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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생태학적 모델을 이용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과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의 생태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3개 지역의 함대에 근무하는 하는 부사관 및 장교 중 함정 근무 경

험이 있고, 현재 함정에 근무 중이며, 연구 설문 응답에 동의한 군인 중 편의 추

출한 200명에서 설문을 완성한 184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와 연구자가 직접 직장환경 관찰을 통해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주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t-검정, 분산분

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함정 근무 장병의 연령은 평균 29.29±6.86세이고 대부분 

(97.3%)남성이며 절반 이상이(54.9%)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과체중이상의 

비율은 57.2%로 나타났다.  또한 계급은 부사관(75.0%)이 가장 많고,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함정규모는 1급부터 4급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었으며 주로 기뢰전

함, 상륙함, 고속정 등 유형의 함정에서 근무하였다.  대상자는 주로 작전부서

(34.8%)와 기관부서(34.2%)에서 근무하였으며, 3교대 당직 근무(45.1%)를 하

는 3년 이상～10년 미만(41.8%)의 근무 경력자로 주당 2～3회 당직 근무

(64.1%)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평균 2,848.06±3,344.48MET-min/week이며 

신체활동의 유형 중 최소한의 활동(50.5%)이 가장 많았다.  정박시 신체활동(평

균 3,565.80±3,925.14MET-min/week)은 출동중 신체활동(평균 2,130.30± 

3,473.55MET-min/week)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활동 유형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v -

  생태학적 요인 중 개인내적 요인 변수인 교육정도(p=.005), 종교(p=.045), 계

급(p=.029), 근무부서(p=.017), 근무형태(p=.003), 지각된 건강상태(p=.001), 

긍정적 의사결정균형(p=.042), 부정적 의사결정균형(p=.001)과 대인관계 요인인 

가족의 지지(p=.007)에 따른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지각된 건강상태(r=0.25, 

p=.001), 긍정적 의사결정균형(r=0.16, p=.029),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

(r=0.15, p=.037)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정적 의사결정균형

(r=-0.22, p=.002)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종교, 근무부서, 근무형태,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함

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의 24.2%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서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의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효과만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의 

평가를 통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대해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요인인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

라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객관적 직장환경 평

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증

진하기 위해서는 함정 근무 장병의 개인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직장환경인 함

정과 함대를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 환경 개선 및 조성 등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이를 위한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핵심어 : 함정 근무 장병, 신체활동, 생태학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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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신체활동 증진은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써 우리나라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서 제시한 성인의 신체활동의 목표는 규칙적 중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30%,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20%이다.  하지만 2008년

도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들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14.4%, 여자 

14.6%이며,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19.5%, 여자 14.7%(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09)로 국민건강목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체활동 부족은 네 번째 주요 사망 위험요인으로 매년 190만 명의 

사망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0).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직장에

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생산을 증가하며, 근로자의 이직과 결근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WHO, 2010).  또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전 생애주기와 모든 인종과 집단

에서 뇌심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제 2형 당뇨,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결과

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신체활동의 증진은 더 많은 건강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2008). 

  해군 함정 장병들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함

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반복된 출항과 정박의 근무형태를 취하며 생활하고 있

다.  많은 연구들은 함정 근무 장병들이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이며(정복련, 이선

미, 전상희, 정선옥, & 한선옥, 2006),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고(윤재열, 1992; 전

승환, 정은석, 하해동, 김정곤, & 이상현, 2006), 심신건강의 심각한 양상을 호소

(정동식, 1992)한다고 하였다. 해군의 주요 건강문제로는 근골격계 질환(Balcom, 

2000; Bohnker, 2003)과 정신건강 문제(Kilbourne, Goodman, & Hilton, 

1990; Bohnker, 2003; Gunderson, 2003; Bridger, Kilminster, & Slaven, 

2007)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황영철(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함정 환경은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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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상 및 내·외과적인 이상증상을 유발하고, 장병들의 근무 기피를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  또한 함정이나 선박에서의 생활은 승조원의 체력을 저하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상우, 1983 ; 하해동, 김기봉, & 이창민, 1996; 유흥주 & 이정식 

2002).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신체활동의 장점을 고려할 때, 결국 함정에

서의 신체활동은 함정근무 환경과 관련된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의 예

방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건강증진체계 및 모델 개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군의 고강도 

신체활동은 24.7%, 중등도 신체활동은 9.1%로, 이 결과는 2008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고강도 신체활동이 19.5%, 중등도 신체활동이 14.4%인 19세 이상 성

인남성의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교했을 때 해군의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높았

지만,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보건복지부, 국방부, & 가톨

릭대학교, 2009).  한편 군 집단내에서 비교시 해군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인 공군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장교(23.6%)와 부사관(29.4%)

의 신체활동 비율은 병사들(34.6%)보다 유의하게 낮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

들은 함정 생활로 인한 체력의 저하(유흥주, 1999; 유흥주 & 이정식, 2002)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해군 장병의 체력장 탈락률(맹형규, 

2007)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군 집단과 달리 해군은, 신체활

동에 제한을 받는 함정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므로 함정 환경 요인을 고려한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함정 환경에서 건강에 관한 연구는 소음과 진동 등 유해환경 연구(유흥

주, 1996; 유흥주 & 이정식, 2003)이거나 신체 구성, 혈액의 변화(하해동, 문성배, 

정승환, 정은석, & 김재호, 2006), 체력(이상우, 1983; 이복환, 1996) 등에 초점

을 맞추었고, 개인의 건강행위 특히 신체활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바라보

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 변화는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여

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이전의 비신체적 활동 생활양식으로 되돌아

가게 되므로(Gauvin, Levesque, & Richard, 2001)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cLeroy, Bibeau, 

Steckler, & Glanz, 1988; Sallis & Owen, 2002; 조정환 & 송금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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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McLeroy 등(1988)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차원을 

통합한 다층적 수준의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내적 요인(예, 지

각된 건강상태, 의사결정균형, 자기효능감 등), 대인관계 요인(예, 가족, 동료, 상

사 등의 사회적 지지망), 조직적 요인(예, 조직에서 제공되는 신체활동 정보, 조직

의 분위기, 지역사회서비스와의 연계 조직의 신체활동 정책, 조직의 역량 및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등), 지역사회 요인(예, 보행이나 이동수단의 접근 및 자원, 도로

