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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교통량 급증1) 및 외국항공사 진입2) 등 항공기의 운항환경 변화에 대

응하여 자국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를 발굴·운영하

고 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그간의 현장점검 중심의 안전감독체

계3)만으로는 자국의 항공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사고 통계자료 및 평가 등도 많

이 있다. 보잉사(Boeing)가 195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운송용 항공기 사고발생

현황 자료4)를 살펴보면 항공기 사고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70년

대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고자료 분석결과, 주로

기계결함 관련 사항은 많이 보완이 되었으나, 인적 및 조직적 요인 등으로 발생

한 사고는 동일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급증과

는 별도로 현행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고발생율을 감소시키기 힘들다

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5) 정부 보다 앞서, 선진 항공사들은 그간

자사에 축적된 각종 안전데이터를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 종사자 안전보고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고품질·다량의 안전데이

터를 운항 현장으로부터 수집하여 위험요소 제거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안전보고’라는 정보수집 방식이 탄생하였고 이는 점차 정부의 제

도로까지 확장되었다. 미국, 영국 등 항공분야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항공

1) 1995년 국적항공사 운항횟수는 약 199천회로 2014년의 391천회의 50% 수준(출처. 국토교통부)

2) 1995년 우리나라 공항에 취항에 외국항공사는 32개사로 2014년 73개사의 절반 이하 수준(출처.

국토교통부)

3) 안전감독체계(State Safety Oversight) : Annex 19 "Safety Management", First Edition, 2013, ICAO,

p.3-2. 제3.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각 회원국의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자국의 산업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안전제도를 수립·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기본법령 : 국가의 항공수준과 환경에 적합한 항공법령

나) 세부규칙 : 기준, 표준절차, 기술기준 등

다) 조직 및 감독기능 : 항공당국의 조직 및 재정자원

라) 전문인력 : 안전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

마) 기술지침 : 정부 및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표준 기술지침서 및 매뉴얼

바) 면허/인증 : 자격증명,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등

사) 감독활동 : 점검, 평가 등 감독활동의 실시

아) 안전문제해결 : 감독활동으로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한 해결능력

4) Boeing, Statistical Summary of Commercial Jet Airplane Accidents, 1959-2013, 2014

5) 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 2013), ICAO, p.2-1 및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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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보고제도는 자국의 문화, 사

회, 경제 등을 반영하여 발전되었고, 그 필요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각 종

ICAO부속서6)에 국제기준·절차 등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도 ICAO회원국의

하나7)로 국제기준 이행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법령에 안전보고제도를 반영

하였다. 운항현장의 안전정보를 정부가 직접 수집하여 안전정책·제도 등 개선

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 제도화8)한 안전보고제도는 타국가의 문화, 사회, 경

제 등에 대한 이해부족 및 타제도와의 연계부족 등으로 운영목적과 일부 다르

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안전보고제도의 종합적 운영에 대한 분야별 협조체계

미흡으로 일부 현장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량까지 과중시키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선진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항공

안전보고제도(기준 등)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제도에 잘못 반영된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 항공안전보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운항환경 변화와 항공안전

연평균 4%의 항공교통량 급증,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항공사의 국제노

선 운항증가, 다양한 외국항공사의 국내취항 증가 등으로 우리 국민이 이용 할

수 있는 항공기의 운항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9)

(이하 ‘ICAO'로 한다)가 2013년 제12차 항행회의를 통해 발간한 세계항행계

6) ICAO부속서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세부내용별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을 명시한 서류이다. 2015년 오늘날 ICAO는 총 19권의 부속서를 제정하여 191개 회원국

에 배포하고 있다.(출처. www.icao.int, 2015.11.10)

7)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에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출처. 국토교통부)

8) 항공법 제22조의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제49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9)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UN산하 전문기관(Specialized

Agency)으로써 1944년 국제민간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ICAO는 민간항공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기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동 기구에 가입하였고 2001년부터 이사

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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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10)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운송량은 15년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도 국제동향과 유사한 운송규모 변화를 보이고 있

다. <표 1>은 우리나라의 항공운송량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나타낸 것

이다. 국적항공사 운항횟수,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현황 등 주요 항공운송량 지

표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 항공운송규모는 최근 20년간 규모가 약 2배 증가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항공운송량 지표

구  분 1995(A) 2005(B) 2014(C) C/A(20년간) C/B(10년간)

국적항공사 운항회수 199,000회 234,000회 391,000회 2.0 1.7

국적항공사 여객운송 3,042만명 3,561명 6,019만명 2.0 1.7

국적항공사 화물수송 122만톤 213만톤 266만톤 2.2 1.2

국적항공사 항공기대수 144 174 292 2.0 1.7

외국항공사 국내취항 32개 55개 73개 2.3 1.3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한국항

공진흥협회에서 2014년도에 실시한 항공여객행동특성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외국어 등 언어·문화 장벽으로 주로 국적항공사 탑승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운임의 경제성, 운항 스케줄 등 항공사 선택 이유가 예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국민들은 다양해진 문

화 및 거대해진 규모 등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운항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항공사 선택 이유 (출처. 2014년 항공여객행동특성조사, 한국항공진흥협회)

구분
운임

경제성

운항

스케쥴

마일

리지

객실

서비스
안전성 쾌적성

항공사

이미지
기타

응답율%

(총9,473명)
32.9% 18.5% 11.9% 7.2% 7.6% 3.8% 8.3% 9.8%

10) ICAO, 2013-2028 Global Air Navigation Plan, Doc 9750 AN/963, Fourth Edition, ICAO, 2013,

p.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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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인 Boeing사가 해마다 발표하는 전 세계 운송용 항공

기 사고현황을 아래의 그림1로 살펴보겠다. 세계대전 직후, 50〜60년대에는 항

공기사고 발생율은 높지만 그 발생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항공안전강화를 위해 첨단 항공기·장비의 개발, 항공법령 및 제도의

개선,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노력 덕

분에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세

계 항공사고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정채 현상을 보이

고 있으며 국제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항공기

사고건수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11) ICAO는 안전

관리매뉴얼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인류의 주된 안전관리 방식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12)한다.

