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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

본 연구는 Lenz 등(1995)의 불쾌 증상이론을 토대로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

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

하고,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

구대상자는 8개의 공군부대에서 할당 표본추출 방법으로 모집한 공군 조종사로, 자료

수집은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회

수된 175명의 자료 중 스크리닝 탈락 33명(선정기준미달 32명, 중복응답 1명)의 자료

를 제외하고 총 1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38명(97.2%)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0.92±4.20세였으며, 30대 이상이 79명(55.6%)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1명(57.0%)

이었고 동거하는 경우가 73명(51.4%)이었으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좋음이라 응답한

경우가 86명(60.6%)이었다.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123명

(86.6%)이었고 현재 흡연자는 31명(21.8%), 현재 음주자는 115명(81.0%)이었으며, 104

명(73.2%)이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다.

2. 대상자의 계급은 대위 이하가 95명(66.9%)으로 나타났고 비행 기종은 전투기 70

명(49.3%), 수송기 36명(25.4%), 헬기 36명(25.4%)이었으며, 비행 자격은 교관

(Instructor) 51명(35.9%), 요기(Wingman) 36명(25.4%), 4기 리더(4-Wing Leader) 33

명(23.2%), 2기 리더(2-Wing Leader) 22명(15.5%) 순이었다. 평균 비행경력은

7.95±4.04년, 평균 총 비행시간은 1012.96±683.43시간, 월평균 비행 횟수는 11.3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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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월평균 당직 횟수는 3.79±2.78회, 일평균 지상 업무시간은 4.53±2.83시간, 일평균

비행시간은 1.40±0.54시간이었다. 조직에 피로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121명(85.2%), 주관적인 조종사 직업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100명(70.4%)이었다.

3. 대상자의 직업 피로는 133점 만점에 평균 96.06±14.62점이었고 직업 피로 하위영

역인 전반적 피로도는 56점 만점에 평균 36.35±7.83점, 일상생활 기능장애는 42점 만

점에 평균 33.39±4.96점, 상황적 피로는 35점 만점에 평균 26.32±4.34점이었다.

4.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21점 만점에 평균 6.06±2.14점이었고 절단 점수 5점을 초과

하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이 81명(57.0%)이었다. 수면의 질 하위영역인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평균 1.23±0.50점, 수면 잠복기는 중위수(사분위수범위) 13.75±20.00분, 총

수면시간은 평균 6.45±0.79시간, 평소의 수면 효율은 평균 91.34±8.08%, 수면 방해는

평균 4.99±3.56점, 지난 한 달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139명(97.9%),

주간 기능장애는 평균 2.07±1.35점이었다.

5. 대상자의 우울은 27점 만점에 평균 2.37±2.91점이었고 절단 점수 5점 이상인 우

울한 군이 28명(19.7%)이었으며, 대상자의 불안은 21점 만점에 평균 1.54±2.66점이었

고 절단 점수 5점 이상인 불안한 군이 17명(12.0%)이었다.

6.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39.77±11.30점이었고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물리환경은 평균 52.60±28.82점, 직무요구는 평균 45.74±19.66점, 직무자율

성 결여는 평균 48.88±18.96점, 관계갈등은 평균 35.54±22.82점, 직무불안정은 평균

20.21±19.80점, 조직체계는 평균 42.91±19.11점, 보상부적절은 평균 42.55±19.20점, 직장

문화는 평균 29.73±20.42점이었다.

7. 대상자의 직업 피로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t=2.342, p=.021), 주관적인 건강 상태

(t=-2.029, p=.044), 직업적 특성인 비행경력(F=4.172, p=.020)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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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0대 미만보다 30대 이상이,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보통이나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행경력이 많을수록 직업 피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의

질 하위영역 중 주관적인 수면의 질(r=.195, p=.021), 수면 잠복기(r=.247, p=.003), 수면

방해(r=.274, p=.001), 수면제 복용(r=.174, p=.040), 주간 기능장애(r=.328, p<.001), 우울

(r=.289, p=.001), 불안(r=.271, p=.001),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물리환경(r=.345,

p<.001), 직무요구(r=.220, p=.009), 조직체계(r=.219, p=.009), 직장문화(r=.172, p=.042)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상황적 요인인 주간 기능장애(β=.246, p=.012)와

심리적 요인인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β=.210, p=.024)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

났으며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를 18.6% 설명하였다. 이중에서도 상황적 요인인 주

간 기능장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직업 피

로 관련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 정책 마련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최종적으로 주간 기능장애가 심할수록, 물리

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직업 피로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구상과 제도적

정책 마련 시 상황적,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공군 조종사, 직업 피로, 수면의 질,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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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항공사고는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인명 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제적 항공사고 예방이 중요하여 인적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미 해

군 항공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항공사고의 약 60%에서 80%가 위험 행동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ppell & Wiegmann, 1996; Shappell et al.,

2007). 국내 발생 국적항공사고 현황에서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

균 10건의 항공 교통사고로 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인

적요인으로 인한 항공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0). 따라서, 인적요인과 관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한 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사의 최상의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항공

신체검사를 받고 비행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한다(국토교통부, 2020). 특히, 조종사는 비행 임무 특성

상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큰 직군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건강에 문제

가 있음을 자각하더라도 비행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신과 진료나 약

물 복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경향이 있다(권영환, 2016). 이에 따라 조종사

의 정신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관리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조종사는 비행 환경이라는 특수한 직업적 상황에 노출되어 신체·정신·기능적 긴장

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직업 피로를 불가피하게 경험한다. 조종사는 고도의 집중력

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비행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피로에 취약한 고위험 직군으로

구분된다(김종탁, 2010; 박경종 등, 2012).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2012년에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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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였으며 이후 2016년에 피로 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감독 매뉴얼을 통해 주로 수

면 문제와 비행시간 이후 휴식 보장 등을 강조해왔다(ICAO, 2020).

우리나라의 군사적 환경 속에서 공군 조종사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핵심 인

적 자원 중 하나이다. 공군 조종사는 군대라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적 조직사회

속에서 전쟁에 대비한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장시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군 조종사는 언제든 출격 가능한 임무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된 비행량 이행, 기량 평가 등의 지속적인 비행 훈련

을 반복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고도화된 전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는 공중에서 초고속, 고고도, 고 중력의 극한 환경 아래 복잡하면서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비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기 조종사는 악기상과 야간비행에 임

하고 있다(박경종 등, 2012). 이들의 직업 피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공

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공군 조종사 집단의 직업

피로를 높이는 요인을 파악하고 실무 개선을 위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종사 피로 관련 선행연구는 관련 요인 중 수면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Petrilli et al., 2006; Reis et al., 2016; 이현주, 2018). 조종사를 대상으로 피로를 조사

한 기존 연구가 일부 있으나,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Kim

& Choi, 2021; 이예지, 2014; 이현주, 2018; 하현욱, 2003). 유사 직군으로 소방공무원

(김광석 등, 2014; 이광성, 2021; 이현주, 2018), 간호사(김순영 등, 2012; 박안숙 등,

2013; 이명준 등, 2016), 기타 근로자(박승필 등, 2011; 이규선 등, 2011)를 대상으로 피

로 관련 선행연구가 지속되었으나, 주로 인구 사회적 특성, 직무스트레스나 사회 심리

적 요인과 피로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피로 관련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

는 드물었다. 피로는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등의 다면적 건강 문제와

상호 관련이 있으며 조종사의 피로는 직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Lenz 등(1995)의 불쾌 증상이론은 중범위 이론 중 하나로 임상에서의 증상 경험에

대한 증상의 다면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증상 관리를 강조한다.

이론은 간호 연구와 실무를 위한 현상 이해의 명료성을 제시하여 근거 기반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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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쾌 증상이론의 세 가지 관련 요인인 생리

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중 선행연구를 통해 피로와 유의한 관련 요인으

로 확인된 주요 변수들을 포함하여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 중재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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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고,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

련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

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 피로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공군 조종사의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직업 피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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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직업 피로

① 이론적 정의

피로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 활용 및 회복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체

적, 정신적 활동에 대한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Aaronson et

al., 1999).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로를 말하고 Schwartz 등(1993)이 개발

한 피로측정도구(Fatigue Assessment Instrument, FAI) 총 29문항을 장세진(2000)이

총 19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다차원피로측정도구(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피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수면의 질

① 이론적 정의

수면의 질이란 수면 기간, 수면 잠복기, 수면 중 각성 횟수와 같은 정량적인 면과

수면의 깊이, 수면 중 편안함과 같은 주관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Buysse et al., 1989).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Mapi Research Trust에서 제공하는 한

국어 양식 수면 상태 질문지(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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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① 이론적 정의

우울이란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에 명시된 우울 삽화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지속되며 이전 기능에 변화를 보이고 적어도

우울한 기분, 흥미 또는 즐거움을 잃는 두 가지 증상 중 한 가지를 포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pitzer 등(1999)이 개발한 우울증 건강설문-9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4) 불안

