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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부족한 제게 배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2000년
에 시작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통계,완성까지 진행단계별로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며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정모 교수님,미흡한 논문
의 심사를 맡아 논문의 미비한 점을 지적해주시며 이끌어주신 이순영 교수
님,바쁘신 가운데도 연구방향 설정과 논문완성을 위해 지도해주시고 격려
해주신 이자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전출과 함께 중단했던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현옥 중령님,끊임없이 조언을 요구하는 후배의 뻔뻔함에도 한결같이 웃
음으로 상담을 해주시며 힘을 북돋아 주신 유승연 소령님께 감사드리고,
자료수집을 즐겁게 함께 해준 친구 이정애 대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많은 설문내용에도 불평 없이 응답해주신 제1야전군 사령부 간부

님과 학업지속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신 본부사령실 간부님과
의무실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딸의 부족함을 감싸주시며 두 돌이 안 된 손자를 맡

아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 엄마,늘 힘이 되어주시는 아빠,언니,형부,동생
그리고,결혼 이후 줄곧 떨어져 사는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아내를 지지하
고 응원해주며 영문초록을 맡아준 남편과 연구과정 내내 나와 한 몸으로
함께 한 태어날 아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게 늘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셨던 모든 분을 기억

하며 작지만 소중한 배움의 결실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정세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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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건강증진 사업 전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소재한 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하사 이상 대
령)중에서 임의로 표본 추출한 269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자료
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서술적 통계,t-검정,분산분
석,상관분석,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40세 이상이 59.5%,영관장교가 55.4%,전투병
과가 59.9%,업무형태에서 사무형이 50.6%,대학재/졸의 경우가 37.9%
로 가장 많았으며,대학원 이상도 34.2%였다.기혼이 87.4%,가족과 동
거하는 경우가 60.6%,군 복무년수는 20년 이상이 45.9%로 가장 많았
고,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1%였다.

2.대상자들의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평균은 2.51(±0.40)이었고,하위
영역별로는 영적성장 영역이 2.82(±0.47)로 가장 높았으며,건강책임
영역이 2.16(±0.55)으로 가장 낮았다.

3.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연령과 군 복무년수,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대상자의 건강습관은 식사습관이 규칙적인 경우가 66.2%,맵거나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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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편이 33.5%,싱겁게 먹는 편이 15.2%,아침식사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49%,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63.6%를 차지하였으
며,흡연자가 42%,담배를 끊은 금연자가 28.3%였고,음주율은 주 1회
가 47.6%,주 2회 이상이 37.2%였다.

5.인지 지각 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r=0.53,p<0.01),자기효능감(r=0.53,p<0.01),지각된 유익성(r=0.23,
p<0.01)이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지
각된 장애성(r=-0.34,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군 복무년수,지각된 건강상태와 인지 지각 요인으로 지각된 유익성,지
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사회적 지지가 회귀계수 0.45(p<0.001)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
수였으며,다음으로는 지각된 장애성이 회귀계수 -0.14(p=0.004)로,사회
적 지지가 증가할수록,지각된 장애성의 정도가 감소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증가함을 나타냈다.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35.2%였다.

결론적으로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사회적 지지,지각된 장애
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높이기 위한 가족,직
장동료 등의 동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지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군 간부
의 좋은 건강습관유도와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건강증진 생활양식,사회적 지지,지각된 장애성,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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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반대중의
생활태도와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건강에 대한 인
식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차적 접근방법은 개개인의 적극적인 건강행
위실천에 초점을 두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집단,가족,지역사회
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게 되
었다.
질병은 유전,환경,그리고 생활습관의 3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발생하

며,주된 사망원인이 되는 암,뇌혈관질환,그리고 심장병은 특히 생활습관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wakubo,1999;서현미,2000).건강
증진의 정의로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을 높여주는 과정(WHO,1986)”과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해 생활양식을 변
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다.최적의 건강이란 신체적,정서
적,영적,지적 건강의 균형상태를 말한다.생활양식은 의식의 강화,행동의
변화,바람직한 건강습관을 지지하는 환경조성의 결합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O'Donnell,1989).”등이 있으며,이러한 건강증진의 실천문제는 개개
인의 생활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생활양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조동란 & 박은옥,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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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ore와 Kreuter(1980)는 건강증진 구성요소를 협의적 관점에서 제시
하고 있는데 즉,흡연,영양부족,비만,알콜 중독,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생활양식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 이러한 나쁜 습관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반면 Walker등(1987)은 좀 더 광
의적인 측면에서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한다고 하면서 건강책임,영양,운동,스트레스 관리,대인관계 및 자아실현
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영휘,1999).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시행된 건강증진법에서 보건문제를 야기 시키는

질병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양식이나 습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있다.보건정책도 의료적 접근방식에서 건강 의식 및 행동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의 강화와 금연,절주,영양 개선,비만 관리 등을 포
함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79년 미국은 보건성에서 2000년까지 보건부문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

들을 “HealthyPeople2000”에 발간하였는데 연령군별 건강문제와 접근방
안 검토를 기초로 구체적인 건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미군의 경우 군 전
투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건강증진활동들을 규정(미 육군규정
600-63)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1987년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Fitto
Win’을 개발하여 금연,운동,영양,스트레스 관리,음주 및 약물 남용,고
혈압의 조기관리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군대가 요구하는 특수성 속
에서 전 군인들이 전투대비태세 확립과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미국 정
부에서 목표로 하는 “HealthyPeople2000”과 함께 발맞추어 가고 있다.
군내에서는 육군규정 176건강관리규정 제 2장에 건강증진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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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개인의 잘못된 생활양식인 운동부족,영양 불균형,흡연,음주,
비효율적 스트레스 관리들을 개선시킴으로써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생활
습관병의 발생을 예방하고,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건강증진은 수명을 연장시키고,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이득이 있으므로
(Render& Pender,1980)장병의 건강관리는 군의 기본책임이며,증진된
건강한 생활습관은 군의 전투예비력을 최대화하고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며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군은 일정한 규율과 질서 아래 조직 편제된 장병의 집단으로서 국방이

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전체를 집약시켜야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으
므로 군대사회가 요구하는 생활범위에서 그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
수한 임무와 역할 수행,대부분의 구성원이 20세 이상의 남자라는 점 등은
일반인과는 다른 양상의 건강문제와 생활양식을 야기할 수 있다(Pruittet
al.,1991;이지현,1995).또한,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전방에 근무
하는 간부들보다 여건상 행정업무를 주로 하게 되므로 운동부족,스트레스
증대 등 개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임오숙,1997).따
라서 근무형태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건강행위연구가 필요하겠으며,특히
군 조직 내에서 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군을 이끌
어가는 가장 핵심 주체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군에서 진행된 건강관련 연구로는 조성현(1982)의 장교의 일

부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정정화(1987)의 군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조사연구,박현주(1990)의 육군 간부의 건강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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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박한정(1994)의 군 요통한자의 건강개념 및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박계화(1994)의 건강개념,자기효능감,
강인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연구,이지현(1995)의 군 간부의 건강
증진프로그램 요구도,정소진(1995)의 일부 군 장병들의 상병상태 조사연
구,최경혜(1998)의 일부 군 간부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행위와 건강수
준 조사연구,이준혁(2000)의 군 간부들의 건강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봉정(2001)의 군 간부의 금연행위 변화단계별 관련요인 분석 연구,
김미양(2001)의 일부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와 체력검정 결과,성혜경
(2002)의 군 간부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결정 요인 등 최근에 더욱 건강
에 대한 인식과 건강행위 관련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근무형태별,
개인 특성별 형태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아 집단별,개인특성별 건강관
련행위의 조사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을 파악해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군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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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군 건강증진 사업 전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파악한다.
2)대상자들의 인지 지각 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건강습관과의 관계
를 파악한다.

3)대상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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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HHHeeeaaalllttthhhPPPrrrooommmoootttiiinnngggLLLiiifffeeessstttyyyllleeePPPrrrooofffiiillleee)))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같고,생활양식의 구

성 요소가 되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
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질병예방 뿐만이 아니라 안녕유지,
자아실현,자기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이다.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적
절한 안녕,개인적 충만감,생산적 삶을 지향하는 인간실현 경향의 표현이
며,건강책임,신체활동,영양,영적성장,대인관계,스트레스 관리의 하부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Pender,1999;Walkeretal.,1995).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 Walker(1995)가 기존의 HPLP(Health Promoting

LifestyleProfile)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HPLP-Ⅱ를 서현미(2001)가 번안,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50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한다.

222)))지지지각각각된된된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PPPeeerrrccceeeiiivvveeedddHHHeeeaaalllttthhhSSStttaaatttuuusss)))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

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한다.

333)))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SSSeeelllfff---eeeffffffiiicccaaacccyyy)))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위해 요구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Bandura,1977).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이영민 & RalfSchwarzer(1994)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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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자기효능척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10문항으로 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44)))지지지각각각된된된 유유유익익익성성성 (((PPPeeerrrccceeeiiivvveeedddBBBeeennneeefffiiittt)))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건강관련행위 수행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득으

로 건강행위를 하도록 동기화를 제공한다(Padilla& Bulcavage,1991).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에서 유익성에 관련된

문항들과 건강증진행위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오복자(1994)가 개발한 8
문항을 이은주(2002)가 4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점수가 높을
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55)))지지지각각각된된된 장장장애애애성성성 (((PPPeeerrrccceeeiiivvveeedddBBBaaarrrrrriiieeerrr)))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어떤 질병에 대해 추천된 활동을 수용할 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불유쾌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믿는 것으로 건강행위를 피하
도록 동기를 유발한다(Padilla& Bulcavage,1991;서현미,2001).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느

끼는 부정적 요인으로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의 장애성에 관련
된 문항 등에 기초하여 김금자(2001)가 수정 보완한 10문항 5점 척도를 4
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로,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성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66)))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SSSoooccciiiaaalllSSSuuuppppppooorrrttt)))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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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조직망으로서 대상자가 배우자,가족,친구,이웃 등의 대인관계
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는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말한다(Norbecketal.,
1981;이은주,2002).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척도

를 서문자(1988)가 수정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777)))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HHHeeeaaalllttthhhHHHaaabbbiiittt)))
Alameda7(Breslow & Enstrom,1980)을 근거로 선정하였다.즉,흡연,

음주,규칙적인 운동,식습관,체중,수면시간,스트레스의 정도로 측정된다.



