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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교통 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로와 스트

스는 효율 인 제업무 수행을 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Edwards et al., 2010).

항공교통 제는 24시간 근무교 가 필수 으로 

요구되며, 업무시간에 최 의 집 력을 발휘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

스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피로와 

스트 스는 단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

력, 효과 인 의사소통 능력, 상황변화 응력 등

을 하시켜 제 업무의 실수 증가와 업무 효율

성  생산성 감소를 불러일으킬 험성을 가지

고 있다(Costa, 1999; Meyer, 1973; Fothergill &

Neal, 2008). 피로와 스트 스는 독립 으로 구분

하기 힘든 개념이다. 피로에 의해 스트 스가 발

생되기도 하고, 반 로 스트 스로 인해 피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로와 스트 스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공통 인 요인이 많다. 피로와 스트 스

는 모두 정신 , 신체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로와 

달리 스트 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경향이 있다. 피로는 오랜 장기 인 활동

으로 인한 정신 , 신체 으로 지친 상태로 업무

수행 능력이나 활동이 감소하는 상태를 피로하고 

정의한다(Baker et al., 2003). 반면 스트 스는 환

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생리학  자극으

로, 개인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에 한 반응으로 발생한다

(Costa et al., 1995; Langan-Fox et al., 2009).

피로  스트 스는 단기 으로 뇌 , 심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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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압, 근육활동, 호르몬 분비, 체온, 소화기능 

등에 향을 다. 스트 스 증가는 특정 외부 

자극에 한 민감도를 증 시켜 업무수행에 있어

서 효과 으로 주의를 할당하는 능력이 하된

다. 한 피로 증가는 수면 욕구를 증 시켜 마

이크로 수면(깨어있을 때의 순간 인 잠)을 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험을 가지고 있

다. 결국 피로  스트 스로 인한 신체기능의 

하는 업무수행의 곤란을 래하고, 이것이 다

시 피로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이 나타날 수 있다. Collet 등 (2009)은 업무과

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랑스 제사 25명을 상으로 트래픽 양을 

간/높음으로 나  수 있는 녁 6시~9시의 시간

를 선택하여 비행기 수에 따른 심장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비행기 수가 늘어날

수록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고,

심장박동수는 제사가 비행기를 7  제할 때

가 4 를 제할 때에 비해 20%나 증가하 다.

이는 제사들이 통제해야 하는 비행기 수가 증

가할수록 스트 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Galster 등 (2001)은 

제사들을 상으로 항공교통 제 모의상황을 3

일에 걸쳐 매번 2시간 동안 제시하고 험상황 

탐지의 성공률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실험진행 

날짜와 계없이 실험진행 시간이 90분, 120분이 

지나갈수록 험상황 탐지 실패 수가 증가하고 

반응시간 한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업무시간 증 에 따른 피로가 될수록 업무수

행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험발생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로  스트

스가 쌓이면 스트 스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장기 으로는 직무 동기나 직무 만족도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Martinussen과

Richardsen (2006)은 노르웨이 제사 209명을 

상으로 제사들의 직무에 한 태도  동기

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제사가 감정 으

로 지쳐있거나 업무에 해 냉소 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며,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피로  등으로 제사들의 

상태가 소진되어 있을수록 부정  태도가 증가하

여 직무동기가 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제사가 겪는 피로  스트 스는 제사의 건

강에도 좋지 않은 향을 미친다. 단기 으로는 

흡연, 식습 , 수면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 으로는 스트 스성 질환(두통,

만성피로, 소화불량, 흉통 등)  심각한 질병(고

압, 국소빈  심장병, 궤양, 신경정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1960년  독일 제사  

24%가 장질환, 14%가 심 질환, 그리고 17%

가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Baader & Graf, 1958), 1970년 에는 40-80%의 

제사가 장질환을, 30-40%가 흉골 뒤의 통증

을, 15-40%가 심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Rohmert & Rutenfranz, 1972). 2000년 에는 