① 이론적 정의

불안이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막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72).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pitzer 등(2006)이 개발한 일반화된 불안장애 척도-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직무스트레스

① 이론적 정의

직무스트레스란 근로자의 자원, 능력, 요구와 직무요구가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

는 유해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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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alth, 1999, Roberts & Grubb, 2014에서 재인용, pp. 2-3).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 26문항으로 측정한 점수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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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 중 하

나이다. 피로는 극단적, 영구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권태, 허약함 또는 탈진을 느끼

거나(Dittner et al., 2004), 격심한 활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의

미한다(Evans & Lambert, 2007). Shen 등(2006)에 의하면, 피로는 압도적인 지침, 에

너지 부족,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상태로 우울증의 증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피로는 신체적, 정신

적, 인지적인 측면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종사가 경험하는 피로는 직업 피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

기구에서는 조종사의 피로를 수면 손실, 장시간 각성, 신체활동 일주기 초과,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활동 과부하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개인

의 주의력과 안전 관련 조작적 업무 수행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생리학적 상태로

정의한다(ICAO, 2020). 피로는 조종사의 인적 오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

인이며 생체리듬 불균형, 불규칙한 교대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해 가중되기도 한다

(Fuentes & Chung, 2020).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에서 2001

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총 182건의 주요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로가 주요 사

고의 20%, 이 중 항공사고의 23%에서 기여 가능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Marcus & Rosekind, 2017). 조종사들은 피로할 때 졸음, 인지 기능 장애, 정서 불쾌

감, 지루함 등의 주요 증상을 경험하며 이에 대해 에너지 재조정, 정신적인 철회, 동

료와의 의사소통, 커피 섭취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Petrie & Dawson, 1997).

따라서,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항공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만큼,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단거리 비행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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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피로가 높다고 보고한 대상자가 75%, 2년 전보다 피로가 심해졌다고 보고한 대상

자가 81%로 파악되었다(Jackson & Earl, 2006). 또한 Reis 등(2013)의 연구에서도 높

은 피로 수준을 경험하는 조종사 비율이 89.3%로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피로 평균 점수(MFS 평균 98.1±14.7점, 범위: 19∼133점)를 기준으로 높은 피로 수준

을 보고한 조종사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이현주, 2018), 최근 조종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피로군(Fatigue Severity Scale index, FSS≥3.2)의

비율이 6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Choi, 2021). 피로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인해

각 연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다수의 조종사 피로 수준이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군 조종사 대상 선행연구에서 피로군(FSS≥3.22)의 비율이 67.9%, 스스로 피로하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9%로 보고되었고(정휘수 등, 2005), 고고도 비행 조종사가

대조군 조종사보다 피로도와 사회심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상

섭, 정기영, 2006). 또한 공군 조종사의 피로 수준(MFS 평균 85.1±16.7점, 범위: 19∼

133점)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예지,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이 민간 조종사나 일반 직업군처럼 높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실

무를 개선하는 데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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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피로 관련 정신건강 요인

피로는 다면적 복합 개념으로 여러 공존증상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조사되어야 한

다. 그 중 대표적인 요인은 수면 장애로,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 문제는

조종사에게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면의 질은 피로와 유의한 관련

이 있으며, 항공 분야에서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에 중점

을 두고 조종사들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 기회 보장을 고려한 피로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ICAO, 2020).

Pellegrino 등(2019)의 연구에서는 1,200여 명의 조종사 중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속 5일 이상의 야간 교대근무, 근무 후 높은

회복 요구, 통근의 어려움, 불충분한 신체적 활동, 불충분한 휴일 수면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일 조종사 1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피로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Sieberichs & Kluge, 2016), van

Drongelen 등(2017)의 연구에서 502명의 조종사 중 29.5%가 피로군으로 분류되며 회

귀분석에서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OR=1.18, 95% CI=1.12-1.25), 수면 기간이 6시간 미

만일수록(OR=2.73, 95% CI=1.62-4.62),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일수록(OR=3.07, 95%

CI=1.67-5.64)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1,000여 명의 조

종사 중 28%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PSQI≥9) 군으로 분류되었고 수면의 질이 좋

지 않을수록(OR=1.44, 95% CI=1.29-1.61)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 Choi, 2021). 또한 Petrilli 등(2006)의 연구에서는 비행 이전 24시간의 수면시

간이 조종사의 주관적인 피로도와 평균 반응 속도 모두에 중요한 예측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Reis 등(2016)의 연구에서는 435명의 조종사 중 피로한 군이 90.6%, 수면

문제를 갖는 경우가 34.9%, 주간 졸음을 느끼는 경우가 59.3%로 나타났으며 비행 유

형(단·중거리, OR=2.95, 95% CI=1.45-5.98), 주간 졸음(OR=2.66, 95% CI=1.30-5.44),

야간 기간(OR=1.27, 95% CI=1.08-1.50), 수면 문제(OR=3.61, 95% CI=1.34-9.77)가 피

로에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민간 조종사 대상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수면 잠복기가 높을수록, 수면 방해가 심할수록, 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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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애가 심할수록 조종사의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수면의 질은 피로도에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이현주,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

은 조종사의 피로를 높이는 주요한 정신건강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울은 피로와 상호 관련성이 높은 증상 중 하나인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Ruggiero, 2003; Thorsteinsson et al., 2019). 항공 분야에서는 2015년 3월 우울증 병

력이 있던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조종사의 정신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고 한국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정신질환 안전 대책으로 2015년 12월부터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권영환, 2016). 조종사 우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연구에서 조종사 우울 유병률은 1.9%에서 12.6%의 범위

로 보고되고 있으며(Pasha & Stokes, 2018), 다국적 대규모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Wu 등(2016)의 연구에서 조종사의 우울 유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Cahill 등(2021)의 연구에서 1,000여 명의 조종사 중 PHQ-9 설문에 응답한 821

명의 40%에서 경한 우울감이 보고되었고 박소영 등(2014)의 공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OR=1.06, 95% CI=1.02-1.11) 피로 위험도가 높아져 두 요인 간 유

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현주(2018)의 연구에서 조종사의 피로 특성을 반영한

우울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불안과 피로를 함께 살펴본 연

구는 적으나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Servaes et al., 2007;

Thorsteinsson et al., 2019). 유럽 조종사 대상 연구에서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피로

감을 느끼는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OR=5.39, 95% CI=2.65-10.96)(O’Hagan et al., 2017). 즉, 불안은 조종사의 피로와 관

련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계 조사를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와 함께 다수의 연구에서 조사되어왔다(김광석 등, 2014; 김순

영 등, 2012; 박승필 등, 2011; 박안숙 등, 2013; 심미소, 2016; 이광성, 2021). 다른 직

업군에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조종사 또한 직

무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현주,

2018). 조종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중 비행 위험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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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승,

2019).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종사의 피로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

어 조종사의 피로 관련 요인 파악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한 정신건강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수면 문제와 피로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미 육군 헬기 조종사 2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 중 42.3%가

피로를 군 항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중 절반가량에서 충분

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lley et al., 2018). 또한 공군 조종사의

스트레스와 피로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어왔다(이채용 등, 1999). 이예지

(2014)의 연구에서는 상태 특성 불안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업무의 자율

성이 낮을수록 공군 조종사의 피로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정열(2014)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 피로가 공군 조종사의 비행안전에 유의한 경향

성을 보여 장기적으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로는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와 같

은 정신건강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공군 조종사의 실질적인 직업 피로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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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피로 관련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는 신체적·정신적·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Sadeghniiat-Haghighi & Yazdi, 2015). 특히,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개인의 건강 문

제와 더불어 비행 임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종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국외 연구에서는 단거리,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도의 차이를 확인하였

고 Bourgeois-Bougrine 등(2003)의 프랑스 조종사 대상 연구에서 비행거리 유형에 따

른 피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비행거리 유형 모두에서 근무시간

이 많을수록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s 등(2016)의 포르투갈

조종사 대상 연구에서는 단거리 비행 시, 근무시간, 비행시간, 비행구간, 조기 출발, 야

간비행이 많을수록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조종

사의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일수록, 총 비행시간이 10,000시간 미만일수록, 기장보다

부기장에서, 대형항공사보다 저비용항공사에서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현

주, 2018). 최근 연구에서도 피로군이 정상군보다 평균 근무경력이 짧으며 새벽 시간

대에 출발하는 비행, 심야시간대에 출발하는 비행, 생체리듬 저하 시간대에 출발하는

비행, 평균 주간 비행시간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야시간대에 출발하는

비행이 많을수록(OR=1.25, 95% CI=1.06-1.46), 평균 주간 비행시간이 많을수록

(OR=1.02, 95% CI=1.00-1.03) 피로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Choi, 2021). 또한 문헌고찰과 조종사 인터뷰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비행 방향, 비행

요원 스케줄링, 파트너십, 항공기 환경, 업무 배정, 윤리적 차이, 호텔 환경 등 7가지

요인이 피로의 신체적·정신적 저하, 휴식 결핍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Lee & Kim, 2018). 정휘수 등(2005)의 연구에서 공군 조종사들은 총 비행시간,

