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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xperimental evidence for the problem
of complacency when using the AFCS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of KUH-1
and suggest ways to prevent it.
Backgroun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cockpit automation systems, the
risk of complacency effect has increase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omplacency, but no experimental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complacency
in the actual aviation domain using autopilot. In this study, the impact of trust and
expertise on monitoring behavior and the impact of monitoring behavior on flight
performance are investigated. Automation induced complacency is inferred as a
consequence of monitoring behavior.
Method: In the KUH-1 simulator, 19 pilots flew in the traffic pattern. During the flight,
monitoring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with an eye-tracker, and flight performance
was measured by whether to be off course and the action time in case of AFCS failure.
Trust in AFCS was measured by a questionnaire.
Results: Trust in AFCS did not affect monitoring behavior in the entire sample. But
trust induced different monitoring behavior depending on the expertise. Pilots who
were off course focused longer on the secondary task at once. The action time in
AFCS failur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oportion of total dwell time in the
secondary task and the pilots' flight hours.
Conclusion: The complacency can occur to both experts and novices, and can put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Having a high level of manual flight skills and expertise,
calibrating trust to an appropriate level, putting aircraft control as a top priority, and
maintaining situation awareness through sufficient monitoring and transition between
tasks will be ways to prevent and respond to complacency.
Application: This result can be used as an initial empirical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tomation system and helicopter pilots, and will be a basic study to
safely operate the cockpit automation system at army avi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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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현대의 자동화 시스템은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 특히, 복잡한 비행 환경에서 자동화 시스템은 작업 부하 및 피
로 감소, 비행 정밀도 향상, 안전성 증대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Sarter et al., 1997; Parasuraman and Manzey, 2010). 조종석 자동화
시스템의 진보는 항공사고의 약 60~80%를 차지하는 Human error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증가하는 항공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고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Lounis et al., 2019).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는 고정익 항공기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작업 부하를 경험하는 조종사를 위해 회전익 항공기 고유의 환경을 고려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Milner
et al., 2020), 자동조종시스템 장착에 대한 찬성 여론 또한 강하다(Newman, 2007).
대한민국 육군 항공에 전력화 된 KUH-1(수리온)은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탑재한 항공기이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의 상위 모드는
조종사의 제어에 따라 지시속도, 기수, 고도, 수직속도 등을 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조종사의 추가 설정이 없더라도 안전한 비행
범위 내로 항공기를 통제한다. 비행 중 조종사의 작업은 조종, 항법, 통신, 시스템 관리 그리고 주어진 임무에 따라 다른 작업을 추가
로 수행해야 하는 다중작업(multitasking)이다(Wickens and Dehais, 2019). 시스템이 항공기 조종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면 조종사의 작
업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일정하고 높은 수준의 비행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치명적인 사고의 약 15~26%를 차지하는 공간
정위상실(spatial disorientation)이 발생하였을 때,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은 안전한 상태에서 조종사의 잘못된 감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Newman, 2007).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은 설계자의 의도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자의 과제를 변화시킨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시스
템의 고장이나 오작동을 감시해야 하는 요구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Chamber and Nagel, 1985; Parasuraman et al., 1993). 조종
사가 자동화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외부 환경과 시스템을 적절히 감시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Bahner et al.,
2008). 1972년 12월 이스턴 항공 401편 추락사고는 처음으로 조종사와 자동조종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사고로(Bigelow, 2021),
조종사들은 기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조종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약 4분간 계기와 외부를 관찰하지 않았고, 고도강하를 인지하
지 못해 추락하였다(NTSB, 1973). 2009년 11월 노스웨스트 항공 188편의 조종사는 자동조종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 다른 과제에 집중
하여 약 1시간 동안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Bigelow, 2021).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의
예상되는 이익은 부적절한 사용과 과도한 의존에 따른 비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현 연구는 헬기조종사들이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 시 경험할 수 있는 complacency 문제에 대해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기내
자동화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육군 항공에서 complacency 예방 방안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Literature Review
2.1 Automation induced complacency
Wickens et al. (2013)의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를 한국어로 번역한 "공학심리와 인간수행"에서 complacency
는 "안심감"으로 번역되었지만,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 통용되고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complacency를
사용하였다.
항공산업에서는 오랫동안 complacency를 항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해왔다(Wiener, 1981). Complacency라는 용어는 조종사 및
항공교통 관제사 등 운영자가 시스템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양호하다고 가정한 항공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언급
에서 유래되었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Wiener (1981)는 complacency를 "의심 지수가 낮은 심리상태"로 정의하였으며, 미국
항공우주국 항공안전 보고시스템(ARAS)에서는 "만족스러운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하여 경계하지 않는 결과
를 초래하는 자기만족"으로 정의하였고(Billings et al., 1976), 사고조사 항목에 complacency를 포함하고 있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자동화가 도입된 항공기가 출현한 이후 complacency는 조종사와 자동화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대표하

