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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 조종사의 수행을 예측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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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predicting pilots' performance in routine and non-routin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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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about expert performance approach in

aviation field and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amount of experience(e.g. total flight hour)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index of a pilot's expertise or superior performance. 43 pilots

participated and completed a spatial span task and SA (situation awareness) tasks. To

explore the factors predicting the performance in routine and non-routine situations,

discriminant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d that

different variables are related with the performance in routine and non-routine situation.

The factors predicting performance in routine situation were the spatial span scores and

total flight hours.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predicting performance in non-routine

situation were age and the qualification for instrument flying. In real world, total flight

time which represents the quantity of experience has been frequently used to predict flight

abilities and as an important index of expert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se

kinds of factors have to be used cautiously to predict the performance in abnorm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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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동안 우리는 한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

는가를 전문성의 판단 기준으로 종종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문가 수행 관점(expert- performance 

approach)에서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는가는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 변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 Ericsson 외, 2007). 

Ericsson(1996)은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의 양은 

높은 수준의 수행에 대한 충분한 예측변인이 아니라

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일단 어느 정도의 수

행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단지 경험을 많이 하는 것

만으로는 추가적인 발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님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Henderson-Everhardus (2004)는 76

명의 간호사들을 5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말초 동

맥 질환을 찾기 위한 혈관 검사 정확도를 측정하

였다. 연구 결과 근무년수와 우수한 수행과의 연

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간호와 관련된 

자격증이 우수한 수행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

다. 연구자는 대개는 간호사들이 자격증을 취득

하는 과정 동안 특별한 훈련 기간을 거치며 수행

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으

며 이것이 의도된 연습(deliberate practice)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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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유사함을 강조하였다. Ericsson 등(2007)의 

정의에 의하면 의도된 연습은 수행의 특정 측면

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안된 특별한 연습 활동으로써 반복적인 연습과 

즉각적인 피드백, 성찰과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수행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한

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의도된 연습은 전문

성을 습득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법이며 분야

를 불문하고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 수행 관점(expert- 

performance approach)이 항공 분야에서도 적용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 최근의 기술 

발달로 인해 조종과 관련된 업무는 단순히 기계

를 조작하는 조작 스킬 이외에도 정보를 해석하

고 통합하고, 개정하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

단과 선택을 내려야 하는 고도의 인지적 과제로 

변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조종사 업무 역시 변화

하였는데 항공기와 같은 복잡한 기계는 발생하는 

문제도 복잡하며 더군다나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하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은 종종 매뉴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과 환경적인 사건들을 포함하여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과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표

상”(Durso & Gronlund, 1999)으로 정의할 수 있

는 멘탈모델(mental model)의 존재는 비상상황에

서의 문제 해결과 적합한 대처 행동을 찾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멘탈 모델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일종의 지

식 체계(Rouse & Morris, 1985)로 여겨지기 때문

에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닌 의도적 학습과 같은 

특별한 학습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의 수행에 대한 준거로 

안전한 비행의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되어 온 상

황인식을 사용하였다 (예; 김민영 등, 2005; 손영

우 & 박수애, 2003; 손영우 & 이경수, 2009). 상

황인식을 정의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Endsley(1995)의 정의에 의하면 상황인식이란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지각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며 지

각, 이해, 예측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의 여러 출처로부터 나온 정보

들을 지각하고 두 번째 단계는 지각된 정보들을 

통합, 이해하여 현재의 시스템 상황을 의미있고 

일관성있게 표상화하고 마지막 셋째 단계는 가까

운 미래에 발생할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

이다(Endsley, 1995). 본 연구에서는 비행 상황인

식의 개념을 정보처리틀에 입각한 Endsley의 이

론을 따라 여러 계기판으로부터 제시되는 정보들

을 지각하고, 그 정보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통

합, 이해하여,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비행기의 

상태 및 위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경험

해 온 일상적인 수행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실

행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상 상황에서의 

상황인식은 경험의 양에 의해서도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조건 하에

서는 얼마나 많은 횟수에 걸쳐 습관화되고 자동

화되었는가가 상황인식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

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서의 상황인식은 경험의 양에 의해 예측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중요한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

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에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경험의 양 이외에 비정상 상황에서의 우수한 수

행을 예측하는 개인적인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Ⅱ. 연 구 방 법 

  전문성의 차이가 나는 조종사들(전문가/초보자)

