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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군에서 발생하는 비행 사고 중 공간정위상실(Spatial Disorientation, SD)로 인한
비행 사고는 인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종사들의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SD란 조종사가 비행 중 자신의 자세나 위치, 기동의 형태를 지구 중력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 중 SD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비행 시뮬레이터, ECG, 그리고
Eye-tracking 장비를 활용하여 SD 상황 하 신체 반응 및 극복 방안 효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2명중 92%인 230명이 비행 중 SD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7개의 SD 형태중 경사 착오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형태에서 항공기 기종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쾌함, 식은땀 및 시야 좁아짐, 상황인식안됨을
확인하였고, SD 극복 방법으로는 비행 중 조종사가 수행되어야 할 절차나, 수행하고 있는
조작에 대해 음성으로 언급하는 행동인 Voice Procedure(V.P)의 수행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SD 상황 하 비행시 항공기 비상 처치 수행을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SD 상황에서 NON SD 상황 보다 Heart Rate Variability(HRV) Data
측면에서는 Root Mean Square of the Successive Differences(RMSSD)와 High
Frequency(HF) 값이 유의미한 차이로 각각 14%와 48% 증가하였으며, 멀미의 정도
측면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V.P 수행
그룹에서 V.P 미수행 그룹보다 설정된 5개의 Area Of Interest(AOI)중 자세 지시계 및
BANK 지시계의 Fixation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 높은 비행

i

수행도와 더 낮은 불편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종사들의 SD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SD가 실제 비행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SD
극복 방법인 V.P 수행 효과를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공학적으로 분석함에 있다.

주요어: 조종사, SD, 설문, 영향, 극복, VP
학번: 2018-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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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03년 라이트형제에 의해 인류가 처음으로 지상에서 두발을 떼고 하늘을 날기
시작한 이후로 항공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12초의 짧은 시간에 그쳤던
비행시간은 20여년 뒤 대서양을 횡단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40여년 뒤 음속 비행에
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로도 항공 기술은 더 빨리, 더 높이 날기 위하여 점점 진보하였
으며, 제 1,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군용기 분야에서 비약
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종종 조종사들의 비행 능력을 초과
하는 수준을 요구하였고, 이는 많은 조종사들의 생명을 위협하곤 하였다.

더 높이 날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고고도 비행시 조종사들을 산소 결핍에 의한 저
산소증(Hypoxia)에 노출시켰으며, 더 빨리 날기 위한 욕망은 조종사들을 높은 중력가
속도에 노출시켜 이에 의한 의식 상실(G-LOC: G-force induced Loss Of
Consciousness)에 이르게 했다. 또한 항법 기술의 발달은 빛이 없는 야간이나 외부 환
경이 차단된 구름 속에서도 주간처럼 비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나, 이러한 환경은 조
종사들을 이전에 없었던 공간정위상실(SD, Spatial Disorientation, 이하 SD)로 인한 사
고에 노출시켰다. 이처럼 항공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행 사고의 위험성 또한 비례적으
로 증가되었으며, 인류는 점점 항공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비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저산소증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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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마스크를 개발하였고, G-LOC에 의한 의식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G-SUIT와
G-VAST를 개발하여 조종사에게 착용하게 하였다. 또한 훈련 방법 및 장비를 발전시
켜 조종사의 대응 능력 또한 같이 증진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조종사들의
인명 손실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7년 발행된 공군비행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 공군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32명의 조종사가 비행 사고로 순직하였고, 사고 원인
별로는 22명의 조종사가 SD로, 6명의 조종사가 조종 과실로, 2명의 조종사가 G-LOC
에 의한 의식 상실로, 나머지 2명의 조종사가 기타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임무 중 순
직하였다. 이 중 순직 조종사의 60%를 차지하는 SD에 의한 비행사고에서 조종사 중
단 한 명도 비상 탈출을 위한 사출 레버를 당기지 않았으며, 기타 사고와 달리 100%
조종사들의 순직으로 귀결되었다. 이 공군 비행 사고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술의 진
보와 훈련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SD에 의한 비행 사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조종사
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종사들의 SD경험, SD 영향 인자, 그리고
극복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 중 SD 경험 사례를 조사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고, 비행 중 SD 상황이 조종사의 비행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SD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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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SD정의, 유형, 형태, 그리고 신체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Voice Procedure, 비행 수행도,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 이하
ECG) 및 시선 추적(Eye-tracking) 등과 같은 본 연구의 실험에 활용된 변인들의 이론
및 원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SD 관련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
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SD 경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공군 조종사 25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SD 관련 설문 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SD 상황이 조종사의 신체와 비행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공군조종사 30명을 대상으로 ECG 및 Eye-tracking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 실
험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세부적으로, SD 상황과 NON SD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고,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SD 극복 방법인 ‘Voice Procedure(이하
V.P)’의 수행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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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SD 관련 설문과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의의와 한계,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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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및 기존 연구 분석
본 장에서는 SD와 관련된 용어 및 이론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이해를 위하여
일반적인 착각에 관련된 내용들과 비행 단계에서의 착각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SD에 영향을 미치는 인체의 감각기관들을 이해하며, SD의 형태 및 유형에 대하
여 확인하였고[2,3,4], 실험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사
용된 V.P에 대하여 2015 공군추계안전지를 참고하여 정의하고[5], 종속변인으로 사용
된 비행 수행도, ECG 및 EYE-TRACKER에 대하여 서술하였다[6, 7, 8, 9]. 또한, 기존
의 각 나라별 SD 사례에 관련된 연구 및 비행 중 SD가 조종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SD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1 SD 일반이론
2.1.1 SD 정의
2.1.1.1 착각(Illusion)착각은 현실의 실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그릇된 인상을
말한다. 시각적 착각은 착각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기루나 마술의 속임수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착각은 특히 비행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키곤 한다. 기울어진 구름 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상 수평선의 착각은 항공기 수평
유지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야간 비행 중 활주로 접근 시 항공 등화의 밝기로 인해 발
생하는 높낮이의 착각은 착륙 중 조종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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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감각 착오(Sensory Illusion)
감각 착오는 인체의 여러 평형감각 기관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한 잘못된 감지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중추 신경계통에 전달하게 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비
행 중 여러 요인에 의해 항공기의 자세나 현재 위치에 대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하
게 되는 상황을 말하여, 인체의 평형 감각기관들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으로 인해 비행
중 이러한 착각을 발생시킨다.

2.1.1.3 정위 혹은 평형 유지(Orientation or Equilibrium)
정위 혹은 평형 유지는 인간이 자기의 현재 위치나 자세 및 운동의 형태를 지구
중력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여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1.1.4 공간정위상실(SD: Spatial Disorientation)
SD란 조종사가 비행 중 자신의 자세나 위치, 기동의 형태를 지구 중력 방향에 대
하여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 상황에서 조종사가 비행계기상에
시현되는 정보를 믿지 않고 인체의 평형 기관에서 오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감각 착오
가 발생한 상태를 정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를 공간정위상실 상태라 한다.

2.1.1.5 현훈(Vertigo)
현훈이란 임상용어로서 물체 간 상대운동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현기증과 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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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말한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현훈이라는 용어를 공간정위상실(SD)과 동일한 의미
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조종사의 현훈은 비행 중 발생하는 선회에 대한 감각으로 인해 발생되는 착
각을 의미하며, 현훈이라는 용어가 가진 의학적인 의미와 명확한 구별을 위하여 사용
된다.

2.1.2 SD 관련 감각 기관
인체의 평형이나 정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관들
로 시각 계통과 내이의 전정 기관, 그리고 고유감각계를 말한다. 인체의 공간정위유지
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기관의 상호 조화와 협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2.1은 이
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기관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야가 차폐된 환경과 같은 상황
에서 인체가 항공기 기동으로 인해 복잡한 가속도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면 이들 감각
기관의 기능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정확한 자세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
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내이의 전정 기관과 고유감각계의 감각 매개를 이루는
가속력이며, 비행중 발생되는 가속력과 지구 중력은 그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
에 시각이 차단된 환경에서는 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평형 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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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체의 평형 기관

2.1.2.1 시각 계통(Visual System)
세 가지 감각기관 중 시각(그림 2.2 참조)은 인체의 평형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
하며 정확한 기관이다. 시각을 통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각을 통해 대조
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조물은 자연대조물과 인공대조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비행 중 조종사가 지면과 같은 자연대조물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는 계기상에
시현되는 인공대조물을 참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대조물은 자연대조물과 같
은 명확한 자극을 중주신경계통에 주지 못하여 악기상 하 계기비행 상황에서 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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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각 계통

감각기관이 느끼는 정보와 계기상의 정보가 다를 경우 계기상의 정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간 정위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각 계통이 평형 유지에 있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조종사는 시각을 통해
서만 계기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비행 중 이러한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판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요란이나 조종사 부주의, 계기나 장비의 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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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항공기 자세의 이상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각은 지면의 고정된 자연
대조물을 기준으로 항공기의 속도와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시각 계통
또한 여러 경우 착각을 일으키는데, 특히 25,000ft 이상의 고도에서는 지면의 자연대조
물을 참조하는데 있어 시각 기능에 한계가 발생한다.

SD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각적 우세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시각적 우세는 인간 진화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일상 생활에
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분 시각 체계에 의존한다. 시각 체계는 다른
감각의 신호에 비해 우월한 감각기관이며, 특히 비행 단계에 있어 전정 기관으로부터
인지를 억누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정기관에서 인지되는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은
조종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숙련된 조종사일수록 더 잘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시각은 주변시와 중심시의 서로 다른 두개의 시각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각 기능을 제공한다. 주변시는 공간 정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잠재의
식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매우 빠른 속
도로 처리된다. 중심시는 무엇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인식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 공간 정위를 위해 중심시는 거리와 깊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시각참조
물을 제공하고, 비행계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중심시는 높은 정확도와 정밀성을 가
지고 사용되나 의식 중에 처리되므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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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전정 기관(Vestibular Apparatus)
내이는 청각 기관과 별도로 운동 및 중력 감지 감각기관인 전정 기관(그림 2.3 참
조)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두부의 양측 측두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전정 기관
중에서 세반고리관 (삼반규관, Semicircular canal)과 이석 기관(Otolith organs)이 신체
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 전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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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기관(그림 2.4 참조)은 둥근 주머니인 구형낭(Saccule)과 타원주머니인 난형
낭(Utricle)으로 구성되어있다. 난형낭 하부와 구형낭의 벽 중간에는 모세포층이 있고
이들 각 모세포로부터 감각 모발이 솟아 있다. 이 감각 모발 위는 백악질로 되어 이석
을 함유하고 있는 아교질의 막으로 덮여 있는데, 감각 모발의 상단은 이 막속으로 돌
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감각 착오를 유발하
게 된다. 이러한 이석기관들은 일상 생활에서 지구 중력에 의해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
가 머리를 움직이면 이에 따른 지구 중력 방향 변화에 의하여 이석막과 모세포 사이에
변위가 생겨 감각 모발을 굴절시키며, 이를 통한 자극이 중추신경계통에 전달되어 머
리의 자세나 위치를 지각하게 된다.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정자세를 지각
하게 하는 신경파가 감각모발로부터 중추신경계통에 전달된다. 또한 머리를 기울이면
지구 중력에 비례한 머리의 자세에 합당한 신경파가 전달되게 된다.

그림 2.4 이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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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석기관들은 인공적인 선상 가속도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에 의해 자극을
발생한다. 그러나 선상가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관성의 힘과 지구 중력을 정확하게 구
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가
속시 이석막은 뒤로 이동하게 되고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유발한다.
또한 1G 정도의 구심 가속도에 노출되면 지면과 수평 상태의 항공기에서는 항공기 자
세와 무관하게 정자세감을 느끼게 된다.