- 9 -

ⅡⅡⅡ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개개개념념념 및및및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WHO(1986)의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증진은 사람들의 건강관리능력을
증가시키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개인 또는 그룹은 열망을 정의할 수 있고,실현시
킬 수 있어야 하고,요구를 충족시키고,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대처할 수 있
어야 한다.따라서,건강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대한 자원으로
보여지며,건강은 신체의 수용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개인적인 자원으로
강조하는 긍정적인 개념이다.그러므로,건강증진은 보건분야의 책임뿐만
아니라 안녕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까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WHO,1986).
건강증진이란 용어를 생활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념화한 첫 공식 기

록은 1974년 캐나다의 LalondeReport로 시작된다고 보는데,이 보고서에
서는 건강,질병,사망을 결정하는 요인을 유전,물리적 환경,의료,생활양
식으로 구분하고,이들 각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규명하였다.
그 중 생활양식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증진의 기본인 올바른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김일순,
1993).또한,질병의 대부분이 흡연,음주,운동,수면,스트레스 및 식습관
등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건강문제
해결에 생활양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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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nk,1991;Tanner,1991;김금자,2001).
Belloc& Breslow(1972)는 흡연,음주,운동,체중,수면,아침식사 그리

고 간식여부 등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건강실천행위(HealthPractice)라고
명명하였고,이러한 건강실천행위가 개인의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밝
혔다.미국의 Alameda지방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현재의 생활양식과 미
래의 건강상태 및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태로 7가지를 제시하였다.연구결과 생활양식의 구성요인은 수
면,식습관,신체활동,유해물질의 회피와 관련된 건강습관과 사회조직망
(socialnetwork)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순영과 서일(1995)의 연구에서 금
연,적당량의 음주,규칙적인 운동,7-8시간의 수면 및 정상체중 유지가 건
강수준을 증가시키는 건강행태로 나타났다.
많은 문헌에서 건강증진은 건강보호,건강유지,질병예방과 혼용해서 사

용되고 있으나 질병예방은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Stachtchenko &
Jenicek,1990;김일순,1993)질병의 보호나 방어를 목적으로 한(Brubaker,
1983;Duffy,1988)개인을 위한 상담,검진,면역,화학적이고 예방적인 임
상중재와 관계가 있으며(JudithIgoe,1992),건강유지는 정적상태를 의미하
며 성장을 지향하지 않으며(Brubaker,1983),건강보호는 인구집단을 보호
하는 환경적인 방법이나 규칙적인 조절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JudithIgoe,
1992),건강증진은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Smith,1990;Stachtchenko
& Jenicek,1990;김일순,1993)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Breslow,1983;Shamonsky & Claussen,1980)최적의 건강(Laffrey,
1985;Minkler,1989),안녕의 향상(Brubaker,1983;Duffy,1988;Pender,
1982),삶의 만족(Parse,1990;김영임,1993)을 위해서 생활양식이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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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시키는 것으로(Smith,1990;Parse,1990;김일순,1993;김영임,
1993),용어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박계화,1997).
Pender(1987)에 의하면 건강증진은 “개인이나 집단의 안녕수준과 자아

실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시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이러한 건강
증진의 목적은 개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Parse,
1990;Smith,1990;김일순,1993;김영임,1993;박계화,1995).
건강행위이론들(건강신념모형,Becker,1974;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합리적 행위이론,Ajzen& Fishbien,1980;확장된 합리적 행위 이
론,Triandis,1980)에서 행위를 설명하는 중심개념인 행위의도,지각된 유
익성,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행위관련 감정,습관,일반적 특성들을
포함한다.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강증진모
형은 행위과정에서 인지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행위는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규범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Ajzen&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
위이론에 영향을 받았다(서현미,2002).
Pender(1982)는 이러한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학습이론을

기초로 한 건강증진모형을 제안하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인으로 인지 지각 요인과 조정요인을 제시하였다.Pender의 건강증진모형
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건강을 추구하는 인간의 다영역적 특성을 설명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1987년 개정모형은 1982년 모형의 인지 지각과 자
아존중감 개념에 대한 조작화의 어려움과,실증적 증거의 부족으로 제외되
었고,환경의 상호작용 능력감(DesireforCompetence)개념이 자기효능으
로 대체되었다.또한 지각된 장애성 개념이 인지 지각 요소에 추가되었다.
개정된 건강증진모형(Pender,1996)은 개인적 특성과 경험,행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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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지와 감정,행위의 결과로 구분되었다.개인적 특성과 경험은 개인의
이전의 건강관련행위와 개인적 요인으로 범주화 되어지고,개인적 요인은
건강증진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다.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은 건강증진 모형
내에서 중요한 동기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여기에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행위관련 감정,인간 상호간의 영향,상황적 영
향이 포함된다.행위의 결과는 즉각적 장애요인과 행동계획 수립,건강증진
행위로 구성된다(이은주,2002).
매년 미국인 사망의 반 이상이 불건전한 생활양식 때문이므로 삶에 있

어 질병을 감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활양식
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alkeretal.,1987).
Walker(1987)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개인의 안녕수준,자아실현,그리고
성취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자기-창시적인 행동과 지
각의 다차원적인 유형으로 보고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Health
PromotingLifestyleProfile:HPLP)를 개발하여 많은 연구들이 건강증진
행위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조정요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측
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박계화,1997).

222...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Weitzel(1989)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의 중요성,건강 통제위,
건강상태,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자기효능수준이 자아실현,대인관계,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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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으며 건강상태는 운동,전반적인 생활양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
었다.다중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요인 중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이 생활양
식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tzel& Waller(1990)는 173명의 백인,흑인,스페인계 미국인을 대상

으로 건강증진행위의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연구 결과 자아실현과 식이
영역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입은 스페인계 미국인에
게,나이는 백인과 흑인의 건강증진행위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효능감은 세 집단 모두에서,건강의 가치는 백인과 스페인계 미
국인에게,현재의 건강상태 지각정도는 백인에게 건강증진행위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되었다(박계화,1997).
김금자(2000)의 중소도시(전주시,김제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사

이의 중년남성 4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지각된 장애성,지각된 자기효능
감,지각된 사회적 지지였으며,건강증진행위가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3%였다.
이 경우(1996)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남성 213명을 대상으로 지

각한 건강상태,자기효능,건강증진 생활방식과의 관계 연구에서 지각한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r=0.35,p=0.0001),자기효능 정도가 높을수록(r=0.42,
p=0.0001)건강증진 생활방식의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건강증진 생
활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 19%,지
각한 건강상태 26%,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34%의 설명력을 나
타냈다.
서연옥(1995)의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여성 254명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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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수행정도에 사회적 지지,자기효능감,강
인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성역할 장애성,성역할 고정관념은 강인
성과 자기효능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박계화(1994)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r=0.3728,p<0.001)를 나타내었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분석한 결과,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으로 다변수상관계수 0.4033으로 16.2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박미영(1993)의 대학생 1,159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지각정도,건강의

중요성,건강통제위,건강개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 대인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건강상태지각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1.6%의 설명력을 가졌다.
윤순녕과 김정희(1999)의 서울경인지역 제조업 여성 근로자 208명을 대

상으로 한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행동계획의 수립이
14.0%의 설명력으로 가장 높았으며,이전관련행위,사회적 지지,자기효능
감 및 지각된 장애성과 함께 전체 변이의 28.0%를 설명하였다.
박나진(1997)의 연구에서 산업체 남성 근로자 48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인지 지각 요인으로 건강증진모형을 검정한 결과 가장 영향
력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14.7%이고,다음으로 지각된 건강상태,지
각된 장애성,교대근무,근무부서가 순서대로 들어가 31.1%의 설명력을 가
졌다.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 서울지역 종합병원 간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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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생활양식 관련 주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지각된 건강상태,지각된 장애성이 유의한 변수로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43.6%이었다.
이은주(2002)의 서울소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173명을 대상으로 인지

및 감정요인,행동계획 수립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관계 연구
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에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전의 건강관련행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
(r=0.48,p<0.01)이었으며,다음은 자기효능감(r=0.13,p<0.01)이었으며,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72.3%였다.
노태영(1997)의 연구에서 서울지역 종합병원 간호사 347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단계적 중회귀분석한 결과,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11.3%의 설명력을 가졌으며,다음으로
지각된 피로도,자기효능감,Circadian 유형 순으로 이를 모두 포함하면
19.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김명자와 송효정(1997)의 미국이민 한국인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교육정도와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함봉실(1997)의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여학생 6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생활양식의 점수가 높았고,유은
관 등(1999)의 중년여성 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정도,가족의
월수입에 따라서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서현미,2002).
인지 지각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Weitzel(1989)의 자기효능감,건강의 중요성,건강 통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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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강수준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와 가장 상관이 높으며 Weitzel& Waller(1990)의 연구에서도
백인,흑인,스페인계 미국인 세 집단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
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규명되었다(박계화,1997).
이상의 문헌을 고찰해 보았을 때,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지각된 건강상태,지각된 유익성,지
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들 요인의 중재를 통해 건강증진 생활양
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문헌과 Pender(1996)의 3차 건강증진모형을 기반
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이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이,성별,BMI를,심리적 요인에

지각된 건강상태를,사회문화적 요인에 계급,병과,업무형태,군 복무년수,
종교,교육정도,결혼상태,가족과 동거여부를 포함하였으며,인지 지각 요
인으로,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
하였으며,행동의 결과에는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건강습관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건강에 관한 인지 지각 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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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인지 지각 요인 행위의 결과

생물학적 요인

나이, 성별, BMI

심리적 요인

지각된 건강상태

인지 지각 요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 기 효 능 감

사 회 적 지 지

건강증진 

생활양식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사회문화적 요인

계급, 병과,

업무형태,

군 복무년수,

종교, 결혼유무,

가족과의 동거여부

<<<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건강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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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과 관련요인을 알아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DescriptiveCorrelationStudy)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원주시에 소재한 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하사 이상 대령)를
대상으로 하였다.표본 추출방법은 편의표출(ConvenientSampling)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에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14문항(지각된 건강상태 1
문항 포함),건강습관 11문항,지각된 유익성 8문항,지각된 장애성 10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건강증진 생활양식 50문항,사회적 지지 18문항으로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본 도구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수정,보
완한 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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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령,성별,종교,계급,병과,업무형태,교육정도,결혼상태,주거형태,

가족과 동거여부,신장,체중,군 복무년수의 13문항과 지각된 건강상태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Walker(1995)가 기존의 HPLP를 수정 보완한 HPLP-Ⅱ를 서현미(2001)

가 번안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4점 척도로 된 50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 영역인 건강책임,신체활동,영양,영적성장,대인

관계,스트레스 관리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윤순녕과 김정희(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91이었고,서현미(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α=0.92이었다.

