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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은 국 심의 

속한 항공수요 증 로 인해 항공로의 항공기 운

항횟수  항공교통량이 매년 가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항로 제  근

제를 담당하는 일선에 있는 제사들에게는 업

무의 강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량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1].

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국제유가의 안정 속에

서 항공수요는 향후 20년간 항공여객수요는 매년 

4.4%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국은 항공수요

의 폭발  성장에 힘입어 2030년에는 아․태평양 

지역의 세계 항공시장 유율이 42%를 차지할 

것으로 망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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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response of air traffic controller(ATC) against abnormal

situations using survey based on cognitive strategies suggested by Malakis et al.(2010). The

survey design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cognitive strategy factor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both the individual-scale and team-scale factors which constructed the cognitive

strategy against abnormal situations. Secondly, how seriously impact the ATC’s cognitive

strategies on thei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divided

into such two latent variables as job absorption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

analysis, it was proven that premeditated act of ATC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eam-scale cognitive strategies such as teamwork, communication and error management.

Moreover, it was found out the team-scale cognitive strategies had also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job absorption. On the other hands, individual-scale cognitive strategies had no or

negative effect on job absorption. Job absorption was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of 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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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  

항공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되어 동북아시

아의 항공교통량은 이에 발맞추어 폭증할 것으로 

측된다[3].

한국의 항공시장 역시 2035년까지 연평균 여객

은 3.7% 운항횟수는 3.6%씩 견고한 성장세를 이

어갈 것으로 망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제선 

 국내선 여객수가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측하며 운항횟수 역시 2020년에는 1백만 회를 

돌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4].

그러나 한국 항공시장과 제사를 비교한 경우 

매년 가 른 고성장과 함께 운항횟수와 여객운송

량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제사수

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 제탑의 경우 제사는 

2014년 기 으로 약 34.8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 다. 즉, 3년 동안 항공기 운항

횟수는 23.4% 증가하 으나 제사의 수는 10.9%

감소한 것이다1). 제인력은 감소하고 항공기 운

항횟수는 증가하다 보니 제사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는 가 되고 있는 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기가 운항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

을 때, 제사가 한 순간 집 력을 잃는다면 

측하지 못한 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5]. 제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있는 업무환경

에 처해 있기 때문에[1], 비정상 상황을 했을 

때, 제사의 응  의사결정 능력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변하는 업무상황(Rapid Situation)

∙항상 쫓기는 시간 압박(Time Pressure)

∙끊임없는 오류 리(Error Management)

∙복잡한 의사결정(Complex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이러한 업무강도  업무량의 당사

자인 국내 항공교통 제사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비정상상황에 

한 응 략과 이것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항공교통 제사가 비정상상황을 인지 후 시행

하는 응 략을 살펴보기 해 인지 략을 바탕

으로 기설계된 설문문항을 활용하 다. 항공교통

1) 김종화 기자, 아시아경제, “항공교통 제사는 피곤하

다...업무강도 최악”, (2015.10.20.)

Fig 1. Global Market Forecast (Airbus)

Fig 2. World Air Traffic Forecast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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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들은 항공기의 비정상 상황을 인지하거나 

조종사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가장 긴장하게 되고 

업무 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6].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비정상상황에 한 항공교통

제사들의 인식  응 략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 악한다. 이를 해 항공교통

제사들의 응 략을 개인  차원과  차원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둘째, 비정상상황에 

한 략  응이 그들이 인식하는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 다. 조직효과

성에 한 인식은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 두 가

지로 구분하 다. 마지막으로 상기 인과 계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항공교통

제사들의 조직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련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Ⅱ. 이론 고찰

2.1 인지 략(Cognitive Strategy)

1990년 에 자연주의 의사결정론(Naturalistic

Decision Making, NDM) 근법이 학자들의 지

지를 받으며 실험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 

장에서 문성을 지닌 실무자들에게 용되면

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 NDM 근법

은 복잡한 실제 업무 장에서 근무자가 신속하

게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경험이 지니는 역할을 강조하 다. 이러

한 근법은 인식- 발 (Recognition-Primed Model,

RPD) 의사결정 모형과 인지/메타-인지 (Recognition

/Meta-Recognition)모형과 같이 개량된 의사결정 

모형의 출 을 야기했다[7][8]. 항공교통 제사들

에 한 인지 략 모형을 구축하기 하여 이 두 

모형은 기상황 스트 스 모형 (Contingent

Operator Stress Model, COSMO), 그리고 변칙 

응(Anomaly Response Model)모형)와 통합된

다[9][10].

