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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hift pattern and expertise on perceived
workload and performance for aviation security screeners. 18 security screen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which data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wo
groups (experts vs. less-experts). We measured their perceived workloads and
performances (i.e., reading time through X-ray) as a function of shift pattern and
time condition. As a result, highly experienced screeners (experts) showed high
workload
during
the
morning
shift,
while
lowly
experienced
screeners
(less-experts) reported high workload during the full-day and the afternoon shifts.
In addition, less-experts took a longer time to inspect the baggage when they
worked for the full-day and the afternoon shifts. Particularly, in the last time slot
of the full-dat shift, expert screeners had a high workload, while both groups
showed a high-level of workload at around 17:30 in the afternoon shift.
Key Words : Aviation security screener(항공보안검색요원), Baggage inspection(수하물 검
색), Perceived workload(주관적 업무부하), Shift pattern(교대근무유형), Expertise(경력)

1. 서

론

항공사고는 한번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명피
해가 발생하며 대개의 경우 탑승자 전원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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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어떤 교통사고보다
심각하게 다뤄진다. 이에 따라 항공사고의 원인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
국의 교통안전국(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2010)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사고 원인의
70% 이상이 인적요인, 즉 항공관련종사자들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항공분야에서의 인적요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공분야의 인적요인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비행조종사의 인적요인
에 집중되어 있으며,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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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각종 수하물의 안전을 검색하는 보안검색요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기 정의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는 다

원들의 수행은 항공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양하나

다. 실제로 1988년 12월 21일, 팬 아메리카 소속
의 항공기 103편이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던

X-ray 판독이다. 이에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우수한 시력과 색깔 인지능력

중 스코틀랜드 작은 도시 라커비 상공에서 폭발

이 요구되고 있다 . 판독업무는 X-ray를 통해 색

하여 탑승객 27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
다. 사고조사결과, 당시 공항의 검색요원이 폭발

깔별로 표시되는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를 변별하여 판독을 하는 인지적 업무로, 상당

물이 탑재된 수하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여

한 집중력을 요구하며 , 인지적 업무부하가 높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항공기를 이용
한 테러위험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공항의

작업이다. 이에 검색업무는 대개 조를 이루어
안내, 검색, 판독 등을 20분씩 돌아가면서 실시

보안검색요원들이 정확하게 위험화물을 탐지해

하도록 되어 있다 .

내는 것은 항공안전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수행에 영향을

X-ray 이미지 판독업무의 작업부하는 생소함
(unfamiliarity)과
영상기반요소(image-based

미치는 인적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

factors)에서

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역시 피로라
고 할 수 있다. 검색요원들의 업무가 인지적 업

Halbherr, & Schwaninger, 2008). X-ray 이미지
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방식이 아닌 매우

무가 핵심인 만큼 피로는 검색요원들의 업무부

다른 방식으로 물체를 보여준다. X-ray 이미지

하를 높여 검색실패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은 피로를 많

는 투명하게 보이므로 이미지가 겹쳐진 물체는
합쳐져서 보이게 되고 ,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대근무시스템을

익숙한 물건들도 X-ray 이미지에서는 정확하게

따라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교대근무유형이 검
색요원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

어떤 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다. 특히 위협물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나타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 않기 때문에 더 생소하고 일상적 물품과 판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교대근무
유형이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의 수행과 주관적 업

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Schwaninger,
Hardmeler, & Hofer, 2005). 또한 영상판독시에

무부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는

였다. 특히 검색요원의 주요 업무인 판독과 같
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경력

(superposition), 보기어려움 (view difficulty)라
는 3가지 속성이 판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므로 검색요원의 경

(Schwaninger et al., 2005). 예를 들면 , 권총이

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라는 모양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만
약 권총이 복잡한 가방 속에서 여러 가지 물건

가장

핵심적인

발생한다고

화물의

업무는

물품에

대한

할 수 있다 (Bolfing,

복잡성 (complexity),

중첩

과 중첩되어 수직 각도로 놓여있다면 권총은

2. 이론적 배경
1. 항공보안검색업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정의에 따르면 “항공보안검색요원은
승객 , 휴대물품 ,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
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칫솔케이스처럼 보일 수도 있
다. 이처럼 전경과 배경이 뚜렷하지 않고 복잡
하게 얽혀 있는 물건들 속에서 정확하게 위협
적인 물체를 탐지하는 작업은 많은 훈련과 고
도의 집중력과 시각적 예민성이 요구되는, 업무
부하가 높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업무부하가 높은 작업은 개인적 상태
와 환경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적성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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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직무 만족도, 건강, 연령 등이 있을 수 있
다. 특히 경력과 같은 전문성 또한 영향을 미친