333)))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이영민 & RalfSchwarzer(1994)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

척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10문항으로 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점수가 높
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44)))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척도를 서문자(1988)

가 수정한 4점 척도의 도구 1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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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서문자(1989)의 연구에서 Cronbach'sα=0.90이었다.

555)))지지지각각각된된된 유유유익익익성성성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에서 유익성에 관련된 문항들과 건강

증진행위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오복자(1994)가 개발한 8문항을 이은주
(2002)가 4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오복자의 연구에서 Cronbach's α=0.83이었
으며,이은주(2002)의 연구에서도 Cronbach'sα=0.83이었다.

666)))지지지각각각된된된 장장장애애애성성성
건강증진행위 수행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정적 요

인으로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의 장애성에 관련된 문항들에 기
초하여 김금자(2001)가 수정 보완한 10문항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김금자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α=0.80이었다.

777)))지지지각각각된된된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Ware등(1978)이 개발한 건강상태 지각 측정도구를 박인숙(1995)이 번

안하여 만든 5점 척도 1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888)))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건강습관은 Alameda7(Breslow & Enstrom,1980)을 근거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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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흡연,음주,규칙적인 운동,식습관,체중,수면시간,스트레스의 정도
를 나타내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예비조사를 거
쳐서 보완한 질문지를 가지고 수집하였다.
단기간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방문설문 방식으로 하였으며,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대상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
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 자료를 회수하였다.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5-30분 사이였
으며,총 310부를 배부하여 284부를 회수하여서 회수율은 91.6%였다.회수
된 284부 중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은 10부와 무응답이 많은 5부를 제외하
고 269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
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지 지각 요인,건강증진 생활양식,건강습관
의 분포를 파악한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지각 요인의 수준,건강증진 생활



- 22 -

양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군 비교(t-test)와 분산분석(ANOVA)으
로 검정하였다.

3)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건강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군 비교
(t-test)와 분산분석(ANOVA)으로 검정하였다.

4)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인지 지각 요인과의 관계를 보기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구하였다.

5)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하였다.

6)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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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연령,계급,병과,업무형태,교육정도,결혼상태,가족과의 동
거여부,BMI(BodyMassIndex),군 복무년수,지각된 건강상태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를 보면 40세 이상 44세 이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40세 이상이 전체 비율의 59.5%를 차지하였다.계급은 영관장교가 55.4%
로 가장 높았으며,부사관 23.1%,위관장교 21.6% 순이었다.
병과는 전투병과 간부가 59.9%로 기행병과와 기타병과의 간부 40.1%보

다 많았다.업무형태는 사무형이 50.6%,야전형이 32.7%,전문형 13.0%,기
술형이 3.7%순이었다.교육정도는 대학재/졸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대
학원 이상이 34.2%,전문대 재/졸 이하가 27.9%였다.결혼상태는 기혼이
87.4%로 많았으며,미혼자가 12.6%였다.가족과의 동거여부를 보면 가족과
의 동거가 60.6%로 가장 높았으며,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31.6%였다.
BMI(신체질량지수)는 23-24.9사이의 정상인 경우 37.9%로 가장 높았으며,
25이상도 32%,22.9%이하도 30.1%였다.군 복무년수는 20년 이상이 45.9%
로 가장 많았으며,10년-19년 사이가 33.6%,10년 미만은 20.5%였다.전반
적인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1%로 높았으며,건강
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 24 -

<<<표표표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빈도 :총 269명

변 수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연령

34세 이하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69
36
75
54
35

25.6
13.4
27.9
20.1
13.0

계급
부사관
위 관
영 관

62
58
149

23.1
21.6
55.4

병과 34전투병과
기행․기타

161
108

59.9
40.1

업무형태
야전형
사무형
기술형
전문형

88
136
10
35

32.7
50.6
3.27
13.0

교육정도
고 졸
전문대재 /졸
대학재 /졸
대학원 이상

23
52
102
92

8.6
19.3
37.9
34.2

결혼상태 기 혼
미 혼

235
34

87.4
12.6

가족동거 여부
가족과 동거
군동료와 동거
혼자거주

163
21
85

60.6
7.8
31.6

BMI*
22.9이하
23-24.9
25이상

81
102
86

30.1
37.9
32.0

군 복무년수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이상

55
90
123

20.5
33.6
45.9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8
22
75
121
43

3.0
8.2
27.9
45.0
16.0

*BMI:BodyMassIndex(kg/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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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수수수준준준

본 연구에서는 Pender(1996)의 건강증진모형을 기초로 하여,인지 지각
요인으로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를 선정
하였다.이들 측정변수의 수준은 <표 2>와 같다.
이들 측정변수 중 지각된 유익성이 평균 3.56으로 가장 높았고,지각된

장애성은 1.99로 가장 낮았다.

<<<표표표 222>>>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수수수준준준

측정변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8
10
10
18

3.56
1.99
2.92
3.00

0.40
0.47
0.28
0.37

2.00～4.00
1.00～3.30
1.90～3.80
1.94～4.00

333...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평균은 2.51(±0.40)이었으며,이를 6개 하
위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영역별 생활양식의 수준은 <표 3>과 같다.
영적성장 영역이 평균 2.82(±0.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인관계

2.73(±0.45), 신체활동 2.53(±0.62), 영양 2.48(±0.49), 스트레스관리
2.39(±0.47),건강책임 2.16(±0.55)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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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측정변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 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8
8
9
9
8
8

2.16
2.53
2.48
2.82
2.73
2.39

0.55
0.62
0.49
0.47
0.45
0.47

1.00～4.00
1.00～4.00
1.00～3.67
1.89～4.00
1.88～4.00
1.38～4.00

전체평균 2.51 0.40 1.53～3.87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대상자의 식사습관,식성,음식 선호도,아침식사 여부,규칙적인 운동,
흡연유무,음주,충분한 수면 여부,직장 스트레스 정도의 분포는 <표 4>
와 같다.
식사습관을 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66.2%,불규칙적인 경우가 17.8%였으

며,식성에서는 맵거나 짜게 먹는 편이 33.5%였으며,싱겁게 먹는 편은
15.2%였다.육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19%,채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11.9%,
채식·육식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69.1%였다.아침식사 여부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으며,거의 안 먹는 경우는 14.9%였다.규칙
적인 운동 시행여부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경우가 63.6%,규칙
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36.4%였으며,흡연여부를 보면 비흡연자
가 58%로 흡연자 42%에 비해 높았으며,비흡연자 중 담배를 끊은 금연자
가 28.3%였으며,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29.7%였다.음주는 주 1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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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주 2회가 37.2%,안 마시는 경우가 15.2%였다.충분한 수면을 취하
는 경우가 44.6%,그렇지 못한 경우가 55.4%였다.직장 스트레스는 약간
느끼는 경우가 59.5%,많이 느끼는 비율도 22.3%였으며,느끼지 않는 경우
가 18.2%였다.

<<<표표표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빈도 :총 269명

변 수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식사습관

불규칙적이다
보통이다
규칙적이다

48
43
178

17.8
16.0
66.2

식성
맵거나 짜게 먹는편이다
보통이다
싱겁게 먹는 편이다

90
138
41

33.5
51.3
15.2

음식 선호도
육식을 좋아한다
채식․육식 가리지 않음
채식을 좋아한다

51
186
32

19.0
69.1
11.9

아침식사 여부
거의 안먹음
주1-3회
주4-6회
거의 매일

40
36
61
132

14.9
13.4
22.7
49.0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시행
규칙적인 운동미실시

171
98

63.6
36.4

흡연유무
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

113
76
80

42.0
28.3
29.7

음주
안마신다
주1회
주2회이상

413
128
100

15.2
47.6
37.2

충분한 수면 예
아니오

120
149

44.6
55.4

직장 스트레스
느끼지 않음
약간 느낌
많이 느낌

49
160
60

18.2
59.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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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 수수수준준준

일반적 특성별로 인지 지각 요인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지 지각 요인 수준별로 보면,지각된 유익성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의

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지각된 장애성은 연령
(p<0.01),계급(p<0.01),결혼상태(p<0.01),가족과의 동거여부(p<0.05),지
각된 건강상태(p<0.05)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연령(p<0.05)과 지각된 건강상태(p<0.01)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연령별로 지각된 장애성(p<0.01)과 사회적

지지(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지각된 장애성은 34세 이하의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35-39세,45-49세,50세 이상,40-44세 그
룹 순이었다.사회적 지지는 50세 이상이 3.08로 가장 높았고,40-44세가
3.07,45-49세가 3.03,35-39세가 2.92,34세 이하가 2.90순이었다.계급별
로는 지각된 장애성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위관장교가 지각된 장애성
의 수준이 2.18로 가장 높았으며,부사관이 1.96,영관장교가 1.93이었다
(p<0.01).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의 경우 지각된 장애성이 2.21로 배우
자가 있는 기혼의 경우인 1.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가족동거의
경우로는 군 동료와의 동거상태가 지각된 장애성이 2.23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지각된 건강상태별로는 매우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장애성,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지각된 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2.98로 가장 높았으나,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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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 수수수준준준
변  수 구  분 N 지각된 유익성 P-

value 지각된 장애성 P-
value

지각된 
자기효능감

P-
value 사회적 지지 P-

value

연  령

34세이하
35-39
40-44
45-49
50세 이상

69
36
75
54
35

3.49(0.46)
3.57(0.38)
3.58(0.39)
3.60(0.38)
3.60(0.36)

0.508

2.16(0.44)
2.01(0.44)
1.88(0.53)
1.99(0.44)
1.93(0.37)

0.009

2.90(0.34)
2.94(0.17)
2.88(0.32)
2.94(0.22)
2.97(0.24)

