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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16 조종사의 ACTN-3, G-내성, 신체조성 간 관계 예비조사

신승환

공군사관학교 항공체육학과

서 론

전투기는 공중교전과 요격미사일 회피를 위해 순간 가속과 작은 회

전반경의 원심성 선회 기동을 반복해야 하고, 이때 조종사에게는 뇌의 

혈액이 하부로 쏠려 의식을 잃지 않도록(Gravity induced Lost Of Con-

sciousness, G-LOC) 중력가속도에 대한 내성(Gravity induced accelera-

tion tolerance, G-내성)이 요구된다[1].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

식상실 예방을 위해 최소 6 G에서 30초간의 G-test를 통과하여 G-내성

을 검증받아야 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7 G에서 20

초, 그리고, F-15/16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9 G에서 15초를 버텨내야 

한다. 

G-내성 검증을 위한 G-test는 고속에서 작은 회전반경의 원심운동

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종석 모형을 구현한 장비에서 이뤄지며, 의식 

유지를 위해서는 뇌혈류가 인체의 하부로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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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relation Pilot-Study of F-15/16 Pilots’ ACTN-3,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Seung-Hwan Shin
Department of AeroFitness, Korea Air Force Academy, Cheo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ACTN-3 polymorphism (RR, RX, XX), G-tolerance (breath 
cycle) at 9 G-test (15 seconds), and body compositions for F-15/16 pilots’ selection, plane deployment and safe service.  

METHODS: 21 male F-15/16 pilots (29.3±1.00 years, 173.5±6.3 cm, 78.6±10.97 kg) voluntarily participated (ASMC-17-IRB-009). 
ACTN-3 polymorphism (RR, RX, XX) were analyzed from venous blood 3 mL. Participants did G-test (9 G, 15 seconds) for measuring 
G-tolerance from mean breath cycle (second) and measured body compositions (height [cm], weight [kg], muscle mass [kg], fat [kg], %), 
BMI [kg/m2]). Using SPSS 19.0 (for windows),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were analyzed by ACTN-3 polymorphism and cor-
relations between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were analyzed.  

RESULTS: ACTN-3 polymorphism showed, 6 ‘RR’, 10 ‘RX’, 5 ‘XX’.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by 
ACTN-3 polymorphism, in correlation between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But, ‘RR’ could be inferred predominant in G-tol-
erance from longest mean breath cycle. In G-tolerance, muscle mass showed positive and fat showed negative trend. Pilots’ mean BMI 
was judged as obesity.  

CONCLUSIONS: By ACTN-3 polymorphism, no significance was showed in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at high G-test (9 G, 
15 seconds). For proving ‘RR’s predominant possibility, more participants and long G-test time are needed. From muscle mass’ positive 
and fat’s negative trend with G-tolerance, and pilots’ obesity, body composition management educ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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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호흡이 요구된다[1,2]. 운동은 복부 이하의 부위에 힘을 주고 

다리를 곧게 펴 발 아래에 가로로 설치된 봉을 밀어내는 등척성 동작

으로 이뤄진다. 이때 L-1 호흡(Anti-G Straining Maneuver, AGSM)을 

하는데, 뇌혈류량 유지를 위해 흡기 후 성문을 닫은 채 유지하고, 호흡 

욕구 발생 시 호기와 흡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원

심운동이 가속되면 G가 커짐과 동시에 인체가 옆으로 눕는 형태가 되

므로 혈액이 하부로 쏠리는 압력도 비례하여 커진다. 9 G는 전투기의 

기동시 발생하는 최대 압력으로써 체중의 9배가 머리를 누르는 압력

으로,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부 이하 부위의 근육량을 토대로 

한 강한 근력 발현과 규칙적인 호흡의 유지가 요구된다[1,2]. 

