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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년 반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고,공부에 대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서 인생에 좋은 채찍이 되게 하여주신 이경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또한,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자식을 보며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진숙 소령,
사랑하는 동기 주철종 대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배움의 길을 마련해준 군 당국과 어려운 임무수행중에도
불편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일반보급과 전우들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못난 아빠를 사랑으로 믿고 잘 견뎌준 사랑하는 아들 찬혁,
찬민,찬승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전하며,항상 기도로 격려해
주신 어머님,인내와 사랑,기도로 늘 격려해준 사랑하는 아내
최미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6년 12월
강동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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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군군군(((軍軍軍)))병병병원원원에에에서서서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군군군인인인의의의 피피피로로로도도도 조조조사사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군 병원에 근무하는 군인의 피로요인을 분석하고 피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평시 군군군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적적적절절절한한한 휴휴휴식식식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을 제시하고 군인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며,나아가 전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투피로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호소 즉,군(軍)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체험하는
자각적 증상의 호소를 기초로 조사하였고,피로자각증상표는 일본산업위생학회
산업 피로연구회(1970)에서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여,국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연구 결과 근무 전․후의 신체적,정신적,신경 감각적 증상별 피로도의 유의성
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그룹의 근무 후가 근무전보다 유의하게 제시되었으며,
자각증상 호소율의 근근근무무무전전전․․․후후후 평평평균균균 점점점수수수는는는 신체적 증상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증상,신경 감각적 증상순으로 근무 전보다 근무 후 높게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근무후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반드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피로발생 요인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결과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는 식사습관,근무지의 소음정도,근무하는 부서,실내온도,한달중 주․야 연
속 24시간 근무였으며,이를 통해 피로요인을 분석하고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군 병원에 근무하는 군인의 피로도 조사결과는 평시 군군군인인인
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적적적절절절한한한 휴휴휴식식식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을 제시하고 군인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나아가 전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투피로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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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군인(軍人)1)은 전전전시시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戰場)2)이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며,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 시킨다.이에 군인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고통으로 육육육체체체적적적,,,심심심리리리적적적
갈갈갈등등등과과과 변변변화화화를 겪는다.이와 같은 전장환경에서 유발되는 군인들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는 불안과 공포와 같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며,이이이러러러한한한
현현현상상상은은은 군군군인인인들들들의의의 전전전투투투의의의지지지를를를 저저저하하하시시시키키키고고고 전전전투투투능능능력력력을을을 감감감소소소시키며,전전전투투투 피피피로로로증증증333)))

을을을 호호호소소소하는 군인들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전투피로증 발생과 관련된 전장요인은 정정정신신신적적적인인인 피피피로로로,,,육육육체체체적적적인인인 피피피로로로,,,
수수수면면면장장장애애애 등등등이이이며며며,,,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군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강인함을 유지하여야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
게 되는 것이다.
강인한 정신과 육체의 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을 정신적,육체적 피로라고 생각
하였는데 그 근거로 일반사회인은 지난해 100년간 극심한 피로와 다른 동반 증상
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로로로증증증후후후군군군이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피로 자체는 질병으로 규정 할 수 없으나   ,피로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건강의

한 형태이며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되어 지고 있다.
피로는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이며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도 다양해서 그 정도를 구분하기

1)군인(軍人):여기에서 군인은 논문해석상 범위를 전장에 투입되는 장교,부사관,병,군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전장(戰場):적에게 아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운용하는 공간으로 직접 적과 대치
하여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

3)전투피로증 :어려운 전장상황에서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인체의 정상방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불안,공포,행동장애 등을 나타내는 일련의 증상
(의학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상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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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   .그러나,피로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생리적 향상성

의 부조화로 질병을 유발하며   ,만성질병의 위험요인으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

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기능 감퇴가 오게 된다   .즉,피로는 신체적,정신적,기

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유기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피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흔히 접하는 증상 중 한가지로 기력저하,근력손실,
쇠약,집중력 및 사고능력 저하,눈의 피로,기억력 문제   를 유발하며 우리나라에
서는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환자들의 6번째,미국의 일차의료에서는 7번째로
흔한 증상  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1차 의료기관에 피로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수가 전체 내원
원인중 상위를 차지한다는 국내의 보고  가 있듯이 피로는 일반인이나 근로자들
에게 있어서 빈발하는 건강장애이다.
특히,정신적․육체적 및 신경적인 노동부하에 의해 발생되는 피로는 생산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재해와 질병의 요인이다  .
이이이에에에,,,피피피로로로의의의 정정정도도도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은은은 피피피로로로발발발생생생의의의 예예예방방방책책책을을을 연연연구구구하하하는는는데데데 중중중요요요하하하고고고
 ,동시에 피로의 자각증상을 관찰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
피로는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가려내기는 어려우나   피로의 정도와 그와 관련된 인자를 밝히려는 여러 연구

로는 일부 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의 피로자각 증상에 관한 연구  ,지하상가와

지상상가 근무자들의 피로도 비교  ,간호사의 교대제 근무가 피로에 미치는 영

향  ,업무만족도가 여성 VDT작업자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  ,약사의 피로자각