0.466

2.90(0.37)
2.92(0.36)
3.07(0.37)
3.03(0.34)
3.08(0.36)

0.027

BMI
*

22.9 이하
23-24.9
25 이상

81
102
86

3.50(0.39)
3.62(0.38)
3.55(0.43)

0.138
2.04(0.49)
1.97(0.47)
1.98(0.45)

0.621
2.92(0.30)
2.91(0.32)
2.93(0.19)

0.881
2.99(0.34)
3.03(0.40)
2.97(0.36)

0.499

계  급
부사관
위  관
영  관

62
58
149

3.48(0.47)
3.54(0.38)
3.60(0.37)

0.111
1.96(0.50)
2.18(0.39)
1.93(0.47)

0.003
2.89(0.32)
2.91(0.32)
2.94(0.25)

0.511
3.01(0.47)
2.90(0.28)
3.04(0.35)

0.053

병  과 전투병과
기행∙기타

161
108

3.57(0.37)
3.55(0.45) 0.567 1.98(0.46)

2.02(0.48) 0.481 2.92(0.26)
2.92(0.31) 0.849 3.00(0.36)

3.00(0.38) 0.985

업무형태

야전형
사무형
기술형
전문형

88
136
10
35

3.60(0.40)
3.52(0.41)
3.46(0.33)
3.64(0.36)

0.264

1.96(0.48)
2.01(0.45)
2.06(0.36)
2.01(0.53)

0.872

2.94(0.22)
2.91(0.31)
2.88(0.22)
2.91(0.31)

0.813

3.02(0.39)
2.99(0.36)
2.95(0.42)
3.00(0.34)

0.908

군 복무년수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 이상

55
90
123

3.51(0.43)
3.53(0.42)
3.61(0.37)

0.219
2.13(0.45)
1.99(0.49)
1.93(0.44)

0.023
2.92(0.34)
2.89(0.25)
2.94(0.27)

0.512
2.93(0.37)
2.97(0.37)
3.06(0.36)

0.057

교육정도

고  졸
전문대재 / 졸
대재 / 졸
대학원 이상

23
52
102
92

3.55(0.47)
3.46(0.44)
3.58(0.37)
3.60(0.38)

0.232

1.91(0.51)
2.00(0.54)
2.06(0.41)
1.94(0.47)

0.223

2.93(0.35)
2.91(0.26)
2.91(0.33)
2.93(0.21)

0.953

3.07(0.49)
2.93(0.39)
3.00(0.35)
3.03(0.35)

0.303

결혼상태 기  혼
미  혼

235
34

3.57(0.40)
3.53(0.39)

0.570 1.96(0.46)
2.21(0.49)

0.004 2.92(0.27)
2.91(0.35)

0.880 3.01(0.36)
2.95(0.42)

0.382

가족동거
가족과 동거
군동료와 동거
혼자거주

163
21
85

3.58(0.38)
3.58(0.37)
3.53(0.44)

0.684
1.97(0.45)
2.23(0.59)
1.99(0.45)

0.050
2.91(0.26)
2.92(0.36)
2.93(0.30)

0.935
3.02(0.37)
3.01(0.38)
2.97(0.37)

0.577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 못하다
조금건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8
22
75
121
43

3.63(0.36)
3.65(0.40)
3.46(0.44)
3.55(0.37)
3.72(0.36)

0.011

2.31(0.67)
2.04(0.38)
2.07(0.44)
1.98(0.46)
1.82(0.52)

0.019

2.94(0.43)
2.88(0.41)
2.88(0.26)
2.93(0.26)
2.98(0.25)

0.323

3.16(0.51)
2.82(0.44)
2.93(0.31)
3.01(0.35)
3.17(0.39)

0.001

*BMI:BodyMassIndex(kg/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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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일반적 특성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이 다른 그룹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게 나

타났다.계급별로는 영관장교가,교육정도는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기혼인
경우가,혼자 거주하는 경우가,BMI(신체질량지수)는 23-24.9의 정상지수
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았으나,이들 특
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특성은 군 복무

년수와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군 복무년수가 20년

이상인 경우(2.59)가 다른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지각된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2.76),매우 건강하지 못함(2.53),비교적 건강
하다(2.52),보통이다(2.41),조금 건강하지 못함(2.37)순으로 건강증진 생활
양식 수준이 높았다(p<0.01).
하위 영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연령별로 신체활동 영역과 영양 영역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신체활동 영역과 영양 영역 모두 50세 이상
인 경우가 2.79와 2.74로 가장 높았다(p<0.01).특히 영양 영역은 50세 이상
이 2.74,45-49세가 2.58,40-44세가 2.51,35-39세가 2.39,34세 이하가 2.27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1).계급별로 보면 영관장교의 영양 영역이 2.56으로 가장 높았다
(p<0.01).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경우가 2.51,영양 영
역에서 미혼의 경우 2.2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가족과의 동거 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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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변  수 구  분 N 건강책임M

ean(SD)
P- 

value
신체활동
Mean(SD)

P- 
value

영  양 
Mean(SD)

P- 
value

영적성장M
ean(SD)

P- 
value

대인관계M
ean(SD)

P- 
value

스트레스
관리 

P- 
value

총평균 
Mean(SD)

P- 
value

연  령

34세이하
35-39
40-44
45-49
50세 이상

69
36
75
54
35

2.07(0.61)
2.13(0.44)
2.19(0.58)
2.21(0.49)
2.21(0.56)

0.576

2.37(0.59)
2.32(0.56)
2.66(0.70)
2.52(0.46)
2.79(0.64)

<.001

2.27(0.05)
2.39(0.41)
2.51(0.50)
2.58(0.40)
2.74(0.46)

<.001

2.87(0.47)
2.75(0.41)
2.80(0.51)
2.77(0.44)
2.93(0.47)

0.364

2.77(0.37)
2.67(0.42)
2.71(0.51)
2.71(0.43)
2.80(0.53)

0.726

2.29(0.44)
2.37(0.43)
2.42(0.56)
2.37(0.41)
2.55(0.44)

0.115

2.44(0.37)
2.44(0.33)
2.55(0.47)
2.53(0.36)
2.67(0.40)

0.053

BMI*
22.9 이하
23-24.9
25 이상

81
102
86

2.11(0.47)
2.17(0.61)
2.18(0.55)

0.643
2.39(0.58)
2.61(0.65)
2.56(0.61)

0.054
2.47(0.46)
2.48(0.53)
2.48(0.46)

0.986
2.83(0.41)
2.85(0.51)
2.78(0.48)

0.509
2.75(0.38)
2.76(0.51)
2.67(0.43)

0.347
2.37(0.40)
2.43(0.49)
2.35(0.51)

0.437
2.49(0.32) 
2.55(0.44)
2.50(0.43)

0.534

계  급
부사관
위  관
영  관

62
58
149

2.08(0.56)
2.11(0.57)
2.21(0.54)

0.237
2.46(0.69)
2.41(0.55)
2.60(0.60)

0.090
2.38(0.60)
2.36(0.41)
2.56(0.45)

0.007
2.75(0.53)
2.89(0.42)
2.82(0.46)

0.247
2.78(0.53)
2.74(0.30)
2.71(0.46)

0.642
2.32(0.46)
2.32(0.42)
2.44(0.49)

0.153
2.46(0.46) 
2.47(0.32)
2.56(0.41)

0.195

병  과 전투병과
기행∙기타

161
108

2.16(0.55)
2.15(0.55)

0.939 2.55(0.61)
2.49(0.63)

0.410 2.51(0.45)
2.43(0.53)

0.195 2.83(0.45)
2.80(0.50)

0.661 2.72(0.46)
2.75(0.43)

0.623 2.38(0.48)
2.39(0.47)

0.970 2.53(0.39)
2.50(0.42)

0.634

업무형태

야전형
사무형
기술형
전문형

88
136
10
35

2.26(0.56)
2.10(0.53)
2.00(0.46)
2.13(0.59)

0.164

2.60(0.66)
2.51(0.60)
2.56(0.47)
2.42(0.61)

0.490

2.56(0.47)
2.45(0.50)
2.33(0.46)
2.39(0.45)

0.172

2.83(0.48)
2.81(0.46)
2.72(0.45)
2.87(0.51)

0.798

2.74(0.49)
2.74(0.42)
2.61(0.40)
2.72(0.48)

0.849

2.43(0.52)
2.38(0.46)
2.44(0.39)
2.29(0.43)

0.494

2.57(0.44)
2.50(0.38)
2.44(0.33)
2.47(0.39)

0.452

군 복무
년수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 이상

55
90
123

2.09(0.62)
2.16(0.50)
2.19(0.55)

0.556
2.40(0.63)
2.39(0.60)
2.69(0.59)

<.001
2.33(0.49)
2.40(0.46)
2.61(0.46)

<.001
2.89(0.46)
2.73(0.47)
2.86(0.47)

0.089
2.79(0.38)
2.68(0.43)
2.74(0.49)

0.380
2.37(0.47)
2.30(0.44)
2.46(0.49)

0.042
2.48(0.39)
2.44(0.38)
2.59(0.41)

0.019

교육정도

고  졸
전문대재/졸
대재 / 졸
대학원 이상

23
52
102
92

2.20(0.61)
2.06(0.47)
2.14(0.58)
2.22(0.54)

0.365

2.37(0.66)
2.49(0.65)
2.50(0.63)
2.62(0.58)

0.248

2.48(0.54)
2.34(0.53)
2.48(0.48)
2.55(0.45)

0.111

2.87(0.60)
2.71(0.40)
2.88(0.46)
2.81(0.48)

0.218

2.83(0.57)
2.73(0.41)
2.74(0.42)
2.70(0.47)

0.677

2.38(0,50)
2.33(0.45)
2.39(0.47)
2.41(0.49)

0.808

2.52(0.48)
2.44(0.37)
2.52(0.39)
2.55(0.42)

0.487

결혼상태
기  혼
미  혼

235
34

2.18(0.54)
2.03(0.61) 0.137

2.55(0.60)
2.36(0.70) 0.083

2.51(0.48)
2.27(0.53) 0.008

2.81(0.47)
2.89(0.50) 0.400

2.72(0.45)
2.79(0.44) 0.393

2.39(0.47)
2.35(0.52) 0.602

2.53(0.40)
2.45(0.45) 0.273

가족동거
가족과동거
군동료동거
혼자거주

163
21
85

2.13(0.55)
1.98(0.69)
2.24(0.51)

