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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생도의 G-test 결과에 따른 피로도, 국방체력 및 

신체조성의 관련성

김인기 PhD, 정덕화 MS, 성준영 PhD, 김근수 PhD

공군사관학교 항공체육처

서  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투기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

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최신예 전투기(F-35, F-15K 등)는 현존

하는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며, 이전 세대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중기동력과 파괴력을 구비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공군 조종

사들은 고강도 중력가속도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G-내성

과 신체적 컨디셔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군사관학교

는 조종사에게 적합한 항공체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국방체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기초체력평가(3 km, 푸

쉬업, 싯업), 체지방률, 조종사근력5종(암컬, 벤치프레스, 렛풀다운, 레

그컬, 레그프레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고 있다[2]. 또한, 항공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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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 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G-test (5G/30 sec)를 통해 중력가속도에 

대한 내성(G-내성)을 검증하고, 비행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거쳐 조종

사를 양성한다. 이후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7G/20 sec, F-15K, 

F-35 조종사는 9G/15 sec를 통과해야 한다[3,4].

공중환경에서 인체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표

적으로 Gravity 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G-LOC) 높은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 저산소증, 가속도, 비행착각 등이 있다[5]. 특히, G-LOC

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불러일으킨

다. G-LOC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발생 빈도는 적지만 대부분 사망사

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사고 요인이다[1]. 그렇기에 공군 

조종사는 공중환경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이겨내기 위

해 공중환경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G-내성 

강화가 중요하다. G-내성은 항공기가 급선회할 때 체중의 최대 9배까

지 신체에 주어지는 양가속도(+Gz)를 극복하고 의식을 지켜내는 능력

으로, 항공기 사고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6].

G-내성 강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력가속도를 이겨내기 

위한 L1 호흡법(중력가속도를 이기기 위한 호흡법)과 Anti-G Suit(중력

방지비행복)는 각각 +2.4 Gz, +2.8 Gz의 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7]. 신체적 능력으로는 신체조성, 근력과 근지구력의 발달

이 G-내성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8], 높은 가속도 상황에 노출되면 모

세혈관과 말초에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맥 압

력을 조절하는 능력인 심폐지구력도 G-내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9]. 

반면, 신체조성과 G-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G-내성이 근육량, 체지방률 등에 관계가 있

음을 보고[10]하였으나, 신체조성과 G-내성이 관계없음을 보고한 연구

[11]도 있었다. 또한, 예비조종사의 신체조성과 G-test 결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체지방률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G-test 통과율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5], 체지방률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G-test 

통과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반된 연구[3]결과를 주장하고 있어, 

신체조성과 G-내성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G-내성 강화에 관한 연구와 공군 조종사의 ACTN-3 유전자

형에 따른 신체조성 및 체력, G-내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2,6]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항공체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

가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G-내성과 심혈관계의 관련 

연구는 기존 신체조성, 근력 및 ACTN-3유전자형 등의 선행연구에 비

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4차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워치(Smart 

Watch)가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 워치는 가속도, 광학, 터치

센서 등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들로 다양한 정보(걸음수, 심

박수, 수면시간 등)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12].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

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피로도측정 시스

템을 개발 연구[13], 운동 시 폴라와 스마트 워치의 심박수를 비교 분

석하는 연구[12],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14] 등 다양한 방면에서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항공체력과 G-내성 관련강화를 위

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종류인 스마트 워치

를 활용한 피로도 분석, 국방체력, 신체조성 결과를 바탕으로 공군사

관생도의 G-test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공군사관

생도 4학년의 피로도와 국방체력, 신체조성에 따른 G-test 성패를 분석

하여 각 변인에 대한 G-test 성패의 관계를 규명하고, 추후 공군사관생

도의 항공체력단련, G-내성 강화 및 조종사 피로도 분석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 G-test를 실시하는 공군사관학교 4학년 전체 남생

도 중 연구에 목적과 취지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7명의 생도를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대상자 모두 정확히 통제된 환경(기상, 식사시

간, 일과시간, 취침시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 시작 전, 공군 항공우

주의료원, 21-2차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 승인(ASMC-21-IRB-006)을 받

