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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건강증진 행태와 군

체력검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향후 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계획 수립

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단면 연구로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군의 부사

관과 대령까지를 모집단으로 하고, 현재 강원도 소속 00군단의 하사에서 대령까지의 군인

을 표적모집단(target population )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표적모집단내에서 2001년

4월 16일∼4월 25일까지 체력검정에 참가하는 모든 부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전수 선정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296명이었고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자를 제외한 29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상태, 건

강증진 행태 및 군 체력검정 관련 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 S W indow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ANOVA , 로지스

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은 전투병과가 70.3%로 가장 많았고, 장기 복무

간부가 66.9% , 계급은 하사- 중사가 36.8% , 군 복무기간은 10년 이하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 가 58.2%로 가장 많았다.

2. 신체비만지수(BMI)는 표준체중이 63.1%로 가장 많았고, 혈압은 정상이다

라고 응답한 군이 72.8% , 건강상태는 64.9%가 건강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스

트레스 수준평가에 있어서는 잠재적 스트레스 군이 62.8%로 가장 많았다.

3. 연구대상자중 66.9%가 평소 주 1∼2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흡연율은 71.7%이었으며, 음주는 41.4%가 위험성 음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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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 군 체력검정 시 한 종목이라도 불합격한 사람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결

과 연구 대상자 290명중 263명(91.7% )이 합격하였고, 27명(9.3% )이 불합격되었다.

5 .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생활이 독실하지 않을수록, 기

술병과 일수록, 복무 연장인 군, 직무 만족도가 보통인 군,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

는 군, 간식을 가끔 하는 군, 체력검정 수준이 너무 낮다 고 응답한 군, 체력검정

준비 기간이 길수록 그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6 . 팔굽혀펴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생활이 독실하지 않을수록, 전투병

과일수록, 지휘관일수록, 간식을 가끔 섭취하는 군,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

할 수록, 체력검정 준비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7 . 오래달리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전투병과 일수

록, 신체비만지수(BMI)가 표준 체중일수록, 육식을 주로 섭취하고, 음식을 싱겁

게 먹을수록, 운동을 주 1- 2회 규칙적으로 실시할 수록, 운동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8 . 체력 검정에 합격할 확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261배, 병과는 전투병과가 타

병과에 비해 25배, 장교이상의 계급이 부사관에 비해 570배, 운동을 실시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배 높았다. 또한 신체비만지수(BMI)는 한 단위 증가

할 수록 합격할 확률이 0.6배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체력검정 결과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증진

행태는 운동이었으며, 건강상태로는 BMI였다. 따라서 군 간부들의 체력검정 합격

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각 부대 내 운동 환경의 조성과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등의 건강증진 프

로그램이 요구되며 군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체력단련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체

력검정 합격률을 높이고 군 전투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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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

명도 증가되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자하는 기대 속에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

려는 욕구와 함께 더 건강해지려는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질병의 양상과 사

망원인도 이전에 많았던 전염병과 감염성 질환은 감소된 반면 만성퇴행성 질환

에 의한 상병이나 사고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W alker , 1988). 이상의

질병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정열, 1996), 최근 W HO에서도 선진국에서 일어

나는 사망의 70∼80% ,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40∼50%가 생활양식이 원인

이 되는 질병으로 추산하고 있다(W H O, 1987).

군이란 국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조직된 사회로 군의 사명은 국토를 지키는 것이며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과 싸워야 하고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강

인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인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강해

야 한다(유흥주, 1993). 또한 군 사회는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전투력

유지를 위한 위계적 집단으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이런 명령과 복종을 주축으로 생활하는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임무와

역할수행을 위해 군인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이 요구되며(박계화, 1994), 군인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

한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군인정신 그리고 숙달된 전기전술을 갖추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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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의 준비가 없으면 싸울 힘과 악조건 하에서의 인내력을 상실하게 된다(최석

규, 1995). 따라서 각 개인 및 부대단위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일일 체육활동 및 전투체육의 날이 있다. 또한 이

러한 군인의 건강은 곧 전투력이기 때문에 군인은 누구나 건강을 유지 증진시

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간부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전투력, 즉 병

사들의 건강상태까지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관련

행위는 자신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사표로서의 역할 때문

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체력의 중요성 때문에 1966년 4월 28일 공포된 국

방부 훈령에 의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을 전투체력의 날로 지정, 장병 전원

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며(방상식 등, 1990) IMF사태로 없어졌으나

한때 체력단련비가 지급되기도 하였고, 1964년 국방부 훈령 제 71호를 공포, 장

병들의 체력을 군의 특성에 맞게 측정하고 분류하기 위해 전 장병이 의무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토록 하여 현재 년 1회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다소

형식적이던 체력검정이 1999년부터는 엄정하게 실시하여 인사평정 자료에 반영

하는 등 체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군도 1986년 3월에 군 전투력 유지 및 향상과 군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

기 위해 국방부에서 건강증진지침(1010, 10)을 제정하였고 1987년에는 미 육군에

서 건강증진 규정(미 육군규정 600- 63)을 통하여 금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

리, 음주 및 약물남용, 고혈압의 조기 관리 영역 등을 포함한 Fit to W in 프로

그램, 해군의 SE CNAVINST 6100.5 프로그램을 개발 보건간호장교와 건강증

진 교육자가 담당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 군인들이 전투태세 확립과 최적의 육

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가

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Healthy People 2000 과 함께 발 맞추어

가고 있다(임오숙, 1997). 이러한 군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증진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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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습관은 군의 전투 예비력을 최대화하고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Pruitt 등, 1991).

건강의 사회성이 인식되면서 개인위주의 질병이나 치료중심 범위를 초월해

전장병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전개가 요청되고, 건강증진의 개념이 확

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군의 경우 현재까지 질병중심의 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996년 건강증진 법을 제정하고 흡연 억제 및 중단, 체력 향상활

동, 영양 및 체중조절,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 예방, 전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안전사고 예방, 구강 건강, 알코올 및 약물남용방지, 정신 건강 등을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분야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대사회에 맞는 적절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전략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을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 주체인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

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이러한 건강증진 행태와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력

검정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건

강증진 행태와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

진 및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간부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행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군 간부들의 2001년 체력검정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와 2001년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련성을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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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건강증진 행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첫째,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은 평상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가

짐으로써 얻을 수 있고, 둘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 보다

건강관리에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이며, 셋째, 건강할 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이 병에 걸린 후 질병을 치료하는 것 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쪽으

로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P ender , 1986).

건강증진은 적정 건강수준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과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건강행태를 회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건강과 관련된 생활양식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생활양식은

삶을 살아가는 관습이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H ettler , 1980), 또한 그 개인

의 독특한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양식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Shult z, 1984).

P en der (1983)는 건강한 생활 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 또는 지역사회

적 활동으로서 개인의 안녕 수준과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아실현을 하

는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 을 건강증진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건강증진 행

태를 통하여 인간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개인의 기본적인 건강요구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

로 사회 전반적인 안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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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oc & Bresolw (1972)는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그리고 간

식여부 등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건강실천 행위(h ealth pract ice)라고 명명하였

고, 이러한 건강 실천 행위가 개인의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Alam eda지방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현재의 생활양식과 미래의 건강상태 및 사

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태로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생활양식의 구성요인은 수면, 식습관, 신체활동, 유해물질

의 회피와 관련된 건강습관과 사회망(social n etw ork )으로 나타났다.

W in gard 등(1982)은 건강생활습관과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9년간의 추후연

구를 통해 하루 7- 8시간의 수면, 운동, 금주, 혹은 소량의 알콜 섭취, 정상적인

체중 유지 및 금연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 낮다

고 하였으며 이순영과 서일(1995)의 연구에서 금연, 적당량의 음주, 규칙적인 운

동, 7- 8시간의 수면 및 정상체중유지가 건강수준을 증가시키는 건강행태로 나타

났다. 오연수(1993)는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생활양식에 영양, 식이, 신체활동,

다른 사람의 관계, 환경관리, 건강책임을 언급하였다.

또 1979년과 1990년에 미국보건, 교육, 후생성의 공중 보건국에서 발간한

건강한 국민(Health People) 이라는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보고서에

서는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3가지 주요 활동분야로서 건강증진, 건강

보호, 질병예방 등을 제시하고, 건강증진 활동으로서 금연, 알콜 및 약물남용방

지, 영양개선, 운동 및 체력향상, 정신건강 관리(스트레스 관리), 폭력 및 학대행

위 방지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USDHHS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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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 체 력의 개념

Phy sical F itness는 체력 또는 신체적성으로 번역되며, 체력의 정의는 그 사

회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W HO (1967)에서는 체력이란 주어진 상태에서 근육 운동이 요구되는 작업을 만

족스럽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Clark e (1971), Karporich 등

(1959)은 체력을 격렬한 운동에 대한 적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Curet on (1967)은 작업능력에 수반되는 신체의 순수 활동적 측면을 강조하여 내

장기관의 건강상태와 체력 등을 포함시켜 해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체력은 생리적 기능(phy siological fun ction )과 운동능력(m otor

ability )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Baum g artn er와 Jack son , 1987). 그리고 체

력은 신체적성(phy sical fitn ess )만큼이나 정서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적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W ell- b eing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그리고 휴식을 필요로 한다(Piller , 1989).

광의의 개념으로서 체력은 운동관련 체력과 건강관련 체력으로 구분된다

(F alls , 1980; Baum g artn er와 Jack son , 1987). 건강관련 체력의 요소 - 심폐지구

력(cardior espir at ory fitn ess ), 근력(m u scular str ength ), 근지구력(mu scular

en durance), 유연성(flexibility ), 신체조성(body com position ) - 에 대하여 운동관

련 체력은 민첩성(agility ), 평형성(balance), 협응성(coordin at ion ), 순발력(pow er ),

반응시간(reaction t im e), 그리고 스피드(speed )를 포함한다.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체력에 대한 정의는 운동 관련 체력(skill or m otor

perform an ce relat ed phy sical fitness )에 중점을 두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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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비만 등과 같은 절대적 운동량 감소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건

강상의 문제점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강관련 체력(health

r elated phy sical fitnes s )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2 ) 체 력의 구성요인

체력 검사에 따라 구성요인이나 각 요인의 측정종목은 달라 질 수 있다. 체

력의 요인 분류는 1960년대 이후 인자분석(factor analy sis )기법을 이용해 활발히

이루어 졌으나(Henry , 1960; Zuidem a, 1972), 체력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

특성만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Lar son (1951)은 근력, 근 지구력, 평형성, 민첩성, 스피드, 리듬, 협응성 등의

일곱가지 항목으로 체력요인을 분류하였고, Cureton (1967)은 인자분석을 통해 근

력, 지구력, 심폐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등의 여섯가지 항목으

로 체력요인을 분류하였다. Holls (1967)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신체 운동속도, 순발력 등의 여섯가지 항목으로 체력요인을 분류하였는데 지구

력을 근 지구력과 심폐 지구력으로 구분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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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군과 외국군의 체력검정

1 ) 한 국군의 체력검정

한국군은 1964년 2월 11일 처음으로 국방부 훈령 제 71호를 공포하여 장병들

의 체력을 군의 특성에 맞게 측정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전 장병이 의무적으로

체력검정을 년 1회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송종길, 2000), 1990년 1월 30일 전군

을 대상으로 체력검정 규정을 개정하였고, 1998년에는 오래달리기, 윗몸 일으키

기, 턱걸이(여자: 매달리기), 멀리뛰기, 왕복달리기등의 5가지 종목을 현재의 윗

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남자는 1500m 달리기, 여자는 1200m 달리기 등의 3종

목을 축소되면서 그 기준이 상당히 낮아져 남자는 99.1% , 여자는 100%가 합격

하였다. 1999년 체력검정 기준치가 다시 재조정되었으며, 2000년에 국민체력 기

준 및 미군을 포함한 10여개의 선진 외국군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

기준치를 조정하여 남자는 평균 16% , 여자는 50.8% (남자의 50- 80% 수준) 상향

하였다(http :/ / hq .army .mil). 또한 달리기 종목에 있어 남성의 경우 1500m , 여성

의 경우 1200m였던 것을 2000년부터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동일한 1500m로 조

정하여 남녀간 차이 없이 같은 조건에서 실시토록 하였다. 2000년 간부 체력검

정 실시 후 검정결과를 분석하고 검토 한 결과 2001년 체력검정 규정을 개선하

였다(표 1 참조).