을 대상으로 상황의 특수성에서(정상적/비정상적) 

차이가 나는 비행 상황을  제시하여 상황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시작 전에 실험참가

자들의 비행교육과 경험에 대한 설문지 응답 자

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작업 기억 용

량을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뒤이어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상황인식 과제를 제시하고 

비행 상황인식 정확도와 비행 상황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참가자, 

실험자극, 및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연구 대상

  본 실험을 위한 참가자들은 미국 동부지역의 

비행학교 소속 조종사 43명이었으며(평균 연령 

43.94세, 최소 연령은 18세, 최대 연령은 65세), 

$50의 실험 참가 수당을 받고 실험에 참가하였

다. 이들의 총 비행 시간은 최소 52 시간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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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5500시간이었으며 평균 총 비행시간은 1149.02 

시간이었다. 또한 최근 90일간의 비행시간은 최소 

0시간에서 최대 250시간으로 최근 90일간의 평균 

비행시간은 36.48 시간이었고, 이들 중 총 14명

이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Rating)을 가지고 있

었다. 

 

2.2. 실험 자극

2.2.1. 작업 기억 용량 측정 과제

  본 실험을 위해서 Shah와 Miyake (1996)의 작

업기억 용량 측정 과제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

었다. 이 과제는 공간적인 정보의 처리와 저장을 

동시에 측정하는 다중과제 조건을 유도하도록 고

안되었다.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공간적

인 처리와 언어적인 처리가 서로 다른 작업 기억 

자원을 사용한다고 가정되어 왔으며(예; Daneman 

& Tardif, 1987; Shah & Miyake, 1996), 많은 상황인

식 관련 연구들은 상황인식 과제가 언어적인 작업

기억 보다는 공간적인 작업기억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 왔다(예; Caretta et al., 1996; Sohn & 

Doane,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공

간 정보 처리와 관련된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공

간 작업기억 용량만을 측정하였다. 

  작업 기억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영어 알파벳 대문자들(F, J, L, P, R)을 보

여주었는데 이때 알파벳 대문자들은 정상적인 모

양이거나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제시되었으

며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된 모양으로 나

타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문자가 정

상이었는지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는지를 큰

소리로 응답하고 뒤이어 어떤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었는지를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가능한 빨리 그

리고 정확히 응답하여야 했다. 작업 기억 용량 

과제를 위해서 총 20개의 문자 세트가 제작되었

다 (2, 3, 4, 5개의 문자로 제작된 세트 각 5개

씩). 공간 작업 기억 용량을 계산하는 과정은 

Shah와 Miyake (1996)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2.2.2. 상황인식 과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비행 상황인식 과제는 앞

에서 언급한 상황인식의 정의를 반영하도록 제작

되었다. 각 실험참가자에게 Fig.1(a)와 같은 화면

의 동영상이 20초 또는 40초간 제시되고 그 동영

상의 상영이 끝나자마자 Fig.1(b)와 같은 비행목

표가 적힌 화면이 제시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동영상은 비행기 조종 장치 조

절의 입력과 출력 및 비행기의 현재 상태와 위치

를 표시하는 7개의 기본 계기판에서 일어나는 지

속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실험자극들 중의 절

반은 일상적인 비행상황을, 다른 절반은 기본 계

기판에서 한 계기가 오작동하는 비정상적인 비행

상황을 보여주었다. 비행목표 화면은 비행의 세 

중심축인 고도, 방향, 및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

시한다. 실험참가자의 과제는 동영상에서 제시된 

비행기가 동영상 직후 제시된 비행목표에 조정장

치의 추가적인 조절없이 약 10초안에 도달할 것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상황인식을 정의할 때 

언급한, 여러 계기판으로부터 제시되는 정보들을 

지각하고, 그 정보들을 의미있는 형태로 통합, 

이해하여,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비행기의 상태 

및 위치를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a) 계기판 화면

Altitude: 3500 ft
Heading: 180
Airspeed: 90 kt 

(b) 비행 목표 화면

Fig.1 상황인식과제에서 사용되는 실험자극의 예

2.3. 실험 절차

  실험참가자들은 비행경험 및 인구학적 배경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 작업 기억 용량 과제

