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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03년 라이트형제에 의한 동력항공기의 운영 

이래 수많은 항공관련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필두로 여러 국가들은 당해 

국가의 실정과 방향에 따라 항공안전도를 향상 

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

가는 물론, 항공기를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 항공

기 관련 산업, 교육기관, 항공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항공안전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1938년 미국의 민간항공법이 제정

되면서 기초가 제공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작

된 1947년의 ICAO와 1958년 FAA 창설로 조직

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7년의 Tenerife 공항 

충돌사고는 타 산업에서의 협력과는 다른 차원의 

항공종사자의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계

기가 되었으며 1979년 NASA 워크숍 주제로 

Human Factors와 CRM이 제시되면서 항공분야

에 부합되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

는 항공안전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발전된 CRM, SMS, USOAP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항공안전활동이 추진되었고 항공

감독프로그램(Safety Oversight Program)이 각 국

가의 실정에 부합되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항공분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항공안전

과 관련된 사고와 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항공안

전활동의 배경과 개념을 포함하는 이론에 대한 

정립을 목표로 문현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으로써 항공안전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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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항공안전활동의 추진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안전관리 개념과 변천

2.1 안전관리 개념

Huang(2009)은 안전에 대한 개념을 사고방지

(accident prevention) 차원과 연관시키려는 경향

을 보였는데 안전의 의미를 무사고, 또는 보다 

현실적이고, 사고의 가능성이 없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34] 2013년 9월에 발간된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Safety of Air Navigation
(EUROCONTROL) From Safety-I to Safety-II: A
White Paper에 의하면, 안전관리 원칙(safety
management principle)은 어떤 결함이 일어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사고는 나지는 않

았지만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는 것이 형식이었다. 그러므로 사

고 조사의 쟁점도 사고 발생원인, 그리고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위험 평가

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

고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사고의 모든 

원인을 제거 하거나 방어책을 더욱 증진하는 것 

또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었다.[35]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이 시대는 

오늘 날과 비교해서 시스템이 단순하고 각각 독

립적인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안전관리가 

통용 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 당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 하든지 아니면 중단되던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특징이 있었으며 대개 이

러한 단순한 시스템은 확실한 분석과 상세한 조

사가 가능하였으므로 결함을 수정하는 것도 용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부

합되지 않는데 오늘날의 항공기 운영시스템은 과

거방식으로는 분석 자체가 쉽지 않고, 옛날과 달

리 흑백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다양하고 유연

성을 강조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변화되었기 때

문이다. 즉, 과거의 방식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지시 받은 대로 해서라기보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신이 행동을 조금씩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시

스템이 더 발전함에 따라 이런 변화를 줄 수 있

는 능력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성

공적이 행동을 위해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는 이

러한 적응(adjustment)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즉, 과거의 안전관리 방식은 현재와 같은 복잡

한 시스템에 부합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므로, 이

를 새로운 관점을 받아 들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업항공의 사고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려하는 것만큼 사고발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항공 종사자들이 주어진 

기준을 잘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

조 하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맞춰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갈

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의 항공운항시스템에서는 

단순이 규칙을 준수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행동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안전증진을 위한 도전 

과제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이 행동에 변화

를 주며 융통성을 갖고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

에 대해서 종사자 개개인이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에 대

해서 관리자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이

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잘못될 가능성

을 없애려는 방식으로부터, 대부분의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방식(from ensuring that ‘as few
things as possible go wrong to ensuring that
‘as many things as possible go right)으로 변해

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원칙도 지속적으로 특정

한 상황에 맞춰나가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고조사의 목적도 보편

적으로 어떻게 일들이 잘 해결되는 지에 대한 이

해를 통해서, 왜 가끔씩 잘못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위험분석에 대한 평가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하는데, 행동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통제하

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

력을 해야 한다. 항공교통의 수요가 증대되고 시

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안전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

어야 한다.
사고방지의 관점에서 특정 사례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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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

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

한 방법은 Fig 1과 같이 사고관리와 안전관리를 

병행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 안전문화 관리로 가

는 것이 해결책이다. 안전문화 관리로 가는 것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해결책들은 계속 적용해도 되

지만, 사고 또는 사고 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상황

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강조점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문화 관리의 관점에는 무엇이 잘되고 있는

지를 지향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결함의 가능성에 대한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고,
세부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생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도 포함 되는 것이다.

