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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병사들의 건강증진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는데, 때로는 그 상황에 잘 

적응하여 경험과 생활의 장을 넓히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들로 인해 방황하고 절

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병사

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원들 중에서 중재가 가능한 신체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을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

건강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함으로

써, 향후 그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1개 사단에서 군 복무중인 병사 500명으로 편의 추

출하 으며, 최종 설문지 응답자는 42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건강증진 행위를 측정

하기 위해 HPLP(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 군 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군 생활 적

응검사(Stauffer, 1949)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자료수집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여, 평균,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28세로 평균 20.72세 고, 계급은 이병 97명

(23%), 일병 129명(30.6%), 상병 124명(29.4%), 병장 72명(17.1%)이었으며, 종교유

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148명(35.1%)이었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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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이상이 463명(96%)이었으며, 복무기간은 조사당시 1개월부터 26개월로 평균 

12.17개월이었다. 

   2)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55이었고, 정신

건강 수준은 평균평점 4점 만점에 강박증이 1.05, 대인예민성이 0.98, 우울증이 

0.87, 적대감이 0.80으로 나타나 정상범위이며, 규준집단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군 생활 적응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75 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군 생활 적응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가 대재 이상인 대상자가 전문대졸 이하인 대상자보다 건강증

진 행위를 더 잘 실천하고(t=-2.284, p=.023), 복무기간이 25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12개월 이하인 대상자보다 건강증진 행위를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979, p=.019). 또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적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1.018, p=.032).

   4) 건강증진 행위와 군 생활 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467, p=.000)가 

있었고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454. p=.000)가 있

었으며,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의 하위 역 중에서 유의하게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는 34.7%의 설명력을 갖는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지지, 우울증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이 군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기 위하여 건강

증진 행위를 잘 수행해야 하고, 우울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강박증과 같은 정신증

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는 병사는 좋지 않

는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증상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생활 적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병사들이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고 정신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 하여 군 생

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병사,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 관계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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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은 헌법 제37조와 병역법 제3조에 의해 모두 국방의 의

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생애의 일정기간을 군 사회에 속하게 되

며, 익숙해져 있던 가정과 주위 환경을 떠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구성원이 되어

야 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는데, 때로는 그 상황

에 잘 적응하여 경험과 생활의 장을 넓히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들로 인해 방황하

고 절망하기도 한다. 이에 군(軍)은 정훈교육 실시나 종교활동 격려와 같이 나름

대로 병사들의 올바른 군 생활 적응을 도와 군 전투력 보존 및 발휘를 위한 최상

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의 절대 다수는 의무병제도에 의하여 

비자율적으로 입대하게 되고, 연령적으로나 성장 환경면을 고려할 때 과거 기성세

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신세대라 볼 수 있다(조수묵, 1998). 즉, 1970년대 이

후에 출생하여 청소년기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과 풍요 속에서 자라온 신세대 

병사들은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삶의 목표나 

방식이 대체로 우리사회의 기존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 기성세대의 전통과 가

치관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진석범, 2001). 이런 신세대 

병사들이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조직에 다양한 향을 미치고 있지만, 병사 

개개인 또한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가정에서의 생활과 달라서 다소 불

편한 생활여건과 획일적 통제 및 고도의 단체 생활이 요구되는 군(軍) 생활과의 

이질감이 심해 군 생활 부적응자가 증가하고 있다(박선하, 1998).

적응이란 인간이 내적․심리적 요구, 외적․사회적 환경과 긍정적 반응 및 조

화를 이루면서 안정되고 보람된 삶을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맡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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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안하고 행복한 정서를 경험한다(오 희, 1994). 군대에서의 적응이란 사기

(moral)를 뜻하는 집단의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이 군대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군대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며, 직무와 지위에 만족하여 군대에 대하여 시인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Stauffer, 1949).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는 부대관리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며, 소속부대의 사기저하 및 지휘부담

의 문제가 생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보

다는 적응장애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한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질병치료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군 생활 부적응

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군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입원을 하게 되는데, 박호

선(1993)의 연구에서 8개월 동안 10개 군 병원에 적응장애로 입원한 병사는 294명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사람들이 생활상의 많은 요구에 대한 대처, 즉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적응자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으로 분류하 다. 실제적으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데,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은 자기지

각,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오 희, 1994),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권성호, 이정섭, 류진혜, 김태성, 1997), 가족관계, 경제상태, 성격, 성별 및 결혼, 

건강(최송이, 1999)이었으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은 입대 전 부

적응 행동유형, 자아정체감, 근무기간(신태수, 1981), 자아 존중감(박선하, 1998), 내

적 통제성(심정자, 200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은 Lazarus와 

Folkman이 제시한 신체적 자원, 심리적 자원,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기술, 환경적 

자원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들 중에서 

중재가 가능한 신체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적응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 또는 지역 사회

적 활동으로서 개인의 안녕 수준과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아실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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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이며(Pender, 1996), 건강증진은 질병 감소뿐만 아니라 전

통적인 치료적 의료중재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개인이나 지역사회

의 안녕을 강화시키는 기전으로 보여지고 있다(Walker, Kerr, Pender, & Sechrist, 

1990). 선행연구에서 군 생활에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문정순, 1983), 건강증진 행위가 적응과 관련된 여러 자

원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 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사단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복무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증

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 연구도 거의 없었으므로, 

건강한 병사들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 관련요인 규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육군 사단이라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과 군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육군 일 사단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 정

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 규명을 통해 병사들의 행위 변화와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와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 그리고 군 생활 적응간의 관련성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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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건강증진 행위

   ① 이론적 정의 : 건강증진 행위란 개인의 안녕 수준, 자아실현과 만족을 유지

하거나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주도적 행동과 인식의 다차원적 유형이다

(Walker, Sechrist,  & Pender, 1987).

   ② 조작적 정의 : 건강증진 행위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을 나애정(1998)이 번안한 것을 연구자

가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

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신건강

   ① 이론적 정의 :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속한 전통과 문화의 틀 안에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즉 독립적, 자주적으로 일을 처리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병에 걸리지 않는 저항력과 성숙, 원만한 가정생활, 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하

며 알맞게 만족하고 또한 성공과 행복을 적절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체

와 통합된 전체를 말한다(이희선, 1995).

   ② 조작적 정의 :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한국판간이 정신진단검사  

(SCL-90-R : Symptom Check List-90-Revision)의 일부를 사용하여 강박증, 대

인예민성, 우울증, 적대감을 측정하며 각각의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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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생활 적응

   ① 이론적 정의 : 군 생활 적응이란 군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고 부여된 임무에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며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 조직의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시인(是認)하는 태도를 말한다(Stauffer, 1949).

   ② 조작적 정의 : 군 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1949년에 Stauffer가 제작한 

것을 이윤희(1963)가 번역 제작하여 사용하고,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

지, 직책과 직무 만족도,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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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신세대 병사와 군(軍) 조직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군 생활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단 군대에 들어오면 개인이 군대 이전에 속해 있던 집단과의 관

계는 단절되고 군대와 관계가 없는 사회적 지위는 동료 군인들에게는 전혀 중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둘째, 개인이 새로 속하게 된 군대집단은 다른 사회

적 집단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지리적 격리상태와 기능적 격리상태는 민간 집단 

또는 다른 군대단위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개별관계를 가질 기회를 감소시켜 버린

다. 셋째, 군대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군대에 속한 사

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를 둘러싼 군대에 의지하게 된다. 넷

째, 주어진 단위에 있어서의 인간의 기능적 상호관련은 어떤 면에서 폐쇄적인 체

계라 할 수 있다(신태수, 1981).  

   현재 군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은 연령적으로나 성장 환경면을 고려할 때 과

거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신세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군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신세대들의 특징이 군에 미치는 향은 부정적인 향과 긍정

적인 향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부정적인 향을 살펴보면,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강한 자기표현으로 인한 군

의 단체정신이나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에 악 향, 인내력 부족 및 체력과 정신

력의 열세로 인한 자살과 구타 등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과 복무 부적응, 각종 불

건전 행위는 건전한 병 풍토 조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향

도 많은데, 개방적인 솔직한 태도와 의사표현은 밝은 병 문화를 이루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동기가 유발되면 업무의 효율

성과 교육훈련에 적극적 참여 및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와 컴퓨

터 및 첨단 장비, 각종 기계조작과 운용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군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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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공중기, 1994).

    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여러 계층, 여러 직위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병사는 사

회로부터 충원되어 일정기간 복무 후 사회로 환원되는 인력자원이라는 측면과 군 

조직 내에서 수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다. 뿐만 아니라, 군의 대민(對民)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병이 차지하

는 위치는 막중하다. 사회를 벗어나 군 생활을 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군 조직에 

적응하는 가장 조직 순응적인 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한 철저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병사이기 때문이

다(김현주,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의무

복무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 적응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군대 조직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사병의 사기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내어 이를 전투력 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목적이 대부분이었으나, 군 

조직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군 조직 및 구성원

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즉 군의 구성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

사들을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수단적 도구가 아니라 군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목적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박선하, 1997).

  

2.  건강증진 행위

  

   건강증진은 간호와 건강관련 문헌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Maben & Macleod(1995)는 Rodgers의 개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Health promotion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 “건강증진은 개

인이나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만이 아닌 것처럼, 건강증진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질병예방과도 연관되

어 있다. 건강증진은 넓게는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의 함축성과 

관련된다. 정보제공, 조언, 지지와 기술 습득은 건강증진의 필수요건의 일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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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나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 더 근본적으로 건강증진은 힘 북돋움, 올바른 판단, 협력, 참여, 사회와 환경 

변화를 통해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 그 자체이다.”. 또한, Naidoo & Wills(1998)는 

건강증진이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 다. 많은 문헌에서 제시된 건강증진에 관

한 정의를 통합해 보면, 건강증진이란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최적의 건강, 안녕의 향상, 삶의 만족을 위해서 생활양식

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예방과 달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포함한

다(박계화, 1995).

