수)를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심장박동수는 관제

사가 비행기를 7대 통제할 때, 4대를 관제할 때에 비해 20%나 증가하였다.

이는 관제사들이 통제해야 하는 비행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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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행기 수에 따른 피부 전기 전도성(skin 

conductance)의 증가 

땀을 흘리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주로 받으므로 피부의 전기전도성

을 측정하는 것은 교감신경계의 활성, 즉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

를 알아보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된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결국 피부 전기 전도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비행기 수의 증가에 따른 피부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비행기 수가 늘어날수록 실험에 참여한 관제사들의 피부 전

기 전도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관제사 업무의 과부하는 심박수, 피부 전도성 등의 생리측정치에 영향

을 미친다. 이렇듯 업무의 과부하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관제 업무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생리측정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나. 업무 수행

관제사의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준다.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

기억력, 시각적 인식, 주의력, 눈손협응2) 저하, 반응시간, 과민성, 자동적인

2) 눈과 손의 협동 감각 운동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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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등이 증가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작업부하가 많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력 감퇴, 반응시간 증가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

(Schroeder, et al., 1994; Stern et al., 1994; Thackray and Touchstone,

1985; Thackray, Touchstone, and Bailey, 1978).

또한 피로 및 스트레스는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변화적응력을 저하시키며, 위험추구 행동을 증가시킨다. 따라

서 업무 실수가 증가하고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일

으킨다. 작업부하가 많은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더 빨리 내려 관제공역을

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결과도 있으며(Fothergill & Neal, 2008), 근무교

대는 관제사의 생체리듬을 방해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다(Costa, 1999;

Meyer, 1973)

피로, 졸음, 생체리듬 저하, 수면부족 등은 밤 시간의 업무 수행을 저하시

킨다는 연구도 있다(Benson, 1970; Costa, 1993; Costa, 1999; Grandjean et

al., 1971; Luna, 1997; Rhodes, et al., 1996; Wickens et al., 1997). 보통 관제

사의 업무수행 능력은 과중한 업무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낮아진다고 보고되

지만, 야간 근무 때에는 비록 외부적인 작업부하는 감소하지만 신체적 그리

고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능력이 낮아진다. 이것

은 특히 비상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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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충돌상황탐지 실패 횟수에 대한 피로의 영향

<그림 12> 충돌상황탐지 소요 시간에 대한 피로의 영향

연구자들은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모의상황(시뮬레이터)를 제

시하여 3일에 걸쳐 실험 진행, 매번 2시간 동안 모의상황을 제시하고 위험상

황 탐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진행 날짜와 관계없이, 90분, 120분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상황 탐지 실패 수가 증가하고, 반응시간 또한 길어졌다.

즉, 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업무부하가 많을 때(항공기 17대),

보통 수준(항공기 11대)에 비해 위험 탐지 비율은 낮아지고, 위험을 탐지하

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업무수행이 떨어지며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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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Schroeder 등 ,1998; Galster 등, 2001).

다. 태도 및 동기

피로 및 스트레스는 관제사의 태도 및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로 및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나 기분을 저하시키기도 하며, 장기

적으로는 직무 동기나 직무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표 3> 관제사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대한 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연구자들은 노르웨이 관제사 209명을 대상으로 관제사들의 직무에 대한

태도 및 동기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관제사가 감정적으로 지쳐있

거나 업무에 대해 냉소적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며, 이직의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제사들의 상태가 소진되어 있을수록(피로 누적

등)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동기가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rtinussen & Richardsen, 2006).

또한, 52명의 미국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실시한 연구 결과, 직

장 내 대인관계와 작업부하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

(긴장,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epetti, 1993). 다시 말해 관

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거나 태도 및 동기를 저하

시켰다. 이렇듯 피로와 스트레스는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제사들의 이직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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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피로와 스트레스의 1994년에 고혈압이 발생한 관제사와 발생하지 않은 

관제사의 업무 부담(비행기 수)에 따른 최대 혈압과 최소 혈압의 정도 

라. 건강

또한 관제사가 겪는 피로 및 스트레스는 관제사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흡연, 식습관, 수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성 질환(두총, 만성피로, 소화불량, 흉통 등) 및 심

각한 질병(고혈압, 국소빈혈 심장병, 위궤양, 신경정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관제사 중 24%가 위장질환, 14%가 심혈관질환, 그리고

17%가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ader & Graf, 1958). 또

한 다른 연구에서는 40-80%의 관제사가 위장질환을 갖고 있으며 30-40%가

흉골 뒤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5-40%가 심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Rohmert & Rutenfranz, 1972).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명(tinnitus)이 관제

사들에게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Vogt &

Kastn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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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피로와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피로 및 스

트레스가 관제사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종단연구를 실시하

였다. Ming 등(1994)은 1974~1978년에 시행한 'Air Traffic Controller Health

Change Study'를 1994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추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선행연구(1974~1978 연구)에서는 업무 부담(workload-비행기의 수)와 혈

압 반응(blood pressure reactivity)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20년 뒤인

1994년에 동일한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그 결과,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최대혈압(systolic blood pressure)의 증가가 장기적으

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위 그림은 1994년까지 고혈압이 발생한 36명(굵은 선)과 고혈압이 발생하

지 않은 182명(얇은 선)의 업무 부담에 따른 최대혈압과 최소혈압 나타낸 것

이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고혈압이 발생한 관제사들은 비행기 수가

많아짐에 따라 최대, 최소 혈압 모두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은 관제사들보다

그 정도가 높았으며, 증가율도 높았다.

이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최대 혈압과 최소 혈압의 정도가 장기적인 고

혈압을 예측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즉 단기적으로 느끼는 혈압이 높

을수록 장기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암시

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관제사의 업무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적인 최대 혈압의 증가는 장기적인 고혈압의 위험을 높인다. 즉, 이 연

구는 단기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관제사들의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 보여주고 있다.

마. 안전

마지막으로 관제 업무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는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하

지만 보통 피로도가 높은 직업에서는 간혹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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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지 않는다(Graeber, 1988).

Dionisio(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의 78%(중립 40% 포함)가 기

관의 업무상 실수나 사고가 근무교대, 수면 부족, 휴식시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US Operational Error/ Deviation System 자료에 의

하면 1988-1994년 사이에 관제사들에 의해 발생한 실수들은 야간근무 중에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FAA, 1999). 또한, 관제사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항공기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업부하에 따른 피로는 관제사의

실수나 항공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Willems & Hah,

2008).

실제로 과거에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항공 사고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 2006년 8월 Comair 항공 5191편의 사고 상황을 보면, 관제사가 근무교

대 전에 2시간의 수면만 취했다고 보고되었다. 실제로 NASA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ASRS)에 보고된 사고 중 21%가 피로를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Rosekind et al., 1994), UK confidential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CHIRP)은 관제사의 피로관련 사고가 전체 관제사고 중

13%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CRATCOH, 1990). The New Zealand Civil

Aviation Authority(NZCAA)은 뉴질랜드 사고 중 0.2%가 피로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호주는 7%라고 밝히고 있다. 뉴질랜드의 피로관련 사고율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사고율은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w Zealand, 2000). 이처럼 관제사의 피

로 및 스트레스는 업무 실수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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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근무교대 시간에 따른 상대적 사고 위험

<그림 15> 연속된 야근근무에 따른 상대적 사고 

위험

Folkard 와 Tucker (2003)는 근무교대를 실시하는 직업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에서와 같이 오전근무에 비해 야간근무에

서 업무 중 실수나 사고 등 위험 발생할 확률 30.4% 높았다. 또한, 야간근무

를 2, 3, 4일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위험 발생 확률 6%, 16%, 36% 높아졌

다. 따라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관제사의 경우, 근무 시간대와 야근근무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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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및 스트레스가 크게 유발되는 야간근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6>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피로 관련 관제사고 비율

피로 관련 관제 사고 비율로는 미국의 경우 21%를 차지했으며, 영국은

13% 그리고 뉴질랜드는 25%로서 단독 사고 이유로만 보았을 때 피로로 인

해 꽤 높은 사고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제사들의 피로

가 누적되었을 때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며, 업무 특성상

작은 실수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제사들의 피로 관

리 문제는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ransport

Canada, 2000; Gand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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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관제사의 개인, 업무, 그리고 조직에 대한 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바. 요약 및 정리

이와 같이 피로 및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에 대한 영향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을 저하

시키고 부적정서를 유발하며, 개인의 동기 수준의 저하와 건강을 악화시킨

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상황인식 능력과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

며 실수와 위험추구 행동이 증가되어 사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영향으로는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

원들의 동기가 저하되며 직무만족도가 감소해 높을 이직률이 야기될 수 있

다. 또한 생산성 및 효율성이 감소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항

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타 분야 관련 문헌 조사

타 분야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로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로는 간호사 분야가 있다. 최근 간호사 관련 연구에서는 낮은

보상과 함께 교대근무(특히 야간 근무)가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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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대 인원 부족은 교대근무가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인원 부족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기 어

려워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보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교대 인원 부족은 결국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그만두는 원인

이 된다 (Learthart, 2000).

따라서 사회생활을 더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12시간 교대근무

(7pm-7am/36시간 비번)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5개 병원, 46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무 시간은 업

무 수행과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은 주간 - 야간 - 오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오후 -

주간- 야간 순으로 나타났다 (Coffey, Skipper, & Jung, 1988).

또한, 야간근무와 관련해서는 “수면”이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n = 20) 수면 시간, 지각된

수면의 질, 집중도 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야간근무 후 낮에 수면을 취

할 경우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더불어 야간 근무 시, 시간이 지날 수

록 집중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ges & Fischer,

2003).

Takashi 등(2001)의 연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서 교대 근무

를 하지 않는 간호사에 비해 주관적인 수면의 질(잠이 드는 시간까지의 어려

움, 낮 동안의 졸음)이 유의하게 낮고, 수면을 취하기 위해 알코올성 음료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가 야간 근무

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이것이 주간 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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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교대 근무에 따른 수축기 혈압, 심박수의 수면시간대 하강 정도

또한, <그림 18>3)에 따르면 간호사들(n = 15)의 혈압을 측정한 연구에 따

르면 야간 교대근무 시 혈압과 심장박동수의 일중변동양상이 주간 교대근무

시와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안생, 이상재, 김남호, 2009).

<표 4>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시의 평균 동맥압, 수축기, 심박수, 맥압의 비교

3) <그림 18>은 교대 근무에 따른 A - SBP(최대혈압), B - DBP(최소혈압), C - MAP(평균 동맥압), D - HR

(심장 박동수)의 수면시간대의 하강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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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n = 23) 정연재, 사은주, 김미나, 이동욱, 박기흠,

성낙진의 연구(2007)도 위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전체 시간대 평균 동맥

압의 평균, 수축기 혈압의 평균, 심박수의 평균, 맥압의 평균은 주간 교대근

무 시에 비해 야간교대근무 시에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모든 지표는 주간교

대근무 후 야간수면시간대보다 야간교대근무 후 주간 수면시간대에 유의하

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야간교대근무는 심혈관계 지표의 일중변동과 관련된

자율신경계 항상성 유지반응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며 향후 심혈관계에 위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교대근무로 인한 안전사고의 시간대 별 분포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26개 회사의 1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조사

한 연구(김지용, 1996)에 따르면, 교대근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은 2교대제

주간근무가 근로자 100인당 15.8건(상주근무자의 5.1배), 3교대제에서는 주간

근무가 9.2건(상주근무자의 3배)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의 비율은 3교대의 경우 야간근무 시 83.3% 에 이르고, 이는 상주근무자

의 약 5배에 해당된다. 또한, 교대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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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연구(김영혜, 김영미, 구미지, 김소희, 이내영, 장경오, 2007) 결과, 교대

근무자들은 이질감, 건강염려증, 소외감, 위축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야간 근무와 교대근무와 같은 환경변화를 경험하면 인간의 생체리듬인 일

주기리듬(circadian rhythm)은 건강상의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져와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있다(Kim & Lee, 2000). 장기적인 교대근무는 심혈관계 질환

의 대사성 위험요인을 증가시키거나(Ha, Roh, & Park, 2003) 정신질환 중

기분장애에 영향을 미치고(Kim & Lee, 2000), 정신적 건강과 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가지며 불면증을 더 심하게 경험하고, 스트레스 호소율이 높고,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좌절이 높으며, 수면의 지속시간이 부족하

여 심리적 수면부족상황을 호소한다(Kim& Lee, 2000). 결국, 장기적인 교대

근무는 산업현장에서 산업 재해율(Occupational Injury Rate: OIR)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 Roh, & Par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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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 근 무

시 스 템 의

특징

건강에 대한 영향 수행에 대한 영향 안전에 대항 영향

근무형태

 - 팀

 - 개인

두 근무 형태 모두 성공

적으로 운영된다면 다음의

건강적 측면에 영향을 준

다.

- 팀 근무: 조화, 사회적

지지, 공동체적 동질성

- 개인 근무: 통제감, 개인

적 선호 충족

두 근무 형태 모두 성공

적으로 운영된다면 수행

동기 및 수행을 높인다

개인 근무 형태는 잘 규

정화된 운영 방침이 요구된

다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다음의 요인에 의해 건강

에 손상을 야기시킨다

(Knaupp, 1983)

- 피로 문제

- 주의를 유지하려는

노력, 교대근무 끝에서의

집중 문제

- 축적된 스트레스

- 회복의 어려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부

터 수행이 감소된다

(Urgovics & Wright,

1990; Rosa, 1993)

- 잠정적인 오류 가능성

증대

- 서비스, 생산성의 질

과 양의 감소

8시간 이상 근무부터 사

고 위험 및 실수가 증가된

다(Akerstedt, 1995;

Folkard, 1997; Nachreiner

et al., 2000).

야 간 교 대
근무 및
밤 휴식

다음의 요소로 피로 증

가

- 수면 리듬과 활동의

다음의 요소로 수행 감

소

- 신체 시계와 반대되

인적 오류의 위험과 사고

가능성 증가(Folkard, 2003)

<표 6> 교대근무 시스템이 건강, 수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교대근무와 근무시간 관련 사례 분석

1) 교대근무 시스템 관련 인적요인 연구

관제업무는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존

재하게 된다. 교대근무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 근무시간, 야간근무 및 휴식시

간, 인수인계 등은 관제사의 건강이나 수행, 더 나아가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대근무 시스템이 관제사의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나 예방에 올바르게 활용해

야 할 것이다.



