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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1.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1.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나.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다.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 시]
라.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바.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트랜스폰더(Transponder)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1.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나.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다.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 시]
라.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바.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자동방향탐지기(ADF)

NDB 안테나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1.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나.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다.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 시]
라.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바.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계기착륙시설(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1.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나.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다.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 시]
라.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바.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

전방향표지시설(VOR, VHF Omni-directional Range)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바. 비행 중 뇌우(雷雨)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1대
2)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3)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121.5메가헤르츠(MHz) 및 406메가헤르츠(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1)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2)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가)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만 해당한다)
나)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헬리콥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헬리콥터
2)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나.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다. 운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라.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무선설비

3.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1.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 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일지

1.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사.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기록
자.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기록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일지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헬리콥터 구급용구

구분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을 포함

품목

운송용/사업용

그 밖의 경우

헬리콥터 부양장치

1조

1조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개인부양 장비

탑승자 한 명당 1개

탑승자 한 명당 1개

구명보트

적정 척 수 1기

적정 척 수 1기

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불꽃 조난신호장비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헬리콥터 부양장치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1.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띠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띠 외에 어깨끈을 장착해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낙하산의 장비

1.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가.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제작 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나.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을 하는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1. 고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가.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10,000ft)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1)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13,000ft)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나.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1)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25,000ft)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2.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4.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비행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5.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운항승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산소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호흡용 산소의 저장ㆍ분배 장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요건 및
산소의 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방사선 투사량계기

1.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 5천미터
(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 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장치 등

1.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별표 16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 등의 기준-시계비행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 등의 기준

수량
비행구분

시계
비행
방식

계기명

헬리콥터

나침반 (MAGNETIC COMPASS)

1

1

시계(시, 분, 초의 표시)

1

1

정밀기압고도계(SENSITIVE PRESSURE ALTIMETER)

1

1

속도계(AIRSPEED INDICATOR)

1

1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계기
비행
방식

나침반

1

1

시계(시, 분, 초의 표시)

1

1

정밀기압고도계

2

1

동결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속도계
(AIRSPEED INDICATOR)

1

1

경사지시계
(SLIP INDICATOR)

1

1

인공수평자세지시계
(ATTITUDE INDICATOR)

조종석당 1개 및 여분의 계기 1개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
(HEADING INDICATOR)

1

1

외기온도계
(OUTSIDE AIR TEMPERATURE INDICATOR)

1

1

승강계
(RATE OF CLIMB AND DESCENT INDICATOR)

1

1

안정성유지시스템
(STABILIZATION SYSTEM)

1

1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 등의 기준-계기비행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장치 등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헬리콥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충돌방지등 1기
다.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라.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마. 객실조명설비
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flashlight)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장치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장치 등

3. 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계기 등의 기준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헬리콥터에는 각 조종석마다 자세지시계 1개와
여분의 자세지시계 1개, 경사지시계 1개, 기수방향지시계 1개, 승강계 1개를 추가로 장착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빙ㆍ방빙장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3조(항공기의 연료)

1.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시계비행을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할 경우

2. 최대항속속도로 2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여 한 번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 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양
3. 표준대기 상태에서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 등이 정한 추가의 양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계기비행으로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교체비행장이

2. 표준대기 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요구되지 않는 경우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적당한 교체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비행장이 없을 경우

2. 그 비행장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2시간 동안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4조(항공기의 등불)

1.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의 등불

1.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ㆍ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과 충돌방지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2.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아니 된다.
4.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나.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나. 국외 운항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3.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계기비행의 경험

1.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조종교육 비행경험

1. 법 제5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의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종교육증명을
최초로 취득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날부터 1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가 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국외운항 항공기의 기준

1. 법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
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1.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2.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1.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승무시간(Flight Time)＂ :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헬리콥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
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 :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
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2.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연속 28일

연속 365일

기장 1명

10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00

1,000

3.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 기준
구분

연속 7일

연속 28일

근무시간

60시간

190시간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4.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8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9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 11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22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 19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19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6시간 이상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4.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8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9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 11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22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 19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19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6시간 이상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5.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
구분

연속 24시간

연속 3개월

연속 6개월

1년

최대 승무시간

8시간

500시간

800시간

1,400시간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1.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2.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5.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1.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1.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나.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다. 항공안전보증
라. 항공안전증진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2.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가.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마.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바.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사.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아.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구분
1. 비행 중

항공안전장애 내용
가. 항공기간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1)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이 발생한 경우
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기 감시 장비에 근접충돌경고(short-term conflict alert)가 표시된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 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관제지시를 하였고 조종사가 이에 따라 항행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수면·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허용된 오차범위 내의 운항 등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은 제외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구분

항공안전장애 내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한 경우
1)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덮개, 착륙장치 등의 비정상적 접촉
2)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속도(vertical speed), “G” 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anding) 또는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착륙(heavy landing)
3) 활주로ㆍ헬리패드(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말한다) 등에 착륙접지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착륙을 한 경우
가)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에 못 미치는 착륙(short landing)

2. 이륙·착륙

나)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을 초과한 착륙(long landing)
나.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1) 부적절한 기재·외장 설정
2)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
3) 항공교통관제지시, 기상 등 그 밖의 사유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Runway Shoulder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 한 경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구분
3. 지상운항

항공안전장애 내용
가.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하였거나,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추돌한 경우

나.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또는 가목의 지상운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항공기가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라.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활주로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구분

항공안전장애 내용

4. 운항 준비
가. 지상조업 중 비정상 상황(급유 중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다량의 기름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위험물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라벨링, 포장, 취급 등이 발생한 경우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1.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가. 항공기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나.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다.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법 제33조에 따른
보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1.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항공기 기장
나. 항공정비사
다. 항공교통관제사
라.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
마.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1.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즉시
나. 항공안전장애:
1)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2)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96시간 이내.
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때

3)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가 부상, 통신 불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