반고리관은 우리가 각가속도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여 몸의 평형을 유지하
고 여러 가지 운동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반원형으로 된 세 개
의 반고리관은 앞반고리관(Anterior canal), 뒤반고리관(Posterior canal) 수평반고리관
(Horizontal canal)으로 구성되며 서로 직각으로 놓여 있어 인체가 삼방면 운동 시 어
느 방향의 운동이라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5 이석 기관의 운동시의 모양 변화

13

그림 2.6 세반고리관의 구조 및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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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반고리관의 기능

반고리관은 그림 2.6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에는 내림프액이 있고 팽
대부 속에는 감각 모발이 수직으로 직립하고 있으며, 이 감각 모발은 하부에 있는 전
정 신경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체가 각가속도 운동에 노출되는 경우 같은 평면상에
위치한 반고리관의 내림프액이 관성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내림프액
의 흐름은 감각 모발을 기울어지게 한다. 이를 통해 감각 모발이 기울어지는 반대 방
향으로 회전감을 느끼게 되며 이 자극은 전정 신경을 통하여 대뇌로 전달된다.

그러나 그림 2.7에서와 같이 인체가 장시간 구심 가속도에 노출되는 경우 내림프
액이 관성을 극복하고 인체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게 되므로 관내에서의 상대 운동은 0
이되어 감각 모발이 정자세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을 통한 대조물
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정지감을 느끼게 되며 공간정위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비행 중
조종사가 선회를 시작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정한 선회율에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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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결국에는 직진 수평 비행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림2.7의 마지막 반고
리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속도로 선회하다가 감속하거나 정지하게 되면 감각 모
발은 몸이 회전하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조종사는 그 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 같은 감각 착오를 경험하게 된다. 반고리관의 내림프액은 최소 2.5°/s 2 이상의 각
가속도량이 가해져야 자극을 인지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일 경우 반고리관은 이를 감지
하지 못한다.

2.1.2.3 고유감각수용기 계통(Proprioceptive System)
고유수용기란 원래 내이의 전정 기관과 피하조직, 근, 건관절 등에 분포되어 있는
지각신경섬유 전부를 일컫는 용어였으나(그림 2.8 참조), 여기에서는 전정 기관을 제외
한 기타 지각신경섬유만을 의미한다. 이 지각신경섬유들은 공간에서 조종사로 하여금
체위를 유지하게 도우며, 신체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운동능력을 관
장한다. 그중 피하 압력 감각기 근육운동 감각기가 인체의 정위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운동 감각기는 조종사로 하여금 신체의 상대 운동 관계와 신체 부분
의 상대적 위치를 감지할 수 있게 하며, 피하 압력 감각기는 지구 중력에 대한 인체의
자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의 압력을 느끼게 되
고, 서있을 때는 발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등에 각각 압력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각
을 조종사들은 “Seat of the Pants Sense”라 부르고 있다. 이 기관 또한 비행중에 발생하
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속도를 지구 중력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각에만 의존
하여 비행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간정위상실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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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고유감각수용기 계통

2.1.3 SD의 유형
2.1.3.1 TYPE 1 – 미인지된(Unrecognized) 유형
조종사가 SD의 어떠한 조짐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종사는 자연참
조물로부터 획득한 정위 지각과 비행계기에서 얻어진 인공적인 정위 지각 사이의 부조
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세계 등과 같은 비행 계기가 고장이라 의심하지 않으며, 항공
기 또한 조종사의 조종 의도에 맞춰 잘 반응한다고 느낀다. 기본적으로 조종사는 일련
의 SD를 인지하지 못하며, 그릇된 정의의 지각에 따라 항공기를 제어한다. 과거에는
“Miss-orientation” 이라 명명되었던, 이러한 유형의 SD는 조종사가 지상과의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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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해 어떠한 조작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사고 중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TYPE 1 SD 사고들은 조종사가 비
행 계기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경고 신호나 조종석내 통화, 라디오 통신과 같은
조종실내 다른 정보나 조종실 외부의 목표물에 지속적인 고착을 발생시키는 주의산만
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2.1.3.2 TYPE 2 – 인지된(Recognized) 유형
조종사가 SD의 발생 조짐이나 SD 상황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조종사는 본인이 느끼는 항공기의 기동이나 위치, 자세와 비행 계기가 지시하는
정보 사이의 갈등 또는 항공기 정위에 대한 인식과 조종석 외부로 보이는 자연참조물
이 알려주는 것 사이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비행 계기에서 오랜
시간 눈을 떼거나 비정상적인 비행 자세로 구름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TYPE 2 SD에 대한 조종사의 첫 번째 반응은 계기를 신뢰하지 않거나 수평 자세나 조
종석 외부의 자연 참조물의 지형 특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조종사가 흔히 겪는
TYPE 2 SD의 형태는 수평비행에서 기울어진 감각을 느끼는 경사착오이다.

2.1.3.3 TYPE 3 – 극복할 수 없는(Incapacitating) 유형
TYPE 2 SD가 보다 위험한 수준의 정위 상실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면 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의 SD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TYPE 3 SD라 정의하며, 조종사가 SD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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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항공기를 수동으로 제어하지 못하거나, 비행 계기상의 정보에 대한 판독이 불
가능한 경우로 대표되며, 왜곡된 시간의 인지 부조화를 초래하는 동시발생적인 심리적
혹은 정신적 이상이 유발되는 고조된 불안 및 항공기와 유대감을 상실하는 해리 감각
등의 발생으로 야기된다. 팔을 조절하는 진정척수운동시스템(Vestibulospinal motor
system)은 전의식 정위의 입력을 강요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SD상황에서 정위에 대
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 시 항공기를 수평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스틱을 움
직이는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다.

2.1.4 SD의 형태
인체의 모든 평형기관들은 감각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비행
중에 발생하는 항공기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동 및 가속은 이러한 위험성을 증가시킨
다. 비행중에 감각 착오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항공기의 속성인 고속성과 연관된다. 즉,
감각 착오로 인한 항공기 자세나 진로 방향의 착오는 비행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SD의 유형은 발생원인에 따라 전정 기관, 시각,
Display, 기타 요인에 의한 착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정기관으로 인한 착각은 경사
착오, 전향성 착각, 악성 스핀, 악성 스파이럴, 신체 중력성 착각, 안구 회전성 착각,
상승착각, 과 중력성 착각, Hovering Illusion이 있으며, 시각으로 인한 착각은 하늘과
지면의 혼돈, Black Hole Illusion, 광원의 혼돈, 상대운동착각, 자가운동착각, 시정저하
착각, 나방착각 및 고공환경의 섬광,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 참조물의 부재가
있다. Display에 의한 착각은 NVG Illusion, Head-Down Display Illusion, HUD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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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 Illusion, FLIR & Targeting Pod Illusion, 계기고장착각이 있고, 기타요인에 의한
착각으로는 거인손 착각, 임무포화로 인한 SD, Chocking Illusion이 있다.

2.1.4.1 경사 착오 (Leans)
반고리관의 감각 착오로 발생하는 SD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사착
오이다. 경사착오는 반고리관의 자극 역치에 의하여 발생되며, 항공기의 기동 중 선회
율이 반고리관의 자극 역치 이하에 머물러 있다가, 자극 역치를 능가하는 다음 기동이
서로 교차될 때 유발된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비행 중 자극 역치 이하로 무의식적으
로 Roll이 가해진다면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항공기의 변화된 Bank를 자세계를
통해 인지하고 이를 본래의 수평 자세로 수정하기 위하여 반고리관의 자극역치 이상으
로 급격하게 조작하면 수평상태에서 반대로 Roll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종사는 자신이 느끼는 거짓 수평방향으로 항공기를 기울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중에 항공기를 그 방향으로 Roll을 가하게 되는
경우 경사착오에 의한 SD에 진입 되게 된다.

그림 2-9의 조종사는 장시간 선회 중이었기 때문에 수평 비행감을 느꼈다. 그는
선회를 중지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Roll을 하게 되면 반대로 우측으로 Bank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비행 상태에서 좌측으로 몸을 기울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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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경사 착오(Leans)

2.1.4.2 전향성 착각 (Coriolis)
전향성 착각이란 선회 중 머리를 움직이면 일어나는 항공기 자세의 급변감을 말
하며 흔히 가장 위험한 SD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계기 접근을 위한 Penetration Turn 단계나 Holding Pattern과
같은 등속 선회 중인 조종사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일정한 속도의 선회를 지속하게 되며 반고리관 내의 감각모발은 평형상
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조종사가 항공기 진행방향과 무관한 방향으로 머리를 갑
자기 움직이게 되면 허위의 항공기 자세의 급변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수평반고
리관과 같은 평면상에서 일정한 각속도로 오랫동안 회전하고 있는 조종사의 수평반고
리관내의 감각 모발은 정지상태로 평형을 이루게 되고 회전 감각은 사라지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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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갑자기 머리를 90도 정도로 크게 숙이게 되면 2쌍의 수직반고리관 내의 감각 모발
을 자극하게 되어 Yaw Plane상의 선회 운동을 Rolling이나 Pitching과 같은 운동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감각 착오를 믿고 수정 조작을 하게 되면 항공기를 조
작 불능상태에 빠뜨리게 된다.

2.1.4.3 악성 스핀 (Graveyard Spin)
항공기가 Spin에 진입 되면 초기에는 각가속도가 발생하므로 반고리관 내의 감각
모발의 자극을 통해 조종사는 Spin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수십 초간 같은 속도로
Spin이 지속된다면 반고리관내의 내림프액은 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감각 모발은 정
지 시와 같은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종사는 Spin에 대하여 느끼지 못
하게 되고 비행 계기를 통한 Spin회복 조작을 하게 되면 반대로 각가속도가 발생하게
되어 반고리관을 처음 Spin이 진입 되던 반대방향으로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항
공기는 회복되었지만 조종사는 반대 방향으로 Spin에 진입하는 것 같은 감각 착오를
겪게 된다. 외부의 시각참조물이 완전히 차폐된 상황에서 이러한 감각 착오를 겪게 되
면 조종사는 다시 수정 조작을 하게 되는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되고 직진 수평 비행감
을 느낄 때까지 수정 조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원래의 Spin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
다. 미숙련 조종사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름 속에서 지면이 보이는 고도
까지 강하하게 되고 이를 회복할 고도의 여유가 충분치 않아 지면에 충돌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그림 2.10은 이러한 착각의 발생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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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악성 Spiral, Spin

2.1.4.4 악성 스파이럴(Graveyard Spiral)
악성 스파이럴도(그림 2.11 참조) 그 시작에 있어 반고리관을 자극시켰다가 수초
후 감각 모발이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복성 Spin감과 유사하다. 조종사들

23

이 오랫동안 Spiral 상태에 있게 되면 마치 직진수평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
착오를 느끼게 된다. 이때 항공기의 Bank 증가로 인해 발생한 고도 저하를 인지하게
되면 미숙련 조종사의 경우 추력을 증가시켜 상승 조작을 하게 된다. Spiral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작이 동반되면 더 강렬한 Spiral에 진입 되어 결국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
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통상 조종사들은 악성 스파이럴 상황에서 항공기 회전으로 인해 계기에 대한 인지
가 어렵고, 외부 참조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동공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본인의 전정 기관에서 오는 정보나 체성 감각에 의존하여 항공기를 회복시키려 조종하
게 되면 항공기의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인 Out Of Control에 진입하게 된다.

그림 2.11 악성 스파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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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신체 중력성 착각 (Somatogravic)
신체 중력성 착각이란 관성과 지구 중력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합으로 인해 생기
는 신체의 감각 착오를 의미한다. 이 착오는 항공기가 직진수평비행 상황에서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력을 높이면 허위의 상승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종
사가 계기를 확인하지 않고 감각에 의해 수정 조작을 한다면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하 자세로 항공기 자세는 변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착각은 외부 전방 참조
물이 없는 야간 활주로 상 이륙단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바다에서
함재기의 Catapult Take Off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조종사가 수평을 맞추기 위
해 무의식적으로 감각에 의존하여 항공기를 조작하게 되면 기수가 급강하하게 되어 위
험한 상황에 진입 되게 된다.

