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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fatigue sympto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job
stress contents and psychosocial factors in Korea Air Force pilot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284 pilots from April 1, 2013 to May 31, 2013. Concerning correlation of fatigue symptoms
with various factors, the level of fatigue symptom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demand, type A
behavior pattern and state-trait anxiety. But the leve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autonomy,
supervisor and coworker support and self-esteem.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djusted odds ratio
of the high risk fatigue symptoms 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higher groups of coworker support than
that of their lower group. Instead, the adjusted odds ratio of the high risk fatigue symptoms is significantly
increased in higher groups of locus of control and state-trait anxiety than in lower groups of thei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fatigu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autonomy, type A behavior
pattern, state-trait anxiety. The study results indicat that the level of fatigue symptoms is influenced by
JCQ (job demand, job autonomy, social support in work) and psychosocial factors (type A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self-esteem, state-trait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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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2005년까지 전 세계 항공 사고 원인의 절반이상이 인적 요
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2012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3]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항공사고의 원인은인적요인
(71.8%), 기체이상(21.6%), 기상요인(6.6%)의 순으로 대부분
의 항공 사고가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계
항공 사고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는 항공 산업의 주요 인적 요인으로서 직업 특성
상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화된 조종실 내에서 지속
적으로 계기의 움직임을 확인 및 주시하여야 하므로 많은
주의와 긴장을 필요로 한다[4]. 특히 공군 조종사는 공군의
주요 인적 요인으로 적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
은 물론 주말에도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로 근무 하고 있으
며, 해당 보직에 대한 행정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므
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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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기능상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주의와 긴장을 유지 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누적
된 피로로 인하여 인지구조상 오류가 발생 할 경우 이는
곧 인적 과실에 의한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평
시 피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5].
피로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응급 상황
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기량의 쇠퇴를 일으키는 상
태이다. 피로는 무의식 중에 축적되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려우나[6], 피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피로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
다[7]. 미국 육군 조종사 대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조종사의
81%가 최근 항공 사고증가의 원인을 피로하고 생각하였으
며, 75%가 조종 분야에서 피로를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
고 있었다[8].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와 일치일치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ㆍ
정서적 반응이다. 직무 스트레스는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odin과 Kittel의 연구에서 직무
몰입도가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만성
피로를 호소할 위험도가 약 2.7배 높다고 보고되었다[9]. 이
외 에도 피로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장시간근
무[10,11]와 교대근무[10], 과도한 직무 요구와 역할갈등
[12,13], 직무 자율성 결여 및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부족[14] 등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간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
에게 동일한 용량-반응 관계가 성립한다기보다는 특정 완
충요인(buffer factor) 혹은 병인성 요인(vulnerability factor)에
의하여 완화되기도 하고 증폭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다양한 피로 수준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이나 개인적 성격, 가
치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은 스트레스과정에서의 사회심리적
중재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15].
사회 심리적 요인 중 A형 행동유형이란 경쟁심이 많고
성취율이 높으며 주변 환경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으로 정의되며, 이와 반대 성향을 보이는 행동유형을
B형 행동 유형이라고 한다[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A형 행
동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B형의 사람들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결국 피
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19].
한편 자기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로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형성되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개념이다[20].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존중
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가 높으며[21],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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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존중감이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를 낮추는 완충제로서
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22]. 통제 신념이란 개인이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 즉
통제위치(locus of control)에 따라 내부적 통제 신념과 외부적
통제신념으로 나눌 수 있다[23]. 내부적 통제 신념을 가진
내재론자는 외부적 통제 신념을 가진 외재론자에 비해 자