   건강증진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74년 캐나다 정

부에서 발표된 Lalonde report로 시작되었다고 보며, 이 보고서에서 건강, 질병, 사

망을 결정하는 요인이 유전, 물리적 환경, 의료와 생활양식의 4가지로 제시되어 있

다. 4가지 요인 중 생활양식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으며, 실제 1979년 

질병 조절 예방국(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미국인의 

조기사망원인 조사에서 50%가 개인의 생활양식,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고, 20%는 개인적인 유전적 성향, 단지 10% 만이 부적절한 의료적 접근과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i & Singh, 1998). 뿐만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개인

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보건의료전달체계, 개

인의 생활습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 요인이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에 향

을 미치는 정도는 개인의 생활습관이 52%,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각각 

20%, 의료서비스의 향력은 8%에 불과했다(남정자, 최정수, 김태정, 계훈방, 

1995). 

   최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생활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고, 둘째,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관리에 있어 바람직한 접근이며, 

셋째, 건강할 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병에 걸린 후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에 있어 경제적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Pender, 1996).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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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 개념의 기본이 생활양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국가

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박양주, 이숙자, 박은숙, 유호신, 이재원, 장성옥, 2000).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협의적으로는 흡연, 과식과 같은 나쁜 건강습관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광의적으로는 건강상태에 중요한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Walker, Volkman, Sechrist & Pender, 1988).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향을 미치는 변인분석연구(이태화, 1990)에서 일반성

인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자아실현 역이 가장 높고, 건강책임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 내적 건강 통제위, 타인 의존적 건강통제위, 지각된 

건강상태, 연령, 성취감, 조화 순으로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현숙, 1997)를 보면 건강증진 생활양

식 수행정도가 조화로운 관계 역에서 가장 높았고, 전문적 건강관리 역이 가장 

낮았으며, 낙관주의, 타인 의존 통제위, 내적 통제위,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 생활

양식 수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무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과 관련요인 연구(송금숙, 1999)에서는 대인관계 역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가 

가장 높았고, 운동 역이 가장 낮았으며, 건강상태지각, 건강개념, 타인의존 통제

위, 연령 순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미혜, 2001)에서는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가 대인관계

역에서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 역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지지, 운동경험, 자기효

능, 통제성이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

진 행위수준과 삶의 질간의 관련성 연구(김미경, 2002)에서는 양 역의 실천정

도가 높고, 음주와 흡연 행위가 상대적으로 실천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981년과 1982년 “Worldwide Casualty System" 자료분석을 통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근무중인 현역 군인들의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개인적인 교

통사고(37%), 심혈관계 질환(12%), 자살(10%), 군대 항공기사고(9%), 익사(6.1%), 

타살(5.9%), 군대 교통사고(2.7%), 낙상사고(1.6%), 암(1.5%), 총격 사고(1.2%)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주요 조기 사망원인들이 유전적인 생리적 상

태나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보다는 생활양식과 관련된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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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과 같은 전통적인(traditional) 의료문제들도 종종 건강

하지 못한 생활양식의 결과이므로 현역 군인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응급의료서

비스보다는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과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Beary, Walter 

& Johns, 1984).

   또한, 미국 국방부 보건국(DoD MH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Health 

System)의 건강전문가들은 군의 보건 체계 내에서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의 역사적 

진보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국가적 목표와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군 

조직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구집단의 건강향상 과정과 프로그램의 조직적 

실시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 다(Bibb, 2002).

   현재 육군의 야전교범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의무근

무지원(1996)”이라는 야전교범에 예방의무근무 내용 중에 보건교육의 내용과 실시

주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서울지역의 

군 장병 395명을 대상으로 한 박계화(1995)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

가 자아실현 역이 가장 높고, 건강책임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개념,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강인성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191명의 군 병원 회복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애정, 1998)

에서는 대인관계 역이 가장 높고, 양 역이 가장 낮은 실천정도를 보 으며, 자

기 효능감, 타인 의존 통제위,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 통제위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90명의 군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개념 

및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치료적 요통요법에 의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 역이 가장 높은 실천정도를 보 고 스트레스 관리 역이 

가장 낮은 실천 정도를 보 으나 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박한정, 

1995).

   이상과 같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군 비행조

종사(장정숙, 2002), 여군(박명화, 1993), 군 간부(김봉정, 2000), 장병(박계화, 1995)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군 병원 회복기 환자들(나애정, 1998)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있었으나, 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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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강증진 행위와 적응과의 관계를 본 기존 연구는 거의 없으며, 재가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최연희 & 백경신(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행위와 생활만

족도, 자아 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김미경(2002)의 연구에서도 공무

원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상태,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농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나연(2001)의 연구에서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이라는 중재를 

통해 중년여성의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질이 같이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건강증진 행위의 한 역인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지체아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연구에서 가족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정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경희, 1994), 암 환자에서도 건강증진 행위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미, 오복자, 1996).

   대부분의 연구가 건강증진 행위를 종속변수로 해서 이와 관련있는 요인을 규

명하고자 하는 연구 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행위를 독립변수로 보고 건강

증진 행위를 잘 실천함으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지를 군 생활 적응과

의 상관성으로 보고자 하 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이란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엄 하

게 어떤 행동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의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신질환이 없

는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가치있는 판단은 문화적인 규

범, 또는 특정한 시점에 주어지는 사회내의 적합한 행동 기준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김윤희, 이광자, 유숙자, 이소우, 김소야자 외, 2001).

   정신건강이란 단어는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객관적인 척도도 부족하고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차이가 심하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

에서부터 약물치료와 입원 등의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은 상대적인 것으로 정상과 이상의 개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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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신적으로 병적 증세가 없을 때를 정상이라고 하지만 정상자가 반드시 정신

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개인적으로 실의와 불행감에 차 있고 무능력

하여 사회적으로 적응이 힘든 사람이라면 이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

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최송이, 1999).

   실제 군대에서는 정신건강보다는 정신전력이나 사기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지

만,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면 군대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일탈행위들이 나타나 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되므로, 정신건강(Mental Health)이 곧 정신전력과 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를 간과할 수는 없다.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사들의 정신건강이란, (1) 심리적 콤

플렉스(psychological complex) 때문에 정신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이 안정되

어 있어야 하고, (2) 권위체를 증오하거나 두려워한다거나 부대의 상급자의 명령

에 거역하려는 심리가 없어야 하며, (3) 자신의 본능적 욕구인 이드(Id)를 잘 조절

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현실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아가 있어야 하고, (4) 

전우를 사랑하고 협동하려는 공감의식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을 것이며, (5) 적은 

누구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기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백상창, 1987)고 하 다.

   병사들은 군입대전 일정한 신검을 거친 후 군 복무를 시작하고 훈련소에서 한

국형 육군 인성검사(KMPI: Korean Military Personality Inventor)를 통해 정신건

강 상태를 확인을 통해 해당 부대 지휘관들의 보호 및 관심사병 관리 등과 같은 

부대운 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야전 부대 지휘관들은 이 인성

검사에 대한 인식도 및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조수묵, 1998).

   물론, 우리 나라의 징병제와 달리 지원병제인 미군에서조차도 군입대전 신검과

정(MEPS : Military Entrance Processing Stations)에서 정신과적 검사가 시간이

나 전문가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매년 3000명 이상의 신병이 8주간

의 신병훈련 동안 우울증, 인격장애, 과도한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된

다고 한다(Larson, G. E., 2001). 국외 연구에서는 군에 자원한 병사들이 군 조직

에 맞지 않는(unfitness) 이유들 중 정신건강과 적응문제가 27.4%를 차지하는 것

(Armon, Hadas & Revach, 1984)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에게는 군대생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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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부담을 안겨 줄뿐만 아니라 복무 전 사회생활에서도 청소년기의 많은 정

신적 갈등과 문제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면 군대조

직 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각종 일탈행위들이 나타나기도 하여 이

것이 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백상창, 1987).

    병사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대학

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졌다. 자기지각과 같은 심리적 

변인, 부모와의 친 도와 고교생활간의 상호작용(박상학, 조용래, 1996)이 정신병리

와 관계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실현성과 정신건강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엄미란, 하양숙, 1993). 또한 한국,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최송이, 1999)에서도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이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문정순(1983)의 연

구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Cornell 의학지수를 사용하여 건강상태를 신체적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연구하 는데, 적응을 잘 할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봉식(2000)의 병사 400명을 대

상으로 환경적 요인들이 장병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에서 병사들

의 계급, 복무기간, 부모와의 생활 환경적 변인, 가정환경 및 생활수준에 따라 정

신증상 역별로 차이가 나타나, 환경적 요인들이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석범(2001)의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수훈련을 경험한 병사들이 일반인보다 정신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사건에 따라 정신증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구체적인 정신증상과 적응에 관해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없었으나, 

이보 (1995)의 간호 조무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 대인예민성, 적

대감, 강박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연구에서도 높

은 상관관계 즉, 정신건강의 상태가 좋으면 사회적 적응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조 제, 1996). 한국 대학생, 중국 조선족 대학생, 한족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와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비교연구(최송이, 1999)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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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 대상자들 모두 정신건강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력간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우울성향이 

있는 고등학생은 학교에서의 생활, 환경, 친구, 교사, 수업 적응력을 포함한 전반적

인 학교적응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재빈, 곽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

민, 1999). 남자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이춘근, 2000)

에서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현재 군은 기  유지, 정보 유출 등과 같은 특수상황 때문에 병사들의 

부적응의 원인이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군대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병사들은 심한 정도의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나타

내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호선, 1993). 자살과 같은 

행동적 문제들이 언제나 “질병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명쾌한 선행요인이나 인과적 현상들로는 검증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들

에 의해 분류된 많은 정신질환들 특히 알코올 중독, 자살, 무모한 운전, 우울 등은 

고의성이나 생리적 현상 때문이라기보다 종종 더 사회적․환경적 상황에서 나오

는 복잡한 문제들이다(Hanlon & Picket, 1990).

   즉,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전반적인 정신건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신증

상들이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군 생활 적응 도모를 위한 문제 규명

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과에서 이용되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

건강을 대표하는 각각의 증상들과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군 생활 적응

   적응이란 개념은 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의 요구에 대한 순응

(Adaptation)이란 개념을 심리학자들이 적응(Adjustment)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

용한 말이다. Shauffer(1956)는 적응이란 개체의 요구와 사회환경과의 조화로 개인

의 생리적․심리적 요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환경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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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에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 다. 또한, 홍명희(1988)는 적응이

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곤

란하지만,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준․질서 등에 적절하고 조화있

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

고 하 다. 또, 적응이란 개인이 욕구를 갖고 그 욕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만족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이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

적응 사태가 유발된다고 했다.