- 39 -

불일치 (Wever, 1979)

- 신체 온도의 변화 주

기의 영향(Rutenfranz &

Knauth, 1987)

- 동기 및 일할 수 있

는 가용성 감소

- 낮은 업무 부담은 도

리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야기한다(Vespa et al.,

1998; Costa, 2003)

는 활동(Rutenfranz &

Knauth, 1987)

- 피곤함, 피로 증가

(Vogt & Kastner, 2002)

- 반응시간의 증가, 경

계심 저하(Schroeder et

al., 1998)

밤근무 시의 underload,

overload, 생체시계의 불일

치는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인 수 인 계
(hand-ove
r)

근무 인수인계는

다음의 경우에 특히 스트

레스가 높을 수 있다.

- 업무부담이 높을 때

- 휴식시간이 너무 짧

거나 또는 지나치게 길 때

인수인계 스트레스, 불

충분한 워밍업, 불충분한

회복은 수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휴식 후의 근무가 특히

안전 위험이 높다. 인수인

계 후 30분(Della & Rocco,

1999), 교통량 폭증 후 잠시

후(Hagemann, 2000)

출처: EUROCONTROL(2006)

가. 교대근무 시스템의 정의와 종류

교대근무는 업무가 24시간 이루어지는 직군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

해 시간대별로 나누어 근무하는 체제이다. Hahn(1984)에 의하면 교대근무 시

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근무형태

보통 주간근무, 석간근무, 야간근무로 나뉘지만, 직군이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존재한다.

② 순환방향

매번 같은 시간대의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의 시간대를 바꾸어

스케줄을 작성하게 된다. 시계방향 교대근무 시스템은 주간근무에서 시작해

서 야간근무로 이어지는 근무 시스템을 말한다. 반대로, 반시계방향 교대근

무 시스템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근무 시스템을 말한다. 시계

방향 교대근무 시스템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신체 리듬이 적응하기 더 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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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로, 수면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시계방향 교대근무 시스템이 더 선

호된다. 하지만, 반시계방향 교대근무 시스템은 신체 리듬에 반하는 교대근

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더 많은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③ 근무 시간

한 근무 교대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말한다. 보통 8시간 근무와 12시

간 근무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시 16시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보통 다른 나라 관제사들의 업무 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

은 근무 시간으로 향후 근무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④ 교대근무 시스템

전체 운영되는 시간에 따라 교대근무 시스템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뉜다.

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반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비지속적 교대근무 시

스템으로 나뉘는데 관제사 업무의 경우 7일, 24시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에 속한다. 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중에서도 교대근

무 순환 형태에 따라 연속적 교대근무 시스템과 교차적 교대근무 시스템으

로 나뉜다. 한국 관제사의 경우에는 연속적 교대근무 시스템과 교차적 교대

근무 시스템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다.

ⅰ) 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 7일, 24시간(총 168시간) 동안 운영되어지는 곳의 교대근무 시스템

⦁연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주간, 석간, 야간근무 중 하나의 교대근무 형

태만 연속적으로 하는 교대근무 시스템

⦁교차적 교대근무 시스템: 다른 교대근무 형태를 돌아가면서 하는 교대

근무 시스템

ⅱ)반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 5일, 24시간(총 120시간) 동안 운영되어지는 곳의 교대근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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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지속적 교대근무 시스템

- 일주일 운영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곳의 교대근무 시스템

⑤ 교대근무 순환기간

교대근무 시스템이 순환하는 기간에 따라 긴(혹은 느린) 교대근무 시스템

과 짧은(혹은 빠른) 교대근무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ⅰ) 긴(느린) 교대근무 시스템

- 2-3일, 혹은 7일 동안 같은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시스템

ⅱ) 짧은(빠른) 교대근무 시스템

- 매일 다른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시스템

나. 근무형태가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① 근무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근무 형태는 팀 근무와 개인 근무로 나눌 수 있다. 두 근무 형태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팀 근무가

잘 이루어지면 팀의 조화, 사회적 지지, 공동체적 동질성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 근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통제감, 개인의 선

호 등을 충족시켜 장기적으로 관제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② 근무형태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팀 근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팀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관제사들이 사

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적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수행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행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근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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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개인은 자기 통제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선호 수준을 높이게 된

다. 이는 개인의 만족감을 높여 수행 동기를 증진시키게 되고, 수행의 결과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③ 근무형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팀 근무와 개인 근무는 잘 규정화된 운영 방침이 요구된다. 팀 근무는 여

러 사람이 함께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

라서 팀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팀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여 운영 방침을 세워야 한다. 또한 팀원들이 팀 운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팀 근무를 운영해야 한

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영 방침을 세웠을 때 팀원들의 사기도 진작되

고 수행을 더 잘하게 되어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개인 근무 또한 규정화된 운영 방침이 요구된다. 팀의 협조를 높일 수 있

는 운영 방안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개개인이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

록 최대한 고려하여 개인 근무를 운영해야 한다. 개인의 피로 수준을 낮춰주

고 동기를 부여해야 수행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 근무시간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① 근무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며, 인지능력과 주의력은 떨

어지게 된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는 피로 문제, 주의를 유지하려는 노력,

축적된 스트레스, 회복의 어려움 등의 요인에 의해 건강에 손상을 야기한다

고 한다(Knaupo, 1983).

② 근무시간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이후로 수행 수준이 감소된다(Urgov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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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1990; Rosa, 1993). 따라서 장시간 근무는 관제사의 수행 수준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잠정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증대되며, 서비스나 생산성의 질과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관제사에게

는 치명적인 결과이다.

③ 근무시간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8시간 이상 근무부터 사고 위험 및 실수가 증가된다고 한다(Akerstedt,

1995; Folkard, 1997; Nachreiner et al., 2000). 사고 위험 및 실수가 관제업

무에서 발생하게 되면 항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관제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라. 야간근무가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① 야간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야간근무는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야간근무로 인해 수

면 리듬과 활동이 불일치하게 된다(Wever, 1979). 또한 야간근무는 신체 온

도의 변화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utenfranz & Knauth, 1987). 또

한 야간근무로 인해 동기 및 일할 수 있는 가용성이 감소하게 되며, 야간근

무 중의 낮은 업무 부담은 지루함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발생시켜 도리어 스

트레스와 피로를 야기한다(Vespa et al., 1998; Costa, 2003).

② 야간근무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야간근무는 수행의 수준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야간근무는 신체 리듬이 저

조한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시계와 반대되는 활동

이다. 결국 야간근무는 피곤함과 피로를 증대시킨다(Vogt & Kastner, 2002).

따라서 야간근무 시 수행 수준은 주간근무 시 수행 수준에 비해 낮을 수밖

에 없다(Rutenfranz & Knauth, 1987). 예를 들어, 야간근무 시에는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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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여 보통 때보다 늦게 반응하게 되며, 경계심이 저하된다(Schroeder

et al., 1998).

③ 야간근무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야간근무는 생체 리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나 낮은 업무가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야간근무 시에는 피로가 증대되기 때문에 반

응시간이 느려지고 경계심이 저하되는 등 수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야

간근무 시에는 인적 오류의 위험과 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한다(Folkard,

2003).

마. 인수인계가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① 인수인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근무 인수인계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업무 부하가 높을 때에는 인수

인계 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업무 부하가

낮을 때에도 인지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업무 부하 수준에 의해 야기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관

제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인수인계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이 너무 짧으면 인지능력이 회복될 시간이 부족

하고 준비가 덜 되게 된다. 그리고 휴식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데까지 걸리는 워밍업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그리고 업무 부하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에도 인수인계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

들은 수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인수인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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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시스템 현황과 최근 변화  

휴식 후의 근무가 특히 안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인계

후 30분 동안은 아직 워밍업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 수준이나 반응

시간이 더디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한 후의 30분 이내의 근무

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Della & Rocco, 1999).

2) 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시스템 추세와 변화

각국의 항공교통 관제량, 문화 차이, 노동법, 노동관계 등의 차이로 다양

한 교대근무 형태와 근무시간이 존재한다.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에 따

른 안전 문제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교대근무 및 근무시간을 개선하

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근무 시스템의 현황과 최근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

하여 국내 관제사의 근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해야 하겠다.

가. 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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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관제 기관은 상당 부분 팀 근무 형태(또는 개인 근무 혼합)로

운영되며, 중소 규모의 기관은 개인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큰 규

모의 관제 기관은 큰 순환의 근무 교대 (2일 근무/2일 비번, 3일 근무/2일 비

번, 4일 근무/2일 비번, 6일 근무/3일 비번 등)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 규모

관제 기관의 개인 근무 형태는 고정된 근무 순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대근무 시간은 국가, 관제기관, 근무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낮 8시간-12시간, 밤 8시간-10시간).

나. 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시스템 변화

① 근무시간 감축 및 휴식시간 증대

안전과 효율적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체적인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고 있다. 최근 FAA에 의하면 연이는 졸음사고 발생으로 인해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을 최소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② 근무 시간대 및 근무시각 변화

교통량과 기관 특성에 따라 교대 근무 시간대 및 근무 시작/종료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나 잠재적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근무인원도

조정되고 있다.

- 교통량에 따라 기관별 야간 및 조간 근무 시각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

다. (유럽관제기관, 호주, 뉴질랜드)

- 야간 교통량이 적은 기관은 야간 인원 근무자 수를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 야간 근무인원이 한명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야

간근무 최소 인원을 2명으로 배치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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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 시스템 운영의 변화 및 전담 부서 역할 강화

근무 시스템 운영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근무 시스템 운영 부서의 역할

을 강화하고 있다.

- 대형 관제 기관은 팀 근무제 또는 개인 근무제와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유럽 관제 기관)

- 근무 시스템 운영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파트 타임 근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 미국, 호주)

④ 근무 스케줄 작성에 과학적 방법 도입 논의

근무 교대 및 근무 시간 등 근무 스케줄 작성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할 것

이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추세에 힘입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컴퓨터화된

교대근무 편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3) 항공 선진국의 근무 시간 관련 규정 분석

한국 관제사의 근무 규정은 미국 관제사의 근무규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사 근무 실태를 살펴보면 항공 선진국에 비해 매

우 열악하다. 근무 규정에 최대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야간근무는 16시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주일 근무

시간도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0시간에 다다른다. 이처럼 실

제 근무가 근무시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면, 관제사들에게 피로와 스

트레스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는 항공사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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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과 해외 항공교통관제 근로시간 규정 비교 

가. 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실태 및 규정 분석

① 해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실태 분석

외국의 경우 피로와 수면 부족에 따른 사고와 안전 문제로 인해 야간 근

무 시간을 줄이거나, 야간 근무 후 휴식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에는 최대 야간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후 하루의 Sleeping day가 주어지며 추가적으로 2일의 휴무가 주

어진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야간근무 후 3일의 휴무가 주어지며 일본의 경우

에는 석간근무 후 2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 최대 야간근무 시간을 규정 (영국: 9.5시간, 뉴질랜드 10시간, 호주 8시

간)

- 야간근무 후 Sleeping day + 2 일 휴무 (홍콩 관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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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관리 (CAP 670 SRATCHOH)

2.1.1. 최대 10시간 근무 금지. 30일(720시간) 중 최대 의무

근무시간(20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2.1.2. 최종 근무 후 적어도 12시간의 휴식.

2.1.3.1. 연속 6일 근무 후 최소 60시간 휴식.

2.2.1.1. 관제업무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30분 휴식을

취한다.

2.2.1.3. 기관이 당일 업무 부담이 낮고, 일시적일 때 관리자에 의해 관제

업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3시간 후 45분, 4시간 후 60분 휴식)

<표 8> 영국의 근무 규정 

- 야간근무 후 3일 휴무 (프랑스 파리 샤르드골 관제탑/ 접근 관제소)

- 석간근무 후 2일 휴무 (일본 나리타 관제탑)

<그림 20> 홍콩, 파리, 일본의 근무 실태 

② 항공 선진국의 근무 규정 분석

i) 영국의 근무 규정

항공법으로 항공교통관제사 근무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다. (CAP 670

Scheme for Regulation of Air Traffic Controller's Hours: SRATC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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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이틀 연속 이상의 심야근무는 피해야한다. 심야근무는 9.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07:30 이전에 끝나야 한다.

2.3.2.2. 심야근무 후 최소 54시간 이후에 다음 근무를 해야 한다.

2.3.2.2.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관제사의 동의 후에 최소 48시간 후에 다음

근무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 관련 규정 (FAA Order JO 7210. 3W)

1. 10시간 이상 관제업무 금지

2. 교대근무 이전에 일한 시간도 관제 업무 시간에 포함

3. 10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비관제 업무

4. 새로운 근무 시간 전까지 적어도 8시간 휴식

5. 야간근무 후 적어도 12시간은 비번일 것

6. 정기적인 휴일 없이 6교대 이상 근무 금지

7. 인증 받은 휴가, 초과근무 보상시간,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표 9> 미국의 근무 규정 

뉴질랜드의 근무 규정

     1. 전형적인 교대근무 순환은 4일 근무/2일 비번, 또는 6일 근무/3일

비번, 또는 이 둘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근무표는 개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된 근무 시작, 종료

시각은 없다.

<표 10> 뉴질랜드의 근무 규정 

ii) 미국의 근무 규정

근무시간 규정 및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과 CISM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

iii) 뉴질랜드의 근무 규정

정기적으로 피로 관리 계획(Fatigue Management Plan: FMP)에 의해 노

조와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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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일 근무/ 2일 순환 근무의 2일 최소 비번 시간은 60시간이고, 6일

근무/ 3일 순환의 3일 최소 비번 시간은 84시간

4. 최대 낮 근무시간은 7.5시간, 야간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3시간

연속 휴식)

5. 주간 최대 근무시간은 39.5시간으로, 초과 근무도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

6. 근무 스케줄은 최소 한달 전에 배포해야 하고, 일단 근무표가

정해지만,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만일

근무자가 바꾸기를 원한다면, 근무자 간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호주의 근무 규정

    1. 기본적인 교대근무 순환은 4일 근무/ 2일 비번, 또는 3일 근무/ 3일

비번이고,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시간

2. 주간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36시간

3. 주간 근무 시간은 7시간 ~ 10시간

4. 근무 스케줄표는 개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 존재한다.

