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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군군군간간간부부부와와와 일일일반반반인인인을을을 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 실실실시시시한한한 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군간부와 일반인 총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건강검진 결과
중 체질량지수 (BodyMassIndex;BMI),혈압,혈액검사,혈당,콜레스테롤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군간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검진　결과　판명된　비정상의　분포는　일반인에서 44.7％로　나타났으

며， 군간부에서는 54.5％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군인에서　나타난　비
만의　분포는　각각 47.1％와 56.2％로　나타났으며，　혈압이상은　각각 50.1％와
42.3％로　이중　고혈압은　각각 27.7％와 33.2％로　나타났다．　간장질환　및　
간장질환의심은　각각 31.0％와 31.1％로，　신장질환은 0.6％와 10.0％로，　콜
레스테롤　이상은 6.0％와 13.4％로，　당뇨는　0.3％와 2.7％로，　그리고　흉부질
환은　동일하게 0.5％로　나타났다． 또한 혈압　측정　결과　정상의 분포가　일
반인과　 군간부에서　 각각 81％，77％로　 약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를 나타났으
며，　특히　고혈압에서는　군간부에서　고혈압　３기군으로　판정된　분포가 0.4
％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에서는　분포하지　않았다．　군간부의 비만이 29.7％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비만　 １단계(BMI25.0～29.9)군이 28.0％로　 나타났으
며，　비만　２단계군(BMI>30)은 1.8％로　나타났고，　비만3단계(BMI≥40.0)군
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군간부에게서 입반인보다 고혈압,비만,당뇨 등에서 높
은 비정상의 진단결과를 나타내었으며,이러한 결과는 군간부의 음주,흡연,운동
실시 유무 등 일상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군간부의
일상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특히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건강 상태 인식에 대한 관
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군간부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군사력에 큰
힘이 되리라 본다.



핵심되는 말:건강검진,BMI,고혈압,비만,생활습관,군간부,군사력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건강이란 생리적,환경적,문화적,사회적,정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바람직한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지각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3).건강 인식이란 인간의
건강 행위를 지배하는 개인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강 인식과 건강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22).Cristine등의 연구에서는 건강 위험도와
인식도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는바 인식도가 높은 군에서 건강 행위를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Duffy등은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한
사람은 건강 증진 생활양식 중 자아실현,영양,대인과의 영역에서 많은 이행을 보
였다고 하였다(2).Kuster등은 건강 인식과 건강 증진 생활양식에서 긍정적 상관
을 보고하였다(8).

인류의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현대인에 있어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
가를 보이는 만성 질환이다.BMI(BodyMassIndex:체질량 지수;체중(kg)/신장
(m)2)는 의학적으로 저체중,정상체중,과다체중,비만으로 나누는 중요한 지표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 약 12억이 체질량지수 25kg/m2를 초
과하는 과체중이며,미국의 경우 2000년 현재 성인 인구의 64.3%가 과체중이다(3).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습관의 서구화 경향으로 비만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1995년 이전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한국인의 전체적
인 비만인구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1995년 국민건
강조사 자료에 의하면,한국 남성의 2.1%,여성의 2.5%가 2단계 비만 (BMI≥30)
에 해당되고,1단계 비만(BMI≥25)유병률은 14.8%로 아직까지 서구 선진국에 비
해 비만 인구가 매우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4).1998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의
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26.3%가 BMI25kg/m2를 초과하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5년 이내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비만은 선진국만의 질병이 아니고,대부분의 개발도
상국에서도 그 유병률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6).라틴 아메리
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급격한 변화
로 비만의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20).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서의
보고를 보면,1900년대 들어 도시 지역 주민들의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전통 한국식이에 서구 식생활이 접목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였다.2001년 국민
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총 에너지 섭취량에서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동물성 식품으로부터의 지방섭취가 증가하였
다.최근 어린이,청소년,청년층에서 라면,햄버거,피자,빵 같은 패스트푸드 섭취
가 급증하고,청량음료 등의 소비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12).이러한 식품들은 에
너지만 있고,그 밖의 다른 중요 영양소는 별로 없어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
고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또한 최근 영양조사에
의하면 중년남자들의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 이로부터 오는 에너지과잉으로 인한
비만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성인의 지방 섭취 급원이 육류에서 오는 것이 많아
성인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6).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 질환에는 고혈압,당뇨병,심혈관 질환,골관절염,
담석증 및 유방암,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대장암,전립선암 등의 각종 암 등이
있다(7,14,18,19).이로 인한 국가적 부담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
의 직접비용(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병의원 및 입원 치료비)은 1200억원,간접
비용(조기 사망 및 입원 환자의 치료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은 1400억원으로 전
체 국민 의료비 대비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7).비만은 앞서 말한
질병 뿐 아니라 만성 피로,수면무호흡증,호흡곤란,요통,관절통,우울증,자신감
결여,생식능력 저하등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높은 사망률과도 연관
이 있는 반면,체중을 5～15%만 감량하여도 동반질환이나 증상이 개선되고 사망
률이 낮아진다는 관점에서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보건학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4,5,9,10,11,14,23,24).