Figure 1 Accident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Source: From Safety-I to Safety-II, A White Paper,
EUROCONTROL,(2013) The imbalance between things that
go right and things that go wrong(2009), p6을 근거로 연구

자가 작성[34][35]

항공기 운항 측면의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고방

지의 측면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

지만 정책이나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거시적 관

점으로 보면, 사고방지라는 개념은 안전이라는 

개념을 너무 협의적으로 속박하는 것과 같다. 그

러므로 항공안전은 단순히 ‘사고방지’로 제한해서

는 안 되며, 위험관리라는 곳까지 그 영역을 넓

혀야 한다. 즉, 안전관리라는 확률적으로 발생 가

능성이 낮은 사고나 준사고와 같은 것에 집중하

는 방식은 사고관리 개념에 속하므로, 안전관리 

영역을 전체로 보고 관리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더욱 심화 시

키는 것이 안전문화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안전관리 기법은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하는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HRO)분야에

서, 주요 대형사고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

었다. 안전관리기법은 매 시대마다 큰 재앙을 일

으킨 사고원인의 쟁점이 반영되어 변천되어왔는

데, 1970년대는 미국 NASA와 FAA가 주도하여  

항공 우주분야를 선도하여 왔다.
항공분야가 두 기관을 중심으로 1980-1990년대

에 걸쳐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기반으로 

하는 CRM(crew resource management)에 집중하

는 동안, 항공 이외 HRO 분야는 SMS(safety
management system)나 안전문화 관리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HRO 분야에서의 근대적 안전관리 기법은 

1980년대에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1987년 11월 영국 King’s cross 지하철

역 화재사고, 1987년 3월 Zeebrugge에서 Dover
로 가던 Herald of Free Enterprise 여객선 침몰

사고, 1988년 7월 북해의 Piper Alpha 폭발사고,
1988년 12월 Clapham 교차로 여객열차 충돌사

고, 1986년 1월 우주왕복선 Challenger호와 2003
년 1월 Columbia호 폭발사고, 2003년 7월 워베링

겐(Uberlingen) 공중충돌사고, 그리고 2005년 3월 

텍사스 BP 정유공장 사고 등이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고들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분야는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시

대별 안전관리 쟁점의 변천과 HRO분야의 안전관

리기법을 살펴보고, HRO에서 항공분야를 분리하

여 두 분야의 안전관리기법을 비교하는 것은 매

우 의미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Aviation Safety Chronological table

시
대 연도

분야별 내용

항공분야(Aviation) 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직
관
적 
안
전
관
리

1914-
1818

항공생리. 항공심리학의 
개발과 적용

1926 항공산업법 제정(미국) Domino Theory

1938 민간항공법 제정(미국) Hienrich Accident
Pyramid(삼각형)

1940
년대

항공우주분야 시스템안전 
개념 소개(미국)

Maslow’s Hierarchy of
Needs

행
정
위
주
안
전 

1945
부터

인간공학연구와 인간능력 
발휘를 위한 인간 중심 
장비 설계 개념도입

User-centered design
concept : PCP(pilot
centered principle)

1947
ICAO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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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MS and CRM : Parallels and Opposites in

their Evolution, J. Velazquez et al., 2015에서 제시한 
5가지 시대 구분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36]
2.2 안전관리 변천

Wiegmann et al., (2007)는 HRO 전체적인 관

점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사고의 원인에 따

라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37]
첫 단계는 기술 관리(technical period)시대이

다. 이 시기는 공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성능의 

하드웨어가 출현하던 시대적 특성에 따라, 대형 

사고원인도 기계적 결함이나 장비의 신뢰성과 구

조적 안정성의 문제로 보고, 이에 부합되는 이론

을 수립하여 관리를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인간실수(human error period)

관리시대이다. 이 시대에 발생한 사고들의 특징

은 기계적 고장이나 결함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

보다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고가 많이 발생

한 시기로 사람의 실수에서 유발된 인적요인

(Human Factors) 이론으로 안전관리 쟁점이 전

환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공학(social technology

period) 관리시대이다. 이 시기는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사고가 단순히 생산과 직접 관련된 특정 사람

의 실수가 아니라, 생산라인 전체를 관리하는 복합

적 시스템 내에 속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함

에 의해서 실수가 유발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

고로 발전된다고 보는 시대이다.
네 번째 단계는 안전문화(safety culture period)

관리시대이다. 이는 주요사고가 단순히 일선 종사자

들의 근무 태도나 역량 그리고 기술분야의 상호작

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팀 협조 능력수행 성패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대를 말한다.

