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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조종사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는 활력의 상실, 낮은 사기, 직무 불만족, 의

사전달의 왜곡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향을 주는 

등 비행사고의 발생 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재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들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비행부대에서 조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종사 300명을 대상으로 일

반적 특성, 인성적 특성, 건강관련특성, 직무관련특성,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항목

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회귀분석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 규

칙적 운동,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피로이었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

지 않을수록, 자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의 스트레스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 피로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결혼 상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 스트레스이었다. 미혼인 군이 기혼인 군보다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며,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수록, 가족 지지도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 규

칙적 운동,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피로이었으며 피로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

는 결혼 상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 스트레스이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피로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제 특성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스트레스․피로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의 연구는 스트레스 및 피로 관련변수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공군 조종사, 스트레스, 피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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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입체적 전장 상황하에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가진 공군력은 전쟁의 승

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공군력의 구성요소는 문

화를 비롯한 정신적 요인, 조종사의 능력을 포함한 인적요인, 항공기의 성능 같은 

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역량은 항공기의 

성능과 함께 임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공군에서는 무위의 전력 손

실을 막기 위해 많은 투자와 안전교육을 통하여 비행사고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

으나 조작과실과 비행착각 등의 인적요인(human factor)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하

게 발생하고 있다(공군본부, 1993). 

인적요인의 여러 관리방안 중 조종사의 건강관리는 임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육체적․정신적 건강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종사

의 임무수행능력은 감소하고 결국 최악의 상황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명의 손

실을 가져온다. 특히 조종사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는 활력의 상실, 낮은 사기, 

직무 불만족, 의사전달의 왜곡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향을 주는 등 비행사고의 발생 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재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직무)의 부조화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원천(source)이 직무과중, 직무 자율성의 결여, 역할 갈등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서 거대한 조직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

고 있는 현대인이면 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 특성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누적되면 심리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걱정, 불안, 초조, 긴장 등의 현상으로 우울, 의욕상실 등이 나타난다. 또

한 생리적으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향을 주어 정신적․신체적 균형을 파

괴함으로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위궤양, 당뇨병,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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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며 이로 인한 결근율 증가, 사고/재해의 증가 등으로 조직의 생산성은 감소

한다(고병학, 1974; 김문석, 1990; 이우천, 1997; 조규상, 1991; Cobb과 Rose, 1973; 

Haynes 등, 1978; Karasek 등, 1988; Matthews 등, 1987).

조종사의 경우, 여러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물리적 환경(저기압, 가속도 등), 

임무완수에 대한 중압감, 비행동료에 대한 책임, 항공기 기능고장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등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연

구자들은 조종사 집단을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으로 확인하 다(Slon과 Cooper, 

1986). 

피로는 정신적․육체적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반응으로서 휴식을 취하

면 회복되는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일어나는 체내변화이다(정치경, 1996). 그러므

로 급성 피로는 질병이 아니라 가역적인 생체 변화로써 건강장해의 경고 반응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에 수반하여 장기간 누적된 피로는 비가역적 성격을 

지님으로 생산성의 저하뿐 아니라 재해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병학, 1974; 김두

희, 1987; 조규상, 1991; Nelson과 Bartley, 1968). 또한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초

래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

킨다(Chen, 1986; David 등 1990; Manu 등, 1988; Winningham 등, 1994). 

Caldwell과 Gilreath(2002)는 미 육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조종

사의 81%가 최근의 항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피로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의 

응답자가 조종분야에서 피로를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 다. 

Ritter(1993)는 누적된 피로는 조종사에게 공간정위 상실(spatial disorientation), 부

정확한 상황인지와 착오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 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원인을 파

악하고 있으나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공군 조종사들의 스트레스와 피로수준

의 관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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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인성적 특성, 건강행위 특성, 직무관련 특성

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을 비교하고,

둘째, 일반적 특성, 인성적 특성, 건강행위 특성, 직무관련 특성중 조종사의 스

트레스와 피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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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그 어원이 라틴어의 ‘stringere'에서 유래하 으며 “팽팽

히 끌어당기다”(draw tigh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20년 Cannon에 의해 스트

레스의 연구가 의학분야에서 시작한 이래 생물학, 의학, 사회 심리학, 행동과학 분

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시행되어왔다. 각 분야에서 상이한 개념 정의로 인해 스트

레스의 학문적 보편 타당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각 분야에서의 노력으

로 스트레스가 인간에 미치는 향이 밝혀지고 있다(김항석과 한황현, 1991).

Selye(1951)는 일반 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는 스트레스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적 변

화에 의한 신체의 항상성이 파괴되면 신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재

정비함으로써 대내적 반응 태세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즉,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최초의 생리적 반응인 경고(alarm)단계와 이러한 상황의 지속을 대처하기 위한 저

항(resistance)단계, 저항의 역량이 적거나 경고단계가 너무 강렬할 때 소진

(exhaustion)단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각종 질병의 발생과 부정적이고 파괴적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하 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암, 고혈압, 관상동맥성 심장질환(Kasl, 1984), 

근골격계 질환(Bongers 등, 1993; Harberg과 Wegman, 1987), 류마티스성 관절염

(Cobb, 1971)등을 유발한다. 정신적으로는 불안, 직무불만족, 우울, 탈진(burnout)

을 초래하여 흡연, 약물,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기피와 마찰 등의 행동상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Conway, 

1981; Baker, 1985). 

현재까지 밝혀진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결혼상태 등이며 인성적 특성으로는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이다. 건강행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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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는 흡연, 음주 등이며, 직무관련 특성으로는 업무량 과다, 결정권의 부재, 시

간외 근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 사회적 지지, 직무 만족도 등이다.

젊은 연령군이 높은 연령군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박종한, 1980; 이명근 

등, 1997; 차봉석 등, 1988). 이는 연령이 적을수록 직무 순응도가 낮고, 적은 자율

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독신자가 기혼자(동거포함)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이유는 결혼이 심리

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Sherbourne과 Hay, 1990).

배종면 등(1994)은 의과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음주와 흡연 빈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하 으며 Conway 등(1981)은 습관적 흡연과 커피 

음용이 만성적 스트레스와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 다.

개인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긴장수준은 직무과중, 단순공정작업으로 인한 부담

으로 등으로 직무 요구도(job demand)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직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재량권, 조직 정책결정의 참여 등으로 표현되는 직무 자율성(job control)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Karasek(1979)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 

2가지 차원에 의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직업성 긴장모델(Job Demand - Control 

Model)을 제안하 다. 그는 직무 요구도가 낮고 직무 자율성은 높은 저긴장 집단

(low strain group),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이 모두 낮은 수동적 집단(passive 

group),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이 모두 높은 능동적 집단(active group), 직무  

요구도는 높고 직무 자율성은 낮은 고긴장 집단(high strain group)으로 구분하고 

고긴장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

도가 높다고 하 다(Karasek과 Theorell, 1990).

장세진 등(1997)은 고긴장 집단에서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집단

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 으나, 캐나다의 구조조정 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

스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수동적 집단과 고긴장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다

(Schechter 등, 1997). 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고긴장 집단이 저 

긴장집단에 비해 정신적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으나(Cropley 등, 1999), 이연수

(2000)의 연구에서는 능동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신증상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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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rasek job strain model 

사회적 지지, 행동유형(behavior pattern), 자기 존중심 등은 개인이 스트레스 

인자(stressor)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정하는 중

재자(mediator)의 역할을 한다(Aneshensel, 199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인지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 완충, 약화시키고

(Astrand 등, 1989; Hagihara 등, 1997; Johnson과 Hall, 1988; Johnson 등, 1989),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유지시켜준다(Pearlin, 1981). Johnson과 Hall(1988)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직업성 긴장이 높은 집단을 ‘고립된 긴장(iso-strain)’으로 규

정하 고 이들이 가장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하 다. 국내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량이 많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냈으며(박경옥과 이명선, 1996; 차봉석, 1988), 육군항공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인간관계의 불만족이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김종

훈, 2000). 