주기종 비행시간이 많을수록 덜 피로하고 비행계획 준비시간이 길수록 더욱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예지(2014)의 연구에서는 총 비행시간이 길수록, 조종사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피로 수준이 높게 나타나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 14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이들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관계 파

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

준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직업적 특성을 함께 반영한 추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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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쾌 증상이론 기반 직업 피로 연구 흐름

불쾌 증상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검색

한 결과, 국내 연구는 폐암 환자(김금순 등, 2013), 간경변증 환자(김지숙, 서영숙,

2015), 혈액투석 환자(최은영 등, 2019), 불면증 환자(한은경, 2016), 중년 여성(Kim et

al., 2020; 최성미 등, 2015; 한은경, 2018) 등이 겪는 증상 경험에 대해 불쾌 증상이론

을 바탕으로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거나 건강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또한 국외 연구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유 성인의 증상부담(Chukwurah et

al., 2020), 80대와 100세 노인의 피로(Cho et al., 2012), 관상동맥 심질환 환자의 피로

(Eckhardt et al., 2014) 등에 대해 조사되고 있다. 불쾌 증상이론을 토대로 일반 성인

의 피로 증상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는데, 일반 성인(18∼35세) 40명을 대상

으로 피로 증상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요인(우울, 상태불안), 상황적 요인

(수면의 질, 수면의 양)이 피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Corwin et al., 2002).

대부분의 불쾌 증상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복잡한 증상을 동반하는 암 환자나

중증도가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Lenz 등(1997)의 개정된 불쾌 증상이론 기틀

을 토대로 세 가지 영향요인, 증상 경험, 건강기능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

다. 또한 불쾌 증상이론을 바탕으로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암 환자나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과 증상양

상이 다르고 기능적·인지적·신체적 수행 변화 파악이 제한되므로 Lenz 등(1995)의 불

쾌 증상이론을 기틀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이론의 확대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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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 개념적 기틀은 Lenz 등(1995)의 불쾌 증상이론(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을 기반으로 하였다. 위 이론에서 피로는 생리학적, 심리적 및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피로에 영향

을 주어 결국 대상자의 기능적 상태, 인지적 기능 및 신체적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한다(Lenz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불쾌 증상이론을 참고하

여 생리학적 요인에 일반적 특성, 심리적 요인에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상황적 요

인에 직업적 특성, 수면의 질을 변수로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Physiologic

factors

· General characteristics
- Age, sex,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
-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care or

counseling experience/intent, current
smoking, current drinking, regular exercise

Psychologic

factors

· Depression
· Anxiety
·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fatigue

Situational

factors

·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 Rank, vehicle type, flight qualification,

flight experience, total flight time (hour),
average number of flights per month,

average number of times on duty per

month, average ground duty time per
day (hour), average flight time per

day (hour), fatigue report system

- Job satisfaction
· Sleep quality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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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고,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며 대상자 모집을 위해 8개의 공군부

대에 대하여 할당 표본추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4개의 공군부대(전투기 운용, 4개 지역)에서 약 87명, 2개의 공군부대(수송기 운용,

2개 지역)에서 약 45명, 2개의 공군부대(헬기 운용, 2개 지역)에서 약 43명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과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현재 공군에서 조종사로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군인

②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자

③ 한글을 읽고 설문 이해가 가능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① 비행 훈련 또는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 과정 중인 조종사

② 최근 1년 이내 비행 경험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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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표본의 크기는 표본 크기 계산 프로그램 G*power program(3.1 version)을 이용하

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양측검정, 유의수준 5%, 효과크기 0.15(Cohen,

1992), 검정력 80%로 설정하고 예측되는 독립변수를 15개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139

명이 필요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경우,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참여 현황과 응

답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응답 등 탈락률 20%(조동기, 2000)를 고려하여

175명을 목표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175명의 자료 중 스크리닝 탈락 33명

(선정기준미달 32명, 중복응답 1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어(18.9%) 총 142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최소한의 대상자 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차원피로측정도구 19문항, 수면의 질 도

구 24문항, 우울 도구 10문항, 불안 도구 7문항,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

형 26문항, 일반적 특성 10문항, 직업적 특성 11문항의 총 10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부록 1>.

1) 직업 피로(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직업 피로는 Schwartz 등(1993)이 개발하고 신뢰도, 타당도, 민감도가 검증된 피로

측정도구(FAI) 총 29문항을 장세진(2000)이 총 19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한국어로 번안

한 다차원피로측정도구(MF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차원피로측정도구(MFS)는

지난 2주 동안의 피로 수준에 대하여 전반적 피로도 8문항, 일상생활기능장애 6문항,

상황적 피로 5문항의 총 19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

지의 7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범위: 19∼133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장세진(2000)의 연구에서 다차원

피로측정도구(MFS) 총 19문항에 대한 Cronbach’s ⍺값은 .88이었고, 공군 조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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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시행한 이예지(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전반적 피로도 .79, 일

상생활기능장애 .75, 상황적 피로 .8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전체 .89, 전반적 피로도 .84, 일상생활기능장애 .84, 상황적 피로 .64였다.

2) 수면의 질(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수면의 질은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Mapi Research Trust에서 제공하는 한국

어 양식 수면 상태 질문지(PSQ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 상

태에 대해 응답하며 구성 항목은 총 24문항으로 19문항의 자체 평가 질문과 임상 정

보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PSQI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침대 파트너 또는 룸메이

트가 평가하는 5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혀 어려움이 없다’ 0점, ‘약간 어려움이 있

다’ 1점, ‘비교적 어려움이 있다’ 2점, ‘아주 어려움이 있다’ 3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수면의 질 점수는 7개 하위영역(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시간,

평소의 수면 효율, 수면 방해, 수면제 사용, 주간 기능장애)의 점수를 합산하여 구한다

(범위: 0∼21점).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Buysse 등

(1989)은 절단 점수 5점을 초과할 경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개발 당시에 이 도구의 Cronbach’s ⍺값은 .83, 민간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현

주(2018)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71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56이었다.

3) 우울(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은 Spitzer 등(1999)이 개발한 우울증 건강설문-9 (PHQ-9)을 Park 등(2010)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에 대

하여 총 10문항으로 10번 문항은 진단을 위한 추가 질문으로 총점에 포함되지 않는

다. ‘없음’ 0점, ‘2일-6일’ 1점, ‘7일-12일’ 2점, ‘거의 매일’ 3점의 4점 Likert scale로 응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 총합은 0점에서 27점으로 5점을 절단 점수로 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2010)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s ⍺값은 .84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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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불안은 Spitzer 등(2006)이 개발한 일반화된 불안장애 척도-7 (GAD-7)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불안 증상에 대하여 총 7문항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0점,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1점, ‘2주 중 절반 이상 방해 받았다’ 2점,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3점의 4점 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 총합은

0점에서 21점으로 5점을 절단 점수로 하여 총점이 5점 이상일 때 불안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이 도구의 Cronbach’s ⍺는 .9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9였다.

5) 직무스트레스(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24문항에 물리적인 환경 요인 2문항을 추가한 26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이현주,

2018).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 26문항은 물리환경 2문항,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역산하여 평가한

다. 장세진 등(2005)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 ⍺값은 물리환경 .56, 직무요구

.71, 직무자율성 결여 .66, 관계갈등 .67, 직무불안정, .61, 조직체계 .82, 보상부적절 .76,

직장문화 .51이었으며, 민간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현주(2018)의 연구에서

Cronbach’ ⍺값은 물리환경 .61, 직무요구 .77, 직무자율성 결여 .69, 관계갈등 .62, 직

무불안정 .75, 조직체계 & 보상부적절 .76, 직장문화 .66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전체 .82, 물리환경 .78, 직무요구 .64, 직무자율성 결여 .63, 관계갈

등 .86, 직무불안정 .39, 조직체계 .80, 보상부적절 .74, 직장문화 .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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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식 1과 같이 8개 영역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다음, 식 2와 같이 직무스

트레스 총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식 1: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 점수 – 문항 수)/(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

항 수) X 100

• 식 2: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 환산점수의 총합)/8

6) 일반적 특성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직업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 형태와 건강 관련 특성인 주관적인 건강 상

태,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담 경험,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담 의향,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규칙적인 운동 여부의 총 10항목으로 구성하였다.