이명(tinnitus)이 제사들에게서 특별하게 나타

나는 심리 인 증상으로 보고되었다(Vogt &

Kastner, 2002). Ming 등 (1994)은 피로  스트

스가 제사들의 장기 인 건강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해 1974~1978년에 업무부

하(workload-비행기의 수)와 압반응(blood

pressure reactivity) 간의 계를 알아본 연구에 

참여한 제사들을 1994년에 다시 추 하여 동일

한 제사들의 건강 상태를 재측정하는 종단연구

를 실시하 다. 그 결과, 1978년 업무부하에 따라 

압반응의 기울기가 컸던 제사들이 1994년에 

고 압 험군이 된 비율이 다른 제사들에 비

해 상 으로 높았으며, 고 압 험 제사들

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압상승 기울기가 일반 

제사들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컸다. 이

는 업무부하에 따른 단기 인 압상승에 취약한 

제사들이 장기 으로는 고 압을 유발할 수 있

는 험을 가지게 되고, 업무부하 환경의 지속

인 근무에 의해 증상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피로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

제업무에서 피로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크게 업무  요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업무  요인으로서 

피로  스트 스에 가장 요하게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업무부하로, 제사가 겪는 피로의 양

과 업무부하는 직 인 상 계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Bourgeois-Bougrine et al., 1999). 업

무부하가 낮을 때는 연속 4시간까지 피로가 안정

인데 반해, 업무부하가 높을 때는 연속 2시간 

이후부터 피로가 격히 증가하게 된다(Spencer

et al., 1999). 업무시간 측면에서 매일 다른 시간

로 순환하는 근무교  스 은 경력이 많은 

제사들조차도 응하기 어렵고 수면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Dionisio, 2010). 보통 

제사의 업무수행 능력은 과 한 업무량이 몰리

는 시간 에 낮아진다고 보고되지만, 야간근무와 

같이 외부 인 작업부하는 감소하지만 신체  그

리고 정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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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능력이 격히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Vogt

& Kanstner, 2002). 항공교통 제의 업무 성격 

상 제사들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형 인명사

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정신

인 스트 스 혹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런 정신 (분노, 죄책감, 불안) 그리고 신체 (심

박 속증, 고 압, 두통, 발한, 속쓰림, 불면증)

반응은 업무수행 능력(주의력과 집 력 감소, 사

고와 기억 손상)에 지장을  수 있으며 장기

인 외상 후 스트 스가 발생할 수 있다(Costa,

1996).

피로  스트 스를 유발하는 개인  요인으

로는 건강  나이, 수면, 생체리듬, 생활습 , 성

격  성, 직무동기  직무만족도, 경력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 제사들을 상 로 한 건강 

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사들은 수면문제를 

피로와 직 인 계가 있는 요인으로 보고하

다(Heslegrave, 1998). 수면문제를 피로의 주요 

요인으로 답한 제사들  63%는 야간근무를 

해 낮에 수면을 취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 다. 피로  스트 스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는 업무환경, 업무조직, 외부환경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업무환경에는 조명  시

각  반사, 소음  방해물, 휴식시설  기타 편

의시설 등이 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업무조직에

서는 역할 명확성, 역할 갈등, 상사  동료와의 

계, 업무 통제권, 여, 여론 등이,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제사의 인원 부족, 출퇴근, 사회  

지지, 문화  요인 등이 피로  스트 스를 유

발하는 요인으로 보고하 다(Costa, 1996).

1.2. 피로 스트 스와 항공안

항공교통 제 업무 특성상 작은 실수가 큰 인

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에서 제사들의 

피로  스트 스 리 문제는 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Transport Canada, 2000; Gander,

2001). US Operational Error/ Deviation System

자료에 의하면 1988-1994년 사이에 제사들에 

의해 발생한 실수들은 피로에 취약한 야간근무 

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고(FAA, 1999), 제

사가 한 번에 제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가 정

해져 있기 때문에 작업부하에 따른 피로  스트

스는 제사의 실수나 항공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 되고 있다(Willems & Hah, 2008).

