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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군사관생도의 체력요인과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 후 

회복시간 간의 관련성 

 

김      건      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가속도에 의해 발생되는 의식상실 후 회복되는 

(+GZ Recovery of Consciousness, G-ROC) 시간과 체력요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조종사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체력관리 지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생도 중 항공신체검사 

정상기준을 충족하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이 잘 

통제되었으며 중력가속도 내성훈련에서 G-LOC가 발생한 생도 29명 

(21.8±0.6)을 대상으로 하였다. G-ROC 시간은 대상자들이 +6G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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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가속도에 30초간 노출되도록 하였을 때, G-LOC이 발생한 시점 

부터 대상자가 두 눈을 뜨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체력은 신체조성, 

악력, 팔굽혀펴기, 슬관절과 요부관절의 근력 및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G-ROC 시간과 각 체력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중, BMI, 골격근량, 수축기 혈압, 요부관절 신근의 최대근력, 그리고 

요부관절 굴근의 총 일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관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과 G-ROC 시간과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부 관절 굴근의 총 일량이 G-ROC 시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축기 혈압이 G-ROC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요부관절 굴근의 총 일량 즉, 복근의 근지구력 

이 높을수록 G-ROC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군 조종사들의 체력 관리에 있어 복근의 근지구력 또한 다른 체력요소 

에 더하여 중점관리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의식상실 후 회복, 중력가속도, G-ROC, G-LOC, 체력, 

주요어 : 공군사관생도  

  

학  번 : 2015-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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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중력가속도에 의해 유발되는 의식상실(+GZ-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G-LOC)은 공중 작전을 수행하는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Tripp Jr, 2001). 이는 실신과 

유사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조종사에게 있어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Seedhouse, 2013). 통계에 의하면 많은 항공기 사고가 

가속도 기동 중 의식상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그 발생률은 약 40%에 

이르렀으며(Travis & Morgan, 1994), 미공군의 경우 조종사들이 한 

달에 약 1.7회 G-LOC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J. Whinnery, 1986). 

더욱이 공중작전 시 G-LOC가 나타난 사례 중 1/3이 조종사가 사망 

하였거나 항공기를 잃는 중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Deaton & Mitchell, 

2000).  

G-LOC는 조종사들이 비행 중 신체적인 내성을 초월하는 높은 

중력가속도에 노출되었을 때 두뇌의 신경계에 적절한 혈류량을 유지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T. Whinnery & Forster, 2013). 증가되는 

중력가속도에 의해 뇌와 눈의 혈압 및 혈류가 감소하여 먼저 색감 또는 

선명도와 같은 시야의 손실이 나타나고, 점차 완전한 시야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후에도 높은 중력가속도가 지속되면 뇌의 혈류공급이 

감소하여 의식상실이 발생하고 이는 뇌의 혈류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된다(Seedhouse, 2013). 

공중에서의 높은 중력가속도에 대한 노출은 대부분 급격한 기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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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며 이로 인한 의식상실은 조종사에게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때문에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G-LOC에 대한 

내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어왔고 실제로 그 효과를 입증했다 

(Newman, White, & Callister, 1999; Shaffstall & Burton, 1979; 

김종섭, 2013).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고성능의 

전투기가 개발되고 이는 조종사의 인체에 요구되는 중력가속도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김동원, 안해철, 정기영, & 김찬, 2005). 이로 

인해 기존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G내성 증진 호흡법 등의 방법들은 

점차 덜 효과적이게 되었으며(Travis & Morgan, 1994), 조종사들이 

G내성 보조장비들에 점차 의존하게 되면서 이는 조종사 본인의 가속도 

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김동원 et al., 2004). 

가장 안전한 방법은 G-LOC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원인들에 더하여 공중에서 전투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 조종사의 직업적 특수성과 실제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생리학적 한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G-LOC의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Burton, 2000). 따라서 G-LOC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 의식상실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조종사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중력가속도로 인한 의식상실 후 회복(+GZ 

recovery of consciousness, G-ROC) 시간은 평균 약 12초였으며 

(Seedhouse, 2013), 인지능력의 회복까지는 64초가 소요되었다 

(Tripp Jr, 2001). 수십 초의 시간은 고속 전투기에게 있어서 극히 긴 

시간이다. 공중에서 의식상실 시간이 9초 감소되는 경우,  이는 5000ft 

이상의 고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전투기의 자세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J. E. Whinnery & Bu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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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이미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높은 체력수준이, 특히 근력과 

근지구력, G-LOC 내성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Balldin, 

1984; Epperson, Burton, & Bernauer, 1982; Tesch, Hjort, & Balldin, 

1983; 박정섭, 2015), 이로 인해 조종사 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Crisman & Burton; 구명수, 2002).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조종사의 의식상실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ammarota, 1991; Seedhouse, 2013; J. E. Whinnery, 

1990b),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나 조종사들의 

체력요인과 G-ROC 시간과의 관계와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Houghton, 

1987).  

의식상실시간은 뇌 혈류의 빠른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데(Seedhouse, 

2013), 이전에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높은 체력수준이 심혈관계의 

반사기능을 강화시켜 혈압 및 혈류의 조절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denghi et al., 2007; Iellamo, Legramante, 

Massaro, Raimondi, & Galante, 2000; Morrissette & McGowan, 

2000; Oliveira-Silva & Boullosa, 2015; Tatro, Dudley, & Convertino, 

1992). 때문에 체력수준이 높을수록 중추신경계와 뇌로 향하는 혈류의 

회복속도가 빨라져 G-ROC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G-LOC의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므로 공중에서의 

G-ROC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조종사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G-ROC 

시간에 체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봄으로써 조종사들의 안전 

한 임무수행을 위한 체력관리 지침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4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체력수준이 중력가속도에 의한 G-ROC 시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조종사들의 체력 관리 지침에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과 G-ROC 시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을수록 G-ROC 시간이 짧을 것이다. 

셋째, 근력 및 근지구력이 높을수록 G-ROC시간이 짧을 것이다. 

넷째,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G-ROC 시간이 짧을 것이다.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중력 가속도(+Gz acceleration) 

 

가속도란 단위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을 말하며 그 중 지구의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가속도를 G 라고 표현한다. +GZ 는 양가속도로, 조종사가 

강하자세에서 급상승하거나, 급선회하는 경우 머리에서 다리방향으로 

발생되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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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z-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G-LOC) 

 

G-LOC 는 비행 중 조종사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내성을 초월하는 높은 

중력가속도에 노출되었을 때 뇌 혈류의 급격한 감소로부터 야기된 

의식상실 상태로 정의되며(Burton, 1988; T. Whinnery & Forster, 

2013), 인체의 혈액이 하지로 몰리면서 뇌와 중추신경계의 혈류가 

감소하여 의식상실이 나타난다. 의식상실의 발생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1) 머리와 상체가 급격하게 주저 앉을 때, (2) 두 

눈이 감겼을 때, (3) 턱 근육이 이완되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을 때. 