조은진 · 명노해

대한인간공학회지

31 Dec, 2021; 40(6):

Autopilot-induced Complacency and Flight Performance in KUH-1 427

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Parasuraman et al., 1993). Complacency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Parasuraman et al., 2008),
공통적인 특징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간 사용자의 모니터링과 관련이 있고, 모니터링의 빈도가 표준이나 최적보다 낮으며(Moray
and Inagaki, 2000), 표준 이하의 모니터링의 결과로 시스템 수행도에 직접 관찰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높은 신뢰성을 가진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은 낮은 빈도의 모니터링을 유도하며 시스템 오작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시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는 complacency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Stanton and Marsden, 1996; Parasuraman and Manzey, 2010).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는 주로 시각 비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공기 외부를 관찰하고 장애물을 회피할 소요가 많고, 저고도에서 운용되므로 주의력
배분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다. 즉, complacency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고정익 항공기보다 적게 발생
할 수는 있지만 그 위험성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2.2 Trust in automation and complacency
Automation induced complacency를 유도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자동화 신뢰는 complacency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다(Bailey
and Scerbo, 2007). 자동화 신뢰는 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써(Lee and See, 2004; Azevedo-Sa et al., 2020), 사용자가 시스
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반대로 시스템을 과도하게 신뢰한다면, 시스템을 덜 감
시하게 되어 모니터링 수행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Muir and Moray, 1996; Parasuraman and Riley, 1997; Körber et al., 2018). 즉, 자동
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과도한 의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동화 신뢰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수행도가 감
소하는 complacency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Mahlfeld et al., 2011). Bailey and Scerbo (2007)의 연구에
서는 신뢰에 따른 모니터링 수행도를 조사했고, 신뢰가 클수록 시스템 오류 탐지율이 감소하고, 응답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통
해 complacency가 신뢰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2.3 Expertise, trust and complacency
자동화 신뢰를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자동화를 덜 신뢰하고 덜 의존했다(Fan et al., 2008; Sanchez et al.,
2014). 전문성은 폭넓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자신감으로 이어지며(Hoff and Bashir, 2015), 자동화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의 수동 기술
에 대한 자신감이 더 큰 경우 자동화를 덜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Lee and Moray, 1994).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
한 경험이나 지식은 신뢰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Hoff and Bashir, 2015).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 경험은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의존하게 하며, 부정적인 경험은 시스템을 덜 신뢰하고 사용하지 않게 한다(Lee and Moray, 1994; Yuviler-Gavish and Gopher,
2011; Manzey et al., 2012). 즉,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은 높은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 경험의 증가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도가 저하되었다는 연구 결과(Molloy and Parasuraman, 1996)에 따라 경험이 complacency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종사 및 비조종사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조종사가 더 많은 자동화 고장을 감지
하였지만, 두 그룹 모두 complacency가 나타났고(Singh et al., 1998),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비행할 때보다 엔진계기 및 승무원 경고
시스템(EICAS, Engine Indicator and Crew Alerting System)을 사용했을 때 엔진 오작동을 더 적게 감지하는 모습을 보였다(Galster and
Parasuraman, 2001). 따라서, 시스템 경험 증가는 complacency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 complacenc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complacency를 의미하기 때문에(Parasuraman and Manzey, 2010;
Mahlfeld et al., 2011), 모니터링 행동을 통해 complacency를 추론할 수 있다(Rodriguez et al., 2020). 따라서, 모니터링 행동 측면에서 보
면 전문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더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은 더 오래, 자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Jin et al., 2020), 전
문조종사와 초보조종사는 비행 시 모니터링 행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였다(Bellenkes et al., 1997; Kasarskis et al., 2001; Xiong et
al., 2016).
전문성은 폭넓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조종사의 경우 대체로 전문성과 경험이 비례하기 때문에, 현 연구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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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개념으로 조종사 자격을 활용하였다. 위 연구들에 의하면 자동화 신뢰와 complacency, 그리고 complacency를 추론할 수 있는 모
니터링 행동은 전문성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 변수이며, 수행도는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complacency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Method
3.1 Hypotheses
Complacency는 표준이나 최적보다 낮은 모니터링으로 인해 발생한다(Parasuraman and Manzey, 2010).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한
비행 시 표준이나 최적의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complacency를
의미하기 때문에(Parasuraman and Manzey, 2010; Mahlfeld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complacency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모니터링 행동을 통해 complacency를 추론할 것이다(Rodriguez et al., 2020).
높은 신뢰성의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 경험과 전문지식에 따라 전문조종사는 초보조종사보다 높은 신뢰를 형성
할 것이다. 높은 신뢰는 낮은 빈도의 모니터링으로 이어지지만, 전문성에 따라 모니터링 행동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
문가와 초보자를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비행관련 관심 구역의 모니터링을 더 짧은 시간
수행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을 제시한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비행관련 관심 구역
의 모니터링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행동이 실제 비행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모니터링 행동이 complacency를 추론할 수 있는 변수라는
증거를 제공하고 complacency의 발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낮은 비행 수행도를 보인 조종사의 모니터링 행동을 통해
complacency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선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비행관련 관심 구역의 모니
터링을 더 짧은 시간 수행한 조종사는 낮은 비행 수행도를 보일 것이다.