A형 행동유형은 어떤 특정 상황이 닥치면 인내심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경쟁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한 특성을 갖는다(Friedman과 Rosenman, 1974; 

Rosenman, 1978). A형 행동유형의 사람은 B형의 행동유형의 사람에 비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많이 느낀다(Carver 등, 1976; Lundberg, 1982, Matthew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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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Friedman과 Rosenman(1959)은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하 고, 

Eaker 등(1989)은 A형 행동유형이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많은 관련

이 있다고 하 다. 또한, A형 행동유형의 근로자는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상사의 지지가 주어질 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재변인인 사회적 지

지를 업무 집중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원(stressor)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밝혀졌

다(Hagihara 등, 1997).

자기 존중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개념으로 심리학적 건강수준과 

접한 관련성이 있다(Burke, 1991; Kiecolt, 1994). 즉, 자기 존중심이 높은 사람은 

적응능력도 높으며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체험하며 불안감을 덜 느끼는 반면에 자

기 존중심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며 성공

적인 직무 및 역할 수행을 못할 것으로 인식한다(Schafer와 Keith, 1999). 이러한 

자기 존중심은 심리학적․정신적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

응자원으로도 작용하여 부정적인 행위나 결과를 완화시키는 중재변인의 역할을 

한다(Murrel 등, 1991).

직무만족과 가족지지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킨다. 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근 등(1997)과 Snelgrove(1998)의  연

구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Boey(1998)는 가족지지도가 

높고, 직무 만족도가 높은 간호사의 경우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 다. 또한, 

Karlins 등(1989)은 배우자(가족)의 지지는 조종사에게 중요한 지지 체계이고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 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일반적․건강행위․직무관련 특성에 따라 그 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지며 사회적 지지,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 등의 중재변인이 관여

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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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 로

피로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해 사람들이 느끼는 피곤

함의 상태로서(Saito, 1999), 지역사회나 일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가장 빈번하

게 의사들에게 호소하는 증상이다(David 등, 1990;  Loge 등, 1998; Pawlikowska 

등, 1994). Chen(1986)은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연구에서 남자 

응답자의 약 14.3%, 여자 응답자의 20.4%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하 으

며 Bültmann 등(2002)은 네덜란드의 12,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Maastrichit Cohort Study의 기초조사에서 연구 대상자의 22%가 피로한 군이라고 

하 다.

지속적 피로는 급성피로와는 달리 비가역적이고, 직무특이성이 없으며, 급성피

로를 회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Meijiman, 1991). 그러

므로, 피로는 질병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깊

이 인식되지 못하 던 것이 사실이다(Barofsky와 Legro, 1991). 최근에 비로소 산

업보건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eijman과 Schaufei, 1996; 

Mounstephen과 Sharpe, 1997). 지속적 피로는 직무나 가정에서의 개인의 역할수

행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나 산업 재해와 관련이 있

다(Schrör, 1997). 또한, 우울, 불안, 공황불안증, 활동능력과 관련이 있다(김성현 

등, 1992; Katerndahl, 1993; Kroenke 등, 1988; Vercoulen 등, 1997).

김윤진과 이상엽(2000)은 중년 직장남성의 다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

로정도가 심해지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박내경 

등(1998)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건강상태, 결혼상태, 업무만족도, 

업무의 반복성 등이 피로 자각증상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 다. 

 조종사의 피로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수면이다. 그러나, 직무상 요구

나 일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늦은 시간에 취침을 하고 일찍 일어나거나 스트레스

로 인하여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미 육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6시간 40분을 수면함으로써, 충분한 수면이라고 생각하는 7.5시간(비행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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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에 비해 거의 1시간 정도의 수면부족 상태 다(Caldwell과 Gilreath, 2002). 

수면을 취하지 않고 18시간 깨어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와 동일한 수준

의 정신적․행동수행 능력 감소가 발생하며, 24시간 깨어 있일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감소가 있었다(Caldwell, 2002). 그러므

로, 충분한 시간의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

오며(Belenky 등, 1994), 다수의 비행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McCauley, 1991). 

Bültmann 등(2002)은 피로․스트레스와 정신 사회적 직무특성(psychosocial 

work characteristics)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남성 근로자의 피로와 관련이 

요인으로 낮은 직무자율성과 낮은 사회적지지, 직무 불안정, 육체적 요구, 상사와

의 감정대립 등으로 보고하 다. 또한 정신 사회적 직무특성(psychosocial work 

characteristics)중 스트레스, 피로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각각 상이하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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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10월 21일 부터 11월 5일 사이에 다수의 공군부대에서 근무

하는 조종사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중 응답에 충실하지 못

하다고 판단된 27건을 제외한 총 300건을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 으며 설문대상 조종사에게 

간략하게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

부하고 회수하 다.  

2. 연구방법

가. 설문지의 구성

측정 변수는 주요 독립변수로서 연령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5문항, 수면시간을 

포함한 건강행위 12문항, 직무 요구도 5문항, 직무자율성 9문항, 사회적 지지도 8

문항, 가족 지지도 4문항, A형 행동유형 10문항, 자기 존중심 5문항, 직무 만족도 

3문항, 종속변수로서 피로(MFS) 22문항, 스트레스(PWI-SF) 18문항 등 총 110문

항이다.

주요 측정 변수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54 ∼ 0.90의 신뢰도를 보 다. 

각 변수별 Cronbach‘s α계수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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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주요 변수의 Cronbach‘s α계수

변    수  α  계수

독립변수 직무 요구도 0.537

직무 자율성 0.587

사회적 지지 0.844

가족 지지 0.902

직무 만족도 0.663

인     성 0.716

자기 존중심 0.598

 종속변수 스트레스(PWI-SF) 0.880

 피     로 (MFS)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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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군 조종사는 공군에서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비행수당을 받는 장

교인 자를 말한다. 보직 근무기간은 군 인사명령에 의해 해당 직위에 임명되어 근

무를 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1) 독립변수

가) 인성적 특성

(1) A형 행동유형

본 연구에서는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Haynes 등, 1978)을 이

용하여 행동유형을 측정하 다. “나는 일에 대해 의욕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다”를 

포함한 5개 문항은 4점 척도(1∼4점)로 측정하 고, “일이 일과 시간 후에도 머리 

속에 남아 있어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을 생각해야만 했다”를 포함한 5개 문항은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자기 존중심

자기 존중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개념으로 Rosenberg(1965)의 단축

형 Self-esteem 측정 문항을 이용하 다. “내가 나 스스로를 더욱 존경할 수 있기

를 바란다”를 포함한 총 5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4점)로 측정하 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존중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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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관련 특성

(1) 직무 요구도

 직무 요구도란 일에 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한다. 직무과중, 

시간을 다투는 단순공정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담 등을 의미하며 

Karasek(1979)에 의해 개발된 Job Content Questionnaire(JCQ) 49문항 중 “내가 

수행하는 일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를 포함한 직무요구도 5개 문항을 사

용하 다. 4점 척도(1∼4점)로 측정하 고 Karasek 등(1988)의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직무 요구도를 산정하 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직무 자율성

직무 자율성이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시간분배 조절능력, 조직정책 결정에의 

참여 등과 같은 직무내용을 의미한다. Karasek(1979)에 의해 개발된 Job Content 

Questionnaire(JCQ) 49문항 중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를 포함한 직무 자율성 9개 문항을 이용하 다. 4점 Likert 척도(1∼4점)로 