특히 피로는 항공안 과 한 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NASA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ASRS)에 보고된 사고  21%

가  피로를 사고의 원인으로 언 하고 있으며

(Rosekind et al., 1994), UK confidential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CHIRP)은 제사의 피

로 련 사고가 체 제사고  13%에 달한다

고 밝히고 있다(CRATCOH, 1990). 2007년 미국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제사의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피로 문제가 지

속 으로 공항 활주로 상의 안 사고들로 이어지

고 있다고 보고하고, 제사 피로 책을 한 

안  조치를 권고하 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2011년 한해 7번의 제사 졸음사고가 발생하여 

제사의 피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제사의 피로  스트 스는 업무 실수나 항공

안 을 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

다. Folkard와 Tucker (2003)는 근무교 를 실시

하는 직업들을 상으로 사고 험도를 조사하

는데 그 결과 오 근무에 비해 야간근무에서 업

무  실수나 사고 등 험이 발생할 확률이 

30.4%나 높게 나타났다. 한, 야간근무를 2, 3,

4일 연속 으로 실시할 경우 험 발생 확률이 

6%, 16%, 3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근무를 실시하는 제사의 경우도 연속 인 야

근근무 시에는 안 문제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본 론

본 연구는 항공교통 제사의 피로  스트

스 요인에 한 실태를 알아보기 하여 직 

제사들을 상으로 행 근무제도와 피로  스

트 스 실태, 피로  스트 스 원인에 한 설

문문항을 각 제 기 의 조를 받아 2011년 2

월과 3월 사이에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하 다. 설

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86명으로 남자 67%, 여

자 33%, 평균 나이 37.5세(SD=5.85), 근무기간은 

12년 2개월(SD=7.7)이었다. 근무시설 별로는 

제탑 42%, 근 제 38%, 항로 제 14%, 비행정

보실 5%, 계류장 1% 으며, 보직 별로는 원 

45%, 부 장 17%, 장 20%, 실장 이상 4%, 기

타 14%이었다.

2.1. 근무시간과 사고 험

제사가 지각하는 근무 시간 에 따른 험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각 근무 시간  별로 

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 다. 분석 결과,

제사들은 야간과 주간 마지막 1시간을 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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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 로 평가하 고, 그 

다음으로는 조간 처음 1시간, 주간 간 시간을 

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 로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를 다시 근무 시간  별로 살펴보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시간 가 조간, 석간근무 

시간 보다 사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기본 으로 항공교통량의 증가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업무부하 증 가 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외 인 조건으로 제사들이 평가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야간, 주간

근무의 마지막 1시간처럼 피로가 된 상태에

서 업무요구량이 증 되는 시 을 험 발생 가

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 로 평가하고 있었다.

Fig 1. 사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

2.2. 근무시간과 피로 스트 스의

계

근무 시간 와 피로  스트 스의 계를 

악하기 하여 어느 시간 에 가장 많은 피로와 

스트 스를 느끼는지와 가장 부담이 되는 시간

가 언제인지를 질문하 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제사들이 가장 많은 피로와 스트 스를 느끼고 

부담이 되는 시간으로 야간근무를 꼽았다.

Fig 2. 근무 시간과 피로 스트 스의 계

각종 연구에 의하면, 주간근무, 석간근무에 비

해 야근근무 시에 더 졸음이 유발되고, 졸음을 

이겨내는 과정에 많은 스트 스가 발생한다고 하

다(Cruz & Della Rocco, 1995; Rhodes et al.,

1996). 특히 야간 근무 에서도 야간근무가 끝

나는 오  6시 경에 피로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Spencer et al., 1997; Spencer,

Rogers, & Birch, 1999).