그림 2.12 신체 중력성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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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안구 회전성 착각(Oculogyral) – 안구진탕(Nystagrmus)
신체 회전성 착각이 각가속도가 변하는 환경하에서 허위나 무감각에 의한 자가선
회성의 주관적 착각인 반면, 안구 회전성 착각은 보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
지는 허위감감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각가속도의 선회를 지속 후 이를 중지
하게 되면 반고리관의 신체 회전성 착각에 의하여 반대로 선회감이 들게 되는데 이 경
우 눈앞의 비행 계기마저 안구 회전성 착각에 의하여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
이게 된다. 그러므로 안구 회전성 착각은 시각과 관련된 신체 회전성 착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반고리관이 각가속도 환경에 폭로되면 안구 반사에 의하여 안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빨리 쏠렸다가 천천히 되돌아오는 안구진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안구의
운동은 등속 선회가 끝난 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계속되고 안구가 천천히 원래의 상태
로 돌아오는 안구운동 과정에서 시각을 고정하여 계기를 보게 되면 마치 계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대운동현상은 전향성 착
각이나 Spin시에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

2.1.4.7 상승 착각 (Elevation)
안구 중력성 착각의 한 형태로 +Gz 크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발생한다. 엘리베이
터를 탔을 때 처음 위로 가속이 되면 +Gz 증가로 인하여 이석 기관이 안구 반사를 유
발하여 안구를 아래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 상태에서 한 물체에 고정된 시각을 유
지하게 되면 물체 역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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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상승 착각

야간 비행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하하다가 급하게 수평 조작을 하게 되면 강한
상승감을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이 상승 착각 때문이며 반대의 경우 안구는 위로 움직
임에 따라 외부 환경은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 순간적으로 조종사는 급 강하감
을 느끼게 된다. 강한 상승, 하강기류와 같은 Turbulence 환경에서도 경험 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승 착각이다.

2.1.4.8 과중력성 착각 (G-excess)
과중력성 착각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급격한 기동으로 인해 조종사에게 높은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는 경우 조종사는 실제 항공기의 자세보다 더 과도하거나 더 적게
Bank를 인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높은 G가 가해진 상태에서 조종사가 본인의 느낌
보다 Bank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깊은 Bank를 주기 위해 항공기를 기동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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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실속을 유발하거나 항공기의 고도가 급격하게 강하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 될
수 있다.

2.1.4.9 Hovering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에서 주로 겪는 SD의 형태인 Hovering SD현상은 회전
익 항공기가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 중 예기치 않은 Drift나 강하의 허위 감각 착오를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조종사가 제자리 비행 중 갑작스러운 Drift나 강하를 느껴 이를
감각에 의존하여 수정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진입 될 수 있다.

2.1.4.10 하늘과 지면의 혼돈 (Blending of Earth and Sky)
그림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의 한계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이어진 경사진
구름 층으로 인해 가상 수평선에 대한 착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종석 내의
계기 비행에 몰두하거나 다른 작업이 주의를 기울이다가 시선을 외부를 향해 돌리는
경우 순간적으로 가상수평선이나 자세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야간 비행 시 외부 참조물을 항공기 자세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피해야 하
며, 북극광 또한 SD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태양광에 익숙한 조
종사는 극광 지대 비행 시 일정하지 않은 광선의 투사 방향에 의해 감각 착오를 일으
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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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하늘과 지면의 혼돈

2.1.4.11 야간 착륙시의 착각(Black Hole Approach)
야간 착륙 상황에서 조종사가 익숙해진 활주로의 넓이보다 더 넓거나 좁은 활주로
에 접근하는 경우 활주로의 넓이나 경사각, 주변의 항공 등화의 밝기와 같은 요인에
의해 실제와 다르게 항공기의 고도나 위치를 판단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활주로의 넓
이가 평소보다 넓은 경우 조종사는 접근 고도가 더 낮게 느껴져 높은 강하각으로 접근
이 이루어지게 되고 좁은 경우에 이와 반대로 낮은 접근을 발생시킨다. 또한 활주로
주변의 접근등이나 유도등의 불빛이 너무 밝은 경우 실제보다 활주로가 더 가깝게 느
껴져 낮은 고도와 강하각으로 접근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반대로 불빛의
밝기가 너무 어두운 경우 실제보다 더 높게 접근하여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다. 그림 2.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활주로 상태를 (a) 라고 할 때 활주로 폭
이 좁거나 항공 등화가 어두운 상태라면 조종사는 활주로가 더 멀다고 느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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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Black Hole Approach

(b)와 같이 정상적인 강하각 보다 더 낫은 상태로 접근하게 된다. 반대로 활주로 폭이
정상보다 더 넓거나 활주로 상의 불빛이 밝은 상태라면 조종사는 실제보다 더 가깝고
느낄 것이고 (c) 처럼 정상강하각보다 더 높게 접근하게 되어 정상적인 착륙이 어렵게
된다.

2.1.4.12 광원의 혼돈(Confusing Lights)
야간비행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감각 착오의 한 형태로 지상이나 해상의
광원과 공중의 별빛을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상이나 해상의 광원을 별빛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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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이 광원을 상방으로 두고 항공기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항공기는 배면 자세로
진입 되고 심한 경우 항공기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야간 착륙 상황에서도 활주
로 상의 불빛과 일반 도로상의 가로등 불빛을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1.4.13 상대운동착각 (Vection)
편대 비행 상황에서 다른 항공기의 속력이 변하면 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 속력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작을 하게 되면 자칫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 운전 중 정지 신호로 인해 대기할 때 옆의 자동
차가 출발하게 되면 본인의 차량은 후진하는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는 상황과 유
사하다.

2.1.4.14 자가운동착각 (Autokinesis)
야간 비행시 자주 겪을 수 있는 감각 착오 중 하나인 자가 운동 착각은 어두운 곳
에 고립된 상태에서 희미한 광원을 오래 응시하는 경우 고정되어 있던 광원이 움직이
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그림 2.16 참조). 또한 이 광원의 움직임은 보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야간 편대비행 상황에서 편대장기의 광원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 다른 편대
기들이 지속 이를 응시하고 대형을 유지하는 경우 동료기 사이에 충돌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로 광원의 광도를 높이거나, 광원을 크기를
키우거나 광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광원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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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자가운동착각

증가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가운동착각의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광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1.4.15 시정저하착각 (Blown Out/White Out)
먼지와 연기, 그리고 대기중의 수증기와 같은 연무나 황사, 안개, 눈과 같은 기상
요인 등에 의해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의 윤곽이 흐려져 시각 참조물을 찾는데 어려움
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시정이 지나치게 저하되는 경우 활주로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보다 더 멀게 느껴져 착륙 조작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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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6 나방 착각 (Moth) 및 고공 환경의 섬광(Glare at High Altitudes)
나방 착각은 하강하는 광원을 지속해서 관찰할 때 생기는 SD 형태로 잘못된 지각
은 하강하는 불빛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에 불빛이 실
제로 하강한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항공기의 강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조종사는 고고도에서 비행 시 항공기 아래에 있는 구름 층으로
부터 반사되는 섬광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은 안면 구조상 하방에서 비쳐오
는 불빛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사된 빛에 의해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을 느끼고 이는 망막에 밝은 구름층의 잔상이 오래 남아 있게 된
다.이처럼 빛의 산란 작용이 감소하는 고고도 환경에서 측면이나 아래에서 반사되는
섬광은 계기상에 상대적인 그림자를 만들게 되고 조종사가 외부를 주시하다가 내부의
계기로 시야를 돌리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어두운 비행 계기에 대한 식별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2.1.4.17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Flicker)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은 특이 체질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깜박이는 광원에
일정시간이상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특이한 증세를 의미한다. 통상 오심, 현기증, 운
동 신경 마비, 의식 상실, SD, 두통 및 정신 혼란 등의 증세를 발생시키며 때로는 간질
환자와 비슷한 증상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회전익 항공기 탑승 시 프로펠
러의 회전에 의해 불빛이 깜박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비행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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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8 참조물의 부재
야간 편대 비행시에 주로 겪는 증상으로 동료기의 불빛 만을 참조하여 대형을 유
지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단계에서 항공기의 PITCH가 들리게 되면 항공기의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료기를 지속 동일한 위치에 두고자 더 낮게 고도를 유
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2.1.4.19 NVG Illusion
NVG(Night Vision Goggles)란 영상 증폭관을 이용하여 야간 작전환경에서 가시광
이나 일부 근적외선 대역의 약한 불빛을 증폭시켜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
공하는 전자 광학 장비를 말한다. 1 배율의 단안경 형태나 쌍안경 형태로 주로 군사적
인 목적으로 야간 작전상황에서 사용하며 비행 중 조종사의 헬멧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그림 2.17 참조).

그림 2.17 NVG(Night Vision Go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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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G Illusion은 NVG를 착용한 상태로 비행 중 지상이나 해상의 불빛과 별빛을
착각한 상황이나 동료기의 광원을 지속 응시하며 비행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 SD에 진
입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2.1.4.20 Head-Down displays Illusion
조종석 내의 비행 계기상의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비행 시 이
로 인해 SD에 진입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그림 2.18 참조).

그림 2.18 항공기 조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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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 HUD Illusion
비행 중 조종사가 HUD 상에 시현 된 정보를 판독하던 중 SD에 진입 되는 상황을
말한다.

2.1.4.22 HMD Illusion
HMD(Helmet Mounted Display)는 조종사의 헬멧에 부착하여 속도, 고도 등 중요
한 비행 정보를 조종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HUD
를 포함한 기존의 시현 장치의 단점을 개선한 장비이다(그림 2.19 참조). HMD
Illusion은 HMD 장비상의 정보 판독으로 인해 진입 되는 SD를 의미한다.

그림 2.19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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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FLIR 장비 및 시현 장치

2.1.4.23 FLIR, Targeting Pod Illusion
FLIR(Forward-Looking InfraRed)나 다른 Targeting 장비상의 정보를 판독하는
상황에서 진입 되는 SD를 의미한다(그림2.20 참조).

2.1.4.24 계기 고장 착각 (Malfunction)
자세계 결함(Attitude malfunction)과 같은 비정상적인 계기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
는 SD를 의미한다.

2.1.4.25 거인손 착각(Giant-hand Illusion)
거인손 착각이란 TYPE 3 SD와 유사하게 조종사가 SD 상황에서 항공기 자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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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인지하고 회복하려 노력하지만 아무리 STICK을 움직여도 마치 거인이 항공기의
날개를 잡고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1959년 미 공군
조종사인 H.King에 의하여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3], 이러한 현상을 비행 중 경험하
고 스틱을 움직이기 위하여 팔 전체가 아닌 손가락 마디만의 움직임을 통해 이 현상을
극복하려 하였다(그림 2.21 참조).

이처럼 거인손 착각은 조종사의 의식적인 항공기 조종을 방해하는 전정기관이나
체성감각기관에 의해 생기는 잠재의식적 반사작용이다. 이 착각은 조종사에게 어떤 외
부압력이 항공기에 작용하고 있거나 어떤 지정된 자세로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경사착오나 스파이럴처럼 Roll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위상실이 있을 때 조종사는 자
세계에서 원하는 자세와의 차이를 보게 된다. 원하지 않았던 Bank 각도를 줄이려고
항공기를 Roll시키기 위해 Stick에 적절한 압력을 넣으면서 항공기를 Roll시키려 할 때
저항이 나타남을 발견할 것이다. 항공기가 조종사로 하여금 Roll을 못하게 하거나 항
공기가 적절한 자세로 수정되었는데도 다시 어떤 큰 손이 날개를 누른 것처럼 다시 원
래의 자세로 되돌아온다.

또한, Pitch축에 대해 정위 상실이 일어났을 때 즉, 전진 가속으로 인해 신체 중력
성 착각인 Pitch up 착각을 느낄 때, 조종사는 마치 거인의 손이 기수를 끌어내리고 있
는 것처럼 과도한 Nose down trim을 느끼고 자신의 Nose up 조작이 방해를 받는다는
착각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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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거인손 착각

2.1.4.26 임무 포화로 인한 SD (Loss of Situation Awareness)
임무 포화로 인한 SD란 조종사가 임무 중 여러 요인에 의해 혼란을 겪거나 현재
위치나 임무 진행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복잡한 전장상황으로
인해 조종사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을 넘어서는 정보가 유입되거나 긴장, 스트레
스로 인해 상황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진입 되며 정상적인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나 Radio Call의 부재로 나타난다.