증상  등이 보고되었다.
이렇듯 사회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인식하고
연구되어지고 있으나,전․평시 정신적,육체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군인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나,자료가 거의 없어 제한적이나마 군인의 피로자각증상 호소
정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군인에 대한 적절한 휴식의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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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시 전투력을 보존하고,군인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국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피로요인을 분석하고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평시 군군군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적적적절절절한한한 휴휴휴식식식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을 제시
하고 군인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며,나아가
전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투피로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 호소율 파악한다.
나)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신경 감각적 증상별 피로도를 파악한다.
다)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을 파악한다.
라)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을 파악한다.
마)대상자의 근무조건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을 파악한다.
바)대상자의 피로요인을 파악한다.
사)대상자의 피로해결방법을 파악한다.
아)피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피로(Fatigue):신체적,정신적,기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유기체에
영향을 끼쳐서 신체적,정신적 불편감,운동기능저하,심리적 반사저하,업무기피
등을 인지하는 개인의 주관적 자가 평가 감각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산업위
생협회 산업피로위원회(1970)에 의하여 작성된 자각증상 조사표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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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국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에 확대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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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국군○○병원 군인의 피로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대상자는 국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 123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333...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여 근무 전․후 연구자가 직접회수 하였으며,회수된 설문지
148부중(회수율 99%)불명확하거나 미응답한 25부를 제외하고 123부를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444...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9문항,직업적 특성 11문항,작업 조건의 주관적 평가
3문항,피로자각증상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피로자각증상표는 일본산업위생학회
산업 피로연구회(1970)에서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설문내용은 제Ⅰ항목군
신체적 증상,제Ⅱ항목군 정신적 증상,제Ⅲ항목군 신경 감각적 증상의 총 30문항
으로 이루어졌다.각 증상 항목에 대하여 피로자각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항상 그렇다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여 각각 1,2,3의 점수를 주어
전항목 및 각 특성군별 점수를 합산한후 응답자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으로 각각 피로자각증상 호소율을 비교하였고,근무전․후의 피로자각
증상 호소율을 비교하였으며,근무환경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설문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성별,나이,결혼유무,신분,가족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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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수면시간,식사의 규칙성,규칙적인 운동여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직업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근무하는 시간,근무하는 시간대,서있는 시간,뛰어
다니는 시간,개인화기를 들고있는 시간,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시간,주․야간
연속 24시간 근무하는 일자,주․야간 연속 36시간 근무하는 일자,한달중 쉬는
일자,근무하는 부서,주․야간 연속근무하는 상황과 근무조건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조사는 근무지의 소음정도,환기정도,실내온도에 관한 문항에 대해 조사하
였다.

555...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수집된 모든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일반적인 특성 및 직업적
특성,근무조건의 주관적 평가별 피로자각증상 호소율의 차이를 목적에 따라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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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근근근무무무 전전전 ․․․후후후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증증증상상상,,,정정정신신신적적적 증증증상상상,,,신신신경경경 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별별별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유유유의의의성성성

조사대상자의 근무전과 근무후의 신체적 증상,정신적 증상,신경 감각적 증상별
피로도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그룹의 근무후가 51.05로 근무전의 43.89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표 1).
표표표 111...근근근무무무 전전전․․․후후후 신신신체체체적적적,,,정정정신신신적적적,,,신신신경경경 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별별별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유유유의의의성성성

그 룹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Ⅰ.신체적 증상(근무전) 15.99±3.81 0.000
Ⅰ.신체적 증상(근무후) 18.65±4.16
Ⅱ.정신적 증상(근무전) 14.04±3.63 0.000
Ⅱ.정신적 증상(근무후) 16.34±4.15
Ⅲ.신경 감각적 증상(근무전) 13.85±3.21 0.000
Ⅲ.신경 감각적 증상(근무후) 16.05±3.77
Total(근무전) 43.89±9.63 0.000
Total(근무후) 51.05±10.87

222...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호호호소소소율율율
피로자각증상 30항목에 대해서 근근근무무무전전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은
‘졸립다’,‘눈이 피로하다’가 8.9%로 가장 많았고,‘온몸이 노곤하다’가 7.3%,‘발이
무겁다’,‘자리에 눕고싶다’가 6.5%의 순이었다.이는 모두 신체적 자각 증상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반면에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에 응답한 항목은 ‘손발이 떨린다’
가 87.0%로 가장 많았고,‘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 없다’가 82.1%,‘발걸음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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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81.3%,‘동작이 어색하다’가 80.5%,‘목소리가 변하다(쉰목소리가 난다)’가
75.6% 순이었다(표 2).이는 신체적,정신적,신경 감각적 증상 모두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표표 222...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호호호소소소율율율(((근근근무무무전전전))) ( ):precent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ⅠⅠⅠ...신신신체체체적적적 증증증상상상
1.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47(38.2) 70(56.9) 6(4.9)
2.온몸이 노곤하다 40(32.5) 74(60.2) 9(7.3)
3.발이 무겁다 56(45.5) 59(48.0) 8(6.5)
4.하품이 나온다 38(30.9) 78(63.4) 7(5.7)
5.머리가 어지럽다 66(53.7) 55(44.7) 2(1.6)
6.졸립다 35(27.6) 77(62.6) 11(8.9)
7.눈이 피로하다 35(27.6) 77(62.6) 11(8.9)
8.동작이 어색하다 99(80.5) 23(18.7) 1(0.8)
9.발걸음이 불안하다 100(81.3) 23(18.7) 0(0)
10.자리에 눕고싶다 39(31.7) 70(56.9) 8(6.5)

ⅡⅡⅡ...정정정신신신적적적 증증증상상상
1.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 61(49.6) 60(48.8) 2(1.6)
2.얘기하기가 싫어진다 85(69.1) 36(29.3) 2(1.6)
3.모든 것이 귀찮다 72(58.5) 49(39.8) 2(1.6)
4.마음이 산만해 진다 72(58.5) 51(41.5) 0(0)
5.모든일에 싫증이 난다 77(62.6) 45(36.6) 1(0.8)
6.기억력이 떨어진다 81(65.9) 41(33.3) 1(0.8)
7.하는일에 자주 실수를 한다 75(61.0) 48(39.0) 0(0)
8.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55(44.7) 61(49.6) 7(5.7)

9.가만히 조용히 있을수 없다 101(82.1) 19(15.4) 3(2.4)
10.끈기가 없어진다
(의욕이 상실된다) 73(59.3) 48(39.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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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신신신경경경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
1.머리가 아프다 59(48.0) 61(49.6) 3(2.4)
2.어깨가 결린다 48(39.0) 68(55.3) 7(5.7)
3.허리가 아프다 55(44.7) 61(49.6) 7(5.7)
4.가슴이 답답하다
(숨이찬다) 87(70.7) 35(28.5) 1(0.8)

5.입에 침이 마른다 87(70.7) 34(27.6) 2(1.6)
6.목소리가 변한다
(쉰목소리가 난다) 93(75.6) 28(22.8) 2(1.6)