리듬은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한다(김대호 , 이상
설, 2000). 실제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다. 인지적 과제에서 있어서 경력이 많은 전문

서는(이안생, 이성재, 김남호, 2009) 야간 교대

가는 초보자와는 다른 전략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Ericsson &

근무시 혈압과 심장박동수의 일중변동양상이
주간 교대근무시보다 감소함을 보여주어 장기

Delaney, 1998; Larkin, McDermott, Simon, &

적 야간근무가 심혈관계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Simon, 1980; Sohn & Doane, 2004). 현재
X-ray 판독업무에 있어서 전문가와 초보자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근무시간은 업무수
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Coffey, Skipper,

차이는 연구되어 있지 않으나 , 판독업무가 많은

& Jung, 1988), 장기적인 교대근무는 산업현장

연습이 필요한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
이 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

에서 산업재해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하미나 , 노상철 , 박정선 , 2003). 국내 26개 회

다. 특히 공항의 특성상 많은 고객들이 줄을 서

사의 1년간 안전사고를 조사한

서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해야한다는 강한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된다.

1996)에서도 2교대제 주간근무자는 근로자 100
명당 15.8건(상주근무자의 5.1배), 3교대 근무제

시간적 압박은 불안을 유발하며, 불안은 인지과

주간근무자는 9.2건 (상주근무자이 3배 )에 달하

부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Shackman,
Sarinopoulos, Maxwell, Pizzagalli, Lavric, &

는 안전사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비율은 3교대 야간 근

Davidson, 2006). 따라서 판독업무에서도 전문

무시가 전체 사고의 83.3%에 달하는 것으로 보

성과 상관이 높은 경력은 중요한 개인차 요인
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적 조건

고되고 있어 야간근무자가 업무 중 실수를 저
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김지용,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독업무에 영향을

보안검색요원에 대해서도 교대근무로 인한

줄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대근무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수면부족은 검색요원의 피로를 악화시킨다 (임진
성,
2012;
Bourgeois-Bougrine,
Cabon,
Gounelle, Mollard, Coblentz, & Speyer, 1999),

2. 교대근무유형과 항공보안검색업무
교대근무는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아침 9시부

∼

이에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11)는 Doc 8973/8에서 검색요
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을 넘지 말아야하

터 6 7시 이외 새벽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하는 업종에서 적용되는 근

며 교대근무간 휴식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교대근무로 인한 문제발생

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교대근무 시스템은

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안검색요원의

순환방향, 근무운영시간 , 교대근무 순환기간 등
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나 주간

피로는 업무부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고려할 때(Bourgeois-Bourgine et al., 1999),

에서 시작하여 야간으로 진행되는 시계방향의

피로를 유발하는 교대근무시스템은 검색요원의

2교대와 3교대가 가장 일반적이며, 한 싸이클이
돌아간 후에는 하루 비번으로 휴식을 갖게 된

업무부하 및 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본 연구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교대근무시스

다.

템이 피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관적 업

교대근무는 작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대근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무부하 (work load)와 판독업무수행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히

간호사관련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는 간호사라는

교대근무유형을 넘어서 근무시간에 따른 주간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Learthart, 2000).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같은 환

적 업무부하와 판독업무수행의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경력이 어떤 역할을 하

경변화를 경험하면 인간의 생체리듬인 일주기

는지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 실제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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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독업무수행

주관적업무부하와 수행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
해 실험이 아닌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다.