2.3 항공이외 HRO분야 안전관리 변천

항공분야를 제외한 석유화학, 해양유전 등 

HRO 분야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

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기법을 개발하였다.
Hudson(2001)은 HRO분야의 안전관리의 대표

적인 흐름은 Fig 2와 같이 다국적 석유탐사 및 

생산업체인 Shell Exploration & Production
(SEP)사의 안전관리 사례처럼 ESM(enhanced
safety management),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HSE-MS(healthy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과 같은 기법을 거쳐 현재

관
리

1958 FAA 창설(미국)
1967 NTSB 창설(미국)

인
적
요
인
을

통
한

안
전 
관
리

1974 TWA 514 (B727)사고 영국 Flixbrough 사고;
CIMAH 법

1977 Tenerife 공항 충돌사고 이탈리아Seveso 사고;
Seveso II 훈령

1979 NASA워크숍 주제 CRM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1983 캐나다Dryden공항 
이륙사고

기업 조직관점으로 
접근 계기

1986 Chernobyl사고; 안전문화용어사용

1988 영국 북해 Piper Alpha사고; SMS 개념 도입

1980
년대

1세대CRM; 관리유형과 
조종실내 그룹간상호작용

80년대 ESM(enhanced
system management)

거대 국제기업(Du Pont
& Shell)의 11가지 원칙2세대 CRM;

Crew개념확대

인
적
요
인
과

조
직
관
점
의
안
전 
관
리

1990
년대

항공안전철학; 조직요인이 
포함된 조직안전관리시대

기술, 인간, 조직요인을 
포함한 시각으로 전환

3세대 CRM; Crew 개념 
확립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4세대 CRM; AQP 도입

1991 미국 Continental Express
2574 편 추락사고

J. Lauber; CE의 기업 
문화 결함으로 언급

1993 MPK 사고(한국) 영국보건안전성;
안전문화정의

1995 항공안전절정기(미국기준)
1997 GUM 사고(한국) Reason’s 치즈모델(1998)
1999 STN 사고(한국)
90년
대

5세대 CRM; TEM

2000
년대 
초

ICAO SMS for Air
Traffic Service

GAIN 안전문화 조사 
설문지(2000)

산업분야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2001, 네덜란드)
호주 항공안전 환경 

조사(2004)
2006

ICAO SMS 출발☞
(1)안전정책, (2)위험관리 
(3)안전확신 (4)안전장려

공
유
를

통
한

체
계
적  
안
전 
관
리

2006
ICAO SMS 1stEd

Manual SMM
FAA Circular120-92
Introduction SMS

2007 FAA SMS pilot Project
시행

2008
ATM Whitepaper 2008
(SMS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문화 정의)

FAA 안전문화조사 
도구(SCISMS)

2008년 2차설문(문봉섭)

2009 ECAST 안전문화 프레임 
워크 

남아공 정비사 안전 
문화(논문)

2010
FAA 항공사로부터 공항 
관리 당국까지 영역 확대

아일랜드; 국가항공안전 
문화조사안전문화연구 
(콜로라도대학 논문)

2011 미국NRC; 좋은(good)
안전문화특성정리

2013
ICAO SMM 3rd Ed 발행 

SFO사고 (한국)
ICAO 통계; Fewest
number of fatalities

(173) year

2014
CAO통계;Highest

number of fatalities(904)
year in the last 5 year

스웨덴 안전문화 
평가조사, 호주;

안전문화정의 조사연구

2015
CRM을 자동화, 기술,
피로까지 관심을 넓힘

HIJ 사고(한국)

미국 TCRP 안전문화 
증진 연구

2020
예측과 안전을 위한 양적 
기법으로 CRM, SMS를 
강조. FAA; SMS를 주요
규정으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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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문화(Safety Culture)관리가 정착 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38]
이 회사는 1987년 영국의 북해 유전에서 발생

한 사고가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SEP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Safety Management
System(SMS)이다. SEP는 1985년에는 LTIF(Lost
Time Injury Frequency)가 전체 OGP(Oil Gas
Product) 평균보다 높았으나 SMS 적용 이후 현

저하게 낮아지고 안정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SMS 추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Hudson,
2001).[38]

2.4 항공분야 안전관리 변천

항공운송 분야에서도 초기에는 안전에 대한 관

심이 대부분 기술적 결함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

었으며 비행 중이거나 지상이동단계에서 의도되

지 않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문제를 실행착오를 

통해서 해결하는 도미노 이론과 같이 단순한 선

형적인 방법이 통용되었다(Heinrich, 1931).[39]

Figure 2 The evolution of safety in Shell’s
Exploration and Production function.