G-내성의 미흡은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연계될 수 있으며, 나라

별, 기종별 조종사들의 경험률은 7-12%로 보고되고 있다[3-5].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조종사들의 G-내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G-test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3년마다 실시한다. 특히, 일일 2-3회 출격에

서 반복되는 G-내성의 발현은 피로회복 능력도 요구하는데[6], 이는 

근육량, 체지방 등 신체조성과 연관되어[7], 국외에서도 G-내성과 관련 

강조된 바 있다[8].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로 발달하는 전투기의 성능 

발휘를 위해 조종사의 신체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9]도 G-내성과 신체조성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운동생리학자들의 운동능력과 유전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형 근육에서 발현되는 ACTN-3 유

전자는 표현형에 따라 RR, RX, XX로 나뉘는데, ‘R’은 근력, 순발력, ‘X’

는 지구력 발휘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 유전자의 근력

발현 특성과 근육량의 관련성은, 국내 일반 성인에서 표현형 간 신장 

차이가 1 cm 미만일 때, RR형이 평균 체중이 2.5-3.5 kg 적고 체지방률

이 0.3% 범위 내에서 유사하더라도 엉덩이, 허리둘레가 크고 근력도 우

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정적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11].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근육량은 표기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ACTN-3 유전자 관련 연구 결과들은 표현형별로 종목, 대상과 수행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왔고[12-15],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세 가

지 표현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해왔으나, 국외에서는 ‘RX’를 근력 발현 

우위의 ‘R’에 따라, 혹은 지구력 발현 우위의 ‘X’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

하고 있기도 하다[16,17]. 특히, 조종사들의 G-내성 발휘과정과 같이 하

체의 킥킹(kicking) 동작을 주로 사용하는 육상의 단거리 종목에서 선

수의 수준과 운동강도가 높아질수록 ‘R’형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18], 이 유전자와 G-내성의 연관성을 추정해볼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신체조성[19]이나 발목 등 

부상 예측[20,21]과 관련된 연구들은 유전적 요인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G-내성을 유전, 신체조성과 연계하여 분

석하는 것은 연구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F-15/16 조종사들의 G-내성이 고강도의 근력 발현을 요구

하는 운동형태라는 점에서 신체조성, ACTN-3 유전자와의 연관성 추

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G-내성과 관련해서는 의학분야에서 

혈압, 산소공급 등 호흡 관련 생리적 요인[8,22]을 분석하거나, 심혈관

계질환 등 건강관리[23-25] 관련 연구들이 주로 이뤄졌고, 간헐적으로 

근력, 근지구력의 영향과 관련하여 무산소성 트레이닝의 효과가 구명

되는 데 그쳤다[26,27].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7 G 이상에 노

출되는 첨단 전투기 조종사들에게서 빈발하는 목과 허리 등 근골격계

의 부상[28-30]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골격근량 등 

신체조성이 선수들에서도 부상과 연계될 수 있고, 조종사들에서도 근

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체조성의 연구 필요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조종사들의 BMI가 비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고[31], 일반적으로 비만은 생활습관병으로써 직무수행에 부적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종사의 G-내성과 연관해서 구명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종사에게 고강도의 운

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접근이 어려운 특수분야인 까닭에 운동생리

학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들이 의학계에서 주로 이뤄

지면서 G-내성, 유전자형, 신체조성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해보

려는 시도는 지금껏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시간 500-1,000시간의 F-15/16 조종사를 모

집하여 G-내성과 ACTN-3 유전자의 표현형, 신체조성 간 관계를 예비

조사를 통해 탐색하여, 조종사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적정 신체조

성 관리와, 전투기 조종사 육성, 선발과 기종 배정에 활용 가능한 자료

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이 기종은 모집단의 크기도 작고 참여조건 만

족 여부를 고려할 때 참여자 모집이 제한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탐색

을 통해 요인 간 연관성이 확인되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곧 도래할 초음속 여객기 시대에 조종사의 선발과 관리, 그

리고 우주인 선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2017년 7-9월 충북 C시 소재 항공의료원에 내방한 

비행시간 500-1,000시간인 F-15/16 조종사 중 만 27.6-30.5세 사이의 희

망자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를 위한 섭외 기준은 베테랑으로 

인정하는 비행 500시간 이상이며, 이때 연령은 최소 27세 정도가 된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N=21) Mean±SD Range

Age (yr) 29.3±1.00 27.6-30.5
Height (cm) 173.5±6.3 161.8-188.0
Weight (kg) 78.6±10.97 56.5-104.9
career (yr) 6.3±1.2 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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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범위를 이후 3년으로 한 것은 조종사들이 3년 주기로 G-test를 받

는데, 5 G 수준에서도 경험으로부터의 학습효과가 보고되어[32], 이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절차

1) IRB 및 동의서 수령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G기관에서 심의를 받았고(ASMC-17-

IRB-009), 그에 따라 위 의료원을 방문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메일과 전화로 ACTN-3 표현형 분석을 위한 채혈, G-test, 신체조성 측

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수령하였다. 