7.어지럽다 82(66.7) 41(33.3) 0(0)
8.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난다 89(72.4) 33(26.8) 1(0.8)
9.손발이 떨린다 107(87.0) 14(11.4) 2(1.6)
10.기분이 나쁘다 74(60.2) 49(39.8) 0(0)

근근근무무무후후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은 ‘눈이 피로하다’가 28.5%로 가장
많았고,‘자리에 눕고 싶다’가 24.4%,‘졸립다’,‘온몸이 노곤하다’가 22.8%,
‘하품이 나온다’가 20.3%,‘발이 무겁다’가 19.5%,‘허리가 아프다’가 18.7%,‘어깨가
결린다’가 15.4%,‘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인다’가 11.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신경감각적 자각 증상에서 모두 나타났으며,특히,신체적
자각 증상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반면에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은
‘발걸음이 불안하다’가 71.5%로 높게 나타났으며, ‘손발이 떨린다’가 69.9%,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 없다’가 67.5%,‘동작이 어색하다’가 62.6%,‘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난다’가 57.7%,‘목소리가 변한다(쉰목소리가 난다)’가 56.9%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표표 333...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호호호소소소율율율(((근근근무무무후후후))) ( ):precent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ⅠⅠⅠ...신신신체체체적적적 증증증상상상
1.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23(18.7) 91(74.0) 9(7.3)
2.온몸이 노곤하다 19(15.4) 76(61.8) 28(22.8)
3.발이 무겁다 31(25.2) 68(55.3) 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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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품이 나온다 19(15.4) 79(64.2) 25(20.3)
5.머리가 어지럽다 45(36.6) 71(57.7) 7(5.7)
6.졸립다 20(16.3) 75(61.0) 28(22.8)
7.눈이 피로하다 13(10.6) 75(61.0) 35(28.5)
8.동작이 어색하다 77(62.6) 42(34.1) 4(3.3)
9.발걸음이 불안하다 88(71.5) 31(25.2) 4(3.3)
10.자리에 눕고싶다 24(19.5) 69(56.1) 30(24.4)

ⅡⅡⅡ...정정정신신신적적적 증증증상상상
1.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 35(28.5) 78(63.4) 10(8.1)
2.얘기하기가 싫어진다 56(45.5) 58(47.2) 9(7.3)
3.모든 것이 귀찮다 48(39.0) 64(52.0) 11(8.9)
4.마음이 산만해 진다 50(40.7) 66(53.7) 7(5.7)
5.모든일에 싫증이 난다 54(43.9) 64(52.0) 5(4.1)
6.기억력이 떨어진다 52(42.3) 66(53.7) 5(4.1)
7.하는일에 자주 실수를 한다 53(43.1) 69(56.1) 1(0.8)
8.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40(32.5) 69(56.1) 14(11.4)

9.가만히 조용히 있을수 없다 83(67.5) 33(26.8) 7(5.7)
10.끈기가 없어진다
(의욕이 상실된다) 55(44.7) 61(49.6) 7(5.7)

ⅢⅢⅢ...신신신경경경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
1.머리가 아프다 36(29.3) 77(62.6) 10(8.1)
2.어깨가 결린다 27(22.0) 77(62.6) 19(15.4)
3.허리가 아프다 31(25.2) 69(56.1) 23(18.7)
4.가슴이 답답하다
(숨이찬다) 67(54.5) 52(42.3) 4(3.3)

5.입에 침이 마른다 65(52.8) 53(43.1) 5(4.1)
6.목소리가 변한다
(쉰목소리가 난다) 70(56.9) 52(42.3) 1(0.8)

7.어지럽다 56(45.5) 63(51.2) 4(3.3)
8.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난다 71(57.7) 48(39.0) 4(3.3)
9.손발이 떨린다 86(69.9) 35(28.5) 2(1.6)
10.기분이 나쁘다 51(41.5) 69(56.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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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신신신체체체적적적,,,정정정신신신적적적,,,신신신경경경 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별별별 피피피로로로도도도
조사대상자의 피로도를 신체적,정신적,신경 감각적 증상별로 비교해 본 결과
근근근무무무전전전 평평평균균균 점점점수수수는는는 신체적 증상이 15.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정신적 증상은
14.04점,신경 감각적 증상은 13.85점의 순이었다(표 4).

표표표 444...신신신체체체적적적,,,정정정신신신적적적,,,신신신경경경 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별별별 피피피로로로도도도(((근근근무무무전전전)))

그 룹 평균(Mean)±표준편차(SD)
Ⅰ.신체적 증상 15.99±3.81
Ⅱ.정신적 증상 14.04±3.63
Ⅲ.신경 감각적 증상 13.85±3.21
Total 43.89±9.63
근근근무무무후후후 평평평균균균 점점점수수수는는는 신체적 증상이 18.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정신적 증상은
16.34점,신경 감각적 증상은 16.05점의 순이었다.(표 5)

표표표 555...신신신체체체적적적,,,정정정신신신적적적,,,신신신경경경 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별별별 피피피로로로도도도(((근근근무무무후후후)))
그 룹 평균(Mean)±표준편차(SD)

Ⅰ.신체적 증상 18.65±4.16
Ⅱ.정신적 증상 16.34±4.15
Ⅲ.신경 감각적 증상 16.05±3.77
Total 51.05±10.87

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는 표 6,표 7과 같다.조사대상자 총 123명중
남성이 76.4%,여성이 23.6%이었으며,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80.5%,기혼이
19.5% 순이었다.신분별은 병 64.2%,장교 26.0%,군무원 7.3%,부사관 2.4% 순이
었으며,가족수는 4명이상 48.8%,3명이 26%,0명과 2명이 9.8%,1명이 5.7%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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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근속년수는 1～3년이 46.3%,1년 미만이 28.5%,6～10년이 12.2%,11년 이상
이 8.1%,4～5년이 4.9%순이었으며,수면시간은 7～8시간이 65.9%,6시간 이하가
33.3%,9시간 이상은 0.8% 순이었다.식사의 규칙성에서는 규칙적이다가 78.0%,
불규칙적이다가 22.0% 순이었으며, 규칙적인 운동여부에서는 불규칙적이다가
67.5%,규칙적이다가 24.4%,전혀하지 않는다가 8.1% 순이었다.
근근근무무무전전전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중 성별과 결혼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신분에서는 부사관이 54.0로 병의 42.2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가족숫
자는 2명이 53.08로 4명이상의 42.4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근속년수 및
수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식사의 규칙성에서는 불규칙적이다가 49.11
로 규칙적이다의 42.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운동의 규칙성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표표 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근근근무무무전전전)))