2.3. 피로 스트 스의 향

피로와 스트 스가 사고  험 상황에 미치

는 향력을 5  척도로 평가하게 하 을 때,

제사들은 평균 으로 4.9 (SD=0.38)에 평가하

다. 즉 부분의 제사들은 피로와 스트 스가 

사고  험상황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고  험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해서 구체 으로 응답하게 했

을 때는 집 력 하(46%), 피로(26%), 항공교통

량(14%), 휴게시간 부족(7%), 스트 스(5%) 순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 력 하의 원인 역시 

피로  스트 스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제 

피로  스트 스의 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제사들 에서 피로  스트 스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78%로 나타났으며, 구체  경험을 기술하게 하

을 때 피로  스트 스로 인한 상황인식능력 

하, 단력의 하 등을 주로 언 되었다.

Fig 3. 사고 험상황 발생의 원인

2.4. 피로 스트 스 실태

직 제사들의 피로  스트 스 정도를 알

아보기 해 타 직업 직장인의 피로  스트 스 

규 이 마련되어 있는 사회 심리  스트 스 척

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와 다차

원 피로 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여 제사들의 피로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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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알아보았다. 일반 직장인과의 피로  스

트 스 비교분석에는 “한국인 직무 스트 스 측

정도구의 개발  표 화 연구 보고서(한국산업

안 공단, 2003)”에 제시된 각 척도에 한 규

집단의 평균과 표 편차를 활용하 다. 사회 심

리  스트 스 척도(PWI)는 생활사건이나 만성

인 스트 스 요인, 가정 혹은 개인  특성 등

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신체 , 심리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국내에서는 장세진

(2000)에 의해 타당화된 바 있다. 분석 결과,

제사들의 PWI 평균 수는 23.56 (SD=8.38)으로 

일반 직장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 인 것으

로 나타났다(t (71) = 5.33, p < .001). 피로를 측

정하는 도구로 사용한 다차원 피로 척도(MFS)는 

반 인 피로도, 상황  피로, 일상생활 기능 장

애 등 피로 수 을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장세진, 2000). 분석 결과,

제사들의 피로는 평균 96.70 (SD=18.39)으로 일

반 직장인이 82.96 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 (70) = 26.73, p < .001). 종합 으로 피로 

 스트 스 분석 결과, 제사들의 피로  스

트 스 정도는 다른 일반 직장인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수 임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방법이 자

기 보고에 근거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

반 직장인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된 규 임

을 고려한다면 제사의 피로  스트 스 정도

가 높은 수 임을 나타내고 있다.

2.5. 직무 스트 스

한국산업안 공단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된 

한국인 직무스트 스 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2003)를 사용하여 스트 스 

하 요인별 제사의 스트 스 정도를 타 직업 

종사자들과 비교분석하 다. 타 직업과의 비교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안 공단의 “한국인 직무 스

트 스 측정도구의 개발  표 화 연구 보고서

(2003)”에 제시된 직업별 규 을 참고하 다. 직

무스트 스 척도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

율, 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 ,

직장문화 등 8개 역에서의 스트 스 정도를 측

정하 다. 분석결과, 제사는 물리환경, 직무요

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 , 직장문화 

등 부분의 역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 의 스트 스를 나타냈다. 반면 직무불

안정 부분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수 의 스트 스

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 스
요인

제사
(73명)

일반
(30,147명)

t

물리환경 8.29 (1.38) 7.54 (1.69) 19.52**

직무요구
22.21
(2.98)

20.05 (3.12) 26.02**

직무자율
14.29
(1.81)

13.10 (1.87) 23.66**

계갈등 9.79 (1.57) 8.83 (1.57) -0.91

직무불안정
14.36
(2.04)

15.50 (2.31) -20.01**

조직체계
19.07
(3.10)

18.23 (3.20) 9.74**

보상부
15.41
(2.83)