7) 직업적 특성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직업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자의 계

급, 비행 기종, 비행 자격, 비행경력, 총 비행시간, 월평균 비행 횟수, 월평균 당직 횟

수, 일평균 지상 업무시간, 일평균 비행시간, 피로 보고 절차 유무, 주관적인 조종사

직업 만족도의 총 11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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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소속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과제승인번호 4-2021-0936)을 받은 후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로 인해 외부인의 부대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

이 설문 참여가 가능하며 실험자 효과 등의 타당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다<부록 2>. 설문지에 대한 군 보안성 검토 승인에 이어 설문조사

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사전 구두 협조를 완료한 8개의 공군부대에 설명문 및 동의

서, 모집 공고문을 첨부하여 설문 참여 협조를 위한 공문을 의뢰하였다. Google

Survey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는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

참여 방법(URL 링크 및 설문 QR코드 접속)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담당자가 해당 부대 간호장교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구

대상자 설문 참여 협조를 구한 후, 간호장교가 비행대대 행정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행정담당자를 통해 연구대상자 연락처로 설문 참여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에 동의한 공군 비행단 휴게실에 연구 목적, 연구 참여 기준, 연구 절

차 및 방법, 연구의 이익과 위험, 자발적 연구 참여 중단,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 설명문과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게시를 협조하여 연구대

상자의 연구 참여 유도와 설문 참여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향이 있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부록 3>.

또한 연구담당자가 인트라넷 메일 또는 연락처(부대 인트라넷 체계에 개인정보 공

개한 경우)를 이용하여 설문 참여를 독려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제한되어 첫 화면에 연구대상자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예,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고 중복 참여 응답은 휴대폰 정보로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선별 질문을 제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설문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며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휴대폰 정보는 답례품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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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수면의 질, 우울, 불안 및 직무스트

레스는 평균(표준편차), 중위수(사분위수범위), 빈도(백분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 피로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은 필요시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직업 피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4) 대상자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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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

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과제승인번호 4-2021-0936)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는 동의를 구하고, 반드시 사전 동의

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설문 종

료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였으며 설문에 필

요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

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철회 혹은 중지 의사(설문 참여 웹사이트 종

료 등)를 밝힌 경우, 해당 설문은 즉시 폐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군인

신분으로 인한 조직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설문조사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 기관에 설문조사 협조 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를 위한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이중 암호가 설정된 연구자의 컴

퓨터에 저장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코딩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하

여 연구 책임자 이외의 접근은 제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3년간 보관한

뒤에는 영구적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연구의 시작과 종료 시 군의 보안성 검토를 받

았으나 연구의 수행과 결과 보고 과정은 과학적 윤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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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42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자의 성별은 남성이 138명(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0.92±4.20세

였으며, 30대 이상이 79명(55.6%), 30대 미만이 63명(44.4%)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1명(57.0%)이었고 동거하는 경우가 73명(51.4%)이었으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좋음

이라 응답한 경우가 86명(60.6%),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56명(39.4%)이

었다.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123명(86.6%),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담 의향이 없는 경우가 121명(85.2%)이었다. 대상자 중 현재 흡연자는 31명

(21.8%), 현재 음주자는 115명(81.0%)이었으며 104명(73.2%)이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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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Sex Male 138(97.2)
-

Female 4(2.8)

Age (year) <30 63(44.4)
30.92±4.20

≥30 79(55.6)

Marital status Unmarried 61(43.0)
-

Married 81(57.0)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69(48.6)
-

Living with others 73(51.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86(60.6)
-

Moderate / Poor 56(39.4)

Healthcare / counseling experience Yes 19(13.4)
-

No 123(86.6)

Healthcare / counseling intent Yes 21(14.8)
-

No 121(85.2)

Current smoking Yes 31(21.8)
-

No 111(78.2)

Current drinking Yes 115(81.0)
-

No 27(19.0)

Regular exercise Yes 104(73.2)
-

No 3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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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계급은 대

위 이하가 95명(66.9%), 소령이 40명(28.2%), 중령 이상이 7명(4.9%)으로 나타났고 비

행 기종은 전투기 70명(49.3%), 수송기 36명(25.4%), 헬기 36명(25.4%)이었으며, 비행

자격은 교관(Instructor) 51명(35.9%), 요기(Wingman) 36명(25.4%), 4기 리더(4-Wing

leader) 33명(23.2%), 2기 리더(2-Wing leader) 22명(15.5%) 순이었다1). 평균 비행경력

은 7.95±4.04년이었고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이 74명(52.1%), 10년 이상이 42명

(29.6%), 5년 미만이 25명(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총 비행시간은

1012.96±683.43시간이었고 1,000시간 이상이 64명(45.1%), 500시간 이상부터 1,000시간

미만이 48명(33.8%), 500시간 미만이 30명(21.1%)이었다. 월평균 비행 횟수는

11.37±4.29회이었고 12회 이상이 77명(54.2%), 12회 미만이 64명(45.1%)이었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3.79±2.78회이었고 3회 이상이 81명(57.0%), 3회 미만이 59명(41.5%)이었

다. 일평균 지상 업무시간은 4.53±2.83시간이었고 4시간 이상이 77명(54.2%), 4시간 미

만이 65명(45.8%)이었다. 일평균 비행시간은 1.40±0.54시간이었고 2시간 미만이 104명

(73.2%), 2시간 이상이 37명(26.1%)이었다. 비행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

로하다고 느낄 때, 조직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1명(85.2%), 없다

고 응답한 경우가 21명(14.8%)이었으며, 주관적인 조종사 직업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

우가 100명(70.4%), 보통으로 생각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42명(29.6%)이었다.

1) 비행 자격은 일정 비행시간을 충족하고 승급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인정받은 조종사로 
요기(Wingman), 2기 리더(2-Wing leader), 4기 리더(4-Wing leader), 교관(Instructor)으로 
나뉜다(공군작전사령부, 2020; 최정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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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k Captain or below 95(66.9)

-
Major 40(28.2)
Lieutenant colonel or

above
7(4.9)

Vehicle type Fighter 70(49.3)
-Cargo 36(25.4)

Helicopter 36(25.4)

Flight qualification Wingman 36(25.4)

-
2-Wing leader 22(15.5)
4-Wing leader 33(23.2)
Instructor 51(35.9)

Flight experience (year)a <5 25(17.6)
7.95±4.045≤∼<10 74(52.1)

≥10 42(29.6)

Total flight time (hour) <500 30(21.1)
1012.96±683.43500≤∼<1,000 48(33.8)

≥1,000 64(45.1)

Average number of flights
per montha

<12 64(45.1)
11.37±4.29

≥12 77(54.2)

Average number of times
on duty per montha

<3 59(41.5)
3.79±2.78

≥3 81(57.0)

Average ground duty time

per day (hour)

<4 65(45.8)
4.53±2.83

≥4 77(54.2)

Average flight time per day

(hour)a
<2 104(73.2)

1.40±0.54
≥2 37(26.1)

Fatigue report system Yes 121(85.2)
-

No 21(14.8)

Job satisfaction Satisfied 100(70.4)
-

Moderate / Dissatisfied 42(29.6)

Note.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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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업 피로, 수면의 질, 우울, 불안 및 직무스트레스

1) 대상자의 직업 피로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업 피로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직업 피로는 총

1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직업 피로는 평

균 96.06±14.62점(범위: 44∼130점)이었고 직업 피로의 하위영역 중 전반적 피로도는

평균 36.35±7.83점(범위: 12∼55점), 일상생활 기능장애는 평균 33.39±4.96점(범위: 16∼

42점), 상황적 피로는 평균 26.32±4.34점(범위: 14∼35점)이었다. 전체 문항 중 ‘나는

피로하면 나른해지고 졸림을 느낀다.’ 문항이 평균 5.88±0.97점으로 가장 높았고 ‘피로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문항이 평균 3.18±1.44점으로 가장 낮았다<부록 4>.

Table 3. Occupational fatigue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SD Min-Max

Total MFS 19-133 96.06±14.62 44-130

Global fatigue 8-56 36.35±7.83 12-55
Daily dysfunction 6-42 33.39±4.96 16-42
Situational fatigue 5-35 26.32±4.34 14-35

Note. MFS=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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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수면의 질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면의 질 수준은 <Table 4>와 같다. 수면의 질은 19

문항의 자체 평가 질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

상자의 수면의 질은 평균 6.06±2.14점(범위: 2∼14점)이었고 Buysse 등(1989)이 제시

한 절단 점수 5점을 기준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이 81명(57.0%), 수면의 질이

좋은 군이 60명(42.3%)이었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평균 1.23±0.50점(범위: 0∼3점)

이었고 수면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102명(71.8%)으로 다수를 차지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에 대하여 왜도 절대값 3, 첨도 절대값 10을 초과하는 경

우, 정규성 가정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05). 이에 따라 수면 잠복기에

대해 정규성 가정을 벗어나 중위수(사분위수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수면 잠복기는 중

위수(사분위수범위) 13.75±20.00분(범위: 1∼120분)이었고 15분 이하가 86명(60.6%), 15

분 초과가 56명(39.4%)이었다. 대상자의 총 수면시간은 평균 6.45±0.79시간(범위: 4∼8

시간)이었고 7시간 이하가 128명(90.1%), 7시간 초과가 14명(9.9%)이었다. 평소의 수

면 효율은 평균 91.34±8.08%(범위: 57∼120%)이었고 85% 이상이 121명(85.2%), 85%

미만이 20명(14.1%)이었다. 수면 방해는 평균 4.99±3.56점(범위: 0∼19점)이었고 세부

문항으로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깬 경우가 114명(80.3%),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야 했