군 사회는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전투력 유지를 위한 위계적 집단으
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계급구조와 명령과 복종을 주축으로 생활하는 군대만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임무와 역할수행을 위해 군인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이 요
구된다(28).군이란 국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로 군의 사명은 국토를 지키는 것으로 전투에 임하는 군인
은 강인한 체력은 필수이다(30).이 연구는 군간부의 건강 검진 결과 및 일상 생
활 습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결정 요인을 규명함으로
서 조기 질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군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군 전투력유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에 따른 1차소견을 기본으로 혈압과 혈액검사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혈액검사 에서는 간기능 검사 Glutamic-oxaloacetictransaminase
(GOT),Glutamicpyruvictransaminasee(GPT),Gamma-glutamyltranspeptidase
(γ-GTP),혈당검사 fastingbloodsugar(FBS),지질검사 totalcholesterol에 따
라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전체 연구대상자를 정상,비정상군
으로 나누어 비정상 비율을 확인하였다.그리고 각 집단간의 항목별 및 전체에 대
한 혈액검사의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면적을 산출하였고 교차비 측정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군간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이상소견자의 분포를 알아보고 군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군간
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군 전투력유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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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 건강검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센터 이용자 750명과
군간부 750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222...111...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1)체질량지수 (BodyMassIndex;BMI)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현재 우리나

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지침은 체질량지수 23kg/m²미만을 정상군,
23-24.9kg/m을 과체중,25kg/m²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였다(표.1).

2)혈압
미국의 JointofNationalCommitteeVI와 세계보건기구/세계고혈압학회가 동시

에 채택하고 있는 분류로써 과거와는 달리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을 모두 고려하
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분류하였고 혈압 이상자는 반복 측정하였다
(표.2).

3)혈액검사
멸균된 주사기로 채혈한 혈액을 CBCbottle에 넣고 혈색소를 측정위해 용해되

지 않도록 처리하고 혈당,혈콜레스테롤,혈청 GOT,GPT,γ－GTP를 검사하기



위해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혈액소는 혈액 자동분석기(Sysmaxk-100)로 측정하
였으며,기타 항목은 생화학 분석기(Hitachi736-20)로 측정하였다.

4)혈당
1997년 6월에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57차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제안된

기준치인 공복시 혈당이 126㎎이상일 경우를 고혈당으로 분류하였다.

5)콜레스테롤
200㎎/㎗이하이면 정상,200-240㎎/㎗이면 조금 높음,240㎎/㎗ 이상이면 높

음으로 정의하였다.

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분석 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다.1차소견에

의한 분류에 따라 정상,비정상군의 통계,분석과,백분율로 알아보았다.특히,혈
압과 비만에 관해서 백분율로 일반인과 군간부간의 유의차를 알아보았다.



Table.1BMIindexassociatedwithobesity

Table.2Classificationofbloodpressure(JNCVI)

Bloodpressure Systolic/diastolicbloodpressure

Normotension ≤ 130mmHg/≤ 85mmHg

Highnormotension 130-139mmHg/85-89mmHg

HypertensionclassⅠ 140-159mmHg/90-99mmHg

HypertensionclassⅡ 160-170mmHg/100-109mmHg

HypertensionclassⅢ >180mmHg/>110mmHg

Classificationofobesity Bodymassindex
(kg/m2)

Riskofobesity
associateddisease

Underweight <18.5 low

Normal 18.5～22.9 normal

Overweight ≥23.0

Dangerweight 23.0～24.9 increasedofrisk

ObeseclassI 25.0～29.9 moderaterisk

ObeseclassII >30 highrisk

ObeseclassIII ≥40.0 extreme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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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１１１차차차　　　소소소견견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류류류
총　1500명의　일반인과　군부대의　간부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１차　