   군대에서의 적응이란 입대 후 실지 근무지에서의 생활 적응이므로 생리적 적

응과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긴장과 불안을 해소

하는 것으로, 군 생활에 안정감, 행복감을 느끼고 군 조직 내에서 부여하는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 의무감, 희생정신을 가지며 맡은 바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 조

직의 여러 규범과 질서에 대한 인식에서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라 할 수 있다(이윤희, 1963).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적응자원과 스트레

스 대처방식을 대표로 들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첫 번째, 적응자원

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느냐는 대처

방식에도 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적응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 경험할 것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

본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할 것이다. 적응자원은 다시 건강, 에너지

와 같은 신체적 자원,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같은 심리적 자원, 유능

성과 같은 문제해결 및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자원, 물리적 자원과 같은 환경적 

자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다루어 가느냐 하는 과정이

다.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

으로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소극적 대처방법

을 사용할수록 부적응될 경향이 높다고 나타났다(오 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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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집단역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국방성에서 군에 조사연

구팀을 편성하여 포괄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 으며 이 연구의 

일부로 Stauffer외 몇몇 학자들이 개인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을 연

구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지원병제도에 따라 건강한 젊은이들이 군인을 하

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자원하면서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보다는 군사훈련 

프로그램의 신체적․정신적 요구사항이 가족과의 이별, 비인격화, 수면부족, 폐쇄

적인 막사생활, 반복되는 복창 등 지나치게 징집병(inductees)의 정신건강을 강요

하므로, 군복무 과정을 마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Shek, 

2001) 인력 선발과 관련된 연구(Armon 외, 1984)와 군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사단 재편성(장명순, 2000)과 같은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징집병 

제도인 우리 나라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이 주요한 문제이며, 군 생

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지는 않으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받은 지 3개월 이

내에 일어나는 비적응적 반응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와 관련하여 정상

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비적응적 반응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대인관계, 학업, 직

업 등의 적응장애를 나타내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적

응장애의 발병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과 환자 중 10%가 이 질환인 것으

로 보고 될 정도로 임상에서 흔하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청소년기에 가장 

많으나 어떤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Andersen, 1982). 

   현재 우리 나라 육군에서는 군 생활 부적응에 따르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한다는 목적에서 입대 장정을 대상으로, MMPI(The Minnesota Multy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중 간략형 383문항의 검사를 현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문

항을 수정 보완하여 KMPI(Korea Military Personality Inventory)란 명칭의 인성

검사를 199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군 생활

이 곤란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수묵, 1998).

    병사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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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업계 고등학교 2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명희, 1988)에서 학교 생활 적응

은 정신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엄미란, 하양숙, 1993)에서 정신

건강 중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우울증, 전반적인 정신건강 등이 학업 만족에

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대상자의 자아실현성은 정신건강과 전반적으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춘근, 2000)에서도 정신건강 중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과 정신증이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신태수(1981)

는 군대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에서 500명의 병

사를 대상으로 군 생활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여러 가지 적응방식에서 

동조(conformity)와 형식주의(ritualism)이나 도피적 행위(retreatism)로 나타난다고 

했으며, 군대 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 입대 전 부적응 행동유형과 근무기간이 

군대 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측정하

기 위한 도구를 한국군 실정에 맞게 수정하 다. 

   문정순(1983)은 전방에 위치한 2개 부대에서 생활하는 육군 사병 309명을 대상

으로 Stauffer(1949)의 군 생활 적응검사를 수정하여 측정한 군 생활에의 적응정도

와 건강상태와의 관계파악 연구에서 군 생활 적응을 잘 할 수록 신체적 건강상태

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홍(1986)은 군대 조직에서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방위병을 대상으로 

하여 부대적인 측면, 개인 및 가정 환경적인 측면과 군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사고

분석으로 접근하 는데, 부대적인 측면의 사고원인은 상급자의 지휘 결함, 병사 상

호간의 심리적 갈등에서 야기되는 복무 부적응 문제로 제시하 다. 

   공기두(1994)는 만족도, 신념․가치관, 인간관계, 단결정도, 전역후의 효과를 변

수로 하여 군 생활 적응도를 측정하 는데, 연구결과 소도시 이하 출신의 사병들

이 대도시 출신의 사병들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왔고, 가족의 한달 수입

이 적은 사병일수록 군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입대 전 직업이 있던 병사들과 

가족 한달 수입이 낮은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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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1996)의 사병의 군 조직 적응 촉진방안연구에서는 군입대 전 단계, 군 

입대 준비단계, 군 입대 직전, 자대 배치 직후, 군 복무 중, 전역 후로 단계를 나누

어 군 조직 적응을 파악하 는데, 군 복무 중인 단계에서는 상관/동료/고참/신병, 

가족/친구들과의 통신, 면회, 대중매체를 통한 바깥 소식이 적응에 향을 미쳤다.

   박선하(1998)는 Stauffer(1949)의 군 생활 적응검사를 수정하여 병사들의 적응

과 관련된 변인을 측정한 결과, 종교의 유무, 최종 학력,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이 

병사들의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또한, 심정자(2002)는 박선하

(1997)가 수정한 Stauffer(1949)의 군 생활 적응검사를 이용하여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상의 문헌에서 스트레스 관리, 자아실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행위와 정신건

강이 적응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찰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배경

으로 중재가 가능한 변인인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것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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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을 파악하고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육군 사단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육군 1개 사단을 편의 추출한 후 그 사단에 복무중인 병사 500명을 편의 추출하

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일반적인 특성 

5문항, 건강증진 생활양식 37문항, 정신건강 38문항, 군 생활 적응 26문항으로 총

10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도구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 행위 측정도구

   

   건강증진 행위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가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

식 측정도구(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 HPLP)를 나애정(1998)이 번안한 

것을 연구자가 일반 병사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 다. 

(1) 양(Nutrition) : 4문항

   식사 습관(meal patterns)과 음식 선택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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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Exercise) : 4문항

   규칙적인 운동생활 유지를 평가한다.

(3)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 7문항

   스트레스 원인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행동하고 휴식을 취하는지   

   평가한다.

(4) 건강책임(Health responsibility) : 5문항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는지,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받  

   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는지 평가한다.

(5) 대인관계 지지(Interpersonal support) : 5문항

   친교와 친 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지 평가한다.

(6)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 : 12문항

   신앙이 깊은 것(religiosity)과는 다른 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Maslow의 필요  

   욕구(hierarchy of needs)와 관련된 목적의식에 의한 행동을 평가한다.

   각각의 문항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측정

하여 총 37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37∼14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

위 이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α= .92 고, 나애정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 이 다. 본 연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89이었다.

2) 정신건강 측정도구

   

   정신건강은 Derogatis(1974)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간이 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ion)를 사용하

여 측정하 다. SCL-90-R의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며, 9

개 증상 차원의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을 대상으

로 한 진석범(2001)연구에서 9개 증상차원 중 상대적으로 의미있게 나온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증, 적대감 4개 증상차원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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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증 (Obsessive-Compulsive) 

   자신은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사고, 충동 및 행동 등   

   강박 증상을 반 한다.

   관련문항 : 1, 6, 11, 16, 22, 26, 29, 32, 35, 37 (총 10문항)

(2) 대인예민성 (Interpersonal Sensitivity)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합한 느낌 및 열등감 등을 측정한다.

   관련문항 : 4, 9, 14, 19, 23, 27, 30, 33, 38 (총9문항)

(3) 우울증 (Depression)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  

   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 임상적으로 우울증의 증상과 일  

   치되는 증상들이 포함된다.

   관련문항 : 2, 5, 7, 10, 12, 15, 17, 20, 24, 28, 31, 34, 36 (13문항)

(4) 적대감 (Hostility) 

   분노, 공격성, 자극과민성, 격분, 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반 한다.

   관련문항 : 3, 8, 13, 18, 21, 25 (6문항)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

다(4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0∼152점

이다. 검사의 채점은 먼저 모든 항목의 총점을 구하고 채점판을 이용하여 해당 규

준표에서 증상차원별 점수의 소점(raw score)에 해당하는 T점수를 구하 다(각 

증상 척도별 T점수는 평균이 50점이며, 30-70점 사이를 정상범위로 간주한다). 규

준집단은 연령, 학력, 성별에 따라 표준화가 되어있다(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9). 증상차원별 평균평점을 이용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0.96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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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생활 적응 측정도구

   

   군 생활에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Stauffer(1949)가 제작한 군 생활 적응검

사를 이윤희(1963)가 번안 제작하여 사용한 것을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1) 심신의 상태 (Personal esprit) : 3문항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한다.

(2) 임무수행 의지 (Personal commitment) : 4문항

   군인의 사명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역할, 자발성, 자신감, 임무수행, 소속집단 등  

   을 의미한다.

(3) 직책과 직무만족 (Satisfaction with status and job) : 7문항

   직책만족, 능력발휘 인식여부, 업무의 중요성 인식, 업무의 가치여부, 업무에 대  

   한 관심도, 타 보직 희망정도, 직무 열중도 등을 의미한다.

(4)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 12문항

   조직 운 , 대우의 공정성, 조직 활동, 훈련정도 및 군기상태, 부사관 능력, 부  

   사관과 일체감, 간부에 대한 인식, 장교의 리더쉽, 진급 제도면, 후생복지면, 명  

   령의 수용도, 군에 대한 인상을 의미한다.

   군 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26∼104이고, 점수가 높으면 군 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정순(1983)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 고, 본 연구 

대상자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92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이었다. 자료수집 절

차는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상급기관의 보안검열과 설문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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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육군 일 사단을 방문하여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들에

게 배부하여 수집하 다. 총 500부를 배부한 중 48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2% 다. 연구도구의 특성상 한 문항 이상 누락된 설문지 50부와 불성실한 답변

의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422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 하거나 점수로 입력되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SPSS 

10.0으로 분석하 고,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2)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의 차이

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 다.

4)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다.