체력검정에 있어 보류대상자는 지휘관의 의견서 및 군의관의 소견서를 체출

한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체력 검정을 받을 수 없거나, 당해년 전역 예정자 및

전역을 위한 직업 보도반에 입교 중인자, 그리고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여군 및 기능 군무원은 제외되며 53세이상은 자율시행을 원칙으

로 한다(ht tp :/ /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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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군, 미군, 북한군의 체력검정 규정 비교

구분 한국군 미군 북한군

대상

전장병,
군무원(기능직

군무원은

검정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

희망자는 포함 실시)
대상자중 만 53세

이상자는 자율시행

현역군인,
예비군,
Arm y national
Gu ard

군관, 하전사

인민군

검정

횟수
년 1회 년 2회 년 1회

검정종목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1.5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3.2Km달리기

철봉, 평행봉, 전회,
도마, 격술,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높이 뛰기

체력검정

요소

복근의 지구력

상지근의 지구력

전신 지구력

복근의 지구력

상지근의 지구력

전신 지구력

순발력

근 지구력

전신 지구력

검정기준

등급제

(특급, 1,2,3,4급,
불합격)

점수제

(1 - 100점)
3종목 합계

180점미만시

불합격

등급제

(9점이상: 우

7- 8점 : 량

5- 6점 : 급

5점이하 : 탁)

연령별

기준

연령별 5세 단위

단 41세 이상은 2- 3세

단위

연령별 5세 단위

(17세- 56세)
나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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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 군의 체력검정

미군은 체력 검정에 관한 내용은 미육규(arm y regulation ) 350- 41에 규정되

어 있으며 근육의 지구력과 심폐적합 기능(cardior espir atory fitn ess )을 측정하기

위해 APFT (Arm y Phy sical F itn ess T est )로 3가지 운동을 체력검정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검정종목은 한국군과 동일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및 2마일

(3 .2Km ) 달리기등이 있다.

체력 검정 대상은 A ctiv e Duty (현역군인)과 예비군(Arm y Reserv e) 및

Arm y National Guard로 나이에 상관없이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 40세 이

상의 군인은 APFT 측정 전에 Cardiov ascular S creenin g Program (심혈관계 검

사 프로그램)을 통해 심혈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미 야전교범, 20- 21).

검정시간은 2시간이내에 3가지 종목을 끝내야 하며 측정결과는 인사기록

(P er sonnael A ction )에 반영된다. 체력검정은 6개월에 한 번 실시하며 주로 소대

체육활동 Plantoon PT (Phy sical T rainin g )시간을 활용한다. 단 겨울에는 추운 날

씨로 인하여 오전 10:00∼12:00나 오후 시간을 이용하며, 기초군사훈련(Initial

Entry T raining )을 받는 군인의 경우는 각 종목당 50점 이상, 합계점수가 150점

이 되어야 하며 일반 군인의 경우는 각 종목당 60점 이상, 합계 점수는 1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8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고 불합격 된 사람은 2개

월간 퇴근이 금지되고 오후 3시경부터 자유시간을 박탈당한 채 전문 트레이너로

부터 체력지도를 받아야 하며 30일 뒤 재 측정을 받아야 한다. 2번의 불합격시

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엄격한 운용체제를 갖고 있으며 매년 3%가

체력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전역하고 있다(ht tp :/ / w w w .korealink .co.kr ).

개인적인 신체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영구적인 의사의 소견서(P erm an ent

M edical Profile )나 3개월 이상의 특정 운동을 금하는 일시적인 의사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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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mporary M edical Profile )가 있을 시는 3가지 정규 체력 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측정방법들이 있다. 3.2Km 달리기를 대신할 수 있는 유산소 체력검

정 방법으로 800Yard 수영 측정법이나 2kg의 저항 혹은 20Newt on s의 저항을

가진 고정용 자전거 6.2Mile 타기 측정법이 있으며 그외 6.2Mile의 이동용 자전

거를 한가지의 기어를 사용해서 타기 방법 및 2.5Mile 걷기 측정법등이 있다(미

야전교범 20- 21).

3 ) 북 한군의 체력검정

인민군의 체력검정은 인민체력 검정과 유사하게 연대 참모부 훈련참모의 주

관 하 매년 2월, 4월말에 년 2회 측정하고 군관 및 하전사, 인민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검정종목은 철봉(군 복무 2년 이하는 3- 4종, 2년 이상은 5- 6종

측정), 평행봉(군 복부 2년 이하는 3- 4종, 2년 이상은 5- 6종 측정), 전회(군 복무

2년 이하는 2종, 2년 이상은 3종 측정), 도마(군복무 2년 이하는 2종, 2년 이상은

3종 측정), 격술(1- 4형 측정),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높이뛰기등이며 나

이에 무관하게 평가되고, 평가등급은 각 종목당 9점 이상은 우 , 7- 8점은 량 ,

5- 6점은 급 , 5점 이하는 탁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김영추,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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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 타 외국군의 체력검 정

독일군의 경우 군사훈련 시간의 10%를 체육활동 시간으로 할당하며 49세까

지 모든 장병들이 2년에 1회씩 6종목(4×1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

펴기, 던지기, 12분 달리기, 기초체력 행군: 완전군장을 하고 10, 20, 30Km 행군)

의 체력검정을 실시하며, 브라질도 년 1회 3종목(달리기, 팔 굽혀 펴기, 허리 굽

혀 펴기)의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년 1회 남녀별로

구분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오래달리기, 윗몸일으

키기, 왕복 달리기, 지그제그 달리기 등 종목이 한국군보다 훨씬 많으며 특히 체

력과 건강은 일치한다는 생각에서 신체검사를 매년 체력검정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년 2회 측정을 하며, 프랑스군에서는 주 6시간의 체력단련과

년 1회 개인 및 부대별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개인 및 부대를 평가하며 각 부대

내 스포츠 시설이 있어 개인이 자유롭게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

간 중 자신의 신체를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 센터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체력

검정은 3종목중 택일(급속행군, 장거리 행군, 전투전진)하여 실시하며 결과를 장

교자력부에 보관 활용하고 있다(송종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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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일부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건강

증진 행태와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단면 연구(cross - sect ion al

stu dy )를 적용하였다.

2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군의 부사관과 대령까지를 모집단으로 하고, 현재

강원도 소속 00군단의 하사에서 대령까지의 군인을 표적모집단(target populat ion )

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표적모집단내에서 2001년 4월 16일 ∼ 4월 25일까

지 체력검정에 참가하는 모든 부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전수 선정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296명이었고 이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자

를 제외한 29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 연구도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기기입형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행태, 군체력검정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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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구학적 특 성

인구학적 특성은 성, 나이, 결혼상태, 종교여부 및 종교생활 정도를 포함한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 직업 관련 특성

직업 관련 특성은 군, 병과, 직책, 복무구분, 계급, 군 복무기간과 직무만족도

를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 건 강상 태

① Body M ass In dex (BMI): Quet elet Index (체중/ (신장)2 )를 이용하여 19.9 이

하인 경우 과소체중, 20.0- 24.9는 표준체중, 25.0 이상인 경우 과다체중으로 분류

하였다(박경민, 1992).

② 자신이 인지한 혈압 : 자신이 인지한 혈압을 mmHg단위로 측정하였다.

③ 인지한 건강상태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자가 평가하는 것

으로 1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매우 건강하다 ,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및 보통

이다 , 대체로 건강하지 않는 편이다 , 매우 건강하지 않다 로 측정하였다.

④ 스트레스 : 우리 나라 직장인 및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 PW I- SF로 육제적, 사회심리적 상태

를 포함한 총 18문항의 스트레스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 ert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 점수(0- 1- 2- 3)를 부여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

산하면 0∼54점사이로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도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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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따라서 24점 이상을 고위험군, 9∼23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그리고

8점 이하를 건강군으로 규정(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2000)하여 스

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4 ) 건 강 증 진 행 태

건강증진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Alam eda County

에서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Breslaw & En st om , 1983) 규명된 7가지 건강습관

(금연, 절주, 7∼8시간의 수면, 운동, 적정체중유지, 규칙적인 아침식사, 간식 않

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5년과 1999년에 실시한 국민 건강 및 보건

의식 행태조사 의 관련 문항을 참조하여 흡연, 음주, 식습관, 수면, 운동, 건강관

리 행태 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① 흡연 :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한 흡연에 관한 문진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기본형 설문지(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2000)와

기존의 흡연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필요 문항을 첨가, 흡연경험 및 흡연기

간, 흡연습관, 흡연형태 및 금연에 대한 욕구 등을 포함하였다.

② 음주 :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인체 영향은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므로

기존의 개발된 알코올 의존성 문진표를 이용하여 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UDIT (Alcoh ol U se Disorder s Identification )를 이용

하였다. 이 도구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상 유무를 가려내기 보다 초기의 위험

성 있는 음주 를 선별하는 것이 목적으로 총 10문항으로 음주의 양에 대한 3문

항, 음주 행태에 대한 3문항, 정신- 사회학적 문제 유무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김종성 등(1999년)이 AUDIT 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총 12점 이상일 때 신체- 정신- 사회학적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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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음주 로, 15점 이상일 때를 알코올 섭취장애 , 26점 이상일 때를 알코올

의존을 의심할 만한 상태 로 구분하였다.

③ 식습관 : 규칙적인 식사 여부, 아침식사 여부, 간식 여부, 균형식 여부, 식

성을 파악하였다.

④ 수면 : 수면상태 및 수면 시간을 파악하였다.

⑤ 운동 : 규칙적인 운동 여부, 운동의 종류 및 시간을 파악하였다.

⑥ 건강관리 행태 :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주로 실시하는 행태를 파악

하였다.

5 ) 군 체 력 검 정 관 련 내 용

① 전투체육 시간 활용 여부 및 운동 종류를 파악하였다.

② 군 체력 검정표 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③ 군 체력 검정을 위한 준비 기간 및 검정 종목 및 검정횟수의 만족정도를

파악하였다.

6 ) 군 체 력 검 정 결 과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력검정종목인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1.5Km 오래달리기 등의 3가지 종목에 대한 검정결과를 파악하여 각 종목별 결

과를 특급, 1급, 2급, 3급, 4급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01년 군 체력검정종목인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오래달리기 등의 3가지 종목에 대한 체력검정 결과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행태, 체력검정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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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먼저 연구 대상 부대의 관계자에게 전화 및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연구자가 직접 체력검정 일자에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측정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체력검정 결과지와 설문지를 함께 배

부하고 체력검정 종료까지 측정관과 함께 동행하여 검정결과를 설문지에 기재하

였다.

5 .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 SS W indow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태, 체력

검정을 위한 준비기간 및 체력검정결과는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②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태, 체력

검정을 위한 준비기간 및 체력검정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③ 체력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 단계적 중회귀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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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 나이, 결혼상태, 종교 여부 및 종교생활 정도

를 포함한 다섯 문항이었다(표 6 참조).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275명(94.8% ), 여자 13명(4.5%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31세 이하가 161명(55.5% )으로 가장 많았고, 31- 40세가 80명(27.6% ), 41세 이상

이 49명(16.9% )이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160명(55.2% ), 기혼이 128명

(44.1% )이었고 독신(이혼·사별)이 1명(0.3% )이었다. 종교 유무에 있어 종교를

가진 사람이 181명(62.4% ), 없는 경우가 108명(37.2% )이었다. 종교생활에 있어서

는 보통이 119명(65.7% )으로 가장 많았고, 독실이 31명(17.1% ), 독실하지 않음이

25명(13.8% ), 아주 독실이 6명(3 .3% )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은 군, 병과, 직책, 복무구분, 계급, 군 복무기간

과 직무만족도를 포함한 일곱 문항이었다(표 7 참조).