<그림 1> 세계 운송용항공기 사고발생율(출처. Boeing社, Statistical Summary

of Commercial Jet Airplane Accidents, 1959-2013)

항공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초기단계(1900~1960년대)에는 기

계성능을 개선하는 것에 주로 투입이 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항

공기 사고발생율은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는 사고의 발생원인이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해서 모두들 사람의 실수를 줄

11) 장만희·황호원,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제28권 제1호, 2014, p.78

12) ICAO, Safety Management System, Third Edition, 2013, p.2-1, p.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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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에 안전관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인적요인에 초점을 맞춘 사고

예방활동의 성과는 그리 크지 못 하였다. 인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사람의 실수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조직요인 등)의 개선에 중점의 둬

야 한다는 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위에서 인용한 항공여객특성조사에서 언

급한 환경적 변화와 일맥상통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항공사 또는 종사자

입장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업무중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운항을 위해 이와 같이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을

발굴·수집 하는 안전보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Ⅲ. 국제기준 및 해외 제도 현황

1. 국제기준 현황

(1) 일반현황

ICAO는 위험사건을 그 심각도(severity)에 따라 사고(accident)와 인시던트

(incident) 크게 2가지로 분류 하였다. 특히, 인시던트 중 사고로 발전되었을 확률

이 높은 사건은 ‘심각한 인시던트(serious incident)’13)로 명칭을 부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함을 국제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ICAO

는 사고와 심각한 인시던트는 사고발생 사후수습 개념으로 사고조사를 규정하

는 부속서1314)에 주로 관련 규정들을 명시하였고, 인시던트는 예방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부속서1915)에 ‘안전데이터’로 명칭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다.

ICAO는 이와 같은 사고, 인시던트 등을 운항현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

하기 위해 안전보고제도를 국제기준, 절차, 지침 등에 반영하고 회원국들의 이

13) 김종복 교수는 "serious incident"를 중대한 준사고로 부르고 있다. 김종복 저, 신 국제항공법 한

국학술정보, 2015, p.142 참조.

14) ICAO, Annex 13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Tenth Edition, 2010

15) ICAO, Annex 1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afety Management, First

Edi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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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독려하고 있다. 안전보고제도는 통합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속서

19와 더불어 각 분야별 특화된 보고제도가 여러 개의 부속서 및 절차 등에 산

재되어 있다.

구분
안전의무

보고

안전자율

보고

고장보고

(의무)

동물충돌

(의무)

위험물보고

(의무)

관제보고

(의무)

비행장보고

(의무)

관련

근거

부속서19

Doc9859

부속서19

Doc9859

부속서8

Doc9760

부속서14

Doc9137

부속서18

Doc9284(TI)

Doc4444

(PANS-ATM)

Doc9981

(PANS-ATM)

보고

내용

주요

안전장애

그 외

안전장애

기체 고장

기능장애

항공기와

동물 충돌

위험물

위험사건

관제분리치

미흡 장애 등

관제분리치

미흡 장애 등

비고 국제표준 국제표준 국제표준 국제표준 국제표준
표준절차

(권고)

표준절차

(권고)

<표 3> 안전보고제도 국제기준(SARPs)·절차(PANS)·지침(Manual)>

(2) 통합 안전보고제도

ICAO는 1994년에 통합적인 안전보고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인시던트보고제도(incident reporting system)의 명칭으로 부속서13(항공기사고

및 인시던트 조사)에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16)으로 채택17)되었다.

당시, 인시던트보고제도는 관련 지침서18)에서 보고자의 보고의무 여부에 따라

‘의무보고(mandatory incident reporting)’와 ‘자율보고(voluntary incident reporting)’

로구분되어있었다. 두가지보고제도모두사고와심각한 인시던트를제외한전

반적인 인시던트를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후, 2001년에 개정된 부속서13에

의무보고는 국제표준(Standards)19)으로 자율보고는 권고사항으로 정식으로 채택

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자율보고도 국제표준으로 격상되었고 2013년에는 안전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부속서19로 이관 되었다.

16) ICAO 국제기준 중 회원국이 자국의 기준으로 반영하기를 권고사하는 사항

17) Incident reporting systems; 7.3 Recommendation-States should establish formal incident reporting

systems to facilitat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actual or potential safety deficiencies. (ICAO 부

속서13 - 제18판, 1994년)

18) ICAO, Accident Prevention Manual, Doc 9422, 1994

19) ICAO 국제기준 중 회원국이 자국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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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는 보고대상이 되는 항목들이 인시던트 중 비교적 중요한 사항인바,

운항현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의무보

고에 해당되는 인시던트 항목은 각 회원국 별 항공산업의 특징에 맞게 선정토

록 자율권이 주어진 상태이긴 하나, <표 4>와 같이 그 예시가 지침(Doc 9859)

에 각 사업유형별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자율보고는 보고자의 자율적 의지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안전의

무보고로 요구하는 사항 외,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정부

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내용 중 규정 미준수 사항이 있어도 이를 처벌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더불어, 보고원문 및 보고자의 개인정보도 비공개로 운

