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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공군 간부들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
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

  자료 수집은 1개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200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 총 293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 자료 분석은 SPSS/PC⁺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지방식이(3.86점), 식습관
(3.68점), 음주(3.10점), 운동(2.45점)순으로 나타났으며 , 체질량  지수(BMI)와 비교
한 결과는 건강체중군 (90.95점 )과 과체중군 (90.63점 )에서는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비만군(85.10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 ,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 자원 ․시간의 이용가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 ,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 체력측정 부담감 , 조출 횟수는 음의 상
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 

  3.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관련된 15개 요인을 개인적 특성 , 직업적
특성 , 개인적 성향요인 , 개인간 강화요인 , 환경적 가능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군 간부 중 기혼인 경우 , 일반행정 특기인 경우 ,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적으로 공군간부의 건강체중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고 여겨진다 .

핵심 되는 말 : 공군간부 , 건강체중관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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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
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이태화 , 1990).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양적인 치료위주의 개념으로부터 건
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질적인 개념으로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서연
옥 , 1995).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군 조직 내에서
도 장병의 건강관리는 군의 기본책임이며 , 궁극적으로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
지하도록 하고 있다(국방부 훈령 제 771호). 특히 군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군
간부는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 간부로서의 책
임감 , 규율과 형식적인 업무절차 및 진급과 관련된 스트레스 , 잦은 회식에 따른 폭
음 등으로 인해 건강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계화 , 1994). 따
라서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시가 필요하다 .

  건강증진 영역 중에서 운동 , 영양 및 체중조절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황경화 , 2000), 체중증가와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 위험인자로 ,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삶의 질에서부터 질병까지 매우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 2000). 우리나라
비만인구를 보면 31.7%(체질량지수 25% 이상 )로 지난 10여 년 동안 1.6배 증가 (여
자 1.3배 , 남자 2배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 2005). 최근 육군
간부와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결과로 비만분포 (BMI)를 비교한 연
구에서 일반인 (47.1%)보다 군 간부 (56.2%)에게서 비만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했다 (정보영 , 2006). 2006년 공군 간부 건강검진결과에 대해 예비조사를 통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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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지수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에서 나타난 20세 이상 성인 남성
의 평균체질량지수 24.0 kg/m²에 비해 24.20 kg/m²의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시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직업특성으로 인해 일반
인보다 건강한 집단이라 생각되는 군 간부에 있어서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도는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미군의 경우 비만 증가는 군에서 운동량 저하와는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비만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Lindquist, 2001), 

우리 군도  체질량지수 39.4 kg/m² 이하까지 현역 입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군에서도 최근 비만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오세욱 , 2005). 

이와 같이 일반인에 비해 군 간부에서의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실태가 보고되고
는 있으나 ,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분포 및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노력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공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비만관리를 위해 건강체중관리 행위
의 변화를 통한 건강체중율 향상이 요구된다 . 그러나 현재 군 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 대부분의 연구가 비만 유병율 및 과다체중과 건강행위와
의 관계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 관련 요인 및 공군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며 , 또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에만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  

  체중관리 같은 건강증진행위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pender,1987) 개인적 요인 , 사회 . 문화적 요인 , 환경적 요인 등이 다차원적으로
관계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이라는 특수한 근무형태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군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체중관리 행위에 있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 (가족 , 군대문화 , 사회적 환경 )들도 중요한 요
인으로 포함하여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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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공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중율을 향상하기 위해 체중과 관련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향후 공군 간
부의 요구에 맞는 건강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간
호중재프로그램개발을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함이다.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공군간부의건강체중관리행위정도를 확인한다.
2)공군간부의건강체중관리행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한다.
3)규명되어진 요인들의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정도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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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공공공군군군 간간간부부부
이론적 정의:부사관,준사관및장교를말한다(국방부,2006).
조작적 정의:공군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준사관 및 장교로 본 연구

설문에응답한공군간부를말한다.

222)))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이론적 정의:WHO(1997)의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BMI18.5∼ 24.9kg/m²의 건강 체

중(HealthyWeight)을 유지하기위해 칼로리섭취를줄이고 적정운
동을 병행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에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관
리하는 행위이다(DietaryGuidelinesforAmericans,2005).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 대한비만학회의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BMI18.5∼22.9
kg/m²의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식습관,지방식이,음주,운동의 행
위를건강체중관리행위로정의한다.
※체질량지수(BMI):체중(㎏)÷신장(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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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체중이란 신체 모든 부분의 발육과 충실성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전적
요인과 생활양식 특히 영양공급 상태,질병,식습관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조성희,
1985).또한 체중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이환이나 사망률 , 영양 상태와 관련된 지표
로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 생활양식을 통한 건강이상 발견 시 체중은 중요한 지표
로 간주되고 있고 , 과소체중보다 과다체중에서 사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
(Crook,1966;김해준 , 1977).
과다체중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체중의 이상증가 현상으로,지나친 체중과다를 비만이라고 한
다.과다체중의문제점은 많은 질병을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즉 심장과 순환기의 지
나친 부담으로 오는 호흡장애,고혈압,관절염,신체 및 지적능력 감소,전염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이며,각종 질환의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이 된다(대한일차의료학회,
1996).체중증가로인한비만은우리가알고있는생활습관병(lifestyledisease)즉,대사
증후군의 가장 유력한 위험요인으로 그 유병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Lydia등,2002).
한국인 비만의 역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관리 전략 개발 연구에 의하면 흡연이나 체중조
절 의도가 없는 체중감소와 같은 요인을 보정하고 나서 사망률 자료를 분석하면 체질량
지수와 사망과는 거의 선형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2000).즉 성인에서 체중
증가를 예방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중관리를 위한 건
강행위의변화가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건강상태의 변화는 물리적인 환경 및 사회・심리학적인 환경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

에 대한 태도와 건강행위의 변화에 의한다고 보며,건강행위는 인지적,사회적,신체적,
정서적 적응과 발달을 위한 활동으로 건강이나 질병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된다
(Griffiths,1965).한번 형성된 건강행위는 건강습관이 되고 일단 건강습관이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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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김영임 등,1995).즉,건강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행위가 중요하며 생활화,습관화를 통하여 건강행위 실천이라는 행동변화가 나타
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건강행위 중 식습관,음주,흡연,운동 및 비만도가 신체적
건강에 관련이 높다고 하였으며,운동 , 영양 및 체중조절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황경화 , 2000).

식습관은 환경적,경제적,문화적,지역적,유전적 여러 요인에 의해 식생활을 중
심으로 형성되는 습성이나 관습을 의미하며,학습에 의해 형성된다.식습관은 개개 식
품의 섭취양상과 건강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습관에 따라 섭취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상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습관은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문수재,1996).식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이 관여하며 특히 사회적 요인으로서 연령,직업,가족 수,사회·경제수준,영양정
보의 매체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남·녀 및 교육수준 또한 식습관과 관계가 있고
식품섭취는 개인에 대하여 환경에 따른 심리적 반응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한 바 있다(이성의,2000).
과다체중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이 잘못된 식습관이다.과식과 불규칙한
식사는 과체중과 연관되며 ,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은 건강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식습관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이선희 등(1996)의 연구에서 아침 결식을 하는 사람보다 규칙적인 아침식
사를하는사람들이체지방이적다고분석하였다.비만 여성의 식생활 행동 특성과 체
중조절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김혜영 (1998)의 연구에서는 1일 식사횟수 , 간식횟수 , 

식사속도 , 과식 등의 식습관이 과다체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 또한,과거
에 비해 동물성 식품 및 지방의 소비가 급증하고,활동량이 매우 감소하고 외식의
급증,가공식품 소비의 증가 등 최근 20년 간 식생활 소비패턴 및 식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어 비만 인구 및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양자,1988).
지방식이는 비만인 들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지방조직 형성에 기여하는 고지방 식

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고,고칼로리 음식을 즐겨먹거나 TV를 볼 때 즐겨 먹는 경향
을 나타낸다(Obarzanek등,1994).그러나 열량 섭취량이 비만군에서 더 많은 지에 관
하여는 학자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고지방식품 섭취의 증가는 비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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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임경아,1996).지방 및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증가하면 지방의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같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많은 열
량을 섭취하게 될 뿐 아니라 당질과 단백질의 저장에 소모되는 열량이 각각 28%,24%
인 것과 비교하여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3%의 열량만이 필요하므로 지방의
섭취가 늘면 비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가영,2001).최근 연구에서는 전체 열
량섭취도 중요하지만 식이조성(dietcomposition)역시 중요하고,우리나라의 경우 경
제발전과함께식생활변화와외식의기회가늘어나면서fastfood같은고지방식품의섭
취가 잦아지고 있어 더욱 과다체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임경아,
1996).
음주는 중등도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6시간 내에 모두 산화가 되는데 알코올은

탄수화물과 유사하게 지방을 보존하려는 작용이 있어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이 섭취하
게 될 경우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저장되며,또한 알코올이 산화되는 동안 다른 영양
소의 산화가 상대적으로 억제되는데 그 중 지방은 가장 늦게 산화가 진행되어 식사를
할 때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지방의 축적과 함께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Suter,
1992).Kahn(1997)에의하면남녀모두맥주를 1주일에 5일이상마시는군에서는체중
이 감소되었고,양주의 경우는 5일 이상 마시는 여성에게만 체중이 감소되었으며,남자
의 경우 1일 중등도(2549g)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 알코올을 적게 혹은 과도하
게 섭취하는 경우와 식사 시 알코올을 추가로 섭취하는 경향이 많아 에너지 섭취량이
많다고 하였으며,여성의 경우는 과다 음주군에서 알코올을 식사대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이렇듯 알코올 섭취와 체중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
한 연구결과도 있지만,적당한 수준의 알코올 섭취보다는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는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미칠 수있을것이라고 제시하고있다.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들의비만유병위험은술을마시지않는사람에비해19%증가하는것으로밝혔다(강재
헌,2001).
신체적 활동은 일반적으로 체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신진대

사와 신체적 활동이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기 때문이다.신체활동량 부족상태는 기초
대사가 감소하여 저장열량의 축적이 일어나며 지방을 만드는 효소작용이 활발해져서
과다체중이 되며,신체 활동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체중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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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다(김사름 외,1995).최근 들어 사람들의 식이 섭취량은 일정하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이러한 경향
은 교통수단의 발달,가사노동의 자동화,육체노동의 감소 등으로 섭취되는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소비되는 에너지가 감소함에 기인하는 것으로,에너지 소비에서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외에도 장시
간의 TV시청은 신체활동을 감소시켜,에너지 소비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서 과다체중을
유발하며,게으름 또는 운동에 대한 동기의 부족 등이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Ball등,2003).운동량 및 활동량이 적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과다체중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는지,이와는 반대로 운동
을 적게 하기때문에 과다체중이 되는지에 관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일반
적으로 운동을 하면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HDL-콜레스테롤의 증가,LDL-콜
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저하,혈압강하 효과 등을 나타내어 심폐기능 및 체내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식욕이나 식이 섭취를 억제하거나 유지시켜 주고,정신적 불안이나 우울
을감소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Lin,2003).
건강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 및 체중과 관련된 만성 비전염성질환의 질병부담,이

에 따른 삶의 질과 기대여명의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건강체중 관리는 정
상 체중의 사람들이과체중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과체중인 사람들이 비만으로 진
행하는 것을 예방하며 현재는 체중이 감소했지만 과거에 과체중이었거나 비만했던 사
람들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건강체중 유지는 건강관리의 중
요한 과제로 장기간 안정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 2002; 임경아 , 1996). 또한 건강상태의 변화는 건강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므로 , 건강체중과 관련된 행위적 요인들에 대해 실천정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최현희 , 2002).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식습관,지방식이,음주,운동은 건강체중에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이상
적인 것으로 파악됨에도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건강체중관리
행위의실천정도를이해하기위한 연구가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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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인간의 행위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개인
의 다양한 행위를 이해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pender,1987).또한개인의행위는 이용 가능한 사회적
기회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되는 속성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한 인간의 행위변화프로
그램을 위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집단의 관련 위험요인을 파
악하여야 한다(김영임,1991).체중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직업,학
력,경제수준(수입),사회적지위,행동양식및식생활패턴이과다체중에영향을미친다
(Ball,2003).체중조절행위같은건강증진행위는한가지요인에의해 결정되는것이아
니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사회적 요인,환경적 요인 등이 다차원적으로 관계하면서 복
합적으로영향하는요인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건강상