병과는 전투병과가 204명(70.3% )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행정병과가 각각

26명(9% )이며, 특수병과가 11명(3.8% )이었다. 직책은 기타가 108명(37.2% )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직이 87명(30.0% ), 참모직이 67명(23.1% ), 지휘관이 25명

(8 .6% )이었다. 복무구분에 있어서는 장기가 194명(66.9% )으로 가장 많았고, 의무

복무는 68명(23.4% ), 복무연장이 24명(8 .3% )이었다. 계급은 하사∼중사가 106명

(36.8% )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사∼준위가 72명(24.8% ), 대위∼소령이 60명

(20.6% ), 소위∼중위가 41명(14.1% ), 중령∼대령이 9명(3 .1% )이었다. 군 복무기간

은 1년에서 32년으로 평균 10.1년이었으며, 10년 이하가 166명(57.22% ),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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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76명(26.2% ), 21년 이상이 42명(14.5% )이었다. 직무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153명(52.8% )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67명(23.1% ), 매

우 만족이 65명(22.4% ), 대체로 불만이 3명(1% ), 매우 불만이 2명(1% )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였다.

2 . 대상자의 건강상태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BMI, 자신이 인지한 혈압, 인지한 건강상태, 스트레스

의 네 항목이었다(표 8 참조).

BMI는 체중/ (신장)2을 이용하여 19.9 이하인 경우는 과소체중, 20.0∼24.9는

표준체중, 25 이상인 경우는 과다체중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표준체중이 183명

(63.1% )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 체중이 75명(25.9% ), 과소 체중이 26명(9% )이었

다. 혈압 상태에 있어서는 정상이다 라고 답한 경우가 211명(72.8% ), 정상보다

높다 가 27명(9.3% ), 정상 보다 낮다 가 3명(1% )이었으며 잘 모르는 경우도 31

명(10.7% )이나 되었다. 인지한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자신의 건강상태

를 주관적으로 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64.9%가 건강하다 고 생각했으며 보통이

86명(29.7% ),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가 14명(4.8% ), 매우 건강하지 않다 가 2명

(0.7% )이었다. 스트레스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182명(62.8% ), 고위험군이 56명

(19.3명), 건강군이 31명(10.7% )으로 군 간부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스트

레스 수준은 평균 17.05점(표준편차 8.13)으로 잠재적 스트레스 군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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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태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 행태는 흡연, 음주, 식습관, 수면, 운동으로 나누었다.

흡연에 있어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5명(74.1% ), 없는 경우가 62명(21.4% )이었다.

6개월 이상 흡연을 한 경우는 208명(71.7% ), 그 이하인 경우는 25명(8.6% )이었

다. 최근 1주간의 흡연습관에 있어서 적어도 하루 한번 이상 매일 피운 경우가

173명(59.7% )이였고, 전혀 피우지 않는 경우가 45명(5 .5% ), 피우지 않는 날도 있

는 경우가 16명(5 .5% )이었다.

건강이 현재의 흡연으로 받는 영향에 대해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 고 답

한 경우가 8명(28.6% )로 가장 많았고,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가 80명(27.6% ),

아직까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가 38명(13.1% ), 잘 모르겠다 가 20명

(6 .9% )이었다. 흡연 시 피워 없애는 담배의 길이는 4/ 5가 91명(31.4% ), 3/ 5가 82

명(28.3% ), 2/ 5가 18명(6.2% ), 5/ 5가 14명(4.8% ), 1/ 5가 4명(1.4% )이었다. 흡연시

연기를 마시는 깊이에 있어 적당히 들이마시는 경우가 136명(46.9% )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를 깊이 들이 마시는 경우는 71명(24.5% ), 입에 머금고 있다가 내

뿜는 경우가 8명(2.8% )이었다.

흡연 시작 연령은 10세∼35세로 평균 20.2세경부터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흡

연기간은 1년부터 30년으로 평균 10.9년간 흡연하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 금연의도에 대한 질문에 약간 있다 가 82명(28.8% )으로 가장 많았고, 강

하게 있다 가 73명(25.2% ), 아주 강하게 있다 가 33명(11.4% )이었으며, 금연 의

도가 전혀 없다 가 10명(3 .4% )으로 금연 의도를 74.5%가 가지고 있었으며, 향

후 5년 동안의 흡연습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금연할 것이다 가 118명(40.7% )으

로 가장 많았고, 아마도 매일 피울 것이다 가 70명(24.1% ), 아마도 매일은 피

우지 않을 것이다 가 62명(21.4% ), 확실히 매일 피울 것이다 가 33명(1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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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흡연행태

단위: 명(% )

변 수 구 분 대상자수 (% )

흡연경험여부 있음 215(74.1)

없음 62(21.4)

6개월이상 흡연기간 있음 208(71.7)

없음 25 (8.6)

1주간 흡연습관 하루 한번이상 173(59.7)

피우지 않는 날도 있음 16 (5.5)

전혀 피우지 않음 45(15.5)

흡연시 담배의 길이 5/ 5 14 (4.8)

4/ 5 91(31.4)

3/ 5 82(28.3)

2/ 5 18 (6.2)

1/ 5 4 (1.4)

흡입 정도 연기를 깊이 들이마심 71(24.5)

적당히 들이마심 136(46.9)

입에 머금고 있다 내뱉음 8 (2.8)

흡연 기간 10년 이하 128(44.1)

11년 - 20년 71(24.5)

21년이상 21(7.2)

5년뒤 흡연습관 확실히 매일 흡연 33(11.4)

아마 매일 흡연 70(24.1)

아마 가끔 흡연 62(21.4)

확실히 금연 118(40.7)

흡연시작연령 10세- 35세 (평균 20.2세)

※ 총수 N=290에 대한 각 변수의 응답자 수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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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있어서는 정상 음주가 158명(54.5% )으로 가장 많았고, 알코올 섭취장

애가 69명(23.8% ), 문제 음주가 44명(14.8% ), 알콜 의존을 의심할 만한 상태가 8

명(2.8% )이었다. 식습관에 있어는 규칙적인 경우가 147명(50.7% )으로 가장 많았

고, 매우 규칙적이 52명(17.9% ), 보통이 49명(16.9% ), 불규칙적인 경우가 30명

(10.3% ), 매우 불규칙적인 경우가 12명(4 .1% )이었다. 운동 실시 여부에 있어 주

1-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134명(46.2% )로 가장 많았고, 거의 하

지 않는다 가 95명(32.8% ), 주 3∼4회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41명(14.1% ),

매일 하는 경우는 19명(6.6% )이었다. 운동시간에 있어서는 1∼2시간이 140명

(48.3% )이었고, 1시간 미만은 47명(16.25), 2시간 이상이 41명(14.1% )이었다(표 9,

표 10 참조).

아침식사의 경우 꼭 먹는다 가 129명(44.5% )으로 가장 많았고, 가끔 먹는

다 가 122명(42.1% ), 안 먹는다 가 39명(13.4% )이었다. 정기 식사시간 사이의

간식 섭취여부에 있어서는 가끔 한다 가 206명(71% )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안 한다 가 71명(24.5% ), 거의 매일 한다 가 13명(4 .5% )이었다. 주로 먹는 음식

에 있어서는 육식과 채식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227명(78.8% )으로 가장

많았고, 육식 위주가 35명(12.2% ), 주로 채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26명(9% )이었

다. 식성에 있어서는 보통이 196명(67.8% ), 짜게 먹는다가 75명(26% ), 싱겁게 먹

는다가 18명(6 .2% )이었다.

수면습관에 있어 잘 자는 편이다 가 161명(56.5% )으로 가장 많았고, 숙면을

취한다 가 65명(22.4% )으로 대상자의 78.9%가 수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6시간이 153명(52.8% )으로 가장 많았고, 7∼8시

간이 83명(28.6% ), 5시간 이하가 39명(13.4% ), 8시간 이상이 13명(4 .5% )으로 나

타났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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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증진 실천행태에 있어서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항목

에 있어서는 운동이 191명(65.9% )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호품(커피, 술, 담배) 제

한이 77명(26.6% ), 보조약품 복용(영양제, 비타민, 간장약 등)이 36명(12.4% ), 자

연식 섭취가 30명(10.3% ), 건강진단 수검이 24명(8.3% ), 건강식품 사용(인삼, 가

공식품, 효소제품, 건강 차류 등)이 21명(7 .25% ), 보약 복용이 16명(5 .5% )이었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운동으로는 달리기가 67명(23.1%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축구 55명(19% ), 테니스 29명(10% ), 족구 10명(3 .4% ), 등산, 농구가 각각

7명(2.4% ), 자전거 타기 6명(2.1% ) 등이었다. 운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

다 가 91명(31.4% )이였으며, 그 외 시간부족이 104명(35.9% ), 주위에 시설 또는

제공 장소가 없다 가 52명(17.9% ),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 가 45명(15.5% ), 방

법·지식이 부족하다 가 42명(14.5% ), 경제적 여유가 없다 가 9명(3 .1% )이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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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건강증진 실천 행태

단위: 명(% )

변 수 구 분 명(백분률)

건강증진 실천 행태 운동 191(65.9)

자연식 30(10.3)

기호품 제한 77 (6.6)

정기적인 건강진단 24 (8.3)

영양제, 보조약품 복용 36 (12.4)

건강식품 섭취 21(7.2)

한방보약복용 16 (5.5)

기타 13 (4.5)

주로 실시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

달리기 (조깅, 빨리 걷기) 67 (23.1)

축구 55 (19)

테니스 29 (10)

헬스 16 (5.5)

족구 10(3.4)

등산 7 (2.4)

농구 7 (2.4)

자전거 타기 6 (2.1)

탁구 5 (1.7)

줄넘기 5 (1.7)

수영 3 (1.0)

골프 2(0.7)

운동 실시의 어려움 시설 부족 52(17.9)

시간 부족 104 (35.9)

프로그램 부재 45 (15.5)

경제적인 문제 9 (3.1)

관련 지식 부족 42(14.5)

없다 91(31.4)

기타 12(4.1)

※ 총수 N=290에 대한 각 변수의 응답자 수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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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군 체력검정 관련 내용

군 체력검정 관련 내용으로 전투체육시간 활용 여부 및 운동의 종류, 군 체

력검정표 기준의 적절성과 군 체력검정을 위한 준비기간, 검정종목 및 검정횟수

의 만족 정도에 관한 내용이다(표 11- 1, 11- 2 참조).

수요일 오후 전투체육의 활용 여부에 대해 가끔 전투체육 실시가 130명

(44.8% )으로 가장 많았고, 거의 실시가 106명(36.6% ), 거의 근무실시가 46명

(15.9% ), 특별한 체육활동 없이 휴식하는 경우가 7명(2.4% )으로 나타났다. 전투

체육 종목에 있어서는 축구가 111명(40.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족구가 48명

(16.6% ), 테니스가 37명(12.8% ), 구보가 25명(8 .6% ), 농구가 12명(4 .1% )이였으며,

기타로 탁구, 야구, 등산 등이 14명(4.7% )이었다.

체력검정표에 제시된 수준에 대해서는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적당하거나 낮

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158명(55% )이었고, 팔굽혀 펴기는 66.5% , 오래달리기는

60.7%였다.

체력검정의 준비기간에 있어서는 준비한 적 없다 가 169명(58.3% )으로 가장

많았고, 1주전부터 준비가 61명(2.1% ), 2∼4주전부터 준비가 20명(6 .9% ), 한 달

이상 준비가 26명(9% )이었다.

체력검정 횟수에 있어서는 연 1회가 적당하다가 234명(90.7% )으로 가장 많았

고, 연 2회가 42명(14.5% ), 분기 1회가 6명(2.1% ), 기타의견으로 2년 1회가 7명

(2.4% )이었다.

검정종목에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3종목에 만족한다가 263명(90.7% )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이 23명(7 .9% )이였으며 불만족의 경우 삭제 요망 종목으로

는 윗몸일으키기가 가장 많았고, 추가 종목으로는 순발력을 요하는 단거리 달리

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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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군 체력검정 결과

2001년 군 체력검정 결과는 3종목중 한 종목이라도 불합격한 사람을 불합격

으로 처리하여 전체 대상자 총 290명중 263명(91.7% )이 합격하였고, 27명(9.3% )

이 불합격되었다(표 4).