망과의 연계, 주변 지역의 안전성, 사회적 환경, 심미성, 여가활동 시설 등), 공공

정책 요인(예, 지역과 국가의 법률 및 공공정책)의 5가지 수준에 의해 행위가 결

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개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변화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개인 차원의 지식정보, 동기 유발 뿐 아니라 주변의 도움, 직장 또는 거주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조직과 단체 뿐 아니

라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규정, 조례 등의 정책적 환경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

소라고 하였다(조정환 & 강보미, 2009).  결국 함정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신

체활동은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공공정책 

요인 등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관계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정에

서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군 내에서도 특히 신체활동이 적다고 보고된 부사관 이상

의 함정근무 장병의 출동 중과 정박시 신체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증진하

기 위해, 생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함정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가능하게 

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군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생태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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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정 근무 장병의 출동중과 정박시 신체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2.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

동 정도를 파악한다. 

 3.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

역 사회 요인을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함정 근무 장병 

  함정 근무 장병은 일반적으로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해군

장병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함정에서 근무 하는 부사관 이상의 계급을 가진 

직업 군인을 의미한다. 

 2.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가져오는 신체의 움직임의 종합으로 에너지 소비, 직

업관련 활동, 여가활동 등의 비직업적 활동, 강도, 시간, 빈도 등 여러 차원이 상

호관련되어 종합된 행동(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ACSM], 

1995; 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IPAQ]) 단문형 국문판을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개인내적 요인

  개인의 내적요인은 지식, 태도, 행위 및 자아개념, 기술, 발달력(developmental 

history)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며(McLeroy et al., 1988) 본 연구에서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을 의

미한다.

  1) 지각된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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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건강상태는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의미한다(Shanas, 

1962). 

  본 연구에서는 Shanas(1962)가 노인의 건강을 위한 조사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개 문항으로 김순용 등(2000)이 번역하여 사

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기대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Marcus, Selby, Niaura와 Rossi(1992)에 의해 개발된 5개 문항

의 운동관련 자기효능감 도구를 서기순(2006)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

한다. 

  3)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이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

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간의 균형 정도를 말한다(Janis & Mann, 1977).

  본 연구에서는 Nigg, Rossi, Norman과 Benisovich(1998)가 개발한 운동관련 

의사균형척도(Decisional Balance Scale for Exercise)를 서기순(2006)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대인관계 요인

  대인관계 요인은 가족, 직장동료, 친구관계를 포함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관계 

및 사회적지지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McLeroy et al., 1988), 본 연구

에서 가족, 동료, 상사에 의한 지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allis, Grossman, Pinski, Patterson과 Nader(1987)가 개발

한 운동관련 사회적지지 도구를 수정, 보완한 최정안(2005)의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 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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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직적 요인

  조직적 요인은 조직 구성원의 행위 변화를 지지하는 조직의 특성, 건강증진의 

목표로써 조직의 변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조직적인 영향력으로

(McLeroy et al., 1988) 지각된 직장환경과 객관적 직장 환경을 의미한다.

  1) 지각된 직장환경

  본 연구에서는 직장 신체활동 환경을 사정하기 위하여 Prodaniuk, Plotnikoff, 

Spence과 Wilson(2004)이 개발한 지각된 직장 환경 스케일(Perceived 

Workplace Environment Scale [PWES])을 본 연구에 맞게 번역 및 수정, 보완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객관적 직장환경

  본 연구에서는 Oldenburg, Sallis, Harris와 Own(2002)이 개발한 직장의 건강

증진 환경 체크리스트(Checklist of Health Promotion Environments at 

Worksites [CHEW])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6.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요인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기관, 조직, 그리고 비

공식적 연결망 사이의 관계로(McLeroy et al., 1988).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Mota, Almeida, Santos와 Ribeiro(2005)가 개발

한 지각된 지역사회 환경(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s)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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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고찰에서는 신체활동의 개념과 신체활동의 측정방법, 함정 환경

과 함정 근무 장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생태학적 모형을 근거로 선행연구

에서 보고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 신체활동

 1. 신체활동의 개념 및 중요성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신체의 

움직임(HHS, 1996)’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직업적인 신

체활동 이외에도 운동이나 스포츠 같은 여가 활동 중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의 움

직임을 포함한다.  반면에, 운동은 신체활동의 하위분류로 여겨지며, ‘체력의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개선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계획되고, 구

조화되며,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ACSM, 2006).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은 건강에 대한 유익을 극대화하면서 건강위해를 최

소화하는 신체활동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생활 활동과 시간을 내어 계획

적으로 하는 운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데, ACSM과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2007)에서는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건강

한 성인은 주 5일 최소 30분의 중등도 유산소 신체활동 또는 주 3회 최소 20분

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과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

고 증진하기 위해서 성인은 주 2일 최소한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유지 또는 증진

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체활

동은 심박수를 눈에 띄게 증가시키는 빠른 걸음과 같은 중등도 신체활동과 심박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호흡을 빠르게 하는 조깅과 같은 고강도 신체활동으

로 분류된다(ACSM & AH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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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 부족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만성질환, 정신건강, 삶의 질

의 위험성을 높이고, 조기 사망을 유도하는 건강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HHS, 1996). 따라서 신체활동의 증가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를 감

소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사람은 비활동

적인 사람에 비해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WHO, 2010). 

  신체활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1953년 Morris 등에 의해 런던의 비활동적인 

버스 운전기사가 허혈성 심질환의 이환률이 높다는 발견을 시작으로, 노동을 통한 

활동량과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시간 활동량이 많으면 허혈성 심질환의 이환률이나 

사망률이 낮다고 인정된 이후(Kraus & Raab, 1961) 많은 연구들에 의해 신체활

동과 건강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Fenton, 2005; Spiegel & Foulk, 

2006). 

  미국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0) 및 미국 보건복지부(HHS, 2008)의 권장사항인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활동 또는 주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실천한 아이들은 비슷하거나 낮은 신체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현저하게 낮았고(Pan & Pratt, 

2008),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있는 노인의 지각기능의 저하가 감소되었으며

(Lautenschlager et al., 2008), 관상 동맥질환을 예방하는데 유의한 효과를 나

타냈다(Sofi, Capalbo, Cesari, Abbate, & Gensini, 2008).

