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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viation safety issues have drawn much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the growing demand for air travel. Although it is a widely accepted fact that

human-related factors are closely linked to aviation safety, there is lack of understanding

what roles those factors play in aviation, in the field of air traffic control in particula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significantly affects air safety. This

review will discuss cognitive aspects of expertise in air traffic control including time

perception, working memory, reasoning, perception, attention, scanning/vigilance,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with examples of how each aspect can be dealt with in performing

air traffic control duties. The relevant studies in psychology have also been briefly reviewed

in the interest of enhancing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air traffic control tasks and

the related human factors. This review concludes with a call for more in-depth research

into cognitive factors in air traff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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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인적요인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인

적요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 각계의 노력은 아직 초보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일에는 인간이 갖는 다양한 인적요인의 한계로

인해 크고 작은 실수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

다. 과학계에서 인지는 정신적 능력과 관련된 모

든 것을 칭하는데, 주의, 기억과 작업기억, 판단

과 평가, 추론과 계산,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이

해와 말하기 등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

다[1]. 인지는 의식과 무의식, 구체적인 것과 추

상적인 것뿐 만 아니라 어떤 말을 떠올리는 직관

과 어떤 말을 체계화 하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한

다[2].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인지능력은 간단

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두뇌기반기술(brain-based skill)을 말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학습하고, 정보를 기억하

고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나가는지, 또 어떻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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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울이는지 등과 같은 일련의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전화를 수신할 때

전화벨소리를 듣고 (지각), 수신여부를 결정하고

(의사결정), 수화기를 들고 (운동기능), 상대방과

대화하고 (언어 능력), 목소리 높낮이를 해석하고

상대방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기술)

모든 행위들이 인지능력에 해당한다. 또한 인지

능력은 특정 신경망이나 뇌 구조에 기반하여 이

루어지는데 사람의 기억능력은 특히 전두엽과 측

두엽 부분에 의존한다[3].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인지적 한계는 항공안

전 향상에 있어 큰 도전이 되고 있다. Pape 등

(2001)은 미국 교통안전국(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이 보유한 13년간

(1985.1~1997.12)의 안전미확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관제사들의 주의력 결핍과 기억실패와 같은

인지능력에 기반한 실수가 147건으로 82%를 차

지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보고하였다[4].

항공기가 지상활주에서부터 이착륙하는 단계

까지 전체 운항과정에 관련된 관제업무에는 항공

교통관제사의 주의, 기억 등 다양한 인지과정이

개입된다. 따라서 관제사의 인적요인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인지능력에 관한 연구는 항공안

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항공교통관

제업무의 인지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항공교통관제전반

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제 업무특성에서 나타

나는 관제사들의 인지과정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자 한다. 이에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특징들을 소

개하고 임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제사들의

인지적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제사들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적 연구방법과 개념

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항공과

관련된 일반적인 심리학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제탑관제, 접근관제, 항로관제 등 관

제 분야별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본 논문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인적요인관련 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후

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해결 과제 또한 제안하

고자 한다.

2. 본 론

항공교통관제분야는 크게 관제탑관제업무, 접

근관제업무, 항로관제업무로 등으로 나뉜다. 관제

탑 관제사는 활주로, 유도로, 및 공항주변의 항공

기들의 움직임을 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관

제업무를 수행한다. 레이더 장비를 활용하여 이

루어지는 접근 및 항로 관제사의 업무는 레이더

화면에 시현되는 항공기 비행상태에 대한 표시된

정보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상황을

예측한다. 레이더 화면과 관제탑의 시각정보를

지각하고 조작하는 관제업무는 다양한 인지적 능

력을 요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5].

이러한 관제사들의 인지능력이 항공안전에 미

치는 영향이 커서 선발과정에서 적성검사와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6, 7].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간 최소한의 안

전분리와 충돌 방지, 항공기의 이동경로 계획 그

리고 상황판단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다[8]. 또한 그들은 항공기

가 이착륙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모니터

링 한다. 아울러, 다른 항공기들의 움직임이나 장

애물의 높이와 위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안

전을 위한 항공교통관리업무를 수행한다[9].