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업종 보고항목(예시)

항공기

운영자

1. Near collisions requiring an avoidance manoeuvre to avoid a collision or an

unsafe situation or when an avoidance action would have been appropriate;

2.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only marginally avoided; 등

정비업

1. Any airframe, engine, propeller, component or system defect/malfunction/damage

found during scheduled or unscheduled aircraft maintenance activities which

could possibly lead to an aircraft operational accident or serious incident;

제작업

1. Any design-or manufacturing-related deficiency/defect/malfunction of product or

services discovered by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design/manufacturing

organization which is deemed to warrant the possible issue of an emergency

airworthiness directive(EAD), airworthiness directive(AD) or alert service

bulletin(ASB); 등

공항

운영자

1. Runway incursion(with no ATC involvement);

2. Runway excursion/overshoot(with no ATC involvement);

3. Failure or significant malfunction of airfield lighting; 등

항행

서비스

1. Any ANS/CNS-related equipment or system defect/malfunction/damage discovered

during operation or equipment maintenance which could possibly lead to an

aircraft operational accident or serious incident;

2. Unauthorized penetration of airspace;

3. Aircraft near CFIT; 등

<표 4> 사업자별 안전의무보고 항목 예시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345

(3) 감항분야 안전보고제도

부속서 820)에는 항공기 고장 및 결함 등(이하 ‘고장보고’라 한다)을 의무적으

로 보고토록 하는 안전보고제도가 있다. 국제표준으로 전 회원국의 의무이행이

원칙인바, 사실상 기준 자체 내에 의무보고제도로 운영하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고장보고는 1982년 부속서8 제94차 개정본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되었다.

고장보고 관련 세부지침은 감항매뉴얼(Doc9760)21)에 명시되어 있다.

(4) 비행장분야 안전보고제도

부속서14에는 항공기와 조류·야생동물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를 수집토록 명시

하고 있다. 이 또한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의무보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1990

년 부속서14 39차 개정본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반영되었다. 처음에는 조류충

돌보고에만국한되어운영되었으나 2009년부터는그보고범위가야생동물까지확

대되었다. 관련세부운영지침은공항운영매뉴얼(Doc9137 Part3)에명시되어있다.

부속서14의 보충하기 위해 2014년에 비행장운영 관련 표준항행절차(Procedure

for Air Navigation Services-Aerodrome22))가 새롭게 발간되었다. 표준항행절차

(PANS)는 이사회의 채택(adoption)이 아닌 승인(approval)을 통해 제정되는 사항

으로 국제기준(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나 국제항공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각 회원국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ICAO는 각 회원국이 PANS에 명시된 사항 중 불이행 사항을 항공정보

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AIP)에 게시토록 제21차 ICAO총회

(1974년)에서 정하였다. 비행장 부문의 표준항행절차에는 비행장에서 자주 발생

되는 유형의 인시던트를 의무적으로 수집토록 정부와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명

시하고 있다. PANS 자체는 회원국 권고사항이지만 해당 권고사항은 사실상 이

와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 ICAO, Annex 8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worthiness, Eleventh

Edition, 2010

21) ICAO, Airworthiness Manual, Doc 9760 AN/967, Third Edition, ICAO, 2014

22) ICAO, Aerodromes, Doc9981, First Edition, ICA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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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분야

관제분야의 PANS(PANS-Air Traffic Management23))에도 해당분야의 의무보

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제표준분리 미확보 등과 같이 관제업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인시던트를 의무적으로 수집토록 해당 정부당국과 서비스제공자

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외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 사고·준사고보고가 부속서1824)에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

어 있다.

(6) 보고제도와 정보보호

앞서 언급한 자율보고와 달리, 의무보고에 대한 정보보호25)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고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량의 고품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보고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을 각국에서 도입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동향을 반영하여 관련 <표 5>의 내용26)과 같은 국

제기준안이 ICAO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ICAO의 체약국공한에 따르면 동

기준안은 2016년 상반기에 이사회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자율보고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호 의무보고는 물론 전반적인 안전정보에 적용하는 것이 현행 개

정안의 핵심내용이다.

23) ICAO, Air Traffic Management, Doc4444, Fifteenth Edition, ICAO, 2007

24) ICAO, Annex 18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Fourteenth Edition, ICAO,

2011

25) 정보보호는 정보관계자에 대한 처벌, 정보의 공개, 활용(이윤창출, 상대비방 등) 등을 제한하는 것

을 의미한다.

26) ICAO State Letter AN 8/3-15/46 (체약국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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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전정보보호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안전정보보호 관련 국제기준은 아직 국제기준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지

침(Safety Management Manual, Doc 9859)에는 관련 내용이 이미 일부 포함 되

어 있다. 이중 회원국 및 서비스제공자가 기준을 정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처분

관련 지침이 명시27)되어 있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 할 수 있다.