2.1.4.27 Chocking Illusion
고고도 임무로 인한 저산소증이나 나쁜 시정 또는 긴장과 두려움과 같은 기타요인
으로 인해 항공기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흔히 패닉 상태와 유사하게 손,
발이 굳는 현상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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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D 실험변인
2.2.1 V.P (Voice Procedure)
V.P는 비행 중 조종사가 수행되어야 할 절차나, 수행하고 있는 조작에 대해 음성
으로 언급하는 행동으로 비행 중 조종사 실수로 인한 절차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강조되는 행위이다. 공군에서는 비행 훈련 과정에서 훈련 조종사의 절차 수행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비행 중 이착륙 단계나 악 기상 상황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공기의 제원들을 단순히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 재확인하며, 통상적으로 긴장 상황에서 한가지 계기나 외부 참조물에 시야가 고
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성조종사의 경우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수행되고 정해진 용어나 절차는 없지만, 대부분 습관화되어 비행 안전을 위한 목
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공군추계안전지(2015)에 따르면 올바른 비행 습관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확
한 지식과 Check List에 근거한 명확한 Procedure 수행을 강조하고, 명확한 Procedure
수행은 비행 단계별 간결하면서도 필수적인 V.P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또
한 과거의 비행 사고 중, 시야가 한 곳에 FIX되어 발생한 사례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한 곳에 시야가 고정되는 조종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V.P가 없거나 V.P에
Cross Check 해야 할 Item이 빠져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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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예는 착륙단계에서 활주로 접근 시 자세계, 고도계, 속
도계, 방위(H/D)를 확인하며 접근할 경우 조종사는 “자세, 고도, 속도, H/D” 등을 언
급하며 각 항목들의 해당 계기를 눈으로 확인하며 접근을 수행한다. 이는 긴장된 상황
에서 비행시 한가지 계기나 외부 참조물에 시야가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러 계기와 외부 환경을 Cross Check 하기 위한
용도로 수행 되며, 이를 통해 참조해야되는 계기와 환경에 적절한 주의를 분배하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지속적인 상황판단에도 효과적이다.

2.2.2 비행 수행도 평가
비행 수행도는 비행 중 각 단계별 유지해야되는 제원 및 절차의 수행도를 공군 표
준화평가 교범에 근거하여 총 6단계인 이륙, 공역 진입, 공중 임무, 공역 이탈, 계기
접근, 착륙단계에서 조종사의 비행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6]. 단계별 세부 기준
은 비행 중 제원 유지에 적용되는 고도, 속도, 자세 및 BANK량, 방향지시계의 오차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비상 처치 수행에서는 실제 수행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속도의 기준은 Knot로 10Knot를 기준으로 각 단계를 구분하여 10점 만점기준으
로 적용하였으며, 기준속도보다 50KNOT이상 차이 발생 시 U등급으로 적용하여 최하
점인 5점을 부여하였다. 고도 기준은 FT로 100FT를 기준으로 각 단계를 세분화하였
으며, 동일하게 500FT이상의 차이 발생 시 최하점을 부여하였다. 자세 항목은 항공기
PITCH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동일하게 ±10°를 벗어
난 경우 최하점을 적용하였다. BANK 항목은 기준 자세에서 ±5°를 기준으로 나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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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하점은 ±30°이상 차이시 부여하였다. 방향지시계는 현재 기준 H/D에서 ±5°
를 기준으로 ±30°를 벗어나는 경우 최하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마지막 비상 처치수
행도의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점은 ‘비상에 대한 인지가 빠르고, 처치 절차가
우수’하였을 경우로, 9점은 ‘비상에 대한 인지가 빨랐으나, 처치 절차 수행이 양호한 경
우’로 8점은 ‘비상에 대한 인지가 조금 느리며, 처치 절차 수행이 양호한 경우’로 7점
은 ‘비상에 대한 인지가 늦고 처치 절차 수행도 다소 미흡한 경우’로 6점은 ‘비상에 대
한 인지가 늦고, 처치 절차 수행이 미흡한 경우’로 마지막 최하점인 5점은 ‘비상에 대
해 인지를 못하고, 처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6].

2.2.3 ECG

그림 2.22 ECG (Electrocard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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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생기는 P파, QRS파, T파의 전기적 신호
를 측정해 이의 연속 발생을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며,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이하 HRV)분석을 통해 자율신경계(Auto Nervous System, ANS)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2.22 참조). 심박수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모두의 지배를 받
고 이들의 서로 상반되는 영향이 균형을 이루어 결정되며 HRV는 이 중 R파형 간격
의 변이를 측정한다. HRV 분석을 통하여 피실험자의 생리적인 조절 능력과 심리적 상
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작업 부하와 긴장,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반영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 생리적 긴장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HRV 분석은 표 2.1과 같이 시간(Time Domain) 분석, 주파수(Frequency-Domain)분
석 등이 있다.

시간 분석은 심박 신호가 변화하는 정도를 시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계산은 쉬우나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없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 분석의 종류는 meanRR, SDNN, BPM, RMSSD 등이 있
다. meanRR은 R-R간격의 평균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안정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SDNN은 R-R간격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심박의 규칙성을 나타낸다. 이 값이 클수
록 건강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함을 나타낸다. RPM은 분당심박수를 나타
내며, 정상 범위는 60~90 bpm이다. RMSSD는 표준편차의 평균 제곱근 값으로 클수록
부교감신경계가 활성 되어 이완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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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석은 주파수 영역별로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파수대역은
LF(0.04~0.15 Hz), HF(0.15~0.4Hz)로 구분된다. 주파수 분석의 종류는 LF(Low
Frequency), HF(High Frequency), LF/HF비 등이 있다. 이중 LF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으나 주로 교감 신경의 활동 지표로 사용되며 혈압조절 메커니즘을 담당한다.
HF는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으며, 호흡영역이나 인체의 반사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Parikh and Patel(2014)에 따르면 무기력한 상태일수록 HF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LF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 LF, HF 모두 평
균 이상이며, 상대적으로 교감신경 활성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단기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아직 자율신경계의 활성도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지 않으면서 긴장과 흥
분이 유발되어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 된다는 의미이다. LF/HF비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신경간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나타낸다. 이 값이 높을수록 교감신경계
가 항진됨을 의미한다.

주파수 분석의 종류에는 FFT(Fast Fourier Transform)과 AR(Auto Regressive)모델
등이 있다. FFT분석은 주파수 대역 별 형태 그래프가 뾰족하게 나타나며, 초기에 빈번
하게 사용되었다. 처리 속도에 있어 이점이 있으나, 5분 이상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AR분석은 FFT에 비해 스펙트럼의 해상도가 크며, 신
호 잡음이 덜 민감하다. 계산 속도는 FFT보다 느리지만 짧은 시간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R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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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HRV 분석 방법
정의 및 설명
meanRR

R-R 간격의 평균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안정된 상태

시간 분석

SDNN

R-R 간격의 표준편차, 심박의 규칙성을 의미함

(Time

BPM

BPM 은 분당심박수를 나타내며, 정상 범위는 60~90 bpm

Domain)

RMSSD 는 표준편차의 평균 제곱근 값
RMSSD
값이 클수록 부교감신경계가 활성 되어 이완 상태를 의미
0.04~0.15 Hz, LF 는 교감 신경의 활동 지표로 사용
LF
혈압조절 메커니즘을 담당

주파수
분석

0.15~0.4 Hz, HF 는 부교감 신경의 영향
HF

(Frequency

호흡영역이나 인체의 반사시스템과 연관

Domain)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간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
LF/HF
높을수록 교감신경계가 항진

2.2.4 Eye-tracking
Karatekin(2007)에 따르면 시선 추적(Eye-tracking)기법이란 특수 고글에 달린 초
소형 카메라 및 이미지 처리 기법을 통해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피실험자의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눈과 눈으로 보는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여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시선이 향하
는 지점을 눈으로 보는 영상에 나타내어 보다 가시적으로 피실험자의 눈이 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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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알려준다[12].

Jacob & Karn(2003)의 조종사 시선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시선 추적 분석 방법 중
인지 이론에 기초한 하향식(Top to bottom)은 피험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 가설을 입
증하는데 쓰이며, 상향식(Bottom-up)은 피험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
는 방법이다. 즉, 한 계기 상에 피험자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면 하향식 이론에서는
긴 시간의 고정은 해당 계기 해석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상향식 해석
방법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타 계기와의 비교나 당시의 Workload와 관련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이론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미 가공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를 사용하였다[13].

먼저 평균 체류 시간(Average Dwell Time)은 계기를 보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을 해
당 계기의 총 개별 체류 수로 나눈 값으로 하였으며, 체류시간(Dwell Time)은 계기의
경계 내에서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정(Fixation)은 정의 된 시각적 각도 범위 내
에 있는 일련의 연속된 관측점으로 최소지속시간(200ms)에 걸쳐 분산의 임계값(2도)
이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머리 위치로 정의되고, 체류 당 고정(Fixation per Dwell)은
계기 별 체류시간동안 고정 수를, Gaze는 단일 관심 영역 내에서 고정(Fixation) 그룹
화를 분석하며 특정 공간 영역의 고정 척도 뿐 아니라 관심 영역과 그것이 나타내는
영역에 더 중점을 둔다. 단속 운동(Saccade)은 한 고정점에서 다음 고정점으로의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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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말하며 고정의 공간적 변화로 간주되고, Scan은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안구 운동 기술로 Scan을 정량화 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항목에는 체류 당
고정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쓰인 관심 영역(AOI, Area Of Interest, 이하 AOI)은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특정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시야에 지정된 영역으로 통상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 설정되며 비행 중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기 제원을 나타내는 고도
계, 속도계, 자세 표시기, 방향 표시기 등을 각각 포함하는 더 작은 영역으로 세분화하
여 설정한다. AOI는 통상 작은 영역을 설정할수록 더 정밀한 시선 추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시선 추적기의 부정확성을 감안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영역
으로 설정해야 한다.

2.3 기존 연구 분석
SD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비
행 중 겪는 SD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 두
번째로 비행 중 SD의 발생이 조종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 그리
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SD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2.3.1 SD 사례 분석 연구
먼저 조종사들이 비행 중 경험하는 SD 현황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항공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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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군 조종사들의 SD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Mattews et al(2002), Holmes et al(2002), Markou et al(2002)은 각각 미공군,
영국군, 그리고 그리스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 중 SD 경험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
다[14,15,16]. 3가지 연구들은 서로 유사한 설문 문항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는데, 대부
분의 연구에서 조종사들은 비행 중 SD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SD 형태로는 경
사착오(Leans) 및 시정저하착각(Loss of Horizon)을 많이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항공
기 기종 별로 주로 경험하는 SD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Boril et al(2018)은 SD훈련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51명의 NATO 조종사
들과 52명의 EU 국가 조종사들의 SD경험에 대한 조사를 30개의 설문 문항을 통하여
실시하였다[17]. 이 연구에 따르면 각 나라 및 집단 별로 SD경험에 대한 약간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경험한 SD가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 한국 공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SD 경험에 대한 조사는 공군항공안전관
리단에서 발간한 특정 상황 체험 사례집(200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SD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 SD경험에 대하여 일반 사항인 계급별, 응답자의 총
비행시간별로 확인하였고, 비행 조건에 따라서는 이륙 시간별, 발생 시간별, 발생 월별,
비행 단계별, 자격별, 기종별, 임무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고, 각각에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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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조건은 저계급, 저등급 및 총 비행시간이 적은 조종사들에게서 많이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행 환경에서는 비행 조건별로는 야간, 여름철, 기지로 귀환하는 단
계, 그리고 전투기에서 SD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확인되었다[18].

