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항공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항공 안전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 특히 공항이나 비행기에는 많

은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작은 사건⋅사고라도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

공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엑스레이 검

사를 통해 위험 물품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2). 

한국은 현재 약 5,000여 명의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요원이 전국 공항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항공 보안

의 중요성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완벽한 

항공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

근의 엑스레이 장비는 고 해상도와 다양한 기능들을 제

공하여 위험 물품 탐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각국 각처의 노력과 수화물 심사 장비의 향상

에도 불구하고, 탐색 직무는 여전히 어렵고, 탐색 실패

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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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mportance of aviation safety has been emphasized rece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aviation industry. Despite the efforts of each country and the improvement of 
screening equipment, screening tasks are still difficult and detection failures are frequ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eedback on improving signal detection 
performance applying a Simulated Baggage Screening Program(SBSP) for improving 
aviation safety. SBSP consists of three parts: image combination, option setting and 
experiment. The experimental images were color-coded to reflect the items’ transmittance 
of the x-rays and could be combined as researchers’ need. In the option, the researcher 
could set up the information, incentive, and comments needed for training to be delivered 
on a number of tasks and times.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SBSP　and participant’s 
performance information (hit, missed, false alarms, correct rejection, reaction time, etc.) 
was automatically calculated and stored. A total of 50 participants participated and each 
participant was randomly assigned to feedback and non-feedback group. Participants 
performed a total of 200 tasks and 20(10%) contained target object(gun and knife).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feedback was provided, the hit, correct rejection ratio and 
d′ were increased, however, the false alarms and miss decreas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se criteria(β). In addi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baggage screening, aviation safety, signal detection, computer bas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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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화물 검사 요원은 종종 심한 소음과 

몇 초 이내에 위험물품을 찾아야 하는 시간적 스트레

스가 높은 작업 조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물건 꾸러미 속에서 약하고 드문 시각적 신

호를 탐지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어렵고, 인간의 지각

적, 인지적 능력을 혹사시키는 업무이다4). 그리고 수화

물 심사는 계속 반복되고 단조로우며, 시각 장은 복잡

하고, 신호는 오 경보(false alarm)와 구별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호는 2% 정도로 극도로 드물게 발생하기 때

문에 공항 수화물 심사는 가장 전문적이고 어려운 시

각 탐색 과업이다5).

이를 반영하듯 2016년 이후 국내 공항에서 실탄, 모

의권총, 과도, 가스분사기 등 테러가 가능한 물품에 대

한 검색 실패 사례가 7건 이었다6). 이는 보고된 사례에

만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 실패한 사례는 더 많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 요원의 훈련을 

최적화하여, 위험 물품 탐지 수행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은 항공 보안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위험 물품 

탐지 과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항공 보안 연구

들은 매우 드물었다. 국내 항공 보안 관련 선행연구들

은 주로 관제사,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연구8-10)등 항공 보안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국외 연구들은 모의 상황을 바탕으로 탐지 수

행에 대해 직접적인 검증과 탐지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져왔다. 

대표적으로 탐지 과제에서는 위험 물품 즉 신호(target)

의 출현 비율이 높을수록 탐지율은 증가하고 오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1-12). 그리고 Weiner13)의 연

구에서는 탐지 실패에 대한 포인트 감소라는 개입을 

사용하였을 때 탐지 수행이 증가하였고, 잘 유지된 것

으로 밝혀졌다. Madhavan, Lascon, Gonzalex 및 

Brennan14)의 연구에서도 인센티브의 증가와 감소를 활

용하여 위험물 탐지 훈련 수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

고 훈련 이후 효과적인 탐지 수행의 전이에도 도움이 

되었다.

탐지 수행에 대한 대부분의 국외 연구들에서는 가상

의 수화물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

다5,11-14). 비록 가상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들은 현

장과 차이가 존재하나 효과적인 탐지 수행의 메커니즘

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서는 가상 수화물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EBSP: 전자 수화물 검사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수화물 검사 직원 훈련 및 관련 분야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5). 

이외에도 최근 기계가 수화물을 검사하는 수화물 자

동 검사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 결

과 총, 칼, IED 보다 폭발물의 경우 사람보다 자동 검

사 조건에서의 탐지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오경보의 

경우에는 자동 검사 조건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6). 

그리고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람과 자동 프

로그램간의 민감도와 반응 편향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국내에도 KASA CBT System(㈜HANMAE) 프로그램

이 존재하지만, 고가이고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물체의 소재나 크

기, 방향, 중첩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한 화면에 등장하는 

위험 물품의 종류, 크기, 위치, 복잡성, 각도, 중첩, 등

에 따라 탐색 수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17). 

