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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비행 교육 및 훈련에서 비행안전 활동은 조종

사의 전투기량 향상이나 정비사와 무장사의 정비능력, 

무장능력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비

행안전은 전력유지 뿐 아니라 전투원의 사기와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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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ghter pilot's ability to maintain both mental and physical capabilities in highly stressful situations is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as well as mission performance because pilot may confront frequently unexpect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imulation. Cumulative psychological stress and physical fatigue can be causes of mood distortion, 

declined alertness, and can lead to reduction of combat capability. We have investigated bio-signals and 

performance tests to monitor stress and fatigue levels, and developed a system to evaluate aviation mission 

suitability before flight. This study elucidated that stress and fatigue level of pilot can be monitored by 

psychomotor cognitive test(PCT) and heart rate variability(HRV), and that the best of reference for aviation mission 

suitability was confidential interval obtained from cumulative data of individuals. The system to evaluate aviation 

mission suitability was constructed with measuring part with PCT and HRV and control part with DB an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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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행안전을 위한 활동

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안전 저해요소의 

사전차단, 비상상황 대처능력 향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군은 비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종사의 신체 및 정신

적 건강관리이다. 조종사는 스스로 최상의 신체적, 정

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비행

임무 중심의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

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음주는 비행 전 12시간 

이내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다음 날 비행이 계획된 조

종사는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비행임무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비행안전 체크리스트인 

K-ORM(Korea-Operation Risk Management)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자신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비행임무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대장에게 비행임무 조정이

나 비행취소를 건의하여 지침을 받는다[2]. 건강 및 심

리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비행중지를 요청한 조종

사에 대해서는 비행 임무를 취소하여야 하며, 문책이

나 내용을 추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의 

상명하달 식 문화에서 신체나 정신 건강의 문제로 비

행 취소를 조종사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를 자의적 결정에 의

해 판단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조종사의 생리적 안정도나 임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판

단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비행안전 뿐 아니라 조종

사의 임무관리에 적용 할 수 있는 필수도구가 될 것이

다. 전시상황에서는 개인의 건강관리에 활용하면서, 중

요 임무에 가장 적합한 조종사를 확인하여 투입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

군 조종사의 비행임무 완수와 비행안전 위해 요소 차

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을 보완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각성 및 생리적 안정 수준 측정지표 추출

  비행임무를 위해서 조종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각성

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상황인지를 할 수 있어야하고, 

동시에 인지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상황대처를 할 수 

있는 신체 반응성을 가져야 한다. 숙련된 조종사의 경

우도 상황인지력과 신체 대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위해요인이 누적 된다면 축적된 비행 기량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황인지

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로누적에 의한 각성 수준

의 저하와 급성스트레스에 의한 흥분상태 도달이 될 

수 있다. 상황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각성저

하에 의한 신체 반응성 약화와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근수축력 강화로 파생되는 근육 반응성 및 유연성의 

약화가 될 수 있다[1,7]. 결론적으로 피로 누적에 의한 

각성의 저하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속도와 그에 대한 

운동반응성을 둔화시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킨다. 스트레스 또한 흥분 반응을 유도하여 동

공이 이완되는 등 상황인지력을 저하시키고, 근육의 

반응성의 둔화를 초래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3].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은 자기보고식 심리검사, 생리

적 반응검사, 그리고 생화학적 검사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Table 1). 그러나 스트레스와 피로는 일정 수

준 이상이 되면 경계가 모호해 지고, 스트레스는 본질

적으로 주관적 개념을 포함하며 광범위하고, 평가방법

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한 

가지 측정도구에 의한 일회성 단순 측정으로 개인의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 심리학이나 정신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

와 피로 수준 측정 도구는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피험

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지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

문지와 인터뷰이다[9,11].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스

트레스 수준 측정의 경우 수검자의 응답 편이(response 

bias)가 발생할 수 있고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

Table 1. Tools of stress and fatigue evaluation

구 분 주요도구 측정대상

자기

보고식설문 

(심리적)

• 우울척도

• 스트레스 검사

• 웰빙척도

• 다면성인성검사

자기보고에

의한 점수

생화학적 

검사

• 내분비 활성도

• 자율신경활동도

코티졸, 아드레날린, 
급성 단백질

생리적 

검사
• 자율신경활동도

심박변동율, 혈압, 
맥파, 체온, 
피부전도도

각성

검사

• 감각운동경계 

검사

시각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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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6,18]. 의과학 분야에서는 스트

레스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수준을 혈청(serum), 타

액(saliva), 소변(urine) 등에서 측정하거나 자율신경 활

동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다[9]. 