항공교통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제사들의 상황판단, 미래예측과 의사결정

이다. 그들이 제공하는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의 활용은 관제사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수준이 달라진다. 관제사

들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항공기들의 움직임에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늘의

기상정보와 활주로 주변의 유지보수공사 등 항공

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변화와 정

보들을 이해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는

미래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제사들의

인지능력은 시간지각, 작업기억, 상황추론, 시각

및 청각정보의 지각, 주의, 사주경계, 의사결정,

계획 등 다양한 두뇌기반 능력을 토대로 한다.

2.1 시간지각(Time Perception)

관제사들의 여러 인지적 특성 중에서 시간지

각은 항공교통관제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중에

서 중요한 요소에 하나이다. 이것은 관제사들이

업무환경에서 주어지는 항공교통 정보들을 지각

하여 미래상황을 예측하는데 적용하는 인지적 기

술이다. 관제사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특성과 기

상상태가 주는 영향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시,

분, 초단위의 시간흐름에 대한 양적변화 추이를

가급적 정확하게 지각하여 미래상황을 예측한다.

공간 및 시각 정보의 변화에 대한 감각과 함께

시간적 요소에 대한 감각이 더해져 공간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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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미래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된다[10]. 다

시 말해 관제사들은 항공교통상황을 판단하고 예

측함에 있어 레이더 화면이 제공하는 항공기 위

치, 속도 등의 정보와 공항 내 및 그 주변 항공

기에 대한 시각적 상황정보 등을 지각한다. 동시

에 미래상황예측에 필요한 시간지각의 적용을 통

해 보다 정확한 상황을 추정하고 예측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미

래상황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

춘 관제사들은 예측된 상황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명료하게 관제지시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상황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초보 혹은 미숙

한 관제사들은 의사결정이 늦고 불분명하거나 확

신 없는 관제지시로 혼선을 빚게 되는 상황을 야

기하기도 한다. 이에 미래상황 예측과 시간지각

전문성은 관제사의 수행능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시간지각의 범위는 관제 분야별로 조금씩 다

르다. 관제탑 관제는 활주로와 그 주변 항공기들

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주로 육안으로 관측해 예

측을 수행한다. 공항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착륙단계와 지상 활주단계 항

공기들이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보통 3∼4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다른 관제

업무 영역에 비해 기억과 의사결정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적 제약 내에서

보다 정확한 지각을 필요로 한다.

반면 접근관제와 항로관제는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나는 항공기들에 대한 시간지각을 적용하는

것이다. 레이더 관제는 일정한 공역 내에서 움직

이는 항공기들을 다루는데 항공기의 비행속도는

빠르지만 이동 범위가 넓고 비행구간의 길이가

길어 관제탑 관제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레이더 관제업무 중에서도 업무특성 상 접

근관제가 항로관제 보다는 다루는 공역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각해야 하는 시간단위의 폭은 좁

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근관제에서 항공

기가 공역에 들어와 활주로의 연장선인 최종 접

근로까지 비행하는 시간은 10여 분 정도이다. 반

면 항로관제에서는 항로구간의 길이에 따라 다르

지만 각 관제구역별 비행시간은 20여 분인 경우

가 많다.

관제사들은 항공기간의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

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먼저 살피고 이후 고도정

보를 비교한다[11]. 또한 Bouju(1978)는 관제사들

의 예측과 관련해서는 수평분리가 수직분리 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2]. 관제사들은 지

각된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시간변화의 추이

를 가급적 정확하게 적용하고 추정함으로써 앞으

로의 상황을 예측하게 된다. 다시 말해 관제사들

은 항공교통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항

공기의 위치, 속도와 여러 가지 상황정보 등을

지각하고 동시에 시간지각에 의해 미래상황 예측

을 수행한다.

인간의 시간지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데 심리적 또는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시간지각에 대한 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13]. 첫

번째 시간경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두 사건을 기

준으로 두 사건 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를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알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졸

다가 침대에서 나온 시간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을 인식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시간의 동시성과

연속성에 대한 것이다. 동시성과 연속성은 같은

시점이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하나의 사

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느낄 때 두 사건이 분리되

는 최소의 시간간격 단위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

이다. 분리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면 연속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시성으로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처음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발

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의 꼬리표를 배분하는 것으로 사건발생 순서

또는 차례를 구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관적

인 현재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몇 초

는 현재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과거 또는 미래라

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예상이나 계획

의 개념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의 순서

를 차례로 정해 인식하는 것이다[13].