  국내에서 역시 신체활동은 비만을 감소시키며(김영설, 2004; 김인홍, 2002; 서

상연, 2002; 오진환, 2005), 심혈관계(김남진, 2006; 이영희, 2006), 호흡기계

(장춘자, 2005; 한경선, 2002)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내

분비계, 면역계통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우

울 및 스트레스의 감소 등 정신 건강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김인홍, 2002; 한경

선, 2002)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체 활동 수준은 이러

한 건강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질병통제

본부, 200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6; CDC, 2004;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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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과잉 인구집중, 빈곤의 증가, 범죄율 증가, 집된 교통환경, 나쁜 공기, 

공원이나 스포츠/여가 시설의 부족 등(WHO, 2010) 현대문명의 발달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업화에 따른 직업의 분화와 

업무 자동화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게 하거나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동부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과 비만을 유발하

여 직장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은하, 박영옥, 한태룡, 성봉주, & 

성창훈, 2008). 

  함정근무자들은 움직임이 적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함정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이복환, 1996),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장비의 

도입, 최첨단 무기체계의 탑재 등 함정에서 생긴 많은 변화는 신체활동 환경을 더

욱 제한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해군장병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제한된 공간과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

군 장병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근무환경이 고르지 못한 작업장에서 단조롭고 반복

적인 작업을 기계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유흥주 & 이정식, 2002), 불량한 환

기 시설, 제한된 공간 등은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그러므

로 함정 환경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증

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함정 근무 장병의 개인 요인과 장병이 속해있는 가

정, 직장, 지역사회 등 환경요인을 고려한 예방 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신체활동의 측정

  최근 신체활동량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측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평소의 습관적인 활동이외에 건강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최적의 운동량을 평

가하는 정확하고 정 한 측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험실과 같은 통제된 환경

이 아닌 일상생활 중의 신체활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

까지는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정물질이나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일일기록지, 관찰 그리고 질문지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

는 등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왔다.  이 중 기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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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직접적 측정 방법은 타당성이 비교적 높으나 측정기기의 비용이나 자료관

리의 문제점 때문에 대규모 역학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외국에서는 효율성

을 고려한 가장 적합하고 널리 사용되는 설문조사(LaPorte, Montoye, & 

Caspersen, 1985)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많은 대규모 조사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

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Sidney et al., 1991; Cartmel & Moon, 1992).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단문형 IPAQ는 12개국에서 18세에서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당

도 계수가 .52 이하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Craig et al., 2003).  Baecke의 질문

지는 유럽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고안되어 유의한 타당도(Baecke,  Burema, & 

Frijters, 1982)를 나타내었으나 그 대상이 주로 젊은 남자성인에 제한되었다

(Philippaerts et al., 1999).  이외에도 Stanford 7-Day Recall 질문지 

Minnesot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질문지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

러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나 대부분 특정연구를 위해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이용도가 높지 않았다(박일혁 등(2009)의 연구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각종 건강 관련 연구에서 신체활동 측정 질문지의 필요성은 높았지

만,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연구자가 자의로 번안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

며, 대체적으로 타당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오지연, 양윤준, 김병성, & 강재

헌, 2007; 신성현 등, 2005).  이러한 문제에서 서울대학교와 건강증진사업지원

단에서 개발한 한국인의 신체활동 수준 평가도구(2006)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총 .90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타당도도 .59에서 .74로 중간에서 비교적 높은 정도

여서 한국 성인의 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설문 문항이 

총 48개 문항으로 문항수가 많고 질문지의 길이가 길고 질문내용이 복잡하여 많

이 이용되지 못하였다.

  단문형 IPAQ는 오지연(2007)이 원문 개발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개발한 도구

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IPAQ 환산법에 근거하여 신체활동량을 Metabolic 

Eqivalent Task(MET)-minutes 점수로 신체활동의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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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신체활동 측정도구에 비해 간단하여 대규모 역학조사

에 유용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었으며 국

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 측정도구라는 점에서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

합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판단된다. 

B. 함정 환경

  해군함정은 정확성과 생존성을 위해 고도로 자동화되고 정 한 첨단의 과학장

비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 무기체계로서(김남헌, 2002) 함정 배수량에 따라 중

대형함인 1, 2급함과 소형급인 3, 4급함으로 나뉘며, 함정의 임무에 따라 크게 전

투함과 전투지원함으로 분류된다.  함정 승조원은 대부분 함정운용에 필요한 분야

별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병사에 비해 부사관과 

장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상 항해를 하는 모든 함정은 밖으로는 해난사고로 인한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항시 직면해 있으며, 안으로는 소음, 진동, 전자파, 석면, 유기화합물 등에 끊임없

이 노출되어 있으며(김성규, 2006; 박태윤, 2009; 대한산업보건협회, 2003), 공

동 운명체로 망망대해에 고립되어 생활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

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또한 함정 출동중과 정박시 당직 및 근무형태가 

매우 상이하며 해군함정만의 특별한 환경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C. 생태학적 요인

 1. 생태학적 모형의 개념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은 인간의 건강행위는 개인내적(생물학적, 심

리적), 대인관계(사회적, 문화적), 조직적, 지역사회, 정책 등 다수준의 영향을 받

으며, 이러한 건강행위 결정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다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

적인 기틀을 제공한다(Sallis, Owen, & Fish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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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학이란 용어는 원래 생물학에서 유래된 용어로써, 공중 보건 분야의 질병

과 연관되어 발달하였다.  그 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68년 Barker가 

행동 과학 분석에서 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건강 증진에서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시킨 사람은 1979년 Bronfenbrenner로 환경적 요인을 가족 구성원, 동료들

과의 상호작용(microsystem), 가족과 학교와 직장 등 조직과의 상호작용

(mesosystem),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exosystem)의 세가지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Moos(1979)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환경을 연구할 때, 물리적 환

경, 조직적 요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분위기를, Stokols(2000)는 건강

증진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차원이 건강에 영

향을 주고,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 인구의 여러 차원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McLeroy 등(1988)은 건강 증진 행위가 개인의 내적, 사회문화적, 물리적, 정