15.24 (2.62) 2.50*

직장문화 9.37 (1.81) 8.91 (1.60) 9.11**

표 2. 제사의 직무 스트 스 평균

*p < .05, **p < .001

제사에게 높은 직무스트 스 수 으로 나타

난 물리환경과 직무요구 두 역에 해 타 직업

들과 비교분석을 실시1)한 결과, 물리환경 역에

1) 비교를 해서 직무스트 스요인의 각 역 수를 

100 으로 환산한 수를 사용하 다. 이는 8개 역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아 단순 합산 수를 사용했을 

때, 일부 역 수가 과도하게 반 될 가능성을 보완하

기 해 고안된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타당화 

연구(한국산업안 공단, 2004) 결과와의 비교를 해,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환산 수를 계산하여 사용하

다. 실제 수를 환산하는 수식은 [각 역별 환산 수 

요인 측정 내용

물리환경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 하다. 불편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 등

표 1. 직무 스트 스 하 요인별 측정 내용

직무요구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장시간 집 을 요구한다 등

직무자율
작업시간 업무수행 과정에 결정권한과
향력이 있다 등

계갈등
상사와 동료에 한 문항 (업무에 도
움이 된다 등)

직무불안정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
하다 등

조직체계 타 부서와의 력, 조직 내 리 체계 등

보상부
나의 노력과 업 을 고려할 보상
수 , 존 , 신임 등이 한가 등

직장문화 직장 분 기가 권 이고 수직 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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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스트 스는 제사가 평균 58.69

(SD=15.28)으로 업 종사자(평균 58.2 ,

SD=15.48)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 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무직 종사자가 37.46 (SD=16.28)임

을 고려한다면, 제사들이 물리  환경으로 인

한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 근무하고,

근무시간 동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직무 

특성이 제사에게 주 으로 큰 스트 스로 작

용된 결과라고 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는 

항공안 과 직 인 연 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직무요구에 해서도 매우 높은 스트

스 수 을 나타냈는데, 이는 입법자, 고 리

자 직종(M=52.22, SD=12.32)과 비교했을 때도 높

은 수(M=58.74, SD=12)로 나타났다.

Fig 4. 물리환경과 직무요구에서의 다른 직업과의

스트 스 정도 비교

2.6. 수면 실태

수면이 피로와 한 련이 있음을 고려하

여 제사들의 수면 실태를 조사하기 해 교

근무 스 에 따라 얼마나 수면을 취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제사의 하루 평균 수면시

간은 6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근무 후 수면 시간은 평균 5.49(SD=2.48)으로 모

든 교 근무 시간  에서 가장 낮은 수면시간

을 나타냈다. 수면의 질을 묻는 문항에 해 

부분의 제사들은 1~2 으로 응답하여 충분히 

잘 자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계속되는 수면부족과 낮은 수면의 질은 피

로의 원인이 되어 업무 효율성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교 근무 후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은 

아래 표에 구체 으로 제시하 다.

= (실제 수 – 문항 수) X 100/( 상 가능한 최고

수 – 문항 수)이다.

2.7. 직무 스트 스 원인

직 제사들이 어떠한 역에서 직무 스트

스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하여 사  인터뷰를 

통해 제업무의 특수성을 반 한 직무 스트 스 

역 20개를 추출하여 각 역에 해 피로  

스트 스 정도를 5  척도로 평가하게 하 다.

분석 결과, 부분의 역에서 3  후반 의 높

은 수가 나타났고, 각 역을 높은 수부터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순 직무 스트 스 요인
평균 

(표 편차)

1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신속 정확해야 

하는 제 업무 특성 
4.30 (.90)

2 업무요구량에 비해 은 보수 4.28 (.78)

3 악 기상상황 4.25 (.86)

4 승진 기회 부족 4.21 (.95)

5
장비고장에 따른 비 이다(Non radar)

제상황으로의 환
4.15 (1.01)

6 ACAS 등 실수에 한 두려움  긴장 4.15 (.92)

7 기치 못한 비정상  운항의 발생 4.13 (.89)

8 휴일의 가외 업무(세미나 참석 등) 4.11 (.89)

9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  4.10 (.94)

10
비정상  사건 발생 시의 조사  

보고서 작성
4.03 (.93)