특 성 인원수(%)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성성성별별별 0.291
남성 94(76.4) 43.38±8.99
여성 29(23.6) 45.55±11.49

결결결혼혼혼유유유무무무 0.805
기혼 24(19.5) 44.33±10.01
미혼 99(80.5) 43.78±9.58

신신신분분분 0.033
장 교 32(26.0) 46.71±11.11
부사관 3(2.4) 54.00±1.00
병 79(64.2) 42.21±8.48

군무원 9(7.3) 45.2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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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족족족숫숫숫자자자 0.008
없음 12(9.8) 44.50±11.30
1 7(5.7) 46.00±13.16
2 12(9.8) 53.08±11.03
3 32(26.0) 42.50±9.63

4이상 60(48.8) 42.44±7.61
근근근속속속년년년수수수 0.193

1년미만 35(28.5) 44.42±8.73
1～3년 57(46.3) 42.78±9.51
4～5년 6(4.9) 38.16±9.19
6～10년 15(12.2) 46.00±11.36
11년이상 10(8.1) 48.60±9.82

수수수면면면시시시간간간 0.353
6시간이하 41(33.3) 44.08±9.90
7～8시간 81(65.9) 43.12±9.14
9시간 이상 1(0.8) ․ 제외

식식식사사사습습습관관관 0.001
규칙적 96(78.0) 42.42±8.90
불규칙적 27(22.0) 49.11±10.47

운운운동동동습습습관관관 0.692
규칙적 30(24.4) 43.06±8.91
불규칙적 83(67.5) 43.92±10.09
전혀안함 10(8.1) 46.10±8.11

근근근무무무후후후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중 성별에서는 여성이 55.24로 남성의 49.7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결혼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신분에서는
군무원이 56.77로 병의 48.3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가족숫자 및 근속
년수,수면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식사의 규칙성에서는 불규칙적이
다가 58.77로 규칙적이다의 48.8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운동의 규칙성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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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근근근무무무후후후)))
특 성 인원수(%)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성성성별별별 0.017
남성 94(76.4) 49.76±10.54
여성 29(23.6) 55.24±11.07

결결결혼혼혼유유유무무무 0.811
기혼 24(19.5) 52.25±9.14
미혼 99(80.5) 50.76±11.27

신신신분분분 0.002
장 교 32(26.0) 56.06±10.20
부사관 3(2.4) 51.00±11.78
병 79(64.2) 48.37±10.15

군무원 9(7.3) 56.77±12.36
가가가족족족숫숫숫자자자 0.201

없음 12(9.8) 55.00±14.25
1 7(5.7) 51.28±10.53
2 12(9.8) 56.58±12.43
3 32(26.0) 49.37±8.81

4이상 60(48.8) 50.03±10.66
근근근속속속년년년수수수 0.389

1년미만 35(28.5) 49.37±11.26
1～3년 57(46.3) 50.28±10.45
4～5년 6(4.9) 53.00±11.64
6～10년 15(12.2) 54.73±11.24
11년이상 10(8.1) 54.7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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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면면면시시시간간간 0.539
6시간이하 41(33.3) 50.09±11.88
7～8시간 81(65.9) 51.38±10.34
9시간 이상 1(0.8) ․ 제외

식식식사사사습습습관관관 0.000
규칙적 96(78.0) 48.88±10.35
불규칙적 27(22.0) 58.77±9.17

운운운동동동습습습관관관 0.306
규칙적 30(24.4) 48.40±9.31
불규칙적 83(67.5) 51.86±11.61
전혀안함 10(8.1) 52.30±8.04

555...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별 분포는 표 8,표 9과 같다.근무시간에서는 9～10
시간이 61.8%,8시간 이하가 24.4%,11～12시간이 9.8%,13시간 이상이 4.1% 순이
었고,근무하는 시간대는 08:00 ～ 17:00가 82.9%,3교대로 불규칙한 시간대가
12.2%,24:00～08:00가 3.3%,16:00～ 24:00가 1.6% 순이었다.서서 근무하는 시간
은 39%이하가 36.6%,40～59%와 60%이상이 31.7% 순이었으며,근무중 뛰어다니
는 시간은 39%이하가 76.4%,40～59%가 22.0%,60%이상이 1.6% 순이었다.근무
중 개인화기를 들고있는 시간은 39%이하가 95.1%,40～59%가 1.6%,60%이상이
31.7% 순이었으며,근무중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시간은 39%이하가 91.1%,
40～59%가 8.1%,60%이상이 0.8% 순이었다.한달중 주․간 연속 24시간 근무하는
일자는 1일 이하가 64.2%,2～3일이 17.9%,3～4일이 13.8%,5일 이상이 4.1%
순이었으며,한달중 주․야간 연속 36시간 근무하는 일자는 1일 이하가 87.8%,
2～3일이 8.9%,3～4일이 3.3% 순이었다.한달중 쉬는 일자는 8일이하가 69.9%,
9～10이 29.3%,11～12일이 0.8% 순이었으며,주․야 연속 근무하는 상황은 지휘
통제실 당직근무가 54.4%,기타가 27.6%,응급실 당직근무 및 각종 비상시가 8.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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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근근무무무전전전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중 모든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표 8),

표표표 888...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근근근무무무전전전)))
특 성 인원수(%)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240
8시간 이하 30(24.4) 42.60±7.50
9～10시간 76(61.8) 44.14±9.88
11～12시간 12(9.8) 47.83±12.19
13시간 이상 5(4.1) 38.40±9.18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대대대 0.777
08:00～ 17:00 102(82.9) 43.57±9.28
16:00～ 24:00 2(1.6) 41.00±15.55
24:00～ 08:00 4(3.3) 45.50±10.66
3교대 근무로
불규칙 15(12.2) 46.00±11.75