위의 3 가지 상황이 모두 관찰되는 시점을 의미한다(T. Whinnery, 

Forster, & Rogers, 2014). 

 

3) G-LOC로부터의 회복(+Gz Recovery of Consciousness, G-ROC) 

 

G-LOC 로부터의 회복은 1G 이상으로 증가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 

는 것을 의미한다(T. Whinnery et al., 2014). G-LOC 로 인한 의식 

상실은 특징에 따라 G-LOC 가 발생한 이후부터 신체적 반응이 회복 

되기까지의 구간인 완전무의식구간과 완전무의식구간 이후부터 의도 

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구간인 반무의식구간으로 구분된다(Seedhouse, 

2013). 본 연구에서는 완전무의식구간을 회복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Tripp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피험자가 G-

LOC 가 발생한 이후 부터 눈을 뜰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고, 이를 

G-ROC시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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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력(Physical Fitness) 

 

체력이란 육체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진 특성 

으로 정의되며, 신체조성(Body composition), 근력(Muscular strength), 

근지구력(Muscular endurance), 심폐지구력(Cardiorespiratory endurance), 

유연성(Flexibility)의 5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을 제외한 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의 4 가지 항목만을 체력 요인으로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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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LOC) 

 

중력에 대한 신체의 생리학적 영향은 운동, 기립성 저혈압, 저산소증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외부적 반응에 

대하여 우리의 몸은 심혈관계 반사작용이라는 공통된 기전을 통하여 

반응한다(Burton & Smith, 2011). 기립자세에서 혈액은 중력에 의해 

하지로 몰리게 되어 인체 상부의 혈압 및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감소된 

혈압은 동맥 내 압수용체에 의해 감지되고 이는 심혈관계의 반사작용을 

통해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심근수축력과 말초혈관저항을 증가시킨다.  

증가된 심박수는 심박출량과 정맥회귀량 및 혈압을 상승시켜 눈 주위와 

뇌의 혈류를 유지하도록 한다(Bannister, Sever, & Gross, 1977). 

이러한 기능을 통해 우리의 인체는 +1Gz의 중력 하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작용은 높은 중력가속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Burton & Smith, 2011). 공중기동 

중 전투기가 급격한 선회 또는 상승을 하는 경우에 +1Gz를 초과하는 

급격한 중력가속도가 발생한다. 이는 신체 내 보상작용의 한계를 

초과하여 심혈관계와 중추신경계 그리고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조종사의 생리적 장애를 유발한다(Lambert, 1950).  

+1Gz 수준에서의 심장 주변의 혈압은 평균 100mmHg이며 눈 주위의 

혈압은 평균 78mmHg정도로 유지된다. 하지만 급격한 중력가속도로의 

노출은 혈액을 하지 쪽으로 끌어당겨 심박출량 및 동맥압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망막과 뇌 혈류량의 감소를 야기한다. 이때 눈 주위의 혈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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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mmHg/G로 감소한다. +5Gz의 중력가속도에 노출되면 하지의 

혈압은 약 1165mmHg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나 이와 반대로 눈 

주위의 혈압은 -10mmHg까지 감소한다<그림 1>. 이는 결국 시야의 

부분 또는 완전 결손(grey-out, black-out)을 야기하며 최종적으로는 

눈이 감기고 얼굴, 말단부, 몸통 근육의 급격한 이완으로 인해 자세가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T. Whinnery & 

Forster, 2013), 즉 G-LOC를 야기하여 조종사를 조종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다(이민구, 이진석, & 민태형, 2002). 

 

 

그림 1. 중력가속도 증가에 따른 혈압 변화(Burns, 1995) 

 

G-LOC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관찰되는 조종사의 반응형태에 따라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뉜다<그림 2>. 우선 G-LOC가 발생한 직후부터 

조종사가 눈을 뜨고 머리 및 상체를 곧게 세우는 등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내기까지의 구간을 완전무의식구간(Absolute Incapacitation)이라 

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5초, 최소 3초부터 최대 

30초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는 조종사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상태로, 외부적 자극에 반응이 없고 자신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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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인지하지 못한다. 이후 중력가속도가 감소하면 뇌 혈류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뇌가 서서히 깨어나는데 이 때부터 반무의식구간 

(Relative Incapacitation)으로 진입한다. 이 구간은 완전무의식구간 

이후부터 조종사가 목적성을 가진 행동을 하기까지의 구간을 의미하며 

조종사는 의식은 있으나 혼동(confusion) 및 혼란(disorientation) 등의 

특징을 보인다(Seedhouse, 2013). 두 구간을 통틀어 전체무의식구간 

(Total incapacitation)이라 하며, 평균적으로 약 24초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eedhouse, 2013; T. Whinnery et al., 2014).  

 

그림 2. G-LOC 에 의한 의식상실구간(J. E. Whinnery, 1990b) 

 



 

- 10 - 

제 2 절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의 회복(G-ROC) 

 

G-LOC로부터의 회복(G-ROC)은 중력가속도에 노출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T. Whinnery et al., 2014) 뇌 부위의 

급격한 허혈로 인해 G-LOC가 발생한 뒤 중력가속도가 감속되면서 

손실되었던 혈류가 다시 뇌로 돌아오면서 점차 의식 회복의 과정이 

이루어진다(Morrissette & McGowan, 2000; J. E. Whinnery, 1990a; 

T. Whinnery et al., 2014). 혈류가 회복되면서 감소되었던 중추 

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신체적 반응이 돌아오고 점차 인지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진다(J. E. Whinnery, 1990b).  

선행연구에서는 뇌와 중추신경계의 허혈량의 크기가 의식상실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Seedhouse, 

2013; J. E. Whinnery, 1990a, 1990b; T. Whinnery et al., 2014). 

게다가 중력가속도의 상황 하에서 허혈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G-

LOC가 발생하기까지의 중력가속도의 가속률(Onset rate), 감속률 

(Offset rate) 그리고 G-LOC가 발생한 최대중력가속도 수준 (Max G-

level)인 것으로 나타났다(Seedhouse, 2013; T. Whinnery et al., 

2014).  