RPD 모형은 항공교통 제(Air Traffic Control)

와 같은 역동 인 성격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신

속한 상황인식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반면

에 RM 모형은 불확실성이 강하거나 낯선 상황에 

한 응 략에 을 두고 있다. COSMO 모

형은 비상상황에서의 계획  행동에 을 두고 

있으며 변칙 응 모형은 인지, (재)계획  진단

과 같은 인지  차의 상호작용을 주로 다룬다.

비정상  상황 하에서의 제사의 의사결정과 

련한 일반 인 모형을 목시키기 하여 항공

교통 제에 특화된 인지  분석모형이 사용되었

다[11]. 이 모형은  
EAM 모형 (항공교통 제 

비정상상황에 한 개인   워크 차원의 인

지 략 모형)으로 칭해졌다. 본 모형은 인지 략

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인 요인들로 ( 측, 상

황인식, 불확실성 리, 계획  행동  업무량 

리) 구성되어 있다[12].

Malakis et al.(2010)은 항공교통 제사의 인지

략을 분석하기 해서  
EAM 모형을 한 차

원 더 발 시켜 보완된 모형을 제안했다[13]. 상

기 모형이 개인  차원의 분석에만 치 해 있는 

것을  차원의 분석을 한 역으로 확 한 것

이다[14]. 상기 모형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음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2)

구성요인 개 념

개
인

차
원

상황인식 상태의 측, 의 인식

불확실성 리 목표 반응에 한 이해

계획 행동 표 계획, 비상계획 시행

업무 리 업무량, 업무우선순 리

차
원

코디네이션 원 간 동 상황공유

커뮤니 이션 정보 , 상황 업데이트

오류 리 오류 발견 즉각 인 피드백

업무 분장 역할 교환, 업무상 문제 발견

Table 1. Factors of  
EAM Model

 
EAM 모형은 앞서 언 한 5가지 핵심 인 

요인들 이외에 업무를 구성하는 요인인 워크

(코디네이션, 동), 커뮤니 이션  오류 리 등

을 분석요인으로 추가 으로 포함한 것이다[15].

2.2 상황 인식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인식의 정의  개념

은 부부분 1988년 Mica R. Ensley의 정의에 기

2) Malakis S., Kontogiannis, T., Kirwan, B. (2017), “Managing
Emergencies and Abnormal Situations in Air Traffic
Control (part II): Team Work strategies, Applied
Ergonomics 41, pp. 62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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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상황인식이란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요소들에 한 인식과 그것

들의 의미에 한 이해, 그에 따르는 가까운 미

래에 한 측을 의미한다. 즉,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16].

아울러 상황인식이란 시공간에서 환경요소에 

한 지각, 지각 된 요소들의 의미에 한 이해,

재 상태를 토 로 가까운 미래를 측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지에 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다음의 3 가지 수 으로 구분된다[17][18].

- 1 번째 수  : 지각(perception)

- 2 번째 수  : 이해, 통합 (comprehension)

- 3 번째 수  : 측  투사(projection)

상황인식에 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분한데,

Durso(2008)는 인간의 상황인식은 내면 인 지각

에 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 다[19]. 상황인식이

라는 개념은 1990년 부터 본격 으로 주목 되기 

시작하 으며 특히 제  조종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7][20].

실제로 상황인식이라는 용어는 군용 항공기 조

종사들의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다[21]. 안

한 비행을 해서는 조종사들과 그와 련된 

승무원들의 험을 측하고 그 상황에 한 빠

른 단을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항공기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상황인식의 실패를 들 

수 있으며 실제로 통계기록을 보면 주요 항공사

들의 항공기 사고에 한 연구결과 약 88%의 항

공기 사고가 상황 인식의 실패에 기인한 휴먼 에

러에 의한 것으로 악되었다[21].