11 항공기 사고 험 3.99 (1.01)

12 비정상 상황 항공기 제 3.92 (1.00)

13
공항시설  장비의 고장  비정상 

상황 발생
3.89 (1.01)

14 짧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 3.85 (1.04)

15 항공종사 어구술(EPTA) 시험 3.75 (1.09)

16 야간 근무 3.73 (1.16)

17 항공교통량 증가 3.69 (1.05)

18 휴가나 근무교  요청의 어려움 3.66 (0.91)

19 업무수행에 한 평가 3.59 (0.99)

20 업무수행  휴식시간 부족 3.54 (1.13)

표 4. 각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

교 근무 수면시간 (SD) 수면의 질 (SD)

조간근무 5.75 (1.67) 1.19 (1.48)

주간근무 6.19 (1.82) 2.91 (1.32)

석간근무 6.32 (2.20) 1.69 (1.88)

야간근무 5.49 (2.48) 2.03 (1.43)

쉬는 날 7.73 (2.0) 3.87 (1.42)

표 3. 각 교 근무 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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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외의 제사 피로 스트 스

리

해외에서는 피로  스트 스가 항공교통안

을 해하는 험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피

로 험 리 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과 사고 스트 스 리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 기

법이 제안되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에서 제

한 으로 시범 운 되고 있다. 피로 험 리 시

스템(FRMS)은 피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안 의 요한 험 요소로 인식하여 

조직 내에서 피로를 일 수 있는 정책, 리, 교

육을 시행하는 리 기법을 말한다. 뉴질랜드 민

간항공 리국(CAA NZ)은 1995년 각 항공사와 

제기 에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단순한 규범  

방식을 신하여 FRMS와 같은 체 인 피로 

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권고하 다. 그러나 

2006년 조사 결과, 피로 리와 FRMS 실행에 

한 정보 부족으로 부분의 기 에서 근무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자체 인 피로 리 방안을 마

련하지는 못하 다. 이에 한 개선방안으로 

CAA NZ는 피로 리 담당자를 해 피로에 

한 종합 인 정보와 정보에 한 근성이 쉽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 직원들을 한 교육, 훈련 

자료를 제공하여 각 운 기  실정에 맞게 조정

하여 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이 2007년 

FRMS 실행을 한 가이드라인을 각 항공교통기

에 제공하여 피로를 리하도록 하고 있다. 캐

나다의 FRMS는 피로를 리하기 한 정책 개

발, 피로 교육  인식 로그램 개발, 피로 검사 

도구의 개발을 통해 피로 험 요인을 사 에 

방하고 리하고자 하고 있다. 호주는 2001년 민

간항공안 리국(CASA)을 통해 21곳의 항공교

통기 에 FRMS을 시범 운 하 고, 2003년 

FRMS 시범운 에 한 평가 보고서에서 FRMS

에 한 장 으로 피로의 요성과 리방안에 

한 이해도를 높여 항공 안  수 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기존의 규범  

근에 비해 유연한 스  운 이 가능해졌으며 

리자뿐만 아니라 장 직원에게도 피로 리에 

한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하 다. 하지만 

FRMS에 한 단 으로 FRMS가 오용되어 기존

보다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기 에 따라 

근무시간이 어들어 근무효율 하와 FRMS을 

실행과 유지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 다. 호주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FRMS 실행을 한 정보 제공과 련 법안 제정

을 목표로 하는 로젝트(CASA project OS

02/03)가 진행 이다.