기의 직무에 적극적이며 직무 스트레스에도 강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24]. 불안은 위협적인 환경 자극에서 오는 스
트레스인자와 개인의 정서, 심리, 신체, 행동의 복합적인 과
정으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뉜다[25]. 상태불안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긴장감, 걱정, 두려움을 느껴 자율
신경계기능이 항진 됨으로써 일어나는 주관적 가변성을 갖
는 불안 상태이며, 특성 불안이란 불안 경향에 있어 주어진
환경을 지각하고 대응하는데 비교적 일관성을 띤 행동성향
이나 개인 성격적 특성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 정도
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며, 직무 만족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6].
결국 직장 내에서의 직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직무
스트레스나 개인의 A형 행동유형, 통제 신념 및 자기 존중
감, 상태특성 불안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은 직업성 피로를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중재요인이 될 수 있다.
조종사는 특수한 물리적 환경(저기압, 가속도)에 노출되
어 다른 직종에 비해 체력소모가 크고, 발생할 수 있는 항공
기 사고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비행 임무 전반에
걸쳐 많은 유형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다[27,28]. 그러므
로 평시 조종사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 모니
터링을 통해 이를 적절히 중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적
요인에 의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공군 내에서 비행피로에 대한 연구는
195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나 측정도구가
다양하여 기존 연구결과와 연계된 후속연구의 진행이 어렵
고, 조종사의 피로수준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회심리적 요
인을 포함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 사회학
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무 스트레
스 요인 및 사회 심리적 요인과 피로 수준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군 비행단
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29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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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1명의 설
문지를 제외한 284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 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본 연구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에 훈련 받은 간호장교가 각 비행대
대를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먼저 각 비행 대대
의 조종사들에게 연구의 취지 및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
포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 하였다.
3. 조사 변수 및 측정 방법
연구에 사용한 조사 변수로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
강관련 행위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상태, 신장 및 체중, 주
관적 건강상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주
관적인 수면의 질, 아침 식사 여부, 커피 음용 여부, 여가
활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신장의 측정은 Martin's 생체계측기
를 사용하여 단위는 cm로, 체중은 체중계를사 용하여 단위
는 kg으로 측정하였다. 비만도(Body mass index; BMI)는 체중
2
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지수인〔BMI(kg/m )=체
2
중(kg)/신장(m )〕으로 계산하였으며, 비만의 구분은 세계보
2
건기구 아시아태평양 기준[29]에 따라18.5 kg/m 미만을「저
2
체중군」, 18.5∼23.0 kg/m 미만을「정상군」, 23.0∼25.0
2
2
kg/m 미만을「과체중군」, 25.0 kg/m 이상을「비만군」으로
구분 하였다. 규칙적 운동 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
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사람을「운동군」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비운동군」으로 하였고,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1
일 수면 시간이 7∼8시간인 경우를「수면의 질이 좋은군」,
7시간 미만 및 8시간 이상인 경우를「수면의 질이 좋지 않
는군」으로 하였다.
직업 관련 특성으로는 계급, 탑승 기종, 총 비행시간, 비
행등급, 근무 형태, 1일 평균 비행시간, 1일 평균 비행 연구
시간, 1일 평균 지상 업무시간, 조종사 생활 만족 여부를 조
사 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내용은 Karasek 등[30]의 직무
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 나라 근
무 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31]. JCQ는 직장 환경에 기인하는 직업성 스트레스
의 요인으로서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및 직장의 사
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요구도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업무의 자율성은 의사결정권한(decision
authority) 3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ecision)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총 14개 항목에 대해「항상 그렇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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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가끔 그렇다」및「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
도로 응답하게 하며, 각각에 대해 0-1-2-3점을 부여 하였고,
직장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있으며, 「매우 그렇다」3점,「대
부분 그렇다」2점,「조금 그렇다」1점 및「전혀 그렇지 않
다」0점을 부여 하였으며 Karasek 등의 점수 산정방식에 따
라 점수를 산정하였다. 즉, 업무의 요구도 점수(총득점합계
21∼48점)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하며, 업무의 자율성 점수(총득점합계36∼108점)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의 합산한 득점(총득점합계8∼20점)이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 모두 중
앙값(median)를 이용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구분하였다. Cronbach’s alpha값은 내적 일치도의
의미로써 본인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설문지 내용의 타당
도, 일치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0.7이상이면 내적 일치도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업무의 요구도와 업
무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Cronbach'sα 계수는
각각 0.715, 0.702이었고,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α 계수는 각각
0.787, 0.801이었다.
사회 심리적요인으로 A형 행동유형은 Haynes 등[32]에 의
해 개발된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의 한국판 A형
행동유형척도[31]를 사용하였다. A형 행동유형척도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여「매
우 그렇다」4점, 「대부분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
점 및「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합산
한 점수(총점수합계10∼40점)가 높을수록 A형 행동 유형의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A형 행동유형의 내적 신뢰도를 의
미하는 Cronbach'sα 계수는 0.729이었다.