2.3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인간의 일생에서 핵심 인 경험이

며[22], 모든 개인의 일상에 퍼져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커뮤니 이션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과

학 뿐 아니라 의학  통계학, 간호학, 자연과학 

등의 범 한 역에서 불확실성과 개인의 행동

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23]. 불확실성은 사

 정의에 따르면 ‘확실하지 않은 성질이나 상

태'을 의미하는 개념이나, 보다 구체 으로 그 개

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련 학문 역과 학

자, 그리고 불확실성을 느끼는 주체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개념이 복잡하고 완 히 일

치되지 않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모호

함, 측 불가능함, 복합성, 가능성, 명확성의 부

족, 알 수 없음 등의 개념과 련되어 사용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24].

Lipshitz & Strauss(1997)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의 불확실성을 정보의 부족(완 한 정보 부족, 부

분  정보부족, 신뢰 할 수 없는 정보), 부 한 

이해(의심스러운 정보에 의한 부 한 이해, 새

로운 상황으로 인한 부 한 이해, 변화와 불안

정한 상황에 의한 부 한 이해), 그리고 안간

의 갈등(유사한 매력  안들 간의 갈등, 서로 

모순된 역할로 인한 갈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정의하 다[25].

Humphreys & Berkeley(1985)는 불확실성을 

사건-행동 계, 사건-사건 계, 결과의 가치, 가

장 한 의사결정의 과정, 미래의 선호와 행동,

미래 사건에 향을 주는 능력에 한 확실성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 다[26].

Grenier et al.(2005)는 불확실성과 유사한 개념

으로 여겨지는 모호성(Ambiguity) 과의 공통 과 

차별 을 설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정의하 다

[27], 이들은 모호성이란 재에 고정되어 존재하

는 요소에 보다 이 주어진 개념인 반면 불확

실성은 미래에 이 두어진 측 불가능한 요

소가 가장 이 되는 개념이라고 하 다.

이상의 불확실성에 한 개념들은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정의되는지는 상

이하지만, 공통 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결과에 한 측 불가능한 상황과 심리상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계획 행동

Ajzen(1991)은 개인이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

는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를 선행변인에 추가하는 계획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안하 다[28].

이는 합리  행동이론에 사람들의 비의지  요

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동통제지각이라는 변인을 

추가한 이론이다. 계획  행동이론은 특정 행동

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의

도를 살펴보는 이론으로서, 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라는 3가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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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토 로 개인의 행동의도를 측하는 것

이다[29].

첫째, 행 에 한 태도 (Attitude toward

Behavior)는 특정 행 에 해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정  는 부정  평가 정도이다[30]. 태도

는 행동  신념과 행동결과에 한 평가 값들을 

곱한 값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  신념

은 행 가 특정결과를 이끌어 내리라는 기  

는 가에 한 신념이고 결과평가는 결과와 

련된 가치이다. 계획  행동이론의 태도는 보통 

태도의 개념과 달리 어떤 상이나 표 에 한 

태도가 아닌 특정한 행동에 한 태도를 강조하

고 있다.

둘째, 주  규범(Subjective Norm)은 사람들

이 속해있는 거집단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데 

해 어떻게 단할 것인가에 한 지각)으로 정

의된다[30]. 주  규범은 규범  신념들과 순응

동기에 의해 결정되며 규범  신념은 주 의 의

미 있는 사람들이 행 실천에 해 지지할지 반

할지에 한 믿음, 사회  압력을 개인이 지각

하는 정도이고 순응 동기는 거집단의 기 에 

부응하려는 동기로 정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  수행의 용이성을 고찰한 개념으로 ‘특정 행

동 수행이 얼마나 쉬울지 혹은 어려울지'에 한 

개인의 지각으로 정의된다[31].

2.5 워크

은 공동의 목표달성을 하여 상호보완 인 

기능을 가지고 조직구성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책임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소수의 그룹으로서 정의되어

진다[32].

의 구성원들이 갖는 워크(teamwork) 지향

성은 개인  가치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

주의  수 을 반 한다([33]. Hatcher and Ross

(1991)는 워크(teamwork)를 노력의 조정, 개방

 의사소통, 력, 호의성 등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과정으로 악하 으며, Hough(1992)는 워

크를 조직 구성원간의 력성의 정도, 타 하고 

력하여 일하는 능력, 사람들 간의 계의 질,

그리고 개인 간의 건설 인 행동이라고 하 다

[34][35].