최근 현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기술을 적용

한 정보 제시가 업무 관련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18,19,20,21). 수행에 대한 정보 제시, 즉 피드백

은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는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22). 예를 들어, Berger와 

Ludwig18)는 음성 기술을 사용하여 식품 서비스 유통 

업체의 선택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장비를 통해 즉각적

으로 수행 정보를 제공하여 오류를 감소시켰다. 유사

하게 Yu, Moon, Oah 및 Lee21)의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

에 대한 수행 정보를 팝업을 통해 제시하여 올바른 앉

은 자세를 증진시켰다. 

수행 정보 제시는 훈련 과정 중에 실용적인 측면에

서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수행 정보 제시는 비교

적 간단한 개입방법이기 때문에 복잡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개입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3). 실제

로 판매24,25), 안전26), 품질관리18,27), 운전 행동28) 등의 

분야에서 피드백의 효과가 증명되어 왔다. 

이에 반해 항공 보안 영역에서 탐지 수행의 최적화 

및 효율화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사생활 

침해와 탐지 수행 지연, 중요한 항공 보안 관련 사항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현장은 아니지만 모의 상

황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더 효과적인 탐지 수행

에 필요한 시사점이나 활용방안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 수화물 검사 프로그

램(Simulated Baggage Screening Program: SBSP) 개발/

활용하여 탐지 수행에 대한 정보 제시 즉 피드백이 수

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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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2.1. 실험 참가자 및 실험 상황

본 연구의 참가자는 C 대학 학부생 50명이었다. 남학

생이 23명(46%), 여학생이 27명(54%)이었고 평균연령

은 23.24세(SD=3.35)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오른손 잡이

였고 교정시력은 1.0 이상으로 모두 정상 시력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날 음주 자제와 충분한 수면을 요

청하였다. 이는 수화물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실험은 컴퓨터 40대가 있는 실험실에서 진행

되었고 연구자들이 각 컴퓨터에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

였다. 참가자들은 수행 정보 제시 집단과 통제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되었다.

2.2 실험 과제

본 연구를 위해 JAVA Script를 활용하여 가상 수화

물 심사(신호 탐지) 과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과제

는 전문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하여 개발하였다. 수화물 

심사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프로

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 스크린에 가상항공보안 과제

라는 이미지가 제시되며, 실험 과제 이미지는 연구자

가 직접 조합할 수 있었다. 원하는 가방의 이미지와 가

방 안에 들어갈 일반물품과 위험물품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Fig. 1 참조).

가방 안에 들어갈 일반 물품의 수는 상(40개)/중(30

개)/하(20개) 중에서 선택하면 각 물품 폴더에서 무선

으로 선택하여 가방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미지별로 

선택한 위험물이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여 1개 이미

지를 만들 수 있었다(Fig. 2. 참조). 물체는 성질 혹은 

밀도에 따라 엑스레이 투과율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파

랑/주황/녹색으로 변경되었고 위험 물품의 위치와 방

위, 각도, 중첩 여부는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연구자가 

1개씩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보고 연구목적에 맞는 이

Fig. 1. Experimental task image combination of SBSP. 

Fig. 2. Selection of bag image in SBSP 

Fig. 3. Options of feedback, incentive, comment in SBSP. 

미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전체 이미지 수, 위험물품 

출현 비율도 연구자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화물 탐지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

인의 탐지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다. 정보는 수행(적중, 탈루, 오경보, 정기각) 

관련 정보(information), 수행에 대한 보상금(incentive) 

증가와 감소, 그리고 평가적인 코멘트(comment)를 실

시간, 과제 수별, 시간별로 연구자의 설정에 따라 자동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3. 참조).

실험 참가자가 시작이미지의 우측 상단의 실험

(Experiment) 부분을 클릭하면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있

고 이름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바로 실험이 시작

되었다. 수화물 이미지가 제시되었을 때, 수행자가 표적 

신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제 화면 아래에 있

는 적발이라는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표적 신호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 버튼을 클릭하게 하였다. 수행자

가 바로 이전 이미지를 다시 보고 싶을 때는 뒤로 버튼

을 누르면 이전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개인

의 수행정보(적중, 탈루, 오경보, 정기각, 반응 시간 등)

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저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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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ed Screening Task Image(left: gun, right: knife) 

수화물 검사에서 탐지해야 할 위험 물품은 매우 다

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사

용되어왔고, 위험도가 큰 칼, 총으로 2가지 물품을 선

정하였다(Fig. 4 참조). 각 물품은 유사한 형태로 2가지 

이미지로 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총 4가지 이미지를 

위험 물품으로 적발해내야 했다.