5. 근무 스케줄은 적어도 15일 이전에 공지되며, 일단 공지되면 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근무자 간의 맞바꿈은

감독자의 허가에 의해 실행된다.

6. 예기치 않은 인원 부족이나 요구가 있으면 최소 4시간까지의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7. 2시간 관제 후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교통량이 낮을 때는 휴식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표 11> 호주의 근무 규정 

iv) 호주의 근무 규정

피로 관리 시스템(Fatigue Management System)으로 항공교통 관제사들

의 피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인 노조와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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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국내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시간 실태 (2011년 3월 근무편성표 기준)

4) 국내 교대 근무 시스템 분석

가. 국내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실태

국내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실태를 살펴보면 3일 근무, 혹은 4일 근

무 후 2일 휴무의 형태를 띄고 있다. 야간 근무 후 2일의 휴식 기간이 있으

나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해 보통 한 달에 1-2회 정도의 휴무일 보충 근무가

있다. 야간 근무 전 휴식 시간은 양호 (20-24시간)하나 야간 근무 시간

(15-16시간)이 길고, 야간 근무 후 휴일 하루는 생체 리듬 불균형으로 적절

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생체 리듬을 되찾고 정상적

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휴무일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불과하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에 상관없이 휴무일에 교육이나 세미나에 동원되거나

보충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근무 시간표 및 교대근무 결정에 관제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제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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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내 관제 기관별 일주일간 근무 시간 비교

① 일주일 간 근무시간 양 비교

국내 항공교통관제 기관들의 근무시간 양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

은 각 기관마다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ACC와 인천 관제탑의 경우에

는 일주일 평균 50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서울 접근 관제소와 제주 항공관

리사무소는 일주일 평균 4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

규정(40시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에 비

해서도 10시간정도 많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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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 인원 비교

- 인천 ACC : 6개팀 (팀별 인원 13명)

- 서울접근관제소: 교대 근무팀-5팀 (팀별 5-6명), 주간 근무팀-1팀 (7명)

- 인천 관제탑 : 교대 근무팀-5팀 (팀별 3-4명), 주간 근무팀-1팀 (7명)

- 제주 항공관리 사무소: 교대 근무팀-5팀 (팀별 5명), 주간 근무팀-1팀

(3명)

다. 국내와 해외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시간 실태 비교

<그림 23> 국내와 해외 항공교통관제사 근무시간 실태 비교 

※ 출처: IFTCA 2010 Information Handbook,

한국은 2011년 3월 인천 ACC, 서울 접근 관제소, 인천 관제탑, 제주 접근관제/ 관제탑 근무표에서 산출.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관제사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50

시간으로 해외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최대 40시간)에 비해 일주일 동안 10시

간 정도 오래 근무를 하고 있다. 국내 관제사들의 근무시간 실태는 야간근무

시간의 차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내 관제사들은 야간근무 시 15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해외 관제사들의 야간근무시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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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근무 시스템 분석 요약 

균 10시간)에 비해 5시간이나 길다.

라. 교대근무 시스템 분석 결과

현재 교대근무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의 근무 스케줄 관리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내 관제사의 근로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타 국가 대비하여 큰 차이

는 없었으며 미국 수준의 근무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와 국내의 근무

교대 시스템 및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실질적인 근무 시스템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관제사의 주당 근

무시간은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 국가들의 최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을 무려 10시간이나 초과한 5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

는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Sleeping day나 3일 휴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야간근무 후 2일의 휴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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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또한 추가근무로 인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내 관제사 교대근무 시스템은 법 규정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적게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근무 시스템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더욱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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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항공선진국의 관제사 인적요인 관리 시스템 분석

1) 캐나다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NAV CANADA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Transport Canada)에서

2007년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RMS)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의 피로 위기 관리 시

스템은 관제사를 포함한 항공업 종사자 전반을 위한 것으로 피로를 관리하

기 위한 정책 개발, 피로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 개발, 피로 검사 도구 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개발

피로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 개발
피로 검사 도구 개발

Ÿ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

의 목표와 목적

Ÿ 피로 위험을 관리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위한

책임 소재

Ÿ 피로 관련 위험을 보고

하기 위한 절차 수립

Ÿ 피로 보고 절차

Ÿ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

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가를 위한 절차

Ÿ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내부 교육자 양성 및

교육 지침을 위한 핸드북

<교육 내용>

- 수면, 낮잠, 식단, 술,

카페인, 수면제 복용

주의점

- 가족과 관련 주제

(가족의지지 및 관심)

- 교대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운동

- 교대 근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

- 피로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Ÿ 근무자의 피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 평가 도구

<표 12> 캐나다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RMS) 구성 내용 

Transport Canada에서 제공하는 항공업 전반을 위한 FRMS 지침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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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피로 및 수면 관리를 위한 개인 지침서 및 직원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

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교육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함

께 제공한다.

Ÿ 피로 관리를 위해 단계별 위험 요소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총 5단계로

구성된 위험 통제 모델에 따른 것으로, 1～3단계는 잠정적인 오류를, 4～

5단계는 실재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말한다.

- 1단계: 휴식 및 근무시간 규정 등을 통해 현 근무 스케줄이 직원들

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제공하는지 조사

- 2단계: 수면 및 기상 데이터를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수

면을 취하는지 조사하고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3단계: 피로 관련 증상에 관한 체크 리스트와 직원들의 자기 보고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피로 관련 징후가 나타나는지 관찰(수면시

간이 확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

- 4단계: 피로가 업무상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로 방지 전

략 사용

- 5단계: 사고 발생 시 조사를 통해 피로의 영향을 밝힘

Ÿ FRMS의 수립 및 내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그림 25>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RMS)을 위한 위험 통제 모델(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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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Airway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하며, 뉴질랜드 민간 항공 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w Zealand: CAA NZ)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피

로 방지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민간 항공 관리국에서는 1995

년 항공사들이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규범적 방식을 대신하여 FRMS와 같은

피로 관리 계획(alternative fatigue management scheme)을 실행하도록 하였

다.

하지만, 2006년 조사 결과 피로 관리와 FRMS 실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근무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자체적인 피로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안되었다.

Ÿ 피로 관리 담당자를 위해 피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주어져야 하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Ÿ 감독기관은 FRMS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Ÿ 현장 직원들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 운영기관에

서는 이를 자신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Ÿ 감독기관은 정기 간행물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연구와 관련 소식을 제공

해야 한다.

Ÿ 관련 정보와 사례들을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있어야 한다.

2006년 6월 항공업의 피로 관리에 관한 워크샵을 계기로 Fatigue Risk

Management Project Group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관제사를 포함한 항공업

전반의 FRMS 실행을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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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Airservices Australia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하며, 민간 항공 안전 관리국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에서 안전관리대책을 담당한다.

2001년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FRMS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3년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FRMS 시범 운영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가. FRMS 시범 운영 평가에 따른 FRMS의 장점

Ÿ 피로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항공 안전 수준을

높인다.

Ÿ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기존의 규범적 접근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유연한 스케줄은 근무 효율을 높인다.

Ÿ 복잡하지 않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Ÿ 관리자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에게도 피로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음이 더

욱 명확해진다.

Ÿ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로 관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나. FRMS 시범 운영 평가에 따른 FRMS의 단점

Ÿ 근무 스케줄을 바탕으로 피로 정도를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FRMS의 한 요소가 아니라 종종

FRMS 자체로서 사용된다.

Ÿ FRMS가 오용되어 기존보다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기관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근무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Ÿ FRMS을 실행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이 증가한다.

Ÿ 사무실 근무와 현장 근무 등 개별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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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FRMS 실행을 위한 정보 제공과 관련 법안 제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Project OS 02/03)가 진행 중이다. 또한, FRMS 실행

을 위한 피로 관리 운영 위원회(Fatigue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

FMSC)를 제안하였다.

4) 미국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관제업무와 안전관리대책을 담당하며, 2009년

부터 관제사를 위한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RMS) 개발 계획이 시작되었

다. 15,000명이상의 관제사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208명을 대상

으로 측정한 피로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1년 중 FRMS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피로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Ÿ 근무 스케줄, 근무자들의 피로에 대한 보고, 피로 관련 사고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현 근무 환경에서의 피로 정도를 측정한다.

Ÿ 근무 스케줄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다.

특정 정도로 피로가 발생할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 두 요인으로 나뉜

다.

Ÿ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로 관련 요인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Ÿ 피로에 대한 보고나 관련 사고가 줄었는지, 실제적인 수면시간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 피로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데

이터를 통해 검증한다.

이러한 FRMS 외에도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와

NATCA(Nat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Association)의 협약을 통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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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관리(CISM: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프로그램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CISM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인력: 미국 내 4명의 CISM coordinator (관활권의 EAP manager들과 함

께 작업함)와 15명의 peer debriefer(ICISF의 개입 방법을 따라 훈련 받

음)들이 있다.

Ÿ 교육: 조합의 웹사이트와 간행물, 동영상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료 교육 훈련은 ICISF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워크샵에 참가하며,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 시간은 근

무 시간에 포함된다.

Ÿ 운영: FAA에서 CISM 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행되며, 사

건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은 peer debriefer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5) 일본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그림 26> 일본은 항공안전회의와 일본승무원연합에서 CISM 사무국 운영

일본은 항공안전회의(Japan Federation of Civil Aviation Worker's Union

for Air Safety)와 일본승무원연합(Air Line Pilot's Association of Japan)에

서 공동으로 스트레스 관리(CISM) 사무국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ICISF)에서 자격증을 받은

임상심리학자와 계약을 통해 CISM 사무국을 운영하며, 연 2회의 CISM 세

미나를 개최한다. CISM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세미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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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 상담가(Peer Suppor Volunteer) 양성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

며, 조종사, 객실승무원, 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 독일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Eurocontrol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DFS(Deutsche Flugsicherung)의 주관

하에 스트레스 관리(CISM)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두

고 있다. DFS는 동료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과정

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27> DFS의 CISM 훈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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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주요 항공선진국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제도 분석

위에서 언급된 해외 시스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주요 항공선진국

들의 아래와 같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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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항공 교통 관제사들의

인적요인 관련 실태 분석

1. 현장방문을 통한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 분

석

1) 현장방문 조사 실시

가. 현장방문 조사 개요

① 방문 기관

▶ 제주 공항(관제탑, 접근 관제소)

▶ 인천 공항(ACC, 접근 관제소, 관제탑)

② 방문 일시

▶ 제주 공항: 2011년 3월 4일

▶ 인천 공항: 2011년 3월 7일

③ 심층 인터뷰 대상

▶ 9명의 항공 교통 관제사(남 5명, 여 4명)

▶ 평균 경력: 약 11년(최소 5년, 최대 15년)

나.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Ÿ 현 근무 시간 및 교대 시스템 조사

Ÿ 근무 스케줄 관련 의견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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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

Ÿ ACAS에 대한 반응 및 효과

Ÿ 제도적 문제점

Ÿ 제도적 제언

2) 현장방문 조사 분석

가. 근무 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

현장방문을 통하여 각 기관(제주공항,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어떠한 근무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근무시스템 및 근무시간

분석 결과는 위의 ‘국내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근무 실태’ 부분에 상세히 기

술하였다. 근무 시스템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

으나, 일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관제사들은 근무 시스템 자체 보다는 교육, 기타 근무 등으로 인한

인원 보충을 위해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관제사들이 근무 시스템에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문제는 야간

근무에 대한 것이었다. 관제사들은 가장 기피하는 근무시간으로 야간 근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현재 근무 시스템에서는 야간 근무

후 퇴근 하는 날이 휴일(day off)로 계산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날은 근무

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나. 업무상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인터뷰 결과, 반복적으로 언급된 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아래와 같다.

Ÿ 야간 근무 (가장 기피하는 근무 시간으로 반복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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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야간 근무 후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Ÿ 근무 시간 과다

Ÿ 교통량이 많거나 악기상 상황

Ÿ 훈련생 교육

Ÿ 영어 시험의 부담감

Ÿ 관제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 부담

Ÿ (일부 시설의 경우) 별도의 휴식 공간이나 시설 부족

Ÿ ACAS 발생과 조사에 대한 부담

현직 관제사들은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이 많고, 특히 야간 근무 시간이 긴

반면 휴식 시간은 짧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다고 보고하였다. 근무 상황의

측면에서는 악기상 상황이나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시간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이는 피로로 직결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 관제

사들은 관제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가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언

급하였다. 관제사가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다 보니 관제 업무 외에 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근무 중 휴식시간에 쉬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또한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몇몇

기관(예: 제주 공항)에서는 따로 휴식공간이 없고, 비상 연락 시설이 없기 때

문에 육성으로 호출 할 수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므로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관제사들은 임신, 육아,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비번 때 세미나, 교육 참여 등으

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도 공통적인 호소 내용

이었다.

스트레스 원인의 측면에서 제주 공항은 다소 특수한 요인들이 나타났다.

제주 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들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

내거나, 소수의 가족들만 제주도에 와서 살기 때문에 가족행사나 기타 대소

사에 참여할 수 없어 대인관계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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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주공항에 오랜 기간 근무하기 보다는 전출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다. ACAS 및 near miss 관련

관제사들은 ACAS 및 near miss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ACAS 및 near miss에 대한 관제사들의 의견은 아래

와 같다.