Dickinson and Mclntyre(1997)는 정보를 공유

하며 력을 이끌어내는 구성원들의 행동이라고 

하 다[36]. 워크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개인들의 과업을 조직화하는 인지 , 언어

, 행동  활동을 통한 투입과 산출의 변환과정

인 ‘  로세스’로 워크를 정의하 다[37].

구성원 개개인의 힘을 집단 공동목표에 집 시

킬 수 있는 워크(teamwork)의 요성에 하여 

많은 기업들이 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워

크(teamwork)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어린 

조  태도와 함께  구성원들의 의지와 능력을 

의미한다[38].

2.6 커뮤니 이션

커뮤니 이션이란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 연구자들 간의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커뮤니 이션의 정의란 개개인간의 

기호를 이용한 정보의 의미 달과정이다. 그리

고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 있는 달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모든 행 이며, 그것은 상 방에게 달

하고 상 방으로부터 듣고 이해하는 계통 , 계

승 인 과정이다[39].

Frone(1988)은 커뮤니 이션은 조직에서 가장 

요한 과정이라고 지 하면서, 종업원들은 회사

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한 피드백, 역할에 

한 기 , 업무의 지시등과 같은 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커뮤니 이션은 “유기체 사

이에 공통되는 경험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어떤 

정보나 내용을 상호 교환하여 공통된 이미지를 

갖고 서로의 지각, 사고, 감정 등에 변화를 가져

오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40].

커뮤니 이션은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조직 활동의 기본과정이며 정보, 지식, 신념, 의

견, 감정 등을 공유하며 이러한 공통 을 찾는 

행 이다[41]. 심리학에서는 커뮤니 이션 능력이 

사회  정의로, 조직 리에서는 계 리에 필

요한 인간 계 능력으로 언 되었으며 언어학에

서는 성과 성과요소를 포함한 타고난 언어구

조이며, 사회학에서는 자의식과 사회  능력 개

발을 연  시켰다[42].

커뮤니 이션이란 의사결정을 한 의견들이 

조직의 한 성원으로부터 다른 성원에게로 달되

는 모든 과정이고, 그 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 

없이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43]. 이는 사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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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범 하게 련된 

사회과정으로 정의하고, 커뮤니 이션은 사회조

직 유지와 발 에 가장 요한 요소라고 강조되

었다. Ellis(1976)는 커뮤니 이션은 모든 조직의 

심 인 활동이며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조직이 

존재할 수 없다고 정의하 다[44].

2.7 오류 리(Error Management)

업무상 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효

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오

류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오류를 신속하게 교정

하고 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개방  의사소통과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 력 

필요성이 제기된다[45].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그리고 조직 생활  오류를 범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류는 

일반 으로 시간의 손실, 결함이 존재하는 생산

물의 산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 하 등과 같은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고 알려져 있다[46].

통 으로 조직  업무상 발생한 오류와 

련된 연구들은 직무복잡성과 불확실성 수 이 높

으면서도 신속한 상황인식  개입이 요구되는 

항공기 조종사, 의사  간호사 등 항공  의료

분야의 직무특성에 이 맞추어져 왔다[47].

Helmreich and Merritt(2000)는 조종사, 외과수

술의, 마취과 의사, 간호사를 상으로 오류 리

문화의 특성으로 지 되는 개방  의사소통 향상

을 목표로 하는 워크 훈련을 실시한 결과 비행

기조종사, 외과수술의, 마취과의사 순으로 오류행

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으며, 각 직군별 직무

수행 수  향상에 오류 리문화가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8].

최근에는 오류에 하여 장기 이고 효과 인 

근을 통해 부정  결과를 최소화하고, 발생 원

인과 효과  처방안 등을 조직학습 함으로써 

개인의 직무성과 향상과 조직 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류 리문화 련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49]. 높은 자율성과 

낮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직무의 경우 개인

인 단에 의해 문제상황을 처하게 된다[50].

2.8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이라는 변수는 국내외 수많은 학자

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의 

개념이 과학 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회사

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직효과성의 분류가 다양

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수의 보편 인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효과성을 Kim(2016)의 

연구에 따라 조직내부의 생산성과 건 성을 아우

를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51].

이를 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라는 두 개의 

개념을 조직효과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선택하

다.