특히, 처벌제도는 안전보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하는

안전관리방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잘못된 사항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

하나 그 잘못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보고가 활성화 또는 중

27) 2.5.2 Errors or violations may result in non-compliance with regulations or approved operating

procedures. Punitiv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acts of non-compliance may lead to a reduction in the

reporting of errors in the absence of other processes. Accordingly, the State and the service provider

must consider whether acts of non-compliance are the result of a violation or inadvertent error

when determining whether punitive action is appropriate, with the criteria normally being whether

non-compliance is the result of wi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ICAO Doc 9859,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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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정위반행위는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발생시켰느

냐에 따라 위반(violation)과 오류(error)로 구분한다. 이중 오류는 계획에서 단순

하게 벗어난 행위, 기억의 오류,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즉,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2> 처벌행위의 고의성을 구분하는 기준

오늘날은 이와 같이 운항현장의 종사자 등이 그간 경험하고 교육받은 결과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단순 실수·절차생략 등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고의·중과실

제외) ‘공정문화(Just Culture)’의 개념을 처벌정책에 반영하는 추세이다. 이는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태이후 생긴 개념인 안전문화

(Safety Culture)에 포함된 내용이다. 즉 안전문화는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성숙시키고 정착시키고자 고의성이 없는

현장 일선의 실수를 관리자가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말한다. 처벌은 실수의 원

인을 은폐하여 결국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바, 선량한 근로자들을 처벌

하지 않고 위험 유발요인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문화이다. 그

간 안전자율보고와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28)(FDAP, Flight Data Analysis

Programme) 운영원칙 등에만 반영되어있던 규정미준수 사항의 비처벌을 명시

하는 조항이 의무안전장애보고에도 반영되는 추세이다.

ICAO에서도 보고제도 본래의 목적인 활발한 데이터수집·위험식별·정책개선

28)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Monitoring Programme): 항공기의 속도, 고도, 기수방향 등 각

종 계기가 작동한 기록을 활용하여 조종사훈련, 기체결함 탐구 등을 하는 안전관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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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공정문화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

환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국제기준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이는 2018년 11월에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비처벌 안전장애보고를 정착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해외제도 현황

안전보고제도의대표적사례로미국과영국을안전보고제도와제도의확실한효

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양국의 안전보고자의 보호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1) 안전보고제도 개관

미국은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건의 분류를 위험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중대한 수준인 항공기사고(Accident)와

그 외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사건을 ‘인시던트(incident)’로 구분

하고 있다. 미국은 인시던트 중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10가지 유형의 인시

던트를 ‘중대한 인시던트(significant incident)29)'로 규정하고 항공기사고와 더

29) 미국 FAA는 중대한 인시던트를 다음의 각목으로 정하고 있다.

가) Flight control system malfunction or failure.

나) Inability of any required flight crew member to perform their normal flight duties as a result

of injury or illness.

다) Failure of structural components of a turbine engine excluding compressor and turbine blades

and vanes.

라) Inflight fire.

마) Aircraft collide in flight.

바) Damage to property, other than the aircraft, estimated to exceed $25,000 for repair (including

materials and labor) or fair market value in the event of total loss, whichever is less.

사) For large multi-engine aircraft (more than 12,500 pounds 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

(1) Inflight failure of electrical systems which requires the sustained use of an emergency bus

powered by a back-up source such as a battery, auxiliary power unit, or air-driven

generator to retain flight control or essential instruments;

(2) Inflight failure of hydraulic systems that results in sustained reliance on the sole remaining

hydraulic or mechanical system for movement of flight control surfaces;

(3) Sustained loss of the power or thrust produced by two or more engines; and

(4) An evacuation of aircraft in which an emergency egress system is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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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 Safety Board, NTSB)에 발생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NTSB는 접수한 항공기사고 및 중대한 인시던트에 대

한 발생원인·요인 등을 조사하여 미국의 연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안전개선권

고(Safety Recommendation)를 지시한다.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그 외의 인시던트를 각

종사자군 별 보고의 의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다. FAA는 중대한

인시던트 다음으로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인시던트 유형을 정부에 의무

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운항 중 항공기간 분리치가 부족했던 경우에

대해 조종사로 하여금 FAA의 관할 운항사무실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Near

Mid-Air Collision Report, NMAC Report).

항공기 제작 강국인 미국은 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고장, 결함 등을 보고하는

고장보고제도를 종사자 및 사업자가 의무보고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ervice Difficulty Report, SDR). 운항에서부터 지상정비까지 18개 유형의 고장

및 결함 등이 규정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들도 규정되어 있다. 항공

기가 허가되거나 계획된 운항에서 벗어난 경우(Pilot deviation) 등 7개 유형의

인시던트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험물보고, 조

류충돌 보고 등도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관제사와 조종사에 의무가 부여된 보고항목은 대부분 종사자 본

인에 의해 발생되는 인시던트가 아닌, 업무중 상대 종사자가 발생시킬 가능성

이 높은 인시던트 유형이라는 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고발하는

형태의 보고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형태가 고발의 형태인 만큼 의무보고로 접

수된 사항은 FAA 지역사무소의 사실조사를 통해 필요시 규정위반으로 행정처

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또 한 가지의 확인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FAA 조사관들은 해당 사건이 종사가자 안전자율보

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안전자율보고를 한 종사

자의 경우, 처분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법 등에 따라 처벌 받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보고란 종사자에게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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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안전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인시던트를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성실

하게 보고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대가로 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

영하고 있다.

미국의 안전자율보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1976년부터 모든 종사자를 대

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보고제도(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ASRS)'와 FAA가 2000년대 들어 운송사업자 및 정비업자 등과 개별 합의를 통

해(합의서 등 체결) 운영하고 있는 ‘항공안전이행프로그램(Aviation Safety

Action Program, ASAP)’ 등이 운영되고 있다

2) 항공안전보고자 보호제도

미국의 ASRS는 현행 전세계 항공안전보고 시스템 가운데 100만건 이상이

보고되었지만 단 1건의 신원노출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가장 완벽하

게 안전보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0)

ASRS는 해당종사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모든 인시던트를 보고 가능

하다. 보고를 한 종사자의 신분은 비밀로 지켜지고(49 US Code 40123)31) 고의,

범죄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법에(49 CFR 91.25)32) 따라 행정처분 면제 대상

이 될 수 있다.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기 위해 FAA는 제3의

기관인 항공우주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33) ASAP은 노·사·정간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안전자율

30) 김종복, ICAO 전략의제 대응연구-항공안전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개선 연구, p.17 참조.