Ÿ 사고 방지의 목적을 가진 도구이지만 현재는 처벌의 경향이 큼

Ÿ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음

Ÿ 관제사로서의 자책감이 가장 큰 심리적 문제가 됨

Ÿ 관제탑의 경우 위험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음

Ÿ 발생 후 보고서 작성 과정 또한 스트레스의 한 요인임

Ÿ 발생 후 일반적으로 약 한달 간 관제 업무에서 제외되지만

추가적인 관리는 없음

전반적으로 관제사들은 ACAS 및 near miss 발생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호소하였으나, 처벌을 위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해 더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ACAS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ACAS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사례 전파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현재는 처벌 위주의 조치만 취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

다. 특히, ACAS가 발생한 경우 혹은 발생을 목격한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

한 사후 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라. 제도적 제안

인터뷰 결과, 관제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제도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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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력 부족

Ÿ 어느 정도의 수당을 보장받기 위해 야간 근무가 불가피함

Ÿ 관제 업무와 맞지 않는 일반직 분류로 인한 불합리한 평가 및 보상

체계

Ÿ 직업 특성상 필요한 정신, 신체적 건강관리 시스템 부재

Ÿ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생활 지원 필요

관제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인력 보충 문제였다.

세미나, 교육, 기타 관제 외 업무 등으로 현장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 이 때마다 일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다고 응

답하였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다.

인력 보충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야간근무에 대한 것이었다.

야간근무가 가장 부담되고 피곤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근수당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보상수준이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야근 후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제 업무가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 업무 이외에 공무원으로써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도

언급하였다. 즉, 관제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및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CISM과 같은 시스템

구축과 개인의 정신, 신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사고 후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아리 모임 지원 등의 여가 활동 지원도 유

용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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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를 통한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 분
석

1) 설문조사 실시

가. 설문조사 개요

① 대상: 현직 관제사, 총 86명이 설문에 응답

② 일시: 2011년 2월 24일 ~ 3월 18일

③ 목표

▶ 근무 시스템 조사

▶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 분석

▶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요구 분석

나. 설문조사 방법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현직 관제사들을 대상

으로 현행 근무제도와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 요구사항 등을 묻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은 각 관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http://www.surveymonkey.com/s/ATChumanfactor)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

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성별, 나이, 경력 등)과 근무 제도와 관

련된 문항, 피로 및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 피로 및 스트레

스 관련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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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설문 참여자 특성 분석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설문 참여자 특성 분석

먼저, 설문에 참여한 관제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관제사는 총 86명으로 남자가 67%, 여자는 33%를 차지하였다. 평균

나이는 37.5세였고 평균 근무기간은 약 1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시설, 보직, 출신 교육 기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나. 현재 근무 시스템에 대한 의견

현재 근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무 스케쥴

은 주간-주간-야간-off-off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0). 그러나 현장방

문 조사에서 관제 기관별 근무 시스템을 심층분석 하였으므로 설문 분석에

서는 근무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근무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57%가 개선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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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교대 근무의 일반적인 형태

다고 응답하였다. 근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인원부족으로 인해 무리한 스케줄 운영

Ÿ 야간근무 후 첫 번째 비번은 완전히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님 à오전

근무로 봐야 함

Ÿ 야간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이에 대한 보상 및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Ÿ 생체리듬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적용해야 함

Ÿ 휴게시간 부족

Ÿ 업무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반직(주40 시간) 보다 더 적게 근무할

필요 있음

이를 종합해보면, 관제사들은 인원부족 문제와 야간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을 이유로 근무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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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업무별 근무 시스템 개선 필요성 차이

국내외 근무 시스템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제사들의 근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제도적으로는 항공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제 업무에 따라 근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

음을 고려하여 업무별로 근무 시스템 개선 필요성 정도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무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업무별 차이가 나타났다(chi-square

= 4.927, p = .085). 전반적으로 TWR 근무자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ACC, APP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

지 않다는 의견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업무에 비해 TWR 근무자들이 현재 근무 시스템에 만족하는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다. 근무 시간과 사고 위험

근무 시간대에 따른 위험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근무 시간대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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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사고 및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관제사

들은 야간과 주간 마지막 1시간과 조간 처음 1시간 근무 시 위험발생 가능

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를 근무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간근무와 야간근

무 시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시간대 근무에

대해 휴식시간 보장 및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근무 시간과 피로 및 스트레스의 관계

근무 시간대와 피로 및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느 시간대

에 가장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와 가장 부담이 되는 시간대가 언

제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관제사들은 가장 많은 피로와 스

트레스를 느끼고 부담이 되는 시간으로 야간근무를 꼽았다. 이는 근무시스템

분석 결과와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야간 근무에 대한 지침, 보상, 휴식시간

보장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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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근무 시간과 피로 및 스트레스의 관계

마. 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고 및 위험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5점 척도로 평가

하게 했을 때, 대부분의 관제사가 5점에 가깝게 평가했다(평균 4.9). 즉, 대부

분의 관제사들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고 및 위험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고 및 위험상황 유발 원인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직접 쓰게 했을 때, 그 평균은 52.3%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및 위험

상황의 원인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이 큼을 시사한다. 반면, 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했을 때는 집중력 저하, 피로, 교

통량, 휴게시간 부족,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력 저하의 원인

역시 피로 및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재 피로 및 스트레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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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고 및 위험상황 발생의 원인

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제사들 중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 경험을

기술하게 했을 때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상황인식능력 저하, 판단력의 저

하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바.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

현직 관제사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직장인 규

준이 마련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보고서(한

국산업안전공단, 2003)”에 제시된 규준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먼저 관제사들의 스트레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활

사건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 가정 혹은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장세

진(2000)에 의해 타당화된 바 있다. 분석 결과, 관제사들의 PWI 평균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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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

23.56으로 일반직장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 =

5.33, p < .001).

피로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다차원 피로 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피로도, 상황적 피로, 일상

생활 기능 장애 등 피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세진, 2000). 분석 결과, 관제사들의 피로는 평균 96.70으로 일반 직장인이

82.96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6.73, p < .001). 피로 및

스트레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관제사

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일반 직장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

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방법이 자기 보고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자기 보

고에 근거한 설문으로 연구된 규준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관제사의 피

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을 알 수 있다.

사. 직무 스트레스

관제사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스트

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물리환경, 직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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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관제사의 직무 스트레스(일반 직장인과 비교)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8개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2003). 본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보고서(2003)”에 제시된 직무별

규준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별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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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관제사 직무 스트레스 요인 상세 비교

먼저, 관제사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를 나타냈다. 반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9 참조).

일반 직장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직무요인에 대해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비교 대상은 먼저 관제사가 일

반 공무원으로 분류됨을 감안하여 정규직종 종사자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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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물리환경과 직무요구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비교

건의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3교대 근무자 집단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시에 관제사 직무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 70시간 이상

근무자 집단과의 비교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제사들은 세 비교집단에 물

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직장문화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은 스

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비교의 구체적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관제사 집단에서 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물리

환경과 직무요구 두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종별 비교를 실시한 것이다.

물리환경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관제사가 58.69점으로 광업 종사자(58.2)와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사무직 종사자가 37.46점임을 고려한다

면 관제사들은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 일하는 등의 업무특성도 있지만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기대수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

다. 직무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입법

자, 고위관리자 직종(52.22점)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점수(58.74점)였다.

다음으로 업무별로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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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업무별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 차이 비교

보기 위하여 업무별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 84%의 관제사가 업무별로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다변량검증

(MANOVA) 결과, 업무별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에서만 TWR가 다

른 두 업무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TWR 근무자가 근

무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TWR

근무가 상대적으로 직무요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제사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직무의 안정

성과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관계 갈등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물리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높은 직무 요구를

느끼며, 직무에서 자신이 갖는 자율성이 적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조직체

계와 직장문화에 따른 스트레스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의 영역에서 관제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로 및 스트레스 실태 분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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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피로 및 스트레스 영역 순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하게 설문이라는 조건으로 측정된

스트레스 정도를 다양한 집단의 평균을 기준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것

으로 우리나라 관제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아. 피로 및 스트레스 원인

관제사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관제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영역 35개를 제시하였고, 각 영

역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의 영역에서 3점 후반대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각 영역을 높은 점수부터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영역)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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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각 교대 근무 후 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자. 수면 실태

수면이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관제사들의 수면 실태를

조사하였다. 교대근무 스케줄에 따라 얼마나 수면을 취하는지를 알아본 결

과, 관제사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

간근무 후 수면시간은 5.49시간으로 모든 교대 근무 시간대 중에서 가장 낮

은 수면시간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관제사의 평균 수면시간은 희망 수면시

간인 7.3시간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면

의 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수면의 질을 묻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관제사

들은 1~2점으로 응답하여 충분히 잘 자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계속되는 수면부족과 낮은 수면의 질은 피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교

대근무 후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은 아래 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차. 여가 활동 실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관제사들이 실제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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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선호하는 여가활동(좌)과 실제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우)

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9개의 대표적

인 여가 활동 범주를 제시하고 각 활동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관제사들은 선호하는 활동과 실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관제사들은 휴식(28%)을 가

장 선호했으나, 실제로는 과중한 의무부과 활동에 일주일에 평균 480분을 소

비하여 휴식(일주일에 평균 426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휴식하며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과중한 의무부과 활

동에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요구사항

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관제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교육 및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

하였다. 먼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관제사는

전체의 72%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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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시스템 요구사항

었다. 다음으로, 피로와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평균 1.54점(5점 척도)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4.6점(5점 척

도)으로 매우 강한 요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문회의 및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목록에 대해

그 필요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를 표에 제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관제사들은 인력 충원 문제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휴식

시간 보장,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3) 실태 분석 결과 함의점

위에서 제시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종

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피로 및 스트레스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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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종합

제사들은 타 직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보고했으며, 특

히 직무요구, 물리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야근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이나 세미나, 인력 부족의 문제로 업무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한편, 현직 관제사들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인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ACAS와 관련하여, 처벌이 아닌 예방 및 교육으로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함

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제사들은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인원충원, 휴

식시간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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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심층 인터뷰 및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위와 같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는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

을 제안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제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의 그림과 같다. 본 과업에서는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 확보, 인원 충원, ACAS에 대한 인식전환, 피로 및 스트레스에

점검 및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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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의 단계적 제안

IV.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

본 과업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다

양한 제도적 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본 과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

한 단기적인 방안과 이상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하

여 다양한 관리 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과업의 제안 내

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

1) 사전교육 및 예방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인, 팀, 조직 차

원에서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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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인, 팀, 조직 차원의 교육체계 확립 

가. 개인, 팀, 조직 차원에서의 교육체계 확립

피로 및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팀, 조직 차원 모두

에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①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체계 확립

피로 및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 차원에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개인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팀이나 조직 차원

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적 차원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방법 학습 및 활

용이 필요할 것이다.

i) 피로 및 스트레스 유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

요하다. 또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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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피로 및 스트레스 자기관리 방법 학습 및 활용

스스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팀 차원에서의 교육체계 확립

관제 업무 특성상 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팀원들과의 관계는 업

무 효율이나 수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 시에도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팀원들 간의 이해도

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팀원을 이끌어 나가는 팀장들은 팀

원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이나 팀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

고 있어야 한다. 팀장들은 근무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

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근무 스케줄 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i) 팀장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중요성 인식

근무 및 휴식시간 분배와 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팀장들에

게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 팀장들은

팀원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근무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ii) 팀원들 간의 이해도 증진 교육

관제사 업무 특성상 팀원들과의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팀원

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팀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교육해야 한다.

③ 조직 차원에서의 교육체계 확립

조직적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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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야 할 것이다. 현재는 피로 및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관제사들이 인식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의 추가적은 교육으로 인해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올바른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

가야 할 것이다.

i)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경각심 증진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거나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

다.

ii) 교육 참가 적극 지원

현재는 근무시간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은 채 근무시간 이외의 휴식

시간에 교육에 동원되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에 참가하는 관제사 이외

의 관제사들에게도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며 교육 참가를 기피하게 만

드는 주원인이다.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교육에 참가하는 관제사들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무 시간 부담을 줄여주

어야 한다.

나.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피로 및 스트레스의 사전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과 같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교육을 추가하거나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

존에도 관제사의 인적요인에 대한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더 체계

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관리자 교육도 피로 및 스트레

스 관리를 중점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

지만 장기적으로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사전이나 사후에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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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운영자 교육과 동료 상담자 교육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① 공통 교육

공통 교육은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는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인 관리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로 및 스트레스에 관

한 공통 교육을 통해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학습시킴으

로써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과목으로는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인식 향상,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 강화 훈련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공통 교육은 외부 전문가 혹은 내부

강사를 초빙하여 집체 교육 형태로 시행되거나 온라인 교육 혹은 교육 자료

배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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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은 팀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관리자 교육은 팀

장들의 팀원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관제

사 업무는 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원들의 피

로 및 스트레스를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

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리자 교육의 과목에는 피로 및 스트레

스 관리 시스템의 이해, 대인 관계 및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등이

있을 수 있다. 관리자 교육은 특수한 직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내부 강사 혹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③ 특별 교육

특별 교육은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안전 관리자를 대상

으로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운영자

를 장기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팀장 혹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원자를 대상으로 동료 상담자 교육을 시행하여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관제

사들에 대한 동료 상담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i) 시스템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다. 향후 안전 관리자를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운영자로 양성

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운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피로 및 스

트레스 관련 내부 강사를 양성할 수 있다. 교과목으로는 피로 및 스트

레스 교육 운영,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있을 것이

다. 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

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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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료 상담자 교육

동료 상담자 교육은 팀장 혹은 자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이다. 이 교육은 접근사례나 항공안전사고를 경험한 관제사들을 대상

으로 동료 상담을 실시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동료 상담

자 교육의 교육 과목은 외상적 스트레스의 특성과 반응, 개입의 종류

와 방법, 상담이론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교육 또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 20>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2)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도구

관제사가 피로 및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를 확인해볼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

인 직장인 규준과 관제사의 규준을 모두 제공하여 자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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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집단 피로점수 결과

일반인

73점 이하
하위 25%이하로 피로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74점~94점
(평균: 82점) 평균범위 이내로 일반 직장인 수준의 피로상태입니다.

95점 이상 상위 25%이상으로 피로가 높은 상태입니다. 휴식 및 자
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제사

76점 이하
하위 5%이내로 피로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76점~103점
하위 25%이하로 피로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104점~128점
(평균: 115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피로 상태입니다.

129점~144점 상위 25%이상으로 피로가 높은 상태입니다. 휴식 및 자
기관리가 필요합니다.

145점 이상 상위 5%이상으로 피로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가까운 
진료기관이나 상담소를 방문하길 권합니다. 

