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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기반 항공기 감항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현진*, 김승각*, 김용*, 심영민**

Feasibility Study of Aviation Safety Data Analysis for 
Airworthines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Hyun-Jin Jeong*, Seung-Kak Kim*, Yong Kim*, Yeong-Min Sim**

ABSTRACT

Current limitation of Aviation airworthiness manage system and text based Aviation safety report 

data, lack of Data Manage system for aviation parts failure and lack of continuing airworthiness 

related to task linking system for Inspection/Report/Improvement(AD ; Airworthiness Directive) 

have been apprehended to suggest direction of realizing improved operating system by applying 

aviation airworthiness manage system by using standardization and safety performance index based 

managing and safety performance index based data analyzing.

Key words : Aviation Safety Investigation(항공안전조사), Airworthiness Directive(감항성 개선 지시), Data
Analyzing(데이터분석), Service Difficulty Report(서비스 장애 보고), Safety Risk Assessment(안전 
위험성 평가)

I. 서 론

국내 항공기 안전관리 체계는 대체적으로 항공사

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조사 

및 보고와 항공기 운영사항에 대한 지속감독 등을 통

해 지속적인 항공기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항공기 

안전의 위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항성 개선지

시서(AD)를 발행하여 항공사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개선을 이행하도록 업무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벤트 발생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체계는 항

공안전의무보고와 항공안전자율보고로 구분하여 운

영되고 있으며, 항공기 고장보고의 경우 항공안전의

무보고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으로 항공안전의무보고

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통합항공안전관리 시스템

(NARMIS)와 항공안전자율보고를 지원하는 교통안

전공단의 항공안전자율보고 시스템(KAIRS)이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보고 시스템은 보고만을 위한 텍스

트 위주의 데이터 생산만 가능하며, 주무부처인 항공

기술과 및 감독관 업무 수행 측면에서 필요한 항공기 

고장 및 결함원인, 경향성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분

석 측면의 기능구현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담

당관 및 감독관들의 개선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보고 데이터와 AD 발행간의 업무 정보 연계

성의 결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항공안전 장애보고에

서 항공기의 감항성 개선지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

해서는 별도의 수작업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

로 업무체계의 개선을 위한 관련 데이터 연계 기반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되는 보고 데이터의 표준화 및 

안전지표 기반의 항공기 고장 및 결함에 대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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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 데이터 분석 관리 체계 개선을 토대로 항공사 

및 제작사 대상 감항성 개선 대상 식별 및 발행 관리

체계 개선, 그리고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 확인을 위

한 지속감독의 감독계획 연계 체계 구현 등 항공안전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기반의 효율화된 항공기 지

속감항성 관리 체계를 조성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본  론

2.1 현행 항공기 감항성 관리의 문제점

현행 항공기 감항성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보고 데이터의 텍스트 등록으로 인한 취약한 항공기 

고장 및 결함정보 분석 기반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

표기준의 불명확성 등이며, 이러한 분석 데이터 부재

로 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보고 체계

와 지속감항성 관리의 핵심적 업무인 감항성 개선지

시 간의 업무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체계 등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항공기 안전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2.1.1 항공안전보고 체계 한계

현행 항공안전 관련 장애보고 체계는 항공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별표 6] 항공안전 장애의 범위 가

운데 21 ~ 34까지 해당하는 장애에 대해 보고하는 

체계로 항공안전의무보고와 항공안전자율보고로 운

영되며, 운영주체는 항공안전의무보고의 경우 국토

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자율보고는 교통안전공

단으로 구분된다.

항공기의 고장 및 결함에 의한 지연발생 시 보고하

는 항공기 고장보고(SDR)은 현재 항공안전 의무 보

고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 장애관련 보고 중 대표적인 항공안

전의무보고서의 등록항목은 항공기 및 시설 정보 관

련 사항, 장애발생 관련 사항(일시, 장소, 단계, 비행

구간, 고도 등), 승객 및 승무원 현황, 인적피해 규모, 

기상 및 발생개요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6][7]

이는 미국의 FAA의 SDR 체계와 비교했을 때 50%

가 안 되는 수준(FAA SDR은 7개 대분류에 따라 48

개 항목으로 구성)으로 항공기 장애발생과 관련한 국

내의 보고 데이터에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 수준으

로는 분석가능한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을 알 수 있

다.[11]

즉, 항공기의 장애에 따라 필요한 분석 정보는 분

석에 요구되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범위에 따라 결정

된다. 