표 4. 2001년 체력검정 결과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실수(백분율)

윗몸일으키기 불합격 13 (4.5)

4급 214(73.4)

3급 44(15.2)

2급 12(4.1)

1급 4 (1.4)

특급 3 (1.0)

팔굽혀펴기 불합격 8 (2.8)

4급 203(69.7)

3급 67(23.1)

2급 6 (2.1)

1급 4 (1.4)

특급 2(0.7)

오래달리기 불합격 17 (5.9)

4급 24 (8.2)

3급 46(16.0)

2급 56(19.5)

1급 65(22.6)

특급 81(28.2)

최종판정
합격 258 (89)

불합격 27 (11)

※ 총수 N=290에 대한 각 변수의 응답자 수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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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의 경우 4급이 214명(73.4% )으로 가장 많았고, 3급이 44명

(15.2% ), 불합격이 13명(4 .5% ) 등이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는 4급이 202명

(69.7% ), 3급이 67명(23.1% ), 불합격이 8명(2.8% ) 등이었고 오래달리기의 경우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와는 달리 그 분포가 다양했는데 특급이 81명(28.2% )

으로 가장 많았고, 1급이 65명(22.6% ), 2급이 56명(19.5% ), 3급이 46명(16% ), 4급

이 24명(8 .2% ), 불합격이 17명(5 .9% ) 순이었다.

6 . 특성별 합격률

각 특성별 합격률(표 5)은 성별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불합격이 각각 24명

(8 .7% )과 3명(23.1% )이었으며, 계급에 있어 부사관중 불합격이 25명(14% )으로

장교의 2명(1.8% )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병과에 있어서는 전투병과의 불합격이

14명(6 .9% ), 행정·기술 특수병과가 11명(17.5% )이었고, 직책에 있어서는 참모,

지휘관의 불합격이 4명(4.3% )인데 비해, 행정직 및 기타직이 21명(10.8% )으로 높

았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는 군에 있어 불합격이 11명(5 .9% ), 나쁘다

고 생각하는 군의 불합격이 16명(15.7%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을 실시하는

군의 불합격이 10명(5 .2% ),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군의 불합격 17명(17.9% )이었

다. 수면상태에 있어 숙면을 취하는 군의 불합격이 19명(8 .4% ), 그렇지 않는 군

이 8명(12.9% )이었고, 식사형태에 있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군의 불합격이 15

명(7 .5% )이었으며,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군에서 12명(13.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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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1년 특성별 합격률

단위 : 명(% )

변수 합격여부 대상자수 % 변수 합격여부 대상자수 %

성별

남 불합격 24 8.7

운동

여부

미실시 불합격 17 17.9

합격 246 89.5 합격 75 78.9

여 불합격 3 23.1 실시 불합격 10 5.2

합격 10 76.9 합격 182 93.8

결혼

상태

미혼 불합격 14 10.9

수면

상태

못잠 불합격 8 12.9

합격 111 86.7 합격 53 85.5

기혼 불합격 12 7.5 잘잠 불합격 19 8.4

합격 147 91.3 합격 203 98.4

계급

부사관 불합격 25 14

식사

형태

불규칙적 불합격 12 13.2

합격 151 84.8 합격 77 84.6

장교 불합격 2 1.8 규칙적 불합격 15 7.5

합격 105 95.5 합격 181 91.0

병과

전투 불합격 14 6.9
아침

식사

여부

미실시 불합격 4 10.3

합격 190 93.2 합격 34 87.2

행정,기술

특수

불합격 11 17.5 실시 불합격 23 9.2

합격 43 82.7 합격 224 89.2

복무

형태

의무복무,
연장

불합격 9 9.8

간식

미실시 불합격 5 7.0

합격 83 90.2 합격 66 93

장기 불합격 19 9.8 실시 불합격 22 10.0

합격 175 90.2 합격 192 87.7

직책

행정직 불합격 21 10.8

흡연

여부

비 흡연 불합격 6 9.7

합격 171 87.7 합격 56 90.3

참모 불합격 4 4.3 흡연 불합격 19 8.8

합격 86 93.5 합격 191 88.8

업무

만족도

불만 불합격 6 8.6
전투체

육실시

여부

미실시 불합격 5 9.4

합격 64 91.4 합격 47 88.7

만족 불합격 21 9.6 실시 불합격 22 9.3

합격 192 88.1 합격 210 89

건강

상태

나쁨 불합격 16 15.7
체력

검정

준비

안함 불합격 13 7.7

합격 85 83.3 합격 152 89.9

좋음 불합격 11 5.9 준비함 불합격 14 11.8

합격 173 92.0 합격 104 87.4

※ 총수 N=290에 대한 각 변수의 응답자 수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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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체력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 체 력검정 결과와 변수 와의 관계

인구학적인 특성과 윗몸일으키기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생활에 독실

하지 않을수록, 기술병과일수록,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팔굽혀 펴

기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생활이 독실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오

래달리기 결과는 나이가 적을수록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표 6).

직업 관련 특성과 윗몸일으키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병과, 전투병

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직책인 경우, 복무연장인

경우,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보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팔굽혀펴

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투병과가, 직책은 지휘관이, 근무기간이 낮을수

록 높게 나타났고, 오래달리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투병과가 가장 빨랐

으며, 기술, 행정, 특수병과 순이었다. 직책에 있어서는 지휘관, 기타, 참모, 행정

직 순으로 빨랐고, 근무기간이 낮을수록 빨랐다(표 7).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혈압이 낮다고 응답한 군의 측정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

며, 인지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 고 응답한 경우와 BMI에 있어 표준 체

중일수록 측정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팔

굽혀펴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BMI가 표준체중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으로 인지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 라고 응답한 군의 팔굽혀펴기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건강상태와 오래달리기 결과

와의 관계는 BMI에 있어 표준체중일수록 결과가 좋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주관적인 건강인지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군이 결과가 좋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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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윗몸 일으키기(단위:횟수) 팔굽혀 펴기(단위:횟수) 오래 달리기(단위:초)

M±SD F 값 P-value M±SD F 값 P-value M±SD F 값 P-value

성별 남 275(94.8) 48 .53±8 .97 2.630 .009* * 4 0 .81± 7.22 9.324 .000* * 388 .88± 45 .88 - 5 .5 19 .000**

여 13(4.5) 41.69± 12 .69 21.77± 6.51 46 1.23± 52 .33

연령 29세 이하 161(55.5) 52 .09± 7.62 72.715 .000* * 52 .09± 7.62 37.825 .000* * 377.38±38 .73 19 .846 .000* *

30-39세 80(27.6) 48 .12± 7.60 48 .12± 7.60 401.88±58 .66

40세 이상 49(16.9) 37.76± 7.35 37.76± 7.35 419 .83±4 0.37

결혼상태 기혼 128(44.1) 52 .14±8 .17 23.374 .000* * 4 1 .91±8 .06 6.258 .002* * 381.11±4 0.01 6.290 .002* *

미혼 160(55.2) 45 .15±8 .97 38 .48±8 .21 401.14±52 .78

독신(이혼,사별) 1(0.3) 48 .26 40.00 402 .00

종교여부 있음 181(62.4) 48 .18± 10.02 0.024 .981 39 .61±8 .62 -1.033 .302 395 .05±51.91 1.221 .223

없음 108(37.2) 48 .16± 7.47 4 0.65± 7.71 387.83±42 .12

종교생활 아주 독실 6(3.3) 42 .33±8 .80 4 .022 .008* * 37 .33± 7.79 3.509 .016* 378 .50±31.69 1.957 .122

독 실 31(17.1) 44 .74±9 .99 35 .71±9 .80 412 .00±52 .46

보 통 119(65.7) 48 .49±9 .29 4 0.35± 7.67 391.46±50.72

독실하지 않음 25(13.8) 52 .14± 11.26 4 1.70±9 .14 386.03±4 6.00

* M±SD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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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과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윗몸 일으키기(단위:횟수) 팔굽혀 펴기(단위: 횟수) 오래달리기(단위: 초)

M±SD F P-value M±SD F P-value M±SD F P-value
병 과 특 수 11(3.8) 41.82±12.42 2.803 .040* 28.91±12.90 9.625 .000** 444.70±65.70 6.600 .000**

전 투 204(70.3) 48.85±8.56 41.16±7.53 386.13±47.98
기 술 26(9) 49.35±9.53 38.62±6.25 402.58±43.57
행 정 26(9) 45.73±12.55 37.15±10.97 409.42±44.29

직 책 지휘관 25(8.6) 49.80±9.93 7.060 .000** 42.20±8.59 9.225 .000** 377.36±36.68 3.306 .021*
참 모 67(23.1) 48.45±9.80 40.92±8.45 398.96±58.73
행정직 87(30.0) 44.84±9.76 36.38±8.26 400.93±46.06
기 타 108(37.2) 50.69±7.49 42.01±7.22 383.76±43.58

복무구분 장 기 194(66.9) 46.60±9.25 10.144 .000** 39.33±8.24 2.016 .135 396.35±51.60 2.573 .078
복무연장 24(8.3) 52.13±7.21 42.17±6.42 377.00±45.21
의무복무 68(23.4) 51.60±8.96 41.06±8.92 385.04±38.94

계급 부사관 166(57.6) 47.75±9.30 11.419 .000** 39.86±7.61 2.837 .060 393.19±42.92 0.046 .955
소,중,대위 92(31.6)) 51.50±8.40 41.38±9.73 391.33±64.68
영관급이상 30(10.3) 42.63±8.36 37.17±7.63 391.57±23.51

군 복무기간 10년 이하 166(57.2) 51.77±7.81 65.748 .000** 42.04±8.01 31.212 .000** 380.88±43.12 14.631 .000**
11-20년 76(26.2) 47.47±7.63 40.47±6.62 399.93±55.62
21년 이상 42(14.5) 36.62±7.28 31.74±7.28 422.63±41.39

직무만족도 매우만족 65(22.4) 45.89±10.02 3.181 .024* 38.05±8.34 2.219 .086 396.36±44.03 585 .625
대체로만족 153(52.8) 48.30±9.12 40.16±8.71 393.27±55.06
보 통 67(23.1) 50.76±8.29 41.67±6.84 386.17±35.89
대체로불만 3(1) 46.00±8.72 42.00±8.19 379.67±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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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체력 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윗몸 일으키기(단위:횟수) 팔굽혀 펴기(단위:횟수) 오래달리기(단위:초)
M±SD F P-value M±SD F P-value M±SD F P-value

BMI 과소체중 26(9) 46.46±7.59 1.177 .310 36.65±10.62 3.106 .046* 400.20±50.28 10.842 .000**

표준체중 183(63.1) 48.83±9.73 40.74±8.22 383.13±40.65

과다체중 75(25.9) 47.36±8.76 39.31±7.46 412.77±58.96

혈 압 정 상 211(72.8) 48.17±9.19 4.243 .002** 39.89±8.42 2.043 .089 391.48±51.64 .844 .499

낮 음 3(1) 58.67±27.21 46.00±16.52 377.67±19.86

높 음 27(9.3) 43.19±8.77 37.08±8.81 405.54±43.55

모 름 31(10.7) 51.87±6.67 42.29±5.39 382.61±34.75

건강상태 매우건강 35(12.1) 49.91±10.85 1.464 .213 41.26±6.08 .653 .625 380.97±35.80 1.292 .273

대체로건강 153(52.8) 48.62±9.71 39.99±9.49 389.88±44.73

보 통 86(29.7) 47.70±7.16 39.86±6.67 398.65±58.99

나 쁨 14(4 .8) 45.29±10.78 39.14±7.73 405.21±37.99

매우나쁨 2(0.7) 37.50±6.36 32.50±10.61 422.00

스트레스 건강군 31(10.7) 48.58±10.66 .014 .986 40.19±9.27 .014 .986 394.03±62.30 .075 .928

잠재적스트레스군 182(62.8) 48.35±8.93 40.21±8.38 391.75±48.01

고위험군 56(19.3) 48.54±8.88 40.00±7.54 394.37±45.20

* M±SD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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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증진 행태와 윗몸일으키기와의 결과에 있어 음주의 경우 알코

올 의존을 의심할 만한 상태 의 응답군이 윗몸일으키기 결과가 가장 낮게 나타

났고, 정상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

침식사에 있어서는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식을

가끔 하는 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 여

부에 있어서는 매일 운동을 실시하는 군과 2시간 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군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태와 팔굽혀펴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 간식을 가끔 섭