판독업무의 수행은 X-ray 판독에 걸리는 시간
으로 측정되었다. 물론 판독업무수행의 가장 정
확한 측정치는 검색의 정확성일 것이나, 승객의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소지품이나 수하물을 그 자리에서 판독하는 현장
업무의 특성상 검색의 정확성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현장에서는 수행의 정확성 뿐 아
니라 판독의 속도 또한 중요한 수행차이로 고려

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8명이 관찰연구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판독의
속도를 수행측정치로 선정하였다. 다만, 판독의

에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9.28세(SD=3.99), 평균

속도가 빠른 것이 더 우수한 수행이라거나 혹은

근무기간은 60.22개월(SD=30.59)이었으며 최소값은
21개월, 최대값은 114개월있었다. 남자 10명(55.6%),

저조한 수행이라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단순히 판독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만을 탐

여자 8명(44.4%)였다. 경력집단은 중앙값인 50개월을

색하고자 하였다. 무인카메라 촬영을 통해 검색

기준으로 고경력집단 9명과 저경력집단 9명으로 나
누어졌다. 고경력집단의 평균 경력은 86.78개월이었

요원의 수행이 촬영되었으며 추후 한 개의 화물
당 평균 판독시간을 산출하였다.

으며 저경력집단의 평균 경력은 33.67개월이었다.

2. 측정 도구

3. 연구절차

1) 주관적 업무부하

검색요원의 교대근무 시스템은 전일, 오전, 오

검색업무 수행에 대한 주관적 업무부하를 평가

후, 비번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참가자들의 전일,
오전, 오후 근무시간 동안의 수행이 관찰 및 평

하기 위해 NASA-TLX(김성철, 2010) 문항 중 2문

가되었다. 주관적 업무부하는 전일근무 시에는

항을 사용하였다. NASA-TLX (Task Load Index)
는 NASA의 Armes Research Center에서 항공업

총 6회(7시, 10시, 12시 30분, 14시, 17시 30
분, 19시 30분), 오전근무 시에는 총 3회(7시,

무부하를 간략하게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10시, 12시 30분), 오후근무 시에는 총 4회(14

정신적 요구, 신체적 요구, 시간적 요구, 노력수준,
수행의 정확성, 심리적불안정을 묻는 총 6문항으

시, 16시, 17시 30분, 19시 30분) 검색요원들의
자기보고식 평가로 측정되었다. 검색업무수행,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검색업무 자체에 대

즉

한 일반적 업무부하보다는 근무시간대에 따라 업
무부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

6시 30분 9시 30분, 오전후반: 9시 30분 12
시 30분, 오후전반: 12시 30분 16시 30분, 오

고자 하므로 상기한 6문항 중 업무에 대한 일반적

후후반: 16시 30분 20시 30분)으로, 오전과 오

인 평가 문항인 4문항을 제외하고 시간에 따라 변
화가 가능한 주관적 수행정확성(“얼마나 성공적으

후 근무 시에는 각각 2구간(전일 근무시간의 구
분과 동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시간은 전일근무 시에는 총 4구간(오전전반:

∼

∼

∼

∼

로 또는 정확하게 직무를 완료하였다고 생각하십
니까?”)과 심리적불안정성(얼마나 불안정감, 낙담,
초조감, 짜증, 조바심, 중압감, 불안을 느꼈습니

4. 분석방법

까?“) 문항만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해당 항목

경력에 따른 주관적 업부부하의 차이를 알아

에 대해 0점(전혀 아니다)에서 100점(매우 그렇다)
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두 문항의 평균값을 주

보기 위해 경력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시간대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

관적 업무부하 수치로 사용하였다.

였다. 분석은 교대근무유형 간에 다른 패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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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Perceived Workload on Shift Pattern

전일
근무
오전
근무
오후
근무

7시

10시

42.22
(9.47)
40.28
(9.79)
41.18
(6.26)
45.93
(4.06)

50.28
(6.67)
42.50
(15.56)
56.11
(9.77)
61.67
(16.68)

12시
30분
53.33
(14.74)
43.73
(12.30)
45.56
(17.31)
50.28
(19.38)

저경력

-

-

-

고경력

-

-

-

저경력
고경력
저경력
고경력

14시
51.93
(8.55)
47.78
(15.23)
46.34
(17.20)
37.73
(14.48)

16시

17시
30분
53.33
(12.99)
49.17
(15.86)

19시
30분
53.33
(17.81)
59.44
(21.39)