31) Protection of voluntarily submitted information : (a) In General.—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either the Administrator of the FAA, nor any agency receiving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rator, shall disclose voluntarily-provided safety or security related information if

the Administrator finds that—

(1)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would inhibit the voluntary provision of that type of information

and that the receipt of that type of information aids in fulfilling the Administrator’s safety and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2) withholding such information from disclosure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Administrator’s

safety and security responsibilities.(49 U.S. Code § 40123)

32) Prohibitation against use of reports for enforcement purpose : The Administrator of the FAA will

not use reports submitted to the NASA under ASRS (or information derived therefrom) in any

enforcement action except information concerning accidents or criminal offenses which are wholly

excluded from the Program.(14 CFR § 91.25)

33) 문준조,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147,「한국항공

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p.147-148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第30卷 第2號352

보고제도이다. 법률과 관계없이 FAA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노·사·

정 각각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사자가 보고한 안전보고를 공동

을 조사·분석하여 안전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목적이다. 충분한 사

건경위 등 정보를 제공(sole-source report)하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한 보고

자는 BIG5(범죄, 음주, 약물남용, 약물오용, 정보변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면제를 받는 것이 동 제도의 운영규칙이다. 물

론 의무가 부여된 모든 인시던트가 동 제도를 통해 보고 가능하다. ASAP은 그

효과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FAA 관제사들을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Air Traffic Safety Action Program, ATSAP).

FAA의 사실조사(FAA Order 8020.1134)) 및 행정처분(FAA Order 2150.3B35))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보고와 안전자율보고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 종사자를 신고하는 성격을 포함하는 안전의

무보고를 통해 보고된 사항은 사실조사 중 상대 종사자가 ASRS 또는

ASAP/ATSAP으로 인시던트 발생현황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2가지 자율보고제도는 필요시 종사자 처분면제를 위한 참고

자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영국

1) 안전보고제도 개관

영국은 미국과 달리 의무·자율보고 모두 각 하나의 통합제도로 운영하고 있

다. 위험사건 종류는 Accident(사고)·Serious Incident(준사고)·Incident(안전장애)

3개 종류로 구분하고, 사고와 준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AAIB,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Board)가 준사고와 안전장애는 항공국이 보고를 받는다.

영국은 준사고에 대한 정의만 지정, 보고받거나 인지한 모든 Incident(준사고

+안전장애)를 조사과정을 거쳐 그 위험도에 따라 준사고와 안전장애로 구분한

다. Risk Assessment Matrix 등을 활용하여 위험도(Severity)에 따라 위험사건의

34) FAA Order 8020.11,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Notification, Investigation and Reporting, FAA,

2011년 10월4일

35) FAA Order 2150.3B, FA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gram, FAA, 200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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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준사고의 경우, 사고와 안전장애의 중간에 위치하여

보고자 또는 목격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국이

중복으로 보고를 받아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하고 위험도 산출의 정확도를 최대

한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항공국은 1976년부터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안전장애의

무보고(MOR, Mandatory Occurrence Reporting)를 정책개선용도로 운영하고 있

다. 미국이 각 종사자 별 개별 의무보고항목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항

공법(ANO, Air Navigation Order 2009, 226조 Mandatory reporting of

occurrences)에 MOR관련 종사자 보고의무, 면책, 개인정보보호 등의 원칙을 정

하고 관련 고시(CAP382)에 각 종사자별 보고항목 등 상세내용(총100개 보고항

목)을 설명하고 있다. 종사자 별 보고양식도 모두 상이하여 업무별 특이사항을

모두 수집 가능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자율안전장애보고인 ASRS을 벤치마킹한 통합형 자율안전장

애보고(CHIRP, The UK Confidential Human Factor Incident Reporting

Programme)를 198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무보고가 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보고자 대상인 반면 자율보고는 개별 종사자가 보고자이고 보고자 종류별 보고

양식은 모두 상이하다. 보고 항목은 인적오류, 잘못된 관습·규정 등으로 안전의

무보고 외의 경미한 위험사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안전보고자 보호제도

영국은 최대한 많은 잠재위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친 보고자정책을 함께 운영

하고있다. 안전장애보고는보고자에대한비난또는책임추궁이아닌사고예방을

위해 활용하는것이목적이고(ANO 2009 제226조제2호) 고의(wilful violation)·중

과실(gross negligence)·범죄(criminal)를제외한모든보고된정보를처분용도로활

용하지 않을 것(ANO 2009 제226조 제17호)을 법에 명시36)하고 있다.

36) Mandatory reporting of occurrences : 226. (2) The sole objective of occurrence reporting is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ncidents and not to attribute blame or liability.