현행 장애보고 항목을 검토했을 때 현행 장애보고 

데이터 수집 범위에서 원인 및 경향성 분석에는 한계

Table 1. Domestic and FAA Fault/Service Difficulty Report item configuration Table

구분 SDR 항목

국 내 
(21)

보고구분, 분야구분, 발생유형, 호출부호, 등록기호, 항공기 기종/공항/항행안전시설 명칭, 발생일시, 
발생장소/공항, 발생단계, 비행구간, 비행고도, 승객 수, 운항승무원 수, 객실승무원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기상, 발생개요, 사업자 종류, 보고자 성명, 보고자 연락처 등 21개 항목

F A A 
(48)

Submitter
Information

Unique Control, Diffculty Date,
Registration Submitter Type,

Submitter Designator 등 5개 항목
Codes 

Operator Designator, Operator
Type, JASC/ATA Code, Stage of

Operation, How Discovered,
Nature of Condition, Precautionary

Procedures, FAA Region, District
Office, Flight Number 등 10개 항목

Major
 E q u i p m e n t 

Identity

Manufacturer, Model, Serial
Number, Total Time, Total Cycles

등 5개 항목

Problem
Description

Problem Description 등 1개 항목

Specific Part
or Structure

Causing
Difficulty

Part Name, Manufacturer's Name,
Part Number, S/N, Part Condition,
Part/Defect Location, Total Time,

Total Cycles, Time Since 등 9개 항목

Component/
Assembly

That Includes
Defective Part

Component Name, Manufacturer's
Name, Part Number, S/N, Model
Number, Location, Total Time,

Total Cycles, Time Since 등 9개 항목

Structure
Causing

Difficulty

Body or Fuselage Station, Water Line, Crack Length, Number of Cracks, Stringer, 
Butt Line, Wing Station, Structural Other, Corrosion Level 등 9개 항목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기반 항공기 감항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한국항공운항학회 27

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

내 항공안전장애 보고와 관계된 시행규칙의 서식 개

정을 통한 항공안전 장애 데이터 수집 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2.1.2 항공안전 관련 데이터 표준화관리 체계 부재 

현행 항공안전 관련 데이터의 범위에는 항공기 고

장 및 항공안전 장애보고, 항공사의 신뢰성 자료(Fleet 

Reliability), MIREP, PIREP, CABINREP, MEL/

CDL, MEL Defer, 부품유용(Cannibalization), 초

단기 장탈 부품, 잠재결함 메시지(Non-FDE), 제작

사 발행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데이터의 경우 항목구성 체계는 대체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사의 제공 

자료 대부분은 문서자료로 관리되고 있다.

즉, 정형화된 항공기 고장보고 및 항공안전 장애보

고 데이터와 정형 또는 비정형으로 관리되는 항공사 

자료로 인해 현행 데이터 구조로는 데이터 분석이 가

능한 범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형화된 고장보고 및 항공안전 장애보고의 

정보 역시 현재 시스템 상에서 텍스트로만 등록되는 

구조로 분석 활용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는 국가항공안전관리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주

무부처 및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관리 및 통계분

석 결과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이러한 기반에

서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정리를 위해서는 자료를 

수작업으로 문서 및 자료를 분류하여 엑셀로 재정리 

한 이후 필요한 집계통계 및 보고자료에 필요한 분석

결과를 추출해야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를 생산

하는데 있어 수작업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엑셀에 의존하는 분석처리로 인해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분석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엑셀 기능에 따른 분석범위의 한

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

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 및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이

를 위한 표준화 범위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안전 관련 보고 데이터의 경우 표준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 코드기준 정의를 통한 분류 체계 

확립을 통해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2.1.3 조사, 보고, 개선이행 간 업무정보 연계 취약 

사고/준사고/항공안전 장애 등과 관계된 조사 및 

보고, 장애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과 관계된 감항

성 개선지시 및 개선이행에 대한 확인, 개선 이행확

인 관련 지속감독 활동 등의 업무에 대한 관련 필요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업무단위별로 정보가 머무르고 