인간이 느끼는 시간지각이 다르듯 관제사들의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은 시간지각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관제 전문성에 따른 관제사들의 시간지각

에 대한 특징과 상황, 감정, 피로 등 다양한 요소

에 의한 시간지각의 정확도 변화 등 체계적인 연

구를 바탕으로 관제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지각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2.2 작업기억(Working Memory)

정보를 지각하고 인출하는 작업기억은 대부분

의 의식적 인지활동이 일어나는 저장소이기도 하

다[14]. 작업기억은 일시적으로 언어적 또는 시공

간적 정보를 보통 15초 정도 저장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5, 16]. 일반적으로 언어적 음성정보

작업기억은 소리, 숫자와 단어를 일반적으로 암



한국항공운항학회 심리학으로 바라본 항공교통관제사 인지능력 37

송할 수 있는 기억이다. 항공교통관제사는 조종

사로부터 요구사항이나 전달사항을 확인하는데

작업기억의 체계를 사용한다[17]. 따라서 작업기

억은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의 상호 무선통신

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관제사는 비행진행기

록지의 정보를 읽고 시공간적 정보인 고도, 속도,

방향, 위치정보를 일시적으로 작업기억에 유지해

야 한다. 시공간 작업기억은 항공교통관제사가

공역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18].

시공간 작업기억은 항공교통관제 레이다 화면 정

보를 기억함에 있어 단지 숫자로만 나타나 있는

주요한 정보를 3차원 공간형태로 이미지화해서

저장한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교통상황 속에서

지속적 상황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데, 이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여 활

용하고 판단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

으로서 작업기억은 관제사 인지활동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관제사들의 기억능력과 관

련한 연구는 관제사의 전문성에 따라 한 개의 정

보묶음(chunking)으로 인지되는 시각정보를 단기

기억에 저장했다가 인출하는 과정, 즉 기억해내

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19]. 이 연구

는 관제전문가와 초보관제사들에게 5초간 레이더

화면을 보여주고 여러 개의 항공기 비행관련 시

각정보를 기억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집단이 초보집단에 비해 단기 작업기억에

저장하여 인출한 정보의 양이 유의미하게 많았으

며 정확성도 높았다. 관제전문가들은 단기기억의

정보 묶음을 크게 인지하여 작업기억 처리용량을

크게 하는 것으로 상황인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공교통관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관제사들

의 작업기억 능률을 높이는 것이 항공안전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반대로 작업

기억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어떤 환경에서 작업기억 효율

성이 높아지고 혹은 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제환경과 시스

템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관제사가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정보를 작업기억상에서 잃

는 것은 새로운 과제 처리를 위해 주의이동

(attention shift)이나 주의분산(distracting) 등이

요구되는 때에 특히 심해진다. 가령 관제사가 컴

퓨터 화면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비행차트를 보는

일, 다른 관제사와 잡담을 하거나, 안경을 고쳐

쓰는 등의 사소한 주의분산 행동이 작업기억의

정보손실을 가속화시킨다. 업무 대부분이 시각정

보와 음성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항공교통관제

의 특징을 볼 때 시각정보와 시각정보간, 음성정

보와 음성정보간, 또는 그 둘이 혼합된 정보들

간의 간섭 등 작업기억 활용을 방해하거나 효율

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3 추론(Reasoning)

추론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제반 인지과정으로[20] 의식적 혹은 무의식

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21]. 문제해결과정에서 추

론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데 연역적 추론은 지식을 토대로 특정 상황과 내

용에 일치하는 결론에 도달 하는 것이고[22], 귀

납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문제나 과제를 비교하여

가설을 수립․비교하고 규칙을 발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23]. 연역적 및 귀납적 추

론은 항공교통관제사 선발을 위한 직무분석에서

도 주요한 인지적 속성으로 여겨진다[24]. 항공교

통관제사에게 있어 추론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교통 흐름과 상황들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해결