취할수록,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육식을 주로 섭

취할수록, 음식을 싱겁게 먹을수록, 운동을 2시간 이상 실시 할수록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건장증진 행태와 오래달리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운동을 주

1- 2회 규칙적으로 할수록, 운동시간이 2시간 이상할 경우 그 결과가 좋게 나타

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6개월 이상 흡연하고, 하루 한번 이상 흡연하

며, 금연의 욕구가 강할수록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또한 육식을 주로 섭취하고, 식성이 싱거울수록, 아침 식사를 규칙적

으로 할수록, 숙면을 하고 수면을 6시간 취할수록 결과가 좋게 나왔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9,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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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흡연, 음주 , 운동 행태와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
윗몸 일으키기 (단위 : 횟수) 팔굽혀 펴기 (단위 : 횟수) 오래 달리기 (단위 : 초)
M±SD F 값 P-value M±SD F 값 P-value M±SD F 값 P-value

흡연경험 있음 215(74.1) 48.90±8.48 1.213 .228 40.93±7.36 2.757 .007** 390.31±48.24 -1.280 .202
없음 62(21.4) 47.00±11.47 37.00±10.52 399.32±50.62

6개월이상 흡연 있음 208(71.7) 48.33±8.18 0.064 .950 40.63±7.24 0.129 .845 391.42±48.57 .584 .559
없음 25(8.6) 48.16±13.13 40.32±9.89 380.72±31.25

흡연습관 하루한번이상 173(59.7) 48.86±7.55 1.798 .168 40.72±6.99 .306 .737 393.19±49.86 1.284 .279
가끔 16(5.5) 45.13±9.14 39.20±5.93 388.69±34.98
없음 45(15.5) 47.13±12.29 40.31±9.70 380.67±37.38

흡입정도 연기깊게 71(24.5) 48.92±6.96 .510 .676 40.77±6.97 .582 .628 390.07±41.82 .134 .939
적당히 136(46.9) 48.93±8.26 41.27±7.03 389.68±50.81
입에서만 8(2.8) 45.63±11.90 38.14±8.30 400.50±42.41

음 주 정상 158(54.5) 49.06±9.62 2.219 .086 39.51±8.69 1.864 .136 394.59±46.10 1.274 .284
문제음주 44(14.8) 46.79±8.28 39.74±7.12 394.72±69.31
알코올 섭취장애 69(23.8) 48.68±8.60 41.99±7.93 381.61±35.38
알코올 의존을 의심할

만한 상태
(2.8) 41.50±11.44 37.00±8.60 388.43±24.67

운동여부 거의 안함 95(32.8) 4 6.56± 7.91 1.643 .180 38 .24± 8.08 3 .391 .018* 4 03.23±49.76 2 .781 .041*
주 1-2회 지속적 134(46.2) 48.99± 9 .14 41.27± 8.06 384 .83± 39.80
주 3-4회 규칙적 41(14.1) 49.39± 9 .95 38 .78± 7.90 389.61± 39.77
매 일 19(6.6) 49 .32± 13 .68 42.4 7± 10.10 397.16± 91.52

운동시간 1시간 미만 47(16.2) 48.45± 8 .97 .712 .492 39 .53± 8.62 .779 .4 60 395.81±4 6.82 1.101 .334
1-2시간 140(48.3)1 48.79± 9 .87 40.79± 8.08 389.08±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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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식습관, 수면 행태와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
윗몸 일으키기 (단위 : 횟수 ) 팔굽혀 펴기 (단위 : 욋수 ) 오래 달리기 (단위 :초 )

M±SD F P-value M±SD F P-valu e M±SD F P-valu e
식사형태 매우 규칙적 52(17.9) 44 .71± 9 .50 2 .930 .021* 38 .21± 7 .30 1 .401 .234 406 .62± 65 .17 1 .549 .188

규칙적 147(50.7) 48 .4 7± 8 .85 40 .13± 8 .63 387 .20± 39 .74
보 통 49(16.9) 50 .51± 10 .89 41 .80± 8 .64 391 .82± 51 .09
불규칙적 30(10.3) 48 .90± 7.46 39 .03± 7 .29 392 .53± 50 .50
매우 불규칙적 12(4.1) 50 .4 2± 6 .23 41 .50± 7 .98 392 .4 2± 35 .89

아침식사 꼭 먹는다 129(44.5) 51 .00± 9 .16 10 .582 .000** 38 .94± 9 .19 2 .949 .054 401 .50± 54 .72 4 .967 .008**
가끔 먹는다 122(42.1) 45 .81± 9 .59 41 .39± 7 .10 382 .38± 41 .11
안 먹는다 39(13.4) 4 7 .85± 5 .41 39 .28± 8 .11 392 .51± 41 .75

간 식 거의 매일 13(4.5) 48 .77± 13 .61 6 .19 7 .002* 39 .38± 9 .63 5 .454 .005* 390 .31± 37.44 .985 .375
가 끔 206(71) 49 .3 7± 9 .14 40 .99± 8 .3 7 389 .99± 50 .94
없 음 71(24.5) 44 .9 7± 7.90 37.30± 7 .18 399 .34± 42 .06

균형식 육 식 35(12.2) 51 .23± 9 .34 2 .820 .061 41 .54± 7 .30 1 .520 .220 384 .71± 45 .48 .535 .586
육식과 채식 227(78.8) 48 .11± 9 .22 40 .11± 8 .4 6 393 .4 3± 49 .34
주로 채식 26(9) 45 .73± 9 .16 37.85± 7 .00 389 .96± 42 .58

식 성 짜 게 75(26) 48 .35± 7.15 .372 .690 39 .88± 7 .56 .405 .667 393 .13± 45 .83 .527 .591
보 통 196(67.8) 48 .4 1± 9 .69 40 .21± 8 .60 393 .03± 50 .46
싱겁게 18(6.2) 46 .44± 12 .30 38 .39± 8 .10 380 .59± 36 .12

수면상태 숙 면 65(22.4) 4 7.91± 10 .35 .075 .928 39 .49± 9 .20 .159 .853 390 .80± 60 .75 .082 .922
잘 자는 편 161(55.5) 48 .30± 9 .12 40 .17± 8 .4 5 393 .36± 45 .20
깊이 못 잠 62(21.4) 48 .53± 8 .66 40 .11± 6 .94 391 .28± 42 .98

수면시간 8시간 이상 13(4.5) 44 .23± 8 .02 1 .03 7 .376 37.54± 7 .60 .744 .527 405 .69± 36 .71 1 .889 .132
7-8시간 83(28.6) 4 7.96± 11 .81 39 .37± 9 .65 397 .89± 61 .76
6시간 153(52.8) 48 .53± 7.46 40 .53± 7 .34 386 .28± 38 .56
5시간 이하 39(13.4) 49 .26± 10 .01 39 .90± 8 .90 400 .8 7± 5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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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관련 내용에 있어 제시된 체력검정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답한 군

에 있어서 윗몸일으키기 결과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체력

검정준비 기간이 길수록, 체력검정 횟수를 분기 1회로 원할수록 결과가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팔굽혀펴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팔굽혀펴기와 오래달리기의 체력검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와 체력검정기

간이 1달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력검정 관련 내

용과 오래달리기 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요일 오후 전투 체육시간에 거의

전투 체육을 실시할수록, 체력 검정수준에 있어 오래달리기가 수준이 낮다고 답

할수록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표 11- 1, 표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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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1. 군 체력검정 관련 내용과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윗몸 일으키기(단위:횟수) 팔굽혀 펴기(단위:횟수) 오래달리기(단위:횟수)

M±SD t or F 값 P-value M±SD t or F 값 P-value M±SD t or F 값 P-value

전투체육시간 거의 실시 106(36.6) 50.39± 8.21 3.449 .017* 41.43± 6.66 2.526 .058 380.19±39.99 4 .608 .004**

가끔 실시 130(44.8) 46.88± 7.72 39 .29± 7.91 395.52±44.03

거의 근무 46(15.9) 46.89±12.43 39.50±11.29 409.67±68.49

휴 식 7(2.4) 51.00±18.96 34.43±11.46 404.29±54.64

검정수준 너무 높다 42(14.5) 45 .67± 7.69 4 .593 .001** 40.81± 6.48 1.999 .095 392.79±34.60 .193 .942

-윗몸일으키기 약간 높다 82(28.3) 47.99± 8.65 39 .39± 8.13 395.15±46.56

적 당 140(48.3) 48 .46± 9.23 39 .81± 9.04 391.93±55.78

약간 낮다 15(5.2) 50.67± 8.68 41.43± 3.61 383.67±29.65

너무 낮다 3(1.0) 67.33±20.03 52.33±12.06 387.67±18.15

검정수준 너무 높다 23(7.9) 46.83± 7.00 4 .101 .003** 40.00± 6.58 2.94 7 .021* 385.91±32.04 1.296 .272

- 팔굽혀펴기 약간 높다 68(23.4) 46.46± 9.13 37.82± 8.44 403.35±48.39

적 당 171(59.9) 48 .49± 8.98 40.56± 8.50 389.96±51.58

약간 낮다 15(5.2) 51.73± 8.16 42 .43±4 .20 380.73±41.25

너무 낮다 4(1.4) 63.00±18.51 49.25±11.62 386.50±15.00

검정수준 너무 높다 42(14.5) 44 .57± 8.4 7 5.121 .001** 38 .12± 8.26 3.333 .011* 413.62±70.24 3.161 .015*

- 오래달리기 약간 높다 63(21.7) 49.11±10.65 39 .94± 8.69 394.59±43.95

적 당 159(54.8) 48 .23± 8.05 39 .96± 8.11 388.02±43.41

약간 낮다 13(4.5) 54 .31± 8.32 45 .83±4 .75 369.38±36.51

너무 낮다 4(1.4) 63.25±18.28 49.25±11.62 387.75±14.82

* M±SD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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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2. 군 체력검정 관련 내용과 체력검정 결과와의 관계

변수 구분 대상자수(%)
윗몸 일으키기(단위:횟수) 팔굽혀 펴기(단위:횟수) 오래달리기(단위:횟수)

M±SD t or F 값 P-value M±SD t or F 값 P-value M±SD t or F 값 P-value

체력검정준비 없 음 169(58.3) 49.38±8.10 2.116 .064 41.18±6.48 3.719 .003** 389.40±48.33 1.190 .314

1주일전부터 61(21) 46.72±9.60 38.75±9.36 391.10±45.54

2-4주전부터 20(6.9) 44 .45±11.02 34 .65±12.23 416.80±64 .16

1달전부터 18(6.2) 45.06±10.55 37.56±9.40 397.41±33.41

1달 이상 8(2.8) 49.38±12.06 45.13±12.35 393.25±32.27

기 타 12(4.1) 50.25±13.43 39.42±8.61 392.08±48.53

체력검정 연1회 234(81) 48.01±9.28 1.374 .251 39.77±8.50 .410 .746 394.39±51.30 1.229 .300

시행횟수 연2회 42(14.5) 49.10±9.64 41.31±7.76 382.14±31.12

분기1회 6(2.1) 54 .50±5.21 40.33±3.61 373.33±33.25

기 타 7(2.4) 45.00±7.07 40.00±7.66 405.00±40.17

검정만족도 만족 263(90.7) 48.43±9.16 0.753 .452 39.91±8.43 0.344 .410 390.56±44 .46 -1.611 .108

불만 23(7.9) 46.91±10.20 41.39±6.09 407.39±78.74

* M±SD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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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 력검정 합격 관련 요인 분 석

체력검정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용하여 체력검정 합격과의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력검정 3가지 종목중 한가지 종목이라도 불합격한 사람

을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 sion )을 시행하였다

(표 12).