있는 현황에서 업무 연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감항관리 업무는 항공기의 안전에 대

한 위협요소에 대한 보고체계와 지속적으로 감시·감

독하며 확인되는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항공기의 감

항성 유지관리를 위해 개선지시 및 이행하는 구조로 

업무간 연계성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를 통한 

통합화된 업무 흐름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업무 및 정보흐름의 구조는 단위 업무별로 정

보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어 문서 및 자료를 기반으

로 단위 업무 내에서 중복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쌓이

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분석 역시 데이터 기반의 분

석이 아닌 문서상의 내용을 수작업으로 엑셀 변환 후 

단위업무 내에서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종 보고

문서를 별도 작성하는 구조의 운영체계로 정보흐름

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업무 흐름과 관련하여 연계성이 요구되는 정

보는 항공기 고장 및 항공안전 장애보고, 안전조사 

결과 정보, 감항감독 결과 정보, 항공기 결함 및 경

향성 분석 정보,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정보 등으

로 파악되며, 이들 정보를 접점으로 하여 관계 업무

에 대한 연결성을 제고하는 업무 흐름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2.1.4 항공기 고장/결함 분석 기반 부재

Fig. 1. As-is aviation airworthiness busin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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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적 한계점은 항공기 고장 및 

결함에 대한 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에도 한계를 가져다 

주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고장 및 결함에 대한 인과 관

계에 대한 분석과 발생요인에 대한 추적 분석 관리에 

대한 업무 기능의 한계성은 고장보고와 결함분석 업

무간의 연계 및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업무와의 유

기적인 업무흐름에 장애요소로 볼 수 있다.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항공기의 

고장 및 결함에 대한 원인분석 정보와 경향성 분석 

정보, 항공기 단위별 감항성 이력을 나타내는 생애추

기 정보 등이 대표적으로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안전지표를 개발하여 지표를 기반으

로 하는 항공기 안전정보 분석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항공기 안전을 위한 지표 체계로 국제민간항

공기구(ICAO)에서 규정하고 있는 CICTT (CAST/

ICAO Common Taxonomy Team) Taxonomy 

분류체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향을 고려

할 수 있으며[4], 단일 항공기별 상세한 고장 및 결

함을 위한 분류 및 분석을 위해 FAA의 ATA(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n) Code를 

항공기 계통 분류체계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2 국외 데이터 활용 지속감항 운영체계

업무별 한계점 종합 검토 결과 효율적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항공기 관련 조사·

보고·개선 및 이행과 관계된 데이터의 표준화된 관리 

및 분석체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감항성 유지관련 

보고·감독·분석·개선이행 등의 업무 간 흐름의 효율

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1 미국 FAA 항공기 안전정보 관리 체계

미국 FAA의 항공기 안전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는 

SDR(Service Difficulty Report), CFR 14 §21.3 

Reporting of failures, Malfunction Defect 

Report 등이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근간

으로 고장보고 데이터 관리 체계가 구현된다.[11]

SDR은 PART 121, 125, 135 해당 운항증명소지

자 및 PART 145 정비조직증명소지자가 제출하는 

보고로 Reference로는 AC 20-109A에 근거를 두

고 있고 작성 Form은 FAA Form 8070-1에 규정한 

서식을 근거로 한다.[1][11]

FAA는 SDR에 대해 보고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Table 2. ICAO CICTT Classification

ICAO CICTT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Airborne

-AMAN
-MAC
-CFIT
-FUEL

-GTOW
-LOC-I
-LOLI
-LALT
-UIMC

Aitcraft
-F-NI

-SCF-NP
-SCF-PP

Ground
Operations

-EVAC
-F-POST
-GCOL
-RAMP
-LOC-G

-RE
-RI-A

-RI-VAP

ICAO CICTT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Miscellaneous

-BIRD
-CABIN
-EXTL
-OTHR
-SEC
-UNK

Non-aircraft-related
-ADRM
-ATM

Takeoff and Landing
-ARC

-CTOL
-USOS

Weather
-ICE

-TURB
-WST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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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항공기 관련 