책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변수들을 통해 건강

행위를 이해하고 건강행위의 변화를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건강 증진 계획

에 현실적으로 환경적인 중재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환경적 차원을 통합한 

다층적 수준의 생태학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McLeroy 등(1988)의 모형은 크게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

인, 지역사회 요인, 공공정책 요인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내적 요인은 

지식, 태도, 행위 및 자아개념, 기술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며, 개인 발달력

(developmental history)이 포함된다(McLeroy et al., 1988).  예를 들면 연령

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또는 유익성, 장

애성과 같은 의사결정균형, Bandura의 사회 학습이론에 의한 자기 효능감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는 가족, 직장동료, 친구관계를 포함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관계 및 사

회적 지지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McLeroy et al., 1988).  사회적 지지

란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지지를 의미하는데(Cohen & 

Marshall, 1978),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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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요인은 조직 구성원의 행위 변화를 지지하는 조직의 특성, 건강증진의 목

표로써 조직의 변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조직적인 영향력을 의미하

는(McLeroy et al., 1988) 것으로 조직적 특성을 가진 사회적 조직 즉, 직장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의 분위기나, 건강 증진 행위를 지원하는 직장

의 역량, 공식적(또는 비공식적) 직장의 규정과 같은 문화뿐만 아니라 실제 직장이 

제공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요인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조직, 기관, 그리고 

비공식적 연결망 사이의 관계이며 기능적 생활공간, 일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

간 등을 의미한다(McLeroy et al., 1988).  예를 들면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

리적인 영역 내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율, 시설, 사회적 환경 등이 

대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공공정책 요인은 지역, 주, 국가 단위의 

법과 정책 등 공공정책의 영향을 의미하며(McLeroy et al., 1988) 개인의 건강

보다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강조하는 공공 건강 정책의 특성을 가진다. 

  결국 각 연구자들에 의해 다른 형태로 단계가 분류되기는 하였지만, 생태학적 모

델의 관점에서 건강행위는 개인 이상의 다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신체활동 실천 또는 신체활동 수준의 변화는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

차원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개개인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적용되어온 전

통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중재들이 장기적인 행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한적

(HHS, 1996; WHO, 1997)이었고, 개별적인 접근이 종종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이전의 비

활동 생활양식으로 돌아가게 된다(Gauvin et al., 2001)는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 이에 따라 중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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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Sallis 등(2006)은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

해서 개인적,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정책을 고려하여 연구와 중재를 적

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Kelly, Hoehner, Baker, Ramirez과 Brownson(2006)

은 지역사회에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및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물리적, 사회-문화적, 조직적 그리고 정책/경제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

였다.  조정환과 강보미(2009), 조정환과 송금주(2003)는 신체활동의 효과 검정 

또는 측정도구 개발시 신체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체활동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종속되기 때문에 신체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차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실

증적인 연구(Walcott-McQuigg, Zerwic, Dan, & Kelly, 2001; Giles-Corti & 

Donovan, 2002; Saelens, Sallis, & Frank, 2003; 이선미, 2007)에서도 사회적 

환경, 조직적 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 신체활동이 관련된다

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 조직, 지역사회와 정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앞서 제시된 개인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들

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McLeroy 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신체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화하였다. 

 1) 개인내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의

사결정균형을 포함하였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BMI, 가족 동거여부, 종교를 의미한다(서구민, 2001; 이숙정, 2003; 서기순, 

2006; 김동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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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무특성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은 계급, 함정의 규모, 근무부서, 근무년수, 

교대근무, 주당 당직근무 횟수, 함정의 유형을 포함하였다(김미숙, 2003; 이준혁, 

2005). 

  다)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의미하며(Shanas, 

1962), 건강상태는 건강과 질병의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또는 건강과 질

병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관심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aplan, 1988).  일반적으로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정확하고 믿을만한 지

표이며(Ware, 1986),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에 더 큰 영향

력이 있으며, 자가평가한 건강상태가 임상적인 사정 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

다고 하였다.

  특히 지각된 건강상태는 신체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가장 접하게 관련이 있으

며(Dishman, Sallis, & Orestein, 1985),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요인인 동시에 좋

은 건강상태가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Manson- Hawkes & Holm, 1993).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는 운동행위 변화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변화단계가 높아질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증가한다(김

순용 등, 2000; 조영숙 & 이해정, 2003).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은 건

강상태를 지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은석, 2009) 지각된 건강상태는 

또다시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반해, 스스로를 건

강하다고 생각한 군 일수록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반대 결과(김태면 등, 

1994; 박명희, 1997)도 있어 신체활동에 대한 지각된 건강상태의 영향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신념을 의미

한다(Bandura, 1986).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건강한 성인이나 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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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운동의 시작을 예측하고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인자

이며(이현경, 1997; McAuley, 1991, 1992; McAuley, Courneya, Rudolph, & 

Lox, 1994; Sallis et al., 1986; Sallis & Hovell, 1990),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지지되고 있다(서구민, 2001).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 연구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정도도 높게 나타났고(강현욱 & 김지태, 2009), 임신성 당뇨 과거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Kim, 

McEwen, Kieffer, Herman, & Piette. 2008).  또한 제 2형 당뇨환자의 운동행

위 변화단계가 증가 할수록 자기효능감도 증가하였고(김춘자, 2002), 양재근, 이

종훈, 김영호와 현승권(2006)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변화 단계별로 자기효

능감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운동 단계변화를 설명하는데 유

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순용 등(200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신

체활동 수행과 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마)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이 지각

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간의 균형 정도이다(Janis & Mann, 1977).  

의사결정균형은 의사결정의 두 가지 요소인 이득(Pros)과 손실(Cons)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는 행위변화의 긍정적인 지각과 부정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Marcus, Rakowski와 Rossi(1992)는 건강행위와 연관된 의사결정균형 개념의 

활용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중재를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으며, 

Prochaska 등(1994)은 건강행위로의 변화가 개인이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의 중요도에 따른다고 제시하였다. 