던 경우가 94명(66.2%),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었던 경우가 25명(17.6%), 기침이나

시끄럽게 코를 골았던 경우가 56명(39.4%), 너무 춥다고 느꼈던 경우가 33명(23.2%),

너무 덥다고 느꼈던 경우가 63명(44.4%), 나쁜 꿈을 꾸었던 경우가 49명(34.5%), 통증

이 있었던 경우가 19명(13.4%),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던 경우가 26명(18.3%)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139명(97.9%)으로 다수를 차지하

였고 주간 기능장애는 평균 2.07±1.35점(범위: 0∼6점)이었으며, 세부 문항으로는 운전,

식사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졸음을 느꼈던 경우가 113명(79.6%), 일에 열중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95명(6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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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leep quality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otal PSQI scorea Good sleepers (≤5) 60(42.3)
6.06±2.14

Poor sleepers (>5) 81(57.0)

Subjective sleep quality Very good (0) 4(2.8)

1.23±0.50
Fairly good (1) 102(71.8)
Fairly bad (2) 35(24.6)
Very bad (3) 1(0.7)

Sleep latency (minute) ≤15 86(60.6)
13.75±20.00†

>15 56(39.4)

Sleep duration (hour) >7 14(9.9)
6.45±0.79

≤7 128(90.1)

Habitual sleep efficiency (%)a ≥85 121(85.2)
91.34±8.08

<85 20(14.1)

Sleep disturbance 0-27 - 4.99±3.56
Trouble sleeping because of

waking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or early morning

None 28(19.7)

-

<1 per week 50(35.2)
1 or 2 per week 47(33.1)
≥3 per week 17(12.0)

Trouble sleeping because of

getting up to use the bathroom

None 48(33.8)
<1 per week 60(42.3)
1 or 2 per week 25(17.6)
≥3 per week 9(6.3)

Trouble sleeping because of

inability to breath comfortably

None 117(82.4)
<1 per week 21(14.8)
1 or 2 per week 2(1.4)
≥3 per week 2(1.4)

Trouble sleeping because of

cough or snoring loudly

None 86(60.6)
<1 per week 33(23.2)
1 or 2 per week 17(12.0)
≥3 per week 6(4.2)

Note. PSQI=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Median±Interquartile range; Sleep efficiency (%) = (Number of

hours slept / Number of hours spent in bed)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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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leep quality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N=14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rouble sleeping because of

feeling too cold

None 109(76.8)

-

<1 per week 27(19.0)
1 or 2 per week 5(3.5)
≥3 per week 1(0.7)

Trouble sleeping because of

feeling too hot

None 79(55.6)
<1 per week 41(28.9)
1 or 2 per week 21(14.8)
≥3 per week 1(0.7)

Trouble sleeping because of bad

dreams

None 93(65.5)
<1 per week 39(27.5)
1 or 2 per week 9(6.3)
≥3 per week 1(0.7)

Trouble sleeping because of pain None 123(86.6)
<1 per week 16(11.3)
1 or 2 per week 2(1.4)
≥3 per week 1(0.7)

Trouble sleeping because of other

reasons

None 116(81.7)
<1 per week 8(5.6)
1 or 2 per week 10(7.1)
≥3 per week 8(5.6)

Use of sleeping medication Yes 3(2.1)
-

No 139(97.9)

Daytime dysfunction 0-6 2.07±1.35
Trouble staying awake while

driving, eating meals, or

engaging in social activity

None 29(20.4)

-

<1 per week 56(39.4)
1 or 2 per week 44(31.0)
≥3 per week 13(9.2)

Problem keeping up enough

enthusiasm to get things done

None 47(33.1)
Very slight 80(56.3)
Somewhat 14(9.9)
Very big 1(0.7)

Note. PSQI=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Median±Interquartile range; Sleep efficiency (%) = (Number of

hours slept / Number of hours spent in bed)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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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우울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Table 5>와 같다. 우울은 9문항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2.37±2.91점(범위:

0∼14점)이었고 절단 점수 5점을 기준으로 우울하지 않은 군이 114명(80.3%), 우울한

군이 28명(19.7%)이었다. 우울 문항 중 5번, 7번, 8번, 9번 문항은 정규성 가정을 벗어

나 중위수(사분위수범위)를 확인하였다. 우울 문항 중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문항

이 평균 0.61±0.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문항,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문항,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문

항,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문항이 각각

중위수 0점으로 가장 낮았다<부록 5>.

Table 5. Depress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Possible
range n(%) Mean±SD Min-Max

Total PHQ-9 0-27 - 2.37±2.91 0-14

Not depressed (<5) 0-4 114(80.3) 1.18±1.31 0-4
Depression (≥5) 5-27 28(19.7) 7.21±2.59 5-14

Note. PHQ-9=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34 -

4) 대상자의 불안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불안 수준은 <Table 6>과 같다. 불안은 7문항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불안은 평균 1.54±2.66점(범위: 0

∼14점)이었고 절단 점수 5점을 기준으로 불안하지 않은 군이 125명(88.0%), 불안한

군이 17명(12.0%)이었다. 불안 문항 중 정규성 가정을 벗어난 4번, 5번, 7번 문항은 중

위수(사분위수범위)를 확인하였다. 불안 문항 중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문항이 평균 0.39±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문항,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문항,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

렵게 느껴진다.’ 문항이 각각 중위수 0점으로 가장 낮았다<부록 6>.

Table 6. Anxiety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Possible
range n(%) Mean±SD Min-Max

Total GAD-7 0-21 - 1.54±2.66 0-14

Not anxious (<5) 0-4 125(88.0) 0.68±1.03 0-4
Anxiety (≥5) 5-21 17(12.0) 7.82±2.51 5-14

Note.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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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Table 7>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39.77±11.30점(범위: 11∼74점)이었고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물리환경은 평균

52.60±28.82점(범위: 0∼100점), 직무요구는 평균 45.74±19.66점(범위: 8∼92점), 직무자

율성 결여는 평균 48.88±18.96점(범위: 0∼100점), 관계갈등은 평균 35.54±22.82점(범위:

0∼100점), 직무불안정은 평균 20.21±19.80점(범위: 0∼67점), 조직체계는 평균

42.91±19.11점(범위: 0∼100점), 보상부적절은 평균 42.55±19.20점(범위: 0∼100점), 직

장문화는 평균 29.73±20.42점(범위: 0∼100점)이었다.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을 100점

환산점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리환경이 평균 52.60±28.82점(범위: 0∼100점)으로 가

장 높았고 직무불안정이 평균 20.21±19.80점(범위: 0∼67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7. Occupational stress of the study participants (N=142)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SD Min-Max

Total KOSS-SF-26 scorea
0-100 39.77±11.30 11-74

Physical environmenta 0-100 52.60±28.82 0-100

Job demanda
0-100 45.74±19.66 8-92

Insufficient job controla 0-100 48.88±18.96 0-100

Interpersonal conflicta
0-100 35.54±22.82 0-100

Job insecuritya
0-100 20.21±19.80 0-67

Organizational systema
0-100 42.91±19.11 0-100

Lack of rewarda
0-100 42.55±19.20 0-100

Occupational climatea
0-100 29.73±20.42 0-100

Note. KOSS-SF=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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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 피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피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 피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업 피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주관적인

건강 상태였으며, 30대 미만보다 30대 이상의 직업 피로가 더 높고(t=2.342, p=.021),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보통이나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직업 피로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2.029, p=.044). 직업 피로 하위영역인 전반적 피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주관적인 건강 상태였으며, 30대 미만보다 30대 이상의 전반적 피

로도가 더 높고(t=2.475, p=.015),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보통이나 나쁘다고 응답한 대

상자의 전반적 피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37, p=.003). 직업 피로 하위

영역인 일상생활 기능장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이었고 30대 미만보다

30대 이상의 일상생활 기능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2.080, p=.039). 직업 피

로 하위영역인 상황적 피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

담 경험 여부였으며, 건강 상태 관련 진료나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상황적 피로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95, p=.014).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중 직업 피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비행경력이었으

며, 비행경력이 많을수록 직업 피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72, p=.020). 직

업 피로 하위영역인 전반적 피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피로 보고 절차 유

무, 주관적인 조종사 직업 만족도였고 비행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로하

다고 느낄 때, 조직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전반적 피로도가 더

높고(t=2.100, p=.038), 조종사 직업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대

상자일수록 전반적 피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74, p=.015). 직업 피로

하위영역인 일상생활 기능장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비행경력이었으며, 비행

경력이 많을수록 일상생활 기능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3.241, p=.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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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occupational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Sum of fatigue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 Situational fatigue

Mean±SD
t

(p)
Mean±SD

t

(p)
Mean±SD

t

(p)
Mean±SD

t

(p)

Sex Male 138(97.2) 96.18±14.60 -.596

(.552)

36.43±7.77 -.801

(.425)

33.34±4.98 .658

(.512)