자기 존중감(Self-esteem)은 Rosenberg[20]에 의하여 개발되
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자기 존중감 척도 10항목을 사
용 하였다. 점수는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매
우 그렇게 생각한다」와「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경
우에 1점을 부여하고,「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한편 자기에게 부정적인 평가항
목에 대해서는「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
우 1점을 주고,「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와「그렇게 생각한
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득점(총득점합계
0∼10점)이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낮은군(low group)
과 높은군(high group)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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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 설문지의 내적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α 계수
는 0.754이었다.
통제신념은 Levenson[33]의 7개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
척도(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를 이용하였다. 통제
신념의 척도는 각각 4 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3점, 「대부분 그렇다」2점, 「조금 그렇다」1점
및「전혀 그렇지 않다」0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합산한
점수(총득점합계0∼21점)가 높을수록 통제신념의 성향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이
용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구분하
였다. 이번 연구에서의 통제 신념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
는 Cronbach'sα 계수는 0.780이었다.
상태ㆍ특성불안은 Spielberger[34]에 의해 개발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척도로서 한국어판 20항목을
사용하였다. 회답은 4점척도로「결코 그렇지않다」,「가끔
그렇다」,「자주 그렇다」,「항상 그렇다」로 평가하며, 긍정
적인 문항에는 순위별로 1∼4점을 주고, 부정적인 문항에
는 역으로 4∼1점을 주어 합계득점을 산출하였다. 득점이
높을수록 불안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합산한 점수 (총
득점합계4∼80점)가 높을수록 상태ㆍ특성 불안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낮
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상태-특성불안에 대한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α 값은 0.724이었다.
피로수준의 평가는 그동안 유용성 평가에서 신뢰도와 타
당도가 입증된 Schwartz 등[35]의 Fatigue Assessment Inventory
(FAI)를 토대로 Chang[31]이 개발한 19개항목의 한국판 다
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
였다. MFS는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피로 수준에 대해 응답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로의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전
반적 피로도(global fatigue) 8개 항목, 피로영향에 의한 기능
장애를 반영하는 일상 생활 기능장애(daily dysfuction) 6개항
목, 피로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상황적 피로
(situational fatigue) 5개항목, 그리고 이들 세가지 피로점수의
총합(sum of fatigue)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1점
부터 7점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이들 점수
를 합산(총점수합계19∼133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하여 피로 점수를 4분위수
(quartile)를 이용하여 정상군(Q1, Q2, Q3)(94점이하)과 고위
험군(Q4)(95∼133점)에 속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 MFS에 대한 신뢰도 검정결과 Cronbach'sα 값은
전반적 피로도 0.787, 일상생활 기능장애 0.749, 상황적 피
로 0.8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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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
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특성, 직무 스트
레스요인 및 사회 심리적 요인에 따른 MFS에 의한 피로점
수를 비교 하였으며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고, 직무
스트레스요인 및 사회 심리적 요인과 피로 수준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의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사회 심리적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요인이 피로에 미치는 위험비를 산출
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교차비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으며, 피로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MFS에 의한 피로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모든 통계
량의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행위특성 별 피로수준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행위특성 별 피로수준
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MFS 총 평균점수는
85.13±16.65(범위; 19∼133점)점이었으며, 주관적인 건강 상
태가 건강하다는 군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P=0.004),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
에서(P=0.046) 유의하게 높았다. MFS의 하부 영역별로 보면
전반적 피로 평균점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군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30), 일상 생활기능장애 평균 점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하다는 군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
(P=0.005) 유의하게 높았다. 상황적 피로 평균점수는 미혼
군보다 기혼군에서(P=0.050),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
지 않다는 군에서(P=0.007),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P=
0.050),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
0.000) 유의하게 높았다.
2. 직업 관련 특성별 피로 수준
직업 관련 특성 별 피로수준은 Table 2와 같다. MFS 총
평균 점수는 총 비행 시간이 길수록(P=0.000), 조종사 생활
에 만족하지 않다는 군보다 만족한다는 군에서(P=0.008)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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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values of fatigue symptoms (MF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
Age (year)
≤24
25～29
30～34
35≤
P-value
2
BMI (kg/m )
<23.0
23.0～24.9
25.0≤
P-value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P-value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Unhealthy
P-value
Smoking
Current smoker
Non-smoker
Ex-smoker
P-value
Alcohol drinking
Yes
No
P-value
Regular exercise/sports
Yes
No
P-value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
Bad
P-value
Eating breakfast
Regularly
Irregularly
p-value
Coffee drinking
Yes
No
P-value
Leisure time
With
Without
P-value
Total