운용장애 정보(발생 시간, 보고자 유형 등), 비행정보

(운항형태, 운항단계, 고장 특성 등), 주요 장비품 정

보, 문제점에 대한 설명, 운용장애 부품 및 구조 정

보, 결함 부품과 관련된 구성품, 구조 손상 위치를 수

집 관리하고 있다.[1][11]

21.3 Reporting of failures는 발생한 고장, 기

능불량 또는 결함이 보고 대상으로 결정되면 24시간 

이내에 소관 ACO(Aircraft Certification Office)

에 고장 내용을 보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AC 

21-9B에 근거하여 제출한다.[1]

21.3 Reporting of failures는 별도의 서식이 

없이 감항당국이 승인하는 양식에 CFR 14 § 21.3 

(e),(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보고하여 제출한

다.[1]

주요 보고대상은 설계승인소지자로 §21.29 또는 §

21.621에 따라 미국 형식증명을 취득한 외국의 제작

자 혹은 §21.502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된 

제품 혹은 물품의 제작자는 §21.3에 의한 FAA 보고 

의무가 면제되나, 제작국의 감항당국에 보고하는 의

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1]

현재 21.3 Reporting of failures의 경우 별도의 

Form이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구조는 아

니다.[1]

Malfunction Defect  Report는 General 

Aviation 항공기 소지자/운영자와 정비조직/제

작업체 및 CAMP (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적용 항공기가 제출하는 

보고로 작성 Form은 FAA Form 8010-4에 규정한 

서식을 근거로 한다.[1]

FAA는 Malfunction Defect Report에 대해 보

고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

스템을 활용하여 항공기 기능장애 및 결함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1]

미국 FAA는 운용중인 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서 미연방항공청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위험기

준에 따라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필

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안전데이터 분석 및 관리

(MSAD, Monitor Safety/Analysis Data) 프로세

스를 적용하고 있다.[1]

MSAD는 고장자료 수집 → 위험 기준 분석 → 예

비위험평가 → 위험분석 → 원인 식별 →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결정 → 시정조치 이행 및 피

드백의 절차로 구성된다.[1]

MSAD는 사전에 설정된 위험 기준(Risk Guideline)

에 따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와 

Fig. 2. FAA SDR Registration Configuration

Fig. 3. Malfunction Defect Report Registration 
Conf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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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이지 않은 안전개선지침으로 나누어 시정조

치를 결정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대상이 되는 고

장과 위험 기준의 2/3 수준 이상인 고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검토위원회(CARB, Corrective Action 

Review Board)에서 위험 경감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미국에서 운항하는 수입 항공 제품에 대해서

는 ICAO 부속서 8에 의거하여 제작국 감항당국

이 발행하는 MCAI(Mandatory Continuing 

Airworthiness Information)를 바탕으로 지속

감항성 관리를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미연방항공청의 별도 평가 절차(FAA Order 

8040.5, Airworthiness Directive Process 

for Mandatory continuing Airworthiness 

Information) 및 MSAD 절차에 따라 안전 개선조

치를 하기도 한다.[1]

2.2.2 EASA 보고 데이터 관리 체계

유럽의 EU 내의 20여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별 고

장보고 양식을 단일화하여 2012년 2월부터 EASA에

서는 IORS(Internal Occurrence Report System)

라는 통합고장보고체계를 구현하였다.

Fig. 4. Risk Data Analysis and Management Process

Fig. 5. RISK Guideline Program

Fig. 6. IORS On-lin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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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R S의 통 합 고장보고 등록 양식은 ECR의 

ECCAIRS (European Co-ordination Centre for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s)라는 항공운

항에 대한 사고보고시스템 소프트웨어(버전 5) 양식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

시스템 상에서 등록하는 화면은 개인보고와 기관

보고로 구분하여 구성되며, 개인보고용으로는 단

일양식으로 구성되고, 기관보고를 선택하는 경우 

Flight Operations, Aerodrome & Ground 

Handling, ATM/ANS, Technical, General Avi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접속할 수 있다.[1]

EASA는 IORS(Internal Occurrence Report 

System)을 통해 보고된 고장데이터를 분석하여 항

공기의 지속감항성 및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한 안전

정보와 안전개선 권고사항을 발행한다.[1]