소견에　의해서　분류를　실시하였다．　
건강검진　결과　판명된　비정상의　분포는　일반인에서 44.7％로　나타났으

며， 군간부에서는 54.5％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군인에서　나타난　비
만의　분포는　각각 47.1％와 56.2％로　나타났으며，　혈압이상은　각각 50.1％와
42.3％로　이중　고혈압은　각각 27.7％와 33.2％로　나타났다．　간장질환　및　
의심은　각각 31.0％와 31.1％로，　신장질환은 0.6％와 10.0％로，　콜레스테롤　
이상은 6.0％와 13.4％로，　당뇨는　0.3％와 2.7％로，　그리고　흉부질환은　각각
0.49％로　나타났다．　　　　　　　



２２２...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일일일반반반인인인에에에서서서의의의　　　１１１차차차　　　소소소견견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
석석석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결과의 변수 즉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혈당,
혈콜레스테롤,혈청 GOT,GPT,γ－GTP등에 대한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여 비교하였다(표.3).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상과 비정상,여러 가지 질환에 통계학상으로 큰 유의차를
나타냈다.혈압에서 비정상이 정상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혈액검사 결과인
GOT,GPT,γ-GTP,cholesterol등 에서도 비정상군이 높게 나타났다.



Table.3Classificationofprimarydiagnosisingeneralpublic(n=750)

Normal Abnormal B R R/B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19.6±8.8 132.6±12.6 132.5±11.4 125.5±15.2 137.7±15.6

Diastolicblood
pressure(mmHg) 76.6±5.5 84.5±7.9 84.1±6.7 80.5±9.7 83.9±9.9

GOT 23.4±5.0 28.3±9.5 26.4±7.0 28.6±11.2 28.2±9.6

GPT 16.9±6.4 27.7±18.9 22.8±10.4 27.9±23.6 27.7±18.9

γ-GTP 17.6±8.5 29.8±29.2 22.5±13.0 31.5±35.2 29.5±29.5

Cholesterol
(㎎/㎗) 175.6±22.5 186.7±28.1 185.3±26.2 181.1±26.34 185.2±30.3

Glucose
(㎎/㎗) 90.9±4.7 90.8±6.6 90.5±6.6 91.5±4.9 90.2±9.2

※ Abnormal:B,R,R/B(B;abnormalbloodpressure,R;liver/kidneydisease,
R/B;liverdisease/diabetes,obesity/abnormalblood pressure and rate of
cholesterol)



333...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군군군간간간부부부에에에서서서의의의　　　１１１차차차　　　소소소견견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석석석
　군간부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결과의 변수 즉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혈당,
혈콜레스테롤,혈청 GOT,GPT,γ－GTP의　결과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여 비교하였다(표.４).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상과 비정상,여러 가지 질환에 통계학상으로 큰 유의차를
나타냈다.일반일과 마찬가지로 혈압에서 비정상이 정상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혈액검사 결과인 GOT,GPT,그리고 γ-GTP,그리고 cholesterol에서도 비
정상군이 높게 나타났다.



Table.4Classificationofprimarydiagnosisinmilitaryofficers(n=750)

Normal Abnormal B R R/B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1.0±7.5 131.8±17.1 131.6±12.2 123.9±13.2 138.8±16.4

Diastolicblood
pressure(mmHg) 78.0±4.4 83.5±10.4 83.1±6.7 80.0±7.9 88.2±11.1

GOT 25.5±4.8 32.6±19.1 28.0±5.6 38.9±16.3 46.6±35.4
GPT 19.6±6.4 37.6±38.2 28.0±10.3 48.7±34.8 66.2±71.0
γ-GTP 18.9±7.2 38.6±40.8 28.1±13.6 36.5±29.6 74.0±73.9

Cholesterol
(㎎/㎗) 178.9±21.5 195.4±30.5. 184.7±27.1 192.7±18.2 206.2±26.0

Glucose
(㎎/㎗) 91.2±5.0 92.9±20.1 91.3±4.4 91.9±13.4 101.0±39.3

※ Abnormal:B,R,R/B(B;abnormalbloodpressure,R;liver/kidneydisease,
R/B;liverdisease/diabetes,obesity/abnormalblood pressure and rate of
cholesterol)