전체

51.57
(10.03)
47.15
(11.13)
48.95
(5.86)
52.62
(11.67)
45.83
55.92
58.61
51.67
(17.63)
(15.46)
(17.28)
(9.67)
48.89
55.64
53.33
48.89
(19.69)
(17.49)
(20.27)
(13.83)
해당 값은 평균, ( )는 표준편차
-

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대근무유형별로, 그
리고 각각의 교대근무유형(전일, 오전, 오후) 각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와 경력간의 상호작용 경향이, p = .05,

각 모두에 대해 실시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전일근무와 오전근무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관찰

목적은 특별히 취약한 업무시간대를 파악하고 이
것이 경력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되었다, p =. 11. 그림 1을 살펴보면, 경력이 많
은 사람들은 오전근무를, 경력이 적은 사람은 오

것이므로 사전계획비교를 통해 대비분석을 실시

후와 전일근무에 업무부하를 많이 느끼는 것을

하였다. 아울러 보안검색요원들의 경력과 연령은
.76의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다. 순수한 경력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시간대에 따른 변화를 살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는 연령을 통제하는 것이

펴보기 위해 각 근무유형별로 시간대를 피험자내

필요하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인 경력의 효
과보다는 실제 현실에서의 고경력자와 저경력자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전일근무시 시간
대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시간대의 주효과만

의 수행과 업무부하 패턴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관리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령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근무시간에 따른 주관적 업무부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근무유
형에 따른 주관적업무부하와 경력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전일, 오전, 오후 근무에 따른 근무유
형을 피험자내변인으로, 경력을 피험자간변인으
로 하는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근무유형과 경력의 주효과,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Fig 1. Perceived Workload on Shift Pattern an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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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였다, F(5, 80) = 3.42, p < .01. 사전계획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일
근무 평균과 비교할 때, 첫시간인 7시에 유의미
하게 낮은 업무부하를, p < .01, 마지막 시간인
19시 30분에 유의미하게 높은 업무부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경력의 주효과와 경력
과 시간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다만 마지막시간인 19시 30분과 평균대비시
고경력자가 저경력자에 비해 업무부하를 많이 느
끼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p = .09,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12시 30분과 평균대비시에는 반대로 저
경력자가 고경력자보다 업무부하를 많이 느끼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p = .13. 전일근무동안의 주
관적 업부무하 변화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Fig 2. The Change in Perceived Workload
during the Full-Day

그림 2를 살펴보면 전일근무시 저경력자에 비해 고경
력자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업무부하를 느끼나 마지막 시
간에는 업무부하를 급격히 많이 느끼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전근무시의 업무부하변화를 살펴보
면, 역시 시간대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F(2, 32) =
6.15, p < .01. 구체적으로 평균에 비해 10시에 업무부하
지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그
밖에 경력의 주효과와 경력과 시간대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전근무동안의 주관적업무부하
변화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후근무시의 업무부하변화를 살
펴보면, 오후근무의 경우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


아,  (5)=26.53, p < .001, 자유도는 GreenhouseGeisser 추정값을 사용하여 교정되었다,  = .58. 분
석결과, 역시 시간대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F(1.74, 27.86) = 3.80, p < .05. 구체적으로 평

Fig 3. The Change in Perceived Workload
during the Morning Shift

균에 비해 17시 30분, 18시 30분에 주관적업무부
하가 유의미하게 높고, 14시에는 유의미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특히 16시에서 17
시 30분에 급격하게 주관적업무부하가 올라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p =.09. 그 밖에 경력의 주효
과와 경력과 시간대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
미하지 않았다(그림 4).
다음으로 판독시간에 대한 기술통계치가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판독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근무유형과 경력에 따른 판독시간은 근무유
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Fig 4. The Change in Perceived Workload
during the Afternoon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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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Reading Time on Shift Pattern

전일근무

오전근무

오후근무

오전전반
13.54
(1.98)
13.11
(1.82)
12.41
(0.79)
12.15
(1.77)

오전후반
13.29
(1.39)
13.26
(2.55)
12.10
(1.52)
12.56
(2.49)

저경력

-

-

고경력

-

-

저경력
고경력
저경력
고경력

오후전반
12.91
(1.74)
12.15
(0.95)
14.66
(3.73)
13.54
(1.08)

오전후반
13.04
(1.96)
11.92
(1.99)