와 연달아 상황인식 과제를 수행하였다. 먼저 작

업 기억 용량 과제를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짧은 

문자세트 (2개의 문자로 이루어짐)부터 긴 문자

세트(5개의 문자로 이루어짐)까지 순서대로 제시

되었다. 모니터에 문자가 나타나면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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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정상적인지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인지를 

큰 소리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문자들이 전부 나

타난 후에는 제시된 각 문자가 회전된 방향을 차

례대로 버튼을 이용하여 반응하도록 하였다. 처

음 5번의 시행 동안은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세트들의 회전 방향을 기억하여야 했으며 

다음에 몇 개의 문자가 나타날 것인지 알려준 후

에 점점 긴 문자 세트들의 회전 방향을 기억하여

야 했다(3, 4, 5개의 문자 세트 역시 각 5번의 시

행). 

  상황인식 과제는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블록 당 1개의 연습시행을 포함하여 12개 시

행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블록은 20초간 정상

적 상황이, 두 번째 블록은 40초간 정상적 상황

이, 세 번째 블록은 20초간 비정상적 상황이, 그

리고 마지막 네 번째 블록은 40초간 비정상적 상

황이 자극으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동영상의 비행장면을 근거로 비행기가 목표 상태

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C(Consistent)"

와 ”I(Inconsistent)"로 표시된 자판을 눌러 표시

하였다. 그리고 나면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블록을 시작할 때에 이 절차에 익

숙해지도록 2번 혹은 3번의 연습시행을 하였다. 

연습시행에서는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으나 실제 실험시행에서는 피드백을 주지 않

았다.

Ⅲ. 연 구 결 과

3.1. 작업 기억 용량 계산

  Shah와 Miyake (1996)의 점수 계산법에 따라 

참가자들의 공간 작업 기억 용량을 계산하였다. 

참가자들의 작업 기억 용량은 모든 문자의 방향

을 순서대로 정확히 회상한 문자세트의 최대 크

기로 정의되었다 (각 세트 크기별로 준비된 5개 

중 적어도 3개 이상 맞춘 경우). 만약 참가자가 

다음 세트 크기의 5개 시행 중 2개를 정확히 맞

춘 경우에는 0.5점이 가산되었고, 특정 레벨에서 

세 개 미만으로 맞추었으나 더 높은 레벨에서 2

개 이상을 맞추게 되면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의 평균 점수가 용량 점수로 계산되었

다. 가능한 최대 점수는 5.0 점이고 가능한 최소 

점수는 1.0 점(2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세트에서 

하나만 맞추거나 하나도 못 맞춘 경우)이다. 

  참가자들의 평균 작업 기억 용량은 2.68이었고 

표준 편차는 0.96이었다. 

3.2. 수행 점수 계산

조종사들의 상황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onsistent" 판단에 대한 적중(hit)과 오 경보(false

alarm) 비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적중 비율은 일치(consistent) 조건

에서 ”consistent"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오 경보 비

율은 비 일치(inconsistent) 조건에서 ”consistent"라

고 응답한 비율이다. 이렇게 산출된 적중과 오 경보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조종사들의 판단 

민감성(d´)을 계산하였다. 다음 식에서 "H"는 적중 

비율을 의미하며 “FA"는 오경보 비율을 의미한다.

    d´ (sensitivity)  =  Φ-1(H) - Φ-1(FA)

  위의 식을 통해 산출된 판단 민감성은 상황인

식 과제의 수행 점수로 사용되었다. 조종사들이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상황인식 수행 

점수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정상 상황 
.09

3.11
1.50 .75

비정상 상황
.04

3.11
1.43 .71

Table 1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상황인식
수행 점수 평균

3.3. 판별 분석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을 예측하

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서 단계적 판별분석이 사

용되었다. 먼저 정상 상황에서의 수행 점수의 중

앙치(median) 값에 따라 각각 평균 이상의 고 수

행 집단(22명, 평균은 2.13, 표준편차는 .49)과 평

균 이하의 저 수행 집단(21명, 평균은 .91, 표준

편차는 .36)으로 나누었다. 또한 비정상 상황에서

의 수행 역시 같은 방법으로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수행 집단은 21명으로 

평균은 1.99, 표준편차는 .46이며 저 수행 집단

은 22명으로 평균은 .84, 표준편차는 .36). 이후 

판별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고, 저 수행 집단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공간 작업 기억 용량, 연령, 