<표 21> 다차원피로척도의 총점규준(일반직장인과 관제사) 

피로 하위요인

(해당문항)

하위요인 

점수
결과

<표 22> 다차원피로척도의 하위요인규준(관제사) 

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피로 자가진단도구

피로 자가진단도구는 장세진(2000)이 개발한 다차원피로척도(MFS)로 4개

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는 부록 2에 첨부되어 있다. 하위 요

인으로는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기능장애, 상황적 피로, 휴식수면에 대한

민감성이며 아래 <표 21>에 총점에 대한 일반 직장인 및 관제사 규준이 제

시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관제사 규준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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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피로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점 이하 하위 5%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24점~36점 하위 25%이하로 낮습니다.

37점~47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48점~55점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56점 이상 상위 5%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일상생활기능

장애

(1, 2, 3, 4, 12, 

13)

20점 이하 하위 5%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21점~28점 하위 25%이하로 낮습니다.

29점~35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36점~40점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41점 이상 상위 5%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상황적 피로

(5, 6, 7, 8, 11)

11점 이하 하위 5%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12점~21점 하위 25%이하로 낮습니다.

22점~27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28점~32점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33점 이상 상위 5%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휴식수면에 대한 

민감성

(9, 10, 14)

12점 이하 하위 5%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13점~14점 하위 25%이하로 낮습니다.

15점~19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20점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21점 이상 상위 5%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나. 스트레스 자가진단도구

스트레스 자가진단도구는 장세진(2000)이 개발한 사회심리적스트레스 척도

(PWI-SF)로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는 부록 3에 첨부되

어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역할스트레스, 우울감, 일반적 건강(활력도), 수면

곤란이며 아래 표에 총점에 대한 일반 직장인 및 관제사 규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관제사 규준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채점시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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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집단 스트레스점수 스트레스수준

일반인

17점 이하
하위 25%이하로 스트레스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18점~27점
(평균: 22점)

평균범위 이내로 일반 직장인 수준의 스트레스상태입니
다.

28점 이상 상위 25%이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입니다. 휴식 및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제사

11점 이하
하위 5%이내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12점~18점
하위 25%이하로 스트레스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19점~28점
(평균: 23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29점~37점 상위 25%이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입니다. 휴식 및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38점 이상 상위 5%이상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가
까운 진료기관이나 상담소를 방문하길 권합니다. 

<표 23> 사회심리적스트레스 척도 총점규준(일반직장인과 관제사)

스트레스 하위요인

(해당문항)

하위요인 

점수
결과

사회적 역할

(8, 9, 10, 11, 12, 

14, 17, 18)

8점 이하 하위 25% 이내로 낮습니다.

9점~14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13점 이상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우울

(13, 15, 16)

1점 이하 하위 25% 이내로 낮습니다.

2점~3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4점 이상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일반적 건강(활력

도)

(1, 2, 3, 5, 6)

5점 이하 하위 25% 이내로 낮습니다.

6점~10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11점 이상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표 24> 사회심리적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규준(관제사) 

문항은 1, 5, 6, 8, 9, 10, 11, 12, 14, 17, 18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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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곤란

(4, 7)

1점 이하 하위 25% 이내로 낮습니다.

2점
평균범위 이내로 관제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
도입니다.

3점 이상 상위 25%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림 43> 자가진단 도구의 가이드라인과 활용방안

다. 피로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도구 활용

본 과업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도구는 서면뿐 아니라 자동채점프

로그램(엑셀)이 제공되므로 필요시 간편하게 측정해볼 수 있다. 본 자가진단

도구의 가이드라인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3) 사후관리 방안

사고 발생 후,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원칙 수립과 전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기반 위에 인적요인에 대한 사고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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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피로 및 스트레스의 사후 관리 

한다.

가. 사후관리를 위한 원칙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사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식

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해당 관제사를 처

벌한다는 관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실수로 귀인하고 있다.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사후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안전사고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사고를 처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고를 개인의 오류로 단정 짓기보다 시스템적인 오류를 발견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고사

례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

이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을 조직 내에 전파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사후관리

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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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조사 시 인적요인 원칙 고려

사고조사 시, 기존의 규정 위반 여부 중심의 조사 항목에 인적요인 관련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사고를 유발한 원인 중 인

적요인에 관련된 원인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① 교대 근무(조간/주간/석간/야간) 유형 및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② 사건 발생 이전 2주일 간 근무 편성표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③ 초과근무 발생 시 그 이유와 사전 통지 여부, 전체 근무자의 근무 할당

사항

④ 사건 발생 이전 24시간 또는 48시간의 수면 시간

⑤ 수면 장애 및 기타 다른 의학적 장애 여부

⑥ 사건 발생 이전 1주일 동안의 약 복용 여부, 약과 피로 및 스트레스 관

련 요인(수면 등)과의 관계

⑦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재정적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기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여부

⑧ 사건 발생 2주간 중요한 책임이나 일을 맡고 있었는지 여부

4) 관련 법규 개정안

관제사의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후관

리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제사가 업무를 수행하

는 동안 피로 및 스트레스를 덜 느껴 항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피

로 및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에 관련된 법규

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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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안전 자체 안전조사 및 항공안전장

애 조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가.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에 관한 법규 개정안

최근 미국의 규모가 작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야간근무 시간대에 한명

의 관제사가 근무를 하다 졸음 사고를 낸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당해에만 졸음 사고가 미국 내에서 7번이나 발생하였으며, 6번째 사

고 발생 시에는 미국 항공교통기구(USATO)의 책임자가 사퇴하기에 이르렀

다. 결국 교대근무 사이의 휴식시간을 기존 최소 8시간에서 최소 9시간으로

늘리고, 야간근무 시 최소 2명의 관제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관제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 법

규정 또한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① 근무시간에 관한 법규 개정안

관제사들이 근무를 오래 할수록 관제사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근

무시간이 야간일 경우에 이는 더 가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야

간근무 시에 주간근무 때보다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제사들이 교대근무 사

이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추가 휴식시간 보장

현재 한국 관제사들은 야간근무의 경우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야간근무 시간대는 신체 리듬에 반하는 시간대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쉬워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

로 야간근무 시간을 주간근무 시간에 맞춰 줄이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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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관제사들의 인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근무시간의 감소는

관제사 인원 보충과 함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휴식시간을 보

장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제사들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를 해소

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 근무시간 내 연속근무 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현재 항공교통업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대형 기관에서는 최대 2시

간 근무, 최소 3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 규정

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지방 기관(양양 등)

의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관제사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

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동안 연속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관제사의 인원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만, 법 규정에 이를 명시해 놓음으로써 관제사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를 개선하는 노력이 반영될 것이다.

② 근무인원에 관한 법규 개정안

야간근무 시에는 보통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항공교통

업무기관의 경우 한명의 관제사만 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야

간근무 시간대는 신체 리듬과 반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피로와 졸음을 유

발하기 쉽다. 누적된 피로와 졸음은 항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 이

상의 관제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③ 단서조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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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해양부 고시 2010-897호) 개정안 

제28조(근무시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

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중단 없이 정

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근무편성표(Basic Watch 

Schedules)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자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

도록 교대근무자간의 중복근무시간을 지

정한다.

  2. 근무편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고려하

여 편성한다.

   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미만

으로 한다.

   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

식시간을 보장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는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적

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시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

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과 같이 근무편성표(Basic 

Watch Schedules)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자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

도록 교대근무자간의 중복근무시간을 지

정한다.

  2. 근무편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고려하

여 편성한다.

   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미만

으로 한다.

   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

식시간을 보장한다.

   라.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

할 경우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추가 휴

식시간을 보장한다.

   마. 근무시간 내 연속 근무는 최대 2시간을 

<표 25> 근무 시간 및 근무 인원에 관한  법규 개정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규정한 제28조 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

공자는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

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관제사들은 이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연속근

무 시간 및 휴식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관제사

인원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만,

최소한 본인의 동의하에 규정에 어긋나는 근무편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

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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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무편성표 상의 항공교통업무시간 중 근

무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내에 위치하여 

교대근무를 위하여 관제실에서 대기하는 

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

한다.

넘기지 않아야 하며, 이 때 휴식시간은 

최소 30분을 보장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는 본인의 동의하에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

여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편성표 상의 항공교통업무시간 중 근

무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내에 위치하여 

교대근무를 위하여 관제실에서 대기하는 

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

한다.

  5. 항공교통업무기관 시설별로 최소 2명 이

상의 근무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편

성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 자체 안전조사에 관한 법규 개정안

한국 관제사는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규정에는 이미 인적요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모호하다. 따라서 세부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

며, 실무복귀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관제사에 대한 처우 또한 법적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①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에 관한 법규 개정안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해야 하는 요인들을 제 11조에 명시해 놓

고 있다. 이 중 제 10호에 인적요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조

사내용이 없어 어떠한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는지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피

로, 스트레스 영향 여부 및 기타 인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특성을 명

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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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해양부 훈령 제532호) 개정안 

제11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④ 해당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조사(Factual 

Finding)하여야 한

  1. 해당 시설의 관련 절차, 훈련, 관리감독 

상태, 정비

  2. 관제업무 주변환경 및 외적 요인

  3. 관제사 조치 사항

  4. 공역구성 및 교통흐름, 교통량

  5. ACAS 경고 발생시 조치를 포함한 조종

사가 취한 조치

  6. 비행경로 또는 지상이동경로

  7. 기상

  8. 근무석 구성, 배정 현황 및 업무협조 절차

  9. 공항환경

     가. 활주로 마킹, 계류장 사용, 시계불량

지역

     나. 활주로 형태, 공항혼잡도 및 노면상

태

 10. 인적요인

 11. 관련 장비 시스템 시간차

 12. 복잡성, 교통량 대비 관제사 기량/ 근무

석 지정

 13. 레이더 녹화자료

제11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④ 해당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조사(Factual 

Finding)하여야 한

  1. 해당 시설의 관련 절차, 훈련, 관리감독 

상태, 정비

  2. 관제업무 주변환경 및 외적 요인

  3. 관제사 조치 사항

  4. 공역구성 및 교통흐름, 교통량

  5. ACAS 경고 발생시 조치를 포함한 조종

사가 취한 조치

  6. 비행경로 또는 지상이동경로

  7. 기상

  8. 근무석 구성, 배정 현황 및 업무협조 절차

  9. 공항환경

     가. 활주로 마킹, 계류장 사용, 시계불량

지역

     나. 활주로 형태, 공항혼잡도 및 노면상

태

 10. 인적요인

      가. 피로, 스트레스 영향 여부(개인적, 

조직적 환경)

      나. 기타 인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황

적 특성 

 11. 관련 장비 시스템 시간차

 12. 복잡성, 교통량 대비 관제사 기량/ 근무

석 지정

 13. 레이더 녹화자료

<표 26>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에 관한 법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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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해양부 훈령 제532호) 개정안 

제13조 (실무복귀) 

⑥ 해당 관제사에게 실무복귀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기량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량점검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실무에 복귀시킨다.

  2. 기량점검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 관제사는 업무 한정자격 재취

득을 위하여 실무복귀 계획에 의한 훈련

을 실시한다. 

제13조 (실무복귀) 

⑥ 해당 관제사에게 실무복귀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기량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량점검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실무에 복귀시킨다.

  2. 기량점검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 관제사는 업무 한정자격 재취

득을 위하여 실무복귀 계획에 의한 훈련

을 실시한다. 

  3. 실무복귀 계획 진행 중, 해당 관제사가 실

무 복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

하면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의 종합소견을 바탕으로 실무복귀

를 결정할 수 있다. 

<표 27> 실무복귀에 관한 법규 개정안 

다. 항공안전장애조사에 관한 법규 개정안

항공안전장애조사에 관한 업무지침은 항공기 근접사례와 관제분야 항공

안전장애에 대하여 조사․분석업무를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보고

범위, 조사․분석 방법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해당 법규에서는 방문조사 시 수집자료 내역과 분석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데, 방문조사 시 수집할 자료에 인적요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장애조사 분석내용에는 관제사의 인적요인에 대한 내용이 이미 포

함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이 피로 및 스트레스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에 휴식정도를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로 변경하여 규정을 유지시켜야 할 것

이다. 나아가 법에 규정해 놓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장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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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해양부 예규 제160호) 개정안 

제9조(방문조사 시 수집자료) ① 방문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제기관 방문시에 수집하여야 한다. 다

만, 사안에 따라 수집자료를 달리할 수 

있다.

  1. 해당 항공기의 첫 교신 5분전부터 마지막 

교신 후 5분 후까지 공지통신 관제녹음 

및 녹취록 자료

   가. 관제시설 간 전화내용 녹음자료

   나. 동일 시간대에 관제한 타 항공기 관제

교신 자료    

제9조(방문조사 시 수집자료) ① 방문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제기관 방문시에 수집하여야 한다. 다

만, 사안에 따라 수집자료를 달리할 수 

있다.

  1. 해당 항공기의 첫 교신 5분전부터 마지막 

교신 후 5분 후까지 공지통신 관제녹음 

및 녹취록 자료

   가. 관제시설 간 전화내용 녹음자료

   나. 동일 시간대에 관제한 타 항공기 관제

교신 자료    

  2. 좌표를 포함하여 해당 항공기의 첫 교신 

<표 28> 항공안전장애조사에 관한 법규 개정안

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① 방문조사 시 수집 자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항공안전장애조사 업무지침 제 9조(방문조사 시 수집자료)의 제 13호에 해

당하는 자리에 인적요인(피로 및 스트레스 영향 여부 및 기타 인적요인에 영

향을 주는 상황적 특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② 분석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항공안전장애조사 업무지침 제 12조(분석내용)에는 제 11호에 인적요인에

대한 언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관제사의 휴식정도를 포함하는 개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업무능력에 미치는 개인적인 차이, 관제장비 배치현

황, 소음 등 환경요인을 포함한 인적요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하지만 ‘휴식정도’라는 단어는 관제사의 인적요인을 포괄적으로 아우

르기에는 부족한 단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제사의 ‘휴식정도’를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정도’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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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좌표를 포함하여 해당 항공기의 첫 교신 

5분전부터 마지막 교신 후 5분 후까지 

레이더 영상 녹화자료 사본

  3. 경위서

  4. 관제업무일지 사본

  5. 근무위치 기록표(Position log) 사본

  6. 해당 월 근무팀 편성표

  7. 비행진행기록지(Strip) 사본

  8. 기상자료를 포함하여 공항정보방송시설

(ATIS) 입력자료

  9. 근무경력, 교육훈련 평가자료, 한정자격

심사 결과, 실무기량관찰 결과보고서 등

을 포함한 관련 관제사 자료

  10. 관제업무 운영내규(SOP)

  11. 해당 공항 또는 공역 관련 항공고시보

(NOTAM) 및 비행전정보게시(PIB) 자료

  12. 관제시설, 관제인력 현황

  13. 그 밖에 조사 분석에 필요한 자료

 ② 현장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조종사, 관제

사, 근무팀장 및 기타 관련 관제사를 면

담하고 면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련 조종사 및 관제사가 질문내용을 면

담 전에 읽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면담은 가능한 관련자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해당 관제시설이나 항

공사 등에서 실시한다. 