표 12. 체력검정 합격과 관련 요인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기준집단 교차비 95% 신뢰구간

성 여자 261.433 (2.319, 31954.362)*

연령 1.426 (.761, 2.674)

결혼 미혼 .610 (.026,14.485)

직책 참모이하 .105 (.008, 1.425)

복무형태 단기, 복무연장 .249 (.017, 3.585)

복무기간 .780 (.436, 1.398)

업무만족도 만족 .195 (.012, 3.228 )

병과
특수,행정,
기술병과

25.240 (1.632, 390.389)*

계급 부사관 570.474 (9.575, 33987.571)* *

BMI .565 (.337, .848)* *

스트레스 1.030 (.866, 1.225)

건강상태 보통이하 6.926 (.903, 53.115)

흡연 흡연함 1.416 (.088, 22.683)

음주 1.147 (.981, 1.341)

아침식사여부 안먹음 .475 (.022, 10.104)

간식여부 실시하지 않음 .263 (.015, 4.665)

운동여부 실시하지 않음 25.928 (2.504, 268.420)* *

수면상태 깊이 못잠 1.347 (.100, 18.180)

검정준비 준비한적 없음 .235 (.023, 2.361)

전투체육 실시하지 않음 .067 (.002, 2.295)

P-valu e < 0.05 : *, P-valu e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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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 290명중 남자가 여자보다 합격할 확률이 261배, 병과는 전투병

과가 타 병과에 비해 25배, 장교이상의 계급이 부사관에 비해 570배, 운동을 실

시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배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비만지수(BMI)는 신체비만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0.6배로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한

군이 그렇치 않은 군보다 합격할 확률이 7배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 40 -



Ⅴ .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00군단 지역내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므로 전체 한국군 간부를 대상으로 일반화(g eneralizat ion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인 설문지는 여러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자 자

신이 대상자에 맞게 수정, 적용하였으므로 표준화(standardizat ion )하지 못했다 .

2 .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 ) 대 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인 290명의 군 간부 중 남녀의 비는 남자가 94.8% , 여자가4.5%로

여자가 훨씬 적었었는데, 이는 2000년 현재 한국군 남녀의 비를 비교할 시 여자

군인의 구성비율이 0.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급 현황은 하사- 중사가 36.8%

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10년 이하가 57.2%로 군대 계급의 피랏밋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신체비만지수(BMI)의 경우 과다 체중인 사람이 25.9%였고, 평균 BMI는

23.37로 1995년도 국민건강조사 결과(13.9% )와 이지현(1995)의 군간부를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1.4% )보다 높았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Harrison 등 (2000)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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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BMI인 25.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과다 체중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본 연구결과 체력 검정 합격 여부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해군을 대상으로 한 Bennet t (1987)의 연구에서도 미

해군 전투 체력검정 결과 10%의 불합격자의 주요 불합격 요인이 과다 체중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신이 인지한 혈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정상이다 라고 답하였으나 자신의

혈압을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한 경우도 10.7%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건강교육, 보건교육과 신체검진시 보다 세심한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자가평가

하는 것으로 1문항이며 매우 건강하다 ,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건강하지 않는 편이다 , 매우 건강하지 않다 로 측정하였다. W are,

Davis - Av ery와 Donald는 일반 건강인식에 대한 39편의 연구를 검토한 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1문항으로 된 이 도

구가 신뢰성이 있고 반복 가능하며 건강상태에 대한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하였다. 전경자(1994)의 연구에서 자신이 건강한 편

또는 매우 건강 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93.4%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64.9%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이지현(1995)의 건강한 편이

다 , 매우 건강하다 라고 답한 87.1%보다 낮은 수준이나, Harr is Gut en의 연구

(1979)에서 자신이 건강하다 라고 대답한 51.2% , 국민건강조사(송견용 등, 1993)

의 55.7% ,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윤경희(2000)연구에서 47.1% , 심형일

(2000)의 45.8%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군인의 경우 건

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일반 직장인 및 성인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62.8%로 가장 많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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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1995)의 연구에서 수도권 지역의 간부 대상자의 80.5%가 저 스트레스 군으

로 가장 많았던 연구결과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전방근무로 인한 잦은 훈

련, 대기 상황 및 긴장감으로 인해 타 후방지역의 군 간부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흡연률 74.1%로 하영호 등(1994)의 부사관과 장교의 흡연률 69.4% ,

해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조성현(1992)의 73.8% , 박현주(1990)의 군 간부 건강관

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의 흡연률 76.8%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우리나라 20

세이상 성인 흡연률 73.0% (사회통계조사, 1995), 일반 성인의 흡연률 67.8%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보건의식행태조사 에

서의 성인남자 15세∼69세의 흡연률 61.0% , 최경혜(2000)의 53.7%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미군을 대상으로 1998년 조사한 흡연률 29.9% (Bray 등, 199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2%를 차지하고 금연 의도에 있어 96.9%가 금연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흡연 중이며, 향후 5년 뒤의 흡연 습관에 있어 확실히 금연할 것이라고 답

한 사람이 40.7%였다. 흡연은 1985년 미국 공중 위생국 보고서에서 사망이나 불

구를 야기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듯이(Surg eon Gen eral,

1985) 흡연은 군 장병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즉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군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금연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며 부대 지휘관의 관심

여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금연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방부에서도 금연교육 교안 등을 발간하고

금연교육의 틀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의학과 보건간호 중심하

의 군내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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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이 시급하다. 신숙호(1998)의 연구에서도 논산훈련소에서 금연교육을 받

은 병사의 흡연률이 그렇지 않은 신병 교육대 병사에 비해 0.8배 낮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금연 의도를 가진 사람이 96.9%로 나타났음을 볼 때, 군부대내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금연운동이 정착될 시 타 조직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군의 경우 부대 건물 내에서는

강제 흡연을 규정화 하고, 지정된 흡연 장소 이외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

다. 하지만 한국군의 경우 이러한 부대 건물 내 흡연에 대한 규제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으며 사무실 내의 흡연이 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축이고 비흡연자

에게 많은 건강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많은 군부대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흡연규제 규정의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흡연에 관한 몇몇 보고에 의하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비 건강행

태, 즉 아침을 더 먹지 않고, 운동을 덜하며, 술을 심하게 마시며 과체중자가 더

많은 것으로(조동선, 1994; 김선미 등, 1996)나타났으며, 1992년 실시한 보건의

식 행태조사 에도 남자에게서 흡연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며, 음주를

하고, 밤 9시간 이상 자고,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복용하고, 짜게 먹고. 맵게 먹

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혈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조절을 하지 않는 사람

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인체의 영향은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된 AUDIT 를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알코올 섭취

장애가 23.8% , 문제 음주가 14.8% , 알코올 의존을 의심할 만한 상태가 2.8%로

나타나 4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험성 있는 음주에 해당되었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도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최경혜(1999)의 음주률 81.3%와 음주빈도에 있

어 주 1- 2회 음주하는 경우가 73.1% , 이지현(1995)의 군 간부의 주 2- 3회 이상

음주률 74.1%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 유무나 음주의 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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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측정 즉, 음주의 양에 대한 3문항, 음주 행태에 대한

3문항 및 정신- 사회적 문제 유무에 대한 문항 4문항으로 구성된 신체- 정신- 사

회적 문제에 유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방법으로 타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 연구에서 41.5%가 위험성 있는 음주로 나타남은 군에서의 음주 행

태가 사회보다 상당히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규범과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근래의 연구중 음주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당량의 음주가 오히

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Martmot , 1981), Alameda County

연구에서도 적절한 음주를 건강실천행태(Belloc & Breslow , 1972)라고 하였으나,

지나친 음주는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 상병률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교통사

고, 작업장에서의 사고, 여가활동 중의 사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고, 방화, 살

인, 자살, 절도, 폭력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 유럽회원국들의 자

료에 근거한 통계에 의하면 알코올이 사회에 끼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의

경제적 가치는 GNP의 2- 3%에 이른다고 추계하고 있다(Leht o, 1995). 또한 일반

적으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약물남용(sub st ance abu se)으로 중요

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이나 알콜 내성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평가되

고 있다(이정균, 1984). 따라서 과거의 알코올 중독이나 과음자와 같은 일부 사

람들에게만 음주의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관련 문제, 즉 음주로 인

한 가정문제, 직장문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으로 음주로 인

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일부 과음자들만이 아닌 군대내 술을 마

시는 전체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운동상태를 보면 32.8%가 거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서울시 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김성숙(1997)의 연구

59.2% , 윤경혜(2000)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59.1% , 심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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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7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육군의 경우 매주 수요

일 오후가 전투체육으로 지정되어 있고, 군인에 있어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임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 성인에 비해 스스로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해군 19,510명을 대상으로 한 H arrison 등

(2000)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63%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15%만이 운동을 거의 실시 않는다 는 연구결과 와 1998년 전체

미육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67.7% (http :/ / w w w .tr icar e .osd .m il)가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고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타 일반성인에 비해 규칙적

인 운동 실시률은 높으나 한국군의 경우 주 3회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실시률이

20.7%로 타 외국군, 즉 미육군과 미해군에 비해서는 운동 실시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운동 실시에 대한 어려움을 35.9%가 시간부족으로 응답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시간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전투체육시간 활용 여부에 있어 전투체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36.6%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전투체육시간이 부대 업무의 연장이나 개인업무로 전투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 종목에 있어

서는 축구가 40.3% , 족구가 16.6%로 거의 구기종목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구기

종목 등과 같은 임기응변식의 전투체육 활동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체

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재 간부와 병사가 상이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장병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장병 개개인부터 각급 부대 지휘관까지

전투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며, 장병 개개인을 위한 군부대내의 보다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군 체

육시설에 있어 국군 체육부대와 교육기관인 육군 3사관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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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령부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각 부대에도 우천 및 날씨등에 구애 받지 않

고 일년내내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

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및 체력관리실 등이 요구되며 철저한 관리로 군

장병의 활용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군 간부들의 건강관리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체력검정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나이에 따른 체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근거한 각 연령별로 체력검

정의 급수 및 합격선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5세 단위 연령별로 고정되어 있는

체력급수 규정을 연령별·차등별로 재조정하여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연령선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타당한 합격 수준선 제시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미군은 1984년부터 사용되어진 기존의 체력검정 기준을 1992년부터 미

군체육학교(Army Phy sical F itness S chool)에서 12개 지역의 군인 2,588명을 대

상으로 한 5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1998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Louis , 1997).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자의 체력은 남자에 비

해 특이할 만하게 증강되어 점차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성별 차이가 줄어들고 있

으며, 지난 15년 동안 여자의 경우 체력검정 점수가 4.7% 향상된 것에 비해 남

자의 경우 2.6%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98년 제시된 새로운 체

력검정 기준표는 과거 여성의 경우 남성의 83% 정도 수준의 기준치를 남성의

90.8% 정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남녀 공히 전체적인 합격 기준을 상향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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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할만한 것은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95- 110%

정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체력검정 기준은 윗몸일으키기에 있어

남녀 동일한 기준치를 제시하였다(T RADOC New s Service, 1997).

직업 관련에 있어서는 기술병과, 전투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병과 및 전투병과의 경우 많은 육체적인 훈련과 병과 특

성상의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이 체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체력검정 수준이 너무 낮다 라고 답한 군에 있어서 전체적인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 스스로가 체력검정 종목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체력에 비하여 그 기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검정 준비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꾸준한 준비와 연습

으로 그 결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전투병과일수록, 근무년수가 낮

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 진

다. 또한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할수록, 체력검정 준비기간이 길수록 결과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평소의 규칙적인 운동과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체력검정 측정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된

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전투병과 일

수록, 지휘관일수록 , BMI가 표준체중일수록, 운동을 주 1∼2회 규칙적으로 실

시할수록, 운동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육식을 섭취하고 음식을 싱겁게 섭취

할수록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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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력 검정 합격/ 불합격 관련 요인

체력검정 종목인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기기 중 어느 한 종목이라

도 불합격한 사람을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 결과 총 대

상자자 290명중 263명(91.7% )이 합격하였고, 27명(9.3% )이 불합격되었다. 전체

미군의 체력검정 불합격률 10∼15%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미군체육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경우의 체력검정 결과는 대체적으

로 좋았으나, 17세 - 21세의 젊은 군인 그룹에서 남자의 경우 2mile (3.2Km ) 오래

달리기의 불합격률이 16.6%었으며 3종목 전체적으로는 29.9%의 불합격률을 나

타내었고, 여자의 경우 17- 21세의 그룹에서 2mile 달리기는 28.8% , 3종목 전체적

으로 36.6%의 불합격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젊은 군인의 경우 체력의 중요성

에 대한 자기 동기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O ' Conn or 등, 1990). 그러

나 나이에 따른 불합격률은 본 연구결과 29세 이하가 11% , 30∼39세 이하가

9.9% , 40세 이상이 12.7%로 연령 별 차이는 없었다.