  의사결정균형은 노인의 운동행위(이평숙 등, 1999; 김순용 등, 2000)와 청소년 

운동행위(김명호, 2002) 변화와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명수

(2006)는 대학생의 운동행동이 의사결정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동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균형은 신체활동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

체활동의 증진은 또한 의사결정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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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인관계 요인

  본 연구에서 가족, 동료, 상사에 의한 운동관련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사회

적 지지는 의미있는 사회 지지망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Cohen & Willis, 1985)로 건강증진 행위 수

준에 영향을 주며(정세인, 2006), 개인의 통제하에 오랜 기간을 지속해야 하는 

신체활동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이종경, 2000).

  지지의 원천으로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전문가, 지지기관 등이 있으

며, 신체활동의 시작과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양재근 등, 2006), 주로 

가족, 배우자 및 신체활동 교육자의 격려나 긍정적인 반응, 신체활동에 가치를 두

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친구의 동참이 지속적인 신체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cAuley & Jacobson, 1991; Duncan & McAuley, 1993).  특히 근로자의 

경우 운동을 함께하는 가족(Muto et al.,1996; 김태현 & 김양호, 2003), 친구

(Sallis et al., 1989)나 직장동료의 지지(Muto et al.,1996; 김양호, 2005; 

DeJoy et al., 2008)가 신체활동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Dishman 등(1985)은 가족,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운동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서기순(2006)은 가족과 직장동료, 사업주의 지지가, 김동희(2009)는 가족과 직

장동료에 지지가 운동단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O'Donnell(2000)은 가족과 친

구, 동료의 지지가 운동행위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이준혁, 2001; 강종구, 2003; 정세인, 2006) 역시 사회적 지지가 신체활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함정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건강

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가까이 인식하고 신체활동을 직접 지지해줄 수 있는 가족

과 동료, 상사의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조직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직장환경과 객관적 직장환경을 의미한다. 신체활동 행위와 

관련된 조직적 요인은 조직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예, 자원 배분, 리더십)와 

관련이 있다(Plotnikoff, Prodaniuk, Fein, & Milton, 2005).  특히 의사소통 채

널과 지지망의 존재, 행위의 규범을 발전하기 위한 기회,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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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잠재성 때문에 직장환경은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이상적

인 환경이다(Shephard, 1996).  직업 군인 역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함정

환경은 직업군인의 직장환경으로써 신체활동을 증진하도록 돕는 기회와 자원을 제

공하는 장(場, environ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된 직장환경의 다수준, 생태학적 접근을 위한 신체활동 평가 도구

는 직장의 건강증진 환경 체크리스트(CHEW), 직장 신체활동 평가도구

(Workplace Physical Activity Assessment Tool [WPAAT]) 그리고 지각된 

직장환경 스케일(PWES)이 있다.  호주의 국가적 직장 건강 프로젝트(The 

Australian National Workplace Health Project)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직장의 

건강증진 환경 체크리스트(CHEW)는 직장 환경을 물리적 환경, 정보적 환경, 직장 

주변 환경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직장의 객관적인 환경을 평가하였고

(Oldenburg et al., 2002), 직장 신체활동 평가도구(WPAAT)는 McLeroy 등

(1988)의 생태학적 모형을 근거로 분류하여 제시되었다(Plotnikoff et al., 2005).  

또한 Prodaniuk 등(2004)은 직장 신체활동 평가도구(WPAAT)와 Sallis 등

(2000)의 분류를 근거로 근로자가 지각하는 직장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각된 

직장환경 스케일(PWES)을 개발하였다.  이는 각 요인에 맞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

여 평가하는 것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신체활동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Prodaniuk et al., 2004).  국내에서 사용된 직장 신체활

동 환경 측정 도구는 대부분 개인이 개발한 경우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박문환, 1995; 이정민, 2001)가 많았다.  다만, 고은하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 체육활동 실태조사’도구의 경우 국민체육진

흥공단 차원의 대규모 연구로 시행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으나 도구 

자체는 문항이 많고 복잡하여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Kelly 등(2006)은 신체활동의 평가를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객관적인 측정의 장점을 

모두 취합하고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직장환경과 객관적 직

장환경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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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 요인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은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환

경 특성은 지역사회 안에서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선택된 지역사회 환경 특

성은 지역사회에서 신체활동의 변화와 관련된다(Handy, Cao, & Mokhtarian, 

2008).  Saelens Sallis, Black과 Chen(2003)은 2가지 다른 지역사회 환경의 

성인 107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과체중 발병률을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 환경

과 신체활동, 과체중 정도가 연관됨을 밝혀냈다.  최명애, 하양숙, 김금순, 이명선

과 최정안(2008)의 연구에서 역시 운동을 하는 군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주변에 더 많음을 나타났고, Huang, Hung, Sharpe와 Wai(2010)는 대만의 도시 

아이들과 농촌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비교 했을 때 ‘보행가능한 길’의 수는 차

이가 없었으나, 운동시설 접근성이 도시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따라서 총 신체활

동 역시 도시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1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환경과 신체활동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allis, Bowles et al., 2009). 

  또한  Lee 등(2009)은 서울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고강도 신체활동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Foster와 

Giles-Corti(2008)는 지각된 범죄 관련 안전성이 신체활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는 이충근(200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울시민의 신체활동에서 남자는 구

별 범죄발생빈도가 낮을수록, 체육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여자는 치안상태만족

도가 높을수록, 여가 및 공원시설의 부족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구별 체육시설

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강도 신체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이 신체활동과 매우 접

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Inoue 등(2009)은 이러한 환경 

변수가 구성원에게 장기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을 중점으로 한 중

재의 단기적 효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행이나 이동수단의 접근 및 자원, 도로망과의 연계, 주변 지역의 안전성, 

여가활동 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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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절에서는 함정 근무 장병의 효과적인 신체활동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하여 McLeroy 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McLeroy 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은 건강 증진 행

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을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

였으며,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변화시키기에 적절한 분석 단계를 제공하고 개인내

적, 대인관계, 지역사회 수준 등에서 치료의 특성화를 위해 다른 모형들과 통합되

어 적용할 수 있어(Smedley & Syme, 2000) 추후 대상자에 맞는 특성화된 중

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라고 할 수 있다.