스트 스 리 기법  하나인 사고 스트

스 리(CISM)는 항공사고  사고 등에 의

해 발생된 스트 스 반응이 비정상 인 사고에 

한 정상  반응이라는 것을 사고 피해자들에게 

이해하도록 돕고, 업무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 로그램이다. 험 상

황으로 인해 발생된 스트 스는 심박수 증가, 과

도한 땀 등의 물리  반응과 집 력  기억력 

하 등의 인지  반응, 우울증과 무기력 등의 

정서  반응, 음주, 이직 등의 행동  반응과 같

은 다양한 반응을 유발한다. 험한 상황으로 인

한 스트 스를 겪는 사람  략 86%는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물리 , 인지 , 정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같은 스트 스가 리되지 않

는다면 22%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스트 스로 

인한 각종 증상이 나타내며, 4%의 사람은 외상

후 스트 스 장애(PTSD)로 발 하게 된다. CISM

은 이러한 스트 스 반응이 장애로 악화되기 

에 치료될 수 있도록 사건 후 동료와 임상심리 

문가가 개입하게 된다. CISM은 재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 리카, 유럽 등 20여국이 운

하고 있다. CISM은 사고 등 업무에 의해 발

생된 스트 스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사의 인

력 손실을 최소로 여 다는 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CISM은 스트 스에 한 

사 방이 아닌  사고에 의해 발생된 스트

스만을 다루는 사후 리에 을 맞추어 운

되기 때문에 제사들이 평소에 업무 에 겪

게 되는 스트 스의 원인  리는 다루고 있지

는 못하다.

3. 논의

제사의 피로  스트 스에 한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  피로  스트 스 황으로서 

국내 제사는 타업종 종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피로와 스트 스를 보고하고 있었으며, 특

히 직무요구, 물리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스트

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  

교  시스템과 련하여서는 공통 으로 야간근

무에 한 어려움을 호소하 고, 야근 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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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이나 세미나, 인력 부족의 문제로 

업무에 동원되는 것에 한 어려움도 호소하

다. 피로  스트 스 리 황으로 직 제

사들은 피로  스트 스 리가 체계 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 하며 개인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국내 실태조사  

해외 제기 의 피로  스트 스 리 추세를 

종합하여 보면, 피로와 스트 스의 리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 을 해하는 

험요인으로 조직  리가 필요하다. 이를 해

서는 우선 으로 피로  스트 스의 요성을 

보 하고 인식하기 한 사 교육  방 교육

이 필요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FRMS 시행에서의 

문제 으로도 지 된 것처럼 피로  스트 스에 

한 이해  정보의 부족은 장 제사와 리

자들의 피로  스트 스 리에 한 책임  

시행 동기를 하시킨다. 그 기 때문에 피로  

스트 스의 효과 인 방을 해서는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 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  차원의 교육에서는 피로  스트 스 유

발 원인과 결과에 한 이해와 피로  스트 스 

자기 리 방법에 한 교육을 통해 피로 스트

스 리에 한 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고,

차원의 교육에서는 원들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근무  휴식시간 분배와 조정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들에게 피로와 스

트 스 리의 요성과 방법에 한 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는 장

기 으로 제사에게 련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 하고 올바른 교육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피로  스트 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어떻

게 리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피로  스

트 스 리의 방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사후 리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 사고  사고 조사 

시 조사 항목으로 피로  스트 스 항목을 추가

하여 사고의 원인에 피로  스트 스의 요인이 

없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FRMS Toolbox(2007)에서는 사고  사고 발생 

시 제사의 교 근무 유형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 사건 발생 이  최소 2주일 간 근무편성표

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사건 발생 이  

24시간 는 48시간의 수면 시간, 수면 장애  

기타 다른 의학  장애 여부, 사건 발생 1주일 

동안의 약 복용 여부, 약과 피로  스트 스 

련 요인과의 계, 사건 발생 2주간 요한 책임

이나 일을 맡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상세히 조

사하여 제사의 인 오류에 피로  스트 스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후 시스템의 개선 

사항  제사 인  자원 리를 한 구체 인 

사후 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피로  스트 스는 항공교통안 을 해하는 

험 요인인 만큼 장기 인 에서 제도 으로 

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우선 

제 장 종사자와 리자가 피로  스트 스에 

한 요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피로  스트

스 리를 한 인력, 환경, 제도  뒷받침이 충

분히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 으로 제도를 운 ,

발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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