태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체중조절행
위에서 중요한 동기적 요소이다.주관적 건강상태는 인간 행동의 자기강화 즉,행동결
과에 대해 스스로가 인지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행동하며,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있으며,만성질환을 반영하며,사망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Ware,1976).주관적으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측정보다 생리
적.생물학적 변화를 더 잘 인지하며,건강의 사회 심리적 구성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Goldstein,1992).또한,건강상태의 지각이 표준체중을 유지하려는 건
강증진행위에영향을준다고하였다(Pender,1982).
정옥임(1993)의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 연구에서 체중조

절태도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객관적
비만수준 뿐만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만수준에 의해서 체중조절 행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체중조절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로로는 61.2%가 자신의 판단에 의
해서라고 했으며,시도했던 체중조절 방법으로는 식사조절과 운동이 각각 82%와 68%
를차지하였다.최은옥등(1999)의인천지역 여성의 체중 감량법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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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년 여성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젊은 여성은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였고,남정자 등(2003)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한 비만연구의 변화추이 연구
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를 위해(69.4%)체중조절을 했던 반면에 연령이 증가할수
록 당면한 건강문제나 향후 건강향상을 위해 체중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
아(2006)의 비만여성에서영양교육과체중조절운동이체중감량에미치는효과연구에
서 체중감량 정보는 전체적으로 TV나 라디오에서 얻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주
위사람들로부터의 얻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고,이상적인 체중조절 방법을 영양교육의
반복과 식사조절,운동이라고 밝혔다.체중조절 이유에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가장높았고,멋진체형을위해서,자신감을갖기위해서순으로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1977년 Bandura가 인간의 인지를 강조하면서 제안하였고 이는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결정인자로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
온 사회인지 개념의 하나로 행위변화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개인이 결
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즉,인간행위 변화의 가
장 큰 변수로 보고되는 자기효능감은 과다체중을 예방하고 체중관리 행위를 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구선영,2004).건강증진에 대한 동기와 행위변화를 예측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모든 건강증진행위가 자발성을 갖고 지
속적으로이루어지게하며동기수준을높게만든다(Bandura,1986).홍미령(1995)의비
만인의 자기조절행위와 체중조절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에서는 비만인의 자기조절행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임이 확인되었고,초등학교 아동의 식이
자기효능감과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에 관한 최수전(1998)의 연구에서도 식이자기효
능감과 식이행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신체활동은 개인이 자신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즉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또한 김민희(2000)와 이정임(2001)의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
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수행정도가높았다.차규정(2001)의정상체중과과다체중여고생의건강증진행위
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강종구
(2003)의 일부 육군 간부의 건강실천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체중유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나타났다.



- 11 -

사회적 지지가 1970년대이후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완충 효과를 지닌 개념으로 대
두되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사회 환경의 역할 특히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고려하
게 되었다.건강증진행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사회적인 지지는 가족과 동료가 지
지하였을 때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었고,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자기 파괴적인 건강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부적절한
지지는 질병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신체적 변화까지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Berkman,1979).Caplan(1974)은 사회적 지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돌봐주고 사랑
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삶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그
러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다른 견해들도 제시하고 있다.그 중 하나
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건강에 역효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 견해에 따르면
한 개인이 자신의 지지망을 통하여 받게 되는 지지의 성격에 따라 그 개인의 정신적,육
체적 건강 위험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부적절한지지
는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Johnson,1989).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는 배우자나 친척,친구들과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별적 지지와 의료
전문가들이나 조직 기관 등에서 주어지는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오가실 외,1994).
Berrern(1986)는 사회적 지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
(Perceivedsocialsupport)는 개인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며,받
은 지지(Receivedsocialsupport)는 제공되는 도움 자체라고 하였다.사회적 지지는 도
움의 내용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지지의 원천도 중요하다.즉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
뿐만 아니라 직장 밖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도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House,1981).아동의 비만관리를 위한 체중조절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서(주현옥,1998)가족이나 친구에 의한 지지가 체중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으며,군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종구(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체중유지에
영향을주는요인으로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건강에 영향을 준다.스트레스의 원

인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나 변화,불안으로 지속적으로 한 개
인의삶을어렵게만드는만성적긴장이라고하였다(장세진,1992).스트레스는한개인
의 생활사건과 관련한 개인의 적응과정이며,현대 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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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대인들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음주가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직장인의
스트레스에 비례하여 과음이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주경채,1991).
Karasek(1979)이 제안한 직업성 긴장모델에서 군인은 특수한 임무성격상 직무 요구도
는높고직무자율성(명령과 규율에 의한 임무수행)이낮은 고긴장 집단(비상대기 등)으
로 고긴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런 스트레스는 음주
빈도를 높게 한다(하현욱,2002).전통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해결방식,조직 우선주의,
엄격한 규율과 징벌등을 특성으로 하며 외부와단절되고 개인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급자의 강제나 불합리한 지시이행,소외감,대인관계의 갈등과 개인적인 성취감의 결
핍과 같은 요인을 안고 있는 군 조직에서 군 간부의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따라 건강행
위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동윤,1997).이지현(1998)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
그램의 고찰과 군 간부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개발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군
간부에게서의 직무 및 조직관련 스트레스 원인으로 보직,근무연한에 따라 물리적 환경
의 차이가 있으며,건물과 설비 등의 노후로 보온,방음,환기 기능이 떨어지고 업무 중
심의 사무실 배치 등을 지적했으며,조직관련 스트레스 원인으로 개인의 자율성이나 적
극성,독창성의 제한,그리고 일에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으로 군 업무의 반복성,비공식
적이고비구조적인인간관계변수로인한역할갈등,잦은훈련,총포및탄약에의노출
로 인한 재해 위험 등을 지적했다.또한 조직외적 요인으로군 간부는직업특성,다시 말
해 이사,가족,자녀교육,경제적 지위 등의 문제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박연옥(2002)의 산업체 주・야간 근로자의 식생활 행동 및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연구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잦은 음주와 외식 그리고 운
동부족으로 비만이 초래되기 쉽다고 하였으며,신수희(1998)의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와 식생활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식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하현욱(2002)의공군조종사를대상으로스트레스와피로관련요인을분석한연구에
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의 스트레스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사회적 지지도와 가족 지지도가 낮을수록,스트레스가 통계
학적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개인적 측면의 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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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다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또한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인 다양한요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가진행
되었으나,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공군 간
부는 개개인 하나하나의 인적자원이 곧 전투력이므로 과다체중과 비만의 문제는 공군
간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위한 중재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먼저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
의실천정도를확인하고,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는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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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개개개념념념적적적기기기틀틀틀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대한 문헌고찰과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미치는 개인과 사회
체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PRECEDE모형의 주요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1참조).Green(1980)등이 개발한 PRECEDE모형은 건강 및 건강행위에 있어
조직적,생태학적 측면(가족,지역사회,문화,신체적,사회적 환경)들이 중요한 요인임
을 강조하고있다.
과다체중과 관련된 건강행위와 관련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차규정,2001;구선영,2004;허영희,2004;김옥희,2005)와 가족 또
는 사회적인 연결을 이루는 대인관계를 포함한 연구(장영식,1997;주현옥,1988;곽
연희,2003),그리고 지역사회,사회정책,조직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포함한 연구(전
연숙,2005;송은진,2005)등이 있다.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하나의 연구에서 다루어
진 예가 거의 없으나,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개인간 요인,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ECEDE모형의 주요개념을 이용해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성향요인,개인간 강화요인,환경적 가능요인으로 개념적
기틀을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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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의 개념  기틀

                                   

연구의 개념  기틀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성향요인

개인  성향요인은 행 에 향을 래하거나 행 의 근거가 되는 요인으로 개인이

나 집단의 행 가 나타나기 에 이에 향을 주는 내부 으로 잠재된 요인으로서 행

를 유발시키는 동기조성이나 행 유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 으

로 이에 포함되는 요인으로는 건강에 한 믿음과 신념, 건강에 련된 지식정도, 가치 

 태도, 인식, 그리고 자기효능 의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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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향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송건용,1993;전정자,1996;차규정,2001;최성희,2006)제시되고 있고,체중 관련
지식이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김선희,1991;김인철,2002;구선
영,2004;정미숙,2005)의연구에서제시되었다.
건강지식은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이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과학적이고,이론적인 지

식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태도 변화
와 실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정애,1991).신관호(1971)의 연구에서는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건강행위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개개인의 건강행위 실천율이 높다고 하였고,건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식습
관이 좋게 나타나 지식이행동으로 옮겨진다고하였다(김화영,1984;송요숙,1986;최운
정,1997).그러나 정순자(1995)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지식과 식습관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나타나지식이행동으로실천되지않는다고하였고,Carruth(1997)은 건강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했고 건강지식과 식습관은
항상정비례관계에있지않다고했다.
체중조절태도가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신지영,1999;박영덕,

2002;장은아,2006;김진영,2007)제시되었으며,대상자의 참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대상자 자신의 요구를 규명함으로써 현실적인 행
동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자의 건강교육 요구도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공득희,1994;정혜숙,1994;이정화,2004;강혜경,2007)제시되었다.자기효능감이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홍미령,1995;김민희,2000;이정임,2001;
강종구,2003)제시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지식이 건강체중관리 행위로 실천되는지에 대한
체중 관련지식과 체중에 대한 태도나 습관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체중조절태도와
건강교육 요구도,자기효능감을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향요인
변수로포함하였다.

222...개개개인인인간간간 강강강화화화요요요인인인
개인간 강화요인은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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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건강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한다.주로 동
료,상사,부모 등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보내는 격려 혹은 비판
을 말하며,가족과 동료 및 의료팀의 사회적 지지가 체중조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이종경,1996;주현옥,1988;강종구,2003)제시되고있고,잦은전출과부대이동,
훈련,파견 등으로 연고지의 부모와 이별,전 근무지의 동료들과의 이별,자녀 교육 등
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 등이 존재하는 근무여건 속에서 가족과 동료,의료팀의 사회
적 지지 정도에 따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
의변수로포함하였다.

333...환환환경경경적적적 가가가능능능요요요인인인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비행위적 원인인 환경적 요
인과,행위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이전의 요인으로 행위를 실현 가능하게 하고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기술과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들로 개인이나 조직으
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요인이다.공군 간부에게 있어 깨어있는 시간의 60%
정도를 보내는 근무지인 부대라는 환경은 공군 간부 개인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
을주며건강에도영향을미치는요소이다.
직무 스트레스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식습관,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김명
희,1996;신수희,1998;염혜진,2001)제시되고 있고,체력측정 부담정도에 따라 운동
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이준혁,2000;강종구,2003;황애경,2004)제시되었고,당직
및 야간근무는 생활리듬이 바뀌므로 근무형태에 따라 개인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이윤나등,1996;최현주,1999;박연옥,2001)제시되고있다.자원・시간의이
용가능성이 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조원정,1998;김광숙,2006)제시
되고 있으며,건강교육프로그램 유무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김선희,
1990;장순옥·이견숙,1995;박현옥,2001;김인철,2002;Hegest등,1982)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가능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체력측정부담 정도,근무형태,자원・시간의 이용가능성,건강교육프로그램 유무를 건
강체중관리행위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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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체중과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정도에 유의한관계는 식습관(조병만,1996;김정현

외,1998;안혜선 & 이상선 , 1999; 이가영 외,2000;류화라 , 2001; 김하주,2004),지방
식이 (임경아,1996;이가영 외,2001;Obarzaneketal,1994),음주(정은주,2000;Kahn,
1997;Lin,2003;Suter,1992),운동(주현옥,1998;정은주,2000;황경화,2000;명승환,
2003;정미숙,2005;Cameron,2003)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
고,이러한 행위적인 요인들과 비만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주현옥,1998;김인철,
2002;박광혜,2007)에서확인되어지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식습관,지방식이,음주,운동을 건강체
중관리행위로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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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

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가.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공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간부를 표

적 모집단으로 하고,자료수집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K도에 소재한 공군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간부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K도 W시에 소재한 공군00비행단
을임의로선택하여해당비행단에근무하고있는공군간부전체를표본으로하였다.
나.표본수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Cohen의 StatisticalPowerAnalysisfortheBehavioral
Sciences에서 검정력 분석과 사용된 통계적 검정법에 따른 표본 크기 결정을 위해 제시
한 표(Polit & Beck, 2004)에 의해 power0.80,p<0.05,효과크기 0.18로 최소 250이
상의표본수가요구된다.본연구에서의표본수는293으로이를만족하였다.