2) ACTN-3 유전자 표현형 분석

ACTN-3 유전자형 분석은 신체조성 측정에 이어서 실시하였다. 

DNA는 참여자들의 상완정맥에서 혈액 3 mL를 K3EDTA 진공튜브에 

채혈하고 Chemagic kit로 DNA를 절차(protocol)에 따라 추출하였다. 

분리한 DNA는 autoclave한 증류수와 희석하여 농도를 확인하고 -20℃

에서 보관하였다. 유전자 증폭을 위한 sense 프라이머는 5 -́CACTGCT-

GC CCTTTCTGTTG-3´이고, Anti-sense 프라이머는 5´-CGGGCT-

GAGGGTGATGTAG-3´로 제작하였다. 연쇄중합반응을 위해 50 pM의 

sense/anti-sense 프라이머, 2.5 mM dNTP, 2unit Taq DNA polymerase, 

PCR 완충액(with MgCl2)과 genomic DNA 2 μL, 증류수를 혼합하여 총 

반응액이 30 μL가 되도록 용액을 합성하였다. 연쇄중합반응 과정은 

PC320 (ASTEC, JAPA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조건에 의해 수

행되었다. 95℃에서 5분간 가열하여 template DNA를 단일체로 초기 변

성한 다음, 변성을 95℃에서 30초, 결합을 60℃에서 30초, 연장을 72℃ 

에서 45초 실시하는 과정을 36회 반복 후, 마지막 연장을 72℃에서 3분

간 유지하였다. PCR 생성물 10 μL를 Dde I 0.2 μL와 NE buffer3 2 μL와 

증류수로 혼합하여 총 반응액이 50 μL가 되게 하였으며, 제한효소 반

응을 중지하기 위해 65℃로 온도를 높여 20분간 유지하였다. 제한효소

를 마친 생성물 6 μL를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자외선 투사기 

VILVER LOURMAT (Primetech, Seoul)과 디지털카메라 C-4000 ZOOM 

(OLYMPUS, JAPAN)을 활용하여 DNA 분절로 이루어진 밴드를 촬영하

여 관찰하였다. RR은 219 bp, 8 bp, RX는 219 bp, 122 bp, 97 bp, 8 bp, XX

는 122 bp, 97 bp, 8 bp에서 띠가 관찰되었다(Fig. 1).

 3) G-test를 통한 G-내성 측정

G-test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곤돌라(ETC, USA; Fig. 2) 내부에 설치

된 조종석에 앉아 하체의 신전 시 근력발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

동차의 패달 위치에 가로로 설치된 원형 바와 좌석의 간격을 조정한다. 

참여자는 L-1 호흡법(Anti-G Straining Maneuver)과 함께 복부 이하의 

부위에 힘을 준 후, 초당 1 G의 속도로 가속하여 각 4 G와 5 G에서 10

초간의 원심운동으로 워밍업을 하였다. 이후 본 검사는 참여자와 관리

자의 OK 사인 교환 후 참여자가 조종스틱을 당기면 곤돌라가 초당 6 

G의 속도로 급가속되어 원심운동을 하고, 9 G에 도달하면 15초간 의

식을 유지해야 한다. 통과하면 초당 -1.7 G로 감속되어 종료된다.  

본 연구에서 G-내성 측정은 15초간의 G-test 중 매 호기시작시점과 

다음 호기시작시점 간 호흡주기를 측정하고, 평균주기(초)로 산출하였

다. 이는 여타 종목들에서 호흡 효율성을 운동능력 평가의 한 요소로 

Fig. 1. ACTN-3 genotypes. 

219 bp
122 bp
97 bp

Fig. 2. G-test in gondola (ATFS-400). In G-test, pilot is seating in turning gondola. In (B) (past turn/9 G), gondola showed large gradient compared with (A) 
(slow turn/1.7 G).