(17) Without prejudice to the rules of criminal law, no proceedings may be instituted in respect

of unpremeditated or inadvertent infringements of the law which come to the attention of the

relevant authorities only because they have been reported under this article as required by Article

4 of the Occurrence Reporting Directive, except in cases of gross negligence. (ANO 200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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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고37) 공익신고자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을 적용하여 소속 기업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P382의 'Statement by the Chief

Executive of the CAA'를 통해 자국의 항공종사자 및 산업계에 공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자율보고는 항공법 등 개별법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

닌, 항공국에서 확보하는 기금으로 제3의 공익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제3의 공

익단체는 외부로부터 보고된 정보(비처벌)와 보고자(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

는 원칙으로 자율안전장애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시사점

ICAO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 제도를 살펴본 결과, 안전보

고제도는 ‘누가(who)’가 아닌 ‘왜(root cause)’ 이와 같은 사건(안전장애 등)이

발생되었느냐에 초점이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자의 처벌·개인정보 유

출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종사자의 활발한 보고제도 참여를 위한 여건을 형

성하여 보다 실질적인 현장의 취약점을 식별·개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표 6>에서 볼 수 있듯, 각 국가별 문화·사회적 분위기를 제도가 반영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를 지향하는 미국의 경우, 자율안전장

애보고의 보고범위를 의무보고 보다 넓게 지정하였고 상대방의 과실을 신고하

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업무협조 상대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형태

의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과실 또는 실수를 발생시킨 본인이 이

를 자발신고 할 경우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마련되어 있다. 즉, 의무

보고를 비처벌로 운영하지 않지만 자율보고의 보고범위가 넓어 비처벌 의무보

고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처벌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법·사회규범 등을 중요시 하는 문화를 반영하여 항공

안전의무보고의 범위가 넓고 매우 세분화되어있다. 더불어, 자신의 과실 또는

실수를 자신이 직접 신고하고 바로 잡는 형태로 자발신고를 활성화 하고 있다.

37) (16) The names or addresses of individual persons must not be recorded on the datab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ANO 200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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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안전증진에 기여코자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각 국가

별 특징에 맞고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 관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상 영국식 안전보고제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ICAO(現)
ICAO

(개정안)
미국 영국 우리나라

보고내용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총40여개 항목)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총100여개 항목)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총50여개 항목)

특징
의무보고

중심

의무보고

중심

자율보고 중심

(준사고 10개 항목

외 모든 사건은

자율보고도 가능)

의무보고 중심

의무보고 중심

(자율보고 8개

항목)

※참고.

자율보고

항목

의무보고

외의

사항

의무보고

외의 사항

준사고(10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사건

관습, 절차,

인적오류 등 사건

인적오류 등

8개 항목

처벌 -

비처벌

(고의·중과

실 제외)

처벌

(단, 자율보고 연계

하여 비처벌 가능)

비처벌

(고의·중과실 제외)

처벌

(고의·중과실

제외)

보고자

개인정보

보호

- ○
-

(자율보고는 보호)
○ -

활용공개

제한
- ○ ○ ○ -

<표 6>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현황 비교

Ⅳ. 국내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는 위험사건을 사고-준사고-안전장애-경미한 안전장애 등 4개 등급

으로 구분하고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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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와 준사고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있고, 정책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는 모든 위험사건을 수집하고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국제표준을 반영 우리법규에 사고·준사고보고, 항공안전의

무보고, 항공안전자율보고, 기장보고, 위험물보고, 고장보고, 위험물보고, 조류

충돌보고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의무보고의 경우 미국의 개별식 제도와 영국의

통합식 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준사고보고(15개 항목)
➡

2006년

안전장애보고(8개 항목)
➡

2009년

자율보고(8개 항목)

<그림 3> 국내 항공안전자율보고 접수현황(출처. 국토교통부)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처음 안전보고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도입한 준사고보고 제도는 지금의 항공안전자율보고(항공법 제49조의

4)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비밀보장, 면책 등의 조건들이 확보되어

있는 비밀보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준사고보고제도는 2006년 보호항목 조정

및 명칭변경을 거쳐 2009년부터는 항공안전자율보고라는 명칭의 제도로 운영

되고 있다. 보고 항목이 항공법 시행규칙 제145조38)에 8개로 변경된 2006년 이

38) 1.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

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운항 중 항로 또는 고도로부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탈을 한 경우

3. 같은 시간대에 관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호출부호가 사용된 경우

4. 운항 또는 정비업무 중 정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혼동·오류가 있는 데이터 또는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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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안전보고 접수 건수를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07년은 총148건이 보고되어

국적항공사 10만 운항횟수 당, 54.61건이 접수되었고 약 7년이 지난 2013년에

는 총186건으로 국적항공사 10만 운항횟수 당 68.63건의 보고가 접수되어 미약

하지만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의무보고는 2000년대 중반 항공기 고장 및 운항장애 등을 보고하는 ‘고장보

고 등의 보고(20여개 보고항목)’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이를 발전시킨 항공안

전의무보고(50여개 보고항목)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의 조류충돌보고, 고장보

고, 위험물보고 등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별도 운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부의무보고가 통합

형과 개별형이 혼재되어 일부 보고항목이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고는 개별·통합 제도와 무관하게 모든 규정미준수 사항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는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되는 의무보고인 항공

안전의무보고(항공법 제49조의3)의 안전보고 접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

도홍보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접수건수 564건 750건 851건 948건 3,113건

<표 7> 의무보고 접수현황(출처. 국토교통부)

보고된 안전보고 항목은 주로 조종·정비·관제 등의 인적요인보다는 <표 8>

와 같이 조류충돌·번개조우·난기류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안전장애가 대부분

이다. 안전보고 접수는 사고·준사고 조사결과에서 약70%가 인적요인으로 발생

되는 점과 상반된 현상이다.