았으며, 대상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 후 진행되

었다. 연구대상자는 G-test 결과에 따라 GP (G-test 통과 그룹), GF (G-

test 탈락 그룹)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방법 

1) G-test

G-test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 위치한 고속 원심운동 곤돌라

(ETC, US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조종석 형태 좌석에 

착석 하여 5 G 가속도로 30초간 G-test를 실시하게 된다. 시작 직후 곤

돌라는 0.8 G의 속도로 회전을 시작 하였으며, 대상자가 직접 레버를 

당기는 순간 5 G로 가속되었다. 측정종료는 시작 후 30초가 종료되거

나, 대상자 스스로 레버를 밀거나, G-LOC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되면 종

료된다[2]. G-LOC의 기준은 피험자의 상체가 크게 주저앉는 경우, 눈

이 감기는 경우, 턱근육이 이완되어 입이 벌어지는 경우 G-LOC로 판

단하였다. G-test 시작 전 조종경력 20년 이상의 교관이 G-test에 요구

되는 자세와 호흡법(Anti-G Straining Maneuver)과 주의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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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시행한 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피로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Mi Smart Band 

5, Xiaomi, China)를 활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하였으며, 스마트 워치는 

각 대상자들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대상자들

은 G-test 시작 2주 전부터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였으며, 또한, G-test 내

내 착용하여 테스트 중 실시간으로 심박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피로도 측정은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피로도 측정과, 자가 피로도 

측정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스마트 워치 활용 피로도 측정은 평균 

심박수와 걸음 수, 깊은 수면 시간, 얕은 수면 시간을 통해 산출하였다. 

하루 3번(08시, 14시, 19시) 심박수를 측정하여 다음날 아침에 평균 심

박수를 산출하였다. 걸음 수 데이터는 매일 22시에 데이터를 기록하였

고, 수면 시 워치를 착용하여 일어난 후 수면시간을 기록하였다. 측정

된 데이터는 매일 평균값을 계산했고, 2주간의 데이터 평균을 활용하

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13] 피로도 계산 공식을 활용하여 피로도를 

측정하였다. 피로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α × 0.192) + (β× 0.008) - (γ × 0.35) + (δ× 0.45)

α: 심장박동수, β: 걸음 수, γ: 깊은 수면시간, δ: 얕은 수면시간

자가 피로도 측정 설문지는 대상자가 체감하는 피로도를 점수화 한 

것으로, 설문지 작성은 21시에 10분간 작성하였으며, 2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그룹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3) 체력측정

체력측정은 G-test 측정 2주일 전인 4월에 실시하였으며, 국방부 장

병체력검정 기준인 3 km 달리기, 푸쉬업, 싯업을 실시하였다. 3 km 달

리기는 경사도 0% 평지에서 실시하였으며, 푸쉬업은 높이 30 cm 보조

기구에서 시작 구령에 맞춰 2분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싯업은 싯

업바에 누워 2분간 측정을 실시하였다. 푸쉬업과 싯업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동작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개수를 인정하지 않았

으며, 측정은 공군사관학교 항공체육처 교수들이 실시하였다.  

4) 신체 조성

신체조성 측정은 G-test 측정 5일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날 

고강도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며, 공복 상태 유지를 

위해 오전 09시에 신체 조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다주파수 임피던스기

기 (Inbody 720, BiospaceCop,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체중(kg), 골격

근량(%), 체지방량(kg), 체지방률(%), 체질량지수(kg/m2)를 측정하였으

며, 신장(cm)은 체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22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사관생도들의 G-test 통과 여부에 따른 피로도 차이와 심박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로도와 심박수, 실험참여자의 G-test훈련 지속시간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가설검증의 유의수

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피로도요인에 따른 G-test결과

피로도요인에 따른 G-test결과는 Table 2와 같다. GP (G-test 통과 그

룹)가 GF (G-test 탈락 그룹)에 비해 안정시 심박수(p< .015), 깊은 수면 

시간(p< .001), 피로도 지수(p< .0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 외에도 총 수면 시간과 얕은 수면시간에서 GP가 GF에 비해 

더 많은 수면을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G-test 도중 심박수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10초 당시 심박수

(p< .001)와 테스트 중 최대 심박수에서 GP가 통계적으로 낮은 심박수

를 나타냈다(p< .001). 테스트 중 최대 심박수 역시 GP가 GF에 비해 통

계적으로 낮은 심박수를 나타냈다(p< .012). 마지막으로 테스트 지속 

시간도 GP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actor GP (n=13) GF (n=14) t p