Source; Hudson(2001),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culture, the long Hard. figure 5[38]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공학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인적요인의 문제로 초

점이 변화하였고, 확대되어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넘어 안전문화의 개념으로 보는 시

대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고 조사와 분

석과 설명에 쓰이는 모델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

게 변화되지 못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생각이나 

안전관리 관행들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시행착오만을 가지고는 적응하기 어

려운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2.5 심리학 관점의 항공안전관리 변천

Johnston N. et al.(1994)는 항공안전관리의 변

천을 심리학의 접근방법에 따라 시대적인 구분을 

하였다.[40]
첫 번째는 행동심리학과 인지심리학시대이다.

194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인간의 인

식과정과 직무분석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이론을 항공운항에 적용하였다. 이 

시기는 일선 종사자인 조종사와 정비사, 운항관

리사 그리고 관제사들의 선발과정, 훈련기법, 비

행시간과 근무시간의 제한, 장비의 설계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시대이다.
두 번째는 사회심리학의 시대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로 학문적으로 인간의 의사결

정에 대한 자료 축적과 조직심리학적 분석을 통

해 얻은 소그룹의 역동성 증진을 위한 사회심리

학적 접근법이 전성을 이룬 시기로 소그룹 내에

서의 의사결정과정과 정보흐름의 파악에 관한 학

문적 이론을 통하여 리더십과 follower ship을 중

심으로 문제 해결방법을 찾은 결과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다. 이 시기는 항공안전관리는 모든 문제를 

Human Factors로 접근하였으며 정형화된 사회심

리학의 전성기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Human
Factors에 근거한 CRM기법의 발전과 LOFT(line
oriented flight training)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 

관리 도구가 된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개념의 정착은 개인 간의 문제

에서 집단 내의 문제해결 방식과 조직 전체를 포

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며 실수관리(error
management)와 위험관리(threat management)로 

발전되면서 CRM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프로

그램을 만든 사람들과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 

간의 문화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문화심리학 시대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를 인적요인의 황금기라고 보았다. 그 

가운데 1990년대를 문화시대로 보게 된 것은 

1989년 3월 10일, 캐나다 Ontario주 Dryden 공항

에서 일어난 Air Ontario 항공사의 F-28 추락 사

고가 계기가 되었다.
65명의 탑승객 가운데 21명의 승객과 3명의 승

무원이 사망하였는데 이 사고는 날개에 쌓인 눈

을 제거하지 않고 이륙하면서 일어나면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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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공업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

을 주었는데 사고결과에 대한 1,500쪽에 달하는 

최종보고서에서는 기장의 의사결정 상의 문제점

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사고는 기장의 결

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잘

못된 의사결정은 기장 단독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시스템의 총체적 결함에 의해서 

비롯됐으며 만약, 시스템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 

했더라면 그 잘못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관리자, 운영자 그리고 승무원

들이 기장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하는 교훈이 되는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사고를 통해서 항공업계는 사고조사에

서 부분적인 접근보다 전체를 보기 시작 했으며,
항공사의 문화(cooperate culture)와 그것이 개인

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안전과 안전문화가 쟁점

화하게 되었다.

2.6 인적요인 관점의 항공안전관리 변천

Velazquez J. et al.(2015)은 항공분야의 안전관

리변천을 Human Factors관점에서 20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41].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항공분야에 안전

과 인적요인의 도입 단계로 보고 ①직관적 안전

관리 시대, ②행정 위주의 안전관리시대 ③인적 

요인을 통한 안전관리 시대로 구분하였으며 1990
년대 이후는 ④인적 요인과 조직관점의 항공 안

전관리 시대, ⑤공유를 통한 체계적 항공 안전관

리 시대로 세분하고 있다.