Sum of fatigue
Mean±SD

Global fatigue
Mean±SD

Daily dysfunction
Mean±SD

Situational fatigue
Mean±SD

(11.6)
(53.5)
(24.3)
(10.6)

88.30±16.78
86.86±14.42
84.46±14.05
83.78±17.97
0.396

39.30±7.05
38.28±6.59
37.31±8.43
37.46±5.02
0.519

27.87±6.18
26.26±5.55
26.52±5.30
25.60±6.81
0.409

22.05±4.98
21.12±5.62
21.40±3.81
20.21±6.16
0.142

107 (37.7)
107 (37.7)
70 (24.6)

86.58±13.13
83.44±18.47
85.48±18.45
0.380

38.57±7.55
36.86±8.78
38.22±6.04
0.261

26.68±4.91
26.23±5.66
26.40±6.89
0.847

21.68±4.83
20.34±6.18
22.51±5.90
0.183

118 (41.5)
166 (58.5)

86.19±17.18
84.37±16.27
0.366

37.94±7.56
37.69±7.56
0.779

26.57±6.22
26.34±5.34
0.742

21.66±5.49
20.33±5.71
0.050

271 (95.4)
13 (4.6)

84.51±16.64
98.00±10.84
0.004

37.58±7.61
42.23±4.45
0.030

26.23±5.70
30.76±4.02
0.005

20.69±5.65
25.00±3.80
0.007

78 (27.5)
174 (61.3)
32 (11.3)

89.13±23.99
84.25±15.88
85.20±14.51
0.234

39.15±10.71
37.79±7.12
37.24±6.95
0.485

28.00±7.02
26.16±5.77
26.42±4.91
0.250

22.56±8.33
20.29±5.41
21.53±4.60
0.050

227 (79.9)
57 (20.1)

85.60±16.06
93.26±18.26
0.344

37.94±7.20
37.21±8.85
0.511

26.54±5.53
26.03±6.41
0.547

20.01±5.71
21.11±5.63
0.193

153 (53.9)
131 (46.1)

83.90±16.41
86.56±16.88
0.181

37.29±7.34
38.38±7.77
0.224

25.94±5.72
27.02±5.66
0.114

20.66±5.61
21.15±5.71
0.471

109 (38.4)
175 (61.6)

84.80±15.63
85.33±17.30
0.795

37.95±6.70
37.70±8.05
0.786

26.44±5.62
26.44±5.79
0.989

20.40±5.49
21.19±5.74
0.252

169 (59.5)
115 (40.5)

85.50±16.18
87.52±17.11
0.046

37.43±7.57
38.33±7.51
0.321

26.18±5.71
26.81±5.72
0.364

19.88±5.47
22.36±5.60
0.000

208 (73.2)
76 (26.8)

84.93±15.07
85.68±20.47
0.737

37.74±6.63
37.94±9.68
0.842

26.27±5.47
26.89±6.34
0.422

20.90±5.34
20.84±6.45
0.930

172 (60.6)
112 (39.4)

84.06±17.31
86.76±15.52
0.183
85.13±16.65

37.31±7.82
38.54±7.08
0.180
37.79±7.55

26.19±5.79
26.82±5.59
0.370
26.44±5.71

20.55±5.80
21.40±5.40
0.220
20.89±5.65

N (%)

33
152
69
30

2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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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values of fatigue symptoms (MFS) according to job related factors
Variable

N (%)

Rank
Captain
91 (32)
Major
154 (54.2)
Lt.colonel or Above
39 (13.7)
P-value
Vehicle type
Fighter
148 (52.1)
Cargo
54 (19)
Helicopter
82 (28.9)
P-value
Total flight time (hour)
<500
157 (55.3)
500～1,000
43 (15.10)
≥1,000
84 (29.6)
P-value
Flight qualification
Wingman
174 (61.3)
2-Wing Leader
28 (9.9)
4-Wing Leader
19 (6.7)
Instructor
63 (22.2)
P-value
Type of work
Aviation
278 (97.9)
Aviation ground
6 (2.1)
P-value
Average flight time per day
≤1
185 (65.1)
≥2
99 (34.9)
P-value
Average research time per day
≤1
74 (26.1)
2～3
100 (35.2)
≥4
110 (38.7)
p-value
Average ground duty time per day
≤1
50 (17.6)
2～3
139 (48.9)
≥4
95 (33.5)
P-value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258 (90.8)
Dissatisfaction
26 (9.2)
P-value
Total
284 (100)