있는 경우

5.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절차나 제도 등이 발견된 경우

6. 항공기 운항 중 공항시설 또는 항로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7.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지도 등에서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

기 등을 발견한 경우

8. 인적요소(Human factor)를 통한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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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류 번개 ACAS 고장 RTO
지상

조업
난기류

화재

경보
기타 계

10년 226 16 79 31 38 10 4 5 155 564

11년 206 88 82 41 80 49 27 13 164 750

12년 251 112 98 37 97 23 48 9 176 851

13년 285 155 110 62 92 27 49 82 86 948

총계 968 371 369 171 307 109 128 109 581 3,113

<표 8> 유형별 항공안전의무보고 접수현황

2. 문제점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모든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제도를 요약·정리하여

살펴보면, 우리 산업계와 종사자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항현장의 잠재위험을 직접

접하는 종사자들이 제도 이행을 위한 시간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일부는 중복

되어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의 신설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개

인정보 보호, 규정미준수 건에 대한 면책 등 공익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가 부족하여 제도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자율

안전장애 보고의 경우, 내용이 8개 보고항목에 대한 항공종사자들의 이해부족

으로 보고가 제한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8개 보고항목이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안전관련 사건이 자유롭게 포함될 수 있음을 현장종사자들이 파악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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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근거)
보고항목 보고자

처벌
기타

보고누락 규정위반

사고·준사고

발생보고
(사고조사법 17조)

사고,

준사고
(16개)

기장 등

항공기

소유자

벌금500만원
(사고조사법 36조의2)

- -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법 49조의3)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49개)

종사자

등

관계인

과태료100만원
(법183조의2)

규정미준수 처벌

고의·중과실로

장애 발생 시

자격정지(법33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
(항공법 49조의4)

경미한

장애
(8개)

경미한

안전장애

목격자

등

×

규정미준수 면책

고의·중과실로

경미한 장애 발생

시 종사자는

자격정지(법33조),

일반인은 과태료

20만원(법183조)

보고누락

처벌 없음

보고자

익명보장

고장보고
(항공법 22조의2)

기체의

고장, 결함

형식증명,

제작증명,

운송사업,

사용사업

과태료100만원
(법183조의2)

규정 미준수 처벌 -

기장보고
(항공법 50조)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49개)

기장 등

항공기

소유자

기장 자격정지
(법 33조)

사업자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0∼2,000만원
(법115조의3)

규정 미준수 처벌 -

위험물

사고·준사고

보고
(위험물기준

201조)

위험물

사고,

준사고

항공운송

사업자

기장 자격정지

(법33조) 사업자

운항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법115조의3)

규정 미준수 처벌 -

조류충돌보고
(법 시행규칙

243조)

조류충돌 항공사 해당 없음 -

<표 9> 국내 안전보고제도 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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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제도 개선방안

1. 보고제도 간 통합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보고제도는 미국의 종사자별 보고

제도와 영국의 통합형 안전보고가 혼재되어 있어 중복 보고내용이 있다고 언급

한바 있다. 보고자 입장에서 업무과중은 물론, 정부의 행정업무에도 중복이 발

생 할 수 있어 효율 증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우리는 인정

해야 할 것이다.

개별 보고제도 관리 중 발생하는 행정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보고의무가 부여

된 모든 보고제도를 ‘항공안전의무보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

다. 모든 항공종사자가 한 개의 법조항과 관련 규칙·지침 등을 파악하면 본인의

의무를 모두 숙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 이 경우

에는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고항목 및 보고양식을 명확하게 지정해 줘야 정

보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종사자의 편리증진은 물론 접수한 보고의 관리 효율성

도 증진케 한다. 일원화된 관리체계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데이터 통합분석

이고 통합분석만이 보다 유의미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국제기준 변화도 진행 중이다. 2015년 2월, ICAO가 개최한 고위

급항공안전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부속서19의 보고제도와 타부속서의 보고제도

간 상호관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제(working paper)를 발표하였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39)으로 채택된바 있

다. 우리나라 대표단이 제기한 내용의 골자는 안전관리의 효율증진으로 통합안

전관리를 하도록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바, 그 행정절차 통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이중행정은 운항현장에서부터 정책결정에서까지 모든 업무

를 중복케끔 하는바,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현행 국제기준과 관련 지침을

39) ICAO, Second High-Level Safety Conference Report, Montreal, 2-5 February 2015, Doc10046,

p.3-7, Recommendation 2/1 c) Enhancing State Safety Programme (SSP) provision,

"2) ICAO should harmonize the safety data collec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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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의제는 ICAO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소관 사무

국 및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산하 패널(Panel)에 의해 국제기

준 및 지침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기준의 변화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 운항현장에서 보고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보고할 수 있고, 이를 관

리하는 당국에서도 통합관리가 용이토록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2. 항공안전장애 범위 개편

현행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보고대상은 항공기사고, 항고기준사고, 항공안전장

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 사고와 준사고는 역사가 길고 국제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많아 그간 우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일부 용

어정의상 미세하게 상이한 점은 있자만 영국, 미국 등 항공선진국이 제도에 반

영한 정의, 범위 등과 동일한 범주 내에 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실정이 조금 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ICAO에서 정의한 인시던트는 항공기사고롤 발전할

수 있거나 발전 할 우려가 있는 이벤트이다. 이와 같은 사건 중 결과

(consequence)가 어느정도 명확하게 들어나고 항공기사고와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 유사한 경우는 그 발생유형을 구체화하여 심각한 인시던트

(serious incident)로 명칭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인시던트의 경우는

위험도가 경미한바 우선 발생결과(consequence)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발생

유형 자체를 구체화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규정위반 등이 사고, 준

사고, 안전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심각도가 아닌 규정 준수여부를

안전장애의 범위로 삽입하는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도 나타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별

표 6(항공안전장애의 범위)을 살펴보면 ‘관제지시 또는 허가의 위반’, ‘비행절

차 위반’ 등의 항목이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항목들은 ‘허가받은 항공로를 벗