333...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가가가...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건강체중관리 행위로 식습관과 지방식이는 대한영양사협회(http://www.dietitian.
or.kr)에서 표준화시킨 식습관 조사표와 정은숙(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음주는 조의영(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고,운
동은 김지현(2006)의연구에서사용한도구로측정하였다.
① 식습관은 아침식사 여부 및 아침결식 이유,세끼식사 규칙성 여부,식사속도,과식,
간식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음식을 짜게 먹는지.외식(회식포함)정도로 총 9문항 중
8문항을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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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 식이는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튀김요리,볶음요리,부침요리)와 동물성 기름이
많은음식(삼겹살,돼지갈비,햄)의섭취정도에대한2문항을측정하였다.

③음주에대한것은 주당술 마신횟수,음주량 ,6개월 간과음 횟수로 총3문항으로하
여 각 항목에 대해서 1번에 응답한 경우 1점으로,2번에 응답한 경우 2점,3번에
응답한 경우 3점,4번에 응답한 경우 4점,5번에 응답한 경우 5점으로 총 합계 점수
를15점만점으로측정하였다.

④ 운동은 운동의 규칙성 여부 및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와 운동장소,출․
퇴근시간을포함하여하루에걷는 시간에대해총 4문항중 2문항을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 1번에 응답한 경우 1점으로 하여 5번에 응답한 경우 5점으로 총
합계점수를10점만점으로측정하였다.

⑤ 식습관과지방식이 문항을합하여 총10문항의 각 항목에 대해서 1번에응답한 경우
는2.5점,2번에응답한 경우는 5점,3번에응답한 경우는 7.5점,4번에 응답한 경우는
10점씩을계산하여총합계점수를100점만점으로평가하였다.
식습관과 지방식이 100점과 음주 15점,운동 10점을 합한 125점을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총 점수로 평가하였다.

나나나...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전연숙(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현재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에 방해
정도,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해 3
문항 5점 척도로,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α =0.8311,전연숙(2005)의 연구에서는 0.8146이었고 본
연구에서신뢰도는 Cronbach'sα =0.732였다.

다다다...과과과다다다체체체중중중 관관관련련련지지지식식식
과다체중 관련지식은 구선영(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로 식품의 열량,비만의
분류 및 동반되는 질병,올바른 체중감량방법,조리방법에 따른 열량의 차이,운동의 효
과,체중감량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문항 1점으로 하
여정답수를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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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체체체중중중조조조절절절태태태도도도
체중조절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서 김지현(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총
6문항으로 수정하여 체중에 대한 지각,평소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체중조절 방법에
대한 정보의 근원,체중조절을 생각하는 이유,체중조절 경험 유무,체중조절 경험이 있
을경우체중조절방법에대해조사하였다.

마마마...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 관관관련련련 건건건강강강교교교육육육 요요요구구구도도도
윤경희(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도 문항을 수정하여 체중조
절과 건강,식습관과 건강,운동과 건강,음주와 건강,스트레스와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필요성과참여여부를조사하였다.

사사사...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즉,인간행위
변화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되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의영(2001)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식습관 7문항,지방식이 3문항,음주 2
문항,운동 5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졌고,‘아주 자신 있다’가 4점에서 ’전혀 자
신 없다‘가 1점으로 Likert4점 척도로 구성 되었다.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다는것을의미한다.본연구에서도구의신뢰도는Cronbach'sα =0.853이었다.

아아아...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장정숙(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오윤정(2003)의 연구에
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7문항으로 ‘항상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가 1점으로 Likert4점 척도로 구성 되었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0.745이었다.

자자자...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스트레스는 평상시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사용된 문항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고,직무스트레
스는 장세진 등(2005)의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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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점척도로‘매우그렇다'4점,'대부분그렇다'3점,'약간그렇다'2점,'전혀그렇지
않다'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의미한다.본 연구에서직무스
트레스도구의신뢰도는Cronbach'sα =0.812이었다.

차차차...자자자원원원・・・・시시시간간간의의의 이이이용용용가가가능능능성성성,,,건건건강강강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유유유무무무
김광숙(2006)의연구에서사용한건강행위실천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자원·시간의이
용가능성,건강교육프로그램유무등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측정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공군 간부에게 자기 보

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부한 330부 중 316부가 회수되었으며,그 중 응답내용
이 부족한 23부를 제외하고 29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따라서 설문지 응답률은
88.78%이었다.자료수집은2007년10월24일부터2007년10월31일까지실시되었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PC 11.0for

windows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체중관리 행위 영향요인,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연구변수분포는기술통계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2.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와의 관계는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검
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3.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는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검
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4.연구변수간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해Pearsoncorrelationanalysis를이용하여분
석하였다.

5.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6.각연구도구의신뢰도검증은Cronbach'sα 계수를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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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공군간부 총 29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인 나이,계급,근무년수,특기,교

육수준,결혼여부,동거형태,동거 자녀수,BMI분포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
의 평균은 35세로 최소 20세에서 최고 55세 이었으며,30대가 115명(39.2%)으로
가장 많았고,50대가 25명(8.5%)으로 가장 적었다.대상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3.5년이었으며 1∼9년 근무한 사람(38.2%)에 이어 10∼19년 근무한 사람(34.5%)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분포에서는 부사관이 205명(7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영관장교가

7명(2.4%)으로 가장 적었으며,특기별 분포에서는 무기·정비 특기가 158명(53.9%),
일반행정 특기가 108명(36.9%),조종 특기가 27명(9.2%)이었다.교육수준은 고졸
이 101명(34.5%)이었고,나머지 179명(65.5%)은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193명(65.9%)이었으며,가족과의 동거여부에서는 189명

(64.5%)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단독거주자는 76명(25.9%)이었다.동거 자녀
수는 2명이 95명(32.4%),1명이 43명(14.7%),3명 이상이 16명(5.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BMI는 24.19로 최소 17.69에서 31.92였으며,저체중은 1명(0.3%),

건강체중은 101명(34.1%)이었고,과체중은 96명(32.8%),비만Ⅰ단계에서는 87명
(29.7%),비만Ⅱ단계는 8명(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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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3)
특성 구분 빈도 (Valid%)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

연령 20∼29

                30∼39

                40∼49

                50∼55

계급 부사관
                준사관
                위관
                영관
              

근무년수 1∼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특기 조종
                무기・정비
                일반행정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재학 포함 )

결혼여부 미혼
                기혼
                이혼 , 사별 , 별거

동거형태 가족과 동거
                동료와 동거
                단독 거주
              

동거 자녀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BMI                          

  저체중 BMI > 18.5

  건강체중 18.5� BMI < 23

  과체중 23� BMI < 25

  비만Ⅰ        25� BMI < 30

  비만Ⅱ        30� BMI

88(30.0%)

115(39.2%)

65(22.2%)

25(8.5%)

205(70%)

26(8.9%)

55(18.8%)

7(2.4%)

112(38.2%)

101(34.5%)

56(19.1%)

24(8.2%)

27(9.2%)

158(53.9%)

108(36.9%)

101(34.5%)

97(33.1%)

75(25.6%)

7(6.8%)

96(32.8%)

193(65.9%)

4(1.4%)

189(64.5%)

28(9.6%)

76(25.9%)

139(47.4%)

43(14.7%)

95(32.4%)

16(5.5%)

1(0.3%)

101(34.1%)

96(32.8%)

87(29.7%)

8(2.7%)

35.12±8.5

(20∼55)

13.51±9.2

(1∼36)

24.19±2.58

(17.69∼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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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의의의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의의의 분분분포포포

공군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향요인,개인간 강화
요인,환경적 가능요인을 분석하였다.

111...개개개인인인적적적 성성성향향향요요요인인인
개인적 성향요인 중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 정도는 <표 2>와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175명(59.7%)으로 가장 많았으

며,이어서 ‘좋다(매우 좋다,좋다 포함)’83명(28.3%),‘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쁘다
포함)’라고 느끼는 경우가 35명(11.6%)으로 나타났다.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체로,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포함)’가 221명
(75.4%),‘방해가 된다(상당히,대체로,약간 방해가 된다)’가 72(24.6%)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결과 ‘비슷하다’가 131명
(44.7%),‘좋다(매우 좋다,비교적 좋다)’가 120명(41.0%),‘나쁘다(매우,조금 나쁘다
포함)'42명(14.3%)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최소 17점에서 최대 68점으로 평균은 48.37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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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개인적 성향요인Ⅰ-주관적 건강상태,자기효능감 (N=293)

개인적 성향요인 구분   빈도
 (Valid%)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1(0.3%)

34(11.6%)

175(59.7%)

69(23.5%)

14(4.8%)

3.21±0.7

(1∼5)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정도

상당히 방해가 된다
대체로 방해가 된다
약간 방해가 된다
대체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7%)

9(3.1%)

61(20.8%)

110(37.5%)

111(37.9%)

4.09±0.8

(1∼5)

       비슷한 연령의
        다른 사람과
        건강상태비교

매우 나쁘다
조금 나쁘다
비슷하다
비교적 좋다
배우 좋다

3(1.0%)

39(13.3%)

131(44.7%)

101(34.5%)

19(6.5%)

3.3.2±0.8

(1∼5)

자기효능감 48.37±7.8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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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향요인 중 체중 관련지식,체중조절 태도는 <표 3>과 같다.대상자의
체중관련 지식은 최소 1점에서 최대 12점으로 평균 8.51로 나타났다.체중에 대한
지각은 ‘약간 비만한 편이다’가 124명(42.3%),‘보통이다’104명(35.5%).‘마른편이
다’41명(14.0%),‘매우 비만한 편이다’21명(7.2%),‘매우 마른편이다’3명(1.0%)으
로 나타났다.체중조절 관심은 ‘관심 있다(매우 관심있다,관심있다 포함)’가 192명
(65.6%),‘보통이다’65명(22.2%),‘관심 없다(매우 관심 없다,관심 없다 포함)’가
36명(12.2%)로 나타났다.체중조절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8명(33.4%)으로 가장 많았고,‘TV/Radio’가 76명(25.9%),
‘신문/잡지’49명(16.7%),‘동료들’41명(!4.0%),‘가족들’19명(6.5%).‘의무부대’10
명(3.4%)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하는 이유로는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가 137(44.8%)로 가장 많았

으며,‘균형 있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는 92명(30.1%),‘건강상의 문제로’는 55명
(18.0%),‘생각해 본 적 없다’는 13명(4.2%),‘주위 사람들로부터 위축감,소외감을
느껴서’는 9명(2.9%)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는지 대해서는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124명

(42.3%)로 가장 많았으며,‘현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72명(24.6%),’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48명(16.4%),’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는 39명(13.3%)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방법에 대해서는 ‘운동을 해서 체중을 조절 한다’하고 162명(52.3%)으

로 가장 많았으며,'식사의 양 줄이기‘가 76명(24.5%),’식사 건너뛰기‘가 36명
(11.6%),’기타‘가 15명(4.8%),’간식 양 줄이기‘가 12명(3.9%),’칼로리가 높은 음식
은 먹지 않는다‘6명(1.9%),’다이어트 식품 및 약물 복용하기‘가 3명(1.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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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개인적 성향요인Ⅱ-체중관련지식,체중조절태도 (N=293)

*무응답,비해당 제외
*중복응답

개인적
성향요인 구분 빈도

 (Valid%)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체중관련지식 8.81±2.6

(3∼12)

체중조절태도
   체중에
    대한지각

매우 마른편이다
마른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한 편이다
매우 비만한 편이다

3(1.0%)

41(14.0%)

104(35.5%)

124(42.3%)

21(7.2%)

3.41±0.8

(1∼5)

   체중조절
    관심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6(2.0%)

30(10.2%)

65(22.2%)

144(49.1%)

48(16.5%)

3.68±0.9

 (1∼5)

   체중조절
    관련정보

인터넷
TV/Radio

신문 /잡지
의무부대
동료들
가족들

98(33.4%)

76(25.9%)

49(16.7%)

10(3.4%)

41(!4.0%)

19(6.5%)

  체중조절
   이유**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
균형 있는 외모를 유지하기위해
건강상 문제로(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축감 , 소외감을 느껴
생각해 본 적 없다

137(44.8%)

92(30.1%)

55(18.0%)

9(2.9%)

13(4.2%)

  체중조절
   노력*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현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124(42.3%)

39(13.3%)

72(24.6%)

48(16.4%)

  체중조절
   방법**

운동을 한다
식사 건너뛰기
식사의 양 줄이기
간식 양 줄이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다이어트 식품 및 약물 복용하기
기타

162(52.3%)

36(11.6%)

76(24.5%)

12(3.9%)

6(1.9%)

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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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향요인 중 대상자의 건강체중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및 참여 의도는
<표 4>와 같다.
건강체중 교육프로그램 요구도는 ‘운동과 건강’과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요

구도가 268명(9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체중조절과 건강'이 258명
(89.0%),‘식습관과 건강’이 257명(88.6%),‘음주와 건강’이 251명(86.6%)순으로 나
타났다.
건강체중 교육프로그램 참여의도에서는 ‘스트레스와 건강’이 220명(75.9%),‘운동

과 건강’219명(7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체중조절과 건강'이 206명
(71.0%),‘식습관과 건강’이 198명(68.3%),‘음주와 건강’이 186명(64.1%)순으로 나
타났다.
건강체중 교육프로그램 요구도와 참여의도와의 관계는 건강체중 교육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을수록 참여의도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501,
p=0.000).