전체 대상자 290명중 남자가 여자보다 합격할 확률이 261배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13명으로 그 대상자가 많지 않았으므로 향후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병과는 전투병과가 타 병과에 비해 합격할 확률이 25배 높았

는데 이는 전투병과의 경우 수행 임무에 있어 타 병과보다 육체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훈련이나 생활로 평소 체력단련이 타 병과 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계급은 장교 이상의 계급이 부사관에 비해 합격할 확률이 570배 높았는데 이

는 장교의 경우 계급사회에서 하급자보다 측정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권위 실추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평소 기초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체력검정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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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운동을 실시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배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소의 규칙적이 운동이 체력검정 결과를 좋게 할 수 있고, 이는

군 체력검정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신체비만지수(BMI)는 신체비만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0.6

배로 낮았는데, 이는 미해군의 대상으로 한 Benn ett (1987)의 연구에서도 미해군

전투 체력검정 결과, 10%의 불합격자의 주요 불합격 요인이 과다 체중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합격할 확률이 7배 높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미해군을 대상으로 한 Linen g er 등(1991)에서는 1987년 12.4%가 체력검정에

불합격되었으나 생활습관에 있어 간단한 활동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으

로 1988년에는 불합격자가 5.1%로 줄었으며, 1.5mile 달리기의 경우 1987년

8.4%의 불합격률이 4%로 줄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해군을 대상으로 한 Con w ay와 Cron an (1992)의 연구에서는 흡연이 1.5mile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결과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

구에서는 흡연과의 관련성은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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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군 체력 검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한국군 체력검정에 있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째, 현재 검정결과에 있어 특급∼4급까지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단계별 급

수보다는 점수화하여 많이 할수록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횟수별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동기부여 측면과 개인별 지속적인 체력 향상을 관찰할 수 있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측정 시 현재 급수화 되어 있기는 하나 장교

자력표 기재 시에는 합격·불합격만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2001년 체력검정 결

과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의 경우 대상자의 73.4% , 69.7%가 4급에 집중되어

있었고 체력검정 수검 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최저 합격선 만을 실시, 중도 포

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개인별 정확한 체력 검정이 어렵고 또한 동

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검정결과를 통한 군 전투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급수를 반영하고 성적 우수자 및 우수부대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어 동기부여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체력 검

정을 위한 야전교범이나 체계화된 지침 및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측정부

대마다 다소 실시 및 수검에 있어 상이함이 초래되므로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야전교범, 지침서등의 발간 및 전 군 배포가 필요하다. 넷째, 체력검정 기

준치가 매년 수정·변경되고, 전년도 측정결과에 따라 기준치가 변경됨으로써

기준치 하향을 위해 수검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는 최저 합

격선까지만을 실시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개인별, 부대별 정확한 체력검정 측정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정확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지속적

인 측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군의 전투력 발전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체력검정을 기타 신체질환이

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 검정실시가 장기적·단기적으로 불가한 간부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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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체 측정 할 수 있는 대체측정 종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체력

검정 결과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로 1회 이상

의 수검이 불가한 간부들을 위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정종목이 개발되어 대

상 간부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여섯째, 한국 군 체육의 낙후성과 체력 향상을 위한 군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35.9%가 운동실시의 어려움으로 시간부족으

로 응답했으며 전투체육시간의 경우 30.6%만이 전투체육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점과 전투 체육이 구기운동을 중심으로 한 흥미 위주의 체육활동과 즉흥적, 자

율적으로 전투 체육 시간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활동 및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교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체력 단련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운동장 등 시설사용, 효과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재하고 이를 전담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전담교관이나 교육받은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운동이 체력검정 합격의 중요 요인으로 규명되었으므로 한국군 체육과 운

동의 활성화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군의 군 체육현실과 발전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군 체력검정시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신체비만지수(BMI)를 함께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BMI역시 체력검정 합격의 중요 요인이었으며, BMI는 보다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므로 군 체력검정

결과표에 이러한 대상자의 BMI를 함께 측정, 관리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는 지

속적인 자가관리의 동기부여와 함께 향후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

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체력검정 실시 전 체력검정을 준비하던 간부들이 오래달리기 연습 중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체력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한국

군의 경우 그 기준치에 있어 타 외국군의 경우보다 낮으며, 본 연구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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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자의 10% 미만으로 기준치가 높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에 대

한 논란보다는 군 간부들이 체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력검정을 위한 검정 실시

전의 급작스러운 준비가 아닌 평소 꾸준히 체력을 유지, 향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이를 위한 운동여건 및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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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의 건강증진 행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건강증진 행태와

군 체력검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향후 군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단면 연구로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00군단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 및 장교를 대상으로 한 296명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자를 제외한 290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4월 16

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

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태 및 군 체력검정

관련 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 S

W in dow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ANOVA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체 대상자 290명중 263명(91.7% )이 합격하였고, 27명(9.3% )

이 불합격하였다.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생활이 독실하지

않을수록, 기술병과 일수록, 복무 연장인 군, 직무 만족도가 보통인 군,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군, 간식을 가끔 하는 군, 체력검정 수준이 너무 낮다고 응답한

군에서, 체력검정 준비 기간이 길수록 그 결과가 높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연

령이 낮을수록, 종교생활이 독실하지 않을수록, 전투병과일수록, 지휘관일수록,

간식을 가끔 섭취하는 군,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할수록, 체력 검정 준비

기간이 길수록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

년수가 낮을수록, 전투병과 일수록, BMI가 표준 체중일수록, 육식을 주로 섭취

하고, 음식을 싱겁게 먹을수록, 운동을 주 1- 2회 규칙적으로 실시할수록, 운동시

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체력 검정에 합격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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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보다 261배, 병과는 전투병과가 타 병과에 비해 25배, 장교이상의 계

급이 부사관에 비해 570배, 운동을 실시할수록 그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배 높

았다. 또한 신체비만지수(BMI)는 한 단위 증가할 수록 합격할 확률이 0.6배 낮

아졌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체력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증진 행태로

는 운동이었으며 건강상태는 BMI였다.

본 연구결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를 강원

도 지역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 전·후방 여러 지역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 또는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후,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세째, 대상자에 있어 한국군 간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

데, 현재 한국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의 미군들과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연구결과에 있어 한국군 간부의 음주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위해 한국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알코올 소비 양태 및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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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지

군 간부의 건강증진 행태와 체력검정의 연관성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후방 각지에서 각자의 임무완수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건강상태

와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간호장교입니다.

본 설문지는 군의 기간이 되는 장교, 부사관 여러분의 건강증진 행태와 현재 군에서 매년

측정하고 있는 체력 검정 결과와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분이 참여하여 응답하여 준 내용은 군 간부의 향후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계획 수립에 귀

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비밀이 보장이 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오니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 년 4 월

국군춘천병원 재활간호장교 대위 김 미양

※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해당 문항에 표시 (∨ ) 하거나 직접

답을 기입해 주십시오

Ⅰ . 다 음 은 건 강과 관 련 된 생 활 양 식 입니 다 .

1. 귀하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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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혈압은?

마지막으로 검사한 혈압의 수치는? ( / m mH g )

① 정상이다. ② 정상보다 낮다.

③ 정상 보다 높다. ④ 잘 모르겠다.

3 . 나이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4 . 흡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5번으로) ② 아니오 (13번으로)

5 . 적어도 6개월 이상 매일 흡연한 기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최근 1주일 동안 귀하의 흡연 습관은?

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매일 피웠다.

② 피우지 않는 날도 있었다.

③ 전혀 피우지 않았다.

7 . 귀하의 건강이 현재 흡연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

②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③ 아직까지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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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흡연시 귀하가 피워 없애는 담배의 길이를 아래에 ∨표 하십시오.

필터 5/ 5 4/ 5 3/ 5 2/ 5 1/ 5

9 귀하는 담배를 어떻게 피우십니까?

① 연기를 깊이 들이 마신다. ② 연기를 적당히 들이 마신다.

③ 연기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내 뿜는다.

10. 귀하가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언제입니까? 만 세

11.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거나 현재 피우고 있다면 그 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

까?

년간 피우고(피운적이) 있다.

12.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금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① 아주 강렬히 있다.

② 많이 있다.

③ 약간 있다.

④ 전혀 없다.

13. 향후 5년동안 귀하의 예상되는 흡연 습관은?

① 확실히 매일 피울 것이다.

② 아마도 매일 피울 것이다.

③ 아마도 매일은 피우지 않을 것이다.

④ 확실히 금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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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음주관련 내용입니다. 관련되는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점 수

0 1 2 3 4

① 술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 입

니까?
전혀

안마신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 4번

일주일에

2- 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② 한 번의 술자석에서 술은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 (소주, 맥주, 양주

구분없이)

전혀 안

마신다
1- 2잔 3- 4잔 5- 6잔 7- 9잔

10
잔

이

상

③ 한 번의 술좌석에서 6잔(또는 맥주

2000cc이상)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

도 입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④ 지난 1년간, 일단 술을 마시기 시

작하여 자제가 안된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⑤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

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⑥ 지난 1년간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⑦ 지난, 1년간 음주 후 술을 마신 것

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⑧ 지난 1년간, 술이 깬 후에 취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

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⑨ 당신의 음주로 인해 본인이 다치

거나 또는 가족이나 타인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동안에

는

없었다.

지난

1년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다.

⑩ 가족이나 의사가 당신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술을 끊거나

줄이라 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

까?

전혀

없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1년동안에

는

없었다.

지난

1년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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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규칙적이다. ② 대체로 규칙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규칙적이다. ⑤ 매우 불규칙적이다.

16. 귀하는 아침 식사를 드십니까?

① 꼭 먹는다. ② 가끔 먹는다. ③ 안 먹는다.

17. 귀하는 정기 식사시간 사이에 간식을 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전혀 안 한다.

18. 귀하가 주로 드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① 주로 지방질 음식이나 육류 등의 육식을 많이 먹는다.

②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고 있다.

③ 주로 채식을 한다.

19. 귀하의 식성은 어떠합니까?

① 짜게 먹는다. ② 보통이다. ③ 싱겁게 먹는다.

20. 귀하의 수면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아주 잘 잔다(숙면을 취한다). ② 잘 자는 편이다.

③ 깊이 못 자는 편이다. ④ 전혀 못 잔다.

21. 귀하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수면 시간은 ?

① 8시간 이상 ② 7 - 8시간 ③ 6시간 ④ 5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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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하는 현재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거의 안 한다. ② 주 1 - 2회 정도 지속적으로 한다.

③ 주 3 - 4회 이상 규칙적으로 한다. ④ 매일 한다.

23. 운동을 하신다면 1일 평균 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24. 귀하께서는 주로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25. 귀하께서는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표 하

여 주십시오.

① 주위에 시설 또는 제공 장소가 없다. ② 시간이 없다.

③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 ④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⑤ 방법과 지식이 부족하다. ⑥ 어려움이 없다.

⑦ 기타

26. 아래 항목 중 귀하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표하

여 주십시오.

① 운동 ② 자연식 ③ 기호품 제한(커피, 술, 담배 등)

④ 건강진단 수검 ⑤ 보조 약품 복용(영양제, 비타민, 간장 약 등)

⑥ 건강식품의 사용(인삼가공식품, 효소제품, 건강차류 등) ⑦ 보약 복용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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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난 한 달 동안을 돌아보시고 관련되는 난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②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③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낀다.

④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⑤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⑥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⑦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⑧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나가고 있다고 느낀다.

⑨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⑩ 어떤 일에 착수(시작)할 수 있다.

⑪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다.

⑫ 안절부절 못 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⑬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⑭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⑮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원하는 시간보다 잠에서 일찍 깨게 된다.

- 68 -



Ⅱ .다음 은 군 체력 검 정 에 관 한 사 항 입니 다 .

28. 수요일 오후 전투 체육시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① 주로 전투 체육실시 ② 가끔 전투 체육실시

③ 거의 근무 실시 ④ 특별한 체육 활동 없이 휴식

29. 만약 전투체육을 하신다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기록하여 주십시오)

30. 체력검정표에 제시된 수준은 귀하가 생각하기에 어떠합니까?