Age (yr) 23.69±0.75 23.28±0.91 1.257 .220
Height (cm) 173.53±4.75 174.07±6.47 -.242 .811
Body weight (kg) 71.45±6.77 68.34±7.06 1.166 .254
Skeletal muscle mass (kg) 34.44±3.81 32.37±4.44 1.292 .208
Fat mass (kg) 10.97±2.91 11.02±2.19 -.045 .964
Body fat (%) 14.86±3.43 16.32±3.95 -1.021 .317
Body mass index (kg/m2) 23.73±2.12 22.52±1.62 1.668 .108

Values expressed as mean±SD.
GP, G-test passed; GF, G-test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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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력요인에 따른 G-test결과

체력요인에 따른 G-test결과는 Table 4와 같다. 3 km 달리기와 푸쉬

업의 경우 GP그룹과 GF그룹 간의 결과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싯업의 경우 GP가 GF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다. 

3. 신체조성에 따른 G-test결과

신체조성에 따른 G-test 분석 결과, GP그룹이 GF그룹에 비해 체중

과 골격근량은 높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은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4. 심박수, 피로도 요인, G-test 상관관계분석 결과 

심박수와 피로도 요인 및 G-test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분석결과 G-test와 깊은 수면(.225, p< .001), 피로도 지수(-.226, p<  

.008), 10초 당시 심박수(.676, p< .001)와 테스트 중 최대 심박수(.486, 

p< .012), 그리고 테스트 지속 시간(-.784, p< .001)에서 통계적인 상관관

계를 확인하였다.

Table 2. G-test results by fatigue Index factor

Factor GP GF t p

Resting heart rate (day) 59.46±6.19 66.00±6.71* -2.631 .015
Mean heart rate (day) 67.44±27.98 67.73±27.38 -.080 .937
Total sleep time (min) 344.57±92.13 329.36±113.23 -1.145 .253
Deep sleep time (min) 61.55±31.97 46.61±32.98*** -3.565 <.001
Light sleep time (min) 257.02±88.61 238.46±119.33 -1.375 .171
Step count (day) 11,658.77±6740.81 11,440.24±6,069.97 .263 .793
Fatigue index Scale 91.90±55.33 118.54±59.89** 2.700 .008
Subjective Survey Scale 14.26±6.28 14.02±6.76 .256 .798

Values expressed as mean±SD.
GP, G-test passed; GF, G-test failed.
*p<.05, **p<.01, ***p<.001 vs. GP by t-test.

Table 3. Heart rate during G-test

Factor GP GF t p

Heart rate (10 sec) 106.53±22.13 145.38±21.90*** -4.497 <.001
Heart rate max 123.76±22.11 146.46±20.30* -2.726 .012
Testing time 33.36±5.82 10.92±8.21*** 6.324 <.001

Values expressed as mean±SD.
GP, G-test passed; GF, G-test failed.
**p<.01, ***p<.001 vs. GP by t-test. 

Table 4. Physical fitness by G-test

Factor GP GF t p

3 km run (min) 11.81±0.59 11.86±0.73 -.211 .856
Push up (reps) 94.00±9.17 94.07±9.57 -.019 .985
Sit up (reps) 100.25±12.78 93.35±21.75 1.001 .345

Values expressed as mean±SD.
GP, G-test passed; GF, G-test failed.
**p<.01, ***p<.001 vs. GP by t-test.

Table 5. Coefficients for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G-test and factors

Factor R-value p

Resting heart rate (day) .473* .013
Mean heart rate (day) .005 .937
Total sleep time (min) .074 .253
Deep sleep time (min) .225*** <.001
Light sleep time (min) .089 .171
Step count (day) -.017 .793
Fatigue Index Scale -.226** .008
Subjective Survey Scale -.019 .799
Heart rate (10sec) .676*** <.001
Heart rate max .486 .012
Time for G-test -.784*** <.001

*p<.05, **p<.01, ***p<.001 vs. G-test by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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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공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G-test 성패에 따른 스마트 워치

를 활용한 피로도, 국방체력, 신체조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룹 간 심박수(10초), 최대심박수, 안정시 심박수, 피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방체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신체조성에서는 통과그룹이 체중, 골격근량은 높고 체지방량, 체지