어난 경우’ 등 보다 구체화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발

생유형을 장애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항공기 기종별 특성(고정익, 회전익, 제트기, 프로펠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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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단계 더 세분화하면,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안전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안전데이터 표준분류체계의 도입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기반 정책은 현재 축척된 데이

터를 바로 활용해서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개개인, 조직별 생각이 다르

듯 축척된 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기준 자체도 모두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이다. 여러 조직 등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합해야지 만이 빅데이터

가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이 미국, 인도, 중국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

가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안전보고제도로 수집되는 안전데이터를 장차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 ‘항공기 이륙’ 단계를 예시

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 항공기 이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의를 다르게 내

릴 수 있겠다. 누구는 항공기가가 활주로에 정대한 시점부터 이륙활주 후 수평

비행(level flight)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를 이륙단계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누

구는 항공기가 이륙활주를 마친 후 기체가 공중 부양된 시점부터 초기 상승시

점까지를 이륙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안전데이터 분류에 규칙이 명확히 없는

경우, 당장 비행단계부터 사람 또는 조직마다 다르게 통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의 통합은 무의미한 빅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동물의 분류를 포유류,

조류 등으로 구분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관련 용어정의를 채택하였듯,

안전데이터도 그 특성에 따라 분류 및 해당 분류별 용어정의를 통일해야만 유

의미한 빅데이터를 구축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4의 예시와 같이 한 건의 이벤

트(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등)를 위험도, 발생유형, 비행단계, 피해정도, 원인,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를 규칙적으로 하여 관련 통계를 내고 취약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안전데이터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도입

하여 단순통계를 넘어 보다 수준 높은 빅데이터를 구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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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전데이터 표준분류체계 구축방향(안)

4. 안전데이터 공유자 보호 강화

관리자는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만큼 현장의 종사자만큼 위험요인에 노출되

어 있지 않다. 그만큼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작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이와 같은 맹점을 보완하고 관리자가 안전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보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 위험정보의 다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은 규정을 일부 위반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정보를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 선뜻 보고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 실정이다. 다시 말해, 본인만 알

고 넘어 갈 수 있는 규정위반사항을 긁어 부스럼 형태로 관리자나 국가에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는 보고의 의무여부로

나누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구분하는 개념과는 별개의 분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

이익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심리상태를 고려 안전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안전보

고 등 정부 또는 기업과 안전정보를 공유하는 현업종사자를 일정 수준 이상은 보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第30卷 第2號364

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란 개인정보의 보호는

물론 처분까지 면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고의적으로 범한 행위 또는 중과실

은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면제대상에 포함 되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법 체계를 검토하여 처분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만약 당장 도입이 불가할

경우, 단계적 도입방안이라도 검토해야겠다. 항공사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실시

하고 있는 ‘Go-around 장려정책’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현장 업무

중 일시적으로 규정된 범위 밖에서 업무(비행)를 하였더라도 이를 만회하기 위

한 정식 후속조치를 바로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한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실수로 잘못된 플랩을 셋팅 후 이륙활주를 하던 중, 항공기 시스템

경고를 인지하고 결심속도(V1) 이하에서 이륙을 중단한 경우’, ‘ILS접근 중 표

준고도 범위 이상에 위치하여 복행을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

조직 관리자 및 정부의 입장에서 규정위반에 대한 처분을 면제 할 수 있는 충

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것으로 인지 할 수 있겠다. 전면적 비처벌 의무보고 도입

우리나라 법령 체계 상 도입이 힘든 경우 이와 같은 행위의 처분면제를 우선으

로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Ⅵ. 결 론

항공안전보고제도 정부와 업계가 항공안전데이터 운영하는 SSP(State Safety

Programme)·SMS(Safety Management System)의 기초제도이다. 안전보고로 수

집한 데이터가 안전데이터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실

감하는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실질적인 안전데이터라고 이를 평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필요로 하겠다.

풍부한 수량의 의미 있는 안전데이터를 운항현장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부의

단순 제도시행만으로는 현장 종사자(민원인) 및 국민의 호응을 얻는 것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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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고 있다. 보다 수준 높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첫 번째로 국

민을 상대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정책으로는 근본적 안전증진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

에 도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은 정부가 보고제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정부는 수

집된 정보를 단일 건별 분석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건별 분석을 통합하여 빅 픽

쳐(Big Picture)를 보고 추세·경향에 따라 우리 현장 및 제도의 취약점을 과학적

으로 발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보고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정부는 안전보고제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 빅데이터를 축척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차 이를 근거로 국민의 근

본적 항공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보고제도를 문책성 제도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운항현장의 분위기 변화

를 위한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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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

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

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

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

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

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

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

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

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

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

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

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

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

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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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

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

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안전보고, 자율보고, 의무보고, 안전데이터, 안전관리시스템, 부속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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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Chang, Man-Heui*

40)

In recent years, aviation safety has been facing new hazard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aircraft operation increasingly finds.

Continuously increasing air traffic volume, integration of various cultures from

many States, and many other changes are the causal factors of the new risks. To

identify such new hazards and ris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established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However,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by the government in operating

and by the personnel who take part in these reporting systems. Everybody should

understand that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not a punitive measure but a

tool for collecting data in order to improve safety. In addition, such a system can

be utilized further to promote an improved awareness on the need for a proper

safety culture on the part of both the government, the industry and the personnel.

This paper includes studi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oreover, this paper proposes to the

government of ROK several points to improve their own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of the existing reporting systems, improvement of reporting items, implementation of

safety data taxonomy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data protection.

Key words : safety reporting system, safety management system, state safety

programme, Annex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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