Modak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초당 0.1G의 완가속도와 초당 

1G의 급가속에 대한 의식상실시간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유사한 연구에서도 의식상실구간의 길이에 G-LOC가 발생하 

기까지의 감속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ughton, 

McBride, & Hannah, 1986; J. E. Whinnery, Burton, Boll, & Edd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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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innery & J. Whinnery(1990)의 연구에서는 그룹별 감속률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 감속률이 낮은 그룹에서 의식상실구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에 진행된 Whinnery et al. (2014) 

의 연구에서는 초당 0.1G부터 초당 8G까지의 다양한 감속률을 각각 

적용한 그룹의 G-ROC 시간을 비교한 결과, 가속도의 감속률이 낮은 

그룹에서 의식상실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LOC가 

발생한 G-LEVEL과 G-ROC 시간을 비교한 결과, 모든 G-LEVEL 

에서는 아니지만 평균 초당 5~9G의 중력가속도 수준에서 G-LEVEL이 

높을수록 G-ROC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력가속도의 가속률이 낮을수록, G-LOC 이후 감속률이 

낮을수록, 중력가속도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소실된 혈류량의 크기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회복 또한 늦어지면서 G-LOC로부터의 회복을 

느리게 하여 G-ROC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개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징 또한 RO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J. E. Whinnery, 1990b). 

아직까지 정상상태로의 회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속도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의 

신체적 또는 의식적 회복이라 정의하였다(Tripp et al., 2007; 

Seedhouse, 2013). 의식상실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단순히 신체적 회복을 의미하는 완전무의식구간 

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이 눈을 뜨거나(Tripp et 

al., 2007), 머리를 들거나(Benni, Li, Chen, Cammarota, & Amory, 

2003), 두 행동이 모두 나타난 시간을 회복으로 판단하였다(Modak, 

Tyagi, Singh, & Plate, 2002). 반무의식구간의 종료를 기준으로 삼은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이 G-LOC가 발생한 이후부터 울리는 경고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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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거나, 경고패널을 누르는 시점을 ROC로 평가하였다(Forster & 

Whinnery, 1988; Modak et al., 2002; J. E. Whinnery et al., 1987; J. 

E. Whinnery & Whinnery, 1990). 실제항공기에 설비되어있는 것과 

같은 계기판의 경고라이트에 적색 불빛이 점등되고 동시에 약 85db 

크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조종사는 두 가지에 반응하여 회복될 

경우 즉시 둘 중 하나를 해제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경고음에 반응한 

대상자의 경우 G-LOC부터 ROC까지의 시간은 평균 약 25초였으며 

최소 15초부터 최대 112초까지 소요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G-LOC 이후 조종사가 움직임을 회복한  

이후에도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Welch, 1986),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종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의 완전한 회복을 기준으로 삼아, 조종스틱의 

조작기능과 수학연산문제 풀이 등 조종관련 임무의 동시적 수행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G-ROC시간을 측정하였다 (Houghton 

et al., 1986; Tripp Jr, 2001; Tripp et al., 2006; Tripp, Warm, 

Matthews, Chiu, & Bracken, 2007). 조종스틱 조작기능은 행동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수학연산문제 풀이는 단순한 수학연산 문제에 대한 

풀이를 통해 공중에서의 인지능력의 회복을 평가하는 도구 로 

사용되었다. Houghton el al.(1986)의 연구에서는 그 시간이 약 

3분이며 특히, 수학문제풀이로 측정된 인지기능의 회복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ripp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회복까지 80초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식상실시간 

측정에 관하여 연구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전무의식구간의 회복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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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심혈관계 반사작용과 체력 

   

신체의 자율신경계는 심혈관계와 체온조절계, 외분비계, 위장간계 등을 

조절함으로써 인체의 생물학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이태경, 

2004). 이 중 심혈관계 반사작용은 혈액공급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박수와 혈압 및 혈관의 용적을 조절하는 심혈관계의 보상작용이다. 

궁극적으로는 뇌로 향하는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압수용기 

반사와 뇌의 혈류조절을 통해 이를 유지한다. 중력가속도에 노출되면 

동맥에 위치한 압수용체에 의해 혈압의 감소가 감지되어 심혈관계에서는 

혈압과 심박수 상승 및 말초혈관의 수축을 통해 뇌 혈류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이민구 et al., 2002).  

심박출량과 심박수는 교감신경을 통해 증가되며 부교감신경에 의해 

감소한다. 갑자기 혈압이 감소하면 압수용기에 의해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보내지는 긴장성 활동이 감소하고 긴장성 흥분신호를 

보내던 부교감신경의 흥분성 활동이 감소하여 부교감신경에 의해 

억제되고 있던 심박출량과 심박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교감신경의 

활동은 증가하여 혈관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이태경, 2004).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심혈관계 반사작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립 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혈압과 심전도 변화를 통해 압수용체의 

반사기능을 평가하는 기립성 저혈압 내성을 통해 심혈관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호기와 흡기시의 심박동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와 , 경사 진 테이블에 누운 

상태에서 심전도와 혈압의 측정을 통해 압수용체의 반사기능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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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 등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박기종, 

2007). 

많은 연구에서 체력, 특히 근력과 근지구력이 심혈관계 반사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숙련된 운동선수의 심혈 

관계 반사작용이 좌식생활을 하는 노인에 비해 2배가 높았으며(Lind-

Holst et al., 2011), 근지구력이 높은 조종사그룹의 심박수 조절기능이 

유의하게 높았다(McIntee et al., 2015). 또한, 체력수준이 높을수록 

심혈관계의 반사기능을 대표하는 수치 중 하나인 심박변이도가 높았 

으며(Hautala et al., 2010), 반대로 체력수준이 낮을수록 심박변이도가 

낮았다(D'Agosto et al., 2014). 신경매개성 실신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자전거 운동 및 근력운동을 실시한 결과, 혈류조절기능이 개선 

되었고 하지울혈을 감소시켰으며 압수용기반사의 민감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Gardenghi et al., 2007). 또한 저항성 운동이 압수용기 

반사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압 조절 기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였다(Loimaala et al., 2003; Tatro et al., 1992).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조종사들의 자율신경계의 심박수 조절기능이 좋았으며 

(Oliveira-Silva & Boullosa, 2015),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최대산소섭취량이 증가된 결과, 혈장량의 증가로 인해 기립성 저혈압의 

내성이 강화되었다 (Mtinangi & Hainsworth, 1999). 또한 1주간의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박출량과 교감신경계 조절기능 등의 

심혈관계 반사기능이 강화되었다(Yang et al., 2010). 