2.7 연대별 항공안전관리 쟁점의 변천

상업항공이 보편화되던 초기에는, 항공기가 비

행을 하다가(Fly) 사고가 나면(accident), 조사를 

하여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수정(fix)한 다음 

다시 비행(fly)하는 식의 FAF(fly-accident-fix)의 

순환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항공 안

전관리는, 그 시대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쟁점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ICAO는 사

고원인을 Fig 3과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술

요인, 인적요인, 그리고 조직의 요인 등 세 가지

로 구분하였다.
1900년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는 기술시대

(Technical Period)이었다. 이 시기는 항공이 대중

교통 수단의 형태로 기틀을 잡아가는 태동기였으

므로 발생한 주요 사고들은 기술적 결함에 의해

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므

로 이 시기는 항공기 사고조사도 주로 기술적 요

소에 대한 규명에 집중 하였다. 이어서 197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를 인적요인시대(Human
Factor Period)라고 지칭되었다.

이 시기에는 항공기 제작 기술의 향상으로 안

전성이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그 결과 항

공기 사고의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어 항공운송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 되었다.
기술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줄어든 반면, 상대

적으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아졌다.
항공 관련 제도나 법규가 제정되고 절차 등이 개

선되었다. 이때부터 안전관리 분야는 인간과 항

공기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인적요인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실수를 관리하기 위한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인적요인의 관점은 운영시스템이나,
조직적인 역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이기보다

는 운영 일선에 있는 개인에게 그 초점을 맞추었

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후 1990년대 초에

는 항공운항시스템이라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일

하는 각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요소

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를 조직의 요

인시대라고 불리어 진다.
조직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안전관리 쟁점은 

기술이나 인적요인에 추가적으로 조직요소를 더

하는 시스템적 관점으로 바뀌었다.

Figure 3 The evolution of safety
Source: ICAO SMM 3rd Ed 2-2 그림 2-1을 근거

로 연구자 작성[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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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직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개념이 도

입되어, 조직문화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관리 

효율을 높이는 정책의 영향 등을 고려하기 시작

하였다. Fig 3과 같이 분석(Analysis)과 행동

(Behavior)과 문화(Culture) 등 3가지 단계로 구

분하고 ‘안전관리 변천의 ABC’로 부르기도 한다.

2.8 Safety-I 에서 Safety-II로 변화[43]

(1) 제1의 안전(Safety-Ⅰ)
제1의 안전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을 막아내

는 것”이 목적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인식될 때에 강조되어 왔다. 기대하지 않

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경우에는 문제를 제거

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대처방법이었으며 끊임없

이 일어나는 공학(재질 피로), 사람의 실수(업무 

강도, 실수) 또는 조직(안전문화) 관련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원인에 대한 대응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대응 방식들은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강

구하는 데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대응방식으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 되었다.
안전관리 당국이나 관리자들은 사고나 준사고

가 발생하면 절차나 규정을 잘 지켰는지 아닌지 

등을 포함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다. 그래야 이를 통하여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설

명할 수 있으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

법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에 의

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 되었고, 수

많은 사고조사의 결과가 책, 보고서, 국가나 국제

기구 차원의 간행물로 발간되었으며, 국제적인 

회의 등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통하여 

보편적인 해결방법은 찾아서 고치는 것(find and
fix)이다. 제1의 안전은 사고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수행하는 사무처리 방식은 일반

적인 안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를 제1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1의 안전

은 사고를 최소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제1의 안전에서의 안전 목표는 사고발생 가능

성을 최소화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사고가 감소함

에 따라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다. 제1의 안전에

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하나는 모든 시스템이 

의도하는 대로 작동하고, 사람들도 또한 지시한 

대로 행동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계의 결함이나, 고장 난 것이 있

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

를 유지 하는 것이다.
(2) 제2의 안전(Safety-II)
IATA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약 30억 명

이 3,750만 편의 항공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일

일 10만 여회의 항공편이 운영된 것이다. 그 가

운데 75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고, 총 414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매 500,000만 편당 1건의 

사고율이다. 이 가운데 서방국가에서 제작한 항

공기에 의한 손실은 6건으로 매 5,000,000회 비행 

당 1건의 비율이다.
사고원인이 인간의 실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대두되면서 높은 사고원인으로 간

주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인적요인에 의하여 

사고가 예방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결국 현재와 같이 단순히 결함이나 사고에만 

관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

하다. 예를 들어 1만 번 당 1번 일어나는 사고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나머지 9,999건의 잘 되고 

있는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Fig 4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초록색은 제

2의 안전, 빨간색은 제1의 안전이다. 제1안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초록과 빨강이 같이 하지만 

제1안전과 제2안전을 합쳐서 조화로운 관리를 할 

때 빨간색만 집중하는 습관을 버리고 제1안전과 

제2안전을 합쳐서 가야 한다.