A B



http://www.ksep-es.org

https://doi.org/10.15857/ksep.2018.27.1.80

  신승환  •  F-15/16 조종사의 ACTN-3, G-내성, 신체조성 간 관계 예비조사  | 83

고려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써, 국외의 G-test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운동능력을 호흡주기로 평가한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고[8], 본 검사기

관에서도 2.5-3초를 권장하고 있다. 호흡주기 측정의 신뢰도를 위해 기

존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연습하였다. 본 G-test 시 15초간의 

호흡주기를 측정하였고, 사후 담당자의 확인하에 녹화된 영상으로 1

회 더 측정하여 평균 호흡주기(초)를 채택하였다. 

4) 신체조성

InBody 720 (Biospace, Seoul)을 활용하여 전문 측정요원이 체중(kg), 

골격근량(kg), 체지방량(kg), BMI(kg/m2),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12시간 이내 중강도 이상의 운동, 4시간 이내 식사와 수분섭

취, 커피 등 이뇨성 물질의 섭취를 금하였으며, 측정실의 기온은 20-

22℃로 유지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9.0 (for Windows)을 사용하였다. ACTN-

3 유전자의 표현형(RR, RX, XX) 분포는 하디-와인버그 법칙(Hardy-

Weinberg Law)에 따라 검증하였고, 분포에 따른 G-내성(호흡주기)과 

신체조성은 일원변량분석(One-way between measures ANOVA)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국외에서 ‘RX’형을 근력과 순발력 우위를 나타

내는 ‘RR’과 집단화하거나, 혹은 지구력 우위를 나타내는 ‘XX’와 집단

화 하여 분석한 사례에 따라[16,17], 본 연구에서도 ‘RR’과 ‘RX+XX’, 

‘RR+RX’와 ‘XX’로 집단화하여 집단 간 독립 t-test를 실시, 유전자 표현

형과 G-내성의 관계를 추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G-내성과 신체조성 

변인 간에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유전자 표현형에 따른 G-내성과 신체조성, 그리고 G-

내성과 신체조성의 두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첫째, 본 연구가 유

전자 표현형에 따라 G-내성과 신체조성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탐

색하는 첫 시도라는 점과, 둘째, F-15/16 조종사를 대상으로 G-test를 

실제로 수행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조종사 선발, 육

성과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적정 신체조성 관리 측면에서 실용적 의

Table 2.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by ACTN-3

Variables N M SD Min. Max. df F p p† p‡

Breath cycle (sec) RR 6 2.18 .53 1.44 2.96 2 2.056 .157 .942 .066
RX 10 1.74 .40 1.28 2.75
XX 5 1.89 .30 1.56 2.24
sum 21 1.90 .44 1.28 2.96

Height (cm) RR 6 174.25 7.46 166.90 188.00 2 1.827 .189 .119 .745
RX 10 171.14 5.23 161.80 181.40
XX 5 177.38 5.86 168.30 184.40
sum 21 173.51 6.31 161.80 188.00

Weight (kg) RR 6 79.81 9.85 68.60 95.00 2 1.059 .368 .239 .748
RX 10 75.22 12.44 56.50 104.90
XX 5 83.70 8.28 72.00 93.20
sum 21 78.55 1.97 56.50 104.90

Muscle mass (kg) RR 6 35.41 4.94 28.80 42.40 2 1.429 .266 .150 .830
RX 10 33.41 4.76 25.50 44.60
XX 5 37.84 4.84 32.70 45.50
sum 21 35.03 4.93 25.50 45.50

Fat (kg) RR 6 17.56 5.43 11.40 26.00 2 .09 .915 .865 .759
RX 10 16.50 5.68 10.40 27.50
XX 5 17.36 4.22 14.30 24.60
sum 21 17.00 5.07 10.40 27.50

Fat (%) RR 6 21.95 5.75 14.40 28.80 2 .087 .917 .698 .770
RX 10 21.54 4.46 15.50 27.90
XX 5 20.74 4.44 15.30 27.70
sum 21 21.46 4.62 14.40 28.80