Relaxed G tolerance는 중력가속도에 대한 조종사의 심혈관계의 

반사기능을 측정하는 중력가속도 내성 측정 방법이다. 35명의 생도 및 

군인을 대상으로 이를 측정한 결과 대퇴굴근과 신근의 근력이 높을수록 

Relaxed G tolerance가 높게 나타났다(이민구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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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기립성 저혈압 또한 심혈관계 반사작용과 관련된 

증상이다. 이는 기립자세에서 중력으로 인해 하지로 혈액이 몰리고, 

정맥회귀와, 심박출량 및 혈압이 감소하여 뇌 혈류 감소가 나타나 이로 

인해 의식상실이 나타나는 증상이다(Sorond, Khavari, Serrador, & 

Lipsitz, 2005). 기립성 저혈압은 자율신경계의 체위에 따른 혈압조절 

기능을 나타내는 증상 중 하나이며, 압수용기반사와 뇌의 자동혈류조절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이태경, 2004) 중력가속도에 대한 

인체의 생리학적 반응의 근거로 이용되어왔다(Geelen & Greenleaf, 

1993; Newman, White, & Callister, 1998)  

8명의 여성조종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무산소성 파워와 여성 

조종사들의 기립성 저혈압 내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Heaps, 

Fischer, & Hill, 1997), 8명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19주간의 하지 

근력운동을 실시한 결과, 압수용기반사의 효율성이 상승하여 기립성 

저혈압 내성이 증진되었다(Tatro et al., 1992). 또한 근력운동은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Smith & Raven, 1986), 정맥회귀에 이용되는 

근육의 능력을 증가시키며 하지의 울혈을 감소시켜서 기립성 저혈압 

내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pperson et al., 1982; 

Epperson, Burton, & Bernauer, 1985).  

몇몇 연구에서 신체조성이 심혈관계의 반사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뇌와 심장의 거리에 관련되어 뇌 혈류 조절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Nordine et al., 2015), 조종사들의 지방량이 

적을수록 자율신경계의 심박수 조절기능이 좋았으며(Oliveira-Silva & 

Boullosa, 2015), 제지방량이 많을수록 기립성 저혈압 내성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Heaps et al., 1997; 이민구 et al., 2002)  

하지만 오히려, 전체 체질량이 높거나, 체용적이 크고, 체표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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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을수록 중력에 대한 기립성 저혈압의 기능이 효과적이었으며, 

지방량이 많을수록 심혈관계 반사작용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Gowda A, 2013; Nordin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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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들 중,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실시하는 항공신체검사 정상기준에 부합하고, 연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이 잘 통제되었으며, 중력가속도 내성 

훈련에서 G-LOC를 경험한 남자 생도 29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제 2 절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설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연구 설계 

독립변인 측정 

신체조성 / 근력 / 근지구력 / 심폐지구력 

대상자  

공군사관학교 남자 생도 29 명 

종속변인 측정 

G-ROC 시간 

자료처리 및 분석 

Windows SPS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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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항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든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조성 및 혈압,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측정하였으며, 가속도 훈련은 +1G에서 

시작하여 0.2G/sec의 가속률로 +1.5G까지 도달한 뒤, 0.8G/sec의 

가속률(ROR, rapid onset rate run)로 6G에 도달하여 30초간 가속도 

부하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G-LOC가 나타나면 즉시 장비의 

구동을 중지하고 초당 2G이상의 감속률을 통해 다시 +1G로 감소하여 

유지하도록 하였다. G-ROC 시간은 피험자에게서 G-LOC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시 눈을 뜬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의식상실 시간은 각각의 체력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 중 G-ROC 시간에 가장 영향이 있는 

요소를 판별하였다. 각 항목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조성 

 

(1) 신장 

 

신장은 신장계에 등을 대고 자연스럽게 선 뒤, 발 뒤꿈치와 엉덩이, 등, 

어깨가 세움대에 닿게 하였다. 양 발 끝은 30도 정도 벌리고 머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곧게 세운 상태에서 눈 주위의 둥근 뼈의 아랫부분과 

귀의 윗부분을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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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중 및 신체조성 

 

신체조성 측정은 In-Body 720(Bio space, Korea)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신체의 금속제품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양 발을 발판에 맞춰 

서고 양손으로 전극손잡이를 잡은 후 측정에 임하며, 체중(kg), 

BMI(kg/m2), 골격근량(Skeletal muscle mass, Kg), 체지방량(Body 

fat, kg),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3) 혈압 

 

혈압은 측정 전 측정자세에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뒤, 앉은 자세에서 

상박을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전자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근력 및 근지구력 

 

(1) 악력 

 

악력은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Takei, Japan)를 사용하였다. 

악력은 손가락의 제2관절이 악력계의 손잡이 부분과 직각이 되도록 

각자 손의 크기에 맞게 너비를 조절한 뒤 측정하였다.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악력계를 몸에 닿지 않게 한 상태에서 좌ㆍ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값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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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퇴근력 및 근지구력 

 

대퇴의 근력과 근지구력은 Humac Norm(USA)을 사용하여 좌·우 

양쪽 슬관절의 굴근력(Flexion)과 신근력(Extension)을 측정하였다. 

피험자가 의자에 앉게 하고 관절가동범위를 고려하여 측정 장비를 

조절하였으며 스트랩을 이용하여 흉부와 복부 그리고 대퇴를 고정하여 

다른 근육의 사용을 최소화 하였다. 측정에 대한 중력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측정 전 중력보정을 실시하였다. 굴근과 신근의 근력 

측정은 60°/sec의 각속도에서 좌ㆍ우 각각 2회 연습 후 10초 휴식한 

뒤에 본 측정 5회 실시하였으며, 근지구력은 240°/sec의 각속도에서 

좌ㆍ우 각각 연습 2회 실시 후 10초 휴식한 뒤에 25회 측정하였다 

(박정섭, 2015).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 사이의 휴식은 1분 실시하였다. 

 

(3) 복부근력 및 근지구력 

 

복부근력은 TEF(Trunk, Extension/Flexion Modular component)를 

Humac Norm(USA)에 결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서 장골능 

(iliac crest)에서 약 3.5cm 윗 부분이 요추 4~5번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측정장비를 조절한 뒤 안정성을 위해 하체와 골반 및 가슴을 

패드와 벨트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이중철, 배종진, & 이광규, 2012). 

측정 부위는 요부관절의 굴근력(Flexion)과 신근력(Extension)으로, 

60°/sec의 각속도에서 굴근과 신근의 근력을 각각 2회 연습 후 10초간 

휴식 을 취한 뒤에 본 측정 5회 실시하였으며, 90°/sec의 각속도에서 

각각 15회 측정하였다(박정섭, 2015). 굴근과 신근의 측정 간 휴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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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실시하였다. 