각 참가자는 총 200개의 수화물 이미지를 탐색하였

고 이 중 10%인 20개에 표적 신호(위험 물품)가 포함

되어 있었다. 위험물품이 포함된 이미지에는 칼, 그리

고 총이 각각 10개씩 포함되어 있었다. 

2.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수화물 검사 시 제공되는 수

행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였다. 적중, 탈루, 오경보, 정

기각 개수에 대해 실시간으로 탐지 수행 정보를 제공

하였다(Fig. 5. 참조). 

종속변인은 적중(hit), 탈루(miss), 오경보(false alarm), 

정기각(correct rejection) 비율, 수행시간(performing time)

이었다. 적중은 위험 물품이 존재할 때 참가자가 위험 

물품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비율, 탈루는 위험 물품이 

존재할 때 참가자가 위험 물품이 없다고 결정한 비율, 

오경보는 위험 물품이 없을 때 참가자가 위험 물품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비율, 정기각은 위험 물품이 없을 

때 참가자가 위험 물품이 없다고 결정한 비율로, 수행 

시간은 과제시작부터 종료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

였다(Table 1 참조). 적중과 탈루의 합 그리고 오경보와 

정기각의 합은 100%이다. 

Fig. 5. Image of providing information feedback.

Table 1. Definitions of results of screening tasks 

Performance Definition

Hit If the threatening signal is present the participant 
decide that it is present 

Miss If the threatening signal is present the participant 
decide that it is absent

False alarm If the threatening signal is absent the participant 
decide that it is present

Correct rejection
If the threatening signal is absent the participant 

decide that it is absent

Time Total time performing total 200 tasks 

그리고 적중과 오경보 값을 가지고 수화물 검색과제 

수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반응 민감도(정

확성, sensitivity, d’)와 반응 기준(criteria, β) 지수를 산

출하였다. 민감도 값은 클수록 더 정확하게 판단(반응)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 기준 점수는 양수인 경우

에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더 모험적인 

방향으로 반응이 편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0’인 

경우에는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18).

2.4 실험 절차

참가자들은 본 실험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실험절차에 대해서 소개한 

뒤 연구 참가자 동의서를 받았다. 위험 물품의 이미지

들, 과제 수행 방법 그리고 수행 규칙이 포함된 유인물

을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준 뒤 개발된 SBSP와 과제 수

행 방법을 설명하였다. 시연은 각 위험 물품 별로 3번

씩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5분 정도 연습한 후 궁금증

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 다음 날부터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시 한번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마친 후 과제 

예시들이 들어있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5분 정도 유인

물을 넘기면서 본 실험 과제에 대해 연습하게 하였다. 

연습 종료 후 총 200개의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에 제한시간은 없었지만,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

확하게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200개 과제가 완료되

면 프로그램은 자동 종료되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

면 각 참가자는 참가비를 받은 후 본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debriefing)을 다시 받고 귀가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탐지 수행

Tab 2.에는 실험 조건에 따른 탐지 수행의 평균, 표준편차

가 제시되어 있다. 적중(M=68.3%)과 정기각,(M=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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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detection performance 
across experimental conditions 

Variable Condition M SD

Hit
Information 68.30 9.43 

None 59.50 6.54 

Miss
Information 31.70 9.43 

None 40.50 6.54 

False Alarm
Information 4.59 5.12 

None 8.33 7.08 

Correct Rejection
Information 95.40 5.11 

None 91.68 7.08 

Time
Information 1278.52 355.23 

None 837.84 221.29 

dʹ Information .77 1.25 

None -.77 1.29 

Beta
Information -.09 .68 

None .09 .67 

반응 민감도(M=.77)는 탐지 수행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탈루(M=40.5%)와 

오경보(M=8.33%), 반응 기준(M=.09)은 탐지 수행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은 집단이 더 높았다. 수행 시간은 탐지 

수행에 대한 정보를 받은 집단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실험 조건에 따른 탐지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 조건에 따라 적중/탈루(t(48) = 3.84, p < .01), 오경

보/정기각(t(48) = -2.14, p < .01), 반응민감도(t(48) = 

4.29, p < .01), 수행 시간(t(48) = 5.27, p <. 01) 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반응 기준에서는 실험 

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참조). 