BMI (kg/m2) RR 6 26.25 2.54 23.10 30.60 2 .168 .847 .668 .827
RX 10 25.65 3.65 19.60 31.90
XX 5 26.52 1.13 25.20 27.50
sum 21 26.02 2.83 19.60 31.90

†independent t-test result (p value): polymophisn ‘RX’ is defined as ‘R’ group,analyed by ‘RR, RX (N=16)’ vs ‘XX (N=5)’; ‡ independent t-test result (p value): 
polymophisn ‘RX’ is defined as ‘X’ group,analyed by ‘RR (N=6)’ vs ‘RX, XX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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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조종사의 G-내성 발휘 과정이 고강도의 단속적 운동이

라는 측면에서, 운동과 관련된 유전자형인 ACTN-3, 그리고 신체조성 

간 연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ACTN-3 유전자 표현형과 G-

내성, 신체조성 간의 연관성이 구명되면, 조종사의 신체조성 관리와 예

비조종사의 교육 및 기종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1. ACTN-3 유전자 표현형별 G-내성과 신체조성

총 21명 중 ‘RR’형 6명(28.6%) ‘RX’형 10명(47.6%), ‘XX’형 5명(23.8%)

으로 분석되었고, 분포의 평형성은 χ2 =2.941 (df =1)로 하디-와인버그

의 법칙을 만족하였다. ACTN-3 유전자의 표현형별 G-내성은 호흡주

기(초)로 분석한 결과, ‘RR’형이 2.18초로 가장 길었고, ‘RX’형은 1.74초

로 가장 짧았으며, ‘XX’형은 1.89초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α=.157)

(Table 2). 국외에서는 ‘RX’형을 ‘R’에 따라 ‘RR’과, 또는 ‘X’에 따라 ‘XX’

와 집단화하여 분석하기도 하는데[16,17], 본 연구에서는 ‘X’로 집단화

하였을 때(‘RR’ vs. ‘RX, XX’)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α=.066).

ACTN-3 유전자의 표현형별 신체조성은 전 요인에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XX’형이 가장 크고(177.38 cm), 무겁고(83.70 kg), 골격근량

(37.84 kg)도 많고, 체지방률(26.52%)도 컸으나, ‘RR’형이 체지방량(17.56 

kg)과 BMI (21.96 kg/m2)는 가장 컸다. ‘RR’과 ‘XX’형의 체지방량 차이

는 200 g, 체지방률 차이는 0.27%였고, ‘RX’형은 BMI를 제외하고 전 요

인에서 가장 작은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신체조성은 전반적

으로 ‘RR’형이 중간값의 경향을 보였다. 

2. G-내성과 신체조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G-내성과 신체조성 요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

다. 키, 몸무게, 골격근량과는 정적경향이,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지

방은 부적경향이 나타났다. 

신체조성 간에는 키는 몸무게/골격근량과는 유의하였으나(p< .05), 

BMI와는 역상관 경향을 보였다(α =.143). 몸무게는 키/복부지방률

(p< .05), 골격근량/체지방량/체지방률(p< .001)과 유관하였으나, BMI

와는 무관하였다. 골격근량은 키/몸무게(p< .001), 체지방률(p< .05)과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G-tolerance and body compositions

Breath cycle 
(sec)

Height 
(cm)

Weight 
(kg)

Muscle mass 
(kg)

Fat 
(kg)

Fat 
(%)

BMI 
(kg/m2)

Visceral fat 
(%)

Breath cycle (sec) Pearson r 1 .253 .123 .259 -.171 -.006 -.29 -.287
p .269 .595 .256 .458 .98 .202 .207
N 21 21 21 21 21 21 21 21

Height (cm) Pearson r .253 1 .631** .791** .047 .113 -.331 .015
p .269 .002 0 .838 .625 .143 .949
N 21 21 21 21 21 21 21 21
Pearson r .123 .631** 1 .893** .704** .841** .319 .525*

Weight (cm) p .595 .002 0 0 0 .159 .015
N 21 21 21 21 21 21 21 21

Muscle mass (kg) Pearson r .259 .791** .893** 1 .313 .596** -.134 .237
p .256 0 0 .167 .004 .562 .301
N 21 21 21 21 21 21 21 21