계기 비행 증명 소지 여부, 총 비행시간, 총 계

기비행 시간, 최근 90일 이내의 비행시간을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 중 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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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평균 (SD)

고 수행 집단 저 수행 집단

구 분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공간작업

기억용량

3.12

(1.04)

2.81

(1.07)

2.36

(0.82)

2.63

(0.92)

연  령
42.65

(13.47)

38.89

(13.39)

45.17

(12.55)

49.94

(9.48)

계기비행

증명소지 

여부

0.47

(0.51)

0.53

(0.51)

0.22

(0.43)

0.13

(0.34)

총 

비행시간

34.55

(20.71)

28.89

(15.67)

20.57

(10.60)

25.53

(19.94)

총 

계기비행

시간

10.04

(6.38)

7.91

(5.93)

5.91

(4.82)

7.19

(7.52)

최근 

90일이내

비행시간

5.49

(4.06)

4.48

(3.90)

3.52

(3.61)

3.41

(3.06)

간과 관련된 변수들은 경험의 양을 대표하는 변

인들로 선정되었으며 계기비행 증명 여부는 

Henderson-Everhardus (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의도된 연습에 대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실질적

인 분석에 앞서 총 비행시간과 총 계기비행 시

간, 최근 90일 이내의 비행시간은 분포의 비정상

성으로 인해 제곱근을 취하여 정상적 분포를 이

루도록 변환시켰다. 

  먼저 정상 상황에서의 변별 함수가 생성되었으

며, Λ = .741, χ2=9.599, df = 2, p < .01,  

정상 상황에서의 고 수행과 저 수행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간 작

업 기억 용량과 총 비행시간이 함수에 포함되었

으며 연령, 계기비행증명 유무, 총 계기 비행시

간, 최근 90일 간의 비행시간은 함수에서 제외되

었다. Table 2는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고, 저 수행 집단 간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Table 3은 유의미한 변인

들로 구성된 판별 함수의 상관 회귀 계수와 표준

화된 함수계수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변별 함

수는 69.8%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저 수행 집단에 대해서는 

72.7% 그리고 고 수행 집단에 대해서는 66.7%

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변별 함수에 대한 집단 

평균을 보았을 때 저 수행 집단은 -.558, 고 수

행 집단은 .591의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공간 작업 기억 용량이 크고 총 비행시간이 길수

록 정상 상황에서 더 좋은 수행을 보여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비정상 상황에서의 변별 함수가 

생성되었으며, Λ = .686, χ2=12.072, df = 2, p 

< .01, 비정상 상황에서의 고 수행과 저 수행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 상황과

는 다르게 연령과 계기 비행증명 소지 여부가 함

수에 포함되었으며 공간 작업 기억 용량과 총 비

행시간, 총 계기 비행시간, 최근 90일 간의 비행

시간은 함수에서 제외되었다.  전반적으로 변별 

함수는 76.7%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으

며,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저 수행 집단에 대해

서는 85.7% 그리고 고 수행 집단에 대해서는 

68.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변별 함수에 대

한 집단 평균을 보았을 때 저 수행 집단은 .716, 

고 수행 집단은 -.603의 평균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계기 비행증명을 가지고 있고 더 젊은 연

령의 조종사일수록 비정상 상황에서 더 좋은 수

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2 정상과 비정상 상황에서 집단 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SD)

Note: 계기비행증명 소지여부는 범주 변인으로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1, 자격증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면 0으로 코딩

예측변인
판별함수의 

상관회귀계수

표준화된 

함수계수

정상

상황

공간작업 

기억용량
.706 .667

총 비행시간 .746 .709

비정상 

상황

연 령 .711 .728

계기비행증

명 소지여부
- .686 - .704

Table 3 정상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판별함수의
상관계수와 표준화된 함수 계수

Note: 표준화된 함수 계수=Standardized function

coefficient ; 판별 함수의 상관 회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with discriminant function

Ⅳ. 결 론

  판별 분석 결과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에서

의 수행은 서로 다른 변인들과 관련이 있음이 드

러났다. 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은 공간 작업 기억 

용량과 총 비행시간과 관련이 있었던 반면, 비정

상 상황에서의 수행은 연령과 계기 비행 자격증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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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작업 기억 이 여러 가