측정하 고 Karasek 등(1988)의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직무 자율성을 산정하

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도

Karasek 등(1982)이 고용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수행한 직무내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준다”를 

포함한 상사의 지지 4문항과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

다”를 포함한 동료의 지지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 다. 4점 척도(1∼4점)

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족 지지도

이경용(2001)이 번역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설문

지에서 사회적 지지 문항 중 가족관련 문항을 서술형으로 수정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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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이 쉽고 즐거운 것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를 포함한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 다. 점수가 높으면 가족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란 서동효(1997)가 정의한 것과 같이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시에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로서 

이경용(2001)이 번역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설문지에

서 직무 만족도 4문항 중 3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새로이 직업을 선택한다

면 현재의 일을 다시 할 마음이 있습니까?”를 포함한 2개 문항은 3점 척도(1=절대

로 안한다, 3=주저없이 하겠다)로 측정하 고, “대체로 귀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매우 만족

한다)로 측정하 다. 각 문항의 점수 합이 높으면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6) 직무 안정성

직무의 성격이나 수행방법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 4점 척도(1=매우 

불안정한 편이다, 4=매우 안정한 편이다)로 측정하 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직무 안전성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안전성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 고, 4점 척도(1=매우 불안전한 편이다, 4=매우 안전한 편이다)로 

측정하 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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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선 근무/ 2선 근무

 비행대대에서 근무를 하는 조종사와 부대 평가장교로서 근무하는 경우를 1선 

근무로 정의하 고, 1선 근무를 제외한 경우를 2선 근무로 정의한다.

2) 종속변수

가) 스트레스 

장세진(1993)의 사회 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social Well-being Index 이하 

PWI)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단축형 PWI(장세진, 2000)을 사용하 다. 단축형 

PWI(이하 PWI-SF)는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 일반건강 및 생명력, 

수면장해와 불안 등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총 18개 문항에 대해서 4점 Likert

척도(0∼3점)로 측정하 으며 각 요인의 점수 합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나) 피 로

Schwartz 등(1993)이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FAI(Fatigue 

Assessment Inventory)를 토대로 장세진(2000)이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기능장

애, 상황적 피로, 수면․휴식에 대한 민감성 등의 하부 요인으로 재구성한 다차원 

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이하 MF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MFS는 “피로를 느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능률이 떨어진다”를 포

함한 전반적 피로도 8개 문항, “나는 피로하면 나른해지고 졸림을 느낀다”를 포함

한 일상생활기능장애 6개 문항,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를 느낀다”를 포함

한 상황적 피로 5개 문항 등 총 18문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초조사에서 수

면․휴식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측정되어 “나는 쉬고 나야 피로가 풀린다”를 포함

한 수면․휴식에 대한 민감성 3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22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7점 Likert 척도(1∼7점)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각 요인의 점수 합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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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가설

1)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은 높

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자기 존중심, 직무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와 피로 수준은 낮을 것이며, A형 행동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피로수준은 높을 것이다.

3.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백분율을 구하 다. 일반적 특성, 인성적 특

성, 건강 행위별 특성,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및 피로수준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 다. 직업성 긴장모형의 4개 집단간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높은 집단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의 향을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 다. 최종적으로 제 변수와 스트레스 및 피로 

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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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9세미만이 135명(4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30∼34세가 116명(38.7%), 35∼39세가 35명(11.7%), 40세 이상이 11명

(3.6%)이었다. 계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위, 대위, 소령이상이 각각 46명

(15.3%), 179명(59.7%), 75명(25.0%)으로 대위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98명(32.7%), 기혼이 201명(67%)으로 기혼이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84명

(28.0%), 있는 경우가 215명(71.7%)이었다.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이었으며 6시간미만이 24명(8.0%), 6시간에서 7시간미만

이 113명(37.7%), 7시간에서 8시간미만이 117명(39.0%), 8시간이상이 38명(12.7%)

으로 7시간이상 수면을 취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규칙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132명(44%),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59명(53%)이었다. 흡연자가 

128명(42.7%), 비 흡연자가 141명(47.0%), 과거 흡연자가 27명(9.0%)로서 비 흡연

자가 가장 많았고, 커피의 경우 일 평균 1잔 이상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237

명(79.0%)이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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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명 (%)

연  령(세) 29미만 135(45.0)

30-34 116(38.7)

35-39 35(11.7)

40이상 11(3.6)

계   급 중․소위 46(15.3)

대    위 179(59.7)

소령이상 75(25)

결혼상태 미    혼 98(32.7))

기    혼 201(67.0)

무 응 답 1(0.3)

종   교 유 215(71.7)

무 84(28.0)

무응답 1(0.3)

수면 시간 6 시간 미만 24(8.0)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113(37.7)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17(39.0)

8시간 이상 38(12.7)

무응답 8(2.6)

규칙적 운동 유 132(44.0)

무 159(53.0)

무응답 9(3.0)

흡   연 흡연 128(42.7)

비흡연 141(47.0)

과거흡연 27(9.0)

무응답 4(1.3)

커   피 0 잔 62(20.7)

1-2 잔 160(53.3)

3 잔 이상 77(25.7)

무응답 1(0.3)

n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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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의 비교 

 

가.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29세 

미만인 군의 스트레스가 20.7로써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0∼34세인 경우로서 

18.9이었다. 다중비교 분석한 결과 29세 미만이 35세 이상인 군에 비해 스트레스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30∼34세인 경우 40세 이상보다 스트레스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계급별로는 위관 조종사가 관 조종사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기혼에 비해 미혼의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높았고(p<0.01) 독거인 경우가 

동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종교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3).

나. 피 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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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차이

특  성 구  분 스트레스 T/F값 p값 피   로 T/F값 p값

연  령 29 미만  20.7±6.9*
7.61 0.0001

80.6±15.1
0.32 0.8083

(세) 30 - 34 18.9±6.8 79.0±16.4

35 - 39 16.2±5.5 78.9±16.0

40 이상 13.2±4.1 77.3±16.7

계  급 중․소위 20.6±7.5
17.36 0.0001

79.3±13.6
0.58 0.5614

대   위 20.5±6.5 80.4±16.1

소령이상 15.4±5.7 78.1±16.0

결혼상태 미  혼 21.2±6.4 3.58 0.0004 81.2±15.4 1.20 0.2309

기  혼 18.3±6.9 78.9±15.8

동거형태 독  거 21.2±6.0 3.88 0.0001 80.8±14.8 0.85 0.3955

동  거 18.1±7.1 79.1±16.4

종  교 유 19.4±7.0 -0.36 0.7076 79.2±15.5 0.80 0.4236

무 19.0±6.5 80.8±16.2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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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의 비교

연구 대상자의 A형 행동유형은 평균 5.33점, 자기존중심은 평균 15점이었다.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가. 스트레스 

대상자의 인성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군에 비해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안 보이는 군(B형 행동유형)이, 

자기 존중심의 점수가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의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p<0.01)(표4).

나. 피 로

대상자의 인성적 특성에 따른 피로 수준을 분석한 결과, A형 행동유형의 성향

을 보이는 군에 비해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안 보이는 군(B형 행동유형)의 피로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자기 존중심에 따른 피로 수준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4).

표 4. 인성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의 차이

특  성 구  분 스트레스 T값 p값 피   로 T값 p값

A 형 

행동유형

높 다  17.5±6.5* 4.44 0.0000 76.8±14.7 3.24 0.0013

낮 다 20.9±6.7 82.6±16.2

자  기 높 다 16.8±6.5 7.90 0.0000 80.3±16.3 -0.90 0.3694

존중심 낮 다 22.6±5.8 78.7±13.8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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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의 비교 

가. 스트레스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

는 군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1). 또한 규칙적인 명상을 하지 않는 군이 규칙적인 명상을 하는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흡연, 음주, 수면, 낮잠, 커피, 건강식품 복용, 예방약 복용, 외래진료, 입원, 결

근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5).