 

(4) 팔굽혀펴기 

 

피험자는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직선으로 만들어 

준비하고 시작 신호에 맞춰 측정을 시작하였다. 몸이 일직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팔을 90도 이상 굽혀서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 

경우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도중 무릎이 지면에 닿거나 양 다리가 떨어지거나 움직인 경우 

측정을 중지하였다.. 

 

3)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의 측정은 호흡가스 대사분석기(Quark CPET, Cosmed, 

Italy)을 이용하였다. 측정 전 약 10분간 스트레칭을 실시한 후, 

트레드밀에서 약 5분간 준비운동을 한 후, Bruce protocol을 사용하여 

측정을 시작하였다. 운동의 강도는 트레드밀의 경사 10%, 속도 

2.7km/h로 시작하여 3분마다 경사와 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All-

out시까지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강도가 증가함에도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고, 운동자각도(RPE) 수치가 17이상이며 호흡교환율(R)이 

1.10이상일 때, 산소섭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피험자가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지 못할 때를 최대운동부하로 판단한다(한정규 & 박승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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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OC 시간 측정 

 

G-ROC 시간은 공군항공우주훈련센터에 배치된 중력가속도 측정장비 

인 곤돌라(ET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4>. 곤돌라 내부 

에는 실제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좌석과 조종스틱이 설비되어 있으며 

좌석 전방에는 중앙에 붉은 등과 좌·우 30°도 측면에 녹색 등이 각각 

위치한 패널이 조종사의 정면에 설비되어있다. 

장비 내부에는 카메라 1대가 설치되어있으며 탑승자의 정면 얼굴과 

상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측정과정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 

및 녹화되어 이후에 영상분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내부에서는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문이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음성을 

통해 측정자와 대화가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탑승방법과 측정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받았으며, 중력가속도에 대한 내성을 증진시키는 L1 

호흡법을 전문가에게 교육받았다. 

장비에 탑승한 피험자는 전방 상단의 패널에 중앙의 붉은 빛과 좌우의 

녹색 빛을 주시한다. 측정자의 안내에 따라 장비가 가동되고 가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중앙 패널의 녹색 빛부터 점차 색이 변하고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것은 가속도의 증가로 인한 망막 및 뇌 혈류의 

감소로 시야 손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피험자는 L1 

호흡법을 시작하였다.  

1G에서 시작한 가속도는 초당 1G이상의 가속률로 6G까지 도달하며 

6G에서 30초를 유지하였다. 측정자는 피험자가 G-LOC가 발생한 순간 

가동을 중지하여 1G로 점차 돌아오게 하였다.  

G-LOC의 발생은 피험자의 머리와 상체가 급격하게 주저 앉을 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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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감겼을 때 그리고 턱 근육이 이완되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을 때. 

위의 3가지 상황이 모두 관찰될 때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G-ROC는 Tripp et al.(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토대로 

피험자가 다시 두 눈을 뜬 시점으로 하였다. 피험자가 G-LOC가 발생한 

시점부터 G-ROC까지의 시간을 녹화된 영상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시간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시간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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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데이터 값은 Windows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모든 자료는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2)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3) 종속변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5 -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G-ROC 시간 측정 결과 

 

측정된 G-ROC 시간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은 <표 1>과 

같다. 

 

표 1. G-ROC 시간 측정 결과 

구 분 대상자 수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의식상실시간(초) 29 명 5.91 (±2.35) 2.12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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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력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G-ROC 시간에 영향을 주는 체력요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험자를 대상으로 총 27개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신장, 체중, BMI,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혈압, 안정 시 심박수, 

악력, 팔굽혀펴기, 대퇴근력 및 근지구력, 복부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다. 

측정 결과는 <표 2>, <표 3>, <표 4>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2. 신체조성 및 혈압 측정 결과 

 

변 인 대상자 수 평균 및 표준편차 

신장(cm) 29 175.96 (±4.57) 

체중(kg) 29 73.20 (±7.98) 

BMI(kg/m2) 29 23.62 (±2.34) 

골격근량(kg) 29 35.31 (±3.47) 

체지방량(kg) 29 11.24 (±4.07) 

체지방률(%) 29 15.10 (±4.26) 

수축기 혈압 29 118.10 (±10.20) 

이완기 혈압 29 70.86 (±8.67) 

안정 시 심박수(bpm) 29 77.9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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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 결과 

 

표 4. 심폐지구력 측정 결과 

 

변 인 
대상자 

수 
평균 및 표준편차 

악력(kg) 29 43.28 (±6.36) 

팔굽혀펴기(rep) 29  70.76 (±10.45) 

60°/s 슬관절 신근 최대우력-우(N·m) 28 177.58 (±32.56) 

60°/s 슬관절 신근 최대우력-좌(N·m) 28 169.46 (±30.76) 

60°/s 슬관절 굴근 최대우력-우(N·m) 28 101.11 (±22.28) 

60°/s 슬관절 굴근 최대우력-좌(N·m) 28 101.00 (±20.88) 

240°/s 슬관절 신근 총 일량-우(J) 28 2830.14 (±441.11) 

240°/s 슬관절 신근 총 일량-좌(J) 28 2726.54 (±431.04) 

240°/s 슬관절 굴근 총 일량-우(J) 28 1533.64 (±448.19) 

240°/s 슬관절 굴근 총 일량-좌(J) 28 1499.57 (±445.38) 

60°/s 요부관절 신근 최대우력(N·m) 26 319.92 (±52.34) 

60°/s 요부관절 굴근 최대우력(N·m) 26 215.42 (±41.46) 

90°/s 요부관절 신근 총 일량(J) 26 4861.62 (±721.72) 

90°/s 요부관절 굴근 총 일량(J) 26 2655.46 (±811.39) 

변 인 대상자 수 평균 및 표준편차 

심박출량(L/min) 25 22.00 (±2.88) 

1 회 박출량(ml/beat) 25 123.90 (±37.98) 

동정맥 산소차 25 165.34 (±8.76) 

최대산소섭취량(ml/kg/min) 25      49.66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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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ROC 시간과 체력의 상관관계 

 

측정된 대상자들의 G-ROC 시간과 27개의 체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5. G-ROC 시간과 신체조성 및 혈압과의 상관관계 

*p=0.01, **p=0.05 

  

변 인 상관계수 유의확률 

신장(cm) -.016 .932 

체중(kg) -.457 .013* 

BMI(kg/m2) -.483 .008** 

골격근량(kg) -.461 .012* 

체지방량(kg) -.256 .180 

체지방률(%) -.157 .417 

수축기 혈압 -.455 .013* 

이완기 혈압 -.000 1.000 

안정 시 심박수(bpm) -.29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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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ROC 시간과 근력 및 근지구력과의 상관관계 

