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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글로벌 운항횟수 및 비행시간[ 1] (1993-201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Traffic Controllers’

Subjective Fatigue and Their Work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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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모형[ 3]

그림 항공교통관제사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관제사고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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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df CMIN/df p-value NPAR

495.224 288 1.720 .000 90

RMR GFI AGFI PGFI NFI

.050 .834 .803 .783 .838

RFI IFI TLI CFI RMSEA

.803 .925 .907 .924 .062

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1]

CMIN df CMIN/df p-value NPAR

533.092 331 1.771 .000 75

RMR GFI AGFI PGFI NFI

.056 .815 .793 .764 .825

RFI IFI TLI CFI RMSEA

.900 .915 .902 .914 .064

표 경로분석 모형적합도[ 3]

잠재변수 beta S. E C. R. p

계획성 및

불확실성 관리

1.000 - - -

1.167 .138 8.435 ***

1.202 .145 8.279 ***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협조

1.000 - - -

.954 .127 7.513 ***

.895 .120 7.461 ***

모니터링 및

예측

1.000 - - -

.952 .143 6.662 ***

1.112 .154 7.237 ***

집중력

저 하

1.000 - -

.983 .064 15.236 ***

1.076 .074 14.563 ***

물리적

통 증

1.000 - - -

1.195 .100 11.893 ***

1.037 .083 12.461 ***

졸림 또는

정신 혼미

1.000 - - -

.862 .062 13.920 ***

.947 .060 15.745 ***

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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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경로 beta S. E. C. R. p

졸림 정신혼미/ →

모니터링 및 상황예측

2.405 1.132 2.125 .034

집중력 저하 → 2.839 1.551 1.831 .067

물리적 통증 → -7.196 3.385 -2.126 .034

집중력 저하 →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협조 2.650 1.398 1.896 .058

집중력 저하 →
계획성 및 불확실성관리

2.516 1.308 1.924 .054

물리적 통증 → -6.108 2.853 -2.141 .032

물리적 통증 →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협조 -6.554 3.048 -2.150 .032

졸림 정신혼미/
→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협조 2.183 1.022 2.137 .033

→ 계획성 및 불확실성관리 1.996 .956 2.088 .037

표 경로분석 결과 신뢰수준[ 4]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