Paullay et al.(1994)은 직무몰입을 인지 으로 

신경을 쓰고 재 직업에 심을 두고 있는 정도

라고 정의하 다. 직무몰입은 개인  조직의 성

과에 미치는 요한 요소이며, 조직몰입은 조직

에 한 애착에 련이 있는 반면 직무몰입은 종

업원의 즉시 인 직무행동과 인지에 있어서 더욱 

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직무몰입은 직원의 

동기부여와 노력에 정 으로 향을 미쳐 수행

을 높은 수 에 이르게 한다[52].

Lassak et al.(2001)과 Chughtai(2008)는 직무몰

입과 직무성과와의 연구를 통해 직무몰입이 높을

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 으

로 증명하 다[53][54].

종합하면, 직무몰입이란 개인이 직무를 동일시

하며 직무에 극 으로 참여하고, 그 성과가 그

의 자아가치에 요하게 여겨지는 정도로서 종업

원의 작업동기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작업

성과를 측할 수 있는 직무에 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54].

Locke(1976)의 정의에 따르면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에 해 평가할 때 느끼

는 유쾌하고 정 인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55]. 반  직무 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직무상

의 역할에 해서 지니고 있는 총체 인 감정  

반응을 말하고, 직무와 련된 직무단면에 한 

만족이란 직무와 련된 여러 측면에 해서 경

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서  반응을 말한다.

Arnold, Cooper & Robertson(1995)은 “일에 

한 요한 두 가지 태도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라고 주장하 다.

직무자체의 흥미와 유의미성, 과업의 요성,

기술사용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직무상 유능

성 등이 직무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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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Malakis et al.(2010)이 제시한 항공

교통 제사의 비정상상황에 한 인지 략을 분

석하는  
EAM 모형을 기반으로 하 다[11]. 이

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상기 모형을 구성하는 개

인  차원과  차원의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악하고 하 다. 이론

 연구모형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Fig 3. Research Model

비상상황에 한 항공교통 제사의 인지 략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인과  향력을 보여주는 

Fig 3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의 3.2 에 총 

7개의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3.2 연구 가설

항공교통 제사 개인에게 있어 비정상상황은 

근무  피하고 싶은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제사 개인에게 고강도의 스트 스로 작

용하거나[6], 감정노동에 따른 업무의 부담 는 

거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 따라

서 가설1부터 3은 부(-)의 인과 계를 용한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4부터 6은  차원을 구

성하는 변수들을 국내 제사들의 업무환경을 고

려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원의 업무역량은 워크에도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가설 8과 같이 개인과  간 인과 계를 

설정하 다 

H-1 : 항공교통 제사의 상황인식은 직무몰입

에 부(-)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2 : 항공교통 제사의 불확실성 리는 직무

몰입에 부(-)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3 : 항공교통 제사의 계획  행동은 직무몰

입에 부(-)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4 : 항공교통 제사들의 워크는 직무몰입

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5 : 항공교통 제사들 간 커뮤니 이션은 직

무몰입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6 : 항공교통 제사들 간 오류 리는 직무몰

입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7 : 항공교통 제사의 직무몰입은 직무만족

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H-8 : 항공교통 제사의 개인차원의 역량은 

의 인지 략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

3.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교통

제사들을 상으로 하 다. 연구자들은 실증분

석을 해 하계 휴가철 극성수기가 시작되기 직

인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2주동

안 설문지를 배포 하여 총 207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제사 분류를 살펴보면 남자는 59.9%, 여

성은 40.1%로 약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별로 살펴보면 제업무 근무경력이 5년 이

상이라고 응답한 항공교통 제사들은 70.3%로 나

타나 주로 5년 이상의 제 경력을 갖고 있는 

제사들이 설문에 극 으로 참여한 것으로 악

되었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을 토 로 비정상상

황에 한 그들의 인식  제경험이 설문에 유

효하게 반 되었을 것으로 단하 다.