5)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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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계급, 종교, 교육수준, 복무기간을 조사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72세, 연령분포는 18세부

터 28세까지 으며, 20세에서 24세까지가 90.3%로 높게 나타나 현재의 징집연령과 

일치했다. 계급은 이병 97명(23.0%), 일병 129명(30.6%), 상병 124명(29.4%), 병장 

72명(17.1%)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148명

(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144명(34.1%), 불교가 90명

(21.3%), 천주교가 37명(8.8%)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재학이상이 363명으

로 86%를 차지해 병사들의 교육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복무기간

은 조사당시 1개월부터 26개월까지로 다양했으며, 평균 복무기간이 12.17개월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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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2

변 수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나  이(세) 20세 이하 191(45.3)

20.72±1.1021세 이상 231(54.7)
 

계     급 이   병 97(23.0)

일   병 129(30.6)

상   병 124(29.4)

병   장 72(17.1)

종     교 무  교 148(35.1)

기독교 144(34.1)

천주교 37( 8.8)

불  교 90(21.3)

기  타 3( 0.7)

교육수준 고    졸 59(14.0)

전문대재 또는 졸업 132(31.3)

대재 또는 졸업 227(53.8)

대학원재 또는 졸업 4( 0.9)

복무기간(개월) 12개월 이하 239(55.6)

12.17±6.43
13-24개월 172(40.8)

25개월 이상 11( 2.6)

2.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37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도구의 점수범위는 

37∼148점이었고, 본 연구에서 점수범위는 46∼135점이 으며,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97.84±13.04 다. 건강증진 행위 척도를 구성

하고 있는 6개 하위 역인 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대인관계 지지, 

자아실현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역별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자아실현 3.00, 대인관계 지지 2.88, 운동 

2.65, 스트레스 관리 2.47, 건강책임 2.27, 양 2.00으로 자아실현과 관련된 건강증

진 행위를 가장 잘 실천하는 반면, 양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는 상대적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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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22

변  수 점수범위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

     양 4∼16 8.01±2.61 2.00±0.65

운     동 4∼16 10.60±2.43 2.65±0.60

스트레스 관리 8∼28 17.31±3.11 2.47±0.44

건강책임 5∼20 11.37±2.87 2.27±0.57

대인관계 지지 5∼20 14.44±2.31 2.88±0.46

자아실현 12∼48 36.09±5.69 3.00±0.47

총    점 46∼135 97.84±13.04 2.55±0.35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하위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표3>,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과 같다. 

   대상자의 양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서 실천정도가 높은 문항은 “섬유질

(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2.43) 으며, 실천정도가 낮은 문항은 “포장식

품에 부착된 양소를 확인한다.”(1.76) 다<표 3>.

<표 3> 양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품은 먹지 않는다. 2.03±0.85

포장식품에 부착된 양소를 확인한다. 1.76±0.82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을 고려하여 먹는다. 1.78±0.86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2.43±0.86

 양 평균 2.00±0.65

   대상자의 운동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서,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오

락, 취미활동에 참여한다.”(2.85)이며, “일주일 3회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한

다.”(2.41)는 문항이 가장 낮았다 <표 4>.



- 27 -

<표 4> 운동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 2.41±0.87

운동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2.69±0.83

오락, 취미활동에 참여한다. 2.85±0.75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 2.64±0.76

 운동 평균 2.65±0.60

 

   대상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서, “매일의 휴식시간 갖는

다.”(2.79) 문항이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사용

한다”(2.04)와 “취침 전에 신체의 피로를 푼다.”(2.06) 문항이 실천정도가 낮았다

<표 5>.

<표 5>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2.73±0.78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사용한다. 2.04±0.84

취침 전에 신체의 피로를 푼다. 2.06±0.84

취침시 즐거운 생각을 한다. 2.71±0.81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한다. 2.24±0.81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 2.71±0.74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2.79±0.73

 스트레스 관리 평균 2.47±0.44

   대상자의 건강책임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서 “몸의 이상증상을 선임자에게 

이야기한다.”(2.69) 문항이 실천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

람들과 토론한다.”(1.84) 문항이 실천정도가 가장 낮았다<표 6>.



- 28 -

<표 6> 건강책임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몸의 이상증상을 선임자에게 이야기한다. 2.69±0.82

건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2.34±0.83

신체변화를 관찰한다. 2.45±0.81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4±0.78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 1.84±0.85

 건강책임 평균 2.27±0.57

   대상자의 대인관계 지지와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서,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

는 시간을 갖는다”(3.10) 문항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잘한다”(2.68) 문항은 낮았다<표 7>.

<표 7> 대인관계 지지와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잘한다. 2.68±0.69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2.98±0.64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3.10±0.62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2.83±0.66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

한다.
2.82±0.71

 대인관계 지지 평균 2.88±0.46

   대상자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에서 양, 건강책임 역보다 비교

적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일의 생활에 흥미롭게 도전한다.”(2.27)문항

이 자아실현 역의 다른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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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아실현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나 자신을 좋아한다. 3.11±0.75

일상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 2.90±0.68

나는 성장, 변화하고 있다. 2.96±0.71

나는 삶의 목표가 있다. 3.15±0.73

삶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2.91±0.73

나는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3.04±0.68

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3.00±0.69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3.16±0.68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3.12±0.70

나는 성취능력을 존중한다. 3.05±0.71

매일의 생활에 흥미롭게 도전한다. 2.77±0.74

나는 주위환경에 만족한다. 2.86±0.75

 자아실현 평균 3.00±0.47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를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보면 <표 

9>과 같다. 실천정도가 ‘대체로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가 20% 이하인 문항, 즉 

대상자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건강증진 행위는 양 역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을 고려하여 먹는다.”(14.2%)와 “포장식품에 부착된 양소를 확인한

다.”(19.4%) 다. 반면, 실천정도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이 80% 이상인 문항, 즉 

대상자들이 잘 실천하는 건강증진 행위는 대인관계 지지 역의 “친한 사람들과 어

울리는 시간을 갖는다.”(89.6%)와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85.1%)

고, 자아실현 역의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86.5%), “내 삶에서 중요

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84.4%)”, “나는 삶의 목표가 있다.(84.1%)”, “나 자신을 좋

아한다.(83.2%)”, “나는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81.1%)”, “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8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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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강증진 행위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n=422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양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품은 먹지 않는다. 134(31.8) 153(36.8) 121(28.7) 14(3.3)

포장식품에 부착된 양소를 확인하다. 193(45.7) 147(34.8) 71(16.8) 11(2.6)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을 고려하여 먹는다. 191(45.3) 152(36) 58(13.7) 21(5)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65(15.4) 148(35.1) 169(40) 40(9.5)

운  

동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 67(15.9) 157(37.2) 156(37) 42(10)

운동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42(10) 104(24.6) 216(51.2) 60(14.2)

오락, 취미활동에 참여한다. 25(5.9) 81(19.2) 246(58.3) 70(16.6)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 26(6.2) 145(34.4) 203(48.1) 48(11.4)

스

트

레

스 

관

리

스트레스가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29(6.9) 112(26.5) 222(52.6) 59(14)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사용한다. 123(29.1) 179(42.4) 100(23.7) 20(4.7)

취침 전에 신체의 피로를 푼다 116(27.5) 183(43.4) 102(24.2) 21(5.0)

취침 시 즐거운 생각을 한다. 34(8.1) 114(27.0) 213(50.5) 61(14.5)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다 76(18.0) 191(45.3) 130(30.8) 25(5.9)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 25(5.9) 120(28.4) 228(54.0) 49(11.6)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19(4.5) 109(25.8) 232(55.0) 62(14.7)

건

강

책

임

몸의 이상증상을 선임자에게 이야기한다. 38(9.0) 113(26.8) 210(49.8) 61(14.5)

건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72(17.1) 162(38.4) 160(37.9) 28(6.6)

신체변화를 관찰한다. 57(13.5) 148(35.1) 186(44.1) 31(7.3)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05(24.9) 211(50.0) 90(21.3) 16(3.8)

건강관심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 173(41.0) 162(38.4) 68(16.1) 19(4.5)

대인

관계

지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잘한다. 20(4.7) 127(30.1) 239(56.6) 36(8.5)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4(3.3) 49(11.6) 290(68.7) 69(16.4)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9(2.1) 35(8.3) 280(66.4) 98(23.2)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16(3.8) 87(20.6) 279(64.0) 49(11.6)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한다.
23(5.5) 80(19.0) 265(62.8) 54(12.8)

자

아

실

현

나 자신을 좋아한다. 14(3.3) 57(13.5) 219(51.9) 132(31.3)

일상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 12(2.8) 86(20.4) 255(60.4) 69(16.4)

나는 성장, 변화하고 있다. 8(1.9) 92(21.8) 228(54.0) 94(22.3)

나는 삶의 목표가 있다. 9(2.1) 58(13.7) 213(50.5) 142(33.6)

삶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13(3.1) 95(22.5) 231(54.7) 83(19.7)

나는 나의 장, 단점을 잘 알고 있다. 5(1.2) 75(17.8) 237(56.2) 105(24.9)

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9(2.1) 73(17.3) 245(58.1) 95(22.5)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6(1.4) 51(12.1) 234(55.5) 131(31.0)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7(1.7) 59(14.0) 230(54.5) 126(29.9)

나는 성취능력을 존중한다. 11(2.6) 64(15.2) 236(55.9) 111(15.2)

매일의 생활에 흥미롭게 도전한다. 18(4.3) 121(28.7) 219(51.9) 64(15.2)

나는 주위환경에 만족한다. 20(4.7) 95(22.5) 231(54.7) 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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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우울증,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4개의 정신증상 역

의 38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 고, 도구의 점수범위는 0∼152점이며, 본 연구에

서 점수범위는 0∼124 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가 35.47±22.99 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절대적 평가와 역별 비교를 위해 규준집단 중 29세 이하 일반인의 역별 

평균평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평균점수를 도구의 manual에 따라 규준집단의 T점

수로 환산하 다. SCL-90-R 도구에서 전체 병리수준은 9개의 증상차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장애의 수준과 장애의 순수한 강도 및 반응 스타일을 반 한 점수인데, 

본 연구에서는 4개 역만을 선택하여 측정하 으므로 정신건강의 전체병리 수준

은 T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역별 T점수를 보면 46-49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4개 증상 역 모두 49점 이하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심리

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역별 정신증상의 평균평

점을 준거집단과 비교해 보면 도구의 준거집단보다 더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n=422

항  목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T점수 평점평균 준거집단평균평점

강박증 0∼30 10.52±6.38 48 1.05 1.25

대인예민성 0∼31 4.77±4.08 49 0.98 1.07

우울증 0∼42 11.32±8.17 46 0.87 1.15

적대감 0∼22 8.85±5.95 49 0.80 0.89

정신건강 0∼124 35.47±22.99 0.93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알아보면, 하위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

과 표준편차는 <표 11>, <표 12>, <표 13>, <표 14>와 같다.