*p=0.01, **p=0.05 

 

표 7. G-ROC 시간과 심폐지구력과의 상관관계 

*p=0.01, **p=0.05 

변 인 상관계수 유의확률 

악력(kg) -.019 .922 

팔굽혀펴기(rep) -.123 .524 

60°/s 슬관절 신근 최대우력-우(N·m) -.046 .815 

60°/s 슬관절 신근 최대우력-좌(N·m) -.096 .628 

60°/s 슬관절 굴근 최대우력-우(N·m) -.112 .571 

60°/s 슬관절 굴근 최대우력-좌(N·m) -.001 .997 

240°/s 슬관절 신근 총 일량-우(J) -.267 .169 

240°/s 슬관절 신근 총 일량-좌(J) -.362 .058 

240°/s 슬관절 굴근 총 일량-우(J) -.112 .572 

240°/s 슬관절 굴근 총 일량-좌(J) -.105 .595 

60°/s 요부관절 신근 최대우력(N·m) -.402 .042* 

60°/s 요부관절 굴근 최대우력(N·m) -.359 .072 

90°/s 요부관절 신근 총 일량(J) -.345 .084 

90°/s 요부관절 굴근 총 일량(J) -.496 .010* 

변 인 상관계수 유의확률 

심박출량(L/min) -.390  .054 

1 회 박출량(ml/beat) -.261 .207 

동정맥 산소차 -.044 .833 

최대산소섭취량(ml/kg/min) -.001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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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G-ROC 시간과 체력 간의 회귀분석 

 

G-ROC 시간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인의 투입은 

Stepwise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8>,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가장 우선 투입된 변수는 27개 변수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90°/s 요부관절 굴근의 총 일량(R=.496)이었으며 G-ROC 시간에 

대한 설명력은 결정계수가 .246으로 나타나 약 24.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두 번째로 투입된 변수는 수축기 혈압으로 중상관계수는 .636로 

나타났다. 결정계수(R2)는 .404로 나타나 약 40.4%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한 

예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G-ROC 시간  

= 20.265 – (0.001 × 90°/s 요부관절 굴근 총 일량) – (0.92 × 수축기혈압) 

 

표 8. G-ROC 시간과 체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R R2 F P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1 

90°/s  

요부관절  

굴근 총 일량  

.496 .246 7.822 .010 -.001 .001 -.496 -2.797 .010 

2 

90°/s  

요부관절  

굴근 총 일량 
.636 .404 7.792 .003 

-.001 .000 -.447 -2.754 .011 

수축기혈압 -.092 .037 -.401 -2.470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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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ROC 의 측정치와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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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신체조성, 근력, 근지구력 및 

심폐지구력과 같은 체력요인이 G-ROC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G-LOC 내성에 관한 연구만 활발했을 뿐 

G-ROC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G-ROC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체력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로 G-ROC 시간을 측정하여 체력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의의를 가진다. 

 

제 1 절 G-ROC 시간 

 

생도들을 대상으로 G-ROC 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약 5.91초 

였으며, 최대 9.72초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Whinnery(1987)의 연구에 

의하면 G-LOC가 발생한 이후 피험자가 눈을 뜨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약 16초였으며, Houton(1986)의 연구에서는 16.6초, Tripp et 

al.(2006) 의 연구에서는 평균 11.44초, Whinnery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평균 10.36초로 나타나 대부분 의식상실시간이 10초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노출된 중력가속도 수준의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G-ROC 시간은 중추신경계의 혈류량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식상실의 기준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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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의식시간은 이와 더욱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edhouse, 

2013). 중력가속도의 감속률은 이러한 혈류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속률이 낮은 경우 G-ROC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 

되며, 빠르게 감속될 경우 혈류의 회복이 보다 빨라져 G-ROC 시간이 

짧아진다. 뿐만 아니라 G-LOC가 발생한 G-LEVEL의 수준도 G-ROC 

시간에 영향을 끼친다. 높은 G-LEVEL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중추 

신경계 허혈이 일어나 혈류 회복에 더욱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nnery et al, 2014)..  

본 연구 내에서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자 

들에게 동일한 가속률과 감속률 그리고 최대 중력가속도 수준을 적용 

하였으나, 다른 연구의 결과와의 차이는 연구 방법에 따른 이러한 요인 

들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LOC 발생 

이후 초당 2G 이상의 빠른 감속률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에 

비해 빠르거나 비슷한 수준의 감속률이었다 (Houghton et al., 1986; 

Modak et al., 2002; Tripp et al., 2007; J. E. Whinnery et al., 1987; T. 

Whinnery & Forster,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피험자가 공통적으로 +6Gz에서 G-LOC가 

발생하도록 설정한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중력가속도를 사용하였거나(Forster & Whinnery, 1988; Modak 

et al., 2002; J. E. Whinnery & Whinnery, 1990; T. Whinnery et al., 

2014), 완가속(Gradual onset rate, GOR)을 이용하여 개인별 최대 

중력가속도 내성을 측정한 뒤, 그 것을 넘는 수준의 중력가속도를 통해 

G-LOC를 유발하여(Houghton et al., 1986; Tripp Jr, 2001; Tripp et 

al., 2007) 평균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중력가속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보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긴 G-ROC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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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보았을 때, 중력가속도의 감속과 감속률, 최대 

중력가속도 수준이 G-ROC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공중에서의 전투라는 특수한 임무를 가진 조종사가 가속률과 

감속률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G-ROC 시간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반응의 회복뿐만 아니라 

조종사들의 완전한 임무수행능력의 회복까지 고려되고 있다. 단순히 

조종사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아닌 +1Gz 이상으로 중력가속도가 

증가하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 회복하는 것이 조종사들의 안전에 관하여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Cammarota, 1991; Seedhouse, 2013; J. 