<표 4>개인적 성향요인Ⅲ-건강체중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및 참여의도 (N=290)

p**<0.01

   구분
빈도 (Valid%)

 프로그램 요구도 프로그램 참여의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참여 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스트레스와 건강 268(92.4%) 22(7.6%) 220(75.9%) 70(24.1%)

운동과 건강 268(92.4%) 22(7.6%) 219(75.5%) 71(24.5%)

체중조절과 건강 258(89.0%) 32(11.0%) 206(71.0%) 83(29.0%)

식습관과 건강 257(88.6%) 33(11.4%) 198(68.3%) 92(31.7%)

음주와 건강 251(86.6%) 39(13.4%) 186(64.1%) 104(35.9%)

상관계수 r=0.501**



- 30 -

222...개개개인인인간간간 강강강화화화요요요인인인
대상자의 개인간 강화요인인 사회적 지지 정도는 <표 5>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최소 13점에서 최대 28점으로 평균 18.92점으로 나타났고,가족

과 동료,의료팀의 사회적 지지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결과 가족의 사
회적 지지가 평균 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개인간 강화요인 (N=293)

구분 항목 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최소값∼최대값 )

사회적지지 18.92±3.0 13∼28

가족의 사회적 지지
동료의 사회적 지지
의료팀의 사회적 지지

3 문항
3 문항
1 문항

2.8±0.5

2.7±0.5

2.2±0.7

1.5∼4

1.5∼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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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환환환경경경적적적 가가가능능능요요요인인인
환경적 가능요인 중 스트레스 정도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평상시 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균 6.01로 나타났다.
주된 스트레스로는 ‘직장생활(대인관계 포함)’195명(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경제문제’78(18.9%),‘진급문제’48명(11.7%),‘부모자녀 문제’34명(8.3%),
‘생활환경 문제’33명(8.0%),‘배우자 문제’10명(2.4%),‘기타’14명(3.4%)순으로 나
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최소 24점에서 최고 77점으로 평균 40.96으로 나타났다.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운동을 한다’138명(24.4%),‘술을 마신다’118명(20.8%),‘취미활동을
한다’104명(18.4%),‘동료와 대화를 한다’82명(14.5%),‘잠을 잔다’71명(12.5%),‘음
식을 먹는다’27명(4.8%),‘기타’15명(2.7%),‘일을 한다’11명(1.9%)순으로 나타났다.

<표 6>환경적 가능요인Ⅰ-스트레스 (N=293)

*중복응답

환경적 가능요인 구분 빈도 (Valid%)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

일상생활
스트레스정도 6.01±1.7

(2∼10)

주된 스트레스* 경제문제
직장생활 (대인관계 포함 )

부모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생활환경 문제
진급문제
기타

78(18.9%)

195(47.3%)

34(8.3%)

10(2.4%)

33(8.0%)

48(11.7%)

14(3.4%)

 

직무 스트레스 40.96±7.2

(24∼77)

스트레스 해소방법* 술을 마신다
음식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동료와 대화를 한다
잠을 잔다
일을 한다
취미활동을 한다
기타

118(20.8%)

27(4.8%)

138(24.4%)

82(14.5%)

71(12.5%)

11(1.9%)

104(18.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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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능요인 중 체력측정 부담정도,근무형태,시간·자원의 이용가능성,교
육프로그램 유무는 <표 7>과 같다.
대상자의 체력측정 부담정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균 4.55로 나타났

다.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을 한다'는 137명(47.1%)이 응답하였으며,'준비운동
을 하지 않는다'가 154명(52.9%)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준비운동을 하지 않는 이
유로는 ‘평소 체력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79명(51.6%)이 응답하였고 ‘시간이 없
어서’는 74명(48.3%)이 응답하였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가 289명(98.6%),교대근무가 4명(1.4%)로 나타났고,조출

횟수는 최소 0회에서 최대 25회이며 월평균 4.19회로 나타났으며,야근 및 당직근
무는 최소 0에서 최대 20회로 월평균 4.93회로 나타났다.
근무형태가 식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37명(53.6%)으로 가장 많았으며,‘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포함)’는 87명(29.7%)으로 나타났고,근무형태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37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포함)’는 120명(40.9%)으로 나타
났다.
시간·자원의 이용가능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다’는 최소 1점

에서 최대 4점으로 평균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필요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
다’(2.84점),‘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2.82점)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인지한 부대 내 건강교육프로그램 유무는 ‘잘 모르겠다’라고 159명

(54.6%)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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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환경적 가능요인Ⅱ
-체력측정부담,근무형태,시간자원의 이용가능성,교육프로그램 (N=293)

*무응답,비해당 제외

환경적 가능요인 구분 빈도(Valid%)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

체력측정부담 4.55±2.3

(0∼10)

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

예
아니요

137(47.1%)

154(52.9%)

      준비운동을
      못하는 이유*

시간이 없어
평소 체력관리를 하므로

74(48.3%)

79(51.6%)

근무형태 주간근무
교대근무

289(98.6%)

 4(1.4%)

조출 (회 /월 )

야간 ․ 당직근무 (회 /월 )

4.19±5.7(0∼25)

4.93±4.0(0∼20)

근무형태가 식사에
 미치는 영향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49(16.7%)

157(53.6%)

56(19.1%)

31(10.6%)

근무형태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36(12.3%)

137(46.8%)

90(30.7%)

30(10.2%)

시간 ·자원의
 이용가능성

운동할 시간적 여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필요한 지식 이용

2.82±0.7(1∼4)

2.95±0.6(1∼4)

2.84±0.6(1∼4)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50(17.2%)

82(28.2%)

15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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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정정정도도도

111...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대상자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는 <표 8>과 같다.
건강체중관리 행위는 최소 48점에서 최대 115으로,평균 88.89로 측정되었다.

식습관은 최소 37점에서 최고 80점으로,평균 59.19로 나타났으며,지방식이는
최소 10점에서 20점으로,평균 6.18점으로 나타났다.음주는 최소 4점에서 14점
으로 평균 9.32로 나타났으며,운동은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균 2.45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분포는 부록 5와 같다.

<표 8>건강체중관리 행위 (N=293)

구분 항목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지수
(5점 만점 환산 )

건강체중관리 행위 15 88.89±11.0 48∼115 125점 만점

식습관 8 59.19±7.9 37∼80 3.68

지방식이 2 6.18±1.1 10∼20 3.86

음주 3 9.32±2.9 4∼14 3.10

운동 2 4.90±1.9 2∼1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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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비교한 결과 연령이 많을 수 록 건

강체중관리 행위정도가 좋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근
무년수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계급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차이비교는 Scheffe검정 결과 준사
관과 위관에서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특기
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비교한 결과 조종,무기․정비,일반행정 특기
별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결혼
여부,동거형태,동거 자녀수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BMI(체질량지수)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건강체

중군에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며(90.95),과체중군에서도 건강체중관
리 행위 점수가 높게(90.63)나타났다.scheffe검정결과 건강체중군과 비만군,과체
중군과 비만군에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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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N=293)

특성 구분 N(명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0∼29

                30∼39

                40∼49

                50∼55

88

115

65

25

84.29±11.2

89.40±10.7

91.72±9.7

95.38±9.1

10.312     0.000

계급 부사관
                준사관
                위관
                영관
                

205

26

55

7

88.81±10.7

94.57±9.6

86.48±12.1

89.07±10.9

 3.228      0.023

근무년수 1∼10년
                10∼19년
                20이상

112

101

80

85.32±11.0

89.84±10.7

92.7±10.0

11.706     0.000

특기 조종
                무기 ․정비
                일반행정

27

158

108

83.61±13.1

88.77±10.9

90.38±10.33

 4.152      0.017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01

97

95

88.11±10.3

90.43±10.3

88.14±12.3

1.410     0.246

결혼여부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별거

96

193

4

83.45±11.3

91.66±9.9

85.87±10.8

22.705     0.000

동거형태 가족과 동거
                단독 거주
                

189

104

91.01±10.5

85.04±11.1

-4.485     0.000

동거 자녀수 없음
                1명 이상 있음

139

154

86.00±11.0

91.50±10.4

-4.365      0.000

BMI            

 건강체중 BMI < 23

  과체중 23� BMI < 25

  비만 25� BMI 

102

96

95

90.95±11.5

90.63±11.1

85.10±9.5

 8.65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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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비비비교교교
개인적 성향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정도에서도 건강
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으며(221명),비슷한 연령의 다른 사람과 건강상태 비교에서도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표 10>개인적 성향요인-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비교Ⅰ
(N=293)

개인적 성향요인 구분   

N(평균±표준편차)
 F     p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1(79.5±0.0)

34(82.48±13.7)

175(88.70±9.9)

69(91.60±11.3)

14(94.17±9.8)

5.149  0.001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정도

상당히 방해가 된다
대체로 방해가 된다
약간 방해가 된다
대체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2(78.50±5.6)

9(85.55±8.8)

61(84.95±12.5)

110(89.05±10.8)

111(91.36±9.9)

4.140  0.003

     건강상태비교 매우 나쁘다
조금 나쁘다
비슷하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3(88.33±9.2)

39(84.93±10.8)

131(86.61±11.1)

101(91.94±9.6)

19(91.94±9.6)

7.49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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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향요인 중 체중조절태도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체중에 대한 지각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비교한 결과 자신의 체중

이 ‘보통이다’라고 지각했을 때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비교한 결과 관심이

없는 것보다 관심이 있을 경우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체중조절노력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는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그룹에 비해 현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나,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려고 노력하
는 그룹에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표 11>개인적 성향요인-체중조절태도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비교Ⅱ (N=293)

개인적 성향요인 구분   

N(평균±표준편차 )
F     p 

체중조절태도
체중에 대한 지각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한 편이다
매우 비만한 편이다

44(88.11±12.1)

104(90.41(12.03)

124(88.67±9.8)

21(84.28±9.66)

1.977  0.118

체중조절관심 관심 없다
보통이다
관심 있다

36(85.25±12.0)

65(88.50±10.9)

192(89.71±10.8)

2.542  0.080

체중조절 노력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현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124(89.30±10.5)

39(89.14±11.9)

72(91.31±9.4)

48(83.60±13.1)

4.94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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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능요인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차이 비교는 <표 12>와 같다.
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을 하는 그룹이 준비운동을 안 하는 그룹에 비해 건

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근무형태가 규칙적 식사에 미치는 영향 및 근무형태가 규칙적인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표 12>환경적 가능요인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비교 (N=293)

*무응답,비해당 제외

환경적 가능요인 구분  

N(평균±표준편차 )
t      p 

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

 

예
아니요

137(91±9.6)

154(86±11.8)

3.601   0.000

근무형태가 규칙적
  식사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206(89.34±11.0)

87(87.83±11.2)

1.065    0.289

근무형태가 규칙적
  운동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173(89.61±11.3)

120(87.85±10.6)

1.351    0.178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있다
없다
모르겠다

50(91.19±11.4)

82(87.68±9.6)

159(88.64±11.5)

1.6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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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주주주요요요 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표 13>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자기효능감과 사

회적 지지,일상생활 스트레스,직무 스트레스,체력측정 부담감,조출횟수,자원·
시간의 이용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r=0.311),자기효능감(r=0.507),사회적 지지(r=0.388),자원·시간의
이용가능성(r=0.196)이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일
상생활 스트레스(r=-0.186),직무 스트레스(r=-0.262)와 체력측정 부담(r=-0.158),
조출회수(r=-0.203)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개인적 성향요인,개인간 강화요인,환경적 가능요인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와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부록 6과 같다.