기존에 수행된 조종사들의 비행 중 SD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SD 경험에 대한 조사에 그쳐 대략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비행 단
계별, 비행 조작별 주로 발생하는 SD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SD의 형태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조종사의 계급, 비행 시간, 비행 자격, 항공기 종류와
SD간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데 머무르고 있다. 또한 SD상황에서 조종사가 겪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행 수행 능력에 대한 SD
영향을 파악하는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 공군에서 실시한 SD에 관련된 연구는 10여년 전의 자료가 최신의 것으
로 현재의 비행 환경과 최신 기종들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자료는 조종
사들의 SD 경험에 대한 일화 형태의 기술로 SD 상황에서 개인적인 심리 변화를 파악
하는데 장점을 보이고 있으나, 일기 형식의 기술로 인해 세부적인 지표의 확인과 정확
한 영향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3.2 SD 영향 분석 연구
비행 중 SD로 인해 조종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실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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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비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실제 당사자인 조종사들
에 대한 연구가 많아 지고 있는데 이 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SD
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Cheung and Bob(2003)의 연구에 따르면
SD 시뮬레이터에서 조종사들에게 고개의 움직임이 동반된 선회 상황과 고개의 움직임
이 없는 선회 상황의 부여를 통해 각 상황 별 조종사의 비행 자세 유지와 안구의 움직
임에 대하여 Eye-tracking 장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고개 움직임을
동반한 선회, 즉 Coriolis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항공기 자세 유지에 더 어려움을 겪었
으며, 계기를 확인하는 Scanning 행동의 저하와 안구 움직임에서 안구진탕(Nystagmus)
을 확인하였다[19].

Ahmet et all(2012)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SD가 조종사의 인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고자 82명의 조종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WAIS-DSST(Wechsler Adult’s
Intelligent Scale)와 LST(Letter Cancellation Test)를 확인하였는데 SD 시뮬레이터 장비
를 타고난 조종사 그룹에서 해당 TEST 결과가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20]. Webb &
Estrada(2012)는 SD상황에서 Working Memory와 수학적 연산 능력에 대한 인지적
영향을 파악하는 실험을 통해 비행 중 조종사가 SD로 인해 받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60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터를 탑승한 상태로 6가지의 SD Profile을
수행하게 하고, 동시에 CRE(Control Reversal Error)와 DST(Digit Span Task) 및
Addition Task의 과업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SD 상황이 조종사들의 Working
Memory와 수학적 연산 능력을 저하시킴을 확인하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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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enry et al(2018)은 유사한 목적으로 SD 영향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동일하
게 조종사들을 비행 시뮬레이터에 탑승시키고, 미리 녹화된 장기에 대하여 Trail 상태
에서 편대 대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Working Memory Task와
Direction Finding Task 및 Variable Following Distance Task를 수행시켜 SD의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22].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조종사가 받는 SD의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실험자 모집에 있어 비행 환경과 시뮬레이터 상황이 익숙하
지 않은 초보자나 다른 종류의 항공기 타입의 조종사들을 모집하였으며, SD의 종류 중
경사착오(Leans)나 전향성 착각(Coriolis)과 같은 한 가지 SD에 대해서만 그 영향을
파악하였고, 편대 비행 상황을 Trail 대형과 같이 비행 중 주로 겪는 환경이 아닌 실험
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이 조종사들이
SD상황에서 인지적 능력의 저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지적 영향과
비행 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함을 보이며, 인지 능력
의 저하 또한 SD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시뮬레이터 비행 환경으로 인한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인다. 기존 연구 중에서 Eyetracking 장비를 활용하여 안구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은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신체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실험장비들의 활용이 미흡하여 직접적인 생체 신호 데이터를 확
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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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D극복 방안 연구
SD에 대한 다른 연구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Vestibular, Auditory, Somatosensory, Multisensory 측면에서 SD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Vestibular system을 활용한 SD 극복 방법은 주
로 미국과 러시아에서 멀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었다[23,24]. Dilda et
al(2011)은 GVS(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이하 GVS)를 전류 크기를 다르게 하
여 자극하는 실험을 통하여 우주비행사들의 멀미 감소를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
나 대부분의 GVS 자극을 활용한 연구들은 SD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고 멀미를 감소시
키는 목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Auditory system은 이미 항공기 조종석 내의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3D Auditory Display는 조종사의 상황인식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Lyons et
al(1990)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비행 중 Auditory system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활용
하지는 않으나 이 Auditory system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조종사에게 수평 비행 및
선회, 강하하는데 필요한 자세, 속도, 고도 정보에 대한 충분하게 제공되며, 조종사들
의 Workload와 반응시간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인되었다. 실제 비행 상황에
서도 시각적인 정보의 수용에 포화를 느끼는 단계에서 음성을 통한 정보 제공은 조종
사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알려주는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26].

Somatosensory cue의 중요성은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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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rd and Hessinger(1954)는 Vibro Mechanical Tactile Display System을 개발하여 엄
지에 Roll과 Pitch 정보에 자극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해 이상 자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7], Zlotnik(1988)은 forearm에 부착하는 Tactile System을 개발하
여 속도, AOA, 고도 정보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28], Gilliland and
Schlegal(1994)은 Head Vibro-Tactile Display를 통해 비행 중 상황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상황 인식 상실로 인한 SD 진입을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29].

마지막으로 Multisensory 측면에서 Littman et al(2015)은 Display의 배열을 ‘T’자
형태로 변형하고, ASD(Attitude Stabilization Display)를 통해 비정상 자세 진입 시
Auditory 신호를 발생시키고, 임무에 대한 집중도와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며
Workload를 줄여주는 TSAS (Tactile Situation Awareness System)을 함께 활용하는 복
합적인 SD 극복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SD를 해결하고자 하였다[30]. 또한
Bob(2017)은 기술을 통한 SD 극복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밝히며 3D Display와
HUD, HMD(Helmet Mounted Display)를 통한 머리 움직임 최소화와 시정 저하로 인
한 DVE(Degrade Visual Environment)상황에서 Dust Penetrating System을 활용하고,
AGCAS(Auto Grid Collision Avoidance Software와 같은 Pilot Activated Recovery
System (PARS)을 통한 회복 방법들을 제시하였다[31].

SD의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SD 형태와 상황에 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종사들의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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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항공기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조종사에 초
점을 맞추고 수행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비와 기술을 통한 SD 극복 방안 또
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SD를 겪는 조종사의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파악하고 SD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간과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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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SD 경험 설문 조사
3.1 설문 방법
3.1.1 설문지 구성
설문지 문항은 세가지 PART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PART 1은 설문 응답자의 일
반적인 사항들로 SD 경험 유무, 계급, 항공기 기종, 비행 자격, 총 비행시간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PART 2는 비행 중 SD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27가지의 SD 형태에
대하여 설문하였으며, 세부적으로 SD를 많이 겪은 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
자격, 비행 시간대, 기상, 비행 단계, 비행 임무 유형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
막 PART 3는 비행 중 겪는 SD 상황이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 및 감정적
인 반응을 설문하였고, SD 상황에서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를 7점 척도로 점수화하
여 조사하였다.

3.1.2 설문 대상 및 절차
설문 조사는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공군 항공안전단 비행대대 안전
교육에 입과 하는 20~40대 공군 조종사 252명이 참여하였으며, SD 경험에 대해 정확
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실제 비행 임무를 수행중인 비행 대대에 근무하는 조종
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설문 절차는 조종사들에게 교육장소에서 설문 조사 취지
와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간단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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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독립성 검정, 적합도 검정,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2 sample t-test 방법이 활용되었다. 독립성 검정은 항공기 기종, 비행 자격에 대해 SD
형태와의 연관성과 신체 및 감정 변화와 SD 극복 방법에 대해 비행자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적합도 검정은 SD 경험에 대한 항목 중 비행 시간대, 비
행 단계, 기상, 임무 유형에 대해 수행되었다. 일원분산분석은 SD 상황에서 비행 단계
별 비행 수행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sample t-test는 SD 상황에서 비행
자격 별 비행 수행도가 각 비행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다.

3.2 설문 결과
3.2.1 PART 1: 일반사항
설문 응답자 252명 중 92%인 230명이 비행 중 SD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비행 중 SD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SD 유경험자 230명의 계급 분포는 대위 152명, 소령 42명, 중위 31명, 중
령 5명 순으로 나타났고, 항공기 기종은 F-16, F-15K와 같은 전투기 계열이 139명,
기타 수송기 및 헬기 계열이 91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행 자격에서는 WM이 83
명, IP 60명, 4L 36명, 2L 28명, TP가 23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 참조)
* WM: Wing Man, IP: Instructor Pilot, 4L: 4-ship Leader, 2L: 2-ship Leader, TP: Training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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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그림 3.1 SD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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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ART 2: SD 경험 분석
설문조사로 확인한 SD 형태별 경험 빈도에 따르면 경사 착오(88%), 시정 저하
(55%), 전향성 착각(44%), 신체 중력성 착각(34%), 하늘과 지면의 혼돈(33%), 임무
포화로 인한 SD(32%) 악성 스파이럴(30%)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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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착각
과중력성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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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운동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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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저하착각
나방 착각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
참조물의부재
NVG ILLUSION
HEAD DOWN DISPLAY ILLUSION
HUD ILLUSION
HMD ILLUSION
FLIR, TPOD ILLUSION
계기고장 착각
거인손착각
임무포화로 인한 SD
CHOCKING ILLUSION

0

그림 3.2 SD 형태별 경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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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종사 그룹과 SD와의 상관 관계
항공기 기종

비행 자격

경사착오

0.271

0.298

전향성 착각

0.582

0.295

반대착오

0.586

0.866

악성스파이럴

0.042

0.226

신체중력성착각

0.703

0.444

과중력성착각

0.127

0.47

ELEVATOR Illusion

0.126

0.124

악성스핀

0.273

0.033

안구진탕

0.012

0.433

HOVERING Illusion

0.000

0.578

하늘땅 뒤섞임

0.723

0.015

BLACK HOLE Illusion

0.006

0.326

상대운동착각

0.977

0.104

자가운동착각

0.005

0.708

시정저하착각

0.494

0.017

광원의 혼돈

0.001

0.844

참조물의부재

0.008

0.093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

0.001

0.935

나방 착각

0.664

0.447

거인손 착각

0.17

0.227

임무 포화로 인한 SD

0.499

0.988

CHOCKING Illusion

0.131

0.24

NVG Illusion

0.033

0.052

HEAD DOWN Illusion

0.503

0.028

HUD Illusion

0.081

0.079

HMD Illusion

0.094

0.248

FLIR&TPOD Illusion

0.023

0.211

계기고장착각

0.36

0.113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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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 SD 형태와 항공기 기종, 비행 자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
에 따르면 SD 형태는 비행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기 기종과
는 악성 스파이럴, Hovering Illusion, Black Hole Illusion, 자가운동착각, 광원의 혼동,
참조물의 부재,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 NVG Illusion, 그리고 FLIR&TPOD
Illusion의 9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림 3.3에서 나타난 비행 중 SD에 주로 진입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비
행 자격에서는 TP, WM, 2L, 4L, IP 순으로 나타났고, 비행 시간대에서는 야간, 오후,
박모, 오전, 새벽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비행 단계별로는 임무중, RTB, 공역 진입, 이
륙, 착륙 순으로 나타났고, 기상에서는 주간 IMC, 야간 IMC, HOOD, 야간 VMC,
주간 VMC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 임무 유형에서는 자대임무, 교육임무,
작전임무, 특별행사임무, 평가임무 순으로 확인되었다.

비행 자격

19

비행 시간대

15

24
88

22

27

WM

94

79

86

전환

6

2L

4L

야간

IP

60

오후

박모

오전

새벽

기상

비행 단계
15 6
18
38

99

RTB

92

38

72

임무중

15

67

공역진입

이륙

착륙

주간IMC

야간IMC

야간VMC

주간VMC

임무 유형

19

11 6
96

98

자대임무

교육임무

특별행사임무

평가임무

작전임무

그림 3.3 SD를 주로 겪는 상황
* IMC: Instrument Meteological Condition,
VMC: Visual Meteological Condition,
HOOD: 커튼을 활용하여 외부 시야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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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

3.2.3 SD 영향 분석
그림 3.4에 나타난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0% 수준인 123명이 불쾌함을, 60명의 조종사가 식은땀 및 시야 좁아짐을, 그리고 37
명의 조종사가 상황인식안됨을 응답하였다. 또한 소수의 조종사들이 몸이 의지대로 움
직이지 않고 호흡이 빨라지며 거친 숨소리를 낸다고 응답하였다.