서서서있있있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430
39%이하 45(36.6) 44.64±10.96
40～59% 39(31.7) 42.26±7.85
60%이상 39(31.7) 44.69±9.63

뛰뛰뛰어어어다다다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079
39%이하 94(76.4) 43.04±9.21
40～59% 27(22.0) 47.33±10.52
60%이상 2(1.6) 37.50±9.19

개개개인인인화화화기기기를를를
들들들고고고있있있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982

39%이하 117(95.1) 43.93±9.73
40～59% 2(1.6) 43.00±14,14
60%이상 4(3.3) 43.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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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거거거운운운 물물물건건건을을을
운운운반반반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560

39%이하 112(91.1) 43.64±9.64
40～59% 10(8.1) 45.50±9.60
60%이상 1(0.8) ․ 제외

주주주․․․야야야연연연속속속 222444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254

1일 이하 79(64.2) 43.13±9.26
2～3일 22(17.9) 47.18±11.78
3～4일 17(13.8) 44.41±7.47
5일 이상 5(4.1) 39.60±10.45

주주주․․․야야야연연연속속속 333666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479

1일 이하 108(87.8) 43.55±9.58
2～3일 11(8.9) 47.27±10.12
3～4일 4(3.3) 43.75±10.50
5일 이상 0(0) ․ ․

한한한달달달중중중 쉬쉬쉬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954
8일 이하 86(69.9) 44.00±9.78
9～ 10일 36(29.3) 43.88±9.41
11～ 12일 1(0.8) ․ 제외

주주주․․․야야야 연연연속속속 근근근무무무
하하하는는는 상상상황황황 0.622

지휘통제실
당직근무 67(54.5) 43.61±9.65

응급실 당직근무 11(8.9) 47.09±11.03
각종 비상시 11(8.9) 41.81±10.90
기 타 34(27.6) 44.0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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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근근무무무후후후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중 근무하는 시간이 11～12시간이 56.50으로 13
시간 이상의 46.4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기타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표 9)

표표표 999...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근근근무무무후후후)))
특 성 인원수(%)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025
8시간 이하 30(24.4) 46.86±11.35
9～10시간 76(61.8) 52.15±9.74
11～12시간 12(9.8) 56.50±13.26
13시간 이상 5(4.1) 46.40±11.80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대대대 0.079
08:00～ 17:00 102(82.9) 50.38±10.92
16:00～ 24:00 2(1.6) 42.00±11.31
24:00～ 08:00 4(3.3) 49.50±6.85
3교대 근무로
불규칙 15(12.2) 57.26±9.64

서서서있있있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076
39%이하 45(36.6) 53.97±12.46
40～59% 39(31.7) 49.35±8.87
60%이상 39(31.7) 49.38±10.25

뛰뛰뛰어어어다다다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554
39%이하 94(76.4) 50.93±10.69
40～59% 27(22.0) 52.03±11.84
60%이상 2(1.6) 43.50±3.53

개개개인인인화화화기기기를를를
들들들고고고있있있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754

39%이하 117(95.1) 50.88±11.00
40～59% 2(1.6) 54.50±0.70
60%이상 4(3.3) 5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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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거거거운운운 물물물건건건을을을
운운운반반반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 0.926

39%이하 112(91.1) 51.03±10.84
40～59% 10(8.1) 50.70±12.18
60%이상 1(0.8)

주주주․․․야야야연연연속속속 222444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084

1일 이하 79(64.2) 49.45±1.31
2～3일 22(17.9) 56.04±1.90
3～4일 17(13.8) 52.29±2.08
5일 이상 5(4.1) 50.20±2.85

주주주․․․야야야연연연속속속 333666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714

1일 이하 108(87.8) 50.81±11.31
2～3일 11(8.9) 53.63±7.54
3～4일 4(3.3) 50.50±5.00
5일 이상 0(0) ․ ․

한한한달달달중중중 쉬쉬쉬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315
8일 이하 86(69.9) 51.79±11.27
9～ 10일 36(29.3) 49.6±9.83
11～ 12일 1(0.8) ․ 제외

주주주․․․야야야 연연연속속속 근근근무무무
하하하는는는 상상상황황황 0.253

지휘통제실
당직근무 67(54.5) 51.73±10.801

응급실 당직근무 11(8.9) 55.45±12.69
각종 비상시 11(8.9) 47.18±10.91
기 타 34(27.6) 49.55±10.20

666...작작작업업업조조조건건건의의의 주주주관관관적적적 평평평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
조사대상자의 작업조건의 주관적 평가별 분포는 표 10,표 11과 같다.근무지의
소음정도에서는 보통이다가 58.8%,조용하다가 28.5%,시끄럽다가 13.0% 순이었으
며,근무지의 환기정도는 보통이다가 65.0%,좋다가 24.4%,나쁘다가 10.6% 순이
었다.근무지의 실내온도는 적절하다가 64.2%,조금춥거나 덥다가 34.1%,매우덥다
가 1.6% 순이었다.
근근근무무무전전전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중 근무지의 소음정도중 시끄럽다가 50.25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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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의 42.7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기타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표표표 111000...근근근무무무조조조건건건의의의 주주주관관관적적적 평평평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근근근무무무전전전)))
특 성 인원수(%)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소소소음음음정정정도도도 0.016
조용하다 35(28.5) 43.31±8.83
보통이다 72(58.5) 42.76±9.05
시끄럽다. 16(13.0) 50.25±11.84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환환환기기기정정정도도도 0.231
좋다 30(24.4) 43.30±8.56

보통이다 80(65.0) 43.41±9.32
나쁘다 13(10.6) 48.23±13.10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실실실내내내온온온도도도 0.143
적절하다 79(64.2) 42.75±8.81