４４４...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일일일반반반인인인과과과　　　군군군간간간부부부에에에서서서의의의　　　혈혈혈압압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류류류
　혈압　측정　결과　정상이　일반인과　군간부에서　각각　52.8％와 49.7％로　
나타났으며，　높은　정상혈압이　각각　28.7％와　27.6％로　정상의분포가　각각　
81％와　 77％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혈압으로　 나타난　 분포는　　
각각　18％와　22％　이상으로　이중　고혈압　１기군이　가장　높은　17.7％와　
20.8％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２기군이　각각　10.7％와　1.2％，　고혈압　３
기군은　군간부에서만 0.4％로　나타났다．　



５５５...건건건강강강검검검진진진　　　결결결과과과　　　군군군간간간부부부에에에서서서의의의　　　비비비만만만도도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분분분류류류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평가한　체질량지수를 알
아본　결과　저체중(BMI<18.5)이 0.5％，　정상이(BMI18.5～22.9)　42.4％，　위
험체중(BMI≥23.0)이 28.6％，　그리고　비만이 29.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비만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비만　１단계(BMI25.0～29.9)군이 28.0％로　나타
났으며，　 비만　 ２단계군(BMI>30)은 1.8％로　 나타났고，　 비만3단계(BMI≥
40.0)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제제제 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총 1500명의　일반인과　군부대의　간부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１차　
소견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비정상의　분포에서　군간부가　약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의　분포에서도 9%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신장질환과　 콜레스테롤　 이상，　 당뇨의심에서도　 군간부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장질환　및　의심과　흉부질환에　대
해서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건강검진결과　１차소견에　의한　분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

면　일반인의 경우 비정상군의 GPT와 γ-GTP에서 정상군에 비해 1.6,1.7배 높은
통계치를 나타냈으며 군간부의 경우에서 비정상군의 GPT와 γ-GTP에서 정상군에
비해 1.9,2.0배 높은 통계치를 나타내었다.또한 혈압 수치에서 비정상군이 정상군
에 비해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으며,혈액검사결과인 GOT,GPT, γ-GTP,
cholesterol수치에서 비정상군이 정상군에 비해 매우 높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혈압　측정　결과　정상의 분포가　일반인과　군간부에서　각각 81％，77％로　
약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를 나타났으며，　특히　고혈압에서는　군간부에서　고혈
압　３기군으로　판정된　분포가 0.4％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에서는　분포하지　
않았다．
　군간부에서의　체질량지수를　살펴보면，　저체중이 0.5%，　정상이 42.4%，　
위험체중이 28.6%　그리고　비만이 29.7％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군간
부　집단에서의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비만　３단계는　분포하지　않았으나，　비만　１단계에서　전체의　28.0％　정도
로　매우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비만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만관련 질환의
위험이 중증도 위험으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상의　건강검진　결과로　보아　군간부의 건강검진 결과가　일반인에　비정상
의　분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건강검진　대상의　연령에　따른　차이와



음주율,흡연여부,그리고 운동 실시유무에 따라 통계적 유의차가 차이가 날수 있
다고 생각되며， 높은　비만도에　따라　콜레스테롤　이상， 혈압이상　등의　질
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와 관련된 건강검진에 따른 최경혜(33)는 군간부를 대상으로 음주률을 조

사한 결과 81.3%의 음주율을 나타냈으며,음주빈도는 주 1～2회 음주하는 경우가
73.1%였다고 보고 하였으며,이지현(32)에 따르면 군 간부의 주 2～3회 이상 음주
율을 74.1%로 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주량을
비교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순수 알콜 소비량은 비교
대사인 151개 국가 중 2위이며,알콜 도수가 높은 술의 소비량이 그대부분인 83%
를 차지해 이부분에서도 151개국 중 2위를 차지하였다(21).주류 소비는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사회 환경이 상호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알콜 소비량만으로
는 음주나 실제적인 알코올 소비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음주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25).
김미양(26)등이 군간부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영향

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2%를 차지하고 금연 의도에 있어 96.9%가 금연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흡연 중이며,향후 5년 뒤의 흡연 습관에 있어 확실히
금연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0.7%였다.이는 건강에 해로움을 인식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므로 군간부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금연
교육 프로그램과 금연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에서는 과거 흡연자나 현재 흡연자,흡연량이 많을수록,흡연 기간이 길수

