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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반 성인남성과 직업군인의 건강형태 및 의료이용에 대해서 2005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획득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전체조사 대상자는 8,384명으로 21세～55세의 일반성인남

성과 직업군인만을 선정하였으며, 직업군인은 76명, 일반 성인 남자는 8,308명이었다. 보건의식 행태 분포에서 보면

현재 흡연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높고, 주관적 체격인식은 일반인의 경우 비만 또는 매우 비

만이라 인지하는 비율이 직업군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는 일

반인이 오히려 직업군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는 평균 연령(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침상와병일수는 직업군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월간 결석, 결근일수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월간 결석, 결근일수(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연간 입원이용율은 일반인이 높았으며, 평균 재원일수, 건당 평균 입원기간

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길었다. 2주간 외래 이용율은 일반인이 17.2%, 직업군인이 21.6%로 직업

군인의 외래이용이 많았고, 평균 외래이용 횟수에서도 일반인이 1.92, 직업군인이 2.44로 직업군인이

많았다. 이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종류에서는 일반인은 의원급이, 직업군인은 병원급의 외래이용이 많았

고 2주간 약국 이용율은 직업군인이 16.2%로 일반인 22.0% 에 비하여 낮았다. 연간 사고 및 중독 발

생자율은 직업군인이 9.5로 일반인 7.9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났으며, 사고 및 중독 발생횟수에서는 일반인

이 직업군인에 비하여 높았다. 의도성별 분포(p<0.05), 주치료기관(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 보건의식행태, 건강수준의 분석 및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일반 성인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직

업군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본다.

1. 서론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측정지표는 의료필요의 판단

주체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평

가하는 주관적 지표와 의료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의료이용

자가 비용지불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신체적 이상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주관적 인식하의 필요를 나타내

며, 후자는 의료전문가가 현존하는 의료지식에 의거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어느 기간에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필수적인 의료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장동

민, 1996 ; Jeffers 등, 1971).

건강행태는 순환기 질환, 각종 암 등 주요 만성병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

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생

활습관이 52%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의 생활습

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간의

건강행위는 쉽게 변화되지 않으므로 성인병 이환율

이 낮으며, 성인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습관

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성인 이전기에 바람직하

지 못한 행위 교정, 즉 좋은 건강행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문상식 등, 2001). 따라서

군의 의료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자체의

내용은 일반 의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군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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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주둔지에서의 유해(위험) 평가 및 예방, 적

절한 의료 제공을 위한 주둔지 이동 및 배치, 군사

적 직업성 노출에 의한 질병 및 손상의 임상적 관리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이무식

등, 2008).

이렇듯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와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의 건강행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로서

제시된 병사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연구나, 정신

건강상태에 따른 적응연구 혹은 건강증진 행위, 정

신 건강과 군 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

었으며, 또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지역적 보건행태조사나 비

만과 관련된 보건의식 행태 등에 치우쳐 있어 직종

별 차이에 따른 보건의식 행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분포를 비교하여, 향후

직업군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5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획득하여 일반성인 남성과 직업

군인의 보건의식행태와 질병현황 비교를 위해서 21

∼55세의 남자를 일반 성인으로 직업군인은 직업란

에 표시된 경우에만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일반성인

은 8,308명, 직업군인은 76명으로 8,384명이 해당되

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ver 13.0 한글판)

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

건의식 행태, 주관적 건강수준, 2주간 이환일수, 2주

간 치료일수, 월간 침상와병일수, 월간결석·결근일수,

연간 미 치료·치료 지연율 및 이유, 연간 입원이용

관련현황, 2주간 외래이용현황, 2주간 약국이용현황

및 한방서비스 이용현황, 연간사고 / 중독발생현황,

사고 및 중독의 활동별 분포를 각각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과 t-test 및 x²-test를 실시하

였다.

3. 연 구 결 과

3.1. 일반적 특성

전체조사 대상자는 8,384명으로 21세～55세의 일

반 성인 남자와 직업군인은 76명, 일반 성인 남자는

8,308명이었다. 연령은 일반인이 41세～50세가 2,732

명(32.6%)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군인은 31세～40세

가 31명(40.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일반인 직업군인

명 (%) 명 (%)

연령 21세～30세 2,021 (24.4) 24 (31.6)

31세～40세 2,663 (32.1) 31 (40.8)

41세～50세 2,715 (32.6) 17 (22.4)

51세이상 907 (10.9) 4 (5.3)

결혼상태 미혼 2,345 (28.1) 14 (18.4)

유배우 5,644 (68.1) 60 (78.9)

사별, 이혼 317 (3.8) 2 (2.6)

교육수준 무학 23 (0.3) 0 (0)

초등학교 344 (4.1) 0 (0)

중학교 649 (7.7) 0 (0)

고등학교 3,331 (40.0) 24 (31.6)

대학이상 3,958 (47.8) 52 (68.4)