항공교통본부 근무자가 30.8%, 서울지방항공청 

근무자가 43.0% 그리고 제주지방항공청 근무자가 

20.9%로 나타나 항공교통본부  각 지방청 소속

별로 골고루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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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값 .853, 바틀 트 구형성검정치 947.510(.000)

※ KMO값 .894, 바틀 트 구형성검정치 1163.649(.000)

 
EAM 모형 (개인 차원 10개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크론바흐
알

3 나는 비정상 련 정보를 최 한 수집하여 상황을 악하려 한다 .859 .255

.922

4
나는 비정상상황에 해 즉각 인 응 안 을 한 의사결정을 하려
고 노력 한다

.854 .247

6
나는 항공기 안 을 보장하기 해 외부 는 이벤트를 선제 으
로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797 .199

8
나는 비정상상황을 인지했을 때, 비행 안 을 해 표 화된 차뿐만 아
니라 그 외의 방안/ 차까지도 강구 한다

.658 .467

2
나는 비정상상황을 인지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빨리 가늠할
수 있다

.348 .790

.921

1 나는 비정상상황의 징조 는 조를 제업무 방 알아챌 수 있다 .127 .728

10
나는 비정상상황 발생 시 업무가 폭증하더라도 외부요인에 방해받지 않고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23 .708

5
나는 비정상상황을 인지했을 때 다가올 외부 는 이벤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

.423 .663

9
나는 비정상상황을 했을 때, 침착하게 업무의 우선순 를 정해서 상황에
하게 응할 수 있다

.506 .652

7
나는 비정상상황을 인지했을 때, 비행 안 을 해 그 상황에 맞는 표 화
된 차만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216 .344 분석제외

고유값 분산 5.131 1.059 61.901%

Table 2. Validity Test Results : Individual and Team Scale

 
EAM 모형 ( 차원 11개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크론바흐
알

1 나는 비상상황을 인지했을 때, 원들과 련정보를 공유하고 한다 .652 .347

.921

2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들끼리 워크가 좋아서 언제든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있어나의 단오류를 방할 수있다
.760 .232

3
비상상황 발생 시 섹터 담당 여부에 상 없이 제사들끼리 서로 조를 구하고 동

할수 있다
.795 .264

4
나는비상상황을인지했을때교신상 방 는 원이미숙력 제사라면내가 극 으

로그상황에맞추어도와주려고노력한다
.737 .347

5 비상상황시 원들간정보의업데이트가신속하게이루어진다 .781 .269

6
비록 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하더라도 원끼리 최 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응계획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 한다
.763 .371

7
비상상황발생시정보 의사소통오류를피하기 해서불필요한교신을자제하고최

한원칙을 수하면서상황 응하려노력한다
.521 .533

.920

8 비상상황 응 시 원들 간 오류가 발생하면 먼 발견하고 수정하려 노력 한다 .274 .767

9 비상상황 응 시향후 동일한 실수가재발하지않도록 원간피드백을 .공유 한다 .292 .751

10
비상상황 응 시 업무의 양과 처리업무의 우선순 가 수시로 변경될 경우 나는 잘

응하는 편이다
.367 .732

11
비상상황 발생 시 일상업무와 비상업무가 혼재될 경우 침착하게 업무분장을 하여 응

하는 편이다.
.261 .835

고유값 분산 6.206 1.041 6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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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값 .870, 바틀 트 구형성검정치 715.727(.000)

Ⅳ. 실증 분석

4.1 타당성 분석

실증분석에 앞서 Table 2와 같이 측정도구(설

문문항)에 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다. 타당

성 분석은 내 타당성과 외 타당성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항공교통 제사의 인지

략을 묻는 설문문항은 총 21개(개인  차원 10

개   차원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설문

문항에 한 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내  타

당성을 보여주는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계수는 사회과학분야 실증연구에서 수용할 만 한 

수 인 .7을 상회하는 .920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

었다.

다음으로 외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2와 같이 개인

 차원의 설문문항들에 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분석모형의 KMO 값  바틀 트 구형성 검정

치는 Table 2와 같이 각각 .853  947.510으로 

나타나 높은 합도를 보여주었다. 고유값 1.0을 

기 으로 요인 재량이 .4 이상인 타당한 설문문

항들로 구성된 요인들은 총 2개가 도출되었다.

 차원의 설문문항들에 한 요인분석 결과 

역시 요인분석모형의 KMO값  바틀 트 구형

성 검정치는 각각 .894  1163.649로 높은 합

도를 

보여주었다. 고유값 1.0을 기 으로 요인 재량이 

.4 이상인 타당한 설문문항들로 구성된 요인들은 

마찬가지로 총 2개가 도출되었다.