E. Whinnery, 1990b). Houghton(1986)은 G-LOC 발생 후 조종사 

들의 업무수행능력 회복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약 32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ripp(2006)에서는 G-LOC 발생 후 조종사의 

Tracking 업무수행능력이 회복되는데 까지 약 50초가 소요 되었으며, 

수학연산능력이 회복되는데 까지는 약 77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ripp et al., 2006). 이는 약 10마일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의식상실로 인해 조작능력을 상실한 항공기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완전무의식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의식상실시간을 측정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임무 

수행 및 인지기능의 회복까지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G-ROC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G-LOC 발생에 대한 내성만을 

강조할 뿐 G-ROC 시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조종사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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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G-ROC 시간과 체력요인 간의 관련성 

 

G-ROC 시간과 공군사관생도들의 체력요인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신체조성 및 혈압 항목에서는 체중, BMI, 골격근량 및 수축기 혈압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요부관절 신근의 최대근력과 굴근의 총 

일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G-ROC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90°/s에서의 요부관절 굴근의 총 일량과 수축기 혈압이 의식상실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등속성 근기능을 통해 대퇴와 요부관절의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하여 하지와 복부의 근기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퇴근육의 기능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요부근육의 신근력과 굴근의 근지구력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의 근육량이 많을수록 골격근 펌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혈류의 

순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eling, Colman, Krediet, & 

Freeman, 2004). 이민구 외(2002)의 연구에서는 대퇴굴근과 신근의 

근력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반사기능을 측정하는 이완 시 중력가속도 

내성이 높게 났으며, 19주간 하지의 근력운동을 실시한 결과 G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혈압의 조절기능(Sale, Moroz, McKelvie, 

MacDougall, & McCartney, 1994), 심혈관 반사작용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부관절의 신근의 최대근력은 G-ROC 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전트식(Sargent) 배근력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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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근력을 측정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지만 심혈관계의 반사기능을 

평가하는 이완 시 중력가속도 내성과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민구 et al., 2002),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요부관절 굴근의 총 일량은 G-ROC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G-ROC 시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등속성 근기능의 평가항목 중 하나인 총 일량(Total work done)은 

전관절 가동범위 내에서 근육이 한 일의 총량을 의미하며 최대 우력 

(peak toque)보다 근지구력의 척도로서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Holmes & Alderink, 1984). 따라서 요부관절 굴근의 총 일량은 복근 

의 근지구력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근지구력이란 특정 동작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육의 능력을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S.-T. Park, Hur, Lee, & Lee, 2014). 복근의 

근지구력은 복부 근육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혈류의 회복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압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나타낸다.  

가속도 상황 하에서 높은 복부의 압력의 유지는 혈압 및 정맥회귀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의 높은 압력은 직립자세에서의 혈압 

및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기립성 저혈압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Smit et al., 2004), 하지보다는 복부의 근육이 상대적인 

크기로 인해 복부 압력 유지에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eroa, Basford, & Low, 2010).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부의 근육을 강화시킨 결과 기립성 저혈압 

내성이 증가하였으며(Allen, Taylor, & Hall, 1945; Sewall,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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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및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G-suit를 착용하였을 때, 착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조종사들의 G-ROC 시간이 짧아졌다(Tripp et al., 

2007). 복대를 착용하여 복부의 압력이 증가시킨 결과, 하지 울혈을 

감소시키고 동맥압과 대뇌의 혈류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eli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중력가속도 내성 증진을 위해 피험자들이 L-1 

호흡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AGSM(Anti-G straining maneuver) 

이라고도 불리며 중력가속도로 인해 머리의 혈액이 하지로 몰리는 것에 

대하여 하지와 복부 근육의 반복적인 등척성 수축을 통해 혈류가 하지에 

몰리지 않게 하는 수동적인 호흡법이다(Voshell, 2004). 근지구력의 

강화는 L-1 호흡법에 이용되는 근육의 피로도를 감소시켜 지속적인 근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Bateman, Jacobs, & Buick, 2006). 

따라서 높은 복부의 근지구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AGSM의 수행은 보다 

많은 양의 혈액이 머리에 가까운 부위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더욱 빠른 뇌 혈류의 회복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G-ROC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의식상실로부터의 회복과 관련된 연구 중 체력이라는 요인이 포함되어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는 Houghton(1987)의 연구뿐이다. 8명의 

남ㆍ녀 조종사를 대상으로 Bruce protocol을 적용하여 트레드밀 

탑승시간과 의식상실 후 임무수행능력의 회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산소 체력이 높을수록 G-LOC로부터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G-ROC 시간과 심폐지구력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단지 8명의 피험자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유산소 체력을 대표 

하는 항목이 아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트레드밀 최대 탑승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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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심폐지구력이 G-ROC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비록  

다수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심폐지구력은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키고(Smith, Hudson, Graitzer, & Raven, 1989) 압수용기반사의 

민감도를 낮추며(Tsutsui et al., 2002), 뇌 혈류 자동조절기능의 약화를 

야기하여 기립성 저혈압과 심혈관계 반사작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Bannister et al., 1977; Ekblom, Kilbom, & Soltysiak, 

1973; Klein, Brüner, Jovy, Vogt, & Wegmann, 1968; Lind-Holst et 

al., 2011; Mangseth & Bernauer, 1980; Smith & Raven, 1986), 

선행연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로 많은 연구에서 

심폐지구력이 심혈관계 반사작용을 강화시키고 혈류조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Mtinangi & Hainsworth, 1999; 

Oliveira-Silva & Boullosa, 2015; Yang et al., 2010; 곽충환 et al.), 

이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력가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립성 저혈압 내성은 심혈관계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을 통해 동맥압을 유지하고 심박출량과 심박수 및 

1회박출량을 증가시키며 말초혈관의 저항을 증가시켜 주요 기관의 

혈류를 유지하는 심혈관계의 자율조절기능에 달려있다. 때문에 선행연구 

에서는 심박출량 또는 1회박출량이 높을수록 중력가속도 및 기립성 

저혈압 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Nordin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신체조성 및 혈압 항목에서는 체중, BMI, 골격근량 그리고 

수축기 혈압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수축기 혈압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G-ROC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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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혈압이 높을수록 의식상실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의식상실로부터의 회복에 중요한 기전인 심혈관계 반사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박출량과 말초혈관저항을 조절하며 혈압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 연구에서 정상혈압에 비해 

고혈압인 대상자의 심혈관계반사기능이 높아 혈압 조절 및 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혈압은 높은 혈압의 반응을 

가지며 심혈관 반사를 조절하여 교감신경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urt et al., 1995; Gribbin, Pickering, Sleight, & Peto, 

1971), 고혈압(140mmHg)과 정상 혈압(120mmHg) 사이에 위치한 

경계성 고혈압(prehypertension)인 경우에도 정상혈압에 비해 과도한 

혈압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민, 노호성, & 김종경, 

2009). 이는 본 연구에서 고혈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의식상실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 고혈압 또는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오히려 심혈관계 반사기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Bristow, Honour, Pickering, Sleight, & Smyth, 1969; Mukai, 

Gagnon, Iloputaife, Hamner, & Lipsitz, 2003),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고혈압은 비만과 고지혈증 등과 함께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Cho, Park, Hwang, & Hong, 2001).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국내에서도 사망원인의 주요인에 해당하며 이는 조종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J.-E. Park, Han, Choi, Chong, & Kim, 2013). 