3.2 Experimental plan
3.2.1 Participants
실험 참가자는 총 19명으로 육군항공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 중인 KUH-1 교관조종사 11명, 조종사 양성과정 중인 학생조종사 8명으
로 구성되었다. 교관조종사의 나이는 37~54세(평균 45.27세, 표준편차 5.623), 근속연수는 14~33년(평균 24.182년 표준편차 6.46), 총
비행시간은 880~7,800시간(평균 3861.8시간, 표준편차 2469.096), KUH-1 비행시간은 500~3,300시간(평균 1481.82시간, 표준편차 926.18)
이며,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학생조종사의 나이는 24~32세(평균 26.8세, 표준편차 2.85), 근속연수는 0.5~3년(평균 2.13년, 표준편차 1.09)이다. 총 비행시간은 40~
87시간(평균 55.5시간, 표준편차 20.5), KUH-1 비행시간은 15~57시간(평균 28시간, 표준편차 18.03)이며,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1명
이다.

3.2.2 Apparatus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제작한 육군항공학교 수리온 훈련센터의 KUH-1 모의비행 훈련장치(시뮬레이터)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이
장비는 국토교통부에서 3등급 회전익 항공기 모의비행장치로 지정한 장비로써 실제 KUH-1 항공기를 높은 수준으로 복제한 기기이다.
실험 간 조종사의 안구 데이터는 Pupil labs의 Pupil core eye tracker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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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Task
비행 중 조종사는 다중작업을 수행해야 하며(Wickens and Dehais, 2019), 다중작업 상황에서 complacency가 발생하기 때문에(Parasuraman
et al., 1993) 과제는 비행과제와 2차 과제를 부여하였다.
1차 과제는 비행이다. 비행은 항공기 조종, 항법, 시스템 감시를 모두 포함한다. 실험은 비행장 활주로에 착륙상태에서 시작하여, Figure
1과 같이 비행장 상공의 지정된 경로인 장주비행 경로를 따라 정해진 속도, 고도를 맞추어 2회 비행하였다. 항로를 유지하고 속도, 고
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조종간을 제어하거나,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첫 번
째 비행에서는 이륙부터 활주로 착륙까지 수행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비행에서는 베이스 레그(Base leg)에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상황을 부여하였다. 고장 발생 시 계기 패널에 주의등이 점등되고 청각적으로 주의 알림이 발생하며, 조종사는 수동 조작으로 전
환하여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였다.
2차 과제는 비행 정보 간행물에서 정보를 탐색하여 해결하는 과제이다. 문제는 '00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와 폭은 무엇인가?', '00 비
행장의 FM 주파수는 무엇인가?'와 같이 육군 비행 정보 간행물에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육군 비행 정보 간행물, 질문지, 펜이 제공되었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이 조종을 대신하고 있을 때, 조종사는 2차 과제를 수행하였다.
비행 방식의 전환 및 과제 간 전환은 조종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였다.