Figure 4 Concept of Safety-I to Safety-II
Source; From Safety-I to Safety-II: A White
Paper(2013)를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44]

현재 Air Traffic Management(ATM)의 경우 

지극히 보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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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것을 예측하기에는 시

스템이 너무 복잡해졌다. 그러나 수많은 다양한 

변화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한 운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인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효율적이고 융

통성 있는 종사자의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복잡성을 더해 가는 시스템에 알 맞는 마음가짐

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안전 관리의 가장 큰 과제이다.

Table 2 Compare of Safety-I to Safety
구분 Safety – I Safety - II

안전의 
정의

잘못될 가능성을 없
에는 방식(사고방지)

잘되도록 하는 방식

안전관리 
원칙

사후대응, 잘못되거
나 수용 할 수 없는 
위험상황에서 처리

사전대응, 일어날 상
황에 대해 지속적으
로 대비, 관리

인적요인
에 대한 
시각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나 장애의 원인

사람이 유연하고 탄
력적인 시스템의 필
수적인 구성자원요소.

사고 
조사

사고의 원인은 결함
과 실책. 조사의 주 
목적은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것

사고조사의 목적도 
보편적으로 어떻게 
일들이 잘 해결되는 
지에 대한 이해를 통
해서, 왜 가끔씩 잘 
못된 일이 일어나는
지를 이해하는 것

위험 
분석

사고원인은 결함과 
실책이며, 사고조사
의 주목적은 발생원
인과 그것을 유발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

행동의 다양성을 관
리하고 통제하는 것,
어려워지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Source; From Safety-I to Safety-II: A White
Paper(2013)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44]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특이한 실패 사례를 고

유한 것처럼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생

기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큰 사고의 경우는 예외인데 무엇인

가 잘못된 일이 과거에는 잘 되었던 경우도 있

고, 현재 잘못된 일도 미래에는 잘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다. 달리 말하면, 뭔가 잘못 되었을 때, 다른 상황

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해

해야 한다. 그저 사고의 원인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평소에 어떻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안전이라는 것은 특정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 원인만을 직접 규명하려 하기보다, 평소

에 이런 일을 다른 상황에서는 사고로 발전되지 

않고, 어떻게 잘 넘겨왔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에

서 시작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 (또

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 or
as an acceptable level of risk)을 안전이라고 생

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제1의 안전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성이란 결함이나 장애(failures
and malfunctions)가 얼마나 적게 발생 하느냐에 

따라 안전의 정의가 내려진다.
제1의 안전에 의하면 결함이나 장애가 일어나

는 이유는 기술적 원인이나, 사람과 조직의 원인

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인적요

소가 주로 실책 또는 장애 요소로 분류 된다.

Ⅲ. 항공인적요인 관리와 안전문화 관계

3.1 CRM(Cockpit/Crew Resources Management)

항공안전관리에는 Human Factors(인적요인)를 

기반으로 하는 CRM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RM은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실수를 최소화 하고, 비행 안전을 증진 시켜 성

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 이룩한 인적요인(Human

Factors) 연구 분야의 결과물로서 그 근원은 

NASA가 개최한 1979년의 “조종실의 자원관리”
라는 제목의 워크 삽에서 시작되었다.

70년대까지 발생한 사고 조사에 의하면 66%의 

운송용 항공기 사고, 79%의 사업용 항공기 사고,
88%의 소형기사고가 운항승무원의 조종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승무원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과 리더십의 결함에 의해서 일어났

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항공사들은 비행훈련 프로

그램에 팀 내 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

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자원 관리라는 용어는 팀 성과를 위한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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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행태학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기장의 과도한 권위주의적 리더십, 대다수 부기

장의 참여 부족 등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췄

다. 그래서 CRM과 관련된 인적요인 항목에 의사

소통, 의사결정 그리고 팀워크를 포함시켰다. 인

적 요인 분야는 지속적인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

여 CRM 프로그램을 발전 시켜 가고 있다.
제1세대 CRM 과정은 조종사들 간의 상호작용

을 관리유형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구분하는 

GRID STYLE을 위주로 하는 세미나형식의 강의

였다. 이 시기의 CRM 훈련 중에는 일부 ‘자신의 

성격을 교묘하게 조종하려 한다.’고 보는 조종사

들로부터 심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 동

안에 이룰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를 얻

을 수 있었고, 소위 인적요인 관리의 황금기를 

열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종실처럼 구성원들의 계층 간 거리가 

큰 계급구조에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찾는데 실패하였다.
제2세대 CRM은 팀워크를 강조했다. 팀을 만드