조금춥거나 덥다 42(34.1) 45.64±10.88
매우덥다 2(1.6) 52.00±7.07

근근근무무무후후후 피로자각증상 평균점수중 모든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표표표 111111...근근근무무무조조조건건건의의의 주주주관관관적적적 평평평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 점점점수수수(((근근근무무무후후후)))
특 성 인원수(%) 평균(Mean)±표준편차(SD) P-value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소소소음음음정정정도도도 0.480
조용하다 35(28.5) 50.05±10.82
보통이다 72(58.5) 50.88±10.37
시끄럽다. 16(13.0) 54.00±13.24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환환환기기기정정정도도도 0.704
좋다 30(24.4) 50.76±10.31

보통이다 80(65.0) 50.77±10.66
나쁘다 13(10.6) 53.46±13.78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실실실내내내온온온도도도 0.655
적절하다 79(64.2) 50.41±10.82

조금춥거나 덥다 42(34.1) 52.09±11.24
매우덥다 2(1.6) 54.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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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피피피로로로발발발생생생 요요요인인인의의의 단단단계계계별별별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조사대상자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는 표 12,표 13와 같다.근근근무무무전전전은 4개 요인이 포함되었을때 피로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들은 식사습관,근무지의 소음정도,근무하는 부서,실내온도
순이었고,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7.3%이었다(표 12).

표표표 111222...피피피로로로 발발발생생생요요요인인인의의의 단단단계계계별별별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근근근무무무전전전)))
변 수 β B ModelR P-value

식식식사사사습습습관관관 0.268 6.219 0.076 0.002

근근근무무무지지지의의의 소소소음음음정정정도도도 -0.250 -0.985 0.136 0.005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부부부서서서 0.223 3.427 0.105 0.009

실실실내내내온온온도도도 0.212 3.945 0.173 0.014

근근근무무무후후후는 2개 요인이 포함되었을때 피로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들은 식사습관,
한달중 주․야간 연속 24시간 근무하는 일자순이었고,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6.4%이었다(표 13).

표표표 111333...피피피로로로 발발발생생생요요요인인인의의의 단단단계계계별별별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근근근무무무후후후)))
변 수 β B ModelR P-value

식식식사사사습습습관관관 0.410 10.736 0.136 0.000

한한한달달달중중중 주주주․․․야야야 연연연속속속
222444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 0.189 2.344 0.16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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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평시 군인의 피로정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전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투피로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전투피로증의 발생은 전투피로증의 역사적 경험을 볼때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베트남전에서 전투피로증 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으며,특히,1973년
중동전에서는 전쟁초기 24시간 연속 전투간 전투피로증 환자가 일반환자의 30:100
의 비율로 발생하였다.1982년 레바논전에서의 전투피로증은 전투개시 수일로부터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대부분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하루내지 이틀간
잠을자지 못할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레바논전 전투피로증 환자는 600:2,600이었
다.최근,강릉 지역 작전간 참여했던 ○○사단 외 7개 부대의 병사를 대상으로
전투피로증 분석결과 전체 5.6%의 병사들이 전투피로증 증상을 나타내었다   .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본 결과와 같이 전투피로증은 전시 필연적으로 나타남을
알수 있다.이에,평시 군인들의 피로도는 어느정도이며,어떻게 피로를 극복해야
하는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호소 즉,군(軍)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체험하는
자각적 증상의 호소를 기초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일본의 산업피로연구회에서 고안한 피로 자각증상 조사표를 사용
하였는데 30문항의 증상을 3군으로 나누어 제Ⅰ항목군은 ‘신체적 증상’,제Ⅱ항목
군은 ‘정신적 증상’,제Ⅲ항목군은 ‘신경 감각적 증상’의 내용으로 구성하여,근무
전․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근무 전․후의 신체적,정신적,신경 감각적 증상별 피로도의 유의
성을 분석해 본결과 모든 그룹의 근무후가 51.05로 근무전의 43.8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적 증상에서 근무전보다 근무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이 높게 나타
난 항목은 눈이 피로하다(28.5%),자리에 눕고싶다(24.4%),온몸이 노곤하다
(22.8%),졸립다.(22.8%),하품이 나온다(20.3%)이었고,정신적 증상에서 근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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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
이 많이 쓰인다(11.4%),모든 것이 귀찮다(8.9%),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8.1%),
얘기하기가 싫어진다(7.3%)이었으며,신경감각적 증상에서 근무전보다 근무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허리가 아프다(18.7%),
어깨가 결린다(15.4%),머리가 아프다(8.1%)이었다.이는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군
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확히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는데,수행하는 임무로 행정
업무수단은 모두 VDT작업으로 눈의 피로를 많이 호소하며,활동적 업무는 주․야
연속 작전상황대기 및 응급당직 상황대기,긴박한 전투준비태세,경계작전 등으로
인해 자리에 눕고싶은 신체적 증상이 호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개인화기
의 항상휴대,무거운 의무장비 및 물자를 운반하는 보급업무,항상 서서 근무 하
는 경계작전 및 소․중․대 수술,응급상황대처는 신경감각적 증상이 호소되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이는 일부대학 병원 임상병리사의 피로자각 증상) ,

성인여성의 피로자각 증상  ,VDT작업자의 경견완장 자각 증상 호소율  ,

광주․전남지역 간호사의 피로  ,교대 근무간호사의 피로경험   등의 내용과
유사하였다.
본 조사결과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자각증상 호소율은 근근근무무무전전전․․․후후후 모두
평평평균균균 점점점수수수는는는 신체적 증상이 근무전 15.99점,근무후 18.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증상이 근무전 14.04점,근무후 16.34점,신경 감각적 증상이 근무전 13.85
점,근무후 16.05점의 순이었다.이는 군인의 특성상 신체적 피로가 많음을 알수
있었다.
성별의 피로호소율에 있어 근무전에는 남군이 여군보다 다소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유의한 차이는 없었고,근무후에는 여군이 남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평상시 생활에서는 성별에 큰 차이가 없으나,조건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성인여성의 피로자각 증상 