자율신경의 활동도를 주로 목표로 하는 스트레스 수준 

측정법은 생리적 신호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장치와 

생체센서가 필요하고 개인차가 현저하다는 단점은 있

으나 비교적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한다[15,20].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생화학적 방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

진 코티졸(Cortisol)이나 신경전달물질인 카테콜아민류

(Catecholamines)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중 코티졸이 인

간의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생체지표로 알려져 있다[4,16,17]. 그러나 생화학적 방법 

역시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와 전문

장비가 필요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결국 조종사의 정신생리적 안정성 판정을 

위해 스트레스 수준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면 생리적 측정 방법이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율

신경계의 활동도를 측정하는 생리적 측정방법은 Heart 

Rate Variability(HRV), 혈압(Blood Pressure), 피부온도

(Skin Temperature), 피부전도도(Electrodermal Activity)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흥분 상태를 추적 

할 수 있는 지표로 스트레스 호르몬과 상관성이 높은 

생체지표가 HRV로 분석되었고, 체온은 심부온도와 피

부온도의 차이를 코티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4,5].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생리적 

측정방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HRV와 체온변이를 스트

레스 측정도구로 추출하고 길항작용이 현저하고 개인

차가 심하여 결과 도출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되는 혈압과 피부전도도를 제외하였다.

  HRV는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박동의 길항작용을 나

타내는 생체신호이다. 길항작용은 심장박동 파형 사이

에 간격차이를 만들어내며, 파형 간 차이를 시간 축으

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거나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하여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주파수 영역은 극저

주파(Ultra Low Frequency, ULF, 0.003 Hz 이하), 초저

주파(Very Low Frequency, VLF, 0.003-0.04 Hz), 저주파

(Low Frequency, LF, 0.04-0.15 Hz), 그리고 고주파(High 

Frequency, 0.15-0.4 Hz)로 나누어진다[19]. 전체 주파수 

대역 값의 합으로 나타낸 것이 Total Power(TP)로 자율

신경 활동도를 나타낸다. TP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

는 경향이 있으며 노화의 결과로 신체적, 정신적 활동

이 감소하면 그와 함께 급격히 감소한다. 즉 TP는 전

반적 생리활성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또한 단기 HRV

는 고위험 임무부여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

처방식에 따라 측정 가능한 변화를 동반했다[25]. TP가 

일상생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정신 생리적 변화를 정

량적으로 추적하는 척도로 적용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TP는 비행 임무 수행과 같은 작업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LF는 자율신경의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

타내는 척도이며, HF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

내는 척도이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흥분성 반응이 

나타나 공격과 도피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생리적으로 안정화 되며 에

너지를 축적하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LF/HF 비(Ratio)는 생리적인 안정도의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5,26]. 급성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LF/HF 값이 상

승하고 근육의 수축력이 강화되어 근력이 증가하는 반

면 유연성이나 정밀한 반응성이 저하된다. 또한 호흡

과 심박은 상승하며, 주변시가 약화되어 복합 시스템

을 운용하는 조종사의 임무수행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성스트레스의 경우

도 LF/HF 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나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도 자율신경 

활동도가 변하며, 그 중에서도 LF/HF의 변화가 현저하

였다[26]. 또한 졸음과 약물 등에 의해 집중력이나 각성

이 저하될 때에는 LF/HF 비가 낮아진다[27].

  피로 누적에 의한 각성 저하는 자극-반응검사를 통

하여 추적될 수 있다. 인간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

응검사는 집중력 및 정보처리 능력의 저하 등을 측정

하는 performance test이며, 이것이 결국 개인의 각성 수

준을 평가하는 도구가 된다[8,12,22]. 반응검사 중에서 신

뢰도가 검증되어 가장 일반화 되어 있으며, 개인의 각

성 수준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도구

가 감각운동경계검사(Psychomotor Vigilance Test, PVT)

이다[10,13]. PVT는 시각 자극(Visual Stimulus)에 반응하

는 속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지속되는 주의력과 각성 

수준을 반응 시간으로 정량화 할 뿐만 아니라 반응이 

없이 놓치는 경우나 자극이 없는데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의 오류 반응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PVT에

서 정량적으로 측정한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과 

성공률은 각성의 저하의 결과로 나타나는 느려진 문

제 해결 속도, 저하된 감각운동 기능, 자극에 대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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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반응(False Responses)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PVT는 