   대상자의 강박증 역의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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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문항은 평균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1.36)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만지고 셈하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아서(0.74)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강박증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36±0.92

기억력이 좋지 않다 1.05±0.93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05±0.96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1.04±0.92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0.91±0.84

결단력이 부족하다 1.03±0.96

마음속이 텅빈 것 같다 0.90±0.99

주의집중이 잘 안되는 것 같다 1.22±1.02

만지고 셈하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0.74±0.94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1.17±1.04

 강박증 평균 1.05±0.64

   대상자의 대인예민성 역의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문항의 평균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1.39)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

북하다.”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아서(0.64)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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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인예민성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1.06±0.90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1.16±1.0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0.95±0.8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0.77±0.90

내가 남보다 못 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0.78±0.90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는 거북해

진다
1.08±1.03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1.39±1.02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0.64±0.87

쉽게 기분이 상한다 0.99±1.04

 대인예민성 평균 0.98±0.66

   대상자의 우울증 역의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외롭다”는 문항의 평균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1.08)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다”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아서(0.41)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우울증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09±0.82

성욕이 감퇴되었다 0.88±0.96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0.71±0.87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08±0.95

매사가 힘들다 0.90±0.91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0.41±0.76

허무한 느낌이 든다 1.04±0.76

울기를 잘한다 0.49±0.82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0.63±0.85

자책을 잘 한다 1.02±0.97

외롭다 1.08±1.09

기분이 울적하다 0.87±0.97

매사에 걱정이 많다. 1.06±0.99

 우울증 평균 0.8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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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적대감 역의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는 문항의 평균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1.15)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

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아서(0.45)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적대감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1.15±0.83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0.96±0.98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0.77±0.99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0.86±1.00

잘 다툰다 0.57±0.79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0.45±0.82

 적대감 평균 0.80±0.68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보면 <표 15>과 같다. 정신

증상이 ‘약간 있다’가 80% 이상인 문항은 강박증 역의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

서 떠나지 않는다.”(84.6%)와 적대감 역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80.6%)

다. 반면, 정신증상이 ‘전혀 없다’가 60% 이상인 문항은 우울증 역의 “죽고 싶

은 생각이 든다.”(71.6%)와 “울기를 잘한다.”(67.1%) 고 강박증 역의 “결단력이 

부족하다.”(63.4%) 문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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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정신건강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n=422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강

박

증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65(15.4) 196(46.4) 116(27.5) 34(8.2) 11(2.6)

기억력이 좋지 않다 129(30.6) 178(42.2) 89(21.1) 16(3.8) 10(2.4)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34(31.8) 172(40.8) 82(19.4) 26(6.2) 8(1.9)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122(28.9) 199(47.2) 68(16.1) 25(5.9) 8(1.9)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

한다
143(33.9) 192(45.5) 68(16.1) 16(3.8) 3(0.7)

결단력이 부족하다 141(63.4) 166(39.3) 83(19.7) 24(5.7) 8(1.9)

마음속이 텅빈 것 같다 176(41.7) 153(36.3) 58(13.7) 26(6.2) 9(2.1)

주의집중이 잘 안되는 것 같다 105(24.9) 180(42.7) 89(21.1) 33(7.8) 15(3.6)

만지고 셈하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217(51.4) 125(29.6) 57(13.5) 16(3.8) 7(1.7)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122(28.9) 169(40.0) 78(18.5) 41(9.7) 12(2.8)

대

인

예

민

성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122(28.9) 184(43.6) 89(21.1) 22(5.2) 5(1.2)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131(31.0) 160(37.9) 77(18.2) 39(9.2) 15(3.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146(34.6) 176(41.7) 75(17.8) 21(5.0) 4(0.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

다고 느낀다
194(46.0) 159(37.7) 47(11.1) 15(3.6) 7(1.7)

내가 남보다 못 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193(45.7) 157(37.2) 48(11.4) 18(4.3) 6(1.4)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는 거북해진다
145(34.4) 149(35.3) 90(21.3) 25(5.9) 13(3.1)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85(20.1) 160(37.9) 115(27.3) 51(12.1) 11(2.6)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237(56.2) 118(28.0) 48(11.4) 16(3.8) 3(0.7)

쉽게 기분이 상한다 167(39.6) 143(33.9) 74(17.5) 25(5.9) 13(3.1)

우

울

증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10(26.1) 178(42.2) 121(28.7) 11(2.6) 2(0.5)

성욕이 감퇴되었다 186(44.1) 127(30.1) 87(20.6) 14(3.3) 8(1.9)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215(50.9) 129(30.6) 66(15.6) 7(1.7) 5(1.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29(30.6) 168(39.8) 93(22.0) 24(5.7) 8(1.9)

매사가 힘들다 162(38.4) 169(40.0) 66(15.6) 19(4.5) 6(1.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302(71.6) 77(18.2) 31(7.3) 10(2.4) 2(0.5)

허무한 느낌이 든다 141(33.4) 172(40.8) 71(16.8) 27(6.4) 11(2.6)

울기를 잘한다 283(67.1) 88(20.9) 36(8.5) 12(2.8) 3(0.7)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237(56.2) 121(28.7) 50(11.8) 10(2.4) 4(0.9)

자책을 잘 한다 149(35.3) 156(37.0) 82(19.4) 29(6.9) 6(1.4)

외롭다 147(34.8) 161(38.2) 66(15.6) 28(6.6) 20(4.7)

기분이 울적하다 181(42.9) 150(35.5) 61(14.5) 21(5.0) 9(2.1)

매사에 걱정이 많다. 135(32.0) 172(40.8) 75(17.8) 31(7.3) 9(2.1)

적

대

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82(19.4) 225(53.3) 90(21.3) 19(4.5) 6(1.4)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163(38.6) 153(36.3) 72(17.1) 26(6.2) 8(1.9)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223(52.8) 109(25.8) 63(14.9) 18(4.3) 9(2.1)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96(46.4) 131(31.0) 61(14.5) 26(6.2) 8(1.9)

잘 다툰다 241(57.1) 135(32.0) 32(7.6) 11(2.6) 3(0.7)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298(56.2) 121(28.7) 50(11.8) 10(2.4)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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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은 총 26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도구의 점수범

위는 26∼104점이었고, 본 연구의 점수범위는 32∼102 으며, 대상자의 군 생활 적

응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71.04±12.77이 다. 군 생활 적응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4개 하위 역인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

경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16>과 같다.

   각 역별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심신의 상태 2.89, 직책과 직무만족 2.81,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2.67, 임무수행 의지 2.65로 심신의 상태와 관련된 군 생활 

적응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무수행 의지와 관련된 군 생활 적응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 정도                             n=422

항  목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

심신의 상태 3∼12 8.66±1.85 2.89±0.61

임무수행 의지 4∼16 10.61±2.97 2.65±0.74

직책과 직무만족 7∼28 19.70±3.93 2.81±0.56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13∼48 32.06±7.10 2.67±0.59

군 생활 적응 32∼102 71.04±12.77 2.75±0.49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정도를 살펴보면, 하위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표17>, <표18>, <표19>, <표20>과 같다.

   대상자의 심신의 상태와 관련된 군 생활에서 적응정도가 높은 문항은 “전반적

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3.00) 으며, 적응정도가 낮은 문항은 “요

즈음 신체적 컨디션은 아주 좋다.”(2.67) 다<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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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심신의 상태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3.00±0.71

부대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보

람있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
2.98±0.75

요즈음 신체적 컨디션은 아주 좋다. 2.67±0.83

 심신의 상태 평균 2.89±0.61

  

 

   대상자의 임무수행 의지와 관련된 군 생활에서 적응정도가 높은 문항은 “전투

시 조국을 위해 나는 행정병이나 노무자로보다 전투병으로 싸우고 싶다.”(2.91)

으며, 적응정도가 낮은 문항은 “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배치를 받는다면 보다 전

방부대로 가고싶다.”(2.39) 다<표18>.

<표 18> 임무수행 의지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전투시 조국을 위해 나는 행정병이나 노무자로보다 전투병으

로 싸우고 싶다.
2.91±0.92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의무기

간 이상이라도 복무 연장하겠다.
2.39±0.99

전투가 발발하면 즉시 참가하겠다. 2.90±0.86

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배채를 받는다면 보다 정방부대로 

가고 싶다.
2.39±0.97

 임무수행 의지 평균 2.65±0.74

   

   대상자의 직책과 직무만족과 관련된 군 생활에서 적응정도가 높은 문항은 “군

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있다고 본다.”(2.97) 으며, 적응정도가 낮은 문항

은 “일반적으로 군대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2.36) 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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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직책과 직무만족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일반적으로 군대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

다.
2.36±0.86

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본다. 2.85±0.82

군대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의 직책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본다.
2.91±0.80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재미있다. 2.79±0.80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있다고 본다. 2.97±0.77

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

꾸지 않겠다.
2.89±0.89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군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본

다.
2.90±0.71

 직책과 직무만족 평균 2.81±0.56

   대상자의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군 생활에서 적응정도가 높은 

문항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

한다.”(3.05) 으며, 적응정도가 낮은 문항은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2.23) 다<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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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역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요즈음 군대는 매우 잘 되어 간다고 

본다.
2.68±0.86

대체로 나는 군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본다. 2.69±0.83

작업, 훈련, 근무시간 등이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일

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본다.
2.37±0.85

우리 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2.76±0.79

임무수행 능력 면에서 볼 때, 우리 부대 부사관 수준은 우수

하다.
2.80±0.82

중대 부사관들 중에서 전투시 같이 편성되어 싸우고 싶은 부

사관의 수는 많다.
2.65±0.89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2.70±0.86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을 끝

까지 실행한다.
2.62±0.83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3.05±0.70

군대가 사병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2.65±0.92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

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
2.23±0.96

제대할 때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은 것이다. 2.82±0.88

 군 조직 환경 평균 2.67±0.59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 정도를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보면 <표 21>과 

같다. 적응정도가 ‘그런 편이다’ 이상이 80% 이상인 문항은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84.1%)와 심신의 상태 역의 “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