(명)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변화

140
123
120

100
80
60
60
37

40
20

5

4

1

0
불쾌한 기분

식은땀 및
시야좁아짐

상황인식안됨 몸이 의지대로
호흡이
의사소통불가
움직이지 않음 빨라지며 거친
숨소리

그림 3.4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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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조종사 비행 자격과 SD 상황에서 신체 및 감정 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SD 상황에서 신체 및 감정 변화는 조종사 비행자격과 유의
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식은땀 및 시야좁아짐에서 TP(13.0%),
WM(19.3%), 2L(50%), 4L(19.4%), IP(33.3%)로 대체로 고자격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인식안됨에서는 TP(30.4%), WM(24.1%), 2L(7.1%), 4L(11.1%),
IP(6.7%)로 고자격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조종사 비행 자격과 신체 및 감정 변화
몸이
의사소통불가

식은땀 및
시야 좁아짐

상황인식안됨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음

호흡이
빨라지며

불쾌한 기분

거친 숨소리

TP

0.0%

13.0%

30.4%

0.0%

4.3%

52.2%

WM

0.0%

19.3%

24.1%

2.4%

1.2%

53.0%

2L

0.0%

50.0%

7.1%

0.0%

3.6%

39.3%

4L

2.8%

19.4%

11.1%

2.8%

2.8%

61.1%

IP

0.0%

33.3%

6.7%

3.3%

0.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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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교범에서 언급된 SD의 극복 방법은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3]. 교범에서는
가장 먼저 계기 비행에 충실하고, 두번째로 계기를 믿고, 세번째로 머리를 좌석의
Headrest에 고정하여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네번째로 직전수평비행을 하며, 그
래도 회복이 되지않는다면 다섯 번째로 동료 조종사에게 조종간을 맡기고, 위험한 상
황으로 진입 되기 전 마지막 방법으로 탈출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범 상에 언급된
극복 방법을 제외하고 설문을 통하여 조종사별 개인적인 SD 극복 방법의 노하우를 확
인하였다. 그림 3.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계기비행수행(152명)과 조종간 이양(1명)
을 제외하고 V.P의 수행(63명)과 Auto Pilot사용(14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별 SD 극복 방법

(명)
160

152

140
120
100
80
63
60
40
14

20

1

0
계기비행

VP

AUTO PILOT

그림 3.5 개인별 SD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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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간 이양

표 3.3은 조종사 비행 자격과 SD 극복 방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
에 따르면 SD 극복 방법은 조종사 비행 자격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자격에서 계기 비행을 가장 많이 수행되는 SD 극복 방법으로 선택하였으
며, V.P 수행 또한 비슷한 비율로 모든 조종사 그룹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 조종사 비행 자격별 SD극복 방법

계기비행

V.P 수행

조종간 이양

AUTO PILOT

TP

73.9%

26.1%

0.0%

0.0%

WM

65.1%

27.7%

0.0%

7.2%

2L

75.0%

14.3%

0.0%

10.7%

4L

55.6%

41.7%

0.0%

2.8%

IP

66.7%

25.0%

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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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SD 상황 하 비행 단계별 주관적 비행 수행도 평가

7
6
5
4

4.03

3.64
3.05

3

2.94

4.37
3.66

2.87
2.43

2
1

C

B

이륙 및
공역진입

공중임무

B

B

C,D

C

A

D

착륙조작

비상처치

CRM/CLRM

0
#1 편대비행 #2 편대비행 단기계기접근
및
및
편대계기접근 편대계기접근

* 알파벳(A,B,C,D)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그림 3.6 SD 상황 하 비행 단계별 주관적 비행 수행도 평가

SD 상황에서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는. 그림 3.6에서와 같이 조종사들은 SD 상
황 하 항공기 비상처치, 편대계기접근, 공중 임무 수행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행 자격과 SD 상황 하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 평가 비교에서는 자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3.7 참조). SD 상황에서 비행 자격별 비
행 수행도는 그림 3.7의 결과와 같으며, 모든 비행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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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상황 하 비행 자격별 비행 수행도

(점)
7.00

6.00

5.00
4.394.37
4.024.03
4.00

3.663.66

3.653.64
3.073.05

3.00

2.962.94

2.892.87
2.442.44

2.00

1.00

0.00
이륙 및
공역진입

공중임무

#1 편대비행 #2 편대비행 단기계기접근
및

착륙조작

비상처치

및

편대계기접근 편대계기접근

저자격

고자격

그림 3.7 SD 상황 하 비행 자격별 비행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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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CLRM

제 4장 SD 상황 하 신체 반응 및 극복 방안 효과 실험
설문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SD 상황에서 불쾌한 기분, 상황인식에 대한 어려움, 식
은땀 및 시야 좁아짐의 증상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행 임무 수행 단계에서 SD
가 동반될 경우 어려운 조작은 항공기 비상 처치, 편대계기접근, 공중 임무 순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SD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범과 훈련을 통해 강조되는 계기
비행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극복 방법으로 가장 많은 조종사가 ‘V.P의 수행’을 응답하
였다.

본 실험은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비행 시뮬레이터, ECG, 그리고 Eye-tracking 장
비를 활용하여 비행 착각 상황에서 조종사가 느끼는 불쾌함과 같은 심리적/신체적 증
상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종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조
작들을 실제 훈련 프로파일에 적용하여 설문 결과를 검증하고 실제 비행수행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며, V.P수행 여부에 따른 SD 상황에서의 비행 수행 능력을 비교 및
평가하여 그 효용성과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4.1 실험 참여자
본 실험은 20~30대 공군 전투기 조종사(30.6±3.7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급별 구성은 대위 22명, 소령 8명이다. 항공기 기종은 F-4 2명 F-5 9명, F-15K
6명, F-16 4명, FA-50 8명, KA-1 1명으로 다양한 항공기 기종 조종사들로 구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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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의 비행 자격은 WM 6명, 2L 7명, 4L 5명, IP 12명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참여자들은 교정 시력 0.8 이상의 고도 난시가 아니며,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인원으로 모집 되었다. 본 실험은 대한민국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ASMC-19-IRB003).

4.2 실험 장비
본 연구는 SD 훈련용 비행 시뮬레이터 장비로 ETC 사의 GL-4000(그림 4.1 참
조), Eye-tracking 장비로 Tobii 社의 Pro Glasses 2(그림 4.2 참조), 그리고 ECG 장비
로 Biopac-systems 社의 MP160(그림 4.3 참조)을 사용하였다.

GL-4000은 시각/전정 기능에 의한 SD 프로파일을 체험함으로써 SD의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실제 환경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장비로,
4축의 움직임 자유도를 가지고 24가지 SD 형태를 구현 가능하다.

ECG 신호 측정을 위한 센서는 가슴 상단에 2개, 좌측 늑골에 1개를 각각 부착하
였다.

Eye-tracking 데이터 분석을 위한 Area Of Interests(AOIs)는 HUD상의 고도계 속
도계, 자세계, Bank 지시계, 그리고 H/D 지시계의 5가지가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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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L-4000

그림 4.2 Pro Glasses 2

그림 4.3 M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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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변수
실험의 독립 변수로는 SD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비행(NON SD) 상태와 SD
상황 하의 비행 상태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V.P가 SD 상황에서 조종사에게 미치는 신
체적,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D 상황 하 V.P 수행과 V.P 미수행을 설정하였
다.

실험의 종속 변수로는 5가지 요인을 설정하였다. SD 유무 비교에서는 신체 및 감
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HRV를 확인하고, 멀미 정도를 실험 후 설문을 통해 확
인하였다. V.P수행 유무 비교에서는 시선 움직임을 측정한 시선 추적도를 확인하고, 공
군 비행 평가 기준에 의한 비행 수행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SD 형태 별 주관적인 불
편도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NON SD 상황과 SD 상황 비교 측면에서 심박수측정은 HRV 데이터 중
meanRR, RMSSD, HF, LF, LF/HF비율을, 멀미 정도는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설문지를 활용하여 총 16개 항목 기준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V.P
수행 측면에서 시선 추적도는 비행 중 제원 유지를 위해 확인하는 고도계, 속도계,
BANK지시계, H/D지시계, 자세계의 5가지 AOIs에 Fixation 횟수를 측정하였고, 비행
수행도 평가는 공군 비행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훈련 중 각 항목별 점수 기준에 맞춰
교관조종사가 실제 비행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 양식에 맞춰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불
편도는 피실험자들이 SD 상황에서 각 비행 단계별로 겪는 SD 형태들에 대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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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전체 실험의 종료 후 사후 설문을 통해 각 SD 형태별 7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4.4 실험 설계
실험은 설문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많이 겪는 SD 형태 중 비행 착각 장비에서 구
현이 가능한 경사 착오, 전향성 착각, 시정저하착각, 악성 스파이럴, 하늘과 지면의 혼
돈, Black Hole Illusion 형태를 기반으로 비행 중 SD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조작들
을 각 비행 단계에 맞춰 구현하였다(그림 4.4, 표 4.1 참조).

그림 4.4 SD 실험 비행 Profile

72

표 4.1 SD 실험 비행 단계별 조작 및 분석
비행
단계

SD 종류

비행
과업

조작

증상

이륙 후 H/D
1

이륙

신체 중력성

이륙

010, 300KTS

순간적인 증속으로 인해 실제

착각

조작

유지, 4000FT

상승각보다 더 상승감을 많이 느낌

까지 상승
2

3

4

장주
이탈

전향성 착각

#1 위치
편대비행

H/D 270 까지
45 도 BANK
선회

동료기 확인을 위해 머리를 움직이는
경우 항공기 자세가 급변하는 느낌

공역

시정저하착각

공역

등속 선회 후

악기상 상황에서 등속 선회 후 R/O 시

진입

경사착오

진입

H/D 270 R/O

반대방향으로 BANK 진것 같은 느낌

공중

하늘과

공중

임무

지면의 혼돈

임무

7000FT 에서 L/O

경사진 구름 층으로 인해 자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느낌

45 도 BANK 로
선회하며
5

동료기 확인을 위해 한쪽으로 지속

공역

악성

#2 위치

5000FT 까지

고개를 고정한 상태로 장시간 나선

이탈

스파이럴

편대비행

강하하다

강하 후 수평 비행으로 전환 시 반대

H/D 180 에서

방향으로 강하하는 느낌을 받음

R/O
H/D 360 까지
6

계기
접근

전향성 착각

비상

선회하며

상황

10 시방향의
TRAFFIC 확인

7

착륙

BLACK

착륙을

HOLE

위한

ILLUSION

접근

비상 처치 CHECK LIST 확인을 위해
머리를 움직이는 경우 항공기 자세가
급변하는 느낌

L/D 을 위한

야간에 활주로 불빛으로 인해

활주로 접근

접근시에 평소보다 높거나 낮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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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험 절차
실험은 준비 단계부터 사후 설문까지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는 피
실험자 대상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장비와 실험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사전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예비 실험 단계에서는 장비를 착용하고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여
NON SD 상황에서의 비행을 실시하였고, 이 단계에서 ECG, Eye-tracking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 설정된 과업을 수행하고 Eye-Tracker장비
와 ECG 장비를 통해 SD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비행 수행 능력
을 평가하였다. 사후 설문 단계에서는 실험의 설문을 실시하고 실험에 관련된
FEEDBACK과 기타 의견을 확인하였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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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에서 paired t-test와 2 sample t-test 방법이 활용되었다.
paired t-test는 NON-SD 상황과 SD 상황에서 HRV와 멀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sample t-test는 V.P를 수행한 그룹과 수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Fixation 횟수, 비행 수행도, 그리고 주관적 불편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4.7 실험 결과
4.7.1 SD vs NON SD
NON SD 상황과 SD 상황 하 시뮬레이터 탑승 후 피실험자의 HRV 데이터를 비
교한 결과 표 4.2 과 같이 RMSSD와 HF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RMSSD는
SD 상황(49.54±32.14ms)이 NON SD 상황(43.43±24.45ms)에 비해 14.1% 증가하였
으며, HF는 SD 상황(1215.23±1756.27ms²)이 NON SD 상황(819.52±752.31ms²)
보다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meanRR은 SD 상황(758.36±108.44bpm)에서 NON SD 상황(772.59±
102.90bpm)보다 작게, 나머지 LF는 SD 상황(1329.70±1685.67 ms²)이 NON SD 상
황(1094.34±1105.99 ms²)보다 더 크게, LF/HF비율은 SD 상황(1.85±1.12)이 NON
SD 상황(1.98±1.44)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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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HRV DATA

MeanRR

RMSSD

LF

HF

(BPM)

(ms)

(ms²)

(ms²)

NON

772.59±

43.43±

1094.34±

819.52±

1.98±

SD

102.90

24.45

1105.99

752.31

1.44

758.36±

49.54±

1329.70±

1215.23±

1.85±

108.44

32.14

1685.67

1756.27

1.12

LF/HF

SD

HRV DATA

*

3.50

3.00

*

2.50
2.00
1.50
1.00
0.50
0.00
meanRR

RMSSD

LF
NON SD

HF
SD

그림 4.6 HRV DATA

76

LF/HF

NON SD 상황과 SD 상황 하 시뮬레이터 탑승 후 피실험자의 멀미 정도를 비교
한 결과 표 4.3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Nausea는 SD 상황(108.76±35.48)
이 NON SD 상황(75.05±13.43)보다 44% 높게 나타났으며, Oculomotor는 SD 상황
(95.26±29.77)이

NON

SD

상황(69.48±14.64)보다

37%

높게

나타났고,

Disorientation는 SD상황 (161.47±51.26)이 NON SD상황 (105.33±18.88)보다 53%
높게 나타났으며, TOTAL은 SD 상황(807.92±245.27)이 NON SD 상황(538.46±
92.22)보다 50% 높게 나타났다(그림 4.7 참조).