EASA의 고장정보 수집 및 안전지침 발행 프로

세스는 Fig 9과 같으며, 문제 사안의 긴급성, 중

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감항성 의무정보

(MCAI; Mandatory Continuing Airworthiness 

Information)와 지속감항성 권고사항으로 구분된

다.[1]

2.3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및 감항관리 체계 개선

현재 국내의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은 항공안전의

무보고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심으로 안전장애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보고

의 경우 통합항공안전정보 시스템(NARMIS), 항공

안전 자율보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자율보고 시스템

(KAIRS)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항공안전 보

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텍

스트 기반의 보고 데이터는 분류체계 및 표준코드화

의 취약성을 야기함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항공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담

당관 및 감항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관, 그리고 항공사

의 항공기 기술운영 담당자 측면에서 필요한 분석 정

보의 제공기반 확보가 어렵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항

공기 안전관리 업무에 한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Fig. 8. EASA Fault Information Gathering and Safety 
Guidance Publication Process

Fig. 7. EU Safety Risk Inform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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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항공안전 보고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 확립과 데이터 분석 체계의 구현이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감항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2.3.1 항공안전 보고 데이터 분석 체계

항공안전 보고 데이터의 적정 분석 모형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 상에 보유 중인 데이터를 

토대로 1차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시뮬레이션을 위해 적용할 데이터는 통합항

공안전정보 시스템(NARMIS) 상의 고장보고 및 항

공안전장애보고 데이터를 토대로 수행하였으며, 텍

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분류를 ICAO의 CICTT

을 참고하여 개발된 안전지표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표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

석에 대한 모형 적용 방향과 더불어 데이터 분석 모

형을 적용한 항공기 안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의 포인트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확인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해 항공기 

Fig. 9. Analysis of flight delay and cancelation 
tendency for the number of aircraft owned by airline

Fig. 10. Analysis of flight delay and cancelation 
tendency for the number of employee

Fig. 11. Correlation Analysis of Human Error for the 
qualification failure rate of the airline industry workers

Fig. 12. Flight Delay and Cancelation Analysis for 
the RTO classification detaile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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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 항공 종사자 인원 등과의 상관성 및 경향

성 분석, 항공기 사고/준사고/장애발생과 항공기 기

령, 자격심사 불합격율과의 상관성을 통해 요소별 항

공기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Fig 11에서는 항공사 종사자 인원 대비 항공기 지

연 및 결항 경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본 분석결

과 상관계수가 -0.4072087로 도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인원 수 증감에 따라 항

공기의 지연 및 결항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수치적인 

상관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상관계수의 표출로 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 관계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Fig 12의 그림과 같이 자격심사 불합

격률과 연계하여 인적오류와의 장애발생율과의 상관

관계성을 패턴으로 분석하여 발생율의 그래프의 패

턴이 일정부분 동일한 경우 요소간 상관성이 높은 것

으로 파악하여 항공사별 종사자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분

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안전지표 기반의 항공기 안전장애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사례로 활주로 이탈 가운데 RTO 

(Rejected Take-off) 분류에 따른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모델을 검토하였다.

국내 항공안전장애 보고 상에서 RTO를 원인으로 

‘09년 ~ ’15년까지 국내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발생

추이를 조사한 결과 37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Fig 13의 세부지표 단위의 RTO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세부지표 항목은 

Configuration(56%)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은 

Crew/coordination(25%)으로 확인되며, 상세적으

로 Fig 14에서는 항공사별 RTO 세부지표 단위의 상

세원인 분석을 통해 RTO 발생이 잦은 항공사 및 발

생원인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항공사별, 기종별 연계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

관관계를 두고 RTO 분류의 세부 지표단위별 원인 

Fig. 13. Flight Delay and Cancellation frequency Analysis for the RTO occurrence cause

Table 3. RTO classification detailed indicators

최상위 지표 안전지표 세부지표

활주로 이탈 RTO

Engine Failures/engine
indication warnings

Wheel/tire

Configuration

Malfunction Indicator

Crew/Coordination

Bird Strike

ATC

Noises/vibrations

Directional Control
problems

Other/No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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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경향성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관리를 위해 발행되는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시기에 대한 적절성 확보 및 항공기의 결함/위