너무 높다 약간 높다 적당하다 약간 낮다 너무 낮다

① 윗몸 일으키기

② 팔 굽혀 펴기

③ 오래 달리기

31. 체력검정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① 준비한 적이 없다.

② 1주일 전부터 준비

③ 2주 - 4주전 부터 준비

④ 1달 전부터 준비

⑤ 1달 이상 준비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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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 체력 검정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연 1회가 적당하다.

② 연 2회가 적당하다.

③ 분기 1회가 적당하다.

④ 기타 :

33. 체력검정 종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측정 종목에 만족한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34. 만약 측정종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1) 삭제 요망 항목

2) 추가 요망 항목

Ⅲ . 다 음 은 개 인적 인 특 성 에 관 한 사 항입 니 다 .

35. 군 :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기타

36. 성 : ① 남 ② 여

- 70 -



37. 병과, 주특기 :

38. 직책 : ① 지휘관 ② 참모 ③ 행정직 ④ 기타

39. 복무구분: ① 장기 ② 복무연장 ③ 의무복무

40. 계급 : ① 하사 ② 중사 ③ 상사 ④ 원사 ⑤ 준위

⑥ 중· 소위 ⑦ 대위 ⑧ 소령 ⑨ 중령 ⑩ 대령이상

41. 연령 : 만 세

42. 신장 : Cm

43. 몸무게 : Kg

44. 군 임관 시기 : 년 월

45.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결혼 ③ 독신(이혼, 사별) ④ 기타

46. 종교 : ① 있음 ② 없음

47. 종교가 있다면 귀하의 종교생활은 어떠하십니까?

① 아주 독실하다. ② 독실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독실하지는 않다. ⑤ 거의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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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다 음 은 체 력검 정 결 과 에 관 한 내 용입 니 다 .

47. 작년도(2000년)의 체력검정 결과를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체력검정 결과 횟수 특급 1급 2급 3급 4급 불합격

① 윗몸일으키기 회

② 팔굽혀펴기 회

③ 오래달리기 분 초

48. 금년도(2001년)의 체력검정 결과를 적어 주십시오.

체력검정 결과 횟수 특급 1급 2급 3급 4급 불합격

① 윗몸일으키기 회

② 팔굽혀펴기 회

③ 오래달리기 분 초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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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부표 1. 위 계 적 다 중회 귀 분 석 결과 (윗 몸일 으 키 기 )

변 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모형 Ⅴ

β P-value β P- 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나이 - .936 .000 * * - 1.281 .000 * * - 1.341 .000 * * - 1.243 .002 * * - 1.250 .002 * *

결혼상태 2.789 .203 3.467 .133 3.733 .118 3.449 .171 3.296 .199

직책 3.021 .135 3.114 .131 2.979 .163 3.240 .138

복무구분 - 1.965 .456 - 2.341 .387 - 3.607 .226 - 4.004 .197

복무년수 .302 .317 .312 .322 .414 .203 .397 .227

업무만족도 .925 .598 .830 .653 .708 .720 .832 .678

병과구분 5.334 .016 * 4.707 .042 * 4.426 .058 3.703 .138

계급구분 2.215 .186 1.335 .454 1.043 .563 .113 .956

이완기혈압 .128 .263 .145 .206 .184 .142

수축기혈압 - .125 .230 - .138 .184 - .171 .130

BMI .254 .504 .433 .270 .495 .219

스트레스 0.084 .440 - 0.03 .842 - 0.06 .640

건강상태 3.220 .096 2.488 .216 2.572 .207

흡연기간 - .279 .218 - .292 .203

식사형태 - 2.292 .231 - 2.817 .162

음주 0.012 .921 0.011 .929

운동여부 .710 .675 1.219 .495

수면상태 - 4.949 .076 - 3.918 .200

검정준비 - 1.074 .552

전투체육 - 2.427 .362

F 47.854 * * 14.970 * * 9.548 * * 7.543 * * 6.714 * *

R2 .581 .655 .682 .719 .725

R2 change .581 * * .074 * .026 .038 .006

* : P - v alue< 0.05

** : P - v alu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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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팔굽혀펴기 )

변 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모형 Ⅴ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나이 -.887 .000 ** -1.460 .000 ** -1.346 .000 ** -1.199 .004 ** -1.202 .004 **

결혼상태 3.606 .093 3.400 .156 3.561 .139 2.309 .380 1.805 .495

직책 1.558 .455 1.062 .607 .915 .680 .910 .685

복무구분 -.178 .948 -.772 .777 -.163 .958 .184 .954

복무년수 .551 .081 .458 .151 .380 .264 .348 .307

업무만족도 1.111 .542 -0.059 .975 -.593 .775 -.410 .843

병과구분 .979 .665 1.496 .514 1.351 .575 1.178 .645

계급구분 1.484 .392 1.414 .432 1.330 .482 .787 .713

이완기혈압 0.053 .630 0.064 .636 0.064 .615

수축기혈압 -0.046 .965 -0.044 .967 -0.083 .943

BMI -.196 .610 -.329 .423 -.251 .546

스트레스 0.053 .625 0.057 .660 0.037 .783

건강상태 4.800 .015 * 4.781 .026 * 5.021 .020 *

흡연기간 -0.027 .909 -0.027 .910

식사형태 1.986 .321 1.312 .526

음주 0.034 .795 0.053 .688

운동여부 2.407 .178 2.836 .129

수면상태 -.958 .739 .824 .793

검정준비 .668 .721

전투체육 -3.624 .191

F 42.306 ** 10.918 ** 7.762 ** 5.540 ** 5.112 **

R2 .551 .581 .635 .653 .667

R2 change .551 ** .030 .054 .018 .014

* : P - v alue< 0.05

** : P - v alu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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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3 . 위계 적 다 중 회귀 분 석 결 과 (오 래 달리 기 )

변 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모형 Ⅴ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

e

나이 4.376 .000 ** 10.067 .001 ** 7.229 .016 * 6.385 .063 6.362 .054

결혼상태 -19.293 .310 -23.433 .256 -22.088 .269 -18.207 .411 -22.977 .287

직책 -16.680 .355 -7.007 .686 -6.465 .731 -2.935 .873

복무구분 15.084 .528 22.370 .331 19.283 .464 11.393 .660

복무년수 -5.637 .039 * -3.864 .147 -3.884 .178 -4.415 .114

업무만족도 -4.491 .774 11.296 .468 12.290 .483 14.648 .385

병과구분 -27.890 .173 -34.478 .085 -36.024 .089 -52.770 .016 *

계급구분 9.441 .533 2.006 .896 4.852 .767 -11.873 .501

이완기혈압 .101 .916 .156 .876 .910 .383

수축기혈압 .138 .874 .120 .895 -.512 .585

BMI 6.989 .035 * 7.178 .046 * 8.105 .021 *

스트레스 -.249 .785 -.368 .742 -1.012 .369

건강상태 -35.661 .031 * -34.138 .060 -30.430 .083

흡연기간 .980 .623 .826 .667

식사형태 -5.281 .755 -16.000 .342

음주 .297 .789 .328 .761

운동여부 -14.187 .347 -4.458 .767

수면상태 4.319 .860 30.076 .255

검정준비 -18.143 .240

전투체육 -55.371 .021 *

F 12.916 ** 4.285 ** 3.976 ** 2.771 ** 3.024 **

R2 .275 .356 .476 .490 .547

R2 change .275 ** .081 .119 * .014 .058 *

* : P - v alu e< 0.05

** : P - v alu 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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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H ea lth r e la t e d b ehav iors and t he r e s ult of p hy s ica l

f itnes s t e s t of t he R OK Off ic e rs and N C Os

M i y an g K im

Gra du ate s c h o ol of

H e alth S c ien c e an d M an ag em en t

Y on s e i U n iv ers ity

(Dir ected by Professor Jon - Ku P ark , M .D, Ph D )

T his study att empt s to prepare a foun dation for m ilitary h ealth prom otion

policies for m ilitary officer s an d non - com mission ed officer s (NCOs ) by

surv eying the health prom ot ing life style fact or s and analy sing the effect of

th ese fact or s on th e result of Army phy sical fitn ess t est .

T w o hundred nin ety military officer s an d NCOs w ho serv e at the secon d

corp s ar ea in th e Kan gw on provin ce w ere surv ey ed for 10 day s from April

16 to April 25, 2001. A self- adm inistr ativ e qu estionn air e dev eloped from

refer ences (list actu al r efer en ces that w ere u sed ) w a s u sed to collect dat a .

T his qu estionnaire is com posed of 48 qu estion s includin g socio- dem ographic

factor s , job - r elat ed fact or s , the health statu s and h ealth prom otin g lifestyle

factor s an d the Arm y phy sical fitn ess test r esul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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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y sis of th e dat a u sing th e SPS S window program (include univ ar iat e

an aly sis an d m ult iv ar iat e an aly sis details ). T h e result of the an aly sis ar e as

follow s ;

1. T he m ean ag e of r esponder s w as 31 y ear s , w ith a rang e from 20 - 53

y ear s . T he m ajority of the subject s w ere m en (94.8% ), 44% responder s w ere

m arr ied and 62.4% responder s reported hav in g a religion .

2. T h e m ajority of th e r espon der s w ere com bat bran ch (70.3% ), serg eant in

r ank (36.8% ), with less th an 10y ear s of w ork (57.2% ) an d sat isfied with th eir

duty (52.8% ).

3. Am ong the respon der s , 66.9% en gaged in regular ex ercise m ore th an

on ce or tw ice a w eek ; 71.7% w ere sm ok er s ; 41.4% w ere heav y drinker s .

4 . Norm al BMI w as foun d am ong 63.1% of respon der s ; 72.8% of

responder s thought th at th eir blood pressure w as in n orm al r an g e; 74.9% of

responder s perceiv ed th eir health as g ood or ex cellent ; 62.8% w ere in th e

potential st res s group .

5. T h e Army phy sical fitn ess test of 2001 rev ealed 73.1% in th e 4th lev el

of sit - up s . 69.7% in the 4th lev el of pu sh - ups , an d 28.2% in special lev el of

th e 1.5Km run . T he m ajority of th e failur es w ere in th e 1.5Km run (7.7% ),

4.5% in the sit - up s , 2.8% in the pu sh - up s . 27people (11% ) failed to m eet the

minim um phy sical fitn ess requir em ent .

6 . T hose y oun g er in age and w ho serv e in the special branch , w h o at e

r egular breakfast s , w ho thought th at the base lin e of th e Army phy sical

fitnes s test w as low , and those w ho prepared for th e Army phy sical

phy sical fitn ess test ov er a lon g period had g ood result s in the sit - up s ev ent .

7 . Respon der s y oung er in age an d w ho serv e com bat bran ch , those wh o

ex ercised regular ly an d those w ho prepared for th e Arm y phy sical fitn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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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ov er a lon g period had g ood result s in the pu sh - ups ev ent .

8 . T hose y oun g er in age and w ho serv e in the comb at branch , w ith

n orm al BMI, wh o w ith ex ercise r egular ly had g ood result s in the 1.5Km run

ev ent

9. An aly sis of prim ary determinant s of the result s of the Arm y phy sical

fitnes s test :

1) M en w ere 261t im es m ore lik ely th an w om en to pass th e Arm y

phy sical fitn ess test .

2) T he comb at bran ch m em ber s w ere 25t im es m ore likely th an other

bran ch m emb er s t o pas s the Army phy sical fitn ess test .

3) T he officials w ere 570tim es m ore likely than NCOs to pass th e Arm y

phy sical fitn ess test .

4) E ach unit in cr ease in the BMI w as associat ed w ith 0.6tim es decrease

in the lik elihood of passing th e Army phy sical fitn ess test .

T his study result s su gg est th at r egular ex ercise an d BMI are significant

factor s affectin g th e likelihood of passin g th e Arm y phy sical fitn ess t est . T o

achiev e a higher r at e of passin g the Army phy sical fitnes s t est , Officer s an d

NCOs h av e t o realized th e importan ce of ex ercise and the Army m u st

furnish an env ironm ent con duct iv e for ex ercisin g . Also a military cultur e of

ex ercisin g regular ly could reduce the rate of failin g the Army phy sical fitn ess

test and it could help to dev elop th e Army ' s r eadin 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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