 의 결과와 유사 하였으
며,나아가 전․평시 여군에 대한 휴식보장이 남군보다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신분별 피로호소율에 있어 근무전․후 모두 간부가 병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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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 특성상 기간병사들과 입원환자들 모두에 대한 신상을 책임져야하는 간부
들의 정신적,신경감각적 피로가 더 많이 호소됨을 알 수 있었다.이는 전․평시
간부에 대한 휴식보장이 병에 비해 더 보장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으며,군의 승패
를 책임지는 간부가 피로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
장해야 함을 알수 있었다.
근속년수 및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근무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74.8%가 3년 이하 근무자로,이들 대부분은 병사들이며,규칙적인 내무생활
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또한,식사의 규칙성에 있어서도 근무 전․후
모두 불규칙적이다가 규칙적이다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이는 연속 작전상황대기
및 응급당직 상황대기,긴박한 전투준비태세,경계작전 등의 상황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여 피로호소율이 높게 나타난것으로 생각된다.
근무지의 소음정도의 피로호소율에 있어서는 시끄럽다가 50.25로 보통이다의
42.76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소음을 차단하는 적절한 방음대책을 세우는
것이 장기간의 근무에 따르는 피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나아가
전시 전장속에서의 장기간 노출은 피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용한 곳에서의 안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피로발생 요인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결과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
는 근무전에는 식사습관이 가장 높았고,근무지의 소음정도,근무하는 부서,실내
온도순 이었으며,근무후에는 식사습관,한달중 주․야 연속 24시간 근무하는
일자순 이었다.이를 분석해볼때 식사습관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평시
식사습관은 피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었고,식사의 규칙성을 보장
해 주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나아가 군인은 전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규칙적인
식사제공이 불규칙할 경우 피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한달중 24시간 주․야 연속 24시간 근무하는 일자가 많을수록 피로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24시간 이내 근무여건 보장이 꼭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나아가 전시 임무수행간 24시간이상 근무환경은 피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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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적절한 대조군을 사용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관련요인도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또한,피로를 많이 호소하는 군을 찾아
임상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였어야 하나,주관적인 데이터에 국한
되었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피로자각증상에 대한 연구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
함으로써 근무형태,근무환경 등 직무의 여러면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군인의 특성
상 다양한 근무형태와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피로자각증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근피로도의 측정 및 정량화를 위한
근전도 고찰  ,골프 캐디의 하지 근피로도 측정  ,근전도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 만성요통 환자의 요부근육과 복부근육의 피로도 분석  등의 연구내용
처럼 피로를 많이 호소하는 군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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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평시 군인의 피로정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전시 필연적으로 나타나

는 전투피로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호소 즉,군(軍)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체험하는
자각적 증상의 호소를 기초로 조사하였고,피로자각증상표는 일본산업위생학회
산업 피로연구회(1970)에서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은 국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모든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일반적인 특성 및 직업적
특성,근무조건의 주관적 평가별 피로자각증상 호소율의 차이를 목적에 따라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근무 전․후의 신체적,정신적,신경 감각적 증상별 피로도의 유의성을 분석해
본결과 모든 그룹의 근무후가 51.05로 근무전의 43.8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피로자각 증상에서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증증증상상상에서 근무전보다 근무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
한 호소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눈이 피로하다(28.5%),자리에 눕고싶다(24.4%),
온몸이 노곤하다(22.8%),졸립다.(22.8%),하품이 나온다(20.3%)이었다.
정정정신신신적적적 증증증상상상에서 근무전보다 근무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이 높게 나타
난 항목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11.4%),모든 것이 귀찮다(8.9%),생
각이 집중되지 않는다(8.1%),얘기하기가 싫어진다(7.3%)이었다.
신신신경경경감감감각각각적적적 증증증상상상에서 근무전보다 근무후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에 응답한 호소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허리가 아프다(18.7%),어깨가 결린다(15.4%),머리가 아프다(8.1%)
이었다.
3.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자각증상 호소율은 근근근무무무전전전․․․후후후 모두 평평평균균균 점점점수수수
는는는 신체적 증상이 근무전 15.99점,근무후 18.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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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근무전 14.04점,근무후 16.34점,신경 감각적 증상이 근무전 13.85점,근무
후 16.05점의 순이었다.
4.성별의 피로호소율에 있어 여군이 남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신분별 피로호소율에 있어 근무전․후 모두 간부가 병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6.식사의 규칙성에 있어 근무 전․후 모두 불규칙적이다가 규칙적이다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7.근무지의 소음정도의 피로호소율에 있어서는 시끄럽다가 50.25로 보통이다의
42.7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8.피로발생 요인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결과 피로를 설명할수 있는 설명력은
식사습관,근무지의 소음정도,근무하는 부서,실내온도,한달중 주․야 연속 24
시간 근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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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 A A A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d and and and Countermeasure Countermeasure Countermeasure Countermeasure on on on on Fatigue Fatigue Fatigue Fatigue of of of of 

Soldiers Soldiers Soldiers Soldiers Working Working Working Working in in in in Military Military Military Military HospitalHospitalHospitalHospital

Thisstudydescribesthenecessityofproperrestforsoldiersduringnormal
times,andpresentsbasicdataofhealthmanagementprogram,afteranalyzing
thefatiguefactorofmilitarypersonnelwhoworksin themilitaryhospital.
We investigated subjective appealon the basis ofself-awakening appeal,
experiencedbymilitarypersonnelwhoworksinthemilitaryhospital.Wealso
made123soldiersof'TheArmedforcesOO hospital'objectsofthisresearch,
usingtheinquiriesintothesubjectivesymptomsoffatiguedevelopedbythe
researchgroup ofoccupationalfatigueattheJapaneseSocietyofOccupation
andEnvironmentalHygiene.
Afteranalyzing the similarities ofphysical,mental,neuro-sensory fatigue
symptomsbetween 'beforeand afterworking',allcategorynumberof'after
working'weremeaningfulthanbefore.
Thephysicalsymptomswerethestrongestintheaverageeffectof'beforeand
afterduty'onthefeelingsoffatigue,andwerefollowedbymentalsymptoms,
and neuro-sensory symptoms.Also allcategoriesshowed high degreesafter
duty.
Theresultsoftheinvestigationcanbesummarized asphysicaland mental
fatiguesymptomspresented afterworking.According to multipleregression
analysis,wecould find thatthereweremany factorswhich explain these
fatiguesuchasthehabitofeating,thenoise,thetypeofworking,theindoor
temperatureandthenightduty(24hours).
Theseresultsshowedtheresearchcanbeexpectedtopresentthenecessityof
properrestforsoldiers in peacetime,to be given as the basic data of
developinghealthmanagementprogram,andtobehelpfultopreventcombat
fatigueinevitablyfoundinwar-time.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연연연구구구명명명 :::군군군(((軍軍軍)))병병병원원원에에에서서서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군군군인인인의의의 피피피로로로도도도 조조조사사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대전병원에 근무하는 강동형 대위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을 위한 설문이며,군(軍)내
근무자 즉,군인의 피로정도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에 나가면서 사회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인식하고 그 대책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전․평시 최악의
조건하 전투 및 비상시 상황(전투준비태세,응급환자,사망자 처리 등)을
처리해야하는 군인들의 생활 여건(즉,근무여건 또는 피로정도)에 대한
인식 및 대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군인들의 피로정도를 측정하여 객관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인들의 피로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본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향후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53문항이며,약 10분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음 설문지에 정성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사항들은 통계분석 및 연구목적의
자료로만 활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강강강 동동동 형형형