나. 피 로

대상자의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피로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

지 않는 군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에 비해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5).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을 한 경험이 있는 군의 피로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흡연, 음주, 수면, 낮잠, 명상, 커피, 건강식품 복용, 예방약 복용, 외래진료, 입

원 등의 유무에 따른 피로 수준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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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차이

특  성 구  분 스트레스 T/F값 p값 피   로 T/F값 p값

흡  연 유  19.7±7.0* 1.21 0.3009 77.4±15.8 2.81 0.0616

무 18.5±7.0 81.2±16.3

과거흡연 20.1±5.7   83.3±11.6

음  주 유 19.3±6.9 0.49 0.6267 79.4±16.1 -0.58 0.5649

무 18.7±6.7 81.1±12.5

수  면 6미만 18.3±6.7 0.89 0.4461 74.1±16.4 2.54 0.0565

(시간/일) 6이상-7미만 20.0±6.5 81.7±13.9

7이상-8미만 18.7±7.1 78.0±16.9

8이상 19.7±7.2 75.6±16.3

낮  잠 0     19.1±7.3 

0.99 0.3728

79.3±15.9 

0.06 0.9400(분/일) 1-30 17.4±7.2 78.1±15.0 

31이상  20.1±6.5  79.4±14.5  

운  동 유 17.3±6.6 -4.52 0.0000 77.6±15.2 -1.97 0.0492

무 20.8±6.6 81.2±15.9

명  상 유 16.3±5.9 2.02 0.0439 76.5±17.4 0.94 0.3489

무 19.4±6.9 79.9±15.5

커  피 0   18.5±6.3 0.75 0.4745 76.8±16.0 1.82 0.1640

(잔/일) 1 - 2 19.2±6.9 79.6±15.7

3 이상 19.9±7.2 81.9±15.2

건 강 유 19.5±7.1 -0.75 0.4532 80.6±16.2 -1.25 0.2137

식 품 무 18.9±6.5 78.2±14.8

예방약 유 19.9±6.0 0.56 0.5766 78.2±17.6 -0.62 0.5371

무 19.2±6.9 80.0±15.6

진  료 유 19.8±6.5 0.97 0.3316 80.9±15.0 0.96 0.3384

무 19.0±7.0 79.0±16.0

입  원 유 16.1±7.6 -1.49 0.1372 83.9±15.1 0.90 0.3694

무 19.4±6.8 79.4±15.7

결  근 유 19.4±8.1 -0.14 0.8921 85.2±16.0 -2.12 0.0350

무 19.2±6.7 79.0±15.6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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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의 비교

대상자의 직무 요구도의 중위수는 32점이었고, 직무 자율성의 중위수는 58점이

었다. 사회적 지지도의 중위수는 22점이었고, 가족 지지도의 중위수는 16점, 직무 

만족도의 중위수는 7점이었다.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

여 분석을 하 다.

가. 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근무기간이 10

년에서 14년인 군, 15년 이상인 군에 비해 4년 이하 군과 5년에서 9년인 군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다(p<0.01). 비행등급에서는 교관에 비해 요

기, 분대장인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다(p<0.01). 2선 근무

자보다 1선 근무자의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5), 관리자

보다 실무자의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직무 요구도가 

높은 군이 직무 요구도가 낮은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고(p<0.05), 직무 자율성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

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 외 기종, 비행등급, 직무 안정성, 직무 안전성, 사고․재해의 경험에 따른 스

트레스 수준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6).

나. 피  로

직무 요구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고(p<0.05), 직무 자율성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p<0.05). 직무 안정성과 직무 안전성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피

로가 통계학적으로 높았다(p<0.05).

그 외 근무기간,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직무 만족도, 근무형태, 직무위치, 



- 25 -

기종, 비행등급, 사고․재해의 경험에 따른 피로 수준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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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차이

특  성 구  분 스트레스 T/F값 p값 피   로 T/F값 p값

근무기간 0 - 4  20.9±7.1* 11.6 0.0001 80.2±15.4 0.34 0.7957

(년) 5 - 9 20.1±6.6 80.1±15.7

10 - 14 15.9±5.7 77.8±16.8

78.7±14.815 이상 13.4±3.9

직  무 높   다 20.1±7.0 -2.44 0.0155 81.6±15.8 -2.47 0.0140

요구도 낮   다 18.2±6.5 77.2±15.2

직  무 높   다 18.4±7.0 2.22 0.0270 77.3±15.2 2.58 0.0104

자율성 낮   다 20.1±6.6 82.0±15.8

사회적 높   다 17.5±6.8 4.97 0.0000 78.7±16.1 1.07 0.2845

지지도 낮   다 21.4±6.3 80.7±15.0

가 족 높   다 16.8±6.8 6.65 0.0000 79.9±15.8 -0.21 0.8332

지지도 낮   다 21.9±6.0 79.5±15.8

직  무 높   다 18.9±6.6 1.47 0.1434 78.8±15.9 1.52 0.1291

만족도 낮   다 20.2±7.4 82.1±14.7

근무형태 1    선 19.6±6.8 2.69 0.0075 79.9±15.9 1.03 0.3050

2    선 16.0±6.1 76.7±13.6

직무위치 실 무 자 19.7±7.0 2.39 0.0175 79.9±15.7 0.77 0.4395

관 리 자 17.0±5.6 77.9±15.7

기   종 전 술 기 18.7±6.5 1.22 0.2977 80.8±15.5 0.86 0.4253

지 원 기 19.1±6.8 78.3±16.1

동    승 20.6±7.3 78.9±15.6

비행등급 요    기 20.4±7.1 4.95 0.0023 79.1±15.1 0.29 0.8314

분 대 장 20.4±6.5 80.3±15.5

편 대 장 18.5±6.7 80.8±17.2

교    관 16.9±6.3 78.5±15.9

안 정 성 낮   다 20.1±6.6 1.78 0.0760 83.0±16.6 2.94 0.0036

높   다 18.7±6.9 77.6±14.7

안 전 성 낮   다 19.5±6.9 1.01 0.3127 81.6±15.8 3.16 0.0018

높   다 18.6±6.7 75.6±14.9

사고/재해 유 20.3±7.4 1.15 0.2513 82.2±16.0 1.42 0.1564

경 험 무 18.8±7.0 78.1±14.7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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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성 긴장모형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비교

가. 직업성 긴장모형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분석

직무 요구도의 중위수는 32이었으며, 직무 자율성의 중위수는 58이었다. 중위수

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를 직업성 긴장모형의 4개 집단(수동적 집단, 저긴장 집

단, 능동적 집단, 고긴장 집단)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와 피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표7).

1) 스트레스

대상자를 4개 집단으로 구분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긴장 집단으로 

평균 21.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동적 집단, 능동적 집단, 저긴장 집단순이었

다. 다중비교 분석 결과 고긴장 집단이 수동적 집단, 저긴장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2) 피 로

피로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긴장 집단으로 평균 84.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능동적 집단, 수동적 집단, 저긴장 집단순이었다. 다중비교 분석결과 고긴장 집단

이 수동적 집단, 저긴장 집단에 비해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나. 직업성 긴장모형과 사회적 지지도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분석

직업성 긴장모형Ⅰ의 4개 집단(수동적 집단, 저긴장 집단, 능동적 집단, 고긴장 

집단)을 사회적 지지도 점수의 중위수 22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분류, 총 8개 집단에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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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긴장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경우로

서 평균 21.9이었고,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집단은 수동적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도

가 높은 경우로서 평균 15.3이었다.