<표 13>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0.01

건강
체중
관리
행위

주관적
건강
상태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일상
생활
스트
레스

직무 스트
레스

체력
측정
부담감

조출
횟수

자원
·
시간
이용
가능

건강체중
관리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0.311**
자기
효능감  0.507**  0.293**
사회적
지지  0.388**  0.154**  0.403**
일상생활
스트레스 -0.186** -0.247** -0.246** -0.186**
직무
스트레스 -0.262** -0.273** -0.383** -0.282** -0.495**
체력측정
부담감 -0.158** -0.373** -0.293** -0.196**  0.296**  0.310**

조출횟수 -0.203** -0.092** -0.170** -0.088**  0.209**  0.139**  0.129**
자원·
시간의
이용가능

 0.196**  0.214**  0.365**  0.314** -0.289** -0.328** -0.220** -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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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위위위계계계적적적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대상자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따른 그룹별 분포차이의 특성을 보인 변수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인 개인적 특성(연령,결혼여부,동거 자녀수)과 직업
적 특성(근무년수,특기),개인적 성향요인(주관적 건강상태,체중조절 노력,자기
효능감,일상생활 스트레스),그리고 개인간 강화요인(사회적 지지),환경적 가능요
인(직무스트레스,체력측정 부담감,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 유무,조출 횟수,자
원․시간의 이용가능성)등 총 15개 변수를 5개 범주로 그룹화 하였다.각 그룹의
요인들이 추가될 때 증가하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4>.건강체중관리 행위의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 중 동거형태 변수는 결
혼여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중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종속변수인 건강체중관리 행위보다 시간적 흐름상 뒤에 발생하는
변수라고 판단되어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하여 결혼여부,동거 자녀수,체중조절 노력,체력측정을 위한 준

비운동 유무는 가변수(dummy)처리하였으며,특기는 ‘일반행정’특기를 기준으로
‘조종’,‘무기․정비’로 구분한 후에 가변수 처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만을 포함하였는데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명

하는 정도는 14.9%이었으며,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업적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
였는데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명하는 정도는 16.4% 이었다.세 번째 단계에서 개
인적 성향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명하는 정도는
38.4% 이었고 두 번째 단계의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22% 증가 하였다.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개인간 강화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
명하는 정도는 40.6% 이었다.마지막으로 환경적 가능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
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41.9% 로 나타났다.
공군간부에게서는 기혼자 집단에서,조종과 무기․정비 특기에 비해 일반행정

특기인 집단에서는,주관적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
을수록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가 좋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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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p*<0.05,p**<0.01
모형 1:개인적 특성
모형 2:개인적 특성,직업적 특성
모형 3:개인적 특성,직업적 특성,개인적 성향요인
모형 4:개인적 특성,직업적 특성,개인적 성향요인,개인간 강화요인
모형 5:개인적 특성,직업적 특성,개인적 성향요인,개인간 강화요인,환경적 가능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개인적 특성
      연령
      결혼여부
      동거 자녀수

 0.275**
 6.079**
 -1.624

  0.407

  6.234**
 -1.423

  0.253

  5.727**
 -2.093

  0.216

  4.928**
 -2.156

  0.219

  4.848**
 -2.454

직업적 특성
      근무년수
      특기

 -0.157

 -5.200*
 -0.158

 -4.786*
 -0.114

 -4.969*
 -0.109

 -4.317*

개인적 성향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체중조절 노력
      자기효능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0.896**
 -3.827*
  0.543**
 -0.010

  0.894**
 -2.856

  0.468**
  0.064

  0.982**
 -1.166

  0.477**
  0.053

개인간 강화요인
      사회적 지지   0.607**   0.648**

환경적 가능요인
      직무 스트레스
      체력측정부담
      체력측정 준비운동
여부
      조출 횟수
      자원 ․시간의 이용가능성

 -0.032

  0.217

 -0.537

 -0.174

 -0.618

F 16.220** 9.045** 15.379** 15.401** 11.257**
 R² 0.149 0.164 0.384 0.40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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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논논논 의의의

A. A. A. A.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공군간부의 건강체중율을 살펴보면 평균 체질량지수 (BMI)는 24.19kg/m²로 나타
났으며 , 건강체중율(18.5�BMI<23.5)은 34.1%, 과체중(23.5�BMI<24.9)은 32.8%, 비만
(BMI�25)은 32.4%로 나타났다 .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에서 성인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 (24.0kg/m²)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비만은 성인남성의 35.2%에 비해
낮으나 , 건강체중율 (국민건강영양조사 , 2000년 )은 성인남성 40%에 비해 본 연구에
서 34.1%로 낮게 나타났다 . 이는 우리나라 성인남성에 비해 공군간부는 비만율은
적으나 과체중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 국민건강증진계획 (Health plan 

2010)에 2010년까지 적정체중 (18.5�BMI<25) 인구비율을 75%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66.9%로 적정체중율이 낮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사회 전체의 비만인구 증가와 더불어 군에서도 과다체중과 비만상태
는 주요한 건강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군간부를 위한 건강체중율 향상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를 살펴보면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
하여 측정한 점수 결과는 지방식이(3.86점), 식습관(3.68점), 음주(3.10점), 운동(2.45

점 )순으로 분석되었고 , 음주와 운동에 비해 지방식이와 식습관에 대한 행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록 5참조 ). 전투병과 일부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행위 실천율을
조사한 강종구 (2003)의 연구에서는 음주와 운동 실천율은 높게 나타났고 , 아침식사
와 간식을 하지 않을 실천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 본 연구결과에서
는 측정도구가 상이한 측면은 있으나 식습관에 비해 음주와 운동의 점수가 낮게
분포되었다 . 이는 본 연구에서 기혼자(65.9%)와 가족동거(64.5%)율이 강종구(200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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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기혼자 (30.7%)와 가족 동거율 (31.1%) 보다 높게 분포하기 때문에 식습관
에 대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 최성희 (2006)의 연구에서 기혼일 경
우 건강행위실천 비율이 높다고 밝혔으며 ,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박계화 (1995), 

정세인 (2005)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운동 실천율은 일반 성인과 비교해 보면 성인남성의 식이생활 습관에 대한 이
선화 (2006)의 연구에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음 ’이 37.2%로 나타났으며 , 30∼40

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안인술 (2005)의 연구에서 51.1%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
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윤경희 (2000)의 연구
에서 59.1%, 심형일 (2000)의 연구에서 73.5%가 운동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공군간부의 운동 실천율은 일반인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이는 군인은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전투력 보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므로 일반 성인에 비해 평소 운동실천에 대해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미국 해군 19,510명을 대상으로 한 Harrison 등 (2000)

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63%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
으며 , 15%만이 운동을 ‘거의 실시 않는다 ’는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공군간부의 52.9%가 주 2∼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
으며 , 15.7%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 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 실시율은 높으나 미국 해군에 비해서는 운동 실시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공군 간부의 음주율 (부록 5-1참조 )은 84.6% 이었으며 , 음주빈도에 있어 주 1∼2

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64.2%로 나타났다 . 이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최경혜
(1999)의 연구에서 음주률 81.3%, 주 1∼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는 73.1% 로 보고
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군 간부의 음주율은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  주 1

∼2회 이상 음주하는 음주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 한편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1달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사람의 비율이 76.4%이었고 , 소주 한 병 이상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40.4%로 나타난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 2005)와 비교해 보
면 , 본 연구결과에서는 1달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공군 간부의 비율과 소주 1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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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음주량은 우리나라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소진
(199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따라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해 건강체중관리 행위 중 운동과 절주의
실천율 향상을 위한 중재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 식습관 및 지방식이에
대한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미혼인 간부에 대
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는 건강체중군 (90.95점 )과 과체
중군 (90.63점 )에서는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비만군 (85.10점 )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생활양식에 따른 비만발생위험도에 대한 정
은주 (2001)의 연구에서 식습관 , 칼로리 섭취량 , 음주율 , 운동에서 비만군과 , 정상 체
중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차규정 (2001)의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정상 체중군과 과다 체중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따라서 비만군에 대한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교육 및 구
체적 중재가 필요하며 , 체질량지수와 사망률이 선형관계에 있다 (보건복지부 , 2000)

는 보고와 같이 과체중군에 대해서도 건강체중을 유지하고 , 비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B. B. B. B.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공군간부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 , 계급 , 

근무년수 , 특기 , 결혼여부 , 동거형태 , 동거 자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 교육 수준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본 연구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김
미자 (2002)의 연구에서 식생활 태도는 학력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고 연령 , 

직업과 관련성 있다고 제시한 결과에 유사하였다 . 연령층이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
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박지연 (2000), 정효숙 (1999)의 연구 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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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였다 . 김미자 (2002)의 연구에서 직업은 판매서비스직 , 일반사무직에 비해 전
문직 ․행정 관리직이 식생활 태도가 우수하였으며 , 최성희 (2006)의 연구에서 직업에
따라 건강행위의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본 연구결과에는 직업적 특성을 특기
별로 비교한 결과 일반행정 특기에 비해 조종과 무기 ·정비 특기가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낮았으며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장정숙 (2001)의 연구
에서 공군 조종사의 건강행위 중 운동 , 식생활의 건강행위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
다고 제시하였다 . 이처럼 일반행정 특기에 비해 조종과 무기 ·정비 특기에서 조출
및 야근 등의 근무형태 특성이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근무형태를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1. 1. 1. 1.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성성성향향향요요요인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비교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 ’이
라고 느끼는 경우가 175명 (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서 ‘좋다 (매우 좋다 , 좋
다 포함 )’ 83명 (28.3%), ‘나쁘다 (매우 나쁘다 , 나쁘다 포함 )’ 35명 (11.6%)순으로
나타났으며 , 지각된 건강상태를 좋다고 느낄수록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게 나
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김미자 (2002)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와
식생활과의 관련성을 보면 , 스스로 ‘좋다 ’ (23.7%)고 느끼는 사람들의 식생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건강이 나쁘다 ’(8.0%)고 응답한 사람들의 식생활 태도 점수가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 , 전정자
(1996) 연구에서도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군인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는 군 보다 건강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
를 제시하였다 .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비만유무의 차이에 관한 최성희 (2006)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인식과 음주유무 , 체중조절 노력 , 규칙적 운동의 건강행위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였다 . 건강관련 행위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송건용 등 (1993)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건강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 건강행위가 지각된 건강상태
의 결정요인인지 건강상태가 건강행위의 결정요인인지 또는 양방향의 관계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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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지 않았다 .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
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효과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체중관리 행위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체중조절 태도와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체중 관련 지식은 12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8.81점으로 나타났으며 , 건강체중관리 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선화(2006)의 연구에
서는 영양지식 점수와 식습관 점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실제 알고 있는 영양
지식이 식생활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으며 , 생활습관과 비만 인식
에 대한 김지현(2006)의 연구에서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은 비만에 대해 잘 알고 있
으나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기는 행태의 변화가 적다고 하였으며 , 이에 대한
보건교육을 관련지식의 전달보다 건강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군 간부는 건강지식은 교육수준 향상
및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건강관련 지식정도는 향상되었으나 , 이미 건강과 관련된 고
정관념이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연령이라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바람직한 실천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향후 적극적인 지식의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로서 건강체
중관리 행위가 생활 속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체중조절노력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의 차이는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그룹에 비해 현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나,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려고 노력하
는 그룹에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김미자 (2002)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체중을 가진 사람이 (18.9%) 식생활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개인적 성향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비교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507, p<0.01). 자기효능감은 서연옥(1995), 정선화(2006), Pender(1987)의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 , 건강체중
관리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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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개개개인인인간간간 강강강화화화요요요인인인
  사회적 지지와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r=0.388, p<0.0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 동료 , 의료팀
의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가족의 사회적 지지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81점 ), 동료 (2.73점 ), 의료팀 (2.22점 )순으로 나타났다 .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종구 (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체중유지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 곽연희 (2007)의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가
체중조절 및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또한 강윤주 등 (1998)과 주현
옥 (1998), 최은영 (1998)의 연구에서도 체중조절행위의 지속을 위해서 의료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 따라서 공군 간부
의 건강체중관리 행위 실천정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을 포함하고 동료지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팀과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법이 필요하다 . 