0.104
2.55(0.62)
2.26(0.75)
2.56(0.58)

0.106
2.50(0.48)
2.17(0.58)
2.51(0.46)

0.011
2.81(0.48)
2.93(0.49)
2.82(0.44)

0.525
2.71(0.47)
2.82(0.45)
2.76(0.41)

0.458
2.36(0.46)
2.26(0.58)
2.46(0.46)

0.130
2.51(0.41)
2.40(0.48)
2.56(0.37)

0.262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건강못함
조금건강못함
보통이다
비교적건강
매우건강

8
22
75
121
43

2.38(0.40)
1.99(0.67)
2.11(0.51)
2.14(0.54)
2.33(0.57)

0.094

2.45(0.46)
2.36(0.78)
2.36(0.55)
2.56(0.57)
2.84(0.69)

<.001

2.44(0.52)
2.14(0.61)
2.40(0.43)
2.52(0.44)
2.69(0.51)

<.001

2.75(0.27)
2.78(0.47)
2.67(0.43)
2.84(0.46)
3.07(0.51)

<.001

2.69(0.39)
2.77(0.44)
2.63(0.39)
2.70(0.45)
2.99(0.49)

0.001

2.47(0.36)
2.21(0.57)
2.32(0.41)
2.36(0.44)
2.64(0.55)

0.001

2.53(0.34)
2.37(0.46)
2.41(0.35) 
2.52(0.38)
2.76(0.45)

<.001

*BMI:BodyMassIndex(kg/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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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거주 및 가족동거와의 경우가 각각 2.56,2.55로 군 동료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군 복무년수로는 신체활동,영양,스트
레스관리 영역에서 20년 이상인 경우가 각각 2.69,2.61,2.46으로 다른 그
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지각된 건강상태별로는 신
체활동과 영양,영적성장,대인관계,스트레스관리 영역에서 매우 건강하다
고 인식한 경우에 생활양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777...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군 간부의 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지각된 건강상태,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표 7>과 같다.

<<<표표표 777>>>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건강증진 생활양식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전체

지각된유익성 0.12 0.17** 0.16* 0.27** 0.23** 0.15* 0.23**

지각된장애성 -0.21** -0.25** -0.32** -0.31** -0.26** -0.29** -0.34**

자기효능감 0.22** 0.11 0.23** 0.38** 0.33** 0.23** 0.30**

사회적지지 0.30** 0.32** 0.42** 0.50** 0.59** 0.44** 0.53**
  

  *:P<0.05 **:P<0.001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인지 지각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0.20이상인 경우
만을 상관이 있다고 보았을 때,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지각된 유익성
(r=0.23,p<0.01),자기효능감(r=0.30,p<0.01),사회적 지지(r=0.53,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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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지각된 장애성(r=-0.34,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888...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주주주요요요 요요요인인인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표표 888>>>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유익성 1.00

지각된 장애성 -0.30** 1.00

자기효능감 0.11 -0.17** 1.00

사회적 지지 0.25** -0.29** 0.37** 1.00

**P<0.001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형 1은 일반적 특성 중에서 건강증진 생활
양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령,군 복무년수,지각된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며,모형 2는 모형 1에서 선정된 변수들과
인지 지각 요인인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
를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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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9> 9> 9> 9>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생활양식과 생활양식과 생활양식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요인요인요인요인

변 수 분 류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연 령 0.02 0.372 0.00 0.885

군 복무년수
10년 미만 -0.02 0.836 -0.00 0.995
10-19년 -0.10 0.196 -0.08 0.195
20년 이상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0.16 0.042 -0.08 0.230
보통 -0.17 0.002 -0.09 0.063
건강함

지각된 유익성 0.05 0.337
지각된 장애성 -0.14 0.004
자 기 효 능 감 0.14 0.075
사 회 적 지 지 0.45 <0.001

결정계수 7.4% 35.2%

모형 1분석을 통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선정된 변수들에 의해서 7.4%
설명되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회귀계수가 -0.16
(p<0.05),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회귀계수 -0.17(p=0.002)로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모형 2를 보면,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선정된 변수들에 의해 35.2% 설명

되었다.사회적 지지가 회귀계수 0.45(p<0.001)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
으며,다음으로는 지각된 장애성이 회귀계수 -0.14(p=0.004)로,사회적 지지
가 증가할수록,지각된 장애성의 정도가 감소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변수별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연령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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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군 복무년수가 증가할수록,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지각된 유
익성이 증가할수록,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증가하였
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999...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주주주요요요 요요요인인인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일반적 특성 중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령,군 복무년수,지각된 건강상태를 포함하
고,인지 지각 요인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선정된 변수들에 의해 대인관계 영역이

39.9%,영적성장 영역이 37.6%,영양 영역이 29.6%,스트레스관리 영역이
23.6%,신체활동 영역이 18.9%,건강책임 영역에서 11.9% 설명되었다.특
히 변수들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모든 영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으
며,회귀계수 0.32(p=0.002)에서 0.64(p<0.001)의 범위로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모든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증가함을 나타냈다.
대인관계 영역은 변수들에 의해 39.9%의 설명력을 가지며,이중 사회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0.64(p<0.001)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으며,다음이
자기효능감으로 회귀계수 0.17(p=0.044)로,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증가함을 나타냈다.영적성장 영역은 선정된 변수
들에 의해 37.6% 설명되었으며,이 중 사회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0.46
(p<0.001),자기효능감이 0.33(p<0.001),지각된 장애성이 -0.15(p=0.006),지
각된 유익성은 0.13(p=0.044)으로 사회적 지지,자기효능감,지각된 유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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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영적성장의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
났다. 영양 영역은 사회적 지지가 0.40(p<0.001), 지각된 장애성이
-0.15(p=0.011),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0.24(p=0.004),연령의 회귀계수는 0.08(p=0.019)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
록,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
할수록,연령이 높을수록 영양 영역의 생활양식이 높았다.
스트레스관리는 사회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0.46(p<0.001)으로 가장 영향

력 있는 변수였고,지각된 장애성의 회귀계수가 -0.15(p=0.015)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관리 생활양식이 높
게 나타났다.그 외 건강책임과 신체활동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장 영
향력 있는 변수로 회귀계수가 각각 0.32(p=0.002),0.42(p<0.001)으로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책임과 신체활동의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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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000>>>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주주주요요요 요요요인인인

변 수 분 류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회귀
계수

P-
value

회귀
계수

P-
value

회귀
계수

P-
value

회귀
계수

P-
value

회귀
계수

P-
value

회귀
계수

P-
value

연 령 0.03 0.506 0.00 0.999 0.08 0.019 -0.06 0.042 -0.03 0.285 0.01 0.770

군 복무년수
10년 미만 0.05 0.702 -0.18 0.250 0.04 0.737 -0.02 0.840 0.07 0.454 0.03 0.791

10-19년 0.07 0.520 -0.26 0.021 -0.03 0.752 -0.16 0.036 -0.04 0.573 -0.09 0.270
20년 이상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0.02 0.858 -0.16 0.177 -0.24 0.004 -0.05 0.502 0.06 0.435 -0.07 0.412

보통 -0.01 0.867 -0.20 0.014 -0.09 0.143 -0.13 0.018 -0.05 0.325 -0.05 0.417
건강함

지각된 유익성 0.03 0.758 0.06 0.520 0.02 0.773 0.13 0.044 0.07 0.213 0.01 0.912

지각된 장애성 -0.13 0.097 -0.17 0.043 -0.15 0.011 -0.15 0.006 -0.09 0.092 -0.15 0.015

자 기 효 능 감 0.23 0.064 -0.09 0.501 0.10 0.313 0.33 <.001 0.17 0.044 0.09 0.356

사 회 적 지 지 0.32 0.002 0.42 <.001 0.40 <.001 0.46 <.001 0.64 <.001 0.46 <.001

결정계수 11.9% 18.9% 29.6% 37.6% 39.9%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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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인지 지각 요인을 건강습관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인지 지각 요인 수준별로 살펴보면,지각된 유익성은 식사습관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지각된 장애성은 식사습관,식성,
음식 선호도,아침식사 여부,규칙적인 운동에 유의한 차이(p<0.05)를,지각
된 자기효능감은 아침식사 여부(p<0.05)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식사습관과 아침식사 여부,규칙적인 운동,직장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p<0.05)를 나타냈다.
건강습관별로 살펴보면,식사습관은 지각된 유익성,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규칙적이었다(p<0.05).식성별로는 맵거나
짜게 먹는 편이 지각된 장애성이 높게 나타났고(p<0.05),싱겁게 먹는 편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p<0.01).음식 선호도에서 육식을 좋아하는 경
우 지각된 장애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아침식사 여부는 거의 매일 먹
는 경우에 지각된 장애성이 가장 낮았으며(1.90),주 4-5회가(2.03)다음 순
으로 차이를 보였으며,아침식사의 경우,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규칙적인 운동여부는 지각된 장애가
낮을수록,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였다(p<0.05).
흡연유무의 경우,금연자가 지각된 유익성이 가장 높았고(3.62),흡연경험이
없는 경우가 3.56,흡연자가 3.52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충분한 수면 여부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
고,지각된 장애성은 낮게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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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111>>>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변변변 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NNN 지지지각각각된된된 유유유익익익성성성 PPP---
vvvaaallluuueee 지지지각각각된된된 장장장애애애성성성 PPP---

vvvaaallluuueee
지지지각각각된된된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PPP---
vvvaaallluuueee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PPP---

vvvaaallluuueee

식식식사사사습습습관관관
불규칙적
보통
규칙적

48
43
178

3.53(0.49)
3.43(0.40)
3.60(0.37)

0.034
2.20(0.50)
2.08(0.46)
1.92(0.44)

0.001
2.88(0.30)
2.89(0.30)
2.94(0.27)

0.358
2.89(0.42)
2.95(0.38)
3.04(0.34)

0.024

식식식 성성성
맵거나 짜게
보통이다
싱겁게

90
138
41

3.57(0.40)
3.52(0.42)
3.67(0.32)

0.101
2.08(0.48)
1.92(0.45)
204(0.49)

0.033
2.88(0.27)
2.92(0.28)
3.00(0.27)