다중비교 분석 결과 수동적 집단 내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

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2) 피 로

피로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긴장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군으로서 평

균 85.8이었고 피로가 가장 낮은 집단은 저긴장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군으로서 74.4이었다.

고긴장 및 능동적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군의 피로가 높았으나, 

저긴장 집단과 수동적 집단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군의 피로가 높

았다. 각 집단의 피로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p<0.01), 8

개 집단간의 다중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없었다.

다. 직업성 긴장모형과 가족 지지도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분석

직업성 긴장모형Ⅰ의 4개 집단(수동적 집단, 저긴장 집단, 능동적 집단, 고긴장 

집단)을 가족 지지도 점수의 중위수 16을 기준으로 가족 지지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여 총 8개 집단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표7).

1)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긴장 집단에서 가족 지지도가 낮은 군으로서 

평균 23.9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수동적 집단에서 가족 지지도가 높은 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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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3이었다.   

다중비교 분석 결과 수동적 집단 내에서 가족 지지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가족 지지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경

향이 있었다.

2) 피 로

피로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긴장 집단에서 가족 지지도가 낮은 군으로서 평균 

86.8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저긴장 집단에서 가족 지지도가 낮은 군으로 평균 

74.5이었다. 다중비교 분석 결과 고긴장 집단에서 가족 지지도가 낮은군이 저긴장 

집단에서 가족 지지도가 낮은군에 비해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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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직업성 긴장모형,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에 따른 스트레스․피로 수준 

차이

특  성 구  분 스트레스  F값 p값 피   로 F값 p값

직업성 긴장모형Ⅰ

Passive  18.7±6.5
* 4.05 0.0076 78.5±16.1 5.62 0.0009

Low strain 18.2±6.6 75.9±14.3

Active 18.6±7.4 79.5±16.3

High strain 21.6±6.4 84.6±14.7

직업성 긴장모형Ⅱ(직업성 긴장모형Ⅰ + 사회적 지지도)

Passive  높 다 15.3±6.2 6.03 0.0001 78.4±18.3 2.88 0.0064

낮 다  21.2±5.6 78.1±14.3

Low strain  높 다 17.2±6.8 76.4±14.8

낮 다 20.7±5.7 74.4±13.3

Active   높 다 16.8±6.8 76.9±16.4

낮 다 21.5±6.9 83.5±15.7

High strain  높 다 21.3±5.7 85.3±14.8

낮 다 21.9±7.1 85.8±14.9

직업성 긴장모형Ⅲ(직업성 긴장모형Ⅰ + 가족 지지도)

Passive  높 다 15.3±5.2 8.96 0.0001 79.7±17.5 2.57 0.0139

낮 다 21.1±6.4 77.5±15.1

Low strain  높 다 15.8±6.4 76.9±14.2

낮 다 21.3±5.7 74.5±15.3

Active   높 다 16.4±8.2 78.5±17.1

낮 다 21.3±5.3 80.7±15.8

High strain  높 다 19.8±6.5 85.1±14.4

낮 다 23.9±6.0 86.8±15.3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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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변수와 스트레스․피로간의 상관성 

가. 일반적 특성 및 인성적 특성과 스트레스․피로의 상관성 분석

일반적 특성 및 인성적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연령, 계급, 결혼상태, 동거형태,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이었다. 연령과 계급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았고, 

기혼에 비해 미혼이, 동거에 비해 독거인 경우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A형 행동유형과 자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스트레스로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피로는 높았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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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 및 인성적 특성과 스트레스․피로의 상관성

변 수  연 령 계 급 결 혼  동 거 종 교 A형행동 자기존중심  피 로 스트레스

연 령 1.000

계 급 0.796** 1.000

결 혼 0.577** 0.556** 1.000

동 거 0.472** 0.477** 0.888** 1.000

종 교 0.101 0.093 0.076 0.108  1.000

A형행동 0.045 0.051 -0.005  0.039 -0.099 1.000

자기존중심 0.172* 0.156* 0.121* 0.125* 0.070  0.164 1.000

피  로  -0.057 -0.036 -0.072 -0.052 -0.053  -0.228 -0.001 1.000

스트레스 -0.256** -0.271** -0.203** -0.221** 0.015 -0.318** -0.530 0.211** 1.000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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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관련 특성과  스트레스․피로와의 상관성 분석

건강관련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상관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

이 있는 변수는 운동, 명상이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명상을 하지 않을수

록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높았다. 

건강관련 특성중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없었다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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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강관련 특성과  스트레스․피로의 상관성

 흡 연 음 주  커 피 수 면 낮 잠 건강식품 진 료 입 원 결 근 예방약 운 동 명 상 피 로 스트레스

흡 연 1.000

음 주 -0.153* 1.000

커 피 0.190** -0.016 1.000

수 면 0.106 -0.104 -0.015 1.000

낮 잠 -0.041 -0.057 0.055 -0.001 1.000

건강식품 -0.027 -0.003 0.029 0.127* 0.084 1.000  

진 료 0.089 0.026 0.026 0.011 0.020 0.042 1.000

입 원 0.065 0.106 0.207** -0.044 -0.053 -0.002 0.116 1.000

결 근 0.037 0.072 0.107 0.046 0.077 -0.035 0.187** 0.139* 1.000

예방약 0.039 0.033 0.081 0.100 -0.064 -0.160* 0.020 0.011 0.022 1.000

운 동 -0.117* 0.108 -0.128* -0.043 0.114 0.009 -0.002 0.017 -0.077 0.029 1.000

명 상 -0.117* 0.076 -0.053 -0.123 0.050 0.042 -0.145* -0.048 -0.043 -0.037 0.230** 1.000

피 로 -0.036 0.033 0.079 -0.011 0.018 0.073 0.055 0.052 0.065 0.034 -0.112 -0.055 1.000

스트레스 0.093 -0.030 0.055 -0.018 0.029 0.044 0.056 -0.087 -0.039 -0.014 -0.259** -0.118* 0.211** 1.000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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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관련 특성과 스트레스․피로와의 상관성 분석

직무관련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상관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

이 있는 변수는 비행등급, 근무형태, 직무위치,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직무만족

도,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근무연수이었다. 근무연수가 작을수록, 비행등급

이 낮을수록, 실무자일수록, 1선근무를 할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1년이내 사고나 재해 경험이 있을수

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

성, 직무 만족도, 직무 안전성, 직무 안정성이었다.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과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피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직

무 안전성과 직무 안정성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높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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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직무관련 특성과 스트레스․피로의 상관성

변 수  출 신 기 종 비행등급 1선근무 직무위치  안정성 안전성 사 고
직 무

요구도

직 무

자율성

직 무

만족도

사회적 

지지도

가  족

지지도
근속기간 전입기간 

보 직

근 무

기 간

피 로 
스트 

레스

출 신 1.000

기 종 0.188** 1.000

비 행

등 급
-0.270** -0.126* 1.000

1 선

근 무
0.079 0.103 0.087 1.000

직 무

위 치
-0.076 -0.052 0.427** 0.063 1.000

안정성 0.0118 0.082 -0.133* 0.049 -0.016 1.000

안전성 0.117* 0.073 -0.049 0.159* 0.088 0.433* 1.000

사 고 -0.079 -0.023 0.118* -0.062 -0.099 -0.033 -0.107 1.000

직 무

요구도
-0.039 -0.004 -0.075 0.008 0.034 -0.156* -0.075 -0.048 1.000

직 무

자율성
-0.011 -0.071 0.226** 0.228** 0.194** 0.092 0.075 -0.058 0.000 1.000

직 무

만족도
-0.093 -0.099 0.050 0.032 -0.014 0.200** 0.221** 0.044 -0.048 0.084 1.000

사회적

지지도
-0.099 -0.007 0.075 0.051 0.217** 0.107 0.068 -0.010 -0.076 0.293** 0.150* 1.000