  3. 3. 3. 3. 환환환경경경적적적 가가가능능능요요요인인인
  공군 간부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직장생활 (4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 직무스트레스 (r=0.262, p<0.01)와 일상생활 스트레스 (r=-0.186, p<0.01)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염혜진 (2001)의 연구
에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식행동 , 식습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에너지 섭취율이 높다고 밝혔다 . 비만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샛별
(2005)의 연구에서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으며 , 식사태도
와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 한 사업장 정기 건강검진자를 대
상으로 한 오장균 (200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량이 많았고 , 운동
을 적게 한다고 밝혔다 . 직장인은 스트레스에 비례하여 과음이나 음주로 인한문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경채 , 1991), 일부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하현욱
(2003)의 연구에서 군인은 고긴장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며 이런 스트레스는 음주 빈도를 높게 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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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문제해결방식 , 조직 우선주의 , 단조로운 업무스타일 , 엄격한 규율 등을 특성
으로 개인 활동의 제한 , 대인관계의 갈등과 같은 요인을 안고 있는 군 조직에서 군 간
부의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따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 

  체력측정 부담감은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0.158, p<0.01), 강종구(2003)의연구에서건강증진행위가높을수록
체력측정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또한 , 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을 하는 군이 안하는 군보다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체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을 하는 군이 체력
측정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조출횟수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종구 (2003)의 연구에서도 정상체중 유지에 있어
서 평균 당직일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 또한 시간 ·자원의 이용가
능성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이는 공군 간부에게 있어서 시간적 여유와 주변 (집 , 직장 )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유무에 따라 , 체중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자원이용 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체중관리 행위 실천정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공군 간부
의 특기별 근무형태에 따른 부대 내 체력단련시설 이용시간 확대운영에 대한 고
려와 건강체중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건강교육 프로그램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교육프로그
램에 대해 ‘부대 내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한 경우가 159명
(54.6%)으로 가장 많았고 , ‘없다 ’ 82명 (28.2%), ‘있다 ’ 50명 (17.2%)순으로 응답
하였고 , 건강체중관리 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또한 대상자
의 부대에서는 월 별 환절기 질환 및 건강에 대한 교육내용을 문서로 부서별 통
보하고 있었으나 대상자의 54.6%가 ‘모르겠다 ’라고 한 결과를 보면 효과적인
교육홍보와 대상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적극적 전략이 요구된다 .



- 50 -

  위의 내용과 같이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
펴본 결과 , 개인적 성향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체중 조절 노력 , 자기효능
감과 개인간 강화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 환경적 가능요인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직무스트레스와 체력측정 부담정도 , 체력측정 준비운동 여부 , 조출 횟수 , 자
원 ·시간의 이용가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 이러한 변수들과 함께 공군
간부의 연령 , 계급 , 근무년수 , 결혼여부 , 가족 동거 유무 , 동거 자녀수 등의 변수들
에 대해서도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정도
를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계획 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 .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15개 변수를 개인적
특성 , 직업적 특성 , 개인적 성향요인 , 개인간 강화요인 , 환경적 가능요인으로 범주
화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해 41.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

  그 중 개인적 특성 (연령 , 결혼여부 , 동거 자녀수 ), 직업적 특성 (근무년수 , 특기 ), 

개인적 성향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체중 조절 노력 , 자기효능감 , 일상생활 스트
레스 정도 )으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38.4% 설명할 수 있었다 . 이를 대
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체중관리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
면 성인의 건강신념과 체중조절행위 이행의 관계에 대한 정희섭 (1987)의 연구에서
건강 관심도 , 민감성 , 장애성 등의 변수에 의해 10. 4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 일부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이준혁 (2001)의 연구에서 규칙적 아침식사 , 연령 , 근무부
서 . 자기효능감 , 스트레스 , 체력측정에 대한 부담여부 등의 변수가 건강실천행위와 체
중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 다중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은 13%로 나타
났다 . 일부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위 예측요인에 대한 정윤경 (2003)의 연구에서 간식
정도 , 가족의 도움정도 , 식생활 만족도 , 신체상 , 대학생활 만족도 , 체중감량비결 유무 , 

체중조절 관심도 등의 변수가 39. 3%의 설명력을 나타났고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송예
리아 등 (2006)의 연구에서 체중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 성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수가 체중조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 중년 비만 여성의 체중조절행위 예측을 위한 곽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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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연구에서 체중조절행위 의도 , 식습관 , 신체상 만족도의 변수가 체중조절행
위에 대해 2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 

  본 연구결과에서는 선행연구들 보다는 개인적 요소로 인한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 이는 선행연구에 비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지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함한 변수는 결혼여부 , 동거 자녀수 , 근무년수
및 특기 ,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었다 .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적 측면의
특성을 개인적 특성 , 직업적 특성 , 개인적 성향요인으로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 범주들이 각각 포함 되었을 때의 설명력 증가를 비교하였다 . 개인적 특성과 직
업적 특성에 개인적 성향요인을 추가한 단계에서 설명력이 22% 증가하여 단계별
설명력 증가 중 가장 현저하였으며 , 개인적 성향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기
효능감 변수가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명하는 변수 중 가장 설명력
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 이는 공군 간부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고 , 병사들
의 역할모델이며 , 지휘권과 책임이 따르는 의지적인 성향이 강한 간부임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개인적 성향요인이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된다 .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이 건강체중관리 행위는 중요한 건강행위이고 지속적인
행위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위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켜서 행위변화
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곽연희 , 2007). 따라서 공군 간부의 개
인적 성향요인을 긍정적으로 강화시켜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정도를 향상 시
킬 수 있는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결과에서 개인간 강화요인과 환경적 가능요인은 개인적 성향요인에 비
해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개인의 생활양식 및 신념이나 태도 등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로 체중
조절행위를 주로 설명 하였듯이 과다체중 및 비만은 개인의 건강하지 못한 식생
활 습관과 운동부족 및 유전적 요인 등 개인적 소인이 비만의 주요한 원인이 됨
으로 본 연구에서도 개인적 요소가 설명력이 높았다고 분석된다 . 또한 본 연구는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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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나 ‘비행단 ’이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근무여건이 비슷
한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요소가 환경적 요소 보다 건강체
중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리고 개인적 요
소에 비해 개인간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가 낮게 나타난 또 다른
이유로 관련 변수의 구체화 작업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보
다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간 요소 및 환경적 요소를 포함시
키고자 노력하고 이에 해당하는 변수를 구체화 시키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선행연구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부족
함으로써 다양한 변수를 발굴해 내거나 구체화 하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었다 . 

  위와 같이 개인간 강화요인 , 환경적 가능요인의 변수가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
리 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높지 않았으나 , 개인의 행위는 이용 가능한 사회적 기
회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되는 속성 때문에 행위변화를 위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집단의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영임,1991)고
제시하였듯이 군조직사회의 문화가 공군 간부의 개인생활과 건강에 관여되어질 것으
로 보여지며 , 이에 대한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확인하고 ,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
위의 실천정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
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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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한다 .

        1. 1. 1. 1. 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비만인
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 많은 국가들에서 성인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보고되고 있고 ,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통해 정책적으로 비만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 군 간부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건강할 것이다 ’라는 보편적 견해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행되
지 않았으며 , 기존 연구에서도 조종사만을 대상으로 건강행위를 다룬 제한적 연구
만 이루어져 왔다 . 본 연구에서는 공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해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또한 , 공군 간부의 건강행위 중 체중과
관련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공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

   

        2. 2. 2. 2.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기존의 체중관련 연구들은 체중에 따른 식생활 태도 , 개인적 지식 및 태도 등의
분석 연구였으나 , 본 연구는 체중이라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강체중관리 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므로 서
실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
체중관리 행위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 또한 공군 간부의 건
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로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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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본 연구는 특정지역 1개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 공군 간부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2.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과 과다체중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중 (kg)

을 키 (m)의 제곱으로 나는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에 대한 분석과 , 또
한 체중에 대한 총체지방량과 총근육량의 비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 즉 , 공
군 간부의 체중율을 분석하는데 있어 체질량지수로만 확인이 부족하다는 제한점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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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 . .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 A. A. A.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공군 간부들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
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

  자료 수집은 1개 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 자
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200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 총 293

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 자료 분석은 SPSS/PC⁺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분석결과 평균 체질량지수 (BMI)는 24.19kg/m²로 나
타났으며 , 건강체중율 (18.5�BMI<23.5)은 34.1%, 과체중 (23.5�BMI<24.9)은
32.8%, 비만 (BMI�25)은 32.4%로 나타났다 . 

  2.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에 대한 평균지수를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결과는
지방식이 (3.86점 ), 식습관 (3.68점 ), 음주 (3.10점 ), 운동 (2.45점 ) 순으로 나타났다 .

  3.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는 건강체중군 (90.95점 )과 과
체중군(90.63점)에서는 건강체중관리 행위 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비만군(85.10점)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 , 계급 , 근무
년수 , 특기 , 결혼여부 , 동거형태 , 동거 자녀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5. 개인적 성향요인에 따른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를 비교한 결과 주관적 건
강상태 , 체중조절 노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 환경적 가능요인에서는 체
력측정을 위한 준비운동 여부에 따라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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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 ,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 자원 ․시간의 이용가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고 ,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 체력측정 부담감 , 조출횟수는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

  7.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관련된 15개 요인을 개인적 특성 (연령 , 결
혼여부 , 동거 자녀수 ), 직업적 특성 (근무년수 , 특기 ), 개인적 성향요인 (주관적 건
강상태 , 건강체중조절 노력 , 자기효능감 ,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개인간 강화요
인 (사회적 지지 ), 환경적 가능요인 (직무 스트레스 , 체력측정 부담 , 체력측정 준비
운동 여부 , 조출횟수 , 자원・시간의 이용가능성 )으로 범주화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으며 , 개
인적 성향요인이 추가된 모형에서 설명력이 22% 증가하여 단계별 설명력 증가
중 가장 높았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군 간부 중 기혼인 경우 , 일반행정 특기인 경우 , 그리
고 주관적 건강상태 ,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건강체중관리 행위 실
천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해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건강체중관리 행위의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건강증진 프
로그램 계획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건강체중관리 행위정도를
측정한 결과 절주와 운동 실천율이 낮게 나타난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실천율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

  즉 ,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와 건강체중관리 행위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
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한
다면 효과적으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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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를 근거로 격오지 근무자 , 정책부대와 같은 다양한 근무지여건을 포
함한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체중관리 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2.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대
한 변수를 식습관 , 지방식이 , 음주 , 운동으로 설명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건강체
중관리 행위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 

  3.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율 향상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체중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와의 관계 , 체중과 건강체중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 관계를 함께 측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4. 본 연구에서 공군 간부의 건강체중관리 행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
타난 개인적 특성 , 직업적 특성 , 개인적 성향요인 , 개인간 강화요인 , 환경적 가능
요인 등의 변수를 포함한 건강체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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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부부 록록록 >>>>

부부부록록록 111...체체체중중중관관관련련련 건건건강강강지지지식식식
(((NNN===222777555)))

문문문항항항
정정정답답답률률률
빈빈빈도도도(((%%%)))

1.단백질과 지방은 같은 열량을 낸다. 180(65.5%)

2.어릴 때 뚱뚱해 진 사람은 어른이 된 후 뚱뚱해 진 사람보다
체중을 줄이기가 어렵다. 176(64.0%)

3.체중을 감소시키려면 고기류는 먹지 말아야 한다. 192(69.8%)

4.과일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155(56.4%)

5.물은 마음대로 먹어도 체중조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2(58.9%)

6.사우나를 한 후에 줄어든 체중은 체 지방 량이 줄어든 것 이다. 220(80.0%)

7.운동을 하고 식사를 세끼 하는 것과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를
두 끼로 줄이는 것의 효과는 차이는 거의 없다. 209(76.0%)

8.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54(92.4%)

9.비만한 사람은 정 상인보다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기 쉽다. 269(97.8%)

10.감자 1개를 먹을 때,튀기는 것은 찌는 것보다 열량이 더 많으므로
살이 많이 찐다. 229(83.3%)

11.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적응이 되어 처음보다 살을 빼기가 쉽다. 173(62.9%)

12.체중을 단기간에 빨리 뺀 다음 유지하는 것도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이다. 2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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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N=293)