표 4.3 NON SD 및 SD 실험 후 멀미 비교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

TOTAL

NON SD

75.05±13.43

69.48±14.64

105.33±18.88

538.46±92.22

SD

108.76±35.48

95.26±29.77

161.47±51.26

807.92±245.27

*

멀미 척도

(점)

1000.00

807.92

*
500.00

*

538.46

*

75.05108.76

69.48 95.26

161.47
105.33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

0.00
NON-SD

SD

그림 4.7 NON SD 및 SD 실험 후 멀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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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7.2 V.P vs NON V.P
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피실험자의 각 AOI별 Fixation
횟수를 비교한 결과 표 4.4와 같이 자세 지시계와 Bank 지시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 지시계는 V.P 수행 그룹(580.82±150.25)이 NON V.P 그룹(478.29±
122.37)에 비해 약102회, BANK지시계는 V.P 수행 그룹(96.69±31.81)이 NON V.P
그룹(59.02±24.54)에 비해 약 37회 더 많이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속도 지시계 및
고도 지시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8 참조).

표 4.4 AOI 분석
AIRSPEED

ALTITUDE

ATTITUDE

BANK

H/D

TOTAL

빈도율

(회)

(회)

(회)

(회)

(회)

(회)

(회/sec)

NON

145.92±

72.26±

478.29±

59.02±

104.03±

859.54±

1.13±

V.P

80.01

45.44

122.37

24.54

52.07

172.94

0.21

144.02±

68.46±

580.82±

96.69±

110.21±

1000.2±

1.33±

93.31

40.55

150.45

31.81

82.79

223.23

0.40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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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별 Fixation 횟수

(회)
800.00

*

700.00
580.83

600.00

478.29

500.00
400.00

*

300.00
200.00

145.93
144.02
72.2768.46

100.00

96.70
59.02

110.21
104.04

BANK

H/D

0.00

AIRSPEED

ALTITUDE

ATTITUDE
NON VP

VP

그림 4.8 AOI별 Fixation 횟수

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피실험자의 각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표 4.5 와 같이 이륙, 장주 이탈, 그리고 계기 접근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륙 단계에서는 V.P 수행 그룹(30.53±2.35)이 V.P 미수행
그룹(27.93±2.43)에 비해 2.6 점, 장주 이탈 단계에서는 V.P 수행 그룹(22.73±2.24)이
V.P 미수행 그룹(20.93±2.09)에 비해 1.8 점, 공역 진입 단계에서는 V.P 수행
그룹(22.87±2.34)이 V.P 미수행 그룹(21.4±1.40)에 비해 1.47 점, 공역임무에서는
V.P 수행 그룹(29.73±2.44)이 V.P 미수행 그룹(28.67±1.95)에 비해 1.1 점, 공역 이탈
단계에서는 V.P 수행 그룹(26.27±3.15)이 V.P 미수행 그룹(24.07±2.87)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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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 평가(점)
이륙
장주 이탈

공역 진입

(CORIOLIS)

(LEANS)

(PITCH UP
ILLUSION)

공역 임무

공역 이탈

계기 접근

착륙

(FALSE

(GRAVEYAR

(비상절차수행

(BLACK-

HORIZON)

D SPIRAL)

CORIOLIS)

HOLE APP)

NON

27.93±

20.93±

21.4±

28.67±

24.07±

25.67±

27.93±

V.P

2.43

2.09

1.40

1.95

2.87

3.24

3.39

30.53±

22.73±

22.87±

29.73±

26.27±

29.13±

30.47±

2.35

2.24

2.34

2.44

3.15

3.20

4.03

V.P

2.2 점, 계기 접근 및 비상 절차 수행 단계에서는 V.P 수행 그룹(29.13±3.20)이 V.P
미수행 그룹(25.67±3.24)에 비해 3.5 점, 마지막 착륙 단계에서는 V.P 수행
그룹(30.47±4.03)이 V.P 미수행 그룹(27.93±3.39)에 비해 2.5 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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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 평가

35.00

*
30.53

30.00

27.93

25.00

29.73
28.67

*

29.13
26.27 25.67
24.07

22.87
22.73
21.40
20.93

30.47
27.93

20.00
15.00
10.00
5.00
0.00

이륙

장주이탈

공역진입

공역임무

공역이탈

계기접근

착륙

(PITCH UP ILLUSION)

(CORIOLIS)

(LEANS)

(FALSE HORIZON)

(GRAVEYARD SPIRAL)

(비상절차수행CORIOLIS)

(BLACK-HOLE APP)

VP 미수행

VP 수행

그림 4.9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 평가

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피실험자의 각 비행 단계별
주관적 불편도를 비교한 결과 표 4.6 과 같이 이륙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륙 단계는 V.P 수행 그룹(3.33±1.59)이 V.P 미수행 그룹(4.67±1.05)에 비행 약
1.3 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단계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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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각 단계별 주관적 불편도(점)
이륙
장주 이탈

공역 진입

(CORIOLIS)

(LEANS)

공역 임무

공역 이탈

계기 접근

착륙

(FALSE

(GRAVEYAR

(비상절차수행

(BLACK-

HORIZON)

D SPIRAL)

CORIOLIS)

HOLE APP)

(PITCH UP
ILLUSION)

NON

4.67±

6.73±

4.8±

4.93±

5.2±

6.2±

5.6±

V.P

1.05

0.46

0.68

1.44

0.86

0.77

0.99

3.33±

6.33±

4.4±

4.47±

4.6±

5.87±

5.4±

1.59

0.82

0.99

0.92

1.24

1.13

1.45

V.P

각 비행 단계별 주관적 불편도

(점)

7.00

*

6.73
6.33

6.20
5.87

6.00
5.00
4.00

4.80
4.40

4.67

4.93
4.47

5.20
4.60

5.60
5.40

3.33

3.00
2.00
1.00
0.00

이륙

장주이탈

공역진입

공역임무

(PITCH UP ILLUSION)

(CORIOLIS)

(LEANS)

(FALSE HORIZON)

VP 미수행

공역이탈

VP 수행

그림 4.10 각 비행 단계별 주관적 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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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접근

(GRAVEYARD SPIRAL) (비상절차수행CORIOLIS)

착륙
(BLACK-HOLE APP)

제 5장 논의
5.1 SD 경험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 중 SD 경험 사례를 설문 조사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고, 비행 중 SD 상황이 조종사의 비행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며, SD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SD 설
문 조사 및 SD 상황 하 신체 반응 및 극복 방안 효과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SD 형태별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경험 빈도는 경사착오(88%), 시정저하착
각(55%), 전향성 착각(44%), 신체 중력성 착각(34%), 하늘과 지면의 혼돈(33%), 임무
포화로 인한 SD(32%) 순으로 나타났다. Matthews et al(2002)이 실시한 미공군 조종
사들의 SD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경사착오(76%), 시정저하착각(69%), 하늘과
지면의 혼돈(66%), 전향성 착각(60%), 임무 포화로 인한 SD(60%) 순으로 나타났으
며, Holmes et al(2002) 이 영국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경사착오(92%),
시정저하착각(82%), 하늘과 지면의 혼돈(75%), 전향성 착각(66%), 임무 포화로 인한
SD(66%) 순으로 비율에 있어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설문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주로 겪는 SD 유형에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15]. 즉, 각 나라별 항공기 기종과 조종사의 인종 및 구성에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으
나, 비행 환경 및 주로 겪는 SD 형태는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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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D 형태와 항공기 기종 및 비행 자격과의 연관성에 있어 비행 자격과는 무
관하나 항공기 기종과 악성 스파이럴, Hovering Illusion, Black Hole Illusion, 자가운동
착각, 광원의 혼동, 참조물의 부재,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 NVG Illusion, 그리
고 FLIR&TPOD Illusion의 9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중 Black
Hole Illusion, 자가운동착각, 광원의 혼동, 참조물의 부재, NVG Illusion의 경우 야간에
주로 겪는 비행 착각 유형으로 전투기 계열(F-4, F-5, F-16, F-15K) 및 수송기, 헬기
에서 유의미하게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기종들이 야간 임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
문이다.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의 경우 주로 수송기와 헬기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SD 형태가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광원의 깜박임이 생기는 경우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FLIR&TPOD Illusion은 F-4, F-15K F-16과 헬기에서 나타
났는데 이들 기종이 주로 이 장비를 활용하는 기종들이기 때문이며, Hovering Illusion
은 헬기에서만 나타나는 SD 형태인데, Hovering이 헬기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형태
의 기동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기종별 주로 겪는 SD 형태가 다르고, 특정 기종
에만 해당하는 SD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SD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시뮬레이터 훈련
시 기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Profile을 설정하여야 한다.

SD를 주로 겪는 상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비행 자격에서는 TP, WM, 2L, 4L,
IP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자격으로 가기 위해선 저자격들을 모두 거쳐야 하는바
저자격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SD 경험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비
행 시간대에서는 야간, 오후, 박모, 오전, 새벽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비행이 주로 오전,

84

오후에 많이 실시되는 것과 달리 비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과 박모 상황에서
SD를 많이 경험한 것은 두 시간대 모두 IMC 상황이고, 외부 참조물로 인한 SD에 진
입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상황이며, 다른 감각보다는 시각에 의존한 계기비행을 수
행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상에서는 주간 IMC, 야간 IMC, HOOD,
야간 VMC, 주간 VMC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주로 계기비행상황에서 많이 진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행 임무 유형에서는 자대임무, 교육임무, 작전임무,
특별행사임무, 평가임무 순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선 비행 대대에서 다른 비행 임
무 유형에 비해 자대임무 및 교육임무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실제 비행 시 저자격 조종사의 야간 및 박모 시간대 비행이나, 기상으로 인한 IMC 환
경에서 비행시 SD에 대한 심적 대비 및 SD 상황에 진입을 막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
며, 가능하다면 해당 환경을 피하여 비행을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0% 수준인 123명
이 불쾌함을, 60명의 조종사가 ‘식은땀 및 시야 좁아짐’을, 그리고 37명의 조종사가 ‘상
황인식안됨’을 응답하였다. 이는 SD 상황에서 주로 심리적인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신체 반응으로는 긴장도가 증가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SD
상황에서 신체 및 감정변화는 조종사 비행자격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식은땀 및 시야좁아짐 항목에서 TP(13.0%), WM(19.3%), 2L(50%), 4L(19.4%),
IP(33.3%)로 대체로 고자격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인식안됨에서
는 TP(30.4%), WM(24.1%), 2L(7.1%), 4L(11.1%), IP(6.7%)로 고자격으로 갈수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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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고자격 조종사는 많은 비행 경험으로 인해 저자
격 조종사보다 상황인식에서 우위를 보이나 이러한 상황 인식의 우위가 SD를 인식하
게 되고 이를 통한 위험성을 더 많이 느껴 식은땀 및 시야좁아짐 현상으로 나타난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저자격 조종사는 적은 비행 경험으로 인해 SD 상황에 대
한 인식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신체 변화가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D 훈련
과정 설정 시 비행 자격별로 구분하여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하며, 비행 중 저자
격 조종사에게는 SD 상황에 대한 인지 및 상황인식을 증진시키기위한 방안을 수립하
고, 고자격 조종사에게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종사별 개인적인 SD 극복 방법에서는 공군교범에서 언급된 계기비행수행을 제
외하고 V.P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3]. 조종사 비행 자격과
SD 극복 방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D 극복 방법은 조종사 비행 자격
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자격에서 V.P 수행을 SD 극복 방법으
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효용성에 대해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인지하고 있
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한편, Auto Pilot 사용 및 조종간 이양의 방법의 경우 해당 시
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나 복좌 항공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SD 상황에서의 해결책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항공기 기종에서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도 식별 할 수 있었다.