제12조(분석내용) ① 조사관은 안전장애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야 한다.

  1. 레이더 녹화자료를 활용한 항공기의 예정

된 진로와 실제 항적자료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종사와 관제사의 한정자격소유여

부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   

  3. 안전장애 발생  후 조치 및 보고 유무를 

포함한 관제사 또는 조종사 조치사항

  4. 관련 항공기의 속도, 선회반경, 상승률 및 

5분전부터 마지막 교신 후 5분 후까지 

레이더 영상 녹화자료 사본

  3. 경위서

  4. 관제업무일지 사본

  5. 근무위치 기록표(Position log) 사본

  6. 해당 월 근무팀 편성표

  7. 비행진행기록지(Strip) 사본

  8. 기상자료를 포함하여 공항정보방송시설

(ATIS) 입력자료

  9. 근무경력, 교육훈련 평가자료, 한정자격

심사 결과, 실무기량관찰 결과보고서 등

을 포함한 관련 관제사 자료

  10. 관제업무 운영내규(SOP)

  11. 해당 공항 또는 공역 관련 항공고시보

(NOTAM) 및 비행전정보게시(PIB) 자료

  12. 관제시설, 관제인력 현황

  13. 인적요인(피로 및 스트레스 영향 여부 

및 기타 인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특성)

  14. 그 밖에 조사 분석에 필요한 자료

 ② 현장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조종사, 관제

사, 근무팀장 및 기타 관련 관제사를 면

담하고 면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련 조종사 및 관제사가 질문내용을 면

담 전에 읽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면담은 가능한 관련자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해당 관제시설이나 항

공사 등에서 실시한다. 

제12조(분석내용) ① 조사관은 안전장애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야 한다.

  1. 레이더 녹화자료를 활용한 항공기의 예정

된 진로와 실제 항적자료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종사와 관제사의 한정자격소유여

부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   

  3. 안전장애 발생  후 조치 및 보고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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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율 등을 포함한 항공기 특성 정보

  5. 안전장애 발생 당시 특보 등 특이 항공기

상 사항 접수현황 및 조종사에게 기상 

정보 제공여부 

  6. 관련 항행안전시설 정상작동여부와 레이

더에 도시된 맵 현황 및 정확성 등을 포

함한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정보

  7.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설정고도 및 

근접충돌경보(STCA) 설정 변수와 정상 

작동여부

  8. 운영내규에서 정한 근무석 운영, 배정절

차 및 업무협조 절차를 포함하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항공교통관제분야 

조직 및 관리 정보

　9. 유효한 항공정보가 공역 혼잡을 야기시키

는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항공종사

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고시되지 않은 

항공정보 유무

  10. 공역제한 여부와 평상시 교통량과 관제

장애사례발생 당시 교통량 분석을 통한 

문제 유발 여부를 포함한 공역구성 및 

교통흐름

  11. 관제사의 휴식정도를 포함하는 개인적

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업무능력에 미

치는 개인적인 차이, 관제장비 배치현황, 

소음 등 환경요인을 포함한 인적요인

  12. 해당 시설의 관련 계기비행절차 및 관련 

운영절차의 적절성 여부

  13. 관제사의 훈련 및 관리감독 상태

  14.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관제업무와 관

련된 공항환경 적절성 여부

    가. 활주로 마킹, 계류장 사용, 시계불량지

역(시야차폐, 안개 등)

    나. 활주로 형태, 공항혼잡도 및 노면상태

(비, 얼음, 눈)

포함한 관제사 또는 조종사 조치사항

  4. 관련 항공기의 속도, 선회반경, 상승률 및 

강하율 등을 포함한 항공기 특성 정보

  5. 안전장애 발생 당시 특보 등 특이 항공기

상 사항 접수현황 및 조종사에게 기상 

정보 제공여부 

  6. 관련 항행안전시설 정상작동여부와 레이

더에 도시된 맵 현황 및 정확성 등을 포

함한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정보

  7.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설정고도 및 

근접충돌경보(STCA) 설정 변수와 정상 

작동여부

  8. 운영내규에서 정한 근무석 운영, 배정절

차 및 업무협조 절차를 포함하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항공교통관제분야 

조직 및 관리 정보

　9. 유효한 항공정보가 공역 혼잡을 야기시키

는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항공종사

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고시되지 않은 

항공정보 유무

  10. 공역제한 여부와 평상시 교통량과 관제

장애사례발생 당시 교통량 분석을 통한 

문제 유발 여부를 포함한 공역구성 및 

교통흐름

  11.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정도를 포함

하는 개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업

무능력에 미치는 개인적인 차이, 관제장

비 배치현황, 소음 등 환경요인을 포함한 

인적요인

  12. 해당 시설의 관련 계기비행절차 및 관련 

운영절차의 적절성 여부

  13. 관제사의 훈련 및 관리감독 상태

  14.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관제업무와 관

련된 공항환경 적절성 여부

    가. 활주로 마킹, 계류장 사용, 시계불량지

역(시야차폐, 안개 등)

    나. 활주로 형태, 공항혼잡도 및 노면상태

(비, 얼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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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방향 제안

1) 피로 및 스트레스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피로 및 스트레스는 항공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공교통안전관리 시스

템(SMS)의 안전 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피로 위험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예로는 외국에서 진

행 중인 FRMS가 있으며, 피로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로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라는 국제적인 추세

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은 외국의 CISM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외상적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

하고, 동료 상담자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45> 피로 및 스트레스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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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로 관리를 위한 규범적 접근의 문제점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은 피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

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피로 관리 교

육 등 추가적인 방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피로 관리 방안

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피로 관리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하다.

나. 조직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

피로 관리를 위한 규범적 접근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조직적인 접근 방식인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다.

피로 관리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Ÿ 근무시간만을 고려하여 피로를 개별적 요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무 환경 등 다른 요인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피로 관련 위험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다.

Ÿ 개인적인 피로 관리부터 조직 수준에서의 근무 스케줄 관리까지 피로 관

리를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Ÿ 업무 관련 피로 유발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소도 고려하므로 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도 함께 한다.

Ÿ 사고 후 관리가 아니라 피로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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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RMS) 제안

90년대 들어 조직적인 접근을 통해 피로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인

식이 생기면서, 실제적인 피로 관련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이 제시되었다. 이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과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다.

가. FRMS의 구성 요소

Ÿ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내 규정이 필요하다.

Ÿ 피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 및 휴식 시간, 근무교대 스케줄 등을

기반으로 피로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를 기반

으로 피로 관리 대책을 세우게 된다.

Ÿ 직원들이 자신들의 피로를 보고할 수 있는 피로 보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림 53은 뉴질랜드 항공사에서 시행하는 피로 보고 양식으로, 피

로에 의한 실수, 사고를 보고 하도록 한다.

Ÿ 사고 발생 후 사고 원인 조사 시 사고에 대한 피로의 영향을 밝힐 수 있

어야 한다.

Ÿ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피로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Ÿ FRMS 실행 후 실제적인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측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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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뉴질랜드 항공 피로 보고 양식

나. FRMS의 이점

FRMS의 이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Ÿ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위험 요소를 측정하므로, 각 기관 상황에

맞는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Ÿ 근무 시간외에 다양한 피로의 원인을 밝히고, 피로 관리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Ÿ 직원들이 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한다. 근무 시간, 작업 부하 등

업무와 관련된 요인 외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직원 개인의 생활 습관

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Ÿ 피로의 원인을 밝혀 사고 발생 전에 위험 요인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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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피로 관리에 대한 책임 

다. FRMS의 국제적 추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FRMS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기 위해 2009년 ‘FRMS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2011년 8월과 9월

‘ICAO FRMS 심포지엄’과 ‘FRMS 포럼 제3차 연례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

다.

① ICAO FRMS 심포지엄

ICAO가 각국 정부와 항공업 종사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30

～ 31일, 2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회 FRMS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심

포지엄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RMS에 대한 소개

2. SMS와 FRMS의 관계

3. FRMS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4. 다양한 피로의 원인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피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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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RMS과 관련하여 감독기관과 운영기관의 당면과제

② FRMS 포럼

항공업 종사자의 피로 관리를 돕고, FRMS 관련 규정 제정을 돕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FRMS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나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FRMS 포럼은 2011년 9월 1일 ～ 2

일, 2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며, FRMS 실행에 대한 정보와 피로

정도를 컴퓨터로 모델링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할 예정이다.

라. FRMS 구성 개념도

외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형태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직 내에서 피

로 위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피로 관리 운영 위원회(Fatigue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 FMSC)가 필요하다. 피로 관리 운영 위원

회는 회사와 직원의 대표로 구성되며, 근무자들의 피로 관련 보고서와 사고

보고서, 내 외부의 감사 보고서, 업무 시간 및 근무교대 스케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피로 위기 관리 정책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로 관리 운영 위원회의 구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6. 현재의 피로 관련 정보를 살피고, 피로 관련 새로운 요인을 밝혀낸다.

7. 피로 관리 방안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8. 피로 감소 방안을 제안, 실행, 감시한다.

9. 근무교대 스케줄을 평가한다.

10.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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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FRMS) 구성 개념도 

또한, FRMS 구축 시 기존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FRMS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추가할 수 있다. FRMS 운영 매뉴얼의 예시는 다음

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1. 피로 위험 관리 정책과 목표

1-1. 피로 위험 관리의 원칙

1-2. 피로 위험 관리 정책의 수립

1-3. 피로 위험 관리 조직의 구성

1-4. 피로 위험 관리 책임과 의무

2. 피로 위험 관리

2-1. 피로 위험 요소의 확인 및 대책

① 근무 시간 및 근무 교대 스케줄

② 수면 시간

③ 피로 위험 관련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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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로 위험 관리 교육 및 훈련

2-3. 피로 관련 항공안전 장애 및 사고 조사

3. 피로 위험 관리 활동 감독

3-1.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 내부 감사

3)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CISM) 제안

위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는 심박수 증가, 과도한 땀 등의 물리

적 반응과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적 반응, 우울증과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 음주, 이직 등의 행동적 반응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유발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 중 대략 86%는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물리적,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관리되지 않는

다면 22%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증상을 나타내며, 4%의 사람이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한다(Dooling, 1996).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중 하

나인 CISM(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

이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을 사고 피해자들이 이해

하도록 돕고, 업무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가. CISM 소개 및 실시현황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CISM의 경우 대부분 재난이 발생한 후 비로소

CISM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89년 미국에서 있었던 여객기 추락

사고, 1987년 핀란드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착륙하던 MD-87이 활주로 상의

차량을 친 사고, 1992년 네덜란드 B747기가 Amsterdam 공항에서 이륙 후

손상을 입은 사고, 2002년 스위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한 사고

등 대형 사고를 경험한 후 피해자들을 관리할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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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대륙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유렵

Barbados, Canada,

United States,

Trinidad and

Tobago, Uruguay

New Zealand,

Australia, Japan

Israel Germany, Austria,

Denmark,

Eurocontrol (ACC

de Maastricht),

Finland, Ireland,

Spain, Norway,

Netherlands,

United Kingdom,

Sweden, Portugal,

Switzerland, Latvia

<표 29> 관제사 대상 CISM 운영 현황

기되면서 CISM이 도입되었다. 관제사들의 업무 실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

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 발생 시 그들

의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CISM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을 비롯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관제사들을 대상으

로 CIS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ISM은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피해자들의 적응 과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많은 경우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tance

Program)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상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

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빠른 지원과 업무 복

귀를 돕기 위해 주변 동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각 나라별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동료들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www.icisf.org)이라는 국제

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CISM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방안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 CISM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

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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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ISM 단계 및 실행방법

<그림 49> CISM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기 위해 CISM 프

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관제사들은 CISM 프

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자신이 사고를 겪은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

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CISM 프로그램은 기관의 인사정책에 통합되어 진행

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정보 전달 단계, 교육 훈련 단계, 도움 제공 단계로

나뉜다.

<그림 50> CISM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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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교육과 정보 제공

CISM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고 후에 겪을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린다.

개별 개입

일대일 개입으로 사고 발생 후 사고의 영향력을 완화

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상담자가 일대일로 상담을 하

는 것이다. 상담자 역할은 교육을 받고, 실제적인 연

습을 거친 직장 동료 혹은 임상 전문가가 할 수 있다.

집단 개입

(small group)
Defusing

10명 이하의 소집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고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적은 인원을 위한 개입이다. 20-60분

정도 진행되며,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 좋다.

<표 30> CISM의 다양한 개입 방법  

① 정보 전달 단계

사고 후에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함

을 알린다. 기관 내의 저널이나 개인 이메일, 단체 미팅 등을 통해 CISM 프

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린

다.

② 교육 훈련 단계

임상 전문가와 함께 주변 동료들이 피해자의 적응 과정을 돕게 되므로, 직

장 내의 지원자들에게 사고 후에 동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다. 교육 과정에는 상담 및 의사소통 기술 등이 포함된다.

③ 도움 제공 단계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따라서 다양한 개입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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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efing
3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고

후 3-5일 이후에 실행된다.