0.090
2.95(0.36)
2.98(0.36)
3.16(0.36)

0.008

음음음식식식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육식선호
채식·육식
채식선호

51
186
32

3.47(0.44)
3.57(0.39)
3.68(0.36)

0.059
2.23(0.45)
1.94(0.45)
1.91(0.50)

0.001
2.85(0.27)
2.93(0.28)
2.97(0.27)

0.097
2.96(0.35)
3.01(0.37)
3.02(0.40)

0.724

아아아침침침식식식사사사 여여여부부부
거의 안먹음
주1-3회
주4-5회
거의 매일

40
36
61
132

3.50(0.49)
3.46(0.37)
3.54(0.42)
3.62(0.36)

0.097
2.09(0.49)
2.18(0.46)
2.03(0.43)
1.90(0.46)

0.004
2.86(0.27)
3.00(0.29)
2.86(0.28)
2.95(0.27)

0.024
2.88(0.45)
2.96(0.33)
2.98(0.34)
3.06(0.36)

0.038

규규규칙칙칙적적적인인인 운운운동동동 불규칙적
규칙적

98
171

3.51(0.44)
3.60(0.37) 0.076 2.09(0.49)

1.94(0.45) 0.013 2.90(0.29)
2.93(0.27) 0.461 2.94(0.37)

3.04(0.36) 0.043

흡흡흡연연연유유유무무무
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

113
76
80

3.52(0.43)
3.62(0.38)
3.56(0.38)

0.248
2.05(0.50)
1.90(0.38)
2.01(0.48)

0.107
2.94(0.27)
2.86(0.31)
2.94(0.25)

0.114
2.98(0.35)
3.01(0.41)
3.02(0.35)

0.720

음음음 주주주
안마신다
주1회
주2회이상

413
128
100

3.52(0.43)
3.57(0.41)
3.57(0.37)

0.743
2.01(0.45)
1.97(0.51)
2.02(0.43)

0.788
2.95(0.27)
2.94(0.27)
2.88(0.29)

0.215
3.10(0.37)
2.97(0.40)
3.01(0.33)

0.139

충충충분분분한한한 수수수면면면 충분
불충분

120
149

3.57(0.39)
3.55(0.41) 0.675 1.95(0.47)

2.04(0.46) 0.110 2.93(0.29)
2.91(0.27) 0.561 3.04(0.37)

2.97(0.36) 0.093

직직직장장장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없음/약간
많이 느낌

209
60

3.57(0.40)
3.54(0.41) 0.636 1.97(0.47)

2.10(0.46) 0.109 2.92(0.28)
2.90(0.27) 0.583 3.01(0.38)

2.96(0.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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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건강습관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식사습관을 보면 규칙적으로 식사습관을 가진 경우(2.59)가 그렇지 못한

경우(2.39)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식성에서도 싱겁게 먹는 편인 경우가(2.66)맵거나 짜게 먹는 편
에(2.46)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음식 선호
도는 채식을 좋아하는 경우(2.63)가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2.46)보다 생활양
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아침식사 여부
는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2.61,주 4-5회 먹는 경우가 2.55,주
1-3회 먹는 경우가 2.42,거의 안 먹는 경우가 2.2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1).규칙적인 운동여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2.62)그렇
지 못한 경우(2.33)보다 생활양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흡연유무는 담배를 끊은 금연자가 2.62,흡연 경험이 없는 비흡연자가

2.55,흡연자가 2.42순으로 나타나 담배를 끊은 경우에 생활양식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충분한 수면 여부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2.61)그렇지 못한 경우(2.44)보다 생활양식 정도가
높았다(p<0.01).직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약하게 느끼는 경우가(2.53)
많이 느끼는 경우(2.47)보다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습관 하위 영역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식사습관별로 건강책임

(p<0.05),신체활동(p<0.01),영양(p<0.01),영적성장(p<0.05),스트레스관리
(p<0.01)영역에서 모두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하는 경우에 생활양식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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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식성별로 영양 영역(p<0.01)과 영적성
장 영역(p<0.05),대인관계 영역(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싱겁
게 먹는 경우가 맵거나 짜게 먹는 경우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았다.
음식 선호도별로 영양 영역과 영적성장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영양 영역에서 채식을 좋아하는 경우가(2.74)육식을 좋아하는
경우(2.34)보다 생활양식이 높았으며(p<0.01)영적성장 영역에서도 채식을
좋아하는 경우(3.01)가 육식을 좋아하는 경우(2.75)보다 높았다(p<0.05).
아침식사여부는 건강책임 영역과 신체활동 영역,스트레스관리 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책임 영역에서 주 4-5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2.22,주 1-3회가 2.13,거의 안 먹는 경우가 1.89
순이며 신체활동,스트레스 관리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는 경우,주
4-5회,주 1-3회,거의 안 먹는 경우 순으로 나타나 아침을 자주 먹는 습
관이 있을수록 생활양식 정도가 높았다(p<0.01).규칙적인 운동여부의 경우
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책임
영역,신체활동 영역,영양 영역,영적성장 영역,스트레스관리 영역에서 생
활양식 정도가 높았다(p<0.01).흡연유무별로 담배를 끊은 금연자,흡연 경
험이 없는 비흡연자,현재 흡연자의 순으로 건강책임,신체활동,영양,스트
레스관리 영역의 생활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충분한 수면 여부에서 건강책임,신체활동,영양,영적성장,스트레스관

리 5개 영역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양식 정도가 높았다(p<0.05).
직장 스트레스의 경우,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약간 느끼는 경우가 많

이 느끼는 경우보다 스트레스관리 영역의 생활양식이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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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변 수 구 분 N 건강책임
Mean(SD)

P-
value

신체활동
Mean(SD)

P-
value

영 양
Mean(SD)

P-
value

영적성장
Mean(SD)

P-
value

대인관계
Mean(SD)

P-
value

스트레스
관리

Mean(SD)
P-
value

총평균
Mean(SD)

PPP---
vvvaaallluuueee

식사습관
불규칙적
보통
규칙적

48
43
178

2.09(0.63)
1.99(0.50)
2.21(0.53)

0.034
2.31(0.72)
2.29(0.58)
2.65(0.57)

<.001
2.23(0.67)
2.26(0.39)
2.59(0.41)

<.001
2.74(0.47)
2.67(0.45)
2.88(0.47)

0.011
2.71(0.48)
2.66(0.38)
2.76(0.46)

0.404
2.26(0.54)
2.25(0.44)
2.45(0.45)

0.005
2.39(0.48)
2.35(0.36)
2.59(0.37)

<.001

식 성
맵거나짜게
보통이다
싱겁게

90
138
41

2.09(0.59)
2.18(0.53)
2.23(0.55)

0.324
2.52(0.72)
2.50(0.56)
2.63(0.54)

0.502
2.34(0.53)
2.52(0.43)
2.64(0.51)

0.002
2.77(0.48)
2.80(0.45)
3.00(0.48)

0.026
2.71(0.46)
2.69(0.44)
2.93(0.42)

0.010
2.34(0.52)
2.37(0.43)
2.55(0.47)

0.058
2.46(0.46)
2.51(0.36)
2.66(0.38)

0.029

음식선호
육식선호
채식·육식
채식선호

51
186
32

2.13(0.57)
2.15(0.56)
2.25(0.48)

0.609
2.49(0.61)
2.54(0.63)
2.54(0.60)

0.886
2.34(0.47)
2.47(0.49)
2.74(0.42)

0.001
2.75(0.41)
2.81(0.49)
3.01(0.42)

0.037
2.70(0.40)
2.74(0.46)
2.75(0.48)

0.824
2.38(0.50)
2.37(0.47)
2.48(0.42)

0.448
2.46(0.40)
2.51(0.42)
2.63(0.32)

0.188

아침식사
여부

거의안먹음
주1-3회
주4-5회
거의 매일

40
36
61
132

1.89(0.52)
2.13(0.56)
2.22(0.54)
2.22(0.54)

0.008
2.22(0.68)
2.32(0.56)
2.60(0.60)
2.64(0.58)

<.001
1.94(0.49)
2.25(0.41)
2.47(0.36)
2.71(0.39)

<.001
2.69(0.50)
2.81(0.52)
2.78(0.46)
2.89(0.45)

0.106
2.58(0.48)
2.73(0.45)
2.76(0.39)
2.77(0.46)

0.139
2.14(0.51)
2.32(0,53)
2.44(0.41)
2.45(0.45)

0.001
2.24(0.40)
2.42(0.41)
2.55(0.37)
2.61(0.38)

<.001

규칙적인
운동

불규칙적
규칙적

98
171

2.04(0.48)
2.23(0.58) 0.007

2.09(0.40)
2.78(0.58)<.001

2.32(0.52)
2.57(0.45)<.001

2.70(0.48)
2.89(0.45)<.001

2.67(0.41)
2.77(0.47) 0.712

2.18(0,39)
2.50(0.48)<.001

2.33(0.34)
2.62(0.40)<.001

흡연유무
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

113
76
80

2.07(0.51)
2.31(0.59)
2.14(0.54)

0.010
2.40(0.61)
2.72(0.64)
2.54(0.57)

0.002
2.36(0.50)
2.59(0.49)
2.53(0.45)

0.003
2.75(0.44)
2.84(0.50)
2.91(0.47)

0.054
2.67(0.41)
2.76(0.52)
2.80(0.43)

0.105
2.29(0.43)
2.51(0.51)
2.39(0.47)

0.007
2.42(0.37)
2.62(0.46)
2.55(0.36)

0.002

음 주
안마신다
주1회
주2회이상

41
128
100

2.23(0.58)
2.14(0.61)
2.16(0.46)

0.644
2.41(0.63)
2.53(0.66)
2.57(0.56)

0.360
2.51(0.48)
2.44(0.51)
2.51(0.46)

0.514
2.98(0.45)
2.82(0.51)
2.76(0.42)

0.044
2.81(0.43)
2.73(0.47)
2.71(0.42)

0.480
2.40(0.43)
2.37(0.51)
2.40(0.44)

0.883
2.55(0.37)
2.50(0.45)
2.52(0.35)