험도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감항감독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안전지표의 세부지표 구성모형에 따라 안전지

표 분류체계에서 정의하는 항공기 안전장애 분류를 

기준으로 항공기 고장/장애 등의 원인분석 기반을 확

보할 수 있으며, ATA Code 분류와 교차분석 시 항공

기 계통별 고장 및 장애 발생에 따른 경향성 분석 결

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사 및 항공기별 항공기

의 안전 관리 수준 파악 및 감항감독 시 집중 점검이 

필요한 기종·계통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감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항공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체계적 기능으

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고장/장애보고와 감항감독,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함분석 및 위험

성 평가,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이행 측

면의 감항성 개선지시 및 감항감독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이러한 개선 모형을 기반으로 Fig 15과 같은 

업무 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

2.3.2 데이터 분석 기반 항공기 감항관리 업무체계 개선

본 연구에서는 항공안전 관련 고장 및 장애보고 데

이터 분석 모형을 토대로 현행 항공기 감항관리의 양

대 체계인 감항감독 및 감항성 개선지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더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Fig 16의 절차는 항공기 고장 및 장애에 대한 보

고 데이터와 감항감독의 결과 확인된 조치이행에 대

한 결과를 토대로 결함원인 및 경향성을 분석하고 분

석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감독의 감독계획 반영 및 감

항성 개선지시서를 발급하고 개선이행을 확인하며,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분석·평가를 통해 감독

계획 및 점검표 구성에 반영하는 종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기 감항 업무에 대한 절차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의 구현을 위해 고장 및 장애보고 

데이터 항목의 확대와 ICAO CICTT 분류체계를 고

려한 안전지표 분류체계의 적용, 항공안전 관련 보고 

데이터 표준 코드화 및 점검 데이터 표준 코드화 등

이 선행되어야 한다.

Fig. 14. Business Process Model of Service 
Difficulty Report and Fault Analysis

Fig. 15. Improved Business Process of Service 
Difficulty Report and Fault Analysis

Fig. 16. Improved Business Process of Service 
Difficulty/Faul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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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장 및 장애보고

항공기 고장 및 장애보고 절차는 항공기 고장 및 

안전장애에 따른 항공기 지연/결항 건에 대해 온라인

으로 보고서를 운항증명소자가 등록하면, 국토교통

부 담당관이 접수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항공기 고장 및 안전장애 관련 통계와 요인집계 분석 

결과를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사에 제공하는 절차로 구성된다.[6][7][9]

항공기 고장보고 및 안전장애 보고에서 제공되는 

통계분석 범위는 보고 데이터를 통해 지연 및 결항의 

고장요인 비율 분석, 기령과의 항공기 고장비율과의 

연관관계 분석, 운항편/기종별/기령별/계통별 고장

집계 비율 등의 집계통계 분석 정보 수준이다.

항공기 고장보고 및 안전장애 보고에서 생산되는 

항공기 안전 데이터는 항공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발생빈도와 관계되는 기초 데이터로써 다양

한 변수 파라메타와 연계하여 고장 및 장애발생에 대

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 결함분석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확보를 위해서는 운

항증명소지자 구분, 항공안전장애 분류, 고장분류, 

ATA 계통 code 등 주요 파라메타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표준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가 가능

하도록 시스템 기능이 필요하며, 분석을 위한  항공

기 등 외부 데이터로 항공기 운항관련 정보(운항스케

줄 등)와록정보와 연계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지속감독

본 연구에서의 지속감독 업무는 항공기 감항에 대

한 안전감독 업무 체계를 의미하며 감독계획과 감항

감독, 조치 관리로 구성된다.

감독 대상 범위는 항공기 기술 및 정비 운영과 관

계된 조직, 관리체계, 정비체계, 기술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예

규 제122호)의 제3권 감항감독관 업무 매뉴얼의 제2

부 점검, 감시·감독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10]

지속감독 개선업무 절차는 현행 감항 안전감독 업

무 가운데 감독계획과 감항감독 수행 시 항공기 고장 

및 장애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운영 및 결함/경향성 분석

에 따른 수준별 감독계획 관리 체계와 모바일 기반의 

고장/결함 분석 정보를 토대로 항공안전 감독관이 현

장에서 점검 시 항공사 자료와 더불어 기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Fig. 17. Improved Business Process of 
airworthiness surveillance

Fig. 18. Improved Business Process of Fault Analysis
Fig. 19. Improved Business Process of 

Airworthines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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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지속감독 업무절차는 현행 감독업무 체

계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업무 절차 구조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기존의 수작업으로 문서 및 엑셀로 

별도 가공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던 계획 및 자료분석 

등의 업무를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정

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업무에 대한 개선 포인트

를 두고 있다.