Sum of fatigue
Mean±SD

Global fatigue
Mean±SD

Daily dysfunction
Mean±SD

Situational fatigue
Mean±SD

84.86±17.23
85.32±17.07
85.00±13.67
0.977

37.75±7.88
37.92±7.92
37.38±4.96
0.921

26.60±5.86
26.45±5.41
26.02±6.59
0.870

20.50±5.56
20.94±6.08
21.58±3.86
0.599

85.03±17.87
82.18±18.01
87.25±12.90
0.220

37.78±7.92
36.55±8.11
38.64±6.35
0.288

26.94±5.88
25.00±6.41
26.48±4.76
0.100

20.30±6.25
20.62±5.37
22.12±4.42
0.060

76.48±20.47
86.24±15.68
87.47±14.98
0.001

33.19±9.00
38.60±7.35
38.65±6.22
0.000

24.88±6.19
26.80±5.34
26.57±6.05
0.145

18.41±6.52
20.84±5.61
22.25±4.81
0.001

84.54±16.79
83.35±18.93
83.10±10.86
88.10±16.59
0.406

37.68±7.86
36.39±9.23
36.21±4.41
39.20±6.42
0.259

26.36±5.49
25.78±5.90
25.78±5.88
27.15±6.22
0.644

20.48±5.73
21.17±5.91
21.15±3.16
21.80±5.86
0.445

85.20±6.82
82.00±2.36
0.642

37.85±7.61
35.33±3.72
0.420

26.43±5.76
26.66±2.58
0.923

20.91±5.67
20.00±4.97
0.697

85.20±17.08
85.01±15.91
0.927

37.63±7.85
38.11±6.99
0.612

5.62±5.56
26.88±5.762
0.078

20.68±5.73
21.27±5.50
0.406

83.13±19.71
85.40±15.21
86.67±13.27
0.521

37.46±8.93
37.65±7.01
38.50±5.88
0.641

26.59±5.49
26.73±5.55
26.08±6.02
0.691

20.30±6.71
21.02±5.07
21.58±4.54
0.315

83.11±16.65
86.58±16.24
97.98±17.05
0.121

37.63±7.59
37.60±7.30
38.66±8.21
0.676

25.67±5.76
26.87±5.66
27.76±5.46
0.058

19.83±5.69
21.56±5.82
22.08±5.26
0.007

84.30±16.41
93.34±17.13
0.008
85.13±16.65

37.36±7.50
42.15±6.67
0.002
37.79±7.55

26.22±5.59
28.65±6.48
0.038
26.44±5.71

20.72±5.54
22.53±6.54
0.119
20.89±5.65

의하게 높았다. MFS의 하부영역별로 보면 전반적 피로평균
점수는 총 비행시간이 길수록(P=0.000), 조종사 생활에 만
족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만족하다는 군에서(P=0.002) 유의
하게 높았으며, 일상 생활 기능장애 평균 점수는 조종사 생
활에 만족하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

0.038) 유의하게 높았다. 상황적 피로평균점수는 총 비행시
간이 길수록(P=0.001), 1일 평균 지상업무시간이 길수록
(P=0.007)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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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 스트레스 요인 별 피로 수준
직무 스트레스 요인 별 피로 수준은 Table 3과 같다. MFS
총 평균 점수는 업무의 자율성이 낮은 군에서(P=0.011), 상
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P=0.011), 동료의지지도가 낮은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MFS의 하부 영역별로 보
면 전반적 피로 평균점수는 업무의 자율성이 낮은 군에서

(P=0.003),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P=0.047), 동료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상
생활기능 장애 평균점수는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
(P=0.018), 동료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P=0.000) 유의하
게 높았다. 상황적 피로 평균 점수는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12),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
서(P=0.015), 동료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P=0.001) 유의

Table 3. Mean values of fatigue symptoms (MFS) according to job stress contents
Variable
Job demand
Low group§
¶
High group
P-value
Decision latitude
§
Low group
¶
High group
P-value
Supervisor support
§
Low group
High group¶
P-value
Coworker support
Low group§
¶
High group
P-value
Total

JSum of fatigue
Mean±SD

Global fatigue
Mean±SD

Daily dysfunction
Mean±SD

Situational fatigue
Mean±SD

152 (53.5)
132 (46.5)

84.32±17.90
86.06±15.10
0.383

37.28±7.95
38.38±7.05
0.223

26.17±6.27
26.75±5.00
0.389

20.86±5.82
20.91±5.46
0.943

143 (50.4)
141 (49.6)

87.60±12.89
82.62±19.47
0.011

39.09±5.94
36.48±8.72
0.003

26.78±4.74
26.09±6.55
0.314

21.72±4.80
20.04±6.30
0.012

161 (56.7)
123 (43.3)

87.32±14.74
82.26±18.54
0.011

38.57±6.61
36.78±8.55
0.047

27.14±5.58
25.52±5.78
0.018

21.60±5.07
19.95±6.23
0.015

149 (52.5)
135 (47.5)

88.83±14.16
81.04±18.22
0.000
85.13±16.65

39.24±6.38
36.20±8.40
0.001
37.79±7.55

27.61±5.26
25.15±5.92
0.000
26.44±5.71

21.97±5.03
19.68±6.06
0.001
20.89±5.65

N (%)

284 (100)

§,¶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Table 4. Mean values of fatigue symptoms (MFS) according to psychosocial factors
Variable
Type A behavior pattern
§
Low group
¶
High group
P-value
Self-esteem
§
Low group
High group¶
P-value
Locus of control
Low group§
¶
High group
P-value
State-trait anxiety
§
Low group
¶
High group
P-value
Total
§,¶

Sum of fatigue
Mean±SD

Global fatigue
Mean±SD

Daily dysfunction
Mean±SD

Situational fatigue
Mean±SD

156 (54.9)
128 (45.1)