David F. Dinges(1985)에 의해 그 실효성이 주장되었으

며, 수치화가 간편하고 측정 기준이 단순하며, 유효성

이 여러 가지로 입증되어 주의력 결핍, 졸음도 등의 

측정에 이용되어 왔다[10].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 동안 수행되는 PVT검사는 의도된 집중을 통해 개

인의 각성수준을 과대포장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피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PVT를 

활용하되 짧은 시간 동안의 의도된 집중으로 검사결

과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PVT를 개선한 

감각운동인지검사(Psychomotor Cognitive Test, PCT)를 

적용하였다. PCT는 단순 시각 자극이 아닌 복합 시각 

자극을 활용하여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 동원될 

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반응검사이다. 작업기억은 

만성피로증후군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은 대조집단에 비해 인지 자극에 대한 반응시

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다[23,24]. 단일 

색의 시각자극에 대한 반응시간과 오류를 측정하는 

PVT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색상의 시각자극

을 기억하고 다음자극과 색상 일치를 비교 판단하여 

반응하는 반응검사로 변형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행임무 적합판정이 조종사의 피로수준

과 스트레스 대처 수준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

록 HRV의 TP와 LF/HF 비, 그리고 PCT를 활용하였으

며,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체온 변이를 보조변수

로 추출 하였다(Fig. 1).

Fig. 1. Scheme of aviation suitability evaluation

3. 정신생리적 임무적합도 판정 시스템 구축

  조종사의 스트레스와 피로-각성 수준을 추적하여 비

행임무적합 수준을 판정하는 시스템을 생체신호와 각

성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재구성하고 최적화하였다(Fig. 

2). 판정의 신뢰도를 제외하고 시스템 구현에서 우선적

으로 고려된 사항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개발과 조종사들의 일과(Schedule) 침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Fig. 2. Outline of aviation suitability evaluation system

  비행임무적합 판정시스템은 생체신호인 HRV를 PPG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감각반응검사인 PCT를 수행하

는 앱으로 구성 된 데이터 수집 부분과, HRV와 PCT 

측정 결과를 축적하는 DB, 그리고 측정 결과를 누적된 

DB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판정결과를 만들어내는 알고

리즘이 내장된 관리제어 부분으로 구성된다(Fig. 2).

Fig. 3. Psychomotor cognitive test, PCT

  PCT는 시각 자극이 불규칙하게 화면에 나타나면 가

장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여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다(Fig. 3). 먼저 기억 생성을 위해 무작위 색깔의 원으

로 된 시각 자극이 주어지고, 자극이 사라진 후 새로

운 시각 자극이 무작위로 나타날 때 같은 색이면 좌

측, 다른 색이면 우측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다. 20회

의 시각 자극과 반응이 반복되고 검사종료 후 평균 반

응시간과 성공률이 DB에 저장된다. DB에 누적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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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대비 측정값의 크기를 백분율로 비교하여 현 측정

시점의 각성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시각 자극을 

기억하여 반응할 때 평균반응시간과 별도로 정답 비율

을 비교하여 상황인지력의 지표로 활용한다.

  HRV는 Photoplethysmography(PPG) 센서를 통해 손가

락 끝에서 들어오는 맥파(Pulse wave)로 부터 얻어진다
[19,22]. HRV는 3분 동안 측정되며 측정 도중에 부착상

태가 불량하거나 안정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외 된다.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

간이 180초이므로 실제 시간은 3분 이상 소요될 수 있

다. HRV를 만들어 내는 변수는 삼박주기의 차이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초당 25회 데이터가 누적되며 평균

값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3분 누적 이후에는 평균

값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HRV 측정시간을 최소화하며 안정적 값을 얻을 수 있

는 최적의 시간을 선택하였다. Fig. 4와 같이 시간에 

따라 파형을 그리며 탐지되는 혈류의 파형은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전환되어 TP와 LF/HF 비가 DB에 누적

되며 개인별로 정상범위를 산출한다.

  Fig. 4. Heart rate variability(HRV) measurement by 

PPG sensor

4. 각성 및 생리적 안정 수준 판정 알고리즘

  같은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도 개인 간 스트레스 

수준차이가 분명할 뿐 아니라 같은 스트레스 수준에서

도 생리적 신호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위험 수준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

다[14]. 생리적 방법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 측정방법이지만 단일 측정값이 스

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생리신호에서

의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상대적 값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정량하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했다.