방률은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 G-test 성패에 따른 피로도

기계와 달리 인간은 일과 휴식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과도한 피로의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로와 항공안

전에 관한 자료를 보면 민항 항공기 사고의 4-7%는 피로에 의한 것으

로 추정하였다[15]. 본 연구에 적용한 G-test는 중력의 5배인 5 G에서 

30초간 노출되며, 의식유지를 위해서는 복부와 하체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고 L-1 호흡법으로 뇌의 혈류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생리적 현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G-test에 임해

야 하며, 공군사관생도 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G-test에 부담을 갖고 있으며, G-test 훈련 전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 피로도를 분석한 결과 통

과그룹이 탈락그룹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피로도를 나타냈다. G-test와 

관련하여 피로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조종사를 대상으

로 활동량과 수면시간 등을 분석하여 피로와 연관된 연구를 살펴보

면, Fitbit를 허리에 착용하여 보행수와 보행거리만을 측정[16]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스마트 워치보다는 착용에 불편할 수 있었으며, 단편적

인 결과만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적용한 스마트 워치는 가속도, 

광학, 터치센서 등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들로 다양한 정보

(걸음수, 심박수, 수면시간 등)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대상자들의 휴대폰과 연동하여 측정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피로도측정 방법[12]를 

제시하였으며, 운동 시 폴라와 스마트 워치의 심박수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13],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14]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은 운동 시 쉽게 

착용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연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 항공안전단

에서 미공군 A급 항공기 사고의 7.8%로 피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

다[17]. A급 사고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약 20억 이상

의 피해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1974년부터 1992년 사이 미 공군 야간 

임무 A급 사고의 25%가 피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사고

와 관련하여 피로의 원인으로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

서는 피로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수면시간으로 제시[19]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도 피로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면시간을 분석한 결과 

G-test 통과그룹의 깊은 수면시간이 탈락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피로도 다음으로 심박수를 분석한 결과, 5G/30

초 동안의 G-test 중 10초 당시 통과그룹이 탈락그룹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심박수를 나타냈다. 또한, G-test 중 최대 심박수 역시 통과그룹이 

탈락그룹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심박수를 나타냈다. 통과그룹의 심박

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유산소성 능력이 탈락그룹보다 높다라고 제

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대상자들의 안정시 심

박수를 분석한 결과 통과그룹의 안정시 심박수가 탈락그룹의 안정시 

심박수 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서는 조종사의 혈압 감소 원인이 심박출량 감소에 있는 것으로 추

론하고 있으며, 조종사들의 G-내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산소성 운동에 

의한 심박출량 및 1회 박출량 증가를 위한 운동처방이 필요하다고 제

시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군사관생도를 대

상으로 4년간 트레이닝을 통해 신체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피로도 연구를 통해 G-test 성패와 관련성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G-test에 실패한 생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

간 트레이닝과 피로관리를 통해 G-test에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

요할 것이다. 

2. G-test 성패에 따른 국방체력

G-test 성패에 따른 국방체력 결과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근지구력를 측정하는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3,21]. 3 km 달리기는 조종사 심폐지구력 측정[22], 윗몸일으키기는 

가속도 상황에서 일정한 자세유지와 요통예방을 위해[23] 필요하며, 

상체 근지구력인 팔굽혀펴기 역시 가속도 상황에서 상체의 자세유지

와 조종 스틱을 컨트롤 하기위해 필요하다[1].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국

방체력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생도들이 4년간의 강도 

높은 트레이닝으로 일정 수준이상 체력수준에 도달되어 있다고 설명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조종사의 G-test와 관련된 체력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기에는 이미 체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므

로 체력요인별로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3]. 공

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의 국방체력을 분석한 선행연

구에서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 km 달리기 모두 1학년보다 4학

년의 체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16] 본 연구에서 4학년 생도

들만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높은 체력수준을 가지고 있어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G-test 성패에 따른 신체조성

G-test 성패에 따른 신체조성 결과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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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통과그룹이 탈락그룹보다 체중과 골격근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

과그룹에서 골격근량이 요구된다는 점[24-26]이 본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해 주고 있다. 근육량 증가는 모세혈관을 증가시켜 말초저항을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필요 시 혈압 상승을 통해 의식상실을 방지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근육은 anti-G suit와 같이 혈관을 