랑하다.”(81.8%) 다. 반면, 적응정도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이하가 60% 이상인 

문항은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역의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6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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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군 생활 적응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n=422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심

신

의 

상

태

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15(3.6) 62(14.7) 251(59.5) 94(22.3)

부대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보람있  

  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
16(3.8) 76(18.0) 228(54.0) 102(24.2)

요즈음 신체적 컨디션은 아주 좋다 33(7.8) 136(32.2) 187(44.3) 66(15.6)

임

무

수

행 

의

지

전투시 조국을 위해 나는 행정병이나 노무자로보다 전투병으로 

싸우고 싶다
40(9.5) 78(18.5) 182(43.1) 122(28.9)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의무기간 이  

  상이라도 복무 연장하겠다
98(23.2) 116(27.5) 150(35.5) 58(13.7)

전투가 발발하면 즉시 참가하겠다 33(7.8) 82(19.4) 199(47.2) 108(25.6)

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배치를 받는다면 보다 전방부대로 가고  

  싶다
80(19.0) 164(38.9) 109(25.8) 69(16.4)

직

책

과

직

무

만

족

일반적으로 군대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66(15.6) 179(42.4) 133(31.5) 44(10.4)

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본다 30(7.1) 89(21.1) 215(50.9) 88(20.5)

군대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의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20(4.7) 95(22.5) 209(49.5) 98(23.2)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재미있다 23(5.5) 118(28.0) 203(48.1) 78(18.5)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있다고 본다 17(4.0) 80(19.0) 221(52.4) 104(24.6)

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35(8.3) 90(21.3) 183(43.4) 114(27.0)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군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본다 14(3.3) 89(21.1) 243(57.6) 76(18.0)

군

조

직 

환

경

에 

대

한

 

태

도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요즈음 군대는 매우 잘되어 간다고 본다 44(10.4) 114(27.0) 197(46.7) 67(15.9)

대체로 나는 군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본다 45(10.7) 98(23.2) 221(52.4) 58(13.7)

작업, 훈련, 근무시간 등이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본다
62(14.7) 184(43.6) 132(31.3) 44(10.4)

우리 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34(8.1) 92(21.8) 237(56.2) 59(14.0)

임무수행 능력 면에서 볼 때, 우리 부대 부사관 수준은 우수하다 37(8.8) 82(19.4) 231(54.7) 72(17.1)

중대 부사관들 중에서 전투시 같이 편성되어 싸우고 싶은 부사관  

  의 수는 많다
55(13.0) 101(23.9) 202(47.9) 64(15.2)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41(9.7) 115(27.3) 194(46.0) 72(17.1)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47(11.1) 116(27.5) 208(49.3) 51(12.1)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  

  라 생각한다
13(3.1) 54(12.8) 251(59.5) 104(24.6)

군대가 사병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61(14.5) 96(22.7) 192(45.5) 73(17.3)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

107(25.4

)
156(37.0) 110(26.1) 49(11.6)

제대할 때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은 것이다 38(9.0) 93(22.0) 196(46.4) 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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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와의 관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실천 정도의 차이는 <표22>와 같

다. 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면, 21세 이상인 대상자들이 20세 이하인 대상

자들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761, p=0.006). 계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계급이 병장인 대상자들이 상병인 

대상자들보다 건강증진 행위를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74, p=.014). 

반면, 종교 유무에 따라 건강증진 행위실천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대졸 이상인 대상자들이 전문대졸 

이하인 대상자들보다 스트레스 관리(t=-2.248, p=.025), 자아실현(t=-2.827, p=.005)

과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와 전반적인 건강증진 행위(t=-2.284, p=.023)를 잘 실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25개월 이상 복무한 대상자

들이 12개월 이하와 13-24개월 복무한 대상자들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건

강증진 행위를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953, p=.003), 또한 복무기

간이 25개월 이상인 대상자들이 12개월 이하인 대상자들보다 전반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979, 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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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각 역별 차이  n=422

일반적 

특성
구분 양 운동

스트레

스 관리

건강

책임

대인

관계

지지

자아

실현

건강

증진

행위

나이 20세 이하 2.00 2.64 2.40 2.24 2.85 2.96 2.52

21세 이상 2.00 2.65 2.52 2.30 2.91 3.04 2.57

t 값 0.126 -0.133 -2.761 -1.021 -1.362 -1.639 -1.493

p 값 .900 .894 .006 .308 .174 .102 .136

계급 이병 1.98 2.58 2.45 2.25 2.84 2.95 2.51

일병 2.01 2.61 2.42 2.24 2.86 3.00 2.52

상병 1.99 2.66 2.44 2.23 2.91 3.00 2.54

병장 2.03 2.79 2.62 2.41 2.95 3.08 2.65

F 값 0.113 2.047 3.574 1.737 1.114 0.908 2.528

p 값 .952 .107 .014 .159 .343 .437 .057

종교 있음 2.02 2.66 2.46 2.30 2.87 2.96 2.55

없음 1.99 2.64 2.47 2.25 2.89 3.02 2.54

t 값 0.436 0.413 0.185 0.848 -0.319 -1.297 0.084

p 값 .663 .680 .853 .397 .750 .195 .933

교육

정도

전문대졸 이하 1.95 2.62 2.42 2.23 2.85 2.93 2.50

대재 이상 2.04 2.67 2.51 2.30 2.91 3.06 2.58

t 값 -1.331 -.695 -2.248 -1.124 -1.362 -2.827 -2.284

p 값 .184 .488 .025 .262 .174 .005 .023

복무

기간

12개월 이하 2.00 2.60 2.44 2.26 2.85 2.98 2.52

13-24개월 1.98 2.70 2.48 2.27 2.91 3.01 2.56

25개월 이상 2.27 2.84 2.90 2.60 3.10 3.23 2.82

F 값 0.985 1.948 5.953 1.832 2.155 1.501 3.979

p 값 .374 .144 .003 .161 .117 .224 .019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비교 해 보면 <표 23>

와 같다. 대상자의 나이, 계급, 교육정도, 복무기간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종교의 유무에 따라 적대감에서 유의한 차이(t=2.154, p=.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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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 즉,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이 종교가 없는 대상자들보다 적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각 역별 차이     n=422

일반적 특성 구분 우울증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정신건강

나    이 20세 이하 0.82 1.02 0.75 0.95 0.88

21세 이상 0.91 1.07 0.83 1.00 0.95

t 값 -1.450 -.689 -1.159 -0.820 -1.109

p 값 .148 .491 .247 .412 .268

계    급 이병 0.84 1.09 0.65 0.94 0.88

일병 0.87 1.02 0.81 0.99 0.92

상병 0.91 1.09 0.90 1.00 0.97

병장 0.82 0.97 0.76 0.98 0.88

F 값 0.477 0.780 2.534 0.125 0.563

p 값 .720 .506 .056 .945 .640

종    교 있음 0.83 1.03 0.74 0.95 0.89

없음 0.94 1.09 0.89 1.04 0.99

t 값 1.676 0.967 2.154 1.300 1.651

p 값 .095 .334 .032 .194 .100

교육정도 전문대졸 이하 0.87 1.04 0.83 0.96 0.92

대재 이상 0.86 1.06 0.76 0.99 0.92

t 값 0.048 -0.276 1.018 -0.393 0.118

p 값 .962 .783 .309 .694 .906

복무기간 12개월 이하 0.87 1.07 0.77 0.98 0.92

13-24개월 0.86 1.02 0.81 0.97 0.92

25개월 이상 0.84 1.01 0.95 1.02 0.95

F 값 0.022 0.282 0.444 0.027 0.025

p 값 .978 .754 .642 .974 .97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정도의 차이를 알아보면, <표 24>

와 같으며, 나이, 계급, 종교유무, 학력, 복무기간에 따른 군 생활 적응 정도는 차

이가 없었다.



- 44 -

<표 2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n=422

일반적 특성 구 분 평  균 t/F-값 p-값

나    이 20세 이하 2.76
0.274 .785

21세 이상 2.75

계    급 이    병 2.77

0.174 .914
일    병 2.75

상    병 2.73

병    장 2.77

종    교 종교 있음 2.73
-0.632 .528

종교 없음 2.76

교육정도 전문대졸 이하 2.76
0.428 .669

대재 이상 2.74

복무기간 12개월 이하 2.75

0.449 .63913-24개월 2.74

25개월 이상 2.89

6.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의 관계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군 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한 결과, 전체 건강증진 행위는 군 생활 적

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0.467, p=.000), 하부 역인 양(r=0.215, 

p=.000), 운동(r=0.272, p=.000), 스트레스 관리(r=0.355, p=.000), 건강책임(r=0.326, 

p=.000), 대인관계 지지(r=0.370, p=.000), 자아실현(r=0.385, p=.000)과 관련된 건강

증진 행위들도 군 생활 적응과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25>. 

즉,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할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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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건강증진 행위와 군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건강증진

  행위 
 양 운 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대인관계  

 지지
자아실현

군 생활 적응
0.467 0.215 0.272 0.355 0.326 0.370 0.38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상자의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한 결과, 정신건강 총점과 군 생활 적응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0.454, p=.000), 우울증(r=-0.456, p=.000), 강박증

(r=-0.420, p=.000), 대인예민성(r=-0.393, p=.000), 적대감(r=-0.418, p=.000)과 같은 

정신증상도 군 생활 적응과는 매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26>. 즉, 

정신건강 점수가 낮을수록, 즉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6>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정신건강 우울증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군 생활 적응
-0.454 -0.456 -0.420 -0.393 -0.418

.000 .000 .000 .000 .000

   

   군 생활 적응에 향을 미치는 결정변인을 파악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다중회귀분

석결과, 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대인관계 지지, 자아실현, 우울증, 강

박증, 적대감, 대인민감성 사이의 다변수 상관계수 R=.589이었으며, 군 생활 적응

은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의 하위 역에 의하여 약 34.7%의 설명이 가능하

다<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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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표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F Sig.