26.41±4.35 -1.323

(.188)Female 4(2.8) 91.75±16.76 33.25±10.50 35.00±4.62 23.50±3.11

Age (year) <30 63(44.4) 92.89±14.57 2.342

(.021)

34.56±7.80 2.475

(.015)

32.43±4.81 2.080

(.039)

25.90±4.45 1.027

(.306)≥30 79(55.6) 98.58±14.25 37.77±7.61 34.15±4.98 26.66±4.25

Marital status Unmarried 61(43.0) 93.93±14.76 -1.508

(.134)

35.39±8.14 -1.259

(.210)

32.67±4.81 -1.497

(.137)

25.87±4.47 -1.084

(.280)Married 81(57.0) 97.65±14.40 37.06±7.57 33.93±5.04 26.67±4.24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69(48.6) 94.33±15.18

-1.370

(.173)

35.62±8.21
-1.068

(.287)

32.94±5.17
-1.040

(.300)

25.77±4.36
-1.489

(.139)Living with
others 73(51.4) 97.68±13.98 37.03±7.45 33.81±4.76 26.85±4.29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86(60.6) 94.07±15.60
-2.029

(.044)

34.78±8.30
-3.037

(.003)

32.94±5.23
-1.329

(.186)

26.35±4.31
.084

(.933)
Moderate /

Poor
56(39.4) 99.11±12.50 38.75±6.42 34.07±4.49 26.2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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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occupational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42)

Variables Categories n(%)
Sum of fatigue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 Situational fatigue

Mean±SD
t

(p)
Mean±SD

t

(p)
Mean±SD

t

(p)
Mean±SD

t

(p)

Healthcare /

c o u n s e l i n g

experience

Yes 19(13.4) 90.26±15.41 1.872

(.063)

33.53±8.27 1.697

(.092)

32.68±3.96 .662

(.509)

24.05±4.64 2.495

(.014)No 123(86.6) 96.95±14.35 36.78±7.71 33.50±5.11 26.67±4.21

Healthcare /

c o u n s e l i n g

intent

Yes 21(14.8) 95.81±15.77 .084

(.934)

35.71±8.22 .399

(.691)

34.14±3.92 -.755

(.452)

25.95±5.82 .330

(.744)No 121(85.2) 96.10±14.48 36.45±7.79 33.26±5.13 26.39±4.06

Current smoking Yes 31(21.8) 96.32±14.88 -.114

(.909)

36.61±7.86 -.215

(.830)

33.23±4.95 .204

(.838)

26.48±4.34 -.231

(.818)No 111(78.2) 95.98±14.61 36.27±7.86 33.43±4.99 26.28±4.36

Current drinking Yes 115(81.0) 96.19±14.02 -.226

(.821)

36.43±7.76 -.281

(.779)

33.47±4.92 -.406

(.685)

26.29±4.06 .209

(.835)No 27(19.0) 95.48±17.25 35.96±8.29 33.04±5.24 26.48±5.48

Regular exercise Yes 104(73.2) 95.65±16.20 .695

(.488)

36.12±8.48 .688

(.493)

33.40±5.51 -.084

(.933)

26.13±4.41 .859

(.392)No 38(26.8) 97.16±9.06 36.97±5.73 33.34±3.09 26.8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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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occupational fatigue according to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N=142)

Variables Categories n(%)
Sum of fatigue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 Situational fatigu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Rank Captain or below 95(66.9) 94.40±16.12
1.865

(.159)

35.63±8.61
1.203

(.303)

32.72±5.32
2.773

(.066)

26.05±4.50
.600

(.550)

Major 40(28.2) 99.43±10.38 37.85±5.91 34.63±3.90 26.95±3.94
Lieutenant colonel

or above
7(4.9) 99.29±10.97 37.43±5.29 35.43±3.78 26.43±4.54

Vehicle type Fighter 70(49.3) 95.34±16.56 .330

(.720)

36.37±8.83 .001

(.999)

33.29±5.79 .477†

(.623)

25.69±4.42 2.053

(.132)
Cargo 36(25.4) 95.75±11.93 36.31±6.54 33.03±3.84 26.42±4.14
Helicopter 36(25.4) 97.75±13.18 36.33±7.12 33.94±4.24 27.47±4.27

Flight
qualification

Wingman 36(25.4) 92.75±13.23
2.293

(.081)

34.17±6.86
2.277

(.082)

33.00±3.96
1.277

(.285)

25.58±4.24
1.479

(.223)
2-Wing leader 22(15.5) 98.73±12.83 38.00±8.66 33.95±4.47 26.77±3.95
4-Wing leader 33(23.2) 92.85±16.87 35.15±8.67 32.18±5.85 25.52±4.72
Instructor 51(35.9) 99.31±14.16 37.94±7.23 34.20±5.13 27.18±4.26

Note.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Wel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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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occupational fatigue according to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42)

Variables Categories n(%)
Sum of fatigue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 Situational fatigu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Flight experience
(year)a <5 25(17.6) 91.24±12.78

4.172†

(.020)

34.12±6.05
2.885†

(.062)

32.00±4.17
3.241

(.042)

25.12±4.40
1.722

(.183)
5≤∼<10 74(52.1) 95.59±16.72 36.31±9.18 32.96±5.56 26.32±4.52

≥10 42(29.6) 99.79±10.63 37.76±5.86 34.88±3.92 27.14±3.90

Total flight time
(hour)

<500 30(21.1) 93.10±12.81
2.175†

(.121)

35.63±6.56
1.671†

(.195)

32.63±4.52
1.031

(.359)

24.83±4.07
2.398

(.095)
500≤∼<1,000 48(33.8) 94.58±17.75 35.08±9.80 33.00±5.61 26.50±4.67

≥1,000 64(45.1) 98.55±12.47 37.63±6.54 34.03±4.63 26.89±4.11

Average number of
flights per montha <12 64(45.1) 94.50±15.82 -1.194

(.235)

35.45±8.25 -1.215

(.227)

33.30±5.33 -.264

(.792)

25.75±4.44 -1.535

(.127)≥12 77(54.2) 97.45±13.58 37.06±7.49 33.52±4.68 26.87±4.21

Average number of
times on duty per
montha

<3 59(41.5) 96.80±13.52 .525

(.600)

36.59±7.33 .301

(.764)

33.53±4.34 .414

(.680)

26.68±4.53 .758

(.450)≥3 81(57.0) 95.47±15.60 36.19±8.31 33.17±5.39 26.11±4.25

Note.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Wel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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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occupational fatigue according to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42)

Variables Categories n(%)
Sum of fatigue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 Situational fatigu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verage ground

duty time per

day (hour)

<4 65(45.8) 97.11±12.92
.786

(.433)

36.69±7.45
.484

(.629)

33.88±4.51
1.081

(.282)

26.54±4.08
.539

(.590)
≥4 77(54.2) 95.17±15.95 36.05±8.18 32.97±5.31 26.14±4.57

Average flight

time per day

(hour)a

<2 104(73.2) 95.58±14.32 -.357

(.721)

36.25±7.63 .096

(.924)

33.21±5.16 -.490

(.625)

26.12±4.22 -.804

(.423)≥2 37(26.1) 96.57±14.92 36.11±7.99 33.68±4.30 26.78±4.69

Fatigue report

system
Yes 121(85.2) 95.40±14.47 1.277

(.204)

35.78±7.71 2.100

(.038)

33.34±4.88 .278

(.781)

26.29±4.35 .228

(.820)No 21(14.8) 99.81±15.25 39.62±7.92 33.67±5.56 26.52±4.41

Job satisfaction Satisfied 100(70.4) 94.54±14.88
-1.925

(.056)

35.31±7.72
-2.474

(.015)

33.05±5.15
-1.252

(.213)

26.18±4.51
-.608

(.544)
Moderate /

Dissatisfied
42(29.6) 99.67±13.47 38.81±7.64 34.19±4.46 26.67±3.95

Note.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Wel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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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직업 피로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수면의 질 하위영역,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직업 피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대상자의 직업 피로는 수면의 질 하

위영역 중 주관적인 수면의 질(r=.195, p=.021), 수면 잠복기(r=.247, p=.003), 수면 방

해(r=.274, p=.001), 수면제 복용(r=.174, p=.040), 주간 기능장애(r=.328, p<.001), 우울

(r=.289, p=.001), 불안(r=.271, p=.001),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물리환경(r=.345,

p<.001), 직무요구(r=.220, p=.009), 조직체계(r=.219, p=.009), 직장문화(r=.172, p=.042)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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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leep quality, depression, anxiety, occupational stress, and occupational fatigue (N=142)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leep quality

1. Subjective sleep qualitya 1

2. Sleep latency (minute)a .202* 1

3. Sleep duration (hour)a -.318** -.263** 1

4. Habitual sleep efficiency (%)a -.384** -.118 .405** 1

5. Sleep disturbancea .360** .285** -.045 -.246** 1

6. Use of sleeping medicationa .047 .364** -.066 -.024 .266** 1

7. Daytime dysfunctiona .403** .204* -.312** -.105 .226** .160 1

8. Depressiona .504** .331** -.285** -.210* .444** .333** .553** 1

9. Anxietya .373** .198* -.206* -.194* .376** .302** .342** .658** 1

Note.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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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leep quality, depression, anxiety, occupational stress, and occupational fatigue (continued)