집단 개입

(large group)

Crisis

Management

Briefing

조직의 대표나 훈련 받은 전문가 혹은 직장 동료 들

에 의해 진행된다. 외상적 경험에 대한 질문과 답변,

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사고로 인한 루머나 동요을 예

방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킨다. 30-45분 정도

진행된다.

Demobilization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된다.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려준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실시하며, 어떤 사람들

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 관리(family support)
가족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반응과 대화 방

법을 교육 시킨다.

사고 후 CISM peer debriefing
당사자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ICISF)

의 훈련 과정

ICISF에서는 CISM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장소(주로 미국 내)에서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과 같은 과목들을 이수 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는 평생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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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Group Crisis Intervention

Individual Crisis Intervention and Peer Support

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Postvention

선택 과목(택1)
Advanced Group Crisis Intervention

Strategic Response to Crisis

<표 31> ICISF에서 제공하는 훈련 과정 

위의 과정 외에도 다양한 1, 2일 코스의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ICISF

의 회원인 전문가들이 별도의 CISM 훈련 과정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라. CISM의 실행 시 유의점

관제사들을 위한 CISM 프로그램은 다른 일반적인 직업군과는 달리 다음

의 측면에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Ÿ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특성 상, 사고의 발생이나 진행에 직접적으로 관

여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경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Ÿ 항공교통관제사는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스트레스(Critical

Incident Stress)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고는 없었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을 초래 했다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직업군을 위한 CISM과 다른 관점에서 관제사들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고 발생 이외에도 ACAS 발생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문화와는 다

른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CISM 프로그램이나 개입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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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인적성 검사 실시 필요성

4) 인·적성검사를 통한 관제사 선발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항공관제는 직무와 직무를 수

행하는 개인의 특성 간의 적합도가 강하게 요구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또 관제사 자신의 업무 수행 만족감이나 몰

입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일치하는 관제사를

선발하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이론적 배경 및 현실적 요구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적성은 우수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몰입

도 등을 예측한다(Hopkin, 1995). 기술습득이 어렵고, 개인의 업무가 분업화

되어있는 분야에서는 특히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적격 인원 선발이 필요하

다. 관제 업무는 복잡해지는 운항 환경과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 등에 맞추어

점점 더 복합적인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제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의 증가, 경제성장에 의한 항

공화물 수송량의 증가,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항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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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제업무의 복잡성과 업무의 양적 증가

는 관제사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인·적

성 검사를 통해 관제사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영국, 일

본, 스웨덴 등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에서는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실행하

고 있다.

나. 현 선발 제도의 문제점

현재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항공교통관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소정

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관제 실무 경력 등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항공교

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

하면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국토해양

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제사 후보자 선발 및

교육과 자격증 발급 및 채용 과정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관제사 수급균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 선발제도는 지식과 영어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관제업무에 적성이 맞지 않는 자는 다른 이에 비해 각 단계별 교육

및 훈련과정 습득이 늦어지고, 총 교육 및 훈련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

은 곧 교육 및 훈련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며, 관제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 스스로도 조직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피로 및 스트레스가 증대할 가

능성이 있다.

다. 결론

인·적성검사를 통해 업무에 맞는 관제사를 선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관

제사의 업무 수행을 향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충원, 피로 및 스

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성검사를 통한 선발 및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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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자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검증하고 인력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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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본 과업의 연구 결과 요약

V. 과업결과의 효과 및 제언

1. 과업결과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항공 종사자 인적요인과 안전영향 및 안전관리방안 연구

를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타 분야나 해외의 인적 요인 관리실태

를 조사함과 동시에 현재 국내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인

적 요인(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다.

또한 해외에서 수행된 관제사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연구 결과와 현역

관제사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국내 도입을을 위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피로 및 스트레스 관

리 개발 요인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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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본 과업의 결과가 같은 효과성은 크게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1) 단기적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개인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상하는 효과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수준과 현실적인 요구를 조사하였다. 첫째, 국제적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뉴질랜드와 미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실시

하고 있었다. 둘째, 현실적인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직 관제사들을 대상

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차질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총 7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 경험을 기

술하게 하였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피로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언급하였

다. 따라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중력 저하의 원인 역시 피로일 가능

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적인 수준과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는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②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시 필요한 제도정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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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인·적성 검

사 도입을 위한 스트레스 및 피로 자가진단도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도 가능한 다양한 안이 갖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기

적으로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안과, 이상적 안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단기적 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의 단기안과 장기안의 제안은 앞으로 관제사 피로 및 스트

레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논의의 근거가 되어

줄 것이다.

③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외국 사례 구성요인

새로 도입할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성요인은 해외에

서 실시되고 있는 피로 및 스트레스 위기 관리 시스템의 내용을 분석한 결

과와 기존 실시된 검사를 분석한 타당성 연구 결과, 그리고 현직 관제사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해외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수준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한

층 더 진보된 수준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득 개발하기 위한 구성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④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개발 시 고려해야할 관련 법

규 조사 및 규정 개정안 방향 제시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법

규 조사 및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

템을 수행하도록 만들 경우 필요한 사전교육, 관리, 사후 조치의 세 단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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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 효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항공교통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이 개선되고 도입되어 실시된다면 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① 관제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증가

항공교통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관제업무에 피로 및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우수한 수준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관제사고의 발생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

게 항공기를 처리하며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② 관제사들의 만족도 향상

관제사의 스트레스 및 피로의 관리는 단순히 관제업무의 효율성만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

도도 향상시킨다. 항공교통관제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직무 스트레

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업무로부터 오는 만

성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태도 및 동기 수준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스트레스 및 피로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의 만족도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갖게 된다.

③ 관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증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실제 업무나 관제사들에게서의

변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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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다. 관제 시스템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관제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항

공기 사고라는 형태로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항공 교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항공물류

의 허브국가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객관적인 시스템의 확

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항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항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대

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를 도입하여 사

고 발생률을 낮추는 관제시스템은 일반인의 신뢰도를 더욱 증가시켜 줄 것

이다.

④ 사회적 비용 감소

항공교통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사

회적 비용이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논의되었다. 관제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로 및 스트레스의 해소는 한 개인이 시간과 노력, 비

용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로 및 스트레스의 관리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안전 사고로 발전이 된다면 그로 인

한 거센 파급효과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피로 및 스트레스 관

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⑤ 관제사 관련연구 축적 및 전문 인력 양성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공분야에서 조종사와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관제사는 핵심적인 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

문에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

어 본격적인 관제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관제사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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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스트레스 관리는 이루어지고 특성과 관제사의 인적 속성에 관련된 주제

로 본 과업을 시작으로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관제사에 대한 연구들을 활성

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문 인력이 양성될

것이다.

2. 제언

본 과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교통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

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

본 과제에서 제안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은 현재의 수준과 상황

에 맞추어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피로 및 스트레

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번의 피로 및 스

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추세가

사고 발생 시, 처벌이 아닌 예방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개발은 일회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개발 및 보완을 해 나

가야 한다.

②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변화에 관한 합의

관제사들은 타 직종들에 비해 높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야근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규정 실행 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며 세부적인 규정

들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인력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단

순히 효율성과 적합성에 따라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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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

과 관리자들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그를 통한 제도 변화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실행의

효과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③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보완방법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은 관제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

모하는 데 도움이 주지만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실시로 관제사의

자질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으로 인한 향상된 업무 환경이 실제로 관제사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과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과 동기 유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조

직문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은 단지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적응 과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특성을 분명

히 인식하고 장점과 제한점을 파악하여 활용해야 한다. 피로 및 스트레스 관

리 시스템으로 측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도 고려하여 교육과 배치

등 인적 자원의 활용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장기적 연구의 필요

앞서 논의했듯이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은 관제사

의 인적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되어 줄 것이다. 따라서 개발 과정과

실제 실시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축적하는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자료의

활용도는 사전 계획에 의해 제한된다. 그 이유는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수

집되는 자료의 내용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자료 축적이 장기적 관점에서 관제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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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미리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장기적 계획 하에 수집된 자료는 관제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차후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의

보완 개발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제사 인적 자원을 관리하

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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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제사 대상 설문 문항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항공종사자 인적 요인의 안전영향 및 안전관리방

안 연구[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중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과 원인, 개선방향에 대한 관제실무자

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관제사의 피

로 및 스트레스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 통계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

될 것이며 개인적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

다.

본 프로젝트는 국토해양부의 주관 하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항공심리 연구

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손영우(ysohn@yonsei.ac.kr)

----------------------------------------------------

Ⅰ. 교대근무시스템

1. 다음 중 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교대근무 제도 중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하

는 것을 하나 만 골라주세요.

① 주간-석간(혹은 주간)-야간-off-off

② 주간-석간-야간-off-off

③ 주간-조간-석간-야간-off-off

④ 주간-주간-야간-off-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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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석간-주간-야간-야간-off-off

⑥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적어주세요-------------

2. 현재 교대근무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선이 필요하다 ② 개선할 필요 없다.

3. 2번 문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개

선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필요 없음’으로 기입)

4. 2번 문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개선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필요 없음’으

로 기입)

5. 가장 부담이 되는 근무시간대는 언제입니까?

① 조간(07:00 ~ 14:00)

② 주간(08:00 ~18:00)

③ 석간(14:00 ~ 21:00)

④ 야간(18:00 ~ 다음날 09:00)

6.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본인의 경험상, 사고 및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근무시간대는 언

제입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조간(07:00 ~ 14:00)-처음 1시간

② 조간-중간

③ 조간-마지막 1시간

④ 주간(08:00 ~18:00)-처음 1시간

⑤ 주간-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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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4 3 2 1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⑥ 주간-마지막 1시간

⑦ 석간(14:00 ~ 21:00)-처음 1시간

⑧ 석간-중간

⑨ 석간-마지막 1시간

⑩ 야간(18:00 ~ 다음날 09:00)-처음 1시간

⑪ 야간-중간

⑫ 야간-마지막 1시간

8. 사고 및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적응시간 부족

② 집중력 저하

③ 방심

④ 피로

⑤ 스트레스

⑥ 교통량

⑦ 휴게시간부족

9. 위의 7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인 순으로 숫자만 기입

하여 주십시오. (예, 1위-7, 2위-5, 3위-1, 4위-6, 5위-4, 6위-3, 7위-2) 그리

고 위의 7가지 이유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주세요.----------

Ⅱ. 스트레스

10. 다음은 귀하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

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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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

다.
1 2 3 4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1 2 3 4

5.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다.
1 2 3 4

6.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7.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할 부담

을 안고 있다.
1 2 3 4

8.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1 2 3 4

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4 3 2 1

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1 2 3 4

1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1 2 3 4

1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 3 2 1

13.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1 2 3 4

14.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

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4 3 2 1

15.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3 2 1

16.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4 3 2 1

17.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4 3 2 1

1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4 3 2 1

19.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

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4 3 2 1

20.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4 3 2 1

21. 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

을 쉽게 찾을 수 있다.
4 3 2 1

22.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도 현재 수준만큼의 직

업(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4 3 2 1

23.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24.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4 3 2 1

25.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

이 있다.
1 2 3 4

26.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

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27. 우리 기관은 근무평가나 승진, 부서배치 등 인사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4 3 2 1

2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3 2 1

29.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

조가 잘 이루어진다.
4 3 2 1

30.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

음으로 일을 한다.
4 3 2 1

31.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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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4 3 2 1

33. 나의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4 3 2 1

34.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1 2 3 4

35.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

입은 적절하다.
4 3 2 1

36.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

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4 3 2 1

37.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4 3 2 1

38.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

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4 3 2 1

39.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 3 2 1

40.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 2 3 4

41.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

를 받는다.
1 2 3 4

42.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1 2 3 4

43.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1 2 3 4

*아래의 질문은 최근 몇 주 동안에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0 1 2 3

9.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2 1 0

10.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

다고 느낀다.
3 2 1 0

11.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3 2 1 0

12.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0 1 2 3

13.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0 1 2 3

15.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3 2 1 0

19.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0 1 2 3

20.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0 1 2 3

11.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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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0 1 2 3

29. 어떤 일에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0 1 2 3

33.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다. 0 1 2 3

35.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3 2 1 0

37.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0 1 2 3

39.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3 2 1 0

40. 나 자신에 대해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3 2 1 0

43.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0 1 2 3

45.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0 1 2 3

12. 관제사로서의 스트레스 영역진단 (5점척도: 1-전혀 느끼지 않는다, 5-심

하게 느낀다)

1)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2) 악 기상상황

3)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신속 정확해야하는 관제 업무 특성

4) 장비고장에 따른 비레이다(Non-rada) 관제상황의 전환

5)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 운항의 발생

6) TCAS 등 실수에 대한 두려움 및 긴장

7) 비정상적 사건 발생시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8) 휴일의 가외업무(세미나 참석 등)

9) 짧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

10) 영어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담

11) 공군과의 공역 갈등

12) 휴가나 근무교대 요청의 어려움

13) 업무요구량에 비해 적은 보수

14) 항공 교통량의 증가

15) 비효율적인 스케쥴 운영

16) 야간 근무

17) 불필요한 보고서 등의 잡무

18) 승진기회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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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질문은 귀하의 피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느끼셨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피로하면 나른해지고 졸림을 느낀다. 1 2 3 4 5 6 7

2. 나는 피로할 때 인내심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3. 나는 피로하면 일할 의욕이 나질 않는다. 1 2 3 4 5 6 7

4. 나는 피로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5. 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해진다. 1 2 3 4 5 6 7

6. 나는 더우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9) 공항시설 및 장비의 고장 및 비정상 상황 발생

20) 조종사의 불만과 항의

21)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22) 휴식시설의 부족

23) 쾌적하지 않은 공기(환기부족, 담배연기 등)

24) 위험부담이 큰 근무석에의 배치

25) 팀 동료와의 갈등

26) 상사와의 갈등

27) 업무수행 중 휴식시간 부족

28) 인접 관제기관 간 업무 협의

29) 비정상 상황 항공기 관제

30) 항공기 사고 위험

31) 업무기량 향상 부담감

32) 항공종사자영어구술(EPTA) 시험

33) 한정업무자격 취득

34) 정기 항공신체검사 증명

35) 시간적 압박

36) 기타-----------

Ⅲ. 피로와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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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8. 나는 우울해지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9. 나는 쉬고나야 피로가 풀린다. 1 2 3 4 5 6 7

10. 나는 자고나야 피로가 풀린다. 1 2 3 4 5 6 7

11. 온도가 시원해지면 피로가 감소된다. 1 2 3 4 5 6 7

12. 기분좋은 일이 생기면 피로가 풀린다. 1 2 3 4 5 6 7

13. 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4. 피로로 인하여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15. 피로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1 2 3 4 5 6 7

16. 피로를 느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17. 피곤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18.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9. 피로는 나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증상

이다.
1 2 3 4 5 6 7

20. 피로는 가장 심각한 3가지 증상 중의 하나

이다.
1 2 3 4 5 6 7

21. 피로는 일, 가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

한다.
1 2 3 4 5 6 7

22. 나는 피로하면 다른 증상들이 더욱 악화된

다.
1 2 3 4 5 6 7

수면

14. 다음은 일반적인 교대근무 시간입니다. 각 근무시간대 별로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 단위로 숫자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390'이라고 적어주세요.) (현재 근무처에서 해당 근

무형태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① 조간 근무(07:00 ~ 14:00) 시

② 주간 근무(09:00 ~ 18:00) 시

③ 석간 근무(14:00 ~ 21:00) 시

④ 야간 근무(18:00 ~ 다음날 09:00)시

⑤ 쉬는 날

15. 당신의 일반적인 수면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표시해 주십시

오. (1-전혀 충분하지 않다, 5-충분하다) (현재 근무처에서 해당 근무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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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세요.)