  McLeroy 등(1988)의 생태학적 모델을 근거로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된 신체활

동의 영향 요인을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전 해군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된 정책적 요인은 제외한 

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완성하였다<그림 1>.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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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내적 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

감, 신체활동 관련 의사결정균형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동거형태, 종교, BMI를 포함하였고, 함정 근무 장병의 직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직무특성인 계급, 함정규모, 함정유형, 근무부

서, 근무형태, 주당 당직 근무 횟수와 복무기간을 추가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 및 신체활동 관

련 의사결정균형을 포함하였다. 

  대인관계 요인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로써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제시된 지지망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며 함

정 근무 장병의 근무환경과 가장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 가족, 동료, 상사의 지지

를 포함하였다.  조직적 요인은 직장 환경에 대한 평가로써 함정근무 장병들의 지

각된 직장환경과 객관적 함정환경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 요인은 선행연구

(Saelens et al., 2003; Mota et al., 2005; 최명애 등, 2008; Sallis, Bowles et 

al., 2009; Huang et al., 2010)에서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밝혀진 바 있어 

함정 근무 장병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각각의 생태학적 요인간의 상호작

용(interaction)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외한 신체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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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군함정 근무 장병의 출동시와 정박시 신체활동 정도를 평가하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해군에 근무하는 부사관 및 장교를 표적 모집단으

로 하고 국방부와 해군의 승인을 얻은 3개 지역 함대에 근무하는 하는 부사관 및 

장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현재 함정에 근무 중이며, 설문

에 동의한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중에서 함정 규모를 배수량에 따라 4개 등급(1

급함 : 4,000톤 이상, 3급함 : 2,000∼4,000톤 미만, 3급함 : 500∼2000톤 미

만, 4급함 : 500톤 미만)으로 구분한 후 50명씩 균등하게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3.0.10 프로그램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

기 0.1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예측인자 수가 10개일 경우 172명이 요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200부를 배포하고 19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0%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0부를 제외한 후 184부를 자료 분

석에 이용하였다. 

C. 연구도구

 1.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오지연(2007)에 의해 번역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원문 개발자로

부터 인증받은 단문형 IPAQ를 해군 환경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함정 근무 장

병의 출동중과 정박시 신체활동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여가시간, 가정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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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의 활동, 직업관련 활동, 이동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4개 영역(고강도 

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활동, 좌업 활동)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

분 이상 시행한 고강도 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활동에 대한 주당 일수와 평

균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좌업활동은 주당 평균 소요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IPAQ 환산법에 근거하여 신체활동량을 Metabolic Equivalent 

Task[MET]- minutes 점수를 이용하여 연속형과 범주형 점수로 산출하였다. 

  연속형 점수의 산출은 ‘각 활동의 MET level' × '시행기간 minutes' × '주

당 횟수’ 로 계산하고 총 신체활동량은 각각의 활동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이다. 

 - 걷기 활동 MET-min/week = 3.3 × min of activity/day × days per week

 - 중등도 신체활동 MET-min/week = 4.0 × min of activity/day × days per week

 - 고강도 신체활동 MET-min/week = 8.0 × min of activity/day × days per week

 - 총 신체활동량 = 걷기 활동 MET-min/week + 중등도 신체활동 

MET-min/week + 고강도 신체활동 MET-min/week

  범주화 점수의 산출은 비활동,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의 세가지 단계

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비활동은 신체활동을 가장 적게 하는 군으로 아

무 활동에도 표시하지 않았거나, 다른 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활동은 하루 20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3일 이상 하는 경우, 하루 

30분의 중등도의 신체활동이나 걷기를 5일 이상 하는 경우, 또는 걷기 활동, 중등

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을 모두 합하여 주 5일 이상 일주일에 

600MET-min/week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건강증진형 활

동은 가장 바람직한 단계로 적어도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1500MET-min/week이상 하거나, 7일 이상 걷기 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을 통해 3000MET-min/week 이상을 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대상자의 신체활동은 출동중 신체활동량과 정박시 신체활동량의 평균을 의

미한다.  오지연 등(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Spearman Rho .43∼.65 (중앙

값 0.54), Kappa 값 .37∼.62 (중앙값 0.47)이었다.  Kappa 값은 7개 중 5개 

항목이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반분법을 이용한 신뢰도는 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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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박시 .67로 나타났다.

 2. 개인내적 요인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신장, 체중, 가족 동거여

부, 종교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직무특성

  직무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급, 함정규모, 근무부서, 근무년수, 교대근무, 주

당 당직근무 횟수, 함정유형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Shanas(1962)가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 이용하여 김

순용 등(2000)이 사용한 문항으로 “당신은 당신의 건강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나쁘다’ 1점에서 ‘매

우 좋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단일 문항의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경혜와 송지은(2001)은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복합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객관적 척도와 매우 상관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4) 자기효능감

  운동관련 자기효능감은 Marcus 등(1992)에 의해 개발된 운동관련 자기효능감 

도구를 서기순(2006)이 번역한 것으로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

항에 대해 ‘전혀 자신이 없다’ 1점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 5점까지 5점 척

도로 측정한다. 전체 5개 문항을 합산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였으며, 서기순(2006)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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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사결정균형

  의사결정균형은 Nigg 등(1998)이 개발한 운동관련 의사균형척도(Decisional 

Balance Scale for Exercise Scale)를 서기순(2006)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운동이익요인 5문항과 운동장애요인 5문항,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운동이익요인에서 .92, 운동장애요인에서 .75이었으며, 서기순(2006)의 연구에서

는 운동 이익요인 .90, 운동장애요인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운동이익요인 .88, 운동장애요인은 .79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 요인

  Sallis 등(1987)이 개발한 신체활동 관련 사회적지지 도구를 최정안(2005)이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축약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동료, 상사가 행한 지지의 정도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지지원에 따라 각 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지지망에 

따른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정안(2005)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89이었고, 전문가 2인에 의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가족의 지지 .93, 동료의 지지 .93, 상사의 지지 

.95로 나타났다.