가 족

지지도
-0.097 -0.167* 0.085 0.115* 0.012 0.062 0.003 -0.038 0.036 0.090 0.073 0.069 1.000

근 속

기 간
-0.111 -0.237** 0.739** 0.404** 0.504** -0.028 0.074 0.021 -0.119* 0.249** 0.016 0.039 0.117* 1.000 

전 입

기 간
-0.102 0.121* 0.437** -0.044 0.209** -0.178* -0.120* 0.007 -0.025 0.059 0.023 -0.006 -0.027 0.275* 1.000

보 직  

근 무

기 간

0.037 0.074 0.137* 0.033 -0.132** -0.133* -0.011 0.059 0.015 0.006 0.030 -0.095 -0.029 0.048 0.377** 1.000

피 로 0.001 -0.062 -0.011 -0.055 -0.041 -0.181* -0.183* 0.133 0.183* -0.121* -0.118* -0.080 0.110 -0.042 -0.021 0.058 1.000

스트 

레스
0.087 0.084 -0.210** -0.153** -0.143* -0.094 -0.059 0.041*  0.184** -0.181* -0.139* -0.310** -0.434** -0.269** -0.052 0.003 0.211** 1.000

*p<0.05; **p<0.01 



- 37 -

라. 스트레스와 피로의 상관성 분석

 MFS는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로, 수면/휴식에 대한 민

감성 등 4개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과 연구 대상자가 인지하는 스

트레스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MFS의 4개의 하부 요인과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 피로, 

일상생활 기능장애 그리고 상황적 피로가 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성이 있었다. 즉, 전반적 피로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기능장애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황적 피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11). 

표 11. 스트레스와 피로 하부요인의 상관성

변  수
전반적   

피 로  

일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 로

수면/휴식

민 감 성 
MFS PWI-SF

전반적 피로 1.000

 일상 생활

기능 장애
0.625** 1.000

상황적 피로 0.500** 0.489** 1.000  

수면/휴식

민 감 성 
0.449** 0.346** 0.401** 1.000  

 MFS 0.892** 0.824** 0.728* 0.624** 1.000  

PWI-SF 0.254** 0.200** 0.168** 0.168 0.211** 1.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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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트레스와 피로의 관련요인 분석

가. 스트레스의 관련요인 분석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가를 분

석한 결과, 피로를 스트레스 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은 약 2% 정도 증가하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F=12.190, p<0.01)(표12).

 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 규칙적 운동,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피로이었다. 이들 변수는 스트

레스를 46.9% 설명해 주었으며 모델은 통계학적으로 적합하 다(p<0.01). A형 행

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수록, 자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 피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1.5 높았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은 

경향을 보 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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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 변수들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변   수
 모델Ⅰ 모델Ⅱ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연      령 0.036 0.193 0.851 0.064 0.192 0.737

대  위(중/소위=0) 0.365 1.241 0.769  0.105 1.226 0.932

소령이상(중/소위=0) -1.717 1.893 0.365 -1.951 1.876 0.299 

기  혼(미혼=0) -0.240 1.681 0.887 0.572 1.672 0.733

동  거(독거=0) -0.552 1.515 0.716 -0.868 1.493 0.562

A형 행동유형 -0.652 0.179 0.000 -0.501 0.185 0.007

자기 존중심 -0.927 0.181 0.000 -0.909 0.181 0.000

운동(비운동=0) -1.743 0.683 0.011 -1.490 0.682 0.030

명상(비명상=0)  0.319 1.390 0.819 0.389 1.366 0.776 

직무 요구도 0.159 0.076 0.037 0.139 0.075 0.065

직무 자율성 -0.054 0.040 0.184 -0.037 0.040 0.358

사회적 지지도 -0.412 0.108 0.000 -0.388 0.106 0.000

가족 지지도 -0.494 0.121 0.000 -0.592 0.122 0.000 

2선근무(1선근무=0) -0.388 1.031 0.707 -0.208 1.021 0.839

관리자(실무자=0) -0.315 1.152 0.785 -0.322 1.134 0.777

분 대 장(요기=0) 1.379 1.061 0.195 1.254 1.054 0.235

편 대 장(요기=0) 0.615 1.230 0.617 0.167 1.220 0.891

교    관(요기=0) 0.737 1.356 0.587 0.235 1.344 0.862

직 무 안 정 성 0.609 0.759 0.423 0.619 0.748 0.409

직 무 안 전 성 -0.703 0.800 0.380 0.619 0.748 0.696

피     로 0.075 0.022 0.001 

수정결정계수 0.4445 0.4689

  p-value 0.000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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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로의 관련요인 분석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피로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가를 분

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피로 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은 4%정도 증가하 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F=12.10, p<0.01)(표13).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결혼상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 스트레스이었다. 이들 변수는 피로를 18.5% 설명해 주었으며 모델은 

통계학적으로 적합하 다(p<0.01). 미혼이 기혼에 비해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11.5 높았으며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수록 피로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 지지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안전성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피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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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 변수들과 피로와의 관련성

변   수
모델Ⅰ 모델Ⅱ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연      령 -0.395 0.572 0.490 -0.417 0.559 0.456

대  위(중/소위=0) 3.882 3.648 0.288 3.627 3.567 0.310

소령이상(중/소위=0) 4.385 5.590 0.434 5.424 5.472 0.323

기  혼(미혼=0) -11.678 4.931 0.019 -11.480 4.821 0.018

동  거(독거=0) 4.832 4.444 0.278 5.155 4.346 0.237

A형 행동유형 -2.163 0.533 0.000 -1.736 0.535 0.001

자기 존중심 0.090 0.539 0.867 0.669 0.552 0.227

운동(비운동=0) -3.590 2.022 0.077 -2.461 2.003 0.220

명상(비명상=0) -1.320 4.076 0.746 -1.506 3.985 0.706

직무 요구도 0.325 0.223 0.147 0.220 0.220 0.319

직무 자율성 -0.200 0.119 0.094 -0.166 0.117 0.155

사회적 지지도 -0.336 0.317 0.289 -0.071 0.319 0.824

가족 지지도 1.115 0.356 0.002 1.441 0.360 0.000

2선근무(1선근무=0) -3.027 3.039 0.320 -2.747 2.972 0.356

관리자(실무자=0) 1.045 3.382 0.758 1.201 3.307 0.717

분 대 장(요기=0) 1.776 3.142 0.572 0.886 3.082 0.774

편 대 장(요기=0) 4.288 3.629 0.239 3.974 3.549 0.264

교    관(요기=0) 6.475 3.987 0.106 6.011 3.900 0.125

직 무 안 정 성 -0.030 2.231 0.989 -0.426 2.184 0.846

직 무 안 전 성 -4.831 2.351 0.041 -4.397 2.301 0.057

스트레스 0.642 0.184 0.001

수정결정계수 0.1469 0.1847

  p-value 0.000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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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들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비행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327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인성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 중 설문지 작성이 미비한 27명을 제외한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피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피로를 스

트레스 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2%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 다. 최종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

심, 규칙적 운동,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피로이었으며 스트레스를 46.9% 설

명해 주었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공군 조종사로서 이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호전성, 

시간의 긴박성,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A형 행동유형이 높은 사람일

수록 이 조직의 업무 내용과 친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는 B형의 사람들이 A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자

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개인적 손실, 흡연, 알코올 음용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의 노