Fat (kg) Pearson r -.171 .047 .704** .313 1 .864** .892** .758**
p .458 .838 0 .167 0 0 0
N 21 21 21 21 21 21 21 21

Fat (%) Pearson r -.006 .113 .841** .596** .864** 1 .635** .645**
p .98 .625 0 .004 0 .002 .002
N 21 21 21 21 21 21 21 21

BMI (kg/m2) Pearson r -.29 -.331 .319 -.134 .892** .635** 1 .701**
p .202 .143 .159 .562 0 .002 0
N 21 21 21 21 21 21 21 21

Visceral fat (%) Pearson r -.287 .015   .525* .237 .758** .645** .701** 1
p .207 .949 .015 .301 0 .002 0
N 21 21 21 21 21 21 21 2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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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하였으나, BMI와는 역상관 경향을 보였다. 체지방량은 몸무게/체

지방률/BMI/복부지방과 유관하였고(p< .001), 체지방률은 몸무게/체

지방량(p< .001), 골격근량/BMI/복부지방률(p< .05)과 유관하였다. 복

부지방률은 체지방량, BMI (p< .001), 몸무게, 체지방률(p< .05)과 유관

하였다.    

 

논 의 

조종사에게 G-내성이 중요함에도 실제로 G-test를 수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F-15/16과 같이 9 G에서 G-test를 받는 조종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자료수집에서도 찾기 못하였

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희귀하고, 검색된 2건의 선행연구 모두 설문조

사에 의존하고 있다[22,27]. 이유는 G-test 장비는 순간 최대 1,500마력

의 회전력을 지지해야 할만큼 기술력이 요구되고 250억 원 이상의 고

가여서 국내에서도 본 연구가 수행된 곳이 유일하고 국외에서도 드물

다. 또한, 국내에서는 3년마다 조종자격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방문

해야 하는 여러 기종별 조종사들의 G-test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섭외하지 못하면 별도의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검

사결과에 따라 조종 지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참여 결정이 편

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G-내성에는 5 G에서도 경험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어[32], 본 연구와 같이 경험을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 

적정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에 따라 국외에서

도 참여자 선정과 적정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3]. 그러나, 군

은 개인보다 임무수행이 본질이고, 특히, 전투기의 성능은 계속 발달되

므로 본 연구와 같이 실용성과 차별성을 갖는 연구 노력들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1. ACTN-3 유전자 표현형별 G-내성과 신체조성

본 연구에서는 전투조종사의 우수한 G-내성이 고도의 근력을 요구

한다는 측면에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

였고, ACTN-3 유전자 표현형별 G-내성과 신체조성의 관련성이 구명

되면 전투조종사의 선발과 기종 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다. 

ACTN-3 유전자의 표현형 분포는 ‘RR’형 6명(28.6%), ‘RX’형 10명

(47.6%), ‘XX’형 5명(23.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조사이지만, 

국내에서 육상 등 다양한 종목 선수들의 종합적 경향으로 보고된 

‘RR’형 31-37.5%, ‘RX’형 48-56%, ‘XX’형 13-17%의 결과[31]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고, 국외에서의 엘리트 농구와 럭비 선수에서 나타난 

RR 25-37%, RX 39.5-42%, XX 21-35.5%의 범위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12,19].  

ACTN-3 유전자의 표현형별 G-내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RR형의 

평균 호흡주기가 2.18초(‘RX’형 1.74초, ‘XX’형 1.89초)로 가장 길었다. 

이는 ‘RR’형은 근력, 순발력, 스피드와 유관하고, ‘XX’형은 지구력과 

유관하다는 결과가 엘리트 육상 선수 등 다양한 대상의 많은 연구들

[18,34,35]에서 밝혀졌다는 점과 연계하여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된

다. 왜냐하면, G-내성은 근력 등 무산소성 능력과 정적으로 유관한데

[6,8], ‘RR’형이 15초간의 고강도의 짧은 무산소성 운동상황에서 평균 

호흡주기를 길게 유지하였다는 점은 호흡주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의식상실(G-LOC)에 빠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G-내성과 연