 4. 조직적 요인

  1) 지각된 직장환경

  Prodaniuk 등(2004)이 개발한 지각된 직장환경 스케일(PWES)을 대상자에 맞

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직장환경 스케일(PWES)은 총 6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문항은 “전혀 없다”에서 “매우 많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지각된 직장환경 스케일(PWES)은 개발 당시 Cronbach's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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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 .97이었으며, 근로자, 직장 신체활동 처방사,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15명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하고, 영어 및 한국어를 구사하는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확인한 후 영어 및 한국어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논의를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 객관적 직장환경

  Oldenburg 등(2002)이 개발한 직장의 건강증진 환경 체크리스트(CHEW)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장의 건강증진 환경 체크리스트

(CHEW)는 9개 문항으로 “있음”에서 “없음”의 이분형 척도와 총 개수 평가

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의 건강증진 환경 체크리스트(CHEW)는 개발당시 신뢰

도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는 .80에서 1.00이었으며, 전문가들

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하고, 영어 및 한국어를 구사하는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확인한 후 영어 및 한국어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논의를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3) 함정 환경의 특성

  함정의 규모는 2차 세계대전까지는 탑재 무기와 톤수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였

지만, 오늘날에는 대규모 함정의 개발 등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함정

의 규모는 우리나라 해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등

급을 구분하는 기준인 경하배수량에 따라 1급함은 4000ton 이상, 2급함은 

2,000ton에서 4,000ton 미만을, 3급함은 500ton에서 2,000ton미만을, 500ton

미만은 4급함을 의미한다(월간 해양과 조선, 2008). 

  함정의 유형은 역할에 따라 크게 전투함과 전투지원함으로 구분된다.  전투함은 

기동전단 주력 전투함인 구축함, 해역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공, 대함, 대잠전

을 수행하는 호위함과 초계함, 전방 접적해역의 최일선 경계전력인 고속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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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전투지원함은 상륙군 및 장비를 이송하는 주요 전력인 상륙함, 전투함

정의 작전을 지원하는 구조함 및 군수지원함으로 잠수함구조함, 수상함 구조함 및 

군수지원함을 포함하는 전투 지원함, 기뢰 부설 및 소해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뢰

전함 등이 포함된다(대한민국해군, 2010). 

  함정의 근무부서는 레이더와 조타를 담당하는 작전 부서, 함정의 기관을 담당하

며 엔진 및 기계전자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 기관, 함정의 무기를 관리하는 포갑 

및 전투체계, 함정 운용과 관련된 보급 및 의무, 수송, 조리 등을 담당하는 경의 

및 지원 부서로 나뉜다. 

  함정에서 당직근무는 항해당직과 정박당직으로 구분되며, 육상부대의 당직편성

과는 근본적으로 임무와 책임이 다르다.  향해 당직은 바다에서의 안전항해와 전

투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임무별 특성으로 당직근무가 편성되

며, 1일 3직제로 1인이 교대로 8시간씩(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연속적인 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정박당직은 모항에 입항하여 대기, 수리 및 교육 훈련을 수행할 

시 편성되며, 당직사령, 현문당직과 기관당직으로 구분된다. 

 5. 지역사회 요인

  1)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은 De Bourdeaudhuij, Sallis와 Saelens(2003)가 개

발한 지역사회 환경도구를 Mota 등(2005)이 축약하여 개발한 지각된 지역사회 

환경(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s) 도구로 거주지역의 보행이나 이

동수단의 접근 및 자원, 도로망과의 연계, 주변 지역의 안전성, 사회적 환경, 심미

성, 여가활동 시설 등 4점 척도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된 지역사회 환경(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s)은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하고, 영어 및 한국어를 구사하는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를 확인한 후 영어 및 한국어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논의를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De Bourdeaudhuij 등(2003)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

도 ICC는 .40에서 .97이었으며, 타당도는 .21에서 .93으로 나타났으며 Mota 등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ICC는 .36에서 .79, 검사-재검사 신뢰도 Spea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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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 correlation(r)은 .31에서 .6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D. 자료수집 및 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약 1주간 시행하였다.  연구

계획서와 설문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속한 군소속 기관의 심의를 거쳐 함대 또는 

함장의 승인을 얻은 후 자료수집을 하며,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연

구목적 및 과정, 보상 및 가능한 위험성,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부록 1 참고)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E.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출동 중 및 정박 시 신체활동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2. 출동 중 및 정박 시 신체활동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x2-test 및 t-test를 사용

하였다. 

 3.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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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정도와 생태학적 요인

 1. 신체활동 정도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함정근무 장병의 

평균 신체활동은 2,848.06±3,344.48MET-min/week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을 비활동,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으로 분류하였을 때, 최소한의 활동은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증진형 활동 26.1%, 비활동 23.4% 순으로 

나타났다. 

  출동중과 정박시로 구분했을 때 신체활동은 출동중 평균 2,130.30±3,473.55 

MET-min/week이고, 정박시 평균 3,565.80±3,925.14MET-min/week로 정박

시 신체활동이 출동중 신체활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6.10, 

p<.001).  신체활동을 비활동,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으로 분류하였을 

때, 출동중 신체활동은 비활동이 39.1%로 가장 높았고, 건강증진형 활동이 

23.4%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정박시 신체활동에서는 최소한의 활동이 42.4%로 

건강증진형 활동 39.7%, 비활동 17.9%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x2=24.63, p<.001).  신체활동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강도 신체활동 MET 일

수(t=-4.33, p<.001), 중등도 신체활동 MET(t=-3.89, p<.001), 걷기 

MET(t=-3.56, p<.001)는 각각 출동 중보다 정박시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그

러나 앉아서 하는 활동은 출동중 앉아서 하는 신체활동이 정박시 신체활동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5.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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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동 정박시

t or x2 p
평균±표 편차 빈도(%) 평균±표 편차 빈도(%)

총 신체활동 2130.30±3473.55 184(100) 3565.80±3925.14 184(100) -6.10 <.001

비활동 178.03±336.53 72(39.1) 187.33±180.86 33(17.9) 24.63 <.001

최소한의 활동 1408.48±691.80 69(37.5) 1723.60±751.09 78(42.4)

건강증진형 활동 6557.58±4914.05 43(23.4) 7061.44±3925.14 73(39.7)

고강도활동MET 847.17±1652.06 1471.96±2140.88 -4.33 <.001

등도활동MET 507.07±1217.21 839.89±1272.23 -3.89 <.001

걷기 MET 776.08±1999.14 1253.96±1793.27 -3.56 <.001

앉아서 하는 활동 326.79±262.67 228.89±210.00 5.53 <.001

표 1.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N=184, 단  : MET-min/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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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태학적 요인