출 등이 증가하며 높은 자기 존중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에 대

한 만족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urst 등, 1997). 이런 결

과는 자기 존중심이 심리학적․정신적 건강에서 대응자원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행위나 결과를 완화시키기 때문이다(DeLogins 등, 1988; Egan과 Perry, 1998; 

Murrell 등,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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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군에 비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수록 스트레스가 낮

다는 Hassmen 등(2000)의 연구와 일치하 다. 이런 결과는 운동이 육체적인 이익

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감소시키고(Byrne과 Byrne, 

1993; Buchman 등, 1991; Cameron과 Hudson, 1986; Folkins와 Sime, 1981; Klein 

등, 1985), 긍정적인 기분으로 변화시키는 (Fremont와 Craighead, 1987; Thirlaway

와 Benton, 1992; Tucker, 1987) 등 정신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장세진 등, 1997; Cohen과 Wills, 1985; House, 1981)와 일치하 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보다는 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well-being)과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ohen과 Wills, 1985). 군 조종사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와 생활이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는 제한적인 양상을 띌 수밖에 없고 부

대내의 상관과 동료에게서 받는 지지의 역할이 클 것이다. 군 조종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의 불만족은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김종훈, 2000)이므로, 상관과 동료의 

적절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인간관계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부부

관계나 가족이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다

(Brown 등, 1987; Lin과 Ensel, 1984). 이는 대부분의 일과를 비행부대에서 보내는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지지체계이고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

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Karlins 등, 1989)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지만 스트레스와 직무요구도는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었다(p<0.1). 이는 스트레스가 직무요구와 개인이 보유한 

능력의 부조화에서 발행한다는 스트레스 이론(Sutherland와 Cooper, 1990)으로 설

명할 수 있으며, Yeung과 Tang(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특히, 군대라는 

전형적 계급문화와 장교로서의 역할수행은 임무완수라는 명제 앞에 할당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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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가 모형에 투입됨으로 인해 피로의 설명력을 4% 증

가시켰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최종적으로 피로와 관련성이 있는 변

수는 결혼 상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 스트레스로서 피로를 18.5%정도 설

명해 주었다.

미혼인 군이 기혼인 군보다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

과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정서적 도움이나 신뢰감을 주어 정서적 안녕 상태

에서 생활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김석환과 윤계수, 1998; Bültmann  

등, 2002). 이는 미혼인 조종사는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서 내의 독신숙소에서 생

활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없고 피로가 축적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수록(즉, B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일수

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피로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군에서 이들에게 요

구하는 직무의 특성이 성취동기가 강하거나 시간적 압박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간의 엄수와 완벽성을 

추구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족 지지도가 높을수록 통계학적으로 피로가 높았다. 이는 가족기능의 저하나 

가족간의 불화가 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원진숙 등, 1994; 

Bischoff 등, 1999)와 상이하 다. 이런 결과는 군 조종사의 생활형태로서 설명할 

수 있다. 군 조종사는 직무(비행임무) 우선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희

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족 지지도가 높은 경우 가족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배우자, 가족에게 헌신함으로써 직무에서 발생한 피로를 누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지지도와 피로에 대한 추후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지만 안전하다고 응답한 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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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군의 피로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57).

본 연구에서 피로와 스트레스의 상관성 계수는 0.21로 상관성이 낮았지만 피로

와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한 기존의 연구(김석환과 윤계수, 1998; Chen; 

1986; 김성현 등, 1992)와 일치하 다(p=0.0003). 회귀분석 결과 피로가 증가할 때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피로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01).

피로가 개념, 조작적 정의, 발생 원인에서 스트레스와 차이가 있는지 또는 피로

와 스트레스가 서로 중복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있어 왔다. Addington 등

(2001)은 정신적 장애가 피로의 기전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 다. 그러나, 

Bültmann 등(2002)은 스트레스와 피로 원인을 조사한 Maastricht Cohort Study에

서 정신 사회적 직무특성(psychosocial work characteristics), 생활 양식요인

(lifestyle factors)이 각각 상이하게 스트레스와 피로에 향을 준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 규칙적 운동,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으며, 결혼상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피로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피로의 관련 변수는 어느 정도 상이하 으며 Bültmann 등(2002)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면연구로 실시하 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제시할 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의 계급적 분포가 중하향으로 구성되어서 중령이상 고 

계급자의 특성을 반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 특성요인을 전체 조종사의 관련요인

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직무 수행 중 사

고나 재해 경험 외의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파악하지는 못하 다.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제 특성요인을 기

초로 하여 추후 세부적인 연구나 스트레스․피로 감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의 연구는 스트레스․피로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전향적(longitudinal) 연구 설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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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들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비행부대에서 조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종사 30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인성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와 제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별로는 연령과 계급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았고, 독거인 경우가 동거에 비해 스트레스가 통계학적으

로 높았다. 인성적 특성별로는 자기 존중심이 낮고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

지 않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높았다. 건강관련 행위 특성별로는 규칙적

인 운동과 규칙적인 명상을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높았다. 직무 

특성별로는 근무연수가 적을수록, 비행등급이 낮을수록, 실무자일수록, 1선근무를 

할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을

수록, 1년 이내의 사고나 재해 경험이 있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2. 피로와 제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 자율성과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피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직무 안전성

과 직무 안정성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높았다. 

3.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A형 행동 유형, 자기 존중심, 규

칙적 운동, 사회적 지지도, 가족 지지도, 피로이었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

지 않을수록, 자기 존중심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의 스트레스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 피로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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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은 없었지만,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 다(p<0.1). 

4. 피로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로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결혼 상태, A형 행동유형, 

가족 지지도, 스트레스이었다. 미혼인 군이 기혼인 군보다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며,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수록, 가족 지지도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도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지만 직무 안전성이 낮을수록 피로가 높은 경향을 

보 다(p<0.1).

결론적으로 공군 조종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A형 행동

유형, 자기 존중심을 앙양하고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지지를 제공하며 

규칙적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종사, 배우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

괄적 스트레스 및 피로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피로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추후의 연구는 스트레스 

및 피로 관련변수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전향적

(longitudinal) 연구 설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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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중인 하현욱입니다.

  본 설문지는 공군 장교(조종사)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

용되며 통계처리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자신의 피로

수준 및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으면 연구종료 후 개별적

으로 요청하시면, 평가와 함께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에는 정․오답이 없으며,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하현욱 (02-361-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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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만      세

 2. 계급 : □① 소위 □② 중위 □③ 대위 □④ 소령 □⑤ 중령 □⑤ 대령 

 3. 임관년도 : ___________ 년

 4. 다음은 비행관련 사항입니다.

  ▶ 4-1. 귀하의 총 비행시간은?  _____________시간 

  ▶ 4-2. 귀하의 기종은 무엇입니까?
 
    □① 전술기 □② 지원기 □③ 동승 

  ▶ 4-3. 귀하의 비행등급은 무엇입니까?

    □① 요기(CP)  □② 분대장(1/CP)  □③ 편대장(MP)  □④ 교관(IH)

  ▶ 4-4. 귀하가 현재 비행등급으로 비행한 기간은? ______년_____개월

5. 귀하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1선근무(표평실포함)       □② 2선근무

  

6. 현 부대(대대)로 전입 후 근무 기간은? ______년_______개월 

7. 다음중 귀하의 직무위치는(Job Position) 무엇입니까?