록 건강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우리나라 성인의 연도별 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1980년 79.3%에서 1999년 65.1%로 2004년에는 57.8%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다른
나라의 흡연율과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미양(26)에 따르면 군간부의 32.8%가 거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윤경희(31)등은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59.1%가 심형일
(29)등에 따르면 73.5%가 운동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런 결
과들로 보아 군인은 육체적인 건강상태에 있어서 전투력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는 특수집단으로 운동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 그 동안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인식되어오던 국민에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
진법을 시행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
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또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의료보험법에 신설하여 그동안 예방 보건 급여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료
보험조합 피보험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그 후 직장,지역조합 피
부양자들에게까지 성인병 검진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검진종목도 확대하였다 .군에
서도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 의료보험공단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1994년부터 군간
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과거에는 군 의료시설에서 실시하였으나 각종 검사
장비 노후,의료 인력부족,불친절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등이 발생하였
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민간병원 검진센터에 의뢰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서 해소
하였고 민간 공무원과 동일한 장비와 방법으로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검강검진에 대한 일반인과 군간부간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일반

인과 군간부간의 큰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비만에 관한 차이점은 확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군간부의 식생활과 운동시행 유무,그리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
스등에 영향을 받거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등을 직시하고 군집
단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이같이
건강검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일반인 뿐 만아니라 군인집단의 건강 증진에 대
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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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와 일반인 총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건강검진결과
중 체질량지수 (BodyMassIndex;BMI),혈압,혈액검사,혈당,콜레스테롤의 결
과를 바탕으로 군간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검진　결과　판명된　비정상의　분포는　일반인에서 44.7％로　나타났으

며， 군간부에서는 54.5％로　나타났으며　일반인과　군인에서　나타난　비만의　
분포는　각각 47.1％,56.2％로　나타났다.혈압이상은　각각 50.1％,42.3％로　이
중　고혈압은　각각 27.5％,33.2％로　나타났다．　간장질환　및　의심은　각각
31.0％， 31.1％로，　신장질환은 0.6％， 9.8％로，　콜레스테롤　이상은 5.6％，
13.4％로，　당뇨는　0.3％， 2.7％로，　그리고　흉부질환은　각각 0.5％로　나타
났다． 또한 혈압　측정　결과　정상의 분포가　일반인과　군간부에서　각각 8
1％， 77％로　약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를 나타났으며， 특히　고혈압에서는　군
간부에서　고혈압　３기군으로　판정된　분포가 0.4％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에서
는　분포하지　않았다．
군간부의 비만에 대한 분포는 29.7％로 비만　１단계(BMI25.0～29.9)군이 27.

8％,비만　２단계군(BMI>30)은 1.8％,그리고　비만3단계(BMI≥40.0)군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검강검진에 대한 일반인과 군간부간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일반
인과 군간부간의 큰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비만에 관한 차이점은 확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이같이 건강검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일반인 뿐 만아니라 군
인집단의 건강 증진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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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University

A totalof1500military officersand thegeneralpublicwereconducted
medicalexamination.TheresultsofmedicalexaminationincludingBMI,blood
pressureandbloodtestwereusedfortheanalysisofresult.
Therateofabnormality were44.7% in thegeneralpublicand 54.5% in

military officers,and therateofobesity were47.1% and 56.2%,abnormal
blood pressure were 50.1% and 42.3%,hypertension were 27.7%,33.2%,
respectively.A liverdiseasewere31.0% and31.1%,thekidneydiseasewere
0.6% and10.0%,abnormalcholesterolratewere6.0% and13.4%,diabeteswere
0.3% and2.7%,respectively,andachestdiseasewere0.5% ofeachgroup.In
addition,thenormalrateofbloodpressurewere81% inmilitaryofficersand
77% in generalpublic,especially the rate ofhypertension was 0.4% in
hypertensionclassⅢ inmilitaryofficers.Therateofobesitywas29.7% in
militaryofficerincludingobeseclassⅠwas28.0%,obeseclassⅡ was1.8%.
Asaresultofthisresearch,medicalexaminationofmilitaryofficersshowed

relativelyhighproportionofhypertension,obesity,diabetesandthesemightbe
related to drinking,smoking,excercise,and living custom.Therefore,to
improvetheirhealthconditionandtoimprovethemilitaryforcesshouldspend



moretimeonexcisetotakebettercareofhealth.
Keyworld:Medicalexamination,BMI,hypertension,diabetes,obesity,military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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