  각성 및 피로 수준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은 개인별 

누적 측정값에 의해 정상수준을 산출하고, 특정 일의 

측정값을 정상 수준과 비교하여 정상, 과잉, 그리고 부

족을 판정하도록 구축 되었다. 생리적 안정 척도는 개

인별로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 평균값과 분포로 구축되

고 새로 측정된 값의 분산 값이 백분율로 전환되어 그 

날의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으로 제시되는 방식이다. 

앞 절에서 설명된 HRV의 TP는 신체활성의 지표로, 

LF/HF 비는 생리적 안정도의 지표로, PCT의 반응시간

은 각성 수준의 척도로, 그리고 PCT의 정답 비율은 인

지적 판단 수준의 지표로 활용되었다. 네 가지 지표 

모두 개인별로 정상범위가 정해지고 정상범위 대비 백

분율로 그 날의 정신생리적 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또

한 비행임무적합 판단을 돕기 위해 판정결과는 백분율

을 기준으로 정상범위, 부족, 과잉으로 분류하여 Fig. 5

와 같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컴퓨터에 제시된다.

Fig. 5. Output of aviation suitability evaluation

5.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은 26세에서 42세까지 건강한 공군장교 

남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별로 50회(1

회/1일)의 반복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개인의 주관

적 피로 수준을 검사 전에 1~5 단계로 표시하도록 하

고, 검사 후 주관적 판단과 검사의 일치 여부를 5단계

의 지표로 평가하게 하였다. PCT는 학습효과에 의한 

초기 편차를 줄이기 위해 10회의 연습을 실시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효성 검증과정에서 체온변이가 실험 환경과 다르

게 현장 적용과정에서 주변 온도에 민감하게 변화하였

으며 측정 환경의 통제가 보장되지 않아 배제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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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PCT와 HRV가 추출되어 비행임무 적합수준 

판정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 되었다. PCT에서의 반응시

간은 개인차가 있었으나 10회 반복이후에는 반응시간

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평균 반응시간은 574.6 

±121.6 ms 이었다. 반응시간은 주관적 피로수준과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p<0.005). HRV의 TP의 평균은 

1175.4±2337.1 이었으며, LF/HF 비의 평균은 2.2±2.1이

었다. PCT 평균반응시간의 표준편차와 비교할 때 

HRV의 TP와 LF/HF 비는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피로수준이 4 등급 이하로 낮은 경우 TP

와 LF/HF 측정값이 전체 평균값±2σ 범위 내에, PCT 

평균반응시간은 전체 평균값±σ 내에 80 % 이상 존재

하였다. 이를 근거로 판정 척도들 중에서 HRV의 TP와 

LF/HF 비의 정상범위는 평균값±2σ로, PCT의 반응시간

과 정답율의 정상범위는 평균값±σ로 제안되었다. 개인

별 정상범위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누적을 위해 실시

한 최초 10회 검사 이후에 실시한 판정에서 11 %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부족이나 과잉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판정결과에 대한 피험자의 신뢰 수준은 74 % 이

었다. 피로수준별 신뢰수준 분석에서 피로수준이 높을

수록 신뢰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으며, 

피로수준 최고 단계인 5단계에서의 신뢰수준은 80 % 

이었다(Fig. 6). 이 결과는 비행 환경 적응 고위험군을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Fig. 6. Confidence levels depending on fatigue levels, 

** p<0.001

6. 결 론

  추상적 개념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를 배제하고 정량적 측정을 위해서는 정신적 스트레

스와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수준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비행임무적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피로

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생체신호 측정치는 개인

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된 정상/비정상 판정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것을 극

복하는 것이 개인별 맞춤 기준을 산출하고 개인별 기

준에 근거한 판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개

인별 기준을 산정하면 정상범위가 감소하였고, 그 범

위를 기준으로 할 때 변화량을 통해 개인의 정신생리

적 조건의 변화를 추적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스템

의 판정 결과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한 개인에서 내 ․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생리적 

적응방식과 속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비행임무 부여에 활용할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개인의 임무관리를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행임무 적합 판정 시스템은 

임계 환경(Critical environment)에서 고성능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비행안전과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고도의 각성 유지와 신체 반응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으

며,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의 추적에 한

정하여 보고 하였으나 스트레스나 피로 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스트레스와 피로 대처기술

을 적용하고 대처기술의 효과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행동요

법, 약물요법 등 각종의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나 완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개인별, 혹은 집단별 최적의 대

처기술을 선택하거나, 대처기술프로그램 진행 중에 본

인이 효과를 확인하면서 적용해 나갈 때 시너지 효과

를 이끌어 내는 바이오피드백에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민군협력진흥원 민군협력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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