3.2.4 Procedure
조종사는 실험 전 실험동의서에 서명하고,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실험 진행에 관해 소개를 받고 조종석에 탑승하
여 eye tracker를 보정했다. 조종사는 우측 조종석에 1명씩 탑승하였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경험이 없는 학생조종사는 사용방법 설
명을 듣고 약 5분의 장비 작동 연습시간을 부여하였다. 조종사들은 장주비행을 2회 수행하고, 비행 종료 후 자동화 신뢰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개인당 총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2.5 Measurements
Trust in automation
자동화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Körber (2018)의 자동화 신뢰 설문지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항공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
기의 자동 지면 충돌방지체계(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에 대한 신뢰를 연구한 Lyons et al. (2016)의 설문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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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설문지 세부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Appendix 1에 첨부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일반적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 경향 3항목, 친숙성 2항목, 이해 및 예측 가능성 3항목, 신뢰성 및 능력 6항목,
도입 목적에 대한 이해 2항목으로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를 합한 신뢰 점
수가 자동화 신뢰변수가 되었다.

Monitoring behavior
2차 과제에 대한 시각적 주의를 측정하여 비행과제를 얼마나 모니터링 하지 않는지를 정량화 하였다. 모의비행 훈련장치와 시스템
사용 경험이 부족한 학생조종사와 능숙한 교관조종사 간의 교란 요인(confounding factor)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안구 추적 자료는
다운윈드 레그(downwind leg)의 순항비행 구간에서만 추출하였다.
모니터링 행동을 정량화 하기 위해 두 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Proportion of total
dwell time)은 2차 과제에 체류한 시간을 모두 합하고, 피실험자 별 실험 시간이 차이로 인해 전체 실험 시간으로 나누어 정규화 한
값이다(Holmqvist et al., 2011). 다음으로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Average dwell time)은 한번 2차 과제를 수행할 때 평균적으로 체류
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총 체류 시간을 체류 횟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Zeeb et al., 2015; Brams et al., 2020). 이때, 체류(dwell)는 관심
구역에 진입부터 이탈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정의된다(Holmqvist et al., 2011).

Flight performance
비행 수행도는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먼저,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하여 비행 시 항로이탈여부를 통해 기본비행 수행도를 판단
하였다. 항로이탈은 장주비행 패턴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현재 위치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이탈
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상황은 속도를 감속하고 고도를
강하하는 베이스 레그에서 상황을 부여하였다. 시스템이 꺼지면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수동 조작이 필요하다. 결과는 조종사가 의
도하지 않은 속도, 고도, 방향, 자세의 변동없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통제되기까지 회복하는 소요시간으로 측정하였다.