0.789

충분한
수면여부

충분
불충분

120
149

2.28(0.58)
2.06(0.51)<.001

2.65(0.59)
2.43(0.63) 0.003

2.55(0.47)
2.42(0.50) 0.032

2.89(0.50)
2.77(0.44) 0.048

2.78(0.47)
2.69(0.43) 0.117

2.54(0.48)
2.69(0,43)<.001

2.61(0.42)
2.44(0.37)<.001

직장
스트레스

없음/약간
많이 느낌

220
60

2.16(0.56)
2.16(0.53) 0.984

2.52(0.61)
2.54(0.64) 0.833

2.49(0.48)
2.44(0.57) 0.503

2.84(0.49)
2.74(0.39) 0.138

2.75(0.46)
2.68(0.42) 0.264

2.42(0.48)
2.27(0.42) 0.033

2.53(0.42)
2.47(0.3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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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고고고 찰찰찰

111...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본 연구에서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Walker 등(1995)의
HPLP-Ⅱ(HealthPromotingLifestyleProfile-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최대 평균 4점에 2.51이었다.이는 기존의 HPLP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
은주(2002)의 약국 근무 약사의 평균 2.53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며,조정인
(1996)의 산업장 근로자 평균 2.51과 같은 결과이다.6개 하위 영역별 순위
를 보면,영적성장 2.82,대인관계 2.73,신체활동 2.53,영양 2.48,스트레스
관리 2.39,건강책임 2.16순으로 박계화(1995)의 연구에서도 군 장병들의
가장 낮은 실행정도는 건강책임 영역으로 나타났다.이은주(2002)의 영적성
장 2.83,대인관계 2.80,스트레스관리 2.44,신체활동 2.18,건강책임 2.10과,
조정인(1996)의 대인관계 2.86,자아실현 2.82,스트레스관리 2.53,영양
2.52,운동 2.22,건강책임 2.08과 비교했을 때,건강책임의 평균이 가장 낮
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스트레스관리 영역이 다소 낮은 반면,신체활동
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같은 연령층의 미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비교한 연구에서(Ballweg,1989;최경혜,1998)군인들은 운동,체중
조절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보인 반면,흡연,음주,아침식사,수면량에서는
나쁜 양상을 보인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갖추어진 요건으로 보이며,건강책임과 스트레스관리 부분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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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건강관련 교육을 통한 건강관심을 높이고 건강측정 등의 건강책임
을 증진시키는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스트레스관리를 위해 개인적
성향 또는 환경적 영향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상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야할 것으
로 보인다.

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일반적 특성과 영역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보면 연령,군 복무년수
와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40-50대 이상이 40대 이하의 그룹에 비해 신체활동과

영양 영역에서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이명화 등(2001)의 중공
업 제조업체 근로자의 결과와 유사하며,이러한 결과는 군과 일반 집단 모
두에서,40-50대 이상이 20-30대 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책임성을 크게
느끼고 또한 그에 따라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건강을 유지,증진
하기 위하여 운동과 영양이 필요함을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경우가 미혼에 비해 영양 영역에
서 높은 생활양식 정도를 보였는데,이 또한 이명화 등(2001)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며,이것은 연령에 따른 결과를 보인 이유와 비슷한 것으로 생
각된다.
군 복무년수는 20년 이상인 경우가 신체활동과 영양,스트레스관리 영

역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이는 특수한 환경의 조직을 이해하고 풍부
한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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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건강상태는 본인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76,다음
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53순으로 건강증진 생활
양식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박현정(2000),이은주(2002)의 연구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가 높은 결과와 함께 서연
옥(1995)의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 경우에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을 경우
에도 위험요인으로 지각되어 생활양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고위험군의 경우와 건강한 군의 경우에 생활양식 정
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333...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대상자의 건강습관에 있어서 식사습관을 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66.2%,
보통이 16%,불규칙적인 경우가 17.8%로,김미양(2001)의 군 간부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경우가 68.6%,보통이 16.9%,불규칙적인 경우가
14.4%로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이재온 등(2002)의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경우가 23.5%,보통인 경우가 24.5%,불규
칙적인 경우가 52%로 군인 집단의 경우가 일반 중년남성보다 식사습관이
규칙적이었다.
식성에서 맵거나 짜게 먹는 편이 33.5%였으며,싱겁게 먹는 편은 15.2%

였는데,김미양(2001)의 연구에서도 짜게 먹는 편이 26%,싱겁게 먹는 편
은 6.2%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이재온 등(2002)의 연구에서 맵거나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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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먹는 편이 29.4%,싱겁게 먹는 편이 26.5%로 일반 중년남성의 경우가
군인집단보다 싱겁게 먹는 편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육식을 좋아하
는 경우가 19%,채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11.9%,채식․육식을 가리지 않
는 경우가 69.1%였으며,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채식․육식을 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아침식사 여부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
으며 거의 안 먹는 경우는 14.9%였고,김미양(2001)의 연구에서는 꼭 먹는
다가 44.5%,가끔 먹는다가 42.1%,안 먹는다가 13.4%로 대체로 유사한 결
과를 보이며,박미숙(2001)의 교정공무원 대상 연구에서 매일 먹는 경우가
69.9%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규칙적인 운동 시행여부를 보면 본 연
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경우가 63.6%,규칙적으로 운동을 하
지 않는 경우가 36.4%였으며,김미양(2001)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는 경우가 66.9%,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32.8%로 나타나 대체로 유
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나,이지현(1995)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29.4%보
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심형일(2000)의 3·40대 남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73.5%,윤경희(2000)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9.1%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서 군인에 있어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임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 성인에 비해 체력에 대한 관심이 높
아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여부를 보면 비흡연자가 58%로 흡연자 42%에 비해 높았으며,비흡

연자 중 담배를 끊은 금연자가 28.3%였고,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29.7%로,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률은 42%였다.박현주(1990)의 군 간부 건
강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흡연률 76.8%,조성현(1992)의 해군장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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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3.8%,하영호 등(1994)의 부사관과 장교의 흡연률
69.4%,이지현(1995)의 간부 흡연률 66.4%,최경혜(1998)의 군 간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의 흡연률 53.7%,박미숙(2001)의 교정공무원 대상 흡연
률 52.6%,윤경희(2000)의 일 직장 근로자 대상 흡연률 47.1%,최숙경 등
(2003)의 일부 지하철 근로자 대상 흡연률 47.3%보다 낮았다.특이할 만한
것은 10년 전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규칙적인 운동을 실
시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흡연률의 경우도 일반인 대
상과 군인 집단 모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최근 금연운동으로 인한 영향
과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널리 보편화된 인식으로 흡연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군에서도 금연운동 활성화에 힘입어 국방부의 군
건강규정이 2004년 2월 25일 개정(훈령 제771호)됨에 따라 금연시설과 금
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흡연률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는 주 1회가 47.6%,주 2회 이상이 37.2%,안 마시는 경우가 15.2%

로,총 음주율은 84.8%였으며,최경혜(1998)의 연구에서 음주율 81.3%에
비해 높고 이지현(1995)의 음주율 92.4%보다는 낮았다.일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윤경희(2000)의 연구에서 음주율이 81.6%로 나타나,이재온
등(2002)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함께,중년남성과 군인집단
모두 음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44.6%,그렇지 못한 경우가 55.4%였는데,김미양(2001)의 잘 자는
편이 56.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직장 스트레스의 경우 느끼지 않는 경우가 18.2%이고,약간 느끼는 경

우가 59.5%,많이 느끼는 비율도 22.3%였는데,이지현(1995)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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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간부 대상자의 80.5%가 저 스트레스 군인 연구결과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다소 높은 수치이다.이는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일을 처
리해야하는 사무형 업무형태와 야전형에 비해 높은 계급의 간부가 많은 정
책부서의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44...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수수수준준준

대상자의 인지 지각 요인 중 지각된 유익성은 3.56(4점 척도)으로,사회
적 지지는 3.00으로 나타났으며,이은주(2002)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인지
및 감정요인의 수준에서 지각된 유익성은 3.33,사회적 지지는 2.89로,서현
미(2000)의 지각된 유익성은 2.93,사회적 지지는 2.90,김금자(2001)의 지각
된 유익성은 4.21(5점 척도)을 환산하여 3.37,사회적 지지는 2.92로 약사,
노인,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2.92로 나타나 이명화 등(2001)의 연구에서 39.44(최고 60점)을
환산한 2.63,이은주(2002)의 연구에서 2.89,서현미(2002)의 연구에서 2.59,
김금자(2001)의 3.39(5점 척도)를 환산한 2.71보다 높게 나타나,민간집단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겠다.이는 박계화(1995)의 군
장병 대상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평점 7.87(10점 척도)을 4점 척도로 환
산한 3.15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이 연구결과는 Weitzel(1989)의 평점 3.7
점(5점 척도)을 10점 척도로 환산한 7.4점보다 약간 높았다.박계화(1987)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군 조직의 존재목적이 궁극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를 쟁취하고 전투라는 것은 2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전투력 측
정이나 체육대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대를 평가함으로써 승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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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득과 패배했을 때의 손실을 자주 강하게 느끼게 되며 군 조직의 특성
상 ‘승리를 위한 생활화’가 조직 구성원에게 내재되어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으로 축적되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
났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를 동기화시키고,행위의 지속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포함된 건강증진 프
로그램의 활성화가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555...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지각된 유익성(r=0.23,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연옥(1995)의 연구(r=0.16,p<0.05)에서,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r=0.30,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이는 이

은주(2002)의 연구(r=0.48,p<0.01),박계화(1998)의 연구(r=0.37,p<0.01),관
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현수(1993)의 연구(r=0.46,p<0.01),이재온 등
(2002)의 연구(r=0.676p=.000)에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특히 하부 영역 중 영적성장과 높은 상관(r=0.38p<.001)
을 보였으며,이는 이은주(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각된 장애성(r=-0.34,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

영역별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이는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이
은주(2002),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김금자(2000),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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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장애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r=0.53,p<0.01)는 이은주(2002)의 연구(r=0.42,p<0.01)와

이영휘(r=0.474,p<0.01)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보이며,건강증진 생활양
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6개 하위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과도 상
관계수 0.30에서 0.59의 범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p<0.01).특히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영역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직장인,친구들의

지지모임,사회적 강화 등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교육 같은 중재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66...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주주주요요요 요요요인인인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 파악을 위하여 모형 1은 일반적
특성 중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령,군 복무년
수,지각된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며,심리적 요인인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
다.모형 2는 모형 1에서 선정된 변수들과 인지 지각 요인인 지각된 유익
성,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를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가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변수였