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초 이하이면 짧고, 

4초 이상이면 길다고 판단한 사례[22]와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평균 

호흡주기인 1.9초를 비교해볼 때도, RR형의 호흡주기가 2초를 넘었다

는 점은 유전적 강점의 가능성을 부가해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미군 

대상 선행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G-level은 명시되

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평균 2.5초를 권장하고 있다. 물론, 비행

자격 유지를 결정하는 테스트이고, 영상이 녹화되는 연구참여이므로 

심리적 부담감이 있으며, 경험이 최대한 배제되었다는 점도 호흡주기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호흡주기 분석 결과 15초에 가

까워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RR형만이 평균 2초를 넘었

다는 점은 스포츠에서 ‘RR’형이 근력 등 파워 발현에 유리하다는 점에 

비춰 주목할 만 한 결과라고 사료되고, 특히 ‘RX’형을 ‘X’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례[17]에 따른 분석결과(α=.066)는 유전적 영향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전자 표현형별로 G-내성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에서 운동 강도와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른 결

과들이 나타났던 것과 연계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엘리트 

선수 중 국내수준과 국제수준의 선수들 간에도 RR형의 비율이 국제

수준의 선수에서 높았던 경향[18,36]의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의 

G-내성 발휘 시와 국제적 수준의 선수들의 운동강도 간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정확한 구명을 위해서는 9 G-test에

서의 운동강도를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으로 측정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장비로는 G-test 중에는 원심력으로 인해 이동용 가스분석기

나 근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F-18 (9 G) 조종사

들의 최대산소섭취량은 사이클 에르고미터에서 50 mL/kg/min수준으

로 보고된 바 있다[27]. 또한, 조종사들이 체감하는 훈련 정도의 측면

에서 보면, G-test 시간이 15초로 짧고, 3년에 1회만 실시하며, 타인과의 

경쟁보다 본인이 견뎌내면 종료된다는 점에서 필요성 자체가 선수들

과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유전적 요인은 신체활

동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37], G-test에는 경험요인이 작용한다

는 점[32]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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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표현형에 따른 신체조성을 국외의 선행

연구[19]에 따라 구명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결과

를 기종을 구분하지 않았던 조종사 대상 선행연구 결과[31]와 비교해보

면 BMI에서 RR형이 가장 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유의성 여부에서 차

이가 있었는데, 이는 더 많은 참여자 모집과 기종 세분화 등 후속연구

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두 연구 모두에

서 ‘XX’형이 키가 크고 몸무게와 체지방량이 무겁고, 체지방률이 높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구력이 우수한 특성을 가진 ‘XX’형이라는 측면

에서 육상선수 등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보고된 결과들

과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19,34,38,39]. 앉아서 근육의 

능력을 발현하는 조종사들이 G-내성에 요구되는 근력과 관련되는 근

육량 등 신체조성을 체중 요인으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

닌지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대 비만남성 악력이 높

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고[40], 국외에서도 유전자형에 따라 신체조성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XX’형이 다른 표현형에 비해 아디포넥

틴 수치가 높았던 바[19]에 미뤄보면, 이 조종사들이 G-내성 강화를 위

해 요구되는 근력 발현의 필요성 차원에서 체중증량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지, 향후 이 기종에 배정받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

찰이 요구된다. 더불어 ‘RR’형의 발목염좌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20]는 

전시에 잦은 출격과 빈번한 G-내성 발휘 시 발목염좌의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XX’형의 상대

적으로 높은 발목염좌의 발생률과 체중 관련 요인이 크다는 점은 근본

적으로 출격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어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전적 가능성의 설명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외

에서 ACE 유전자 등을 함께 분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10,38,41]. 특히, ACE 유전자는 산소가 부족한 고고도에서

도 유관한 것이 확인되었고[42], 나아가 유전자와 더불어 BDKRB2를 

분석했을 때 설명력은 17-2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3]. 추가적으로, 현재의 G-test는 3년에 1회, 15초만 시행하지만 설명

력 제고와 실전 대비를 위해서는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형태로 변

경하여 피로에 대한 내성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운동강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도 요구된다.     