3.2.6 Data analysis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화 신뢰를 독립변수로, 모니터링 행동인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과 평균 체류 시간
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사후 분석을 위해 일변량 일반선형모형(GLM)을 활용하여 조종
사 자격과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표본을 교관조종사와 학생조종사로 나누어 자동화 신뢰를 독립변수로, 모니터
링 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의 비행 수행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항로이탈여부를 집단변수로 t-test를 수행하여 항
로를 이탈한 조종사와 항로를 유지한 조종사의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과 평균 체류 시간의 평균 비교를 수행하였다.
추가로 자격이 비행 수행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자격과 항로이탈여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즉 카
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과 평균 체류 시간을 독립변수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는 전문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조
종사의 KUH-1 비행시간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사용을 하지 못하여 비행 중 2차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조종사 1명의 표본은 모니터링 행동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 분석을 위해 시뮬레이터 자체 고장이라고 판단하여 조치하지 않은 교관조
종사 2명과 항공기 조종에 실패하여 항공기를 추락시킨 학생조종사 2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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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설문지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이 0.862로 설문지 문항의 신뢰성이 충
분히 높았으며, 설문지의 문항이 자동화 신뢰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종사 자격을 교관과 학생으로 구분
하여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하였다. Figure 2와 같이 t(17) = 3.697, p-value = 0.002로 교관조종사와 학생조종사의 신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화 신뢰를 독립변수로, 두 가지의 모니터링 행동을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비행
중 2차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조종사 1명의 표본은 모니터링 행동 분석에서 제외하고 교관조종사 11명, 학생조종사 7명의 표본
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에 대해 F(1, 16) = 2.011, p-value = 0.175, 2차 과제 평균 체
류 시간에 대해 F(1, 16) = 1.512, p-value = 0.237로 신뢰가 모니터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한 사후 분석을 위해 일반선형모형(GLM)을 통해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와 자격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3과 같이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에 대하여 자격과 신뢰는 F(1, 14) = 8.514, p-value = 0.011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
며,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하여 자격과 신뢰는 F(1, 14) = 13.635, p-value = 0.002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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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자격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관과 학생의 표본을 나누어 추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관조종사의 신뢰는 2차 과
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에 대해 선형회귀분석결과 F(1, 9) = 14.971, p-value = 0.004, β = 1.162, R-squared = 0.625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해서는 F(1, 9) = 0.061, p-value = 0.811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대로, 학생조종사의
신뢰는 총 체류 시간의 비율에 대해 F(1, 5) = 0.083, p-value = 0.785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나,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해서는 F(1, 5) =
34.239, p-value = 0.002, β = 1.502, R-squared = 0.873로 유의미했다.
두 번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항로이탈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초 2차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조종사 1명을 제외하고 항로를
이탈한 조종사는 6명, 항로를 유지한 조종사는 12명이었다. 항로를 이탈한 조종사와 유지한 조종사의 모니터링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하였다. Figure 4와 같이,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에서 t(16) = -2.250, p-value = 0.039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항로를
이탈한 조종사는 평균적으로 한번 2차 과제를 수행할 때 평균 27.87초 체류한 반면, 항로를 유지한 조종사는 평균 17.29초 체류하였
다. 반면,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에서는 t(16) = 1.492, p-value = 0.155로 항로이탈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추가로 비행 수행도에는 조종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자격과 항로이탈여부에 대해 교차분석을 수행하
였다. Table 1과 같이 교관조종사의 18.2%(11명 중 2명)와 학생조종사의 42.9%(7명 중 3명)는 장주비행 중 항로를 이탈하였으며, 카이
제곱 검정 결과 p-value = 0.087로 조종사 자격과 항로이탈여부는 관계가 없었다.

Table 1. The cross table and chi-square test results on expertise and whether to be off course
Whether to be
off course

Frequency (%)

Pearson chi-square

On course

Off course

Instructor pilot

2 (18.2%)

9 (81.8%)

Student pilot

4 (57.1%)

3 (42.9%)

Expertise

Value

p-value

2.922

0.087

다음으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 대한 모니터링 행동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행동을 독립변수로,
조치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상황 부여 시 시뮬레이터 자체 고장이라고 판단
하여 조치하지 않은 교관조종사 2명과 항공기 조종에 실패하여 항공기를 추락시킨 학생조종사 2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여 교관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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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학생조종사 5명의 표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Figure 5와 같이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은 시스템 고
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 대해 F(1, 12) = 4.024, p-value = 0.068, β = 0.771로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반면, 2차 과제 평균 체
류 시간은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 대해 F(1, 12) = 0.136, p-value = 0.719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 대해 이전 결과에서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과 조종사의 KUH-1 비행시간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와 같이 두 변수를 포함한 모델은

p-value = 0.012, R-squared = 0.552로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은 β =
0.861, p-value = 0.019, KUH-1 비행시간은 β = -0.005, p-value = 0.020으로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독립변수의 VIF는 1.011로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Table 2.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 of action time in AFCS failure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d

F-value

p-value

Regression

2

722.588

361.294

6.779

0.012

Residual error

11

586.269

53.297

Total

13

1308.857

R-squared = 0.552, Adjusted R-squared = 0.471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Intercept
Proportion of total dwell time (%)
Pilots' KUH-1 flight hours (h)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46.289

24.640

-1.879

0.087

0.861

0.312

2.758

0.019

-0.005

0.002

-2.7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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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complacency가 인간과 자동화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다중작업 상황에서 자
동비행 조종시스템으로 비행 시 전체 조종사의 31.6%가 항로를 이탈하였고, 두 명의 학생조종사는 활주로 착륙에 실패했으며, 시스템
고장 발생 시 두 명의 학생조종사는 추락, 한 교관조종사는 항공기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3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결과만으로도
항공기 자동화 시스템 사용 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중대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교관조종사는 학생조종사보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하게 더 컸다. 특히, 자동화 신뢰 설문에서 시스템 도입 목
적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및 능력 항목에서 교관조종사와 학생조종사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도입 목적에 대한 이해 t(17) = 3.047,