Table 3.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for detection performance

Variable MD SE t p

Hit/Miss 8.88 2.29 3.84 .00 

False Alarm/
Correct Rejection

-3.73 1.75 -2.14 .00 

Time 440.68 83.70 5.27 .00 

dʹ 1.54 .36 4.29 .00 

β (beta) -.19 .19 -.99 .33 

Note. dʹ = Z(Hit) - Z(False Alarm); β = -[Z(Hit) + Z(False Alarm)] / 2

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 수화물 검사 프로그램(SBSP) 

개발하고 SBSP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상의 탐지 수

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정

보를 제공했을 때 적중과 정기각이 증가하여 반응 정

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경보

와 탈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응 기

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BT

를 활용하여 훈련했을 때 수행이 증가하고 잘 유지되

었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1,2), 그리고 탐지 수행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탐지 수행을 최적하기 위한 각종 개입

들을 적용했을 때 수행이 더 증가했다는 연구결과13,14)

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BSP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탐

지 수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SBSP가 

더 빠르게 탐지 수행을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로 기능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훈련 시에 수행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위험 

물품을 직원들이 발견했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보를 받은 집단의 수

행이 8.8% 높았지만 68.3%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험물품은 위협도가 높은 

총과 칼이었다. 위협도가 높은 물품의 경우 위협 우세

효과(threat-superiority effect)12,29)가 나타나 선택적 주의

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협성이 높은 

물품은 높은 탐지율을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지율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위협 물

품이기 때문에 탐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

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우 평소 다양한 칼과 총의 이

미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엑스레이 이미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협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이

미지 학습과 지식이 탐지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 한계점

이 존재한다. 우선 효과검증이 1회에만 그쳤다는 점이

다. 그리고 정보를 받은 집단의 수행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시간 증가에는 탐색 시

간과 정보 확인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실험 참가자들은 탈루 및 오경보와 같은 용어를 구

분하여 인식하고, 각 영역별 자신의 시각 탐지 수행 정

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

족한 부분의 수행을 보완하기 위해 화면을 탐색하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

들이 탐지 속도를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 확인시간과 화면 탐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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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러 회기동안 훈련을 

반복하면서, 탐색 수행 결과와 수행시간 등에 대한 체

계적인 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chwaninger와 Hofer16)의 CBT를 활용

한 연구에서는 4개월 간 4회의 훈련동안 지속적으로 

반응시간이 감소하면서 반응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몇 번의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탐지율과, 반응 민감도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 없이 계속 반복

하는 학습효과보다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탐지수

행을 증가시키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탐지 수행을 하고 있는 재직자나 충분히 훈

련을 받은 참가자였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chwaninger와 Hofer16)의 연구에서도 

현직자의 탐지율이 초보자 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Hardmeier 등2)의 연구에서는 위험 물품에 대한 CBT 

훈련을 통해 재직자 86명을 대상으로 재인 검사를 실

시하고 17개월 동안의 자료 수집을 통해 재인 검사 점

수와 반응 민감도와의 준거관련 타당도가 r=.51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소 제한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을 통한 훈련이 현장에서의 재직자에게도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위험 물품 출현율은 10%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위험물품 탐지율은 약 0.2% -2% 

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11). 그리고 신호의 출현 

비율이 높을수록 탐지율은 증가하고 오류율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더 낮은 출

현율에서 정보 제공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검증한다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현율 외에도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탐색 시작 후 30

분 정도에서 급격하게 탐지 수행이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31).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작업부하가 높

을 때는 연속 2시간 이후부터 피로가 급격히 증가 한

다32)고 하였다. 따라서 탐지율이 떨어지고 탈루율이 증

가하는 시간대를 확인, 적절한 탐색 시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

된다면 보안 검색 근무자들의 교대 근무 주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칼과 같이 위협도가 높은 위험 물

품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

는 다양한 위험 물품이 존재한다. 총, 칼은 밀도가 높

아 엑스레이 이미지 상 유사한 색상으로 나타나, 위험 

물품 자체가 아닌 색상으로 탐지가 유도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주황색과 녹색으로 나

타날 수 있는 액체류, 전기 충격기 등 다양한 위험 물

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엑스레이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이미

지를 활용하여 SBSP의 과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항의 도움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통해 총과 칼 외에 더 다양한 위험 물품과 배경물품에 

대한 이미지 구축하여 현장과 더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트

레스 및 피로와 같이 개인의 직무부하에 초점을 둔 국

내연구8-10) 에 비해 탐지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처치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

다. 이미 국외 연구자들은 시각 탐지 수행 향상에 직접

적 초점을 맞춘 시지각적 특성, 인센티브 사용, 자동화

에 대한 연구들11,13-16)을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에 부합하는 연구이고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

서 우수한 정보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탐지 수

행 향상에 좀 더 효율적인 처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

입들을 고안하고 탐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면 항공 안전에서 중요한 수화

물 심사에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

업임(NRF-2016R1D1A1B039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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