문문문 항항항 평평평균균균값값값

1.나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집에서 부대의 일을 해야 한다. 1.46

2.나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2.60
3.당직근무 및 조출,야근은 내 생활의 리듬을 깨뜨린다. 2.37
4.내게 배정된 임무는 때로는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 1.92
5.나는 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1.69

6.나는 나의 상관으로부터 종종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1.64
7.형식적 절차는 나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준다. 2.11
8.내가 부대에서 하고 있는 일의 목표나 목적은 분명치 않다. 1.57
9.나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2

10.전속,파견근무 때문에 나의 생활에 혼란을 느낀다. 1.76
11.나는 평상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다. 1.67

12.나는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땐 자주 긴장을 한다. 2.09
13.진급이 어려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1.91
14.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공간,시설,장비,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73

15.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부대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2.53

16.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59
17.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1.86

18.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70
19.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2.56

20.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2.38



- 71 -

부부부록록록 3. 3. 3. 3. 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N=293)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 문문문 항항항 평평평 균균균

1.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2.95

2.주의사람들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2.78

3.많이 먹지 않고 항상 적당량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 있다. 2.89
식습관 4.저녁식사 후 간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2.91 3.01

5.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두려워 배가 고파도 음식 먹는 것을
삼간다. 2.49

6.정상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2.83
7.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3.04

8.나는 외식을 할 때 지방기 적은 음식(매밀 국수,된장찌개,백반,
냉면)을 선택할 수 있다. 2.95 2.92

지방
식이 9.튀기거나 부친 음식대신 굽거나 찐 음식을 선택할 자신이 있다. 3.00

10.나는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적게 먹을 수 있다. 2.82

음주
11.나는 스트레스해소를 하기위해 마시는 술을 절제할 수 있다. 2.94 2.77
12.나는 동료들이 술을 마셔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2.60
13.나는 일과 후 피곤해도 계획된 운동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다. 2.48

운동 14.나는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2.74 2.82

15.여가시간에 TV를 보는 대신 운동을 할 자신이 있다. 2.79

16.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길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자신이 있다. 3.13

17.규칙적으로 하던 운동을 계속할 자신이 있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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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 4. 4. 4.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N=293)

하하하위위위영영영역역역 문문문항항항 평평평균균균

1.나의 가족은 나의 건강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3.01

가족의
사회적 지지

2.나의 가족은 나에게 꾸준한 운동 및 체중조절을 하도록
조언한다.

2.86 2.81

3.함께 운동을 할 가족이 있다. 2.61

4.나의 동료는 나의 건강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2.61

동료의
사회적 지지

5.만약 내가 아프다면 그동안 나의 일을 대신해줄 동료가
있다.

2.83 2.73

6.함께 운동을 할 동료가 있다. 2.77

의료팀의
사회적 지지

7.나의 건강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할 의료팀이 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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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Ⅰ-식습관 (N=293)
건강체중관리 행위 구분 빈도(Valid %)

식습관 아침식사
  여부

전혀 안 먹는다
주 1∼2회 정도
주 3∼4회 정도
주 5회 이상

34(11.6%)
52(17.7%)
66(22.5%)
141(48.1%)

아침결식 이유
  (N=202)

시간이 부족해서
식욕이 없어서
체중을 줄이려고
식구들이 대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이어서
식사 준비가 안되서

95(47%)
47(23.3%)
7(3.5%)

21(10.4%)
32(15.8%)

규칙적
  식사

전혀 없다 (1일 0회 )
가끔 있다 (1일 1회 )
자주 있다 (1일 2회 )
규칙적이다 (1일 3회 )

7(2.4%)
48(16.4%)
111(37.9%)
127(43.3%)

식사속도
 (천천히
  섭취 여부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24(8.2%)
161(54.9%)
96(32.8%)
11(3.8%)

과식여부 거의 매일 (주 6∼7회 )
자주 있다 (주 4∼5회 )
가끔 있다 (주 2∼3회 )
거의 없다 (주 0∼1회 )

9(3.1%)
41(14.0%)
191(65.2%)
52(17.7%)

간식섭취 수시로 먹는다 (3회 이상 /1일 )
하루에 2번 정도
하루에 1번 정도
안 먹는다

19(6.5%)
25(8.5%)

146(49.8%)
103(35.2%)

인스턴트
  음식섭취

거의 매일
자주 있다 (주 4∼5회 )
가끔 있다 (주 2∼3회 )
거의 없다 (주 0∼1회 )

4(1.4%)
28(9.6%)

147(50.2%)
114(38.9%)

음식의 간 아주 짜게
짭짤하게
보통
싱겁게

1(0.3%)
116(39.6%)
146(49.8%)
30(10.2%)

외식 /회식
  횟수

거의 매일 (주 6회 이상 )
자주 있다 (주 4∼5회 )
가끔 있다 (주 2∼3회 )
거의 없다 (주 0∼1회 )

5(1.7%)
33(11.3%)
160(54.6%)
95(32.4%)

지방
식이

튀김부침
  요리

거의 매일 (주 6회 이상 )
자주 있다 (주 4∼5회 )
가끔 있다 (주 2∼3회 )
거의 없다 (주 0∼1회 )

5(1.7%)
40(13.7%)
157(53.6%)
91(31.1%)

동물성기름 거의 매일 (주 6회 이상 )
자주 있다 (주 4∼5회 )
가끔 있다 (주 2∼3회 )
거의 없다 (주 0∼1회 )

3(1.0%)
38(13.0%)
176(60.1%)
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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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111...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ⅡⅡⅡ---음음음주주주
(N=293)

건강체중관리 행위 구분 빈도
(Valid%)

음주 음주횟수 거의매일
주 3∼4회
주 1∼2회
월 1∼2회
거의 안 마신다

10(3.4%)

48(16.4%)

130(44.4%)

60(20.5%)

45(15.4%)

음주량 2홉 소주 2병
소주 1병 반
소주 1병
소주 반병
소주 1∼2잔

34(11.6%)

89(30.4%)

66(22.5%)

53(18.1%)

51(17.4%)

과음정도 주 1회 정도
1개월에 1회 정도
3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없다

34(11.6%)

88(30.0%)

63(211.5%)

39(13.3%)

6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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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222...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ⅢⅢⅢ---운운운동동동
(N=293)

 * 무응답 , 비해당 제외

건강체중관리 행위 구분 빈도
(Valid%)

운동 규칙적
운동

전혀 하지 않음
주 1회
주 2∼3회
주 4회
주 5회 이상

46(15.7%)

92(31.4%)

88(30.0%)

36(12.3%)

31(10.6%)

규칙적
운동을
못하는
이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몸이 불편하여 운동하기 어렵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운동할 공간이나 시설이 주변에 없다
운동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80(34.0%)

6(2.6%)

13(5.5%)

115(48.9%)

18(6.1%)

3(1.0%)

운동장소 집
스포츠 센터
부대 내 체육시설
공공시설 (도로 , 공원 )

기타

24(8.2%)

31(10.6%)

92(31.4%)

95(32.4%)

51(!7.4%)

걷는 시간 20분 이내
21∼40분
41∼60분
61∼80분
81분 이상

101(34.5%)

89(30.4%)

59(20.1%)

26(8.9%)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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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 6. 6. 6.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성성성향향향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와와와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p*<0.05,p**<0.01

부부부록록록 666---111...개개개인인인간간간 강강강화화화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와와와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p*<0.05,p**<0.01

건강체중
관리
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체중조절
관심도

교육
프로그램
요구 ․참여도

자기
효능감

건강체중
관리 행위

주관적
건강상태 0.311**

체중관련
건강지식 -0.16 0.112

교육프로그램
요구 ․참여도 0.071 0.040 0.169**

자기효능감 0.507** 0.293** 0.141* -0.119

건강체중관리 행위 사회적 지지

건강체중관리 행위

사회적 지지  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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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222...환환환경경경적적적 가가가능능능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와와와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p*<0.05,p**<0.01

건강
체중
관리
행위

일상생활
스트레스

직무
스 트 레
스

체력
측정
부담

조출
회수

당직 ,
야근
횟수

자원 ,
시간
의
이용
가능
성

건강
교육
프로
그램
유무

건강체중
관리 행위
일상생활
스트레스 -0.186

직무
스트레스 -0.262**  0.495**
체력측정
부담 -1.58**  0.296**  

0.310**
조출횟수 -0.203**  0.209** 0.319*  0.129*
당직 ,야근
횟수 -0.097  0.222**  

0.172** 0.028  0.633**
자원 ,시간의
이용가능성  0.196** -0.289**  

0.328** -0.220** -0.190** -0.146*
건강교육
프로그램
유무

-0.059 -0.001 0.002 0.004 0.032   0.05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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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7.7.7.7.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김 춘숙 소령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저의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의 설문내용은 과다체중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설문지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또한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우리 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유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도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끝으로 귀하의 군 생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07 년 10 월
                                                   

                                  연구자 김 춘 숙 올림



- 79 -

ⅠⅠⅠⅠ. . . . 다다다음음음의의의 질질질문문문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지지지난난난 6666개개개월월월 간간간 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를를를 조조조사사사하하하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내내내용용용에에에 VVVV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    식식식습습습관관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

1. 아침식사를 드십니까 ?

□① 전혀 안 먹는다 □② 주1∼ 2회 정도
□③ 주3∼ 4회 정도 □④ 주5회 이상

1-1. 아침을 거르는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 )?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식욕이 없어서
□③ 체중을 줄이려고
□④ 식구들이 대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이어서
□⑤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

2. 하루 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1일 0회 )        □② 가끔 있다 (1일 1회 )

□③ 자주 있다 (1일 2회 )          □④ 규칙적이다 (1일 3회 )

3. 귀하는 식사 시 잘 씹고 천천히 먹는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항상 그렇다

4.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자주 있다 (주4∼5회 )  

□③ 가끔 있다 (주2∼3회 )            □④ 거의 없다 (주0∼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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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사 이외의 간식 (과자 , 빵 , 탄산음료 등 )을 어느 정도나 드십니까 ?

□① 수시로 먹는다 (하루에 3번 이상 )   □② 하루에 2번 정도
□③ 하루에 1번 정도 □④ 안 먹는다
                  

6. 식사 대신 인스턴트 음식 (라면 , 햄버거 , 피자 등 )으로 드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거의 매일 (주6회 이상 )          □② 자주 있다 (주4∼5회 )

 □③ 가끔 있다 (주2∼3회 )           □④ 거의 없다 (주0∼1회 )

7.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 짜게 드십니까 ?

 □① 아주 짜게 □② 짭짤하게 □③ 보통 □④ 싱겁게

8. 가족 또는 동료와 외식 /회식을 자주 합니까 ?

 □① 거의 매일 (주6회 이상 )       □② 자주 있다 (주4∼5회 ) 

 □③ 가끔 있다 (주2∼3회 )           □④ 거의 없다 (주0∼1회 )

9.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 (튀김요리 ,  볶음요리 , 부침요리 )은 얼마나 자주 드
십니까 ?

 □① 거의 매일 (주6회 이상 )         □② 자주 있다 (주4∼5회 )    

 □③ 가끔 있다 (주2∼3회 )         □④ 거의 없다 (주0∼1회 )     

10. 동물성기름이 많은 음식을(삼겹살 , 돼지갈비 , 햄 , 소시지 , 생크림 등)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거의 매일 (주6회 이상 )        □② 자주 있다 (주4∼5회 ) 

 □③ 가끔 있다 (주2∼3회 )          □④ 거의 없다 (주0∼1회 )  



- 81 -

‣‣‣‣    음음음주주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
11. 술을 마시는 횟수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3∼4회 □③ 주 1∼2회
 □④ 월 1∼2회 □⑤ 거의 안 마신다
                                                                      

12. 음주량은 대체로 한 번에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2홉 소주 2병 (맥주 8병 , 양주 8잔 )이상
 □② 2홉 소주 1병 반 (맥주 6병 , 양주6잔 )정도
 □③ 2홉 소주 1병 (맥주 4병 , 양주4잔 )정도
 □④ 2홉 소주 반병 (맥주 2병 , 양주 2잔 ) 정도
 □⑤ 소주 1∼ 2잔 (맥주1병 , 양주1잔 이하 ) 정도

13. 지난 6개월간 몇 번이나 과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을 하셨습니까 ?