또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항

공관제업무에서 추론은 논리적 확충과 지식에 기

반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미래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공간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에 대한

추론은 주어진 공간적 형태에서 방향 또는 위치

가 바뀔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하

는 공간적 정보를 의미한다[25]. 3차원 공간에서

항공기 이동을 고려하여 다른 고도, 속도와 방향

정보를 항공교통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제공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시

각화에 대한 공간 추론은 항공교통관제사가 공간

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26]. 공간

추론은 항공교통관제사 선발과제, 훈련 및 교육

을 위한 기본적인 인지능력으로서 레이더 화면에

전시되는 3차원적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요소이다. 차세대 ATM 운영을

위한 시간관리 개념이 포함되어 4차원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면서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27]. 추론은 시간지각과 함께 주어진 정보의

변화추이와 패턴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

측하는 데 쓰이는 인지기술로 관제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추론

패턴과 특징을 확인해 보는 연구는 향후 관제사

교육 및 훈련방식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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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각(Perception)

항공교통관제 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인지 전문성 요소는 지각(perception)이다[28]. 항

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사

는 시각 및 청각적 특성을 갖는 정보를 지각함으

로써 개개 정보를 구조화하고 응집(chunking)하

여 하나의 의미로 처리해 낸다. 관제사들은 보고

듣는 이러한 일차적 지각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정보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항공관제업

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시각 및 청각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종사와

의 무선교신을 통한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

정을 통해 정보지각, 상황이해 및 미래를 예측하

는 복잡한 인지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처리한다[29]. 입력된 다양한 정보에 동

시 반응하고 항공기 진로를 계획하기 위한 상황

인식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켜 형상화 하는 등

복잡한 항공관제업무가 필요로 하는 인지능력은

인간이 가진 제한된 인지능력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관제사들은 다양한 항공관제시스템들로부

터 도움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관제시스템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전시되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업무를 수

행하며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항공관제장비와 인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교통관제사

가 관제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하고 특히 항공기간 충돌을 사전 예측하고 지

정된 경로에서의 이탈 또는 관제시스템 고장 등

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출하

거나 경고신호음 등 청각적으로 표출하여 항공교

통관제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다.

2.5 주의(Attention)

주의는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인

지적 처리과정으로 그 용량이 한계가 있다[30].

정보는 과제와 관련된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해당 용량도 할당되어야 한다. 특히 항

공교통관제 업무에서는 선택적 주의, 분할 주의

및 지속적 주의가 중요하다[31]. 항공교통관제사

는 많은 양의 시각 및 청각정보를 처리하면서 주

의를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

보의 특성상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이 항공관제사의

인지적 능력을 보완해 준다. 항공관제시스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항공교통관제사가 인지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줄 수 있도록 알람 기능 등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을 보조적으로 제공하기도 한

다. 레이더 화면에서 항공기정보에 대한 크기, 모

양, 색상 또는 강도의 변화나 점멸 신호 등은 충

돌하는 항공기를 지각하고 주의력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항공교통시스템의 발전과 더불

어 여러 가지 인지기능에 대한 자동화 또는 보완

시스템들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정보처리능력에 과

중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관제사의 주의력을 저하시키고 자동화에 지나치

게 의존하는 행동경향을 야기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 관제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

는 결과로 이어져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기도 하다.

실제로 현장의 관제사들이 얼마나 오래 주의

력을 유지하는지, 또 주의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환경의 요소 등에 대한 연구는 관제사들의 실질

적 인력운영과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2.6 주사/경계(Scanning/Vigilance)

항공교통관제사는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인식

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특히

레이더 관제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는 데 사용한다. 항공교통관제에서 주사는

관할구역 내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상황인

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32]

Stein(1992)은 인간의 시각 탐색 및 형태 인식이

순차적이기 때문에 각종 정보로 가득한 화면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시각적 주사 과정(visual

scanning process)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에서 부주의함으로 인해 주요한 정보를 놓치는

결점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32]. 특히 훈련되

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정

보를 포함한 신호를 주사과정에서 간과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신호를 탐색, 인지하