① 조간 근무(07:00 ~ 14:00) 시

② 주간 근무(09:00 ~ 18:00) 시

③ 석간 근무(14:00 ~ 21:00) 시

④ 야간 근무(18:00 ~ 다음날 09:00) 시

⑤ 쉬는 날

⑥ 해당 없음

16. 수면 후 일반적으로 얼마나 잘 잤다고 생각되는지 수면의 질을 표시해

주십시오.(1-전혀 제대로 자지 못했다, 5-충분히 잘 잤다) (현재 근무처에서

해당 근무형태가 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세요.)

① 조간 근무(07:00 ~ 14:00) 시

② 주간 근무(09:00 ~ 18:00) 시

③ 석간 근무(14:00 ~ 21:00) 시

④ 야간 근무(18:00 ~ 다음날 09:00) 시

⑤ 쉬는 날

⑥ 해당 없음

17. 잠이 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1-전혀 어려움

을 느끼지 않는다, 5-항상 어려움을 느낀다) (현재 근무처에서 해당 근무형

태가 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세요.)

① 조간 근무(07:00 ~ 14:00) 시

② 주간 근무(09:00 ~ 18:00) 시

③ 석간 근무(14:00 ~ 21:00) 시

④ 야간 근무(18:00 ~ 다음날 09:00) 시

⑤ 쉬는 날

⑥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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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각 근무시간대 별로 얼마나 피곤함을 느끼는지를 표시해주십시오.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5-항상 느낀다) (현재 근무처에서 해당 근무형태가 없

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세요.)

① 조간 근무(07:00 ~ 14:00) 시

② 주간 근무(09:00 ~ 18:00) 시

③ 석간 근무(14:00 ~ 21:00) 시

④ 야간 근무(18:00 ~ 다음날 09:00) 시

⑤ 쉬는 날

⑥ 해당 없음

19. 교대 근무 시간대와 관계없이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잠을 자야 한

다고 느끼십니까? '분' 단위로 숫자만 기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수면시간

이 6시간 30분이면 '390'이라고 적어주세요.)

약_____분

Ⅳ. 기타

20. 조간, 주간, 석간 또는 야간 근무교대 시간대 별로 피로와 스트레스 정도

에 차이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있다면 언제 가장 많은 피로 혹은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조간 근무

② 주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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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석간 근무

④ 야간 근무

⑤ 없음

22. 휴식 후 혹은 근무 시작 후 가장 집중하기 힘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근무 시작 30분 이내

② 근무시작 30분 이후부터 1시간 이내

③ 근무 시작 1시간 이후부터 근무 종료 30분 이전

④ 근무 종료 30분 이전부터 근무종료까지

23. 관제탑, 접근관제소 또는 항로교통센터 업무별로 피로와 스트레스 정도

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4. 있다면 어떤 업무가 가장 많은 피로 혹은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없다'고 대답하신 경우 '없음'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ACC

② Approach

③ Tower

④ 없음

25. 피로 및 스트레스가 안전한 관제 업무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5점척도 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매

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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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 '있다'고 대답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해 주십시오. (피로 및 스

트레스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없다'고 대답하신 경우 '없음'이라고 기

입해 주십시오.)

28. 관제업무 관련 실수나 사고의 원인 중 피로 및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

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만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20%라고 생각하신다면 '20'만 기입)

전체 100% 중 약 (　　　)%

표. 여가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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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의 표는 회사에서 직무수행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표입니다. 여가시간에 본인이 하는 활동에 표시하

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30. 각 활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는지 그 시간을 숫자만 기입해 주세요. (예

를 들어, 문화예술 관람활동을 2시간, 스포츠 관람활동을 3시간, 휴식활동을

6시간한다면, 유형1.문화예술 관람활동 옆에 '2'를 기입, 유형4.스포츠 관람활

동 옆에 '3'를 기입, 유형6.휴식활동 옆에 '6'를 기입해 주세요.)

31.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무

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음주(동료와의 음주 포함)

② 수면

③ 수다 및 대화

④ TV시청

⑤ 영화, 연극 관람 등 문화생활

⑥ 운동

⑦ 동호회 활동

⑧ 인터넷 서핑

⑨ 게임

⑩ 미용(헤어, 네일관리 등)

⑪ 쇼핑

⑫ 봉사활동

⑬ 종교활동

⑭ 기타 (구체적인 활동을 기입해주세요)

32.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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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3. 다음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5점척도)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현재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다루는 시스템에 만족한다.

②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③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④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나 근무규정이 필요하

다.

34. 관제사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제도나 방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① 피로 및 스트레스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진단 도구(체크 리스

트)

② 건강검진이나 진료 기회의 확대

③ 사고나 문제 상황 발생후 생기는 심리적 곤란(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시

스템

④ 전문적인 개인 상담 서비스 제공

⑤ 피로 및 스트레스 관련 교육 실시

⑥ 근무시간 제한 및 조정

⑦ 업무 외 시간(휴식시간) 보장

⑧ 회사 내 동아리 지원 확대

⑨ 팀 단합을 위한 모임시간 확대

⑩ 충분한 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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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개인별 수행능력에 따른 업무 배분

⑫ 개인별 수행능력에 따른 차등 급여제공

⑬ 휴식 공간 및 시설 개선 및 확충

⑭ 적성검사를 통한 관제사 선발

⑮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Ⅴ. 인구통계

다음은 통계적 분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

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 나이 : 만 ( )세

36. 성별

① 남

② 여

37. 총 근무 경력 : ( )개월

38. 관제근무 경험이 있는 곳에 표시를 주십시오(중복 응답가능).

① 타워

② 접근

③ 항로

39. 본인이 관제 교육을 받은 기관

① 항공기술훈련원

② 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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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서대학교

④ 군

40. 현재 직급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이상

41. 현재 보직

① 팀원

② 부팀장

③ 팀장

④ 탑.실장 이상

⑤ 기타

42. 현재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

① ACC

② APP

③ TWR

④ RAMP

⑤ FIC/FIS

⑥ 기타

43. 결혼여부

①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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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44. 부양가족 수: ( )명

45.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46.흡연상태

① 흡연

② 비흡연

③ 과거흡연(피우다 현재 금연)

47. (흡연하시는 분에 한해) 하루 흡연개피수 ---개피

48. (흡연하시는 분에 한해) 흡연기간 ---개월

49. 음주상태

① 마신다

② 안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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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음주하시는 분에 한하여) 1주일에 몇 회 정도 마십니까? 주 ---회

51. 지난 일년간(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신 적

이 있으십니까(정기 건강 진단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52. (‘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 1년간 총 외래 방문 횟수는? ---회

53.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무슨 증상 때문에 방문하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심장질환

② 뇌혈관질환

③ 근골격계질환(요통, 근육통 등)

④ 호흡기질환(감기, 결핵 등)

⑤ 소화기질환(간, 위, 췌장 등)

⑥ 신경(정신)과 증상(우울, 불안 등)

⑦ 기타-----

54. 지난 일년간(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 진단 목적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55. (‘있다’ 라고 대답한 분에 한해)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56.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년간 총 입원 일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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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난 일년 동안 몸이 불편해서 결근하신 날은 며칠입니까?(집안 일로 인

한 결근이나 휴가는 제외,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일

58. 현재 규칙적인 운동(평균 30분 이상)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9. (‘예’라고 응답하신 경우) 1주일에 몇 회정도 하십니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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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피로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 척도_다차원 피로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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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피로 및 스트레스 자가 진단 척도_사회 심리적 스트

레스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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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항공교통관제 안전을 위한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제안

1. 피로 위험 관리 정책과 목표

1-1. 피로 위험 관리의 원칙

① 항공교통관제사들의 피로는 항공교통관제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되어야 한다.

② 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리자 모두가 공유

하여야 한다.

③ 피로 위험 관리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방법이다.

1-2. 피로 위험 관리 정책의 수립

① 피로 위험 관리는 항공교통관제 안전 관리(Safety Management)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리자는 피로가 항공교통업무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임을 항상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3. 피로 위험 관리 조직의 구성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에게 항공교통관

제사들의 피로 위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피로 위험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자는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피로 관련

에러나 사고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 기관장, 관제업무 관리자, 항공교통관제사 대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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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피로 위험 관리 운영 위원회는 피로 위기 관리 정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로 위험 관리 조직 구성도 

1-4. 피로 위험 관리 책임과 의무

① 피로 위험 관리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리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수

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가.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취해

야 하고, 업무를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관제사는 만일 근무 중 피로 관련 증상(2-1.②참조)을 경

험하게 되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환경, 근무조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가.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피로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수, 정책

개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로 관련 에러나 사고를

분석, 관리해야 한다.

나.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근무 교대 사이의 휴식 및 회복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위험 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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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 위험 관리

2-1. 피로 위험 요소의 확인 및 대책

① (근무 시간 및 근무 교대 스케줄)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근무시간 및

근무 교대 스케줄이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근무 시간은 법정근무 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나. 근무 교대 항공교통관제사의 충분한 수면 기회 보장과 피로 회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기타 근무 시간 및 근무 교대 스케줄에 의한 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수면 시간) 항공교통 관제사는 수면 부족이 항공교통관제의 안전에 저

해되지 않도록 근무 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해야 한다.

가. 항공교통관제사는 수면 일기 또는 본인에게 맞는 수면 관리 방법

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수면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

할 수 있도록 수면 관리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항공교통업무 관리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불면증 등과 같은 수면

관련 문제를 보고하면 이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일
익일근무

교대

수면시작

시각

수면이전

피로수준

(7점척도)

기상시간

수면 후

피로 수준

(7점척도)

수면 질

(7점척도)
기타

1 조간 23:00 7 06:00 1 4

2

수면 시간 관리를 위한 수면 일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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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로 위험 관련 증상) 만일 항공교통관제사가 15분 내에 다음의 피로

증상들 중 3개 이상을 경험하면 피로 관련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

하였다고 고려하여야 한다.

피로 증상 체크 리스트

2-2. 피로 위험 관리 교육 및 훈련

①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들 모두는 피로 위기 관리 시스템의 목적과 책임

을 이해하기 위해 피로 위험 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피로 위험 관리 교육 훈련은 다음의 교육 훈련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

가. 항공교통 관리자와 관제사는 피로 위험 관리의 정책과 절차와 그

들의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나. 항공교통관제사는 개인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피로 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③ 피로 위험 관리 교육 훈련은 처음 2년 동안은 피로 위험 관리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이후 2년 마다 재교육하여야 한다.

④ 재교육 과정은 피로 관리 분야의 최신 정보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들

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재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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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명 대상 내용 방법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 운영 교육

항공교통 관리자

및 항공안전전문가

Ÿ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이해

Ÿ 피로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 개발

Ÿ 피로 위험 관리 시행 방

안 연구

전문 기관 위탁

교육 (토론 및

정책 개발)

피로 위험 관리

인식 교육
항공교통관제사

Ÿ 피로 위험 인식과 피로

관리의 필요성

Ÿ 피로에 의한 항공안전 사

고 사례

Ÿ 피로의 원인 및 결과

Ÿ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소개

Ÿ 피로 위험 관리의 목표

및 책임

Ÿ 피로 위험 관리의 정책

및 절차

온라인 교육 및

전문가 초빙 교육

피로 위험 관리

역량 훈련
항공교통관제사

Ÿ 피로 위험 저감 방안 및

실습
내부 전문가 교육

피로 위험 관리 교육 및 훈련 내용

2-3. 피로 관련 항공안전 장애 및 사고 조사

①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안전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로 관련 위험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안전사고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 교대 근무(조간/주간/석간/야간) 타입 및 관제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

나. 사건 발생 이전 2주일 간 근무 편성표의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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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과 근무 발생 시, 그 이유와 사전 통지 여부, 전체 근무자의 근

무 할당 사항

라. 사건 발생 이전 24시간 또는 48시간의 수면 시간

마. 수면 장애 및 기타 다른 의학적 장애 여부

바. 사건 발생 이전 1주일 동안의 약 복용 여부, 약과 피로 관련(수면 등)

과의 관계

사.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기타 다른 스트레스의 존재 여부

아. 사건 발생 2주간 중요한 책임이나 일을 맡고 있었는지 여부

3. 피로 위험 관리 활동 감독

3-1.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 내부 감사

① 내부 감사는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운영 1년 후에 수행하여야 하고,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내부 감사는 안전 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③ 내부 감사는 피로 안전 관리 정책 및 절차, 교육훈련의 실행 여부를 확

인하고 항공교통관제사들이 피로 위험 관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

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④ 내부 감사 후 항공교통업무 고위 관리자와 피로 위험 관리 운영회는

기존 피로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