심혈관계질환은 항공기 사고의 요인이 되어 조종사들을 조종불능상태로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조종사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권영환, 2010). 때문에 조종사 신체검사 항목에서도 고혈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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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를 결정하는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있다(권영환, 2013). 미 

공군과 해군의 조종사들이 의학적 부적합으로 인해 비행 영구정지를 

받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Grósz, Tóth, & Péter, 2007; Hoiberg, 1984),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이 조종사들의 비행 영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었다(정기영 & 박병옥). 때문에 높은 혈압이 G-LOC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체중이 감소할수록 중추신경계에서의 교감신경억제로 

인해 교감신경의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rassi et al., 

1998).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체중이 높은 생도들이 교감신경 활동이 

활발하여 심혈관계 기능의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질량(Body mass)은 기립성 저혈압 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심박출량 및 1회박출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Nordine et al., 2015). 이와 

관련되어 여생도와 남자 사병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반사기능을 통한 

G-LOC 내성을 측정하는 이완 시 중력가속도 내성을 측정한 결과 체중, 

특히 제지방 체중이 높을수록 중력가속도 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구 et al., 2002)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G-ROC 시간과 체력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진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체중과 BMI, 수축기 혈압 그리고 요부관절의 

최대 신근력과 굴근의 근지구력이 G-ROC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퇴근육에 관해서도 유의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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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신체조성과 근력 및 근지구력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포함된 체력요인이 G-ROC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신체적 반응이 회복되기까지의 비교적 짧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최근 ROC의 개념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회복까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G-LOC가 발생하기 

직전에 뇌 혈류가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조종사들의 의식이 점차 

흐려져 임무수행 불가한 상태에 놓이는 A-LOC(Almost Loss of 

Consciousness) 구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Shender, Forster, 

Hrebien, Ryoo, & Cammarota, 2003).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의식상실과 회복에 관한 더욱 넓은 개념을 적용하여 어떠한 체력요소가 

G-ROC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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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종사 체력관리 

 

조종사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 체력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공군 조종사는 공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저산소, 저압, 중력가속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고성능의 항공기가 개발 

되면서 조종사를 위한 보다 특화된 체력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동원 et al., 2005).  

하지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조종사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체력적 요인에 대한 적용은 아직까지 많은 방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공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G-

내성을 위한 조종사들의 근력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평가일 뿐 직접적으로 조종사들의 체력수준을 

높이기 어려울뿐더러 실제적인 업무에 요구되는 체력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미 공군의 경우, 조종사에게 특화된 체력관리 

프로그램(Fighter Aircrew Conditioning Program, FACP)을 운영하여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H. A. E. T. Command, 2000). 게다가 조종사들의 

중력가속도 내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A. E. T. Command, 2014)과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시 하지 않은 G-ROC 시간에 대한 연구도 

과거부터 진행해오고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행뿐만 아니라 조종사들의 개인적인 체력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율 또한 중요성에 비해 낮다. 대부분의 조종사가 임무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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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약 51%의 

조종사만이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약 

44%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운동참여 인원 중 

단지 7.9%의 조종사만이 근력운동을 주당 3 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 et al., 2004). 유사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종사의 절반 이상이 주당 3 시간 이하의 적은 운동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유산소운동에만 집중할 뿐, 근력운동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창호, 황상호, & 정기영, 2007).  

 게다가 공군 장병의 신체활동 수준은 군 집단 내에서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였으며 장교와 부사관의 신체활동은 병사의 실천율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미영, 이현경, 이정열, & 김광숙, 2012). 특히 

공군조종사를 대상으로 일일 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40 대 일반 활동성 

업무자의 활동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오히려 

좌업성 근무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조종사의 일일 활동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정구, 2013).  

결론적으로 공군 조종사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한 임무수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화된 체력요인에 대한 실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군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조종사 스스로가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체력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공군의 

전투력 향상 및 안전한 임무 수행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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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G-ROC 시간에는 체중, 골격근량, BMI, 수축기 혈압, 요부관절 신근의 

최대 근력과 굴근의 근지구력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축기 혈압과 

요부관절 굴근의 근지구력이 G-ROC 시간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수축기 혈압은 조종사들의 건강 상 악영향을 

야기하므로, 결국 G-LOC에 의한 G-ROC 시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복부의 근지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ROC 시간과 체력요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첫 

연구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완전무의식시간만을 G-ROC 시간의 기준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공중상황에서 

중력가속도로 인한 조종사들의 G-ROC 시간을 예측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추후에는 더 넓은 범위의 G-ROC의 개념을 적용하여 세부 

적인 체력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공군에서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전 장병을 대상으로 팔굽혀 

펴기, 3km 달리기와 함께 윗몸 일으키기 항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평가일 뿐이며 복근의 근지구력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 또한 아니다. 조종사의 중력가속도 내성을 위해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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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평가 프로그램에서도 복근의 근지구력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군에서는 G-LOC의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종사들의 G-ROC 시간의 감소를 위한 복근의 근 

지구력 강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보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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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fitness of Korea Air Force 

Academy Cadets and Recovery 

Time from +Gz-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Time 

 

Kim, Gun H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recovery time from +Gz-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and provide to pilots as a basis for physical fitness 

management guidelines for safety mission.  

29 senior cadets(21.8±0.6) were recruited in Korea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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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who passed the pilot medical test. They did not have life 

habit which confounding this study and loss his consciousness in G-

tolerance test. As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6G for 30 sec, G-

ROC time was measured from when G-LOC occurred to when 

participants reopened their eyes. Participants completed a physical 

fitness assessment comprised of body composition, hand grip, 

push-ups, strength and endurance of knee and trunk muscle and 

cardiorespiratory fitness.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G-

ROC time and body weight, body mass index, skeletal muscle mass, 

systolic blood pressure, peak toque of trunk extensor and total 

work done of trunk flexor.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showing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ROC 

time, Total work done of trunk flexor was reveale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G-ROC time and systolic blood pressure was 

n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G-ROC time decreased 

as the total work done of trunk flexor, i.e., the abdominal muscle 

endurance increased. Therefore, the abdominal muscle endurance 

should be included in the fitness management program for the air 

force pilots in addition to other physical fitness factors. 

 

Keywords : Recovery from loss of consciousness, G-ROC, G-LOC, 

Physical fitness, Korea Air Force Academy Cadets 

Student Number : 2015-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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