3) 결함분석

결함분석 업무는 업무라는 측면보다는 분석 활동

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는 업무 체계이다.

항공기 고장보고/안전장애 보고에 따른 집계통계 

자료 검토와 감항 감독결과 및 조치이행 사항, 그리

고 항공사의 신뢰성자료 및 기술운영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기 결함율, 결함원인, 경향성 등을 분석

하는 절차이다.

고장보고 및 안전장애 보고에서의 통계분석은 보

고 데이터의 집계에 의한 1차원적 데이터 분석이며, 

감항감독 결과 데이터 및 항공사 자료를 데이터로 재

분류하여 안전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항공사의 기종

별/등록번호별 항공기 결함율, ATA Code 연계 기

종/등록번호별 결함이 잦은 계통 분석, 결함원인 분

석, 항공기 장애/결함 경향성 분석 등의 통합화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통계분석 절차가 결함분

석의 핵심적 절차이다.

즉, 본 연구에서의 결함분석 절차는 기존의 안전

장애 보고와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신뢰성 문서를 

취합하여 엑셀로 수작업 가공하여 집계 분석하던 자

료분석 업무에서 안전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보

고·감독결과·항공사 신뢰성 자료 등을 통합한 데이

터를 Mapping하여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집계와 결

함원인 그리고, 항공기별 결함 이력에 대한 경향성

(Trend)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로 

개선되는 절차 모형이다.

4) 감항성 개선지시

감항성 개선지시 업무는 항공기 결함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리를 위해 감항성 개선지시서(AD)를 운항증명소

지자에게 발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로 감항성 개선지시의 지속이행 여부는 지속감

독 계획에 반영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업무절차

이다.[9]

본 업무는 결함분석 절차를 거쳐 운항증명소지자

의 항공기 결함의 원인 및 경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

령 제603호) 제5조의 AD 발행대상 범위에 대한 규

정에 근거하여 비교 검토하여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감항성 개선지시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는 구

조로 절차를 구성 한다.[8]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이후 운항증명소지자는 

개선지시에 대해 이행해야 하며, 이행 결과를 국토교

통부에 보고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감항성 개선지시의 조치 이행내역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관리 확인을 위해 감

항성 개선지시 발행 건에 대해 지속감독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감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감

항성 유지를 위한 관리 기반을 확보하는 체계로 구성

된다.

5) 위험성 평가

위 험 성  평 가 는  I S O  3 1 0 0 0 : 2 0 0 9  R i s k 

Management Principles and Guidelines 표준에서 

정의하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각 업무 프로세스 상에

서 위험도라는 기준을 두고 중요 정보를 선택하고 행동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이다.[3]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Table 4. AD Issued Coverage

규정 발행 범위

감항성 
개선

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5조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또는 정비개
선회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 시

국내에서 설계ㆍ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작상의 결함사항이
발견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 등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
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시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법 제153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고장 또는 결함이 동일형식 항공기에서 발생가
능성이 높은 경우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감항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
(operating limitations) 또는 운용절차
(operation procedures)를 개정할 필요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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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접근방식를 토대로 명시적인 불확실성을 

갖는 요소에 대해 일관적으로 비교가능한 해결방안

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위험관리이며, 본 연

구의 위험성 평가 절차에서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보

고·감독·분석을 토대로 항공기의 위험도 수준을 평

가하는 체계로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 개

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체계

와 연계되어 항공기의 기술 및 감항관리와 관련한 데

이터 분석 결과와 감독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위험도 

수준을 평가하는 구조의 업무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다.[2]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도 평가 절차는 위험기반 항