는 것과 브리핑 전략, 상황판단, 스트레스관리 등

을 포함시키고, 명칭을 Crew Resources Management
로 바꿨다. 나아가 팀의 역동성과 실제 항공기운

항과 비슷한 상황을 훈련에 도입하였다.
제3세대 CRM은 1990년대 초에 등장 했고, 객

실 승무원,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다른 분야로 

확대 됐다. 이 시기에는 조직의 문화라는 주제와 

안전 수행능력의 증진을 위한 조종사 행동의 유

용성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제4세대 CRM은 1990년대에 FAA가 AQP

(Advanced Qualification Program)라는 새로운 

훈련기법을 제시 한 것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AQP는 특정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훈련 

항공사에 허용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항공사는 CRM 개념이 필요한 모든 운항승무

원의 기술적 훈련에 요구되는 CRM과 LOFT
(Line-oriented flight training)을 모두 제공하는 

매우 탄력성 있는 훈련으로 변모하였다.
AQP의 완성은 항공사로 하여금 모든 훈련의 

내용에 인적요인으로서의 CRM 개념과 항공기 

기종에 부합되는 훈련요구량을 상세하게 수립하

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LOE(line operational
evaluation), 승무원 자격, 승무원의 Full Mission
시뮬레이션의 평가 등이 포함된 특별 훈련이 추

가 되었다.

제5세대 CRM은 TEM(Threats and Error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실수 

가능성을 없앨 수 없고, 다만 피하거나, 통제하거

나 효과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

인 것이다. Helmreich 등은 CRM이 실수를 회피

하고, 억제하고 완화시키는 확실한 대응 수단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5세대 CRM은 모든 구성

원들에게 확고한 안전문화를 만들고 실수들을 미

리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CRM을 근거로 하는 인적 요인을 인용하고 있다

(Block et al., 2007).[45]
오늘날 항공업계는 이와 같은 5세대 CRM을 

포괄적이고, 국가문화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개념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당기간 본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며 보다 넓고 효과

적인 수단과 도구로 남을 것이다.
인간과 조직 요소는 그들이 불안전하게 되기 

전에 시스템 붕괴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기 

위한 훈련을 위한 CRM의 토대가 된다.
CRM은 매 비행 마다 조종사들이 직면하는 위

협요소와 실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

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CRM이 비정상을 다루는 

훈련에서 정상적인 상황을 다루는 훈련으로 전환

된 것은, 연습을 통한 실패가능성을 예견하고 숙

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심각한 항공사고의 가능성

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수나 장애요인이나 위협요인을 관리하고 통

제하는 것들은 SMS라고 정의하는 안전시스템의 

모든 파트를 망라하는 것인데, CRM은 그것의 핵

심이 된다.

3.2 SMS(Safety Management System)

SMS는 항공업계가 지금까지 새로운 기록을 넘

기 위해 도입한 기법이다. SMS는 사람의 실수,
인적 업무에 걸리는 과부하, 그리고 인식상의 결

함, 사람 또는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결함 등과 

같은 인적시스템의 조화요소를 동원하여, 항공기 

운영상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 ICAO는 조약국에게 항공교통관

제를 위한 SMS의 적용을  요구 하였다. 항공분

야 전반에 SMS 도입은 항공안전에 대한 관점이 

사람의 실수에서, 광의적 시스템으로 바뀌는 계

기가 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한계를 넘어 항공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인적 그리고 조직요

소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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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는 시스템 안전관리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ICAO는 SMS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구조, 책무, 정책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접근이라 고 정의된다.
SMS을 이루는 4개의 요소는 (1) 안전 정책, (2)

위험 관리 (3) 안전 확신 (4) 안전의 장려 등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안전 정책(Safety Policy)
안전 목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

과정 그리고 조직구조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신

념을 경영진의 최고위층이 제정하는 것

②안전위험관리(Safety and Risk Management)
수용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

로운 위험이나 수정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필

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

③안전 보증(Safety Assurance)
위험관리 전략 도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평가로, 새로운 위협을 분류하는데 도