지 인지적인 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

져 왔다. 예를 들어 작업 기억 용량은 언어 이해

(Daneman & Merikle, 1996), 수학적 문제 해결

(Adams & Hitch, 1997), 방향 찾기(Engle, 

Carullo, & Collins, 1991), 강의 노트 작성(Kiewra 

& Benton, 1988) 등과 같은 과제의 수행과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

난 정상상황에서의 수행에 대한 공간 작업 기억 

용량과의 관계 역시 이러한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업 기억은 용량 제한으로 인해 과제가 복잡하

거나 어려워질수록 부하가 생길 가능성이 발생하

는데, 이로 인해 비정상 상황과 같은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업 기억에 의존하여서는 좋

은 수행을 보일 수 없다. Ericsson과 

Kintsch(1995)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LTWM(long term working 

memory)라는 전문가들의 기억 메커니즘을 주장

하였는데, LTWM를 발전시켜 온 전문가들은 초

보자들에 비해 작업 기억 용량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ohn & Doane, 

2003). 따라서 과제의 난이도가 낮은 정상 상황

에서는 평소 수행이 저조한 저 수행 집단 역시 

작업 기억 만을 이용하여 충분히 좋은 수행을 보

일 수 있지만 과제 난이도가 높은 비정상 상황에

서는 작업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좋은 수행을 보

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변인은 총 비행시간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연습해온 것을 정확히 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동

화된 습관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충분히 좋은 수

행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처 행동

과 관련된 많은 레퍼토리나 적응 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경

험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수행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많

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였는가가 중요한 수행의 요

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비정

상적인 상황에서의 수행은 총비행시간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비정상상황에서의 수

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치 않

음을 보여준다. 

  비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에 대한 강한 예측 요

인이었던 계기 비행 증명 소지 여부는 조종사들

이 불리한 기상 조건 하에서도 기기들을 이용해

서 정확한 비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문제가 

있는 기기들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정상적인 상황과 다르게 비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수행은 단순한 지식과 습관

적인 경험 이외의 특별한 종류의 경험과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즉, 의도적 연습(deliberate 

practice)을 통해 얻어진 특별한 경험이나 멘탈 

모델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시계 비행과 비교하

였을 때, 계기 비행은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기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레이더

의 정보를 통해 정확한 비행을 하는 방법을 배우

게 된다. 이러한 과정 동안에 시스템의 작동 원

리와 비행기의 물리적 상태와 기기가 제공하는 

정보 사이의 관계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 과정 동안에 전문 조

종사들은 일종의 의도적 연습을 수행하게 될 것

이다.

  연령 또한 비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에 대한 강

한 예측 요인이었다. 항공 분야의 몇몇 연구들을 

보면 연령과 관련된 수행의 감소가 발견되곤 하

였다 (예; Morrow 등, 2001; Taylor 등, 2007). 

Morrow 등 (2001)은 이러한 연령과 관련 된 수행 

감소를 인지 능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전 연구들에서도 공간적 능력과 연령 

간의 부적 관련성이 발견되었음을 예로 들었다 

(예: Arbuckle 등, 1994). 본 연구에서 발견된 비

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이

러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효과일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Taylor 등(2007)은 종단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수행의 감소가 전문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덜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가 가진 횡단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연령과 

수행의 부적 관계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총 비행시간은 조종사들의 

비행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종종 사

용되어 왔다. 즉, 경험의 양이 전문성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는 전문가 수행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험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함을 보여준

다. 경험의 양을 가지고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 수행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경험의 양 만으로는 좋은 수행을 보

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종

사들의 훈련 및 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실용적인 

함의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 따

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획득된 상대적으로 단순

한 조종 기술에 대한 판단과 평가로는 비정상 상

황에서의 안정적인 수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비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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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기능과 원리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의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조종사들의 비행 기술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정상 상황에서의 수행이나 총비행

시간과 같은 경험의 양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개인용 컴퓨터에 7개의 기본적인 조종

실 계기만을 제시한 저 충실도(low-fidelity) 계기

비행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인 한계를 지닌다.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

서는 계기의 고장과 오작동에 따른 비정상적 비행 

상황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 충실도(high-fidelity)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정상적인 비행 상황을 구현

하고, 비행시간과 경험이 다양한 보다 많은 수의 조

종사들 실험참가자로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BK21 지원 사업인 ‘인지 및 심리과

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에 의해 수

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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