1 .589 .347 .331 .4009 21.840 .000

 독립변수: (constant), 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대인관계지지, 자아실현,

           우울증,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종속변수: 군 생활 적응

   각 독립변수들의 표준화․비표준화 회귀계수값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8>.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모든 자료를 동일화하여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하

나의 모형 내에서 상이한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비교

할 수 있게 해준다. 군 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준 변수는 스트

레스 관리(Beta=.157, p=.002), 대인관계 지지(Beta=.148, p=.004), 우울증

(Beta=-.259, p=.010)이었으며, 양, 운동, 건강책임, 자아실현, 강박증, 적대감, 대

인예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표 28> 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Sig.

(Constant) 1.647 0.181 9.124 .000

건강

증진 

행위 

양 6.317E-02 .035 .084 1.803 .072

운동 1.017E-02 .037 .013 .274 .784

스트레스 관리 .173 .056 .157 3.106 .002

건강책임 8.074E-02 .044 .095 1.843 .066

대인관계 지지 .156 .054 .148 2.894 .004

자아실현 4.814E-02 .056 .047 .859 .391

정신

건강

우울증 -.202 .078 -.259 -2.589 .010

강박증 -3.4E-02 .071 -.044 -.471 .638

적대감 -8.1E-02 .050 -.113 -1.629 .104

대인예민성 2.601E-02 .072 .035 .364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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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본 장에서는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및 연

구의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  

   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사단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

의 관련성 규명을 통해 병사들의 행위 변화와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1)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55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와 비교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Weizel(1989)의 2.57과 군 병원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나애정(1998)의 2.57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Duffy(1988)의 3.13, Pender 등(1990)

의 2.86, 김보경, 정문숙, 한창현(2002)의 2.71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여군을 대상으

로 한 박명화(1993)의 2.15, 멕시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Walker 등(1990)의 

2.46,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정숙, 오윤정, 2002)의 2.26보다는 높았다.

   건강증진 행위 역 중에서 가장 높은 실천정도를 보인 것은 평균평점이 3.00

인 자아실현 역이었으며, 선행연구로는 이태화(1990), Pender 등(1990), 박계화

(1995)의 연구와 일치하 고, 이는 이태화(1990)의 3.01, 박계화(1995)의 3.02와 비

슷하며, Pender 등(1990)의 3.22보다는 실천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 역 중에서 실천정도가 가장 낮은 역은 양과 관련된 건강

증진 행위(2.00)로 이 연구결과는 군 병원 회복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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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의 연구결과(1.97)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대상자들과 비슷한 연령대

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보경 등(2002)의 연구와 박현숙, 이가언(1999)의 연구

에서는 양 역(2.36, 2.06)보다 건강책임 역(2.05, 1.56)이 실천정도가 상대적으

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민간인들보다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군 조직에서 계획된 식단에 의해 식사를 하며 PX에서 식품 

구매시도 선택의 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양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책임 역도 낮은 실천정도(2.27)를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만이 아니라 

대상자의 연령이 20대인 대부분(나애정, 1998, 김보경 등, 2002, 박현숙 등, 1999)의 

연구에서는 건강책임 역이 가장 낮은 실행정도(2.12, 2.06, 1.56)를 보인 반면,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ohng, Sohang & Yeom, 2002; Pullen, Walker & Fiandt, 

2001)에서는 양 역에서 가장 높은 실행정도(3.01, 3.21)를, 운동 역에서 가장 

낮은 실행정도(1.92, 2.18)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 척도의 문항별 대상자의 응답분포를 보면, 가장 잘 실천하는 것

으로 나타난 문항이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는데, 이는 대상자

인 병사들이 연령분포가 18세부터 28세까지로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집단이고 병

역의 의무 수행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개인공간이 아니라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한

다는 동일한 입장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잘 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는 단체생

활의 좋은 면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실천정도가 낮은 문항들이 양 역의 “포장

식품에 부착된 양소를 확인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을 고려하여 

먹는다.” 는데, 이는 건강증진 행위가 단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생활

과 교육환경에서 좀 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단체

배식을 하는 군 조직 입장에서도 단순히 월별 식단공개가 아닌 양소에 대한 자

료제시가 있어야 병사들 입장에서도 ‘주는 대로 먹는다.’라는 피해의식보다는 스스

로 식생활에 대한 판단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건강책임 역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4.9%로 나타

나 실제 사단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며, 20대 젊은 

연령층이 다수인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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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건강책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

재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타 연구를 보면, 미국 오레곤 공군기지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Internet을 이용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인한 건강행위 변화에 관한 연구

(Messcar, 2002)에서 신체활동 증가(94.6%), 식습관 향상(86%), 체중 감소(81%), 

스트레스 조절 향상(62%), 흡연감소(46%)가 나타났으며, 중년 여성 162명을 대상

으로 12주 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Gillis, Perry, 1991)에서도 참여

한 프로그램에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건강증진 행위 중 운동 역

과 스트레스 관리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26개

월간 군복무를 해야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국방intranet과 정훈교육시간 등을 이

용하여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 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를 보면,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21세 이상인 대상자들이 20세 이하인 대상자들보다 스트레스 관

리와 관련된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계급이 

병장인 대상자들이 상병인 대상자들보다, 복무기간이 25개월 이상인 대상자들이 

12개월 이하와 13-24개월인 대상자들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증진 행

위를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계급

이 높을수록 좀 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대졸 이상인 대상자들이 전문대졸 이하인 대상

자들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자아실현 역과 전반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

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건강증진 행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병사들의 정신건강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간이 정신진단검사의 4개 증상차원으로 조사한 

결과,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적대감 모든 역에서 규준집단보다 양호한 결

과를 보 다. 그러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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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특수부대나 주특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한 타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하 고, 사단이라는 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증상 차원별 평균평점이 

강박증이 1.05, 대인예민성이 0.98, 우울증이 0.87, 적대감이 0.80으로 나타났으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진석범(2001)의 연구에서는 강박증이 1.04, 대인예민성이 

0.80, 우울증이 0.73, 적대감이 0.78이었다. 이는 군인들이 민간인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연구에서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해보면, 

조선대학교 신입생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1994)에 나타난 대학생의 정신건강

(박상학, 조용래, 1996)을 보면, 강박증(0.94), 대인예민성(0.90), 우울증(0.60), 적대

감(0.65)으로 나타나 병사들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간호전문대학생(손신 , 1999)

의 강박증(1.59), 대인예민성(1.20), 우울증(1.63), 적대감(1.07)과 간호조무사 학생

(이보 , 1995)의 강박증(1.38), 대인예민성(1.13), 우울증(1.40), 적대감(0.9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척도의 문항별 대상자의 응답 분포를 보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로 대상자들의 설문 답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가 있겠으나 설문 결과만으로는 자살사고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울기

를 잘한다.”문항이 적게 나타난 것은 성장과정에서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 주입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정신증상 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나

이, 계급, 교육정도, 복무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이 종

교가 없는 대상자들보다 적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석범(2001)의 연

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신증상 수준의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이봉식의 연구(2000)에서는 이등병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

신건강상태를 보 고, 강박증을 제외한 대인예민성, 우울증, 적대감 역에서 학력

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고학력자일수록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육군본부, 1999)에 따른 선입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군에서 훈련소와 신병 교육대에서는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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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대 배치 후에는 병사들의 자율에 맡겨 실제 본 연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병사들이 35.1%로 나타났으므로, 병사들의 정신건강 특히 적대감을 줄이기 위해 

사단에서 복무중인 기간에도 좀 더 적극적인 종교활동 권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적대감은 불쾌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

라 삶이나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이며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 점차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생기는 것이므

로(송종헌, 2000), 종교생활 권유와 더불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개

인 시간에 샌드백을 치는 것과 같은 건설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노표출을 적절

히 표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의 군 생활 적응정도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기존의 연구보다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태수(1982)의 

연구에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총점의 평균평점은 2.56이 고, 박선하(1998)의 

연구에서는 2.39 으며, 본 연구에서는 2.75 다. 뿐만 아니라 하위 역 중에서 임

무수행의지는 신태수(1982)의 연구에서 2.94, 5점 척도로 측정한 문정순(1983)의 

연구에서 4.53으로 본 연구의 2.6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심신의 상태, 직책

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역은 기존의 연구(신태수, 1982, 박선하, 

19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군 생활 적응정도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되

었으나 측정시기가 다르고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전방부대인지 후방부대인지

와 같은 근무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연령, 계급, 교육정도, 종교유무, 복무기간에 

따른 군 생활 적응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고졸

인 병사들이 대재 이상의 병사들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ta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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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신태수, 1982, 공중기, 1994), 군 복무기간의 경우 근무기간 중기에 낮은 적

응점수를 보인 연구(신태수, 1982)와 복무기간이 길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문정순, 1983, 공중기, 1994) 등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본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는 자료수집시기와 근무부대의 부대 고유의 

특성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 생활 적응의 문항을 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 순으로 진

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가 대상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

한 문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학력과 군 생활 적응이 음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경기도 소재 후방에 근무하고 

평시인만큼 지나친 육체노동이나 학력이 무시될 정도로 절대적인 복종이 강요되

지 않아서 군 조직 환경에 부담감이 적고 병사들 또한 병사들간의 계급제도에 만

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대상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대답한 문항은 “상관

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

는데 이 결과는 실재 정훈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실로 병사들이 과거의 무

조건적인 복종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모든 건강증진 행

위 역이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 모든 정신증상 하위 

역이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p〈.001). 또한,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의 하위 역 중에서 유의하게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는 

34.7%의 설명력을 갖는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지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간호조무사 학생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

에 관한 연구(이보 , 1995)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한국 대학생, 중국 

조선족 대학생, 한족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와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비교

연구(최송이, 1999)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세 집단 대상자들 모두 정신건강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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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단이라는 군 조직으로 지역사회적 접근

   

   병사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만큼 

군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명령에 

의한 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자유의사대로 쉽게 의료시

설을 찾을 수 없으므로 건강학적 입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병사

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은 군 전투력을 보전하는 일임과 동시에, 군 복무 

후 사회로 환원되어 사회, 경제활동의 주역이 될 연령층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건

강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정추자, 1999).

   보건복지부의 “생산직 복지의 구현을 위한 새 천년 복지비전 2010”에서는 보건

소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건소를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www.mohw.go.kr). 

그렇다면 군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거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제고되어야 한다. 