p-value =0.007, 신뢰성 및 능력 t(17) = 4.109, p-value = 0.001). 교관조종사가 학생조종사보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의 도입 목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스템과의 많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의 신뢰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자동화 신뢰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Lee and Moray,
1994; Hoff and Bashir, 2015).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비행관련 관심 구역의 모니터링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 이유는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과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한 자격과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의 발생으로 알
수 있듯이, 조종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조종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교관조종사는 신뢰가 클수록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학생조종사는 신뢰가 클수록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전문성에 따라 신
뢰가 다른 모니터링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조종사는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아직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 높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시스템
을 다루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을 다루는 개개인의 능력이 반영되어 신뢰가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
의 비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시스템을 설정해 놓은 이후 신뢰가 높은 학생조종사
는 2차 과제를 한 번에 더 오래 집중하여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높은 신뢰가 모니터링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Muir and Moray
(1996)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반면, 교관조종사는 신뢰가 클수록 2차 과제를 더 많이 수행하여 높은 신뢰가 비행관련 관심 구역의 모니터링 시간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관조종사는 신뢰가 높다고 할지라도 비행 중 2차 과제에 평균적으로 한 번에 더 오래 집중하지는 않았
다. 교관조종사는 학생조종사보다 대체로 비행과제와 2차 과제 간 더 많은 시선의 전환을 하였기 때문이다(교관과 학생의 관심 구역
전환율 평균 비교 t(16) = 1.782, p-value = 0.094). 이 결과는 전문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신뢰가 더 컸음에도 계기판과 도로에 대
한 모니터링 빈도는 더 많았고(Jin et al., 2020), 비행시간이 더 많은 조종사가 외부와 지도 간 시선의 전환이 더 많았다는 연구(Sullivan
et al., 2011)와 같이 모니터링 행동에 전문성과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행상태 모니터링과 같은 안전에 중요한 과
제를 희생하여 다른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 간 충분한 빈도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은 인지터널링을 피하고 상황인식을 유지할 수 있
는 방법이다(Wickens and Dehais, 2019). 교관조종사는 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2차 과제에 고착되지 않고 충분한
시선의 전환을 하며 비행에 대한 상황인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교관조종사가 학생조종사보다 시각 전략의 유연성이 더 뛰
어났다는 Bellenkes et al. (1997)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가설 검정에서 조종사의 자격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비행관련 관
심 구역의 모니터링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통해, 높은 신뢰가 complacency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ailey and Scerbo,
2007). 하지만 전문성에 따라 신뢰는 다른 모니터링 행동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전문영역에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동화 신뢰와
complacency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전문성의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항로를 이탈한 조종사들은 2차 과제에 한 번에 더 오래 체류하였고, 2차 과제를 더 많은 비율로 수행한 조종사는 자동비행 조종시스
템 고장 발생 시 항공기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비행관련 모니터링 시간이 짧을수록 낮은 비행 수
행도를 보일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모니터링 행동이 complacency를 추론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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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제공한다.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한 조종사보다 수동 조종을 하는 조종사가 역학 변화를 더 잘 감지하고, 시스템 이상 발생 시 빠
르게 회복하였다는 연구와(Wickens et al., 2013; Merat et al., 2019), 자율주행 차량 관련 연구에서 도로를 적게 관찰하고, 2차 과제에 대
한 체류 시간의 비율이 높은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차량 수동 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 느리고 부정확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를 뒷받
침했다(Zeeb et al., 2015).
이때, 항로이탈여부에서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차 과제를 한 번에 오래 수행한 조종사들은 비행과제와 2차 과제를 충분히 전환하지 않아 항로이탈 상태를 식별하지 못한 것이고,
비행 중 2차 과제를 많이 수행하였을 지라도 비행과제와의 충분한 전환을 수행한 조종사는 항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
고, 항로이탈여부가 조종사 자격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조종사의 전문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차 과제를 한 번에 더 오래 수행하는 운전자가 수동 운전 인수 시 낮은 수행도를 보였다는 Zeeb et al. (2015)의 연구와 달리
현 연구에서는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이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안구
추적 자료가 다운윈드 레그에서 추출되고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은 베이스 레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운윈드 레그에서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을 더 오래 수행한 조종사들이 베이스 레그로 선회할 때, 충분히 상황인식을 회복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이 27초인 한 학생조종사는 베이스 레그로 선회하기 위해 65초 동안 비행과제에만 집중하였고, 자동비
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시 11초 만에 조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반면, 2차 과제 평균 체류 시간이 12.8초인 한 교관조종사는 베이스
레그로 선회할 때 지속적으로 2차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비행과제에 체류한 최대 시간은 6초에 불과하였고,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