강하게 압박하여 혈액이 하지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혈액

의 정맥회귀를 늘려 심장의 이완기말 좌심실의 혈액을 증가시킴으로

써 1회 박출량을 늘리는 매커니즘으로 뇌에 혈액공급을 원활하게 하

여 G-내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근육의 증가로 인한 수축력과 호흡근 

발달은 anti-G straining maneuvers (AGSM)의 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의식상실을 방지한다[28]. 선행연구를 통해 공중임무를 수행하는 전

투조종사에게는 G-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근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통과그룹의 골격근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에서는 통과그룹이 

탈락그룹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예비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에

서는 G-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각각 9.9 kg, 

16.6%로 제시하였으며, 기성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에서는 

과도한 체지방 관련 요인들은 G-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가속도 훈

련을 실시한 결과 가속도 훈련을 통과한 82.4%가 비만도를 판정하는 

body mass index (BMI)에서 고위험군(BMI >30 kg/m2)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본 연구에서는 G-test결과에 따른 신체조성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조성에 따른 비교를 진행한것이 아니기에 과체

중과 G-test결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현재 사

관생도들이 4년간 꾸준하게 신체조성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다만, 신체조성 결과가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고 있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G-내성에 효과적인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등 신체조성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공군사관생도의 피로도 및 심박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워치로 사용한 Mi Smart Band 5의 경우 과거 모델 보다 신뢰도

가 증기하였지만 Samsung 및 Apple 스마트 워치에 비해 측정 신뢰도

가 떨어진다. 특히, 심박수 및 걸음수, 그리고 수면측정 부분에서 현저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Mi Smart Band 5를 활용한 수면검사의 

경우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대체할 수 없기에 후속연구

에서는 Mi Smart Band 5와 다른 스마트워치와의 비교, 그리고 수면다

원검사 등 신뢰성 있는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생

각된다.   

결  론 

결론적으로 G-test의 성패에 따른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피로도에

서는 통과그룹의 피로도가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안정시 심박

수, 최대심박수에서도 통과그룹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신체조

성에서는 G-test 통과그룹과 실패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G-test 성패에 따라 피로도와 심박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예비조종사인 공군사관생도의 효과적인 G-test 성공을 위해 

안정시 심박수와 최대심박수를 낮추는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며, 지

속적인 피로도와 신체조성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G-test 실패 생

도들에 대한 피로도 관리가 G-test 성패에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분석하고 사관생도 체육교육 및 체력단련에 적용한다면 사

관생도들의 G-test 성공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CONFLICT OF INTEREST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

음을 밝힌다.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IK Kim, JY Sung, DH Jung, Data curation: IK 

Kim, JY Sung, DH Jung, Formal analysis: JY Sung, Funding acquisition: 

IK Kim, Methodology: JY Sung, Project administration: KS Kim Visual-

ization: IK Kim, JY Sung, DH Jung, Writing-original draft: IK Kim, JY 

Sung, DH Jung, Writing-review & editing: KS Kim.

ORCID

In-Ki Kim  https://orcid.org/0000-0003-3811-3169

Deok-Hwa Jeong  https://orcid.org/0000-0001-7005-2955

Jun-Young Sung  https://orcid.org/0000-0002-3140-4484

Keun-Su Kim  https://orcid.org/0000-0001-6883-4237

REFERENCES

1. Kim JW, Kim KS, Rhyu HS, Song SW.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

tween body composition and loss of consciousness by G-induced ac-

celeration of preliminary pilot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https://www.ksep-es.org104 |  In-Ki Kim, et al.  •  G-test Results by Fatigue

Vol.31, No. 1, February 2022: 98-104

Science. 2019;75(2):333-46.

2.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Education Guide for Cadets. 

Cheongju City, Chungcheongbuk-do: 2021.

3. Shin SH. A correlation pilot-study of F-15/16 pilots’ ACTN-3, G-tol-

erance, and body compositions. Korean J of Exerc Sci. 2018;27(1):80-

8.

4. Shin SH. A research between G-test result and body composition, fit-

ness. Grit in air force pre-pilo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

ness. 2017;12(2):329-38.

5. Roger K, Igor BM, Ola E. Effects of physical fitness on relaxed G-toler-

ance and the exercise pressor response. Eur J Appl physiol. 2013;113: 

2749-59.