(N=142)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Occupational stress

10. Physical environmenta .198* .189* -.110 .023 .241** .037 .253** .292** .258** 1

11. Job demanda .204* .143 -.189* -.035 .160 .079 .340** .341** .356** .436** 1

12. Insufficient job controla .064 -.001 -.188* -.192* -.036 .133 .079 .096 .012 -.301** -.135 1

13. Interpersonal conflicta .084 .222** -.184* -.088 .169* .263** .068 .197* .152 -.140 .014 .562** 1

14. Job insecuritya .035 .043 -.029 .078 .136 .070 .140 .232** .267** .256** .238** -.172* .049 1

15. Organizational systema .167* .227** -.212* -.135 .256** .288** .193* .350** .361** .064 .201* .399** .575** .282** 1

16. Lack of rewarda .197* .024 -.146 -.125 .093 .064 .103 .252** .244** -.111 .080 .446** .578** .127 .707** 1

17. Occupational climatea .167* .115 -.079 .074 .200* .096 .252** .317** .314** .234** .394** -.127 .115 .418** .155 .135 1

18. Occupational fatiguea .195* .247** -.152 -.152 .274** .174* .328** .289** .271** .345** .220** .014 .129 .160 .219** .068 .172*

Note. aMissing data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es; *p<.05, **p<.01.



- 45 -

5. 대상자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

대상자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는 <Table 1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업 피로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연령, 주관적인 건강 상태, 비행경력과 직업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난 수면의 질 하위영역 5가지,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4가지 변수

를 생리학적 요인, 상황적 요인, 심리적 요인 순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967로 기준값 2 안팎에 해당하여 자기상관 문제가 없었

고, 공차 한계(tolerance)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 이상인 변수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또

한 잔차의 정규 P-P곡선과 잔차산점도를 통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

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생리학적 요인인 일반적 특성이 투입된 Model Ⅰ에서 30대 미만보다 30

대 이상일수록 직업 피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β=-.176, p=.038), 4.5%의 설명

력을 보였다. 대상자의 상황적 요인인 직업적 특성과 수면의 질 하위영역이 투입된

Model Ⅱ부터 연령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수면의 질 하위영역 중 주간

기능장애가 심할수록 직업 피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90, p=.001),

16.8%의 설명력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인 우울, 불안, 직무스트

레스 하위영역이 투입된 Model Ⅲ에서 주간 기능장애의 효과는 유지되었고(β=.246,

p=.012),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 피로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β=.210, p=.024), 대상자의 직업 피로 수준을 18.7%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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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fatigue (N=142)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p B β p B β p

Constant 96.690 <.001 83.114 <.001 77.791 <.00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Ref: ≥30)

<30 -5.179 -.176 .038 -2.518 -.085 .456 -2.720 -.092 .428

Subjective health status

(Ref: good)

Moderte / Poor 4.338 .144 .087 .183 .006 .945 -.834 -.028 .758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Flight experience (year)

(Ref: <5)

5≤∼<10 .757 .026 .833 -.380 -.013 .916

≥10 5.873 .183 .229 4.508 .141 .367

Sleep quality

Subjective sleep quality -.138 -.005 .961 -.133 -.005 .963

Sleep latency (minute) .143 .144 .105 .106 .106 .239

Sleep disturbance .555 .134 .151 .344 .083 .391

Use of sleeping

medicatioin
2.719 .047 .593 2.150 .037 .685

Daytime dysfunction 3.172 .290 .001 2.690 .246 .012

Depression -.160 -.032 .805

Anxiety .319 .058 .598

Occupational stress

Physical environment .108 .210 .024

Job demand -.004 -.005 .958

Organizational system .108 .140 .111

Occupational climate -.025 -.034 .705

Adjusted R2 (△adjusted R2) .045 .168 (.123) .187 (.019)

F (p) 4.278 (.016) 4.113 (<.001) 3.12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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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불쾌 증상이론을 토대로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고, 공군 조종

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연구

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본 연구에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평균 96.06±14.62점이었으며, 전반적 피로

도는 평균 36.35±7.83점, 일상생활 기능장애는 평균 33.39±4.96점, 상황적 피로는 평균

26.32±4.34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예지(2014)의 연구에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평균 85.13±16.62점이었고, 이현주(2018)의 연구에서 민간

조종사의 직업 피로는 평균 98.1±14.7점이었다. 해당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은 민간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

이며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여러 직장문화와는

다르게 공군 조종사는 근무지와 집 이외에는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개인적·사회

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이전과 같이 비행해야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직·간접적으

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는 지난 단일 시점의 직업 피로 수준을 측정하였으므로 직업 피로 수준 변화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현주

(2018)의 연구에서 민간 조종사의 직업 피로 하위영역 점수가 전반적 피로도는 평균

41.8±7.4점, 일상생활 기능장애는 평균 32.0±5.2점, 상황적 피로는 평균 24.3±4.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직업군을

대상으로 직업 피로 수준을 측정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장세진(2005)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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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직업 피로는 평균 78.0±19.0점이었고 소방공무원의 직업 피로는 이광성

(2021)의 연구에서 평균 81.93±21.46점, 이현주(2018)의 연구에서 평균 81.76±21.30점으

로 나타나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음을 알 수 있기에 공

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 직업 피로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연령, 주관적인 건

강 상태, 비행경력과 직업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수면의 질 하위영역 5가

지,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4가지 변수들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으로는 주간 기능장애와 물리환경 측면의 직

무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불쾌 증상이론 중 상황적 요인인 주간

기능장애와 심리적 요인인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가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를 18.7% 설명하였으며, 상황적 요인인 주간 기능장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불쾌 증상이론 기반 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

(Corwin et al., 2002)에서 상황적 요인인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이 피로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으로 수면의 질 하위영역 중 주

간 기능장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

과이다(Kim & Choi, 2021; Laberge et al., 2017; Reis et al., 2016). 또한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 하위영역 중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방해, 수면제 복용, 주

간 기능장애가 직업 피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조종사의 수면

의 질과 피로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Sieberichs & Kluge, 2016; 이현주, 2018). 수면 문제는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심

혈관질환, 암 등의 염증성 질환에 더욱 취약해지게 한다(Irwin, 2015). 또한 일상생활

속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심야 시간의 인위적인 빛에 대한

노출은 개인의 생체리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생체리듬 회복을 위하여 빛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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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중요하다(Gentry et al., 2021). 귀마개나 수면안대 등은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

이나 빛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며 짧은 시간 동안의 전략적 낮잠은 주간 졸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Hartzler, 201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군 조종사를 대

상으로 올바른 수면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전략적 낮잠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 위생교육은 생체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들기,

수면 목적으로만 잠자리 사용,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잠자리에 드는 등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취침 2시간 이내를 제외하고 매일 적정한 운동하기,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수면 환경 유지,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피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략

적 낮잠은 낮잠 시기, 길이, 생체리듬을 고려한 낮잠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Caldwell et al., 2009). 또한 일반 성인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

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충족해야 하는데(Watson et al., 2015), 본 연

구대상자 중 수면시간이 7시간 이하인 비율이 89.4%로 나타나 다수의 공군 조종사의

수면시간이 적정 수면시간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군

조종사의 수면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비행 전날과 다음 날 수면시간의 차이를

함께 파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 피로 수준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민간 조종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수

준을 측정한 이현주(2018)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을 측정한 119

구급대원 대상 연구(최성수, 김경완, 2016)와 소규모 제조업 남성 근로자 대상 연구(신

은숙, 2016; 이후연 등, 2016)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피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밝혀져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물리환경 요인을 포함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연구 결과를 검증

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종사 대상 선행연구(이현

주, 2018)를 참고하여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물리환경 요인 2가지 문항을 이용하

여 작업방식의 위험성과 신체 부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다. 조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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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의 연구에서는 해군 간부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화학물질, 공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노출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군 간부들의 물리환경 유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군 조종사의 물리환경 유해정도와 직무스트레스,

직업 피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군 조종사의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장세진 등(2005)의

연구에서 참고치 점수와 비교해볼 때, 하위 50%에서 7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공군 조종사의 직업 특성상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저기압,

고가속도의 영향을 받으며, 조종석이라는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비행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소음과 진동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물리적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공군 조종사 비행 환경의 위험성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신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선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식별

하고 보완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

역 중 물리환경,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최대점

수가 100점으로 나타나 평균 점수가 낮더라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를 받는 조종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복남과 김인자(2019)의 연구에서는 35∼45세의 지역사회 거주 성인 초기 대상자

중 지속성 피로가 있는 군이 지속성 피로가 없는 군에 비하여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이 유의하게 좋지 않았고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2.8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R=2.86, 95% CI=1.25∼6.55).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직업 피로 수준을 측정하였기