82.74±15.23
88.04±17.87
0.007

37.05±7.12
38.71±7.97
0.065

25.32±5.24
27.80±5.98
0.000

20.36±5.22
21.53±6.09
0.084

159 (56)
125 (44)

87.98±15.71
81.51±17.17
0.001

38.36±7.11
37.08±8.04
0.155

27.32±5.20
25.32±6.15
0.003

22.29±5.40
19.10±5.47
0.000

160 (56.3)
124 (43.7)

83.78±13.84
86.87±19.62
0.120

37.23±6.62
38.52±8.57
0.155

25.77±4.69
27.30±6.73
0.025

20.76±5.08
21.04±6.32
0.680

144 (50.7)
140 (49.3)

79.84±17.62
90.57±13.64
0.000
85.13±16.65

35.81±8.31
39.83±6.06
0.000
37.79±7.55

24.75±5.73
28.17±5.17
0.000
26.44±5.71

19.26±5.69
22.56±5.11
0.000
20.89±5.65

N (%)

284 (100)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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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job stress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and fatigue symptoms (MFS)
Fatigue symptoms (MFS)
Variables
Job demand
Decision latitud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State-trait anxiety

Sum of fatigue

Global fatigue

Daily dysfunction

Situational fatigue

0.133*
－0.139*
－0.224**
－0.241**
0.274**
－0.171*
0.036
0.357**

0.152*
－0.197**
－0.237**
－0.232**
0.135*
－0.095
0.004
0.278**

0.101
－0.033
－0.172*
－0.206**
0.343**
－0.134*
0.071
0.338**

0.087
－0.115
－0.170*
－0.193*
0.199*
－0.242**
0.040
0.343**

*P＜0.05, **P＜0.01.

하게 높았다.
4. 사회 심리적 요인 별 피로 수준
사회 심리적 요인 별 피로 수준은 Table 4와 같다. MFS
총 평균점수는 A형 행동 유형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P=0.007), 자기 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
0.001), 상태ㆍ특성 불안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
0.000) 유의하게 높았다. MFS의 하부 영역별로 보면 전반적
피로평균점수는 상태ㆍ특성불안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
서(P=0.000)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상 생활 기능장애 평균
점수는 A형 행동유형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자기 존중감이 낮은 군에서(P=0.003), 통제 신념이 낮은 군
보다 높은 군에서(P=0.025), 상태ㆍ특성 불안이 높은 군에
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상황적 피로 평균 점수는 자
기 존중감이 낮은 군에서(P=0.000), 상태ㆍ특성 불안이 높
은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
5. 피로수준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
과의 상관관계
MFS에 의한 피로수준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상관관
계는 Table 5와 같다. MFS 총 평균점수는 업무요구도(r=
0.133, P＜0.05), A형 행동유형(r=0.274, P＜0.01) 및 상태ㆍ
특성불안(r=0.357,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 반면, 업무의 자율성(r=－0.139, P＜0.05), 상사의 지지도
(r=－0.224, P＜0.01), 동료의 지지도(r=－0.241, P＜0.01) 및
자기존중감(r=－0.171, P＜0.05)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전반적 피로 평균점수는 업무요구도(r=0.152, P＜
0.05), A형 행동유형(r=0.135, P＜0.05) 및 상태ㆍ특성불안
(r=0.278,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자율성(r=－0.197, P＜0.05), 상사의 지지도(r=－
0.237, P＜0.01) 및 동료의 지지도(r=－0.232,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상생활기능장애 평균점
수는 A형 행동유형(r=0.343 P＜0.01) 및 상태ㆍ특성불안
(r=0.338,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상
사의 지지도(r=－0.172, P＜0.05), 동료의 지지도(r=－0.206,
P＜0.01) 및 자기존중감(r=－0.134, P＜0.05)과는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황적 피로 평균점수는 A형 행동
유형(r=0.199 P＜0.05) 및 상태ㆍ특성불안(r=0.343, P＜0.01)
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상사의지지도(r=
－0.170, P＜ 0.05), 동료의지지도(r=－0.193, P＜0.05) 및 자
기존중감(r=－0.242,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피로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관련성
피로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의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
로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고, 피로수준 점수를 4
분위수를 기준으로 Q1, Q2, Q3 집단을「정상군」으로, 네
번째의 가장 높은 집단인 Q4 집단을「고위험피로군」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이
때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변량 모델과 단변량 분석
에서 유의하였던 변수인 주관적인 건강상태, 아침식사여부,
총 비행시간,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다
변량 모델에 의해 피로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변량 모델에서는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고위험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ORs=0.558, 95% CI=0.317∼0.983), 동료의
지지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고위험피로군에 속할 위
험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ORs=0.525, 95% CI=0.301∼
0.917). 다른 변수를 통제한 다변량 모델에서는 동료의 지지
도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고위험피로군에 속할 위험도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ORs=0.544, 95% CI=0.303∼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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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로수준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관련성
피로수준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
은 군과 높은 군으로 구분하였고, 피로수준 점수를 4분위수
를 기준으로 Q1, Q2, Q3 집단을「정상군」으로, 네 번째의
가장 높은 집단인 Q4 집단을「고위험 피로군」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이 때 다
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변량 모델과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인 주관적인 건강상태, 아침식사여부, 총
비행시간,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다변량
모델에 의해 피로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교차비
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
지 않은 단변량 모델에서는 A형 행동유형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ORs=1.767, 95% CI=1.025∼3.045), 외부적 통
제신념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ORs=2.835, 95% CI=
1.622∼4.954), 상태ㆍ특성불안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ORs=2.080, 95% CI=1.195∼3.622)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Table 6.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fatigue
symptoms (MFS)† and job stress factors