기도 한다. 또한 시각 표집(visual sampling)의

질은 시각적 환경에서 주어진 정보의 양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레이더 화면상에 보이는 시야와

혼잡한 유도로, 계류장 지역에 시야차폐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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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저하된다. 특히 항공관제 시스템의 항공기

경로를 감시하고 예상된 경로로부터 벗어나는 항

공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

교통관제사는 시스템 경고신호에 대한 의식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피로도와 주사/경계 수준 및

전문 관제사와 초보 관제사를 비교분석하는 전문

성 정도에 따른 업무 능력 차이도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7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 경우 확실성과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인지과정이다[33]. 의사결정은

개인적 경험이나 인지능력 차이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상황 혹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려워 질 수 있

다. 예를 들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

지 않으면 항공기간 충돌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

다. 항공교통관제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상대

적으로 규칙적인 순서와 방법으로 처리되는데,

항공교통관제사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

고 분류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안전한 방

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Klein 등은 경험 있는

의사결정자가 해당 영역에서 더 큰 형태의 패턴

과 관련된 반응을 학습하고 유사한 형태의 상황

을 더 쉽게 인식하며 적절한 반응을 나타냄을 확

인하였다[34]. 따라서 숙련된 항공교통관제사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다량의 항

공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처

법은 정기적 훈련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을 통해

습득되는데,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지적 능력이 훈

련과 직무경험을 통해 관제업무에 특화되어 숙련

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 자체가 반드시 향상

되었거나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8 계획수립(Planning)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흐름을 계획

하고 관리하는 계획수립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인

지적 능력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

제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35].

계획수립은 다양한 인지적 측면에서 예측하기 어

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과 충돌방지에 많은

도움을 준다. 즉 비행공역 내 입출항이 빈번한

공역 수용량의 한계, 심각한 악기상이 발생했거

나 예상되는 공역, 공항주변 공역 내 접근 절차

의 형태 등을 고려한 항공교통관제 처리 계획의

수립은 업무능률 향상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이

다.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미리 고려하여 꼼꼼하

게 수립한 계획은 관제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

량의 한계에 이르는 항공기 수의 관제처리와 예

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항공기들에 대한 효율

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항공교통흐름관리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관할공역 내에서 항공기

의 경로를 제공하는 업무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

양한 인지적 요소와 관련된 복잡한 인지과제 수

행을 필요로 한다[36]. 계획수립을 돕기 위해 활

용되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최신 자료들은 예측의

정확성, 신뢰성, 지속성, 타당성 등을 높인다. 예

를 들어 복잡한 항로상에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이 항공기의 충돌을 사전 탐지한다면 항공교통관

제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조 장치들로 인

해 나타날 수 있는 예측 오류, 오경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관제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항공교

통관제사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 및 경험 등이 중

요하다[37].

3. 결 론

항공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항공교통관제사

들의 역할과 그들의 전문성은 더욱 주목받게 되

었으며, 관제사의 전문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업무경험이 많은 숙련관제사라 하더라도 신체

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수행능률은 달라진다. 항

공관제업무 수행에서도 예외 없이 수행능률은 편

차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관제사들 업무수행능력 편차는 줄어들지만 그런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시간과 관제경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초연구 리뷰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연구필요성과 아이디어 등을 소개함과 동

시에 항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항공종

사자들에 필요한 인지적 적성요소와 전문성 개

발․향상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관제사를 포함하는 항공종사자들

에 대한 인지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심층 연구를

통해 보다 적합한 항공종사자 선발 프로그램 개

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의, 기억,

피로 등의 요소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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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제조직의 과학적인 인력운영을 가능하게 하

고 이를 법제화 하는 등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분야의 선도국

으로서 ICAO, APEC 회의 등에 항공안전과 관

련한 인적요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제규정과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함으

로써 진정한 항공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관제업무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은 막

대하다. 그런 점에서 관제사들의 인적요인 연구

등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레이더 장비 등 관제 시스템 개

선,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 교자재 마련 및 인

력운영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관제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과 관제업무에 관여된 인지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만을 다루어 보다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

과 관제분야의 특징 및 개선점을 심리학적인 측

면에서 다루었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를 둘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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