연락처 :HP)010-5087-8625,군)975-4641
e-mail:kdhy1@mnd.mil



※※※ 질질질문문문중중중 귀귀귀하하하에에에게게게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① 남성( ) ② 여성( )

2.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3.① 기혼( ) ② 미혼( )

4.① 장교( ) ② 부사관( ) ③ 병( ) ④ 군무원( )

5.귀하의 가족수는 얼마입니까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6.귀하의 직장 근속년수는 몇 년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 3년 ③ 4～ 5년 ④ 6～ 10년 ⑤ 11년 이상

777...귀귀귀하하하의의의 하하하루루루 수수수면면면시시시간간간은은은 평평평균균균 몇몇몇시시시간간간 정정정도도도입입입니니니까까까 ???
① 6시간 이하 ② 7～ 8시간 ③ 9시간 이상

8.귀하의 식사습관은 어떻습니까 ?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9.귀하의 운동습관은 어떻습니까 ?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③ 전혀안함

111000...하하하루루루중중중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시시시간간간은은은 얼얼얼마마마입입입니니니까까까 ???
① 8시간 이하 ② 9～ 10시간 ③ 11～ 12시간 ④ 13시간 이상



11.하루중 근무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08:00～ 17:00② 16:00～ 24:00③ 24:00～ 08:00④ 3교대로 불규칙함

12.근무하는 시간중 서있는 시간은(%)얼마나 되십니까 ?
① 39% 이하 ② 40～ 59% ③ 60% 이상

13.근무하는 시간중 뛰어다니는 시간은(%)얼마나 되십니까 ?
① 39% 이하 ② 40～ 59% ③ 60% 이상

14.근무하는 시간중 개인화기를 들고 있는 시간은(%)얼마나 되십니까 ?
① 39% 이하 ② 40～ 59% ③ 60% 이상

15.근무하는 시간중 무거운 물건(장비)를 운반하는 시간은(%)얼마나 되십니까 ?
① 39% 이하 ② 40～ 59% ③ 60% 이상

111666...한한한달달달 중중중 주주주야야야 연연연속속속 222444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는는는(((일일일 ///월월월)))몇몇몇일일일이이이나나나
되되되십십십니니니까까까 ???

① 1일 이하 ② 2～ 3일 ③ 3～ 4일 ④ 5일 이상

17.한한한달달달 중중중 주주주야야야 연연연속속속 333666시시시간간간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일일일자자자는는는(((일일일 ///월월월)))몇몇몇일일일이이이나나나
되되되십십십니니니까까까 ???

① 1일 이하 ② 2～ 3일 ③ 3～ 4일 ④ 5일 이상

18.한달중 쉬는 일자는(일 /월)얼마나 되십니까 ?
① 8일 이하 ② 9～ 10일 ③ 11～ 12일

19.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장소)는 어느곳 입니까 ?
① 행정부 ② 진료부(외래 진료실) ③ 병실 ④ 중환자실 ⑤ 수술실



⑥ 회복실 ⑦ 본부근무대 ⑧ 초소 ⑨ 위병소 ⑩ 기타( )
222000...주주주야야야 연연연속속속 근근근무무무하하하는는는 상상상황황황은은은 무무무엇엇엇입입입니니니까까까 ???
① 지휘통제실(본부근무대 포함)당직근무
② 응급실 당직근무
③ 각종 비상상황시(전투준비태세,응급환자처리,사망자발생 등)
④ 기타( )

21.근무지의 소음정도는 ?
① 조용하다. ② 보통이다. ③ 시끄럽다.

22.근무지의 환기정도는 ?
① 좋다. ② 보통이다. ③ 나쁘다.

23.실내 온도는 ?
① 적절하다. ② 조금 춥거나 덥다. ③ 매우덥다.

※※※ 222444～～～ 555333번번번 항항항의의의 질질질문문문은은은 근근근무무무 전전전․․․후후후 본본본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을을을 기기기록록록하하하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느느느끼끼끼는는는 그그그대대대로로로 기기기록록록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24.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25.온몸이 노곤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26.발이 무겁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27.하품이 나온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28.머리가 어지럽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29.졸립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0.눈이 피로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1.동작이 어색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2.발걸음이 불안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3.자리에 눕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4.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5.얘기하기가 싫어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6.모든 것이 귀찮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7.마음이 산만해 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8.모든일에 싫증이 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39.기억력이 떨어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0.하는일에 자주 실수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1.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2.가만히 조용히 있을수 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3.끈기가 없어진다.(의욕이 상실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4.머리가 아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5.어깨가 결린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6.허리가 아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7.가슴이 답답하다.(숨이 찬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8.입에 침이 마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49.목소리가 변한다.(쉰 목소리가 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50.어지럽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51.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52.손발이 떨린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53.기분이 나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또한,크게 활용하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다다시시시 한한한번번번 감감감사사사 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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