물론,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같은 상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본다. 군은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중 사단

(Division)은 200년 전 프랑스 혁명 당시 상비군의 기본적 조직으로서 창설되었으

며, 이후 기동을 주로 하는 병과인 보병과 기병을 전력의 중핵으로 하고, 여기에 

포병, 공병 등의 지원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사단은 단순히 대대, 연대와 군단, 

군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휘조직이 아니라, 비교적 넓은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

도 장기간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부대이며,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

무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부대들을 균형있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

단이라는 부대의 구성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과

정에서 ‘최대의 편제부대’라고도 부르게 된다(장명순, 2000). 

   즉, 사단은 군에서 행정단위가 아닌 하나의 명령단위 중 가장 큰 규모의 군 조

직 편성부대로 볼 수 있으며, 사단장의 지휘 아래 전투시 기능하고 평시에는 사단

장의 지휘방침에 따라 사단 고유의 특성을 갖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

행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구성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은 국방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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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와 같은 상부조직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사단을 중심으로 구성원에 대

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으로 접근

한다면 이상적으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은 물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은 군 생활 적응과 상

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지지, 우울증이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도모를 위

해 사단을 단위로 건강증진 행위 개선과 정신증상 감소를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

램 운 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간호 연구, 실무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측면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 내에서 기존에 병사들이 군 입대 전 신체검사를 거치

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당연시 여겨온 정신건강과 건강 증진 행위에 

의문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하 으며, 장교나 간부만이 아닌 군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병사들의 건강행위를 조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신

건강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중재하고 올바른 건강행위로의 수정 등으로 용이하게 

접근하 다고 본다. 또한, 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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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실무 측면의 의의 

   

   기존의 연구들은 Pender의 건강증진모형 검증을 위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으나, 본 연구는 사단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증상을 파

악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으며, 군대생

활이라는 집단생활의 잇점을 살려 규칙적인 일과에 맞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군 생활 자체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생활패턴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 초기에 있는 병사들은 성인중기 및 후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

이 크고, 이 시기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남은 생의 건강 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므로 병사들의 건강행위 파악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행위로의 개

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군이라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병사들의 적응

정도를 적응장애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 부적응으로 인한 탈

병과 같은 사고를 막고 상담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육군 사단 1개를 편의 추출하 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 육군부

대 병사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본 연구에서 다룬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은 대상자의 주관

적 판단을 자가 보고식 질문지에 표현한 것에 국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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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즉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그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1개 사단에서 군 복무중인 병사 500명으로 편의 추

출하 으며, 최종 설문지 응답자는 42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건강증진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HPLP(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 군 생

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군 생활 적응검사(Stauffer, 1949)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자료수집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

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여, 평균, 백

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28세로 평균 20.72세 고, 계급은 이병 97명

(23%), 일병 129명(30.6%), 상병 124명(29.4%), 병장 72명(17.1%)이었으며, 종교 유

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148명(35.1%)이었고,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재학이상

이 363명(86%)이었으며, 복무기간은 조사당시 1개월부터 26개월로 평균 12.17개월

이었다. 

   2.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55로 나타났으

며, 자아실현 역이 3.00으로 가장 높았고, 양 역이 2.00으로 가장 낮았다.

   3.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평균평점 4점 만점에 강박증이 1.05, 대인예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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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98, 우울증이 0.87, 적대감이 0.80으로 나타났다. T점수로 환산시 우울증이 46

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인예민성과 적대감이 49점으로 높았으나, 정상범위이며, 규

준집단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군 생활 적응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75로 나타났으며, 심신

의 상태 역이 2.89로 가장 높았고, 임무수행 의지 역이 2.65로 가장 낮았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군 생활 적응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가 대재 이상인 대상자가 전문대졸 이하인 대상자보다 건강증

진 행위를 더 잘 실천하고(t=-2.284, p=.023), 복무기간이 25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12개월 이하인 대상자보다 건강증진 행위를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979, p=.019). 또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적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1.018, p=.032).

   6. 건강증진 행위와 군 생활 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467, p=.000)가 

있었고 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454. p=.000)가 있

었다. 

   7.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의 하위 역 중에서 유의하게 군 생활 적응을 설

명하는 변수는 34.7%의 설명력을 갖는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지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잘 수행해야 하고, 

우울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강박증과 같은 정신증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

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는 병사는 좋지 않는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증상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생활 적응이라는 현

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병사들이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고 정신증상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 하여 군 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감소시키

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군 생활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에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병

사들의 군 생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 58 -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 연구를 근거로 전투나 파병과 같은 군의 특수상황에서 더 많은 병

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요인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반복연구를 제

언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을 측정한 HPLP와 SCL-90-R

에는 군 특수 상황에 대한 문항이 빠져있으므로 군 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건강

증진행위와 정신건강 척도 개발을 제언한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상관성이 나타난 건강증진 행위와 정신건강 외에도 건강

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규명 연구를 제언한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

타난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지지, 우울증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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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조순  대위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건강증진 기초자료 수

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지의 문제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문항을 선택하여 답하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

에 대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하시면 되고 답한 내용에 대한 것은 학문적 연

구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나 부대에 전

혀 향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

되어질 것이오니 빠짐없이 신중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며 도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

사 드립니다.

                   2002년 10월

                연구자 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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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기재 또는 “Ｖ” 표를 해주십시오.

1. 생년월일 :  (      ) 년  (    ) 월  생

2. 계    급 : 이병 (     ) 일병 (    ) 상병(    ) 병장 (     )

3. 복무연수 : (      ) 개월째

4. 종    교 : 1) 없  음 (    )     

            2) 있  음 (     ) : 있다면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5. 교육정도

   1) 고등학교 졸업 (      )       2) 전문대재 또는 졸업 (     )

   3) 대재 또는 졸업(      )       4) 대학원재 또는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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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칸에 “Ｖ”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방부제가 들어 있는 식품은 먹지 않는다.

 2. 포장식품에 부착된 양소를 확인한다.

 3.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을 고려하여 

   먹는다.

 4. 섬유질(과일, 야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5.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

 6. 운동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7. 오락, 취미활동에 참여한다.

 8.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

 9.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다.

10.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사용한다

11. 취침전에 신체의 피로를 푼다.

12. 취침시 즐거운 생각을 한다.

13.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밖으로 표현한다.

14.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조절방법을 사용한다.

15.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16. 몸의 이상증상을 선임자에게 이야기한다.

17. 건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18. 신체변화를 관찰한다.

19.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 건강관심사(AIDS, 간염)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론한다.

21.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잘한다.

22. 의미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23.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24.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25. 개인적인 관심사나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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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6. 나 자신을 좋아한다.

27. 일상생활에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다.

28. 나는 성장, 변화하고 있다.

29. 나는 삶의 목표가 있다.

30. 삶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31. 나는 나의 장, 단점을 잘 알고 있다.

32. 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33.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34.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35. 나는 성취능력을 존중한다.

36. 매일의 생활에 흥미롭게 도전하다.

37. 나는 주위환경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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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우리가 나타내는 문제들을 항목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

나 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지난 7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

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서 

“Ⅴ”를 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도 빼지 말고 반드시 한가지로만 대답하십시오.

문                      항
전 혀
없 다

약 간 
있 다.

웬만큼 
있  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3.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4.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5. 성욕이 감퇴되었다.

 6. 기억력이 좋지 않다

 7.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8.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9.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10.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1.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2. 매사가 힘들다.

13.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15.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6.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17. 허무한 느낌이 든다.

18.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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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없 다

약 간 
있 다.

웬만큼 
있  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20. 울기를 잘한다.

21. 잘 다툰다.

22.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23. 내가 남보다 못 한 것 같다.
   (열등감을 느낀다.)

24.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25.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26. 결단력이 부족하다.

27.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는 거북해진다.

28. 자책을 잘한다.

29.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

30.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31. 외롭다.

32.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3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34. 기분이 울적하다.

35.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36. 매사에 걱정이 많다.

37.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38. 쉽게 기분이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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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하나 하나 자세히 읽어 본 후에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대답 가

운데 당신의 생각과 같은 대답을 하나 골라서 “Ｖ”를 하십시오. 문제를 하나도 

빼지 말고 한가지로만 대답하십시오.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2. 부대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람있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

3. 요즈음 신체적 컨디션은 아주 좋다.

4.. 전투시 조국을 위해 나는 행정병이나
   노무자로 보다 전투병으로 싸우고 싶다.

5.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의무기간 이상이라도 복무
  연장하겠다.

6. 전투가 발발하면 즉시 참가하겠다.

7. 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 배치를 받는다면
  보다 전방 부대로 가고  싶다.

8. 일반적으로 군대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9. 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매우 만족하다고 본다.

10. 군대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1.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재미있다.

12.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있다고 본다.

13. 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14.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군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본다.

15.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요즈음 군대는      
    매우 잘되어 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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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6. 대체적으로 나는 군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본다.

17. 작업, 훈련, 근무시간 등이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치 않는 일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본다.

18. 우리 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19. 임무수행 능력 면에서 볼 때, 우리 부대   
     부사관 수준은 우수하다.

20. 중대 부사관들 중에서 전투시 같이 
편성되어 싸우고 싶은 부사관의 수는 
많다.

21.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22.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23.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24. 군대가 사병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25.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

26. 제대할 때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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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ntal Health, 

and Military Life Adjustments of Soldiers

Joe, Seun 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Human beings are faced with new and different situations throughout their 

lives. They sometimes adjust well and other times they may experience 

despair due to those new and different situations. In Korea, grown men have a 

duty to the military. They must serve in the military,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It is a reality that they may experience difficulty in thei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 soldiers military adjustmen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mental health. The goal is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that will assist with a soldiers military 

adjustment.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30, 2002 to October 4, 2002.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was 422, ages 

ranging from 18-28. The rank of the subjects ranged from private to sergeant 

and time in service ranged from 1-26 month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Symptom Check List-90-R and 

a soldiers adaptation scale during Army life by Stouffer. The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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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nalyzed by using SPSS Windows Version 10.0 for mean, percentag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noted: Subjects general character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ilitary life adjustment but subjects educational level 

and time in service had an impact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lso, whether 

or not the subject was religious had an impact in hostility.  

   The 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military life 

adjustments yield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military life adjustments yielded a negative correlation. Thus, the 

end results of this study depict stress management, interpersonal support and 

depression as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military life adjustment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in order to help a soldier make 

necessary military life adjustments, health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managed to increas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decrease mental 

symptom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soldiers,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ntal health, 

             military adjustment,  examination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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