Malakis et al.(2010)이 제시한  
EAM 모형에

서는 Table 1과 같이 개인  차원과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요인들이 도출된 바 있다. 하지만 국

내 항공교통 제사들을 표본으로 한 탐색  요인

분석 결과 개인  차원과  차원에서 각각 2개

의 요인들이 도출되어 탐색  요인분석 결과에 

있어서 두 모형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차이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표본을 토 로 항공교통 제

사의 인지 략을 구성하는 개인  차원의 요인들

은 요인1-‘상황  불확실성 리’ 그리고 요인2-

‘계획  행동’으로 구분하 다.  차원의 요인들

은 요인1-‘ 워크  커뮤니 이션’ 그리고 요인

2-‘오류 리’로 구분하 다.

아울러 Table 3와 같이 항공교통 제사의 직무

몰입에 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탐

색  요인분석 결과 KMO 값  바틀 트 구형

성 검정치는 각각 .870  715.727로 나타나 높은 

합도를 보여주었다. 유효한 요인은 총 2개가 

도출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은 정서  몰입 두 번

째 몰입은 자기동일시로 명명하 다. 직무만족의 

경우 총 5개 문항이 1개의 요인으로만 구성되었

음을 확인하 다.

직무 몰입 요인1 요인2
크론바흐
알

1 출근하면나는활력과에 지가넘치는사람이된다 .865 .083

.922
2 내직장은내삶의의미와목표가있는곳이다 .848 .272

3 나는 제사로서내직업에매우열정이있다 .791 .309

4 아는 내가 조직에서하는일이자랑스럽다 .608 .487

5 나는 근무하는동안은모든사 인것을잊어버린다 .050 .819

.923

6 나에게 제사로서나의직업은매일매일이도 이다 .189 .590

7 나는 조직에서오랜기간동안근무할수있을것이라믿는다 .347 .613

8 내자신을나의직업과떼어놓고설명할수없다 .439 .592

9 나는 일단출근하면내업무에완 몰입한다 .418 .577

고유값 분산 4.652 1.050 63.356

Table 3. Validity Test Results of Job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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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크게 확인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으로 구분된다.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타당한 잠재변수

(Latent Variable)와 측변수(Observative Variable)

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타당한 잠재변수

(Latent Variable)와 측변수(Observative Variable)

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  요인분석 모

형의 합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chi-square p-value df CMIN/df

468.063 .000 231 2.026

RMR GFI NFI RFI IFI

.047 .809 .852 .823 .919

TLI CFI RMSEA

.902 .918 .077

Table 4. Validity of CFA model

Table 4와 같이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체

합도를 나타내는 CMIN/df 계수는 2.206으로 나타

나 2.0에 근 하는 매우 높은 모형 합도를 보여

주었다. GFI가 .809로 .9 미만이었지만 그 외의 

합도 계수들은 .9에 근 하거나 상회하는 높은 

수 의 합도를 보여주었다. RMR은 보통 .5 미

만이면 수용할만한 수 으로 단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47로 분석되어 수용할 만한 수 으

로 명되었다. 한 RMSEA 계수, 역시 .077로 

기 치인 .08 미만 보다 낮은 우수한 수 의 

합도를 보여주었다.

4.3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계수들

은 다음의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chi-square p-value df CMIN/df

501.782 .000 235 2.135

RMR GFI NFI RFI IFI

.049 .805 .841 .814 .909

TLI CFI RMSEA

.919 .908 .080

Table 6. Validity of SEM

잠재변수 간 경로분석 Estimate S.E. C. R. p-value

상황 불확실성 리 → 오류 리 -.685 .210 -3.266 .001

계획 행동 → 오류 리 1.650 .219 7.519 ***

계획 행동 → 워크 커뮤니 이션 .606 .147 4.132 ***

상황 불확실성 리 → 워크 커뮤니 이션 .147 .148 .996 .319

오류 리 → 정서 몰입 2.291 .845 2.713 .007

워크 커뮤니 이션 → 정서 몰입 .278 .141 1.975 .048

오류 리 → 자기 동일시 2.761 .917 3.012 .003

워크 커뮤니 이션 → 자기 동일시 .553 .158 3.501 ***

상황 불확실성 리 → 정서 몰입 -1.718 .813 -2.113 .035

계획 행동 → 정서 몰입 -3.780 1.541 -2.452 .014

계획 행동 → 자기 동일시 -4.169 1.634 -2.551 .011

상황 불확실성 리 → 자기 동일시 1.603 .845 1.896 .058

정서 몰입 → 직무 만족 .759 .114 6.685 ***

자기 동일시 → 직무 만족 -.080 .086 -.934 .350

Table 5. Path Analysis in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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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체 합도를 나타내는 CMIN/df 계수는 