움을 준다.
④안전 증진(Safety Promotion)
전 종업원을 망라하는 모든 계층에서 적극적인 

안전 문화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훈련, 의사소통 

그리고 다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3.3 CRM과 SMS의 비교

(1) 두 개념 간의 상충점

CRM이나 SMS이 공통적으로 인적요인을 근거

로 하는 것은 같은데 이는 “조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사고”라는 용어를 낳게 한 인적요인 연구

의 결과이로 CRM은 각 세대마다 현저한 새로운 

개념으로 진보되어 왔다.
CRM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SMS는 HRO

에서 정립한 개념을 ICAO에서 차용하여 회원국

에게 권고하며 항공에 적용되고 있다. SMS는 안

전관리에 필요한 조직이 구조, 책무, 정책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접근이라면, CRM은 안

전 시스템이 핵심 도구다.
SMS는 안전에 대한 견해 자체를 평가하는 것

으로 CRM 만큼 항공업계 전반에 정착되지는 않

았지만 각 국가들이 SMS를 기본적인 안전정책 

요소로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ICAO는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분야에 SMS를 적용하도록 모든 조약국에게 권고 

하고 있다.

ICAO가 수차에 걸친 SMM 매뉴얼의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각 국가는 자국의 고유한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본 매뉴얼은 안전이 조직적 관

리개념과 기술적용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두 개념의 상호 교차점

두 개념의 상호 교차점으로는 제1세대 CRM은 

조종사들이 성격이나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스런 태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

은 SMS의 초기 개발과는 같지 않다.
제 2세대 CRM은 조종실 내에서 그룹간의 역

학 관계를 강조 하였다. SMS와 CRM은 제 3세대 

CRM에서 만나게 된다. 메리노와 머레이에 의하

면, CRM은 객실 승무원, 운항관리사, 관제사 등

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유화시키기 위해 

출발하였다. 실제로 CRM 훈련을 통해서 조종실

이라는 한계를 넘어 시스템 안전으로 영역이 넓

어 졌다.
제 3세대 CRM은 안전 패러다임의 기본이 바

뀐 것이다. 안전이라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 아니

라 대응하는 것이었고, CRM 적용 과정에서도 5
세대에 오면서 인적요인을 기반으로 하면서 모든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문화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Block et al., 2007). 특히 TEM을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그 기반

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Flight Safety
Foundation, 2014, para. 1).[46] 실제로 SMS는 아

직은 CRM처럼 널리 대중화 되는 못한 상태지만,
머지않아 CRM처럼 우선적인 관리 도구가 될 것

이라고 예측한 Stolzer et al. (2011)는  SMS 정착

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안전문화의 조성하

여 조직의 위험관리에 적용하여 안전성과를 높여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7]

3.4 CRM과 SMS, 안전문화의 관계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안전이란 위험을 관

리하여 사람의 손상이나 재산의 손실 환경위해를 

가져올 장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항공기 운항 중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오는 

고유한 위험이 따르므로 장애와 위험으로부터 완

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와 위험은 방

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으면 사고로 발

전한다. 그러므로 장애를 식별하고 위험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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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활동을 통해

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장애와 위

험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 관리

다. 안전관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해 오고 

있다. 변천 과정이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념과 방법에 새

로운 개념을 꾸준히 더해 가는 과정이다.

Figure 5 Kick off point for Safety Culture
Source; Safety Culture-Theory & Practice(P.
Hudson, 1999) Fig1 [48]

직관적 안전관리방식으로 출발한 항공안전관리

는, 인적요인과 조직의 관점을 더해 오늘날은 공

유를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를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바탕으로 안전문화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

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안전의 개념에 안전문

화에 대한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의한 항

공안전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Fig 5는 항공안전관리 유형의 변천과 안

전 문화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항공안전의 배경과 개념을 포함하는 

안전에 대한 이론 정립을 통하여 공통적인 목표

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하

였다. 모든 연구와 시스템의 개발과 자료종합을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과 이를 기초로 하는 공통

적인 인식에 의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역사와 명확한 개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산

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타 분야에서 항공

분야로 진입하는 종사자의 경우 항공안전의 개념

에 대한 인식과 안전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애

로를 가졌으며 특히 항공안전을 논하는 것에 있

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의 항공안전은 명확한 개념 아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빅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한 

항공안전을 전망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

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립된 항공안전에 대한 개념에 근거한 항공안전

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근거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항공안전활동의 추진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고찰을 기초로 

다양한 항공안전의 용어를 정립함으로써 완전한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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