Table 7.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fatigue
symptoms (MFS)†and psychosocial factors

Crude

Crude

Adjusted*

Adjusted*

Variables

Variables
ORs
Job demand
Low group§
1.000
¶
High group
1.036
Decision latitude
Low group§
1.000
¶
High group
0.811
Supervisor support
Low group§
1.000
¶
High group
0.558
NCoworker support
Low group§
1.000
¶
High group
0.525

(95% CI)

ORs

ORs

(95% CI)

(95% CI)

Type A behavior pattern
Low group§
1.000
¶
High group
1.767
Self-esteem
Low group§
1.000
¶
High group
0.633
Locus of control
Low group§
1.000
¶
High group
2.835
State-trait anxiety
Low group§
1.000
¶
High group
2.080

1.000
(0.603-1.779) 1.019 (0.564-1.840)
1.000
(0.472-1.394) 0.948 (0.534-1.680)
1.000
(0.317-0.983) 0.652 (0.359-1.184)
1.000
(0.301-0.917) 0.544 (0.303-0.978)

†

ORs

(95% CI)

1.000
(1.025-3.045) 1.661 (0.929-2.968)
1.000
(0.363-1.106) 0.622 (0.347-1.114)
1.000
(1.622-4.954) 2.696 (1.506-4.828)
1.000
(1.195-3.622) 1.662 (1.102-2.982)

†

Self-perceived fatigue was dichotomized normal (Q1, Q2, Q3)
§,¶
vs high (Q4),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Adjusted for subjective health status, eating
breakfast, total flight time, sense of satisfaction in job life.

Self-perceived fatigue was dichotomized normal (Q1, Q2, Q3)
§,¶
vs high (Q4),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Adjusted for subjective health status, eating
breakfast, total flight time, sense of satisfaction in job life.

Table 8.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atigue symptoms (MFS)
Variable

B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poor)
8.670
Eating breakfast (regularly/irregularly)
3.191
Total flight time
0.000
Sense of satisfaction in job lif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1.356
Job stress factors
Job demand
0.460
Decision latitude
－0.664
Supervisor support
－0.666
Coworker support
－0.428
Psychosocial factors
Type A behavior pattern
0.660
Locus of control
0.906
Self-esteem
0.347
State-trait anxiety
0.658
Constant
44.584
Adjusted R2=0.230

SE

Beta

t

p-value

4.520
1.898
0.001
3.377

0.109
0.094
0.000
0.024

1.918
1.681
0.008
0.401

0.056
0.094
0.993
0.688

0.501
0.316
0.562
0.664

0.054
－0.125
－0.088
－0.049

0.917
－2.099
－1.185
－0.665

0.360
0.037
0.237
0.507

0.235
0.580
0.386
0.169
13.900

0.181
0.119
0.054
0.321

2.816
1.562
0.900
3.869
3.207

0.005
0.119
0.369
0.00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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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다변
량 모델에서는 외부적 통제신념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
서(ORs=2.696, 95% CI=1.506∼4.828), 상태ㆍ특성불안이 낮
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ORs=1.662, 95% CI=1.102∼2.982) 고
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8.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주관적인 건강상
태, 아침식사여부, 총 비행시간, 직장생활의 만족도, 업무요
구도, 업무자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A형 행동
유형, 통제신념, 지기존중감 및 상태ㆍ특성불안을 독립변수
로, 피로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8). 그 결과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업무의 자율성, A형 행동유형 및 상태ㆍ특성불안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즉, 업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A형 행
동유형이 높을수록, 상태ㆍ특성불안이 높을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3.0%이었다.