은 30초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한 장거리 비행 환경에서 평균 체류 시간이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
생 시 조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고장 발생 조치시간에는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류 시간의 비율과 함께 조종사의 KUH-1 항공기 비
행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비행과제에 더 집중하고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자동 모드에서 수동 제어로 전환되었을 때 더 빠
르고 정확하게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더 많은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자동화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할 때 더 빠르게 상황인식을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Wright et al., 2016). 실험 결과에 의하면, 2차 과제에 대한 총 체
류 시간 비율의 10% 감소는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조치시간을 8.6초 줄일 수 있고, 1,000시간의 비행 경험이 5초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력 할당과 비행 경력 모두 중요한 요인이지만, 비행 중 계기와 외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동 제어 회
복 시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일수록 비행과제에 더 많은 주의력 분포가
필요하지만, 경력이 많은 조종사라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수행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조종사의 주요 작업은 조종, 항법, 통신, 시스템 관리로 계층적이며, 작업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준수해야 한다(Wickens and Dehais,
2019). 하지만, 두 번째 가설 검정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비행관련 모니터링을 적게 하여 낮은 비행 수행도를 보였다는 것은 항공
기 조종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우선성 역전(priority reversal)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Wickens et al., 2013).
교관조종사는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2차 과제에 고착되지 않고 충분한 시선의 전환을 하며 비행에
대한 상황인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로이탈은 조종사 자격과 관련이 없었고 이때, 교관조종사 2명은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한 장주비행 중 항로를 이탈했다. 또한, 일부 교관조종사는 학생조종사보다 항공기 안정성 회복 시간에 더 오랜 시
간이 필요했다. 이 결과는 complacency에 따른 수행도 저하는 전문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주었다(Singh et al., 1998; Parasuraman and Manzey, 2010).
현 연구는 실제 2명의 조종사가 비행하는 것과는 달리 조종석에 1명의 조종사만 앉아서 비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동비행 조종시
스템 활용 시 낮은 비행 수행도 결과가 극대화되었다. 차후 2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시선 행동과 조종사 간, 조종사와 자동화 시스
템 간의 신뢰와 수행도를 통합 분석한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complacency
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의 과제를 대신하면서 낮아진 작업 부하로 인해 수행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루함이나 공상
(mind-wandering)도 있다(Brown, 2016; Gouraud et al., 2017). 자동비행 조종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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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동비행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시선 행동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 과제인 항공기 조종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때는 충분한 시선의 전환을 통해 상황인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complacency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조치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항공기 자동화
시스템 활용 시 조종사가 경험할 수 있는 탐지능력의 저하, 상황인식 상실, 수동비행 기술의 상실과 같은 외부 루프 비친숙성 신드롬
(Bahner et al., 2008; Wickens et al., 2013)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자동화 실패의 경험으로 신뢰를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으므로(Bahner et al., 2008), 자동화 시스템 고장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훈련을 수행하고, 우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항
공사의 비행 운영 교범의 기내 자동화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여 회전익 및 군 특성에 맞는 기내 자동화 시스템 운용 지
침을 만들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 연구는 앞으로 도입될 육군항공 회전익 항공기의 자동화 시스템과 조종사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비행 조종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조종사들의 Automation induced complacency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조종석 자동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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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 questionnaire to measure trust in AFCS
Items

Scale

1

One should be careful with unfamiliar automated

2

I rather trust a system than I mistrust it.

3

Automated systems generally work well.

4

I already know similar systems.

5

I have already used similar systems.

6

The system state was always clear to me.

7

The system reacts unpredictably.*

8

I was able to understand why the systems works like this.

9

The system works reliably.

10

A system malfunction is likely.*

11

The system is capable of taking over complicated tasks.

12

The system might make errors that can lead to dangerous
consequences.*

13

I feel more confident flying with the system installed on my plane

14

I feel confident the system will protect me if I experience spatial
disorientation or loss of consciousness.

15

I think the system was designed to help pilots.

16

I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References

systems.*
Propensity to Trust

Familiarity

Understanding
/Predictability

Körber (2018)

Reliability
/Competence

Lyons et al.
(2016)
Purpose

* = invers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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