으며,지각된 장애성이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모형 2를 보면,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변동은 선정된 변수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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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설명되었다.사회적 지지가 회귀계수 0.45(p<0.001)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으며,다음으로는 지각된 장애성이 회귀계수가 -0.14(p=0.004)
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지각된 장애성의 정도가 감소할수록 건강증
진 생활양식이 증가함을 나타냈다.이는 서연옥(1995)의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
적 지지임을 나타낸 결과와 같으며,김금자(200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
지가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중년남성의 건강증진행위를 결정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모형 2에서 선정된 변수들에 의해 대인관

계 영역이 39.9%,영적성장 영역이 37.6%,영양 영역이 29.6%,스트레스관
리 영역이 23.6%,신체활동 영역이 18.9%,건강책임 영역에서 11.9% 설명
되었다.특히 변수들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변수였으며,회귀계수 0.32(p=0.002)에서 0.64(p<0.001)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모든 영역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증가함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련성은 박계화(1994)의 연구결

과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행정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
기효능감이 확인되었으며,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주요예측 요인으로서의 자
기효능감은 몇 가지 문헌(Penderetal.,1990;Weitzel& Waller,1990;오
현수,1993;박계화,1997)에서 지지되었는데,이 연구에서 지각된 자기효능
감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회귀계수 0.14(p=0.0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은 없었으나,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에서 영적성장과 대인관계 영
역에서 각각 회귀계수 0.33(p<0.001),0.17(p=0.044)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영적성장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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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자의 대인관계 영역의 생활양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중재방법을 개발하여야겠다.
본 연구에서와 박계화의 연구에서 볼 때 군 간부의 집단에서는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높이는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하겠다.따라서 군 간부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지지 체제를 강화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장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군 간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교육과 건
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777...인인인지지지 지지지각각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건강습관별로 대상자의 식사습관은 지각된 유익성,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규칙적이었고(p<0.05),식성은 맵거나 짜
게 먹는 경우에 지각된 장애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싱겁게 먹는 경
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p<0.01).음식 선호도에서 육식을 좋아하는 경우
지각된 장애성이 높게 나타났고(p<0.01),아침식사 여부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에 지각된 장애성이 가장 낮았으며(1.90),주 4-5회(2.03)가 다음 순으
로 차이를 보였으며,아침식사의 경우,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규칙적인 운동여
부는 지각된 장애가 낮을수록,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건강습관은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자기효능감,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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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높을수록,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식사습관,식성,음식 선호도,
아침식사 여부,운동의 건강습관이 규칙적이고,싱겁게 먹는 편이며,채식
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보다 좋은 건강습관의 형성을 위해
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통한 지각된 유익성을 증가시키고,작은
부분부터 건강관련 행위에 동참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증대시켜야겠으며,가족이나 동료의 주변 지지체제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함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법을 모색해야겠다.
흡연유무에 있어서는 금연자가 지각된 유익성이 가장 높았고(3.62),흡

연경험이 없는 경우가 3.56,흡연자가 3.52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직장 스트레스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약간 느
끼는 경우가 많이 느끼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
데(p<0.05),이 또한 좋은 건강습관의 형성을 위해 금연교육과 정보의 공
유,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중재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888...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 건건건강강강습습습관관관

건강습관과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살펴보면,식사습관,식성,아
침식사 여부,규칙적인 운동,흡연유무,충분한 수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이는 이재온 등(2002)의 연구에서 식사습관
(F=6.680,p=.000),식성(F=4.007,p=.002),선호 음식(F=2.543,p=.044),흡연
기간(F=2.970,p=.023),운동(F=3.615,p=.009)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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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흡연유무에 있어서 담배를 끊은 금연자의 경우에 건강책임 2.31,
신체활동 2.72,영양 2.59,스트레스관리 2.51로,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의 건강책임 2.07,신체활동 2.40,영양 2.36,스트레스관리 2.29에 비
해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다수 영역에서 생활양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비흡연자와 현재 담배를 피우
는 흡연자에 비해 담배를 끊은 금연자는 이미 건강위험요소의 한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건강관련행위를 시작한 경우로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행위를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Martinelli(1999)의 흡연하는 대학생과
흡연하지 않은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
한 연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환경을 회피하는 행위가 건강증진행위를 증진
시킨다는 결과와 유사하며,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적 이익을
‘결과기대’로 명명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도 적합한 결과로 보인다.
식성에 있어서 싱겁게 먹는 편(2.23)이 짜게 먹는 편(2.09)보다 영양 영

역에서 높은 생활양식 정도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위 결과에 의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은 경우에 좋은 건강습관을 실

천하는 것으로 보인다.즉,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을 때,식사습관
이 규칙적이고,싱겁게 먹으며,채식을 선호하고,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
으며,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고,담배를 끊은 금연자이며,충분한 수면
을 취하고,직장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좋은 건강
습관을 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하며,건강증
진 생활양식은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장애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체제와 장애로 지각되는 요소를 줄여줌으로서 건강증진 생활양
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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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Pender(1996)의 새로운 건강증진모형에 근거하여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이전의 군 간부 대상
연구들은 건강수준과 건강실천행위를 파악하거나,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요
구도를 파악하는 연구,또는 건강증진모형의 일부 변수만을 채택하여 이루
어진 연구였으나,본 연구는 군 간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
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위해 중재 가능한 인지 지각 요인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건강습관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건강증진 생활양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보건학

적 측면에서 건강습관까지를 연구함으로써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면을 보고자 시도하였으나,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전방 일부지역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군 간부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여러 문헌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적용하였으므로 표준화되지 못하였고,응답자가 불성실한 응답을 할
수 있었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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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군 건강증진 사업 전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대상자는 원주시에 소재한 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하사 이상 대령)를

대상으로 하였다.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였으며,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대상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
한 후에 자기기입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 자료를 회
수하였다.수집된 자료는 총 26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4문항(지각된 건강상태 1문항 포함),건강습관

11문항,지각된 유익성 8문항,지각된 장애성 10문항,자기효능감 10문항,
건강증진 생활양식 50문항,사회적 지지 18문항을 포함한 총 121문항의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t-검정,분산

분석,상관분석,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대상자들의 전체 건강증진 생할양식은 평균 2.51(±0.40)이었고,하위
영역별로는 영적성장 영역이 2.82(±0.47)로 가장 높았으며,건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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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2.16(±0.55)으로 가장 낮았다.
2.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연령과 군 복무년수,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인지 지각 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r=0.53,p<0.01),자기효능감(r=0.53,p<0.01),지각된 유익성(r=0.23,
p<0.01)이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장애성(r=-0.34,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군 복무년수,지각된 건강상태와 인지 지각 요인으로 지각된 유
익성,지각된 장애성,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사회적 지지가 회귀계수 0.45(p<0.001)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건강증진 생활
양식은 증가하였다. 다음은 지각된 장애성의 회귀계수가 -0.14
(p=0.004)였으며,지각된 장애성이 감소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증가하였다.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35.2%였다.

5.건강습관은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가 높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식사습관과 아침식사,운동이 규칙적이고,
싱겁게 먹는 편이며,채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또
한,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을 때,식사습관이 규칙적이고,싱
겁게 먹으며,채식을 선호하고,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으며,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고,담배를 끊은 금연자이며,충분한 수면을 취하
고,직장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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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
와 교육을 통한 지각된 유익성을 증가시키고,건강관련 행위에 동참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증대시켜야겠으며,가족이나 동료의
주변 지지체제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
는 중재방법을 모색해야겠다.이러한 가족,직장동료 등의 동반 프로그램을
통한 지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군 간부의 좋은 건강습관 유도와 건강증진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를 근거로 업무형태별 야전형과 사무형의 특성,전방과 후

방의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본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인지

지각 요인 외에도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규명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포괄적인 개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구체적인 건강습관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통합된 건강증진행위 척도 개발을 제언한다.
넷째,본 연구에서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에 유의하게 설명

하는 변수로 나타난 사회적지지,지각된 장애성에 대한 중재를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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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Directed (Directed (Directed by by by by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Chung Chung Chung Chung Mo Mo Mo Mo Nam, Nam, Nam, Nam, Ph. Ph. Ph. Ph. D.) D.) D.) 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practical and 

fundamental data for expediting a health promotion program, which 

was based on health promotion lifestyle and related factors of 

militar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NCOs). A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7 days from 

Dec 18 to Dec 24, 2005 upon 269 officers and NCOs, who were 

stationed at the First ROK Army Headquaters in Kangwon province.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21 questions, which covered 

14 for general characteristic areas, 11 for health habit, 8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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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benefit, 10 for perceived barrier, 10 for self-efficacy, 18 

for social support and 50 for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The 

SAS program has been used for data analysis. The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From the all responses, 59.5% were 40 or older in age, 55.4% 

were major or higher ranking officers, 59.9% was combat related in 

specialty, 50.6% were office workers in work style, 37.9% were 

graduated from universities or in school, and 34.2% were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s. 87.4% were married, among them 60.6% 

were staying with his/her family. 45.9% were in service for more 

than 20 years. 61% perceived themselves healthy in general.

  2. The average points for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were 

2.51 on a 4-point scale. In detail, the highest points were the 

spiritual growth subsection with 2.82, while the health responsibility 

was the lowest with 2.16.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according to age, service period and 

perceived health status(p<0.05). 

  4. Among the responses, 49% had breakfast everyday, 63.6% 

were working out on the regular basis at least more than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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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a week; 42% smoked cigarettes; 84.8% drank alcoholic 

beverages.

  5. The level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were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support(r=0.53, p<0.01), self-efficacy(r=0.53, p<0.01) and 

perceived benefit(r=0.23, p<0.01), while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barrier(r=-0.34, p<0.01).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most 

influential and significant factor for affecting the degre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was social support(r=0.45, p<0.001), 

followed by perceived barrier(r=-0.14, p=0.004).

  In conclusion,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of military 

officers and NCO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barrier. Therefore, a health promotion program, 

involving family members, friends, colleagues might be more 

effective for the officers and NCOs to practice healthy lifestyle. 

Further research would be needed to find out whe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replicated with different samples and wh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generalized to the entire group of 

military officers and NCOs.

Key words : health promoting lifestyle, social support, perceived

             barrier, military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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