IV. 고

찰

피로는 매우 복잡한 생리현상으로 그 원인과 증상이 한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역
치에 따라 나타나는 피로수준 또한 다양하다[36]. 또한 피
로는 단지 신체적, 정신적 피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회기능의 감소 등 사회적 측
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단일현상이 아닌 연속적, 총제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피로수
준 측정도구 중 가장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Schwartz
등[35]에 의해 개발된 29개항목의 피로측정도구(FAI)를 재
구성하여 Chang[37]이 만든 19문항의 표준화된 다차원 피로
척도(MF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MFS 총 평균점수는 85.13±16.65(범위; 19∼133
점)점으로 이는 Cho[38]의 사무직 공무원의 MFS 평균인
82.66±15.71점, No[39]의 미용사의 MFS 평균인 84.99±20.26
점보다 다소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
별 MFS에 의한 피로수준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다
는 군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 아침식사를 규칙적으
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MFS 중 상황적 피로점수가 불규칙한 아침식사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조종사의 직
업특성 상 아침식사를 거르기가 쉬우나 규칙적인 아침식사
를 통한 충분한 영양공급이 피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인

No[39]에서 아침식사의 빈도가 많을수록 피로점수가 낮은
양상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No[40]에서는 규칙적인 운
동이 피로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 No[41]에서 본인이 인지한 현재 건강상태와 식사의 불
규칙성이 만성피로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또한 사무직 공무원[38], 지하철기관사[42] 및 사
무직 남성 근로자[43]의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에서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결과
와 같은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관련 특성 별 피로수준은 총 비행시간 이길수록, 조
종사 생활에 만족하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조종사의 총 비행시간은 직장인의 근무
경력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며,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의
피로는 경력이 짧을수록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6,40]. 이는총 비행시간이 길
수록 숙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다양한 고난이도 기동훈련을
소화해야 하고 후배 조종사 지도감독의 의무와 함께 의사
결정자로서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본인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피로수준이 낮다는
본 연구결과는 미용사[44], 은행원[43] 및 사무직 남성 근로
자[43]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직무스트레스요인별 피로수준은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상사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
에서, 동료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기존의 연구[46-50]에서도 업무의 자율성, 상사 및
동료의 지지도는 피로수준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평시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선후배 조종사 간의 꾸준한 훈련,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조종사의 피로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심리적요인별 피로수준은 A형 행동유형이 낮은 군
보다 높은 군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상태ㆍ특성불안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 이는 선행연구인 Ha[51]의 일부 공군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피로 관련요인 연구에서 A형 행동유형의 성
향을 보이지 않을수록 통계학적으로 피로가 유의하게 높다
는 연구결과와 반대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A형 행
동유형이 피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38], 이는 똑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A형 행동유형의
사람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며[18,19], 성취동
기가 강하여 목표를 높게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을
혹사시킴으로써 B형 행동유형의 사람에 비해 실패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고, 피로가 더 많이 누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52,53].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피로수준이 증가한
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38], 상태ㆍ특성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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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피로수준은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조종
사라는 직업의 특성 상 타 직종과는 다른 특수한 물리적
환경(저기압, 중력가속도)에 노출되어 순간의 실수가 본인
의 생명과 직결됨에 따른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상태ㆍ특성불안이 조종사의 피로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피로수준과 관련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업무요구도, A형 행동유형 및 상태ㆍ특성 불안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자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및 자기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Cho 등[38]의 사무직 공무원 대상 연
구에서 업무요구도와 A형 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업무의 자
율성,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피로수준이 증가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Park[43]의 연구에서도 피로는 업
무요구도, A형 행동유형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업무의 자율
성, 자기존중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ang[54]의
연구에서도 업무의 자율성, 상사 및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
수록 피로수준이 높다고 밝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피로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사회심리적요인과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료의 지지도가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통제신념
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상태ㆍ특성불안이 낮은 군보
다 높은 군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Park[43]의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지가 낮
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
비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제신념과 상태ㆍ특성불안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업무의 자율성, A형 행동유형 및 상태ㆍ
특성불안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3.0%이었다. No 등[41]의 연구에서도 업무의 자
율성이 증가할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Cho
등[38]의 연구에서도 A형 행동유형 성향이 높을수록 피로
수준이 증가한다고 밝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상태특성불안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
는 일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조종사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피로
와 그의 관련요인을 한 시점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피로
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과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었

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로수준, 직무스트레스 요인(업무요구도,
업무자율성, 직장의 사회적지지) 및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감, 통제신념, 상태특성불안) 등의 측정
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존하여 측정하
였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 될 위험성을 배
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피로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업관련
특성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일 뿐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나 사회심리적 요인 등과 같은 중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재
변수를 포함하여 여러 독립변수들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조종사들에게서 발생되는 피로는 어쩔 수 없
이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임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회피나 모면보다는 예방적 활동 및 전략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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