  

2. G-내성과 신체조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F-15/16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G-test를 실행한 연구

가 없는 상황에서 G-내성과 신체조성 간 상관관계가 구명되면 조종사 

육성과 신체조성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명하였으

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는 2004년 5 G 수

준에서 이뤄진 이후 전무한 실정이며[30], 국외에서도 9 G에서 G-test 

대상인 조종사들의 선행연구자료가 없어 객관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

황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조종사의 신체조성 관리를 위한 자료 축적

과 교육 목적을 위해 분석은 의미가 있으므로, 이제부터 추가적인 자

료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G-내성은 신장, 체중, 골격근량과 정적 경향이, 체지방

량(률), 복부지방률, BMI와는 부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G-내성에는 

골격근량이 요구된다는 점[6,8,27]이 9 G에서도 가능성 차원에서 확인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큰 신장이 G-내성과 역상관을 보인 결

과[44]가 부정된 경향은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신장이 173 cm로 크지 

않았고, 161 cm부터 분포된 것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다.     

한편, G-내성이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BMI와 부적 경향을 보인 것

은 체지방률 평균이 21.46%, BMI는 26.02 kg/m2로 비만으로 판정될 만

큼 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체중과 정적 경향을 보였다는 측면

에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으며[47], 조종사를 대상으로 G-내성 관련 

적정 체중 관련 요인의 구명 필요성을 제공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G-

내성에는 골격근량이 요구되지만, 과도한 체지방 관련 요인들은 부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체지방률은 6 G에서 G-test

를 받는 예비조종사들에서는 통과집단 14.16%, 미통과집단 12.6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바 있는데, 이 연구[45]의 참여집단은 평균 22.6

세로 본 연구에 비해 6, 7세가 적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볼 때 동

일집단에서 연령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횡단적으로 볼 

때, 6, 7년 사이에 체지방률이 약 7%, 체중은 약 10 kg, 체지방량은 7 kg 

정도가 증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중 체중을 제외한 요인들은 G-내

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된다. 또한, BMI는 골격

근량과는 부적 경향을 보인 반면, 체지방량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 .001). 따라서, 조종사의 신체조성 관리라는 연구목적상의 

필요성은 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건강 관리 차원에서 신체조

성의 교육 필요성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ACTN-3 표현형 관련 연구결과 해석과 

연계하여 가정해보면, 단거리와 마라톤 선수의 신체조성은 요구되는 

근력, 파워, 근지구력 수준에 따라 마땅히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근

육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XX’형 조종사들은 G-내성의 발휘가 

극도의 훈련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므로 이를 체중 증량으로 만회하

고자 했을 가능성이 나타났고, 역설적으로 지방 관련 요인들은 부적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기종을 배정받는 조종사들을 대상

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조종사의 대부분이 G-내성 

강화와 관련이 낮은 유산소성 운동을 하고 있어[27], 피로도를 늦추는 

등 근육량을 늘려 G-내성에 도움이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8,46] 결과들과 종합해볼 때, 조종사 신체조성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가 요구됨을 암시해주는 것이

라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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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운동과 유관한 것으로 알려진 ACTN-3 유전자형이 전투

조종사의 전투기 성능발휘 극대화와 안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G-내성, 

신체조성과 유관한지 관계를 구명하여 조종사의 선발과 기종배정, 적

정 신체조성 관리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ACTN-3 표현형에 따른 G-내성에는 ‘RR’의 호흡주

기가 가장 길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신체조성에도 차이가 없었으나 

‘XX’의 체중이 다른 형에 비해 3.9-8 kg 크게 나타났다. 둘째, G-내성과 

신체조성 간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골격근량, 체중과 정적 경

향이,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BMI와 부적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RR’의 

호흡주기가 가장 길었던 점과 ‘RX’형을 ‘X’ 인자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RR’형이 우수한 G-내성과 연관될 가능성은 추정해볼 수 

있다. 구명을 위해서는 참여자 확대, ACE 유전자 등의 동시 분석, G-

test의 실전적 방법으로의 변경, G-test 운동강도의 실시간 측정장비 개

발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 참여 조종사들의 BMI 평균이 비만

으로 판정되었고, 체지방 관련 요인들이 G-내성과 부적 경향을 보인 

바, 조종사들의 신체조성 관리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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