공안전감독 체계의 위험관리 모델과 유사한 분석 대

상에 대한 위해요인을 확인 분석하는 위험식별, 위험

분석(발생가능성 분석, 심각도 분석), 위험평가로 절

차가 구성된다.[2][5]

본 연구에서의 절차는 항공기 정비 및 기술운영 상

에서의 항공사 자료 및 안전보고 데이터를 토대로 감

독 결과 데이터와 연계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해요소

를 식별하여 이를 Bow-tie 분석을 통해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심각도 수준을 측정하여 수치화

된 데이터로 도출한다.[2][5] 

발생가능성과 심각도 수치 데이터는 국가항공안

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137호)를 기

준으로 발생가능성의 겅우 발생빈도에 따라 매우

높음을 나타내는‘5’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우낮음을 

나타내는 ‘1’까지 5단계로 구성되며, 심각도의 경

우 위해요인에 따른 이벤트(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심각도 적용기준에 따라  매우 심각을 나타내는

‘A’에서부터 매우경미를 나타내는‘E’까지 5단계로 

구성된다.[2][5]

도출된 발생가능성과 심각도 수치 데이터를 

Matrix 분석을 토대로 위험도 수준을‘5A’에서부

터‘1E’까지 총 25단계로 평가하고 수준에 따라 조치

방향을 결정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의 절차

로 구성된다. [2][5]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 평가 모델은 위해요

인을 식별하는 단계에서 항공기별 결함원인 및 경향

성 통계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감독결과와 결합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을 식별하며, 이를 식별하

는 분류기준으로 안전지표를 활용하여 위해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위해요인에 대한 식별 분류는 국가항공안전프로

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137호) [별표 3], [별

표 5]. [별표 7]을 통해 적용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으

며, ICAO CICTT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규정된 만큼 

안전지표 설계 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5]

항공기 안전보고 데이터, 감독결과 데이터, 항공사 

항공기 기술운영 데이터 등의 항공기 안전 데이터 및 

안전지표를 기반으로 분석된 항공기별 결함원인 및 

경향성 데이터를 위험성 평가의 위해요인 식별 절차

와 연계하여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위험도 수준을 

수치 데이터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감독계획 

및 점검감독의 점검표와 연계함으로써 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위험도를 토대로 스케줄링화 된 연

간 감독계획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화된 항공기 감항감독 절차를 구현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항공기 감항관리 업무체계 상

에서의 텍스트 기반의 보고시스템 관리체계로 인해 

항공기 감항관리에 있어 가장 필요한 항공기 안전정

보에 대한 분석 기반 취약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항공기 안전장애에 대한 조사·보고·개선이행 업무 

간의 안전정보 연계 취약으로 인한 감항관리 업무 효

율성 및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 지적된 한계점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때 항공기 안전과 관계된 정보의 데이터화 

기반의 관리 및 분석 그리고, 제공 기반의 미흡한데

Fig. 20. Safety Risk Assessment Busine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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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되었으며, 현행 업무 역시 표준화된 분석 

데이터 제공 기능이 결여된 채로 운영됨에 따라 일

선 담당관 및 감독관의 안전정보 분석에 대한 수요

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공기 감항관리 업무의 한

계점을 극복하고 안전정보 분석에 대한 수요 충족으로 

위한 방향으로 항공기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체

계에 대한 모델과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기반의 항공

기 감항관리 업무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분석은 고장 및 결함

의 원인과 관계된 안전지표를 기반으로 원인과 관계

된 변수 파라메타간의 상관관계 및 패턴분석과 결함

이력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국

내 RTO 발생 현황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 예시를 통

해 기능 구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분석 대상 데이터의 범위 확정 및 대상 

데이터의 표준화 관리체계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

으며,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거론하

고 있는 안전지표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체계를 토대로 현행 

감항관리 업무에 접목하여,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기

반의 항공기 감항관리 업무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

였다.

항공기 감항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고장/장애

보고·지속감독·결함분석·감항성 개선지시·위험성 

평가 등의 단위업무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되

는 업무절차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업무 개선방향은 기존

의 안전정보 연계성 취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절

된 단위업무 간의 흐름을 연계·통합화하여 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객관화된 안전정보 데이터 분석 결

과를 토대로 항공기 안전 및 감항관리에 대한 의사결

정을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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