    □① 실무책임자(편대원)   □② 중간관리자   □③ 의사결정자(지휘관리자)

8.  현 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______년______개월  

9.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가톨릭 □③ 불교  □④ 기타   □⑤ 무교 

10.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 10-1. 귀하의 동거형태는?  □① 독거  □② 동거
  
11. 흡연상태 : □① 흡연  □② 비흡연  □③ 과거흡연(피우다가 현재 금연)

12. 음주상태 : □① 마신다     □② 안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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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의 일일 평균 수면시간은? ______시간 _______분 

   ▶ 13-1. 귀하의 일일 낮잠시간은(없을경우 '0'으로 표시)? ___시간___분

   ▶ 13-2. 낮잠을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다음날의 근무에 영향(피로)을 주
지 않는 귀하의  수면시간은?   _____시간 _______분

14. 지난 일년간(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으신 적이 있
으십니까 (정기 신체검사/건강 검진은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 14-1.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년간 총 외래 방문 횟수는?    회

15. 지난 일년간(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
까?  

    □① 있다             □② 없다
  
   ▶ 15-1.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년간 총 입원 일수는?   일
  
16. 지난 일년동안(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몸이 불편해서 결근하신 날은 

몇 일입니까? (집안 일로 인한 결근이나 휴가는 제외, 없는 경우 '0' 으로 기입)   
        일

17. 하루에 커피를 평균 몇 잔정도 드십니까?(안 마시는 경우 '0'으로기입) 
        잔

18.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① 현재 정기적으로 복용  □②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복용 
    □③ 복용해본 적 없음

19. 현재 귀하께서 질병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
용하거나 주사받고 계십니까? (예:고혈압약, 비타민 등)

    □① 예 (약물이름 :             )         □② 아니오

20. 현재 규칙적인 운동(20-30분 동안의 주 2-3회 이상의 운동; 예: 등산, 
조깅, 헬스클럽 등)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현재 규칙적인 요가나 단전호흡, 명상등을 주 몇 회 하고 계십니까?

    □① 0      □② 1-2회/주    □③ 3-4회/주     □④ 5회/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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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업의 안정성(stablity)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안정하다                   □② 불안정한 편이다 
    □③ 안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안정적이다

23. 직업의 안전성(safety)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안전하다                   □② 불안전한 편이다 
    □③ 안전적인 편이다                  □④ 매우 안전적이다

24. 지난 일년동안(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중사고) 나 재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4-1.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사고(중사고)에서 귀하의 소속은?    
 

          □① 사고 당사자   □② 해당 대대/부서원 
  □③ 해당 부대원   □④ 다른 부대원

25. 새로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일을 다시 할 마음이 있습니까?
  
    □① 주저없이 하겠다                  □② 생각을 좀 해보겠다
    □③ 절대로 안한다

26. 친구에게 귀하의 일을 권하겠습니까?

    □① 말리겠다                         □② 반반이다
    □③ 적극 권하겠다     

27. 대체로 귀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다음은 하루 일과 후의  귀하의 느낌과 평상시 무엇인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시 귀하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시간에 대한 압박(시간 부족, 시간에 대한 강박 등)을 많이 느꼈다. 

2. 일이 일과 시간 후에도 머리 속에 남아 있어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을 생각해야만 했다.

3. 일이 나의 능력이나 힘의 한계점(수준)까지 이르러 힘든 적이 자주 있었다.

4. 내가 “일을 과연 잘 수행했을까?”에 대한 불확실함, 불편함, 그리고 불만족

스러움을 종종 느꼈다.

5. 평상시 무엇인가를(사람이나 사물) 기다려야만 할 때 화가 난다(기분이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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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수행하는 일(직무)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나의 일(직무)은 매우 시간적 여유 없이 빡빡하게 수행된다.

 3.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4. 내가 일(직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6.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권한)이 나에겐 거의 없다.

 8. 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
권을 많이 갖고 있다.

 9. 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
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다.

11. 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 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3.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4.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 준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4. 나의 상사는 서로 협력하여 일이 잘 진행되게끔 이끌어 간다.

 5. 나의 동료들은 각 분야에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6.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호의)을 갖고 있다.

 7. 나의 동료들은 친절하다.

 8.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 가정에서 배우자(미혼인 경우 ‘가족’)의 지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

이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일이 쉽고 즐거운 것이 되도록 많은 도움(힘)을 준다. 1 2 3 4 5

 2. 나는 아내(가족)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다. 1 2 3 4 5

 3. 일이 고달프고 힘들 때 많은 의지를 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의 아내(가족)는 내 개인적 고민을 잘 들어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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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일에 대해 의욕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다. 

 2.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3. 보스(우두머리)노릇이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4. 다방면에 걸쳐 뛰어나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다.

 5. 식사를 빠르게 한다.

 6. 전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7. 이따금씩 나는 전혀 쓸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8. 내가 나 스스로를 더욱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

 9. 매사에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0. 나는 최소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느낀다. 

※ 다음 질문은 귀하의 피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느끼셨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1. 나는 피로하면 나른해지고 졸림을 느낀다. 1 2 3 4 5 6 7

 2. 나는 피로할 때 인내심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3. 나는 피로하면 일할 의욕이 나질 않는다. 1 2 3 4 5 6 7

 4. 나는 피로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5. 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해진다. 1 2 3 4 5 6 7

 6. 나는 더우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7.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8. 나는 우울해지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9. 나는 쉬고나야 피로가 풀린다 1 2 3 4 5 6 7

10. 나는 자고나야 피로가 풀린다. 1 2 3 4 5 6 7

11. 온도가 시원해지면 피로가 감소된다. 1 2 3 4 5 6 7

12. 기분좋은 일이 생기면 피로가 풀린다. 1 2 3 4 5 6 7

13. 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4. 피로로 인하여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15. 피로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1 2 3 4 5 6 7

16. 피로를 느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17. 피곤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18.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9. 피로는 나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증상이다. 1 2 3 4 5 6 7

20. 피로는 가장 심각한 3가지 증상 중의 하나이다 1 2 3 4 5 6 7

21. 피로는 일, 가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1 2 3 4 5 6 7

22. 나는 피곤하면 다른 증상들이 더욱 악화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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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최근 2주 동안 피로 수준은 평상시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① 평상시와 동일  □② 평상시보다 조금 높음  □③ 평상시보다 매우 높음

29. (위의 문항에서 ②와 ③으로 응답하신 분만) 현재의 피로 수준은 언제부터 
지속된 것입니까? 

   □① 2주미만        □② 2주-1개월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미만   □⑤ 6개월 이상

※ 아래의 질문은 최근 몇 주 동안에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물어본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4.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5.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6.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7.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
    다고 생각한다.

 9.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10.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11. 어떤 일을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12.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13.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14.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5.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6. 나 자신에 대해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8.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  빠짐없이 작성하셨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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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among Korean Air Force pilots

Hyun Wook Ha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In military aviation, pilot's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are internal 

causal factors in Aircraft mishap. And they may affect adversely vigor, morale, 

job satisfaction, crew coordination and logical decision making.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among the Korean Air Force 

pilots. A total of 300 pilots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health-related behaviors, job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regular excercise, social support at work, spouse(family) support and fatigu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Individuals, who 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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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ve low type A behavior(type B behavior) pattern and low self-esteem, 

reported more psychological distress. No regular excercise group reported more 

psychological distress than regular excercise group. Individuals who perceived 

low social support at work, low spouse(family) support and high fatigue 

reported more psychological distress.

The levels of fatigu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rital status,  

type A behavior pattern, spouse(family)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Singles reported more fatigue than the married. Individuals who tend to have 

low type A behavior(type B behavior) pattern, high spouse(family) support and 

high psychological distress reported more fatigue.

In conclusion,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were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regular excercise, social support at 

work, spouse(family) support and fatigue.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tigue were marital status, type A behavior pattern, spouse(family)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to find out factor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in  Korean Air Force pilots. Certainly, these 

relating factors can be targeted in interventions, either on an individual or 

group level, to prevent or at least reduce the risk of develop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in  military aviation.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lucidat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health-related behaviors,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nd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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