2.135로 나타나 확인 요인분석 모형보다 합도

가 더욱 개선되었다. GFI가 .805로 .9 미만이었지

만 그 외의 합도 계수들은 .9에 근 하거나 상

회하는 높은 수 의 합도를 보여주었다. RMR

은  본 연구모형에서는 .49로 분석되어 수용할 

만한 수 으로 명되었다. 한 RMSEA 계수 

역시 .080으로 기 치인 .08 이하를 보여주어 수

용할 만 한 수 의 합도인 것으로 명되었다.

잠재변수들 간 경로분석 결과는 앞선 Table 5

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비정상상황에 한 항공

교통 제사들의 인지 략을 구성하는 개인  차

원의 요인들은  차원의 요인들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명되었다. 상황  불확실성 

리능력은 오류 리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 

계수는 -.685(p=.001)로 나타나 유의한 부(-)의 

향을 미쳤다. 하지만 개인의 계획  행동은 의 

오류 리(β=1.650, p<.001)뿐만 아니라 워크  

커뮤니 이션(β=.606, p<.001)에도 매우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공교통 제사의 인지 략   차원

의 구성요인들은 모두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차원의 인지 략 구성요인인 워크 

 커뮤니 이션과 오류 리는 직무몰입의 구성

요인들인 정서  몰입과 자기 동일시에 95% 신

뢰수 에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항공교통 제사가 비정상상황을 

응함에 있어 워크가 직무몰입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인지 략 구성요인인 상

황  불확실성 리(β=-.718, p=.035)와 계획  

행동(β=-3.780, p=.014)은 모두 95% 신뢰수 에서 

정서  몰입에는 부(-)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개인차원의 구성요인들  

계획  행동(β=-4.169, p=.011)은 자기 동일시에 

부(-)의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상황  불확실

성 리는 자기 동일시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직무몰입을 구성하는 변수들  자

기 동일시는 직무 만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정서  몰입(β=.795, p<.001)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명

되었다.

Fig 4. Path Analysis among Lat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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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Malakis et al.(2010)가 항공교통 제

사의 비정상상황에 한 응을 분석하기 해 

제안한  
EAM 인지 략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 다. 그들의 연구가 인지 략을 

구성하는 요인들만 밝히는데 치 하 다면 본 연

구는 이들이 별한 구성요인들이 실제 업무상황

에서 직무몰입  직무만족이라는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지 악하고자 

하 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비정상상황을 응함에 

있어 개인차원의 인지 략들  계획  행동은 

 차원의 인지 략들에 모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에도 항상 

비정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의 움직임을 측하고 

응하려고 하는 항공교통 제사 개인의 계획  

행동은  차원의 략  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비정상상황에 한  차원의 략  

응은 항공교통 제사의 직무몰입에 모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다. 반면에 개인 차원의 비정

상상황에 한 응은 직무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교통 제사 개인에

게 있어 비정상상황은 분명히 고강도의 스트 스

로 작용하여 직무몰입을 해하 을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워크를 통한 비정상상황에 한 

인식, 정보교환, 업무분장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오류 리를 통해서 이러한 직무 스트 스

가 완화되고 상황을 해결하게 되어 오히려 더욱 

직무몰입을 할 수 있게 해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교통 제에 있어 개인  역량 는 워크 

 더 요하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항공

교통 제사에게 필요한 제 역량은 분명 개인마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역량은 제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실을 감안할 때 항공 제는 개

인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분야이다. 항공교통 제사의 경우 혼자 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 제사가 항공기를 

제하기 해서 조 제사는 인  기 에 업무

조를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선 군과도 업무 조를 

잘 이루어 내야 한다. 때론 복잡한 상황이 왔을 

경우 감독해주는 제사가 함께 항공교통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한다. 이 모든 일들

을 항공교통 제사 한명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항공교통 제사 한명 한명의 역량을 모아 

을 이루고 그러한 의 워크를 통해서 수많

은 항공기를 동시 간에 실시간 제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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