SD 상황 하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는 SD 상황 하 항공기 비상처치, 편대계기접

86

근, 공중 임무 수행, 이륙 및 공역 진입, 착륙 조작, 단기계기접근 CRM/CLRM 순으
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통해 총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비상 처치이며, 두 번째 그룹은 공중 임무와 편대계기접근, 세
번째 그룹은 착륙 조작, 이륙 및 공역 진입, 단기계기접근, 마지막으로 CRM/CLRM
과 단기계기접근을 마지막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조종사들이 항공기 기동
과 비상처치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자신의 항공기와 타 항공기 및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되는 상황이 SD와 결합되는 경우 주의 분배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더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비해 단기로 기동하는 이, 착륙 단계 및 단기
계기 접근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의 분배의 중요성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비행 시 SD 상황이라면
비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 임무의 경우 임무 중지를, 편대계기접근의 경우 단기계
기접근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조종사의 주의 분배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5.2 SD 상황 하 신체 반응 및 극복 방안 효과 실험
NON SD 상황과 SD 상황 하 시뮬레이터 탑승 후 피실험자의 HRV 데이터를 비
교한 결과 RMSSD와 HF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eanRR, LF,
LF/HF비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meanRR은 SD상황에서
NON SD상황보다 작게, 나머지 LF와 LF/HF비율은 SD상황이 NON SD상황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Castaldo et al(2015)에 따르면 Mental stress가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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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meanRR, RMSSD, HF 값은 감소하며, LF와 LF/HF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32],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RMSSD와 HF 값
에서 기존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D 상황이 Mental Stress
의 증가 관련이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존의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특
히, RMSSD와 HF는 부교감신경과 관련한 항목들로 Parikh and Patel(2014)의 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무기력한 상황과 연관 지어 분석할 수 있다[8]. 앞서 설문 항목 중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한 상황인식안됨 항목과 관련하
여 분석해 볼 때, SD 상황은 Mental Stress 증가와는 다른, 상황 인식의 어려움으로 인
한 무기력함과 더 큰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SD 연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 수행 시 Mental Stress의 증가뿐 아니라 무기
력함에도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NON SD 상황과 SD 상황 하 시뮬레이터 탑승 후 피실험자의 멀미 정도를 비교
한 결과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 그리고 TOTAL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며 SD 상황의 멀미 척도가 NON SD 상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SD 상황이 정위와 관련된 인지능력저하의 문제뿐 아니라, 메스꺼움과 같은
생리적 문제와 안구 운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D 상황에 대한 극복 방안 선정 시 정위와 관련된 해결책과 함께 구토와 같은 생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안구 운동 저하에 따른 대비책 또한 같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향후에는 시뮬레이터에서 확인된 결과와 더불어 실제 비행 상황에서 S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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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멀미와 관련된 생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피실험자의 각 AOI별 Fixation
횟수는 자세 지시계와 BANK 지시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보다 자세 지시계와 BANK 지시계를 더 많이 확인하였으며, 다른
AOI들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AOI 항목들에 비해 특히 항공기 자세와
연관된 자세 지시계와 BANK 지시계에 많은 Fixation 횟수를 보이는 이유는, 각 계기
별 표시 방법과 연관 지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속도 지시계, 고도 지시계 그리고 H/D
지시계의 경우 디지털 숫자를 통해 계기상에 시현되는 반면, 자세 지시계와 BANK 지
시계는 항공기 Miniature와 선으로 이루어진 Scale-bar를 통해 시현 된다. 이와 같은
시현 방법의 차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비행 중 1 Knot, 1 Feet, 1도 단위로 민감하게 변
하며 숫자로 시현되는 고도 지시계, 속도 지시계, H/D 지시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아도 쉽게 눈이 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변하며, 항공기 Miniature와
Scale-bar의 상관관계로 파악해야 하는 자세 지시계 및 BANK 지시계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시선이 덜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공군 계기비행 교범
(201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SD는 조종사들의 공간 정위 및 공간지각능력의 저하를
발생시키는데[3], V.P 수행을 통하여 항공기 자세와 관련된 자세 지시계 및 BANK 지
시계에 대한 주의 분배를 향상시킨다면 SD 상황 극복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
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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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피실험자의 각 비행 단계별 비
행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륙, 장주 이탈, 그리고 계기 접근 단계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보다 이륙, 장주 이탈, 그리고 계
기 접근 단계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V.P 수행 그룹이 높은 평가점수를 보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앞서 확인한 AOI별 Fixation 횟수와 관련 지어 분석해보면, V.P 수행이 Fixation 횟수
를 증가시키고 항공기 제원 유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해지며, 이
를 통해 각 단계별로 비행 수행도에서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륙, 장주 이탈 그리고 계기 접근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 단계들이 대부분 계기 비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며, V.P의 수행이 다른 비행 단계보다 계기 비행시에 더 높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시 이륙 및 공역 진입 단계와 계기 접근 단계에서
V.P를 수행한다면 SD 유무와 무관하게 항공기 제원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피실험자가 각 비행 단계별
경험하는 SD 형태의 주관적 불편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이륙 단계에서 겪는 PITCH
UP Illusion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에 비해
이륙 단계에서 불편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단계에서 겪는 SD
형태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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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불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확인한 SD 상황에서 V.P
수행을 통한 비행 수행도의 향상이 조종사들에게 조작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불편함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V.P
미수행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단계에서 겪는 SD 형태에 비해 유독 이륙 단계에서 겪는 PITCH UP Illusion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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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비행 중 SD 경험
사례 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비행 중 SD 상황이 조종사의 비행 수행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V.P의 수행이 SD 극복 방안으로서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 시뮬레이터, ECG, Eye-tracking 장비를 활용하여 SD 상
황 하 신체 반응 및 극복 방안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 사항, 비행 중 SD 경험, 그리고 SD가 비행 수행
에 미치는 영향 파악의 3가지 PART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활용하여 약 5개월 동안
20~40대 공군 조종사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92%인 230명이 비행 중 SD를 경험하였으며, 계급 중에는 대위, 항공기 기종에서는
전투기 계열, 비행 자격에서는 WM 그룹이 가장 많이 SD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하였
다. SD 형태 중에서는 경사 착오로 인한 SD를 많이 경험하였으며, 항공기 기종과의 관
계에서는 악성 스파이럴, Hovering Illusion, Black Hole Illusion, 자가운동착각, 광원의
혼동, 참조물의 부재, 깜박거리는 불빛에 의한 착각, NVG Illusion, 그리고
FLIR&TPOD Illusion의 9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비행 중
SD에 주로 진입 되는 상황은 TP 자격, 야간 시간대, IMC 상황 및 자대 임무로 확인
되었고, SD 상황 하 신체 및 감정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쾌함, 식은땀 및 시야 좁
아짐, 상황인식 안됨을 응답하였다. 한편, SD 극복 방법에서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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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제외하고 V.P의 수행과 Auto Pilot의 사용을 응답하였고, 모든 자격에서 비슷한
비율의 V.P 사용을 확인하였다. SD 상황에서 비행 단계별 비행 수행도는 SD상황 하
항공기비상처치, 편대계기접근, 공중 임무 수행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SD 상황 하 신체 반응 및 극복 효과 실험은 20~30대 공군 전투기 조종사 30명을
대상으로, SD 훈련용 비행 시뮬레이터와 ECG, Eye-tracking 장비를 활용하여 설문 결
과에서 확인한 주로 겪는 SD 형태 중 시뮬레이터에서 구현 가능한 6개의 SD 형태를
총 7개의 비행 단계에 적용한 Profile로 구성하였고, 준비, 예비 실험, 본 실험, 사후
설문의 4단계로 수행하였다. NON SD 상황과 SD 상황 하 시뮬레이터 탑승 후 피실험
자의 HRV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SD 상황이 RMSSD 및 HF 항목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D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Mental
Stress의 증가와는 다른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멀미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SD 상황에서 Nausea, Oculomotor, Disorientation 및 TOTAL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SD 상황 하 V.P 수행 그룹과 V.P 미수행 그룹간
비교에서는 V.P 수행 그룹에서 AOI별 Fixation 횟수 중 자세 지시계와 Bank 지시계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비행 단계별 비
행 수행도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V.P 수행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각 비행 단계
별 주관적 불편도에 대한 사후 설문 비교에서도 V.P 수행 그룹이 V.P 미수행 그룹에
비해 모든 비행 단계에서 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V.P 수행이 SD 상황
에서 비행 수행 능력과 SD 극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불편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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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SD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시뮬레이터 훈련 시 조
종사 비행 자격, 항공기 기종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Profile을 설정하고, 실제 IMC 환
경에서 비행시 SD에 대한 심적 대비 및 SD 상황에 진입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
며, 비행 임무 계획 시에는 저자격 조종사의 야간 및 박모 시간대 비행처럼 SD 진입
확률이 높은 비행 계획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비행 자
격별 SD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의 차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교육 절차와 대응
방법을 고려하고, V.P 수행을 통해 SD 상황에서 주의 분배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비행 수행 능력과 불편함을 감소시킨다면 SD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SD 시뮬레이터 장비의 한계로 인해 적용 가능한 SD 형태가 제
한되었으며, 공중 임무 시에 발생 가능한 SD 형태에 대한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한 시뮬레이터로 이루어진 훈련으로 인해 실제 비행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 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체적, 생리적 반응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예
측된다. 마지막으로 SD 극복 방안 선정에 있어 장비를 통한 해결이 아닌 오로지 인간
의 능력에 기인한 극복 방법을 선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시뮬레이터 SD 훈련 Profile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실제 비행에
서 SD 상황을 구현하여 조종사들의 신체적, 심리적 반응에 대한 측정 및 V.P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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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와 비교한다면 SD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
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SD 극복 방법에 있어 인간의 능력에 기반한
방법뿐 아니라 GVS(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장비와 같은 보조 기술에 대한 연
구 또한 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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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Pilot’s Experiences and
Effects of Voice Procedure under Spatial Disorientation
Yohan Ka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light accidents caused by SD account for most of casualties in ROKAF, and flights
under SD pose a serious threat to flight safety of pilots.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f pilot’s SD experience during flight and conducted an experiment on physical reactions
and effects of overcome method under SD using flight simulator, ECG and Eye-tracking
equipmen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92% of 252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SD during flights, and they selected ‘Leans’ as the most experienced SD of
the 27 SD types, and 9 types of SD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ircraft types.
Survey about physical and emotional changes under SD confirmed that pilots felt
unpleasantness, broke out in cold sweats, decreased vision and lost SA (Situational
Awareness). Moreover, survey respondents chose V.P (Voice Procedure) as the method
of overcoming SD and answered that emergency is the most difficulty under SD.
According to experimental results, RMSSD and HF values in HRV DATA under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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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ncreased 14% and 48%, respectively, than those under NON SD. In addition,
results of motion sickness, all data under SD were higher than under NON SD. Fixation
counts of the V.P group on AOIs of ATTITUDE indicator and BANK indicator
increased then of the NON V.P group. In addition, the V.P group had better flight
performance and lower discomforts than the NON V.P group.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D on flight performance ability through in-depth
analysis of pilots’ SD experience, and to ergonomically analyze for effects of V.P, a
method of overcoming SD, using quantitative data.

Keywords: Pilot, SD, Survey, Effect, Overcome, V.P
Student Number: 2018-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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