 □① 주 1회 정도 □② 1개월에 1회 정도 □ ③ 3개월에 1회 정도
 □④ 6개월에 1회 정도 □⑤ 없다
            

‣‣‣‣    운운운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
14. 여가시간 (근무시간 외에 )에 규칙적인 (20분 이상 /회 )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주 1회 □③ 주 2회∼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이상

14-1.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 한 가지만 표시)

 □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② 몸이 불편하여 운동하기 어렵다
 □③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습관이 되지 않는다 (귀찮아서 )

 □⑤ 운동할 공간이나 시설이 주변에 없다  □⑥ 운동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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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는 ?

 □① 집 □② 스포츠센터
 □③ 부대 내 체육시설  □④ 공공시설 (도로 , 공원 )       □⑤ 기타
                    

15. 하루에 걷는 시간은 (출퇴근시간 포함 )?

 □① 20분 이내  □② 21∼40분 □③ 41∼60분
 □④ 61∼80분 □⑤ 81분 이상

ⅡⅡⅡⅡ. . . .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내내내용용용에에에 체체체크크크 VVVV표표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1.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2. 현재 건강 상태는 귀하의 일상생활 수행에 방해가 되십니까 ?

□① 상당히 방해가 된다 □② 대체로 방해가 된다
□③ 약간 방해가 된다 □④ 대체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비슷하다
 □④ 비교적 좋다 □⑤ 매우 좋다

ⅢⅢⅢⅢ. . . . 체체체중중중조조조절절절태태태도도도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V 표시해 주십시오 .

1. 자신의 현재 체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편이다 □② 마른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한편이다 □⑤ 매우 비만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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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소에 체중조절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3. 체중조절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

 □① 인터넷      □② TV/Radio            □③ 신문 /잡지
 □④ 의무부대 □⑤ 동료들                 □⑥ 가족들

4. 체중조절을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
 □② 균형 있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③ 건강상 문제로 (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지방간 등 )       

 □④ 주위사람들로부터 위축감 , 소외감을 느껴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5.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②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③ 현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④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ⅣⅣⅣⅣ....번으로)

5-1.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하였습니까 ?

 □① 운동을 한다 □② 식사 건너뛰기 □③ 식사 양 조절
 □④ 간식의 양 조절 □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⑥ 다이어트 식품 및 약물 복용하기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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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체체체중중중관관관련련련지지지식식식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V 표시해 주십시오 .)

문문문항항항 맞맞맞다다다 틀틀틀리리리
다다다

모모모르르르
갰갰갰다다다

1.단백질과지방은같은열량을낸다.
2.어릴때뚱뚱해진사람은어른이된후뚱뚱해진사람보다
체중을줄이기가어렵다.

3.체중을감소시키려면고기류는먹지말아야한다.
4.과일은많이먹어도살이찌지않는다.
5.물은마음대로먹어도체중조절에문제가되지않는다.
6.사우나를한후에줄어든체중은체지방량이줄어든것이다.
7.운동을하고식사를세끼하는것과운동을하지않고식사를
두끼로줄이는것의효과는차이는거의없다.

8.심리적인불안감이나스트레스가비만의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9.비만한사람은정상인보다고혈압이나심혈관계질환에걸리기쉽다.
10.감자1개를먹을때,튀기는것은찌는것보다열량이더많으므로
살이많이찐다.

11.다이어트를반복하면적응이되어처음보다살을빼기가쉽다.
12.체중을단기간에빨리뺀다음유지하는것도이상적인다이어트방법중
하나이다.

ⅤⅤⅤⅤ. . . .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 관관관련련련 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요요요구구구도도도
1. 부대 내 체중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건강 상담 등의 지원시스템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잘 모르겠다
 

2. 다음의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정도’와 ‘참여여부’에 관하여 해당란에 각각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교교육육육내내내용용용 필필필요요요정정정도도도 참참참여여여여여여부부부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필필필요요요하하하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참참참여여여 하하하겠겠겠다다다 참참참여여여 않않않겠겠겠다다다

체중조절과 건강
식습관과 건강
운동과 건강
음주와 건강

스트레스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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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V표해 주십시오 .)

1. 평상시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

                                                
전혀 없다 보통 매우 많다

0 5 10

2.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경제문제  □② 직장생활(직장 내 대인관계 포함) 

 □③ 부모자녀문제(형제 , 친척 , 고부간 문제)     □④ 배우자 문제
 □⑤ 생활환경문제 (주거 등 )   □⑥ 진급문제
 □⑦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

3.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직무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가장 가깝
다고 생각하는 곳에V표해 주십시오 .

문문문항항항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부부부분분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저녁이나주말에도집에서부대의일을해야한다.
2.나는적당한휴식이필요하다.
3.당직근무및조출,야근은내생활의리듬을깨뜨린다.
4.내게배정된임무는때로는너무어렵거나복잡하다.
5.나는내임무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충분한훈련이나경험을갖고있지않다.
6.나는나의상관으로부터종종비인격적인대우를받는다.
7.형식적절차는나에게너무많은제약을준다.
8.내가부대에서하고있는일의목표나목적은분명치않다.
9.나는경제적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
10.전속,파견근무때문에나의생활에혼란을느낀다.
11.나는평상시내가감당할수있는것보다많은양의일을하고있다.
12.나는중요하거나어려운일을수행할땐자주긴장을한다.
13.진급이어려워나의미래가불확실하다.
14.업무수행에필요한인원,공간,시설,장비,훈련등의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
15.나의모든노력과업적을고려할때나는부대에서제대로존중과신임을받고있다.
16.나의능력을개발하고발휘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17.기준이나일관성이없는상태로업무지시를받는다.
18.회식자리가불편하다.
19.일에대한나의생각을반영할수있는기회와통로가있다.
20.직장에서내가힘들때내가힘들다는것을알아주고이해해주는사람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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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① 술을 마신다 □② 음식을 먹는다 □③ 운동을 한다
 □④ 동료와 대화를 한다 □⑤ 잠을 잔다 □⑥ 일을 한다
 □⑦ 취미활동을 한다 (음악 , 독서 , 영화감상 등 )

 □⑧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

ⅦⅦⅦⅦ    . . . . 건건건강강강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 행행행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
    아래 문항을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V 표시해 주십시오 .

문문문항항항
전전전혀혀혀
자자자신신신
없없없다다다

약약약간간간
자자자신신신
없없없다다다

약약약간간간
자자자신신신
있있있다다다

아아아주주주
자자자신신신
있있있다다다

1.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2.주의사람들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3.많이 먹지 않고 항상 적당량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4.저녁식사 후 간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5.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두려워 배가 고파도 음식 먹는 것을 삼간다.
6.정상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7.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8.나는 외식을 할 때 지방기 적은 음식(매밀 국수,된장찌개,백반,
냉면)을 선택할 수 있다.

9.튀기거나 부친 음식대신 굽거나 찐 음식을 선택할 자신이 있다.
10.나는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적게 먹을 수 있다.
11.나는 스트레스해소를 하기위해 마시는 술을 절제할 수 있다.
12.나는 동료들이 술을 마셔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13.나는 일과 후 피곤해도 계획된 운동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다.
14.나는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15.여가시간에 TV를 보는 대신 운동을 할 자신이 있다.
16.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길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자신이 있다.

17.규칙적으로 하던 운동을 계속할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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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Ⅷ. .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체체체중중중관관관리리리행행행위위위를를를 실실실천천천하하하는는는데데데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소소소입입입니니니다다다 ....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V표 하십시오 .

문문문항항항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은은은편편편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런런런
편편편이이이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의 가족은 나의 건강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2.나의 가족은 나에게 꾸준한 운동 및 체중조절을 하도록
조언한다.

3.함께 운동을 할 가족이 있다.
4.나의 동료는 나의 건강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5.만약 내가 아프다면 그동안 나의 일을 대신해줄 동료가 있다.
6.함께운동을할동료가있다.
7.나의건강문제에대해언제든지상담할의료팀이있다.
8.나는 체중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9.나의주변(집,직장)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다.
10.나의 체중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ⅨⅨⅨⅨ. .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V표해 주십시오 .

1. 귀하의 출생 연월은 ?    _____________년 _____________월

2.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재학 포함 )

3. 귀하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

 □① 조종  □② 정비 □③ 일반・행정

4.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

 □① 부사관 □② 준사관 □③ 위관 □④ 영관
 □⑤기타 (무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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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근무년수는 ?      _______년 ________월

6.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 사별 , 별거

6. 귀하의 가족과 동거여부는 ?

 □① 가족과 동거(자녀수:_________명)      □② 동료와 동거
 □③ 단독거주 □④ 단독거주(미혼으로)

7. 귀하의 키와 몸무게는 ?______________cm     _____________kg

8. 귀하께서는 매년 실시되는 체력측정에 대해 느끼시는 부담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없다 보통 매우 많다

0 5 10   

9. 체력측정을 준비하기위해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9-1. ②항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평소 체력관리를 하므로

10.  귀하의 근무형태는 ?        □① 주간근무 □② 교대 근무

11. 조출은 월 몇 번 정도입니까 ?____________번

12. 야간근무 (또는 당직 )는 월 몇 번 정도입니까 ?____________번



- 89 -

13. 귀하의 근무형태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영향을 많이 미친다 □④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14. 귀하의 근무형태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영향을 많이 미친다 □④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
                                     

         

         ♥♥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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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aaaffffffeeeccctttiiinnngggFFFaaaccctttooorrrsssooonnnttthhheeeHHHeeeaaalllttthhhyyywwweeeiiiggghhhtttcccooonnntttrrrooolllbbbeeehhhaaavvviiiooorrr
ooofffttthhheeeAAAiiirrrFFFooorrrccceeeoooffffffiiiccceeerrrsssaaannndddNNNCCCOOOsss

Kim,chunsuk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measureairforceofficersandNCOs'(Non
CommissionedOfficers)healthyweightcontrolbehaviorandtoidentifyfactors
affectingthebehavior,andultimatelytoprovidebasicmaterialsfordeveloping
healthpromotionprogramsthatcanimprovethehealthyweightrateamongairforce
officersandNCOs.
DatawerecollectedfromairforceofficersandNCOsatanAirForcebasethrough

aself-reportingquestionnairesurveyduringtheperiodfrom the24thto31stof
October,2007.Atotalof293questionnaireswereanalyzedbySPSS/PC-11.0using
descriptive statistics,t-test,ANOVA,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and
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1.Whenthescoreofhealthyweightcontrolbehaviorwasmeasuredona5-point

scale,thebehaviorofthehighestscorewasfatdiet(3.86)and,next,inorderof
dietaryhabit(3.68),drinking(3.10)andexercise(2.45).Intheresultsofcomparison
withhealthyweightcontrolbehaviorandbodymassindex(BMI),nosignificant
differencewasobservedinthescoreofhealthyweightcontrolbehaviorbetwee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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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weightgroup(90.95)andtheoverweightgroup(90.63),buta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wasobservedfromtheobesegroup(85.10).
2.Whenthecorrelationsbetweenhealthyweightcontrolbehaviorandmajor

variableswereanalyzed,apositivecorrelationwasobservedwithsubjectivehealth
state,self-efficacy,socialsupport,andavailableresource-time.Onotherhand,the
relationshipsofhealthyweightcontrolbehaviorwerenegativetodailylifestress,job
stress,theburdenofphysicalstrengthmeasurement,andthefrequencyofearly
attendance.
3.When15factorsrelatedtoairforceofficersandNCOs'healthyweightcontrol

behaviorwerecategorizedintopersonalcharacteristics,occupationalcharacteristics,
personalpredisposing factors,interpersonalreinforcing factors,environmental
enablingfactorsand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these
factorsexplained41.9%ofhealthyweightcontrolbehavior.

TheresultsofthisstudyshowedthatairforceofficersandNCOs'practiceof
healthyweightcontrolbehaviorwashigherinthosewhomarried,thosewhose
militarybranchwasgeneraladministrationandthosewhosesubjectivehealthstate,
self-efficacyandsocialsupportwerehigh.Accordingly,itisbelievedthatairforce
officersandNCOs'healthyweightratecanberaisedeffectivelybydevelopingand
applyingprogramsinconsiderationofairforceofficersandNCOs'healthyweight
controlbehaviorandfactorsaffectingthebehavioraswellasstrategiesforincreasing
airforceofficersandNCOs'participationinsuchprograms.

Key words : AirforceofficersandNCOs,Healthyweightcontrol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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