에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유형이 급성 피로, 만성 피로(지속성 피로, 만성 피로 증

후군) 중 어느 유형의 비중이 높으며, 직업 피로 유형에 따라 관련 요인의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조

종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요법의 일환인 감성발달요법이 대상

자의 스트레스 완화, 수면 증진 및 피로회복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정미영, 서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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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외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중재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피로 수준, 수면

의 질, 신체활동, 식습관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van Drongelen et al., 2014).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공군에 정

착된 금연 클리닉이나 운동 프로그램 등 신체 중심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에서 나아가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불쾌 증상이론의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은 직업 피로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직업 피로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대상 연구(박소영 등, 2014), 유럽 조종사 대상 연구(O’Hagan et al., 2017)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또한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이예지(2014)의 연구에서 상태·

특성 불안이 높을수록 고위험 피로 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하게 보이길 원하는 대상자의 자가 평가

오류로 인하여 과소 추정된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각하지 않은 우울 증상이더라도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기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DeHoff & Cusick, 2018; Garrow, 2016). 조종사는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더라도 외부로 드러냈을 때의 비행 자격 유지 제한 우

려와 부가되는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Bidaisee et al., 2019).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비행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는 만큼 무심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종사들과 충분한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도움 추구 행동이 자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시기적절

하게 관련 전문가에게 진료나 상담 등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30대 미만보다 30대 이상의 직업 피로가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결과는

국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나(van Drongelen et al., 2017), 국내 선행연구와는 상반

되는 결과였다(Kim & Choi, 2021). Kim과 Choi (2021)의 연구에서 민간 조종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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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연령은 45.4±8.3세로 나타나 연구대상자 연령대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감하는 직업

피로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부여되는 업무 수준의 강화에 따른 책임감과 긴장도가

직업 피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좋다

고 인식하는 대상자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직업 피로가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van Drongelen et al., 2017; 이예지, 2014).

대상자의 직업 피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직업적 특성은 비행경력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민간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다(Kim & Choi,

2021; 이현주, 2018). 공군 조종사의 비행경력은 비행뿐 아니라 부가되는 행정업무, 비상

대기 등의 근무경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민간 조종사의 근무경력과 동일선상

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

구에서는 비행경력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 비교가 어려워 향후 결과 검증을 위하여 비

행경력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이예지, 2014; 정휘수 등, 2005). 공군 조종사

는 비행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전반에 대한 개인 기량 유지와 관리에 관한 부담

감이 누적될 수 있으며 비행경력이 낮은 조종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비행 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경력이 많은 조종사더라도 비행경력이 낮은 조종사 못지않게 비행안전 관리 차원

에서 더욱 관심을 두고 배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행태는 현재흡연율 21.8%, 현재음주율 81.0%, 규칙적인

운동 비율 73.2%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19년 국가지표(흡연율 35.7%, 월간음주율

73.4%,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52.6%)와 비교해보면 현재흡연율과 규칙적인 운동 비율

은 양호한 수준이고 현재음주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조사 문항의 정의가 상이

하여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또한 2020년 군 건강조사

에서 공군 간부의 건강행태가 현재흡연율 31.4%, 일상적 음주율 85.6%, 신체활동 수

행율 72.5%로 확인되어 공군 조종사의 건강행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국군의무사령부, 2021). 건강행태는 개인의 건강관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

표로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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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목표로 한 간호 중재를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군 조종사의 건강 문

제는 비행 자격 유지와 비행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군 조종사의 음주 등 건강행태 개선에 초점을 둔 맞춤형 간호 중재를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군은 항공 분야에서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K-ORM

(Korea-Operation Risk Manage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부대 실정에 맞게 지휘

관의 재량으로 시행 중이다(공군본부, 2016). 즉, 자율적 위험 관리 제도의 성격을 갖

는다. K-ORM은 전체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크게 위험식별, 위험평가, 위험통제, 자

원할당, 관리 감독의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과정이며, 부대 규모나 임무 형태

에 따라 유연하게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비행 전 조종사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하여 임무 관리, 인적 관리, 환경관리, 심리 신상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 개인 위험평

가 진단표를 작성하고 평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능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공군본부, 2016). 이는 피로 위험 관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피로를 포함한 전반적

인 조종사의 비행 준비 상태를 고려하여 비행에 임하는 조종사가 자신의 비행 준비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자가 진단 할 수 있게 하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항공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장치로 이중 점검을 통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대 실정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K-ORM의 항공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와 실효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과학적인 연구, 내부 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의 피로 관리

경험 등을 통하여 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ICAO, 2020). 본 연구

를 통하여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

로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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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8개의 공군부대에서 할당 표본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므

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군 조종사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제한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관심 현상의 이해를 위한 횡단적 연구였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주관적인 자가 보고 형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공군 조

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으므로 결과에 응답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직무불안정 영역의 신뢰도가 각각 Cronbach’s ⍺값 .56,

.39로 나타나 해당 변수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

인 공군 조종사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직무스트레스 하

위영역 중 직무불안정 문항 측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55 -

VII. 결론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고,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으로는 상황적 요인인

주간 기능장애와 심리적 요인인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

되었고 특히, 상황적 요인인 주간 기능장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공군 조

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

가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구상과 제도적 정책 마련 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56 -

VIII.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간호 이론 측면에서는 Lenz 등(1995)의 불쾌 증상이론을 토대로 생리학적 요

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확

인하여 이론의 확대 적용을 도모한 점에 의의가 있다. 간호 연구 측면에서는 항공 분

야에서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되고 있음에도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직업 피로 조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공군 조종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

적 특성, 직업 피로 및 정신건강(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주간 기능장

애와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 구상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간호 실무 측면에서는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공군에서 간호사는 장병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유지와 개선에 초점을 두고 건강증진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수준을 이해하고 관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간호 정책 측면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군의 건강관리자와 협업 부서에서는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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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을 조사한 횡단적

연구로 변수 간의 관련성만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 관련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가 기능적·인지적·신체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공군 조종사의 직업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주간 기능장애와 물리환경 측면의 직무스트레스 개선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

언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불쾌 증상이론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적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 집단에

적용 가능한 Pender의 건강증진모델을 이용한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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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직업 피로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나는 피로하면 나른해지고 졸림을 느낀다. 5.88±0.97

나는 피로할 때 인내심이 떨어진다. 5.34±1.25

나는 피로하면 일할 의욕이 나질 않는다. 5.44±1.15

나는 피로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5.79±0.97

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해진다. 4.62±1.46

나는 더우면 피로를 느낀다. 5.48±1.39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를 느낀다. 5.77±1.17

나는 우울해지면 피로를 느낀다. 5.10±1.46

온도가 시원해지면 피로가 감소된다. 5.36±1.31

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4.08±1.34

피로로 인하여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5.04±1.31

피로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18±1.44

피로를 느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5.68±1.01

피곤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5.26±1.24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피로를 느낀다. 4.70±1.37

피로는 나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증상이다. 4.61±1.52

피로는 가장 심각한 3가지 증상 중의 하나이다. 4.71±1.52

피로는 일, 가족,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방해한다. 5.06±1.49

나는 피곤하면 다른 증상들이 더욱 악화된다. 4.96±1.36

Total 96.06±14.62

Average Mean±SD 5.0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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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우울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기분이 가라 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0.23±0.48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0.37±0.59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혹은 너무 많이 잤다. 0.45±0.6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0.37±0.60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0.00±0.00†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0.61±0.74

내가 잘못 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0.00±0.00†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0.00±0.00†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00±0.00†

Total 2.37±2.91

Average Mean±SD 0.26±0.32

Note. †Median±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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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불안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0.25±0.5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0.23±0.52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0.39±0.66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0.00±0.00†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0.00±0.00†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0.33±0.54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0.00±0.00†

Total 1.54±2.66

Average Mean±SD 0.22±0.38

Note. †Median±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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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fatigue

of air force pilots

Kim, You Ky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fatigue, and mental health level (sleep

quality, depression, anxiety, and occupational stress) of air force pilots and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occupational fatigue based on 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The study was cross-sectional and descriptive, and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y eight air force units through allocation sampling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September 6, 2021,

to October 12, 2021. Among 175 collected data, 142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33 screening dropouts. The data were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6 version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fatigue of air force pilots were daytime dysfunction (β=.246, p=.012) which is a

situational factor of them, and occupational stress in term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β=.210, p=.024) which is a psychological factor of them, and 18.7%

of their occupational fatigue was explained. Based o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mental health level of air force pilots and investigat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occupational fatigue and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olicy for occupational fatigue management. Finally, our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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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the more severe daytime dysfunction and the higher occupational

stress in term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higher the level of occupational

fatigue of air force pilots. Thus, it is necessary to steadily monitor the level of

occupational fatigue of air force pilots and it is needed that an integrated approach

considering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factors when it comes to designing

intervention programs and preparing institutional policies for their occupational

fatigue management.

Key words: Air force pilot, Occupational fatigue, Sleep quality,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Anx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