6. Kim KS, Shin SH, Kim IK, Yoon C, Park JS, et al. An analysis of body 

composition, fitness as air force pilot’s ACTN-3 genotype. Korean J 

Sport Sci. 2016;25(6):1175-85.

7. Eiken O, Kolegard R, Bergsten E, Gronkvist M. G protection: interac-

tion of straining maneuvers ans positive pressure breathing. Aviat 

Space Environ Med. 2007;78:392-8.

8. Kim DW, LEE SL, Lee S, Ahn HC, Koo SR, et al. Analysis of risk fac-

tors on the G-induced loss of conscious in ROKAF pilots.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04;14(1):1-11.

9. Otsuki T, Maeda S, Iemitsu M, Saito Y, Tanimura Y, et al. Relationship 

between arterial stifness and athletic training programs in young adult 

men. Physiol Int. 2007;20:967-73.

10. Bulbulian R, Crisman RP, Thomsas ML. The effects of strength train-

ing and centrifuge exposure on Gz+ tolerance. Aviat Space Environ 

Med. 1994;65:1097-104.

11. Balldin UI, Myhre K, Tesch PA. Isometric abdominal muscle training 

and G tolerance. Aviat Space Environ Med. 1985;56(2):1097-104.

12. Kim JH, Lee JL, Woo MJ. Is heart rate measured by smartwatch dur-

ing exercise reliable? analysis of correlation and agreement between 

heart rates of polar and smartwatch.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0;11(6):331-9.

13. Kim NY, Kim DK. Development of mobile user fatigue measurement 

system using smart wearable device. J Korea Inst Inf Commun Eng 

2017;21(12):2357-64.

14. Lee MS, Cho JH. Smart device and wearable technology in improving 

elite sport performance: a review.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

ence. 2017:26(1);1219-35.

15. Kirsch AD. Report on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by the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n its cost/benefit analysis of the pro-

posed flight time limitations and rest requirement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1996:18081.

16. Kim KS, Choi J, Kim JW, Ryu DS, Kim BJ, et al. A comparative analy-

sis of physical fitness, cardiopulmonary function and isokinetic mus-

cular function in korea air force academy cadet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016;25(4):1077-89.

17. Luna T. Fatigue in context; USAF mishap experience. Aviat Space En-

viron Med. 2003;74(3):88.

18. Ramsey CS, McGlohn SE. Zolpidem as a fatigue countermeasure. Avi-

at Space Environ Med. 1997;68(9):26-31.

19. Wright N, McGown A. Vigilance on the civil flight deck: incidence of 

sleepiness and sleep during long-haul flights and associated changes in 

physiological parameters. Ergonomics. 2001;44:82-106.

20. Kim DW, Lee SI, Lee S, Ahn HC, Koo SR, et al. Analysis of risk factors 

on the G-induced loss of conscious in ROKAF pilots.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04;14(1):1-11.

21. Park JH, Yun C, Kang SC. Physical condition does not affect gravity-

lnduced loss of consciousness during human centrifuge training in 

well-experienced young aviators. Plos One. 2016;11(1):0147921.

22. Yun C, Jeon ER, Jung JY, Kim JS. Relations of the sit-and-reach test 

and back strength test to lower back pain airforce pilots aerospace 

medical center, ROKAF.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12;4:1-11.

23. Bateman WA, Jacobs L, Buick F. Physical conditioning to enhance 

+Gz tolerance: issues and current understanding. Aviat Space Environ 

Med. 2006;77:573-80.

24. Burton RR. G-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definition, history, cur-

rent status. Aviat Space Environ Med. 1988;59:2-5.

25. Epperson WI, Burton RR, Bemauer Em. The influence of differential 

physical conditioning regimens on simulated aerial combat maneuver-

ing tolerance. Aviat Space Environ Med. 1982;53(11):1091-7.

26. Newman DG, White SW, Callister R. Patterns of physical conditioning 

in royal australian air force F/A-18 pilots and the implications for +Gz 

tolerance. Aviat Space Environ Med. 1999;70(8):739-44.

27. Kirk LE, Douglas PJ. Protecting muscle mass and function in older 

adults during bed rest. Curr Opin Clin Nutr Metab Care. 2010;13(1): 

34-9.

28. Wood EH, Lambert EH, Code CF. Involuntary and voluntary mecha-

nisms for preventing cerebral ischemia due to positive (G) accelera-

tion. The Physiologist. 1981;6: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