의료보장 지역의료 3,590 (42.8) 0 (0)

직장의료 4,718 (57.2) 76 (100)

월가구소
득 100만원이하 708 (11.5) 0 (0)

101～200만
원 2,105 (33.5) 25 (33.0)

201～300만
원 1,781 (28.5) 27 (35.5)

301만원
이상 1,660 (26.5) 24 (31.5)

〔표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3.2. 보건의식 행태

보건의식행태 분포에서 보면 일반인과 직업군인의

평균 연령은 일반인이 38.25세로 직업군인 35.57세보

다 높았으며, 현 흡연상태는 일반인이 68.8%로 직업

군인 70.0%에 비하여 낮았다.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는 일반인이 53.6%로 직업군인 4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인의 보건의식행태는 평균 연

령(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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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보건의식행태분포 단위 : 명

일반인 직업
군인 t/x²(p)

명=8,308 명=76

평균 연령
38.25
±9.309

35.57
±8.434 2.500(0.012)

흡연여부

1.015(0.602)
현재 매일 피움 5,342 53

가끔 피음 374 0

비흡연 2,592 23

성인 평생흡연율

1.690(0.452)
5갑 미만 274 0

5갑 이상 6,737 69

피운적 없음 1,297 7

평생 음주경험 7,959 73 0.007(0.933)

지난 1년간체중조절

0.645(0.886)

체중 줄이려 노력 2,476 21

체중 늘리려 노력 947 7

현체중 유지 1,030 7

노력하지 않음 3,855 41

평소 스트레스정도

7.395(0.060)

대단히 많이느낌 615 0

많이 느끼는 편 2,476 10

조금 느끼는 편 4,445 62

거의느끼지않는편 772 4

3.3. 월간침상와병일수

월간 침상와병일수는 일반인이 0.23%로 직업군인

0.3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월간 결석, 결근일

수는 일반인이 8.87%로 직업군인 1.50%에 비해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p<0.05)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3〕.

일반인 직업군인 t(p)

월간
침상
와병일

(0.23±1.718) (0.35±2.561) -0.608(0.543)

월간
결석,
결근일

(8.87±26.258) (1.50±10.509) `2.413(0.016)

〔표 3〕월간침상와병일수, 월간결석,결근일수 단위 : %

3.4. 연간입원률

연간 입원이용율은 지난 1년간 입원한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7.1%, 직업군인이 4.1%가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직업군인에 비해 일반인이 높

게 나타났다. 입원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일반인은

병원이 72.2%였으나 군인은 100% 병원을 이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이유로는 일반인은 사고

및 중독(52.6%)이, 직업군인은 질병(66.%)으로 인한

입원이용이 많았다〔표4〕.

〔표 4〕 연간 입원이용 관련 현황 단위: 명(%)

일반인 직업군인
t/x²(p)

명 (%) 명 (%)

연간입원이용률 590 (7.1) 3 (4.1) 1.009(0.313)

평균이용건수 1.18 1.00 0.333(0.7939)

평균재원일수 14.539 25.0 0.016(0.987)

건당평균

입원기간
17.09 25.0 -

입원의료기관

2.658(0.915)병원 426 (72.2) 3 (100)

의원 164 (27.8) 0 (0)

입원이유

-
질병 276 (46.8) 51 (66.7)

사고및중독 310 (52.6) 25 (33.3)

기타 3 (0.6) 0 (0.0)

3.5. 이용한 외래의료기관의 종류

2주간 외래 이용율은 일반인이 17.2%, 직업군인이

21.6%로 비교적 직업군인의 외래이용이 많았으며,

평균 외래이용 횟수에서도 일반인이 1.92, 직업군인

이 2.44로 직업군인의 평균 외래이용 횟수가 상대적

으로 많았다. 또한 이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종류에서

는 일반인은 의원급이, 직업군인은 병원급의 외래이

용이 많게 나타났다 2주간 약국 이용율은 직업군인

이 16.2%로 일반인 22.0%에 비하여 낮았으며, 평균

이용횟수는 직업군인이 1.25회로 일반인 1.45회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간 한방 이용률은 일반인

에 비해 직업군인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

일반인 직업군인
t/x²(p)

명 (%) 명 (%)

2주간외래

이용율
1,428 (17.2) 16 (21.6)

평균횟수 1.92±1.857 2.44±2.78 -1.108(0.268)

보건기관종류

19.254(0.057)병원 305 (22.4) 9 (56.3)

의원 1,053 (77.6) 7 (43.7)

약국이용 1,828 (22.0) 12 (16.2) 1.203(0.229)

평균횟수 1.45±0.98 1.25±0.452 -1.108(0.268)

연간한방이

용률
1,795 (21.6) 22 (28.4) -1.398(0.162)

〔표 5〕. 2주간 외래이용, 약국이용, 연간한방이용률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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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간 사고/중독 발생자율