전체
13.52
(1.17)
11.81
(2.16)
12.55
(0.85)
12.83
(2.39)
14.19
14.22
(2.36)
(3.23)
12.67
12.51
(1.34)
(1.28)
해당 값은 평균, ( )는 표준편차

라, 그리고 경력에 따라 업무부하를 어떻게 느끼
는지, 그리고 X-ray 판독수행은 어떻게 변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전일, 오전, 오후 교대근무유형간의 주관
적 업무부하나 판독시간의 평균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경력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었
는데, 고경력자들은 오전근무시에, 저경력자들은
전일과 오후근무시에 더 높은 업무부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판독업무 수행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저경력자들이 전일
과 오후 근무시 고경력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Fig 5. Reading Time on Shift Pattern and
Expertise

판독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고경력자들은 교대근무에 따라 판독업무 수행의

않았다. 다만, 고경력자의 판독시간이 저경력자의

유형에 따라 판독업무 수행이 다소 변화할 가능
성을 시사해준다. 환경변인을 배제한다면 판독시

판독시간에 비해 더 짧은 경향을 보였다, p =
.10. 특히 오전근무시에는 경력에 따른 판독시간
이 별 차이가 없으나 고경력자는 저경력자에 비
해 전일근무시, p = .10, 그리고 오후근무시, p
=.16, 판독시간이 짧은 패턴을 보였다(그림 5).

5. 논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으나 저경력자들은 교대근무

간은 전문성이 높을수록 짧다. 이를 고려해보면,
전문성이 낮은 검색요원들은 업무부하를 크게 느
끼는 전일근무와 오후근무시에 집중력이 떨어져
하나의 화물을 검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경력자들은 오전근
무에서 주관적 업무부하를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
고 판독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문성

본 연구는 공항에서 수하물 검색을 담당하는

이 높은 검색요원들은 업무부하와 같은 피로를
느낄 때에도 수행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날 가

항공보안검색요원이 교대근무유형과 시간에 따

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판독시간이 수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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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지표는 아니며, 시간이 일관적이라고
해서 판독의 정확성도 일관되다고 말할 근거가

였다. 둘째, 환경적 통제변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업무부하와 수행에 영향을

아직까지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추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승객수이다. 본 연구에서

후 연구를 통해 검색요원의 전문성에 따른 수행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는 업무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대별 승
객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

또한 현재 실시되는 교대근무패턴은 전일근무,

경력자와 저경력자는 동시에 같은 조건에 있었기

오전근무, 오후근무 후에 하루 휴식으로 이루어
지는 4일 패턴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전근무

때문에 경력에 대한 결과는 승객수에 대한 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신뢰로운 결과라고 할

시 가장 업무부하가 심하고, 전일근무와 오후근

수 있다. 다만 시간대별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무는 전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업무부하가 덜하다. 고경력자들은 전일근무

승객수를 통제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근
무 전날의 수면시간 등도 수행 및 피로에 중요한

와 오후근무 때의 업무부하가 상대적으로 덜한

영향요인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데 반해, 저경력자들은 전일근무와 오후근무시
업무부하가 높았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판독업무는
정확성으로 측정되어야하나 본 연구에서는 판독

하나는 고경력자들은 휴식을 제대로 취하면서 컨

시간으로 측정된 점도 한계점이다. 정확성을 측

디션을 조절했으나, 저경력자들은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다.

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연구가 아닌 정답과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실시해야한다.

구체적인 시간대별 분석결과는 예상대로 늦은

추후에는 판독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복

오후 및 저녁시간대에 업무부하를 가장 크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근무시에는 전반적

잡성, 중첩, 물건의 각도 등을 고려한 실험자극
개발과 이에 따른 수행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

으로 저경력자가 고경력자에 비해 업무부하를 높

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 느끼지만 마지막 시간인 19시 30분에는 고경
력자가 특히 더 높은 업무부하를 보고하였다. 물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론 해당 시간 대 수행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

않은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부하와 수행에 대

여 급격한 업무부하 증가가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하루종일

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 검색업무에 경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검색요원들의 취약한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고경력자들

근무유형 및 시간대를 현장측정을 통해 파악하여

에게 좀 더 부담스러운 일일 가능성은 높은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오후 근무시에는 모두 16시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7시 30분 사이에 급격하게 업무부하를 많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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