연간 사고 / 중독 발생자율은 직업군인이 9.5%로

일반인 7.9%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의도

성별 분포는 일반인은 타인의 폭력이 1.5%인 반면

군인은 1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치료기관은 일

반인은 병원 일반병실 입원이 많았으나, 직업군인은

병원외래가 많았다. 의도성별 분포(p<0.05), 주치료

기관(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표 6〕연간사고/중독발생자율 단위 ; 명(%)

일반인 직업군인
t/x²(p)

명 (%) 명 (%)
발생자율 656 (7.9) 7 (9.5)

발생횟수 1.07±0.29 1.00±0.00 -0.512(0.609)

의도성별분포

8.131(0.017)
불의사고 644 (98.2) 6 (83.3)

의도적자해 2 (0.3) 0 (0.0)

타인의폭력 10 (1.5) 1 (16.7)

주치료기관

25.017(0.001)

응급실이용 38 (5.8) 2 (28.6)

의원외래 194 (29.5) 0 (0.0)

병원외래 128 (19.6) 3 (42.9)

병원입원 233 (35.5) 1 (14.3)

중환자실 2 (0.3) 0 (0.0)

기타/모름 45 (6.8) 1 (14.3)

의원입원 16 (2.5) 0 (0.0)

4. 고 찰

본 연구는 일반 성인남성과 직업군인의 보건의식

행태 및 질병현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시도되었

다.

보건의식 행태 분포에서 비만에 따라 체중을 줄이

려하는 노력이 일반인 53.6%, 직업군인은 45.5%였

으며 평균 연령(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0세 이상 간부

를 대상으로 한 국방부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만도 조사시 남성평균 체질량 지수가 24.68㎏/㎡

였으며, 평균 연령 35.57세 기준으로 할 때 비슷하였

다. 비만율을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와 비

교해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성의 비만율

은 32.4%이었으며(보건복지부, 2002) 본 연구결과에

서는 주관적 일반 성인남성의 비만율은 33.6%, 그리

고 직업군인의 비만율은 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는 일반인이 53.6%로 직

업군인 45.5%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남성과 직업군인을 비교

해 본 결과 일반인이 58.1%, 직업군인이 73%로 주

관적 건강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반인

38.25세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은 직업군인 35.57세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유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침상와병일수는 일반인

이 0.23%로 직업군인 0.3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

나 월간 결석․결근일수는 일반인이 8.87%로 직업

군인 1.50%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무식(2008)에

따르면 군 소속별 침상와병일수와 결근일수는 해군

이 연간 15.5일, 18.8일로 가장 길었으며, 계급별로는

병사의 경우 병장이 10.8일, 15.4일로 가장 길었고,

간부의 경우 부사관이 13.0일, 17.1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침상

와병일수와 결근일수가 연간 43.1일, 45.1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군 특성상 하급자의 경우 부대기본

임무수행과 함께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침상와병일수와 월간 결석․결근일수가 길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연간 입원 이용율은 일반인이 7.1%, 직업군인이

4.1%가 이용하여 직업군인에 비해 일반인이 높았으

며, 평균 재원일수, 건당 평균 입원기간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이 길었으며, 입원이유로는 일반인은

사고 및 중독이, 직업군인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용이 많았다.

2주간 외래 이용율은 선행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양현진, 2003) 연령별, 거주지별, 교육수준별, 가구

소득별로 외래이용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

득이 낮을수록 지난 2주간 외래이용율이 높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인과 직업군인과의 2

주간 외래이용 현황에서는 일반인이 17.2% 직업군

인이 21.6%로 많았다. 이는 데이터의 분석방법상 단

면연구를 시행하였고, 건강수준의 변수 특성상 원인

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의 여지

가 있다고 하겠다.

2주간 약국 이용현황 / 한방서비스 이용현황을 살

펴보면 약국 이용율은 직업군인이 16.2%로 일반인

22.0%에 비하여 낮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연간 한방

이용율은 일반인에 비해 직업군인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 부대의 특성상 대대 / 연대급 /

사단급 의무실에서 진료 후 투약을 받음으로써 별도

로 약국을 이용할 기회가 없는 편이나, 한방서비스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330 -

가 약국 이용율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군 부

대 내 한방과가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격렬한

운동 및 훈련 등으로 인해 한방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연간사고 / 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직업군인이

9.5%로 일반인 7.9%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고 의도

성별 분포(p<0.05), 주치료기관(p<0.05)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군 장병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나, 건강의

실천행위 지수라 할 수 있는 흡연, 스트레스는 오히

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침상와병일수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월간결석 및 결근일수

는 상대적으로 낮고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런 이유는 군 부대 특성상 개인 기본 임무수행에 따

른 진료의 접근성 및 치료보장여건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조사를 시행

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기

존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수들을 모두 포함해서 분

석할 수 없었고, 데이터의 성격상 단면연구를 시행

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이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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