  1) 개인내적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내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무요인으로 구분한 일

반적 특성과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함정근무 

장병 총 184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동거형태, 종교, BMI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29±6.86세로 최소 20세에서 최대 54세로 

나타났으며, 20대가 114명(62.0%)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명(1.1%)로 가장 적

었다.  성별은 남자가 179명(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상태는 미혼 110

명(59.8%), 기혼 72명(39.1%), 사별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83명(45.1%), 대학졸업이 55명(29.9%), 대학 재학 중이 37명(20.1%), 

대학원 이상 9명(4.9%)이었다. 동거형태는 가족과 동거가 109명(59.3%)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도 60명(32.6%)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 59명

(39.1%), 없음 65명(35.3%), 기독교 45명(24.5%), 천주교 13명(7.1%), 기타 2

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BMI는 정상 77명(41.8%), 과체중 53명

(28.8%), 경도 비만 48명(26.1%) 순으로 많았으며. 저체중이 2명(1.1%)으로 가

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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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연령 20 114(62.0)

30 55(29.9)

40 13(7.0)

50 2(1.1)

성별 남 179(97.3)

여 5(2.7)

결혼상태 미혼 110(59.8)

기혼 72(39.1)

사별 2(1.1)

교육정도 고졸 83(45.1)

학재학 37(20.1)

학 졸업 55(29.9)

학원 이상 9(4.9)

동거형태 가족과 동거 109(59.3)

동료와 동거 12(6.5)

혼자 거주 60(32.6)

기타 3(1.6)

종 교 불교 59(32.1)

기독교 45(24.5)

천주교 13(7.0)

없음 65(35.3)

기타 2(1.1)

BMI 18.5 미만( 체 ) 2(1.1)

18.5~23미만(정상) 77(41.8)

23~25미만(과체 ) 53(28.8)

25~30미만(비만) 48(26.1)

30이상(고도비만) 4(2.2)

표 2. 개인내적 요인 -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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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직무 특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함정근무 장병의 

계급별 분포는 부사관이 138명(75.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준사관이 6

명(3.3%)로 가장 적었으며, 함정의 규모에서는 소형함인 3, 4급함이 각각 49명

(26.6%), 대형함인 1, 2급함이 각각 43명(23.4%)로 나타났다.  함정유형에서는 

기뢰전함 47명(25.5%), 상륙함 45명(24.5%), 고속정 40명(21.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상자는 주로 작전부(34.8%)와 기관부(34.3%)에서 근무하였으며, 정

상근무와 3교대 당직 근무(45.1%)가 가장 많았고, 정상근무(26.6%)가 가장 적었

다.  당직 근무회수는 주당 2~3회가 118명(64.1%)로 가장 많았고, 4～5회가 13

명(7.1%)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들의 복무기간은 3년 이상～10년 미만이 77명

(41.8%)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69명(37.5%), 3년 미만 38명(20.7%)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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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계 장교 40(21.7)

사 6( 3.3)

부사 138(75.0)

함정규모 1 함 43(23.4)

2 함 43(23.4)

3 함 49(26.6)

4 함 49(26.6)

함정유형 계함 이상 투함 23(12.5)

상륙함 45(24.5)

기뢰 함 47(25.5)

투 지원함 29(15.8)

고속정 40(21.7)

근무부서 작 64(34.8)

기 63(34.3)

포갑  투체계 40(21.7)

경의-지원 17( 9.2)

근무형태 정상근무만 49(26.6)

정상근무+3교  당직근무 83(45.1)

정상근무+24시간 당직근무 52(28.3)

주당 

당직근무 횟수

1회 이하 53(28.8)

2~3회 118(64.1)

4~5회 13( 7.1)

복무기간 3년 미만 38(20.7)

3년 이상~10년 미만 77(41.8)

10년 이상 69(37.5)

표 3. 개인내적 요인 - 직무특성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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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최 소 ～최 평균 표 편차 평균평

지각된 건강상태 2～5     3.54   0.78 3.54

자기 효능감 5～25    15.64 3.80 3.13

의사결정균형 정 11～25    20.20 3.28 4.04

부정 5～20    10.66 3.52 2.13

표 4. 개인내적 요인 -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

(N=184)

  함정근무 장병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기술 통계

량은 <표 4>와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최소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평균 

3.54±0.78점이었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평균 15.64±3.80으로 최소 5점에

서 최대 25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점 3.13이었다.  의사결정균형은 최소 18점에

서 최대 40점으로 평균 30.86±3.18이고, 평점 3.09이었다.  영역별로는 긍정적 

의사결정균형이 평균 20.20±3.28, 부정적 의사결정균형이 10.66±3.52로 나타

났다.  이 중 가장 부정적인 문항은 ‘신체활동을 하면 바빠질 것이다’로 평균 

2.51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을 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와 

‘운동을 하는 것은 귀찮다’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 요인

  함정근무 장병의 대인관계 요인인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에 대

한 기술 통계량은 <표 5>와 같다.  총 사회적 지지는 최소 23점에서 최대 90점

으로 평균 58.26±11.40으로 나타났으며, 평점은 3.24였다.  영역별로는 가족의 

지지가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으로 평균은 18.76±5.06, 평점은 3.13으로 가장 

낮았고, 동료의 지지가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이고 평균 19.96±4.40, 평점 

3.33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상사의 지지는 평균 19.54±4.79이고, 평점은 3.26

이었다.  가족의 지지 중 신체활동 계획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으로 평

균 2.7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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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최 소 ～최 평균 표 편차 평균평

가족의 지지 6～30 18.76       5.06 3.13

동료의 지지 6～30 19.96       4.40 3.33

상사의 지지 6～30 19.54       4.79 3.26

총계 23～90 58.26      11.40 3.24

표 5. 대인관계 요인 

    (N=184)

  3) 조직적 요인

  함정장병의 조직적 요인인 지각된 직장환경과 객관적 직장환경은 <표 6>과 <표 

7>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함정 근무 장병의 지각된 직장환경은 최소 6점에서 최

대 29점으로 평균 18.89±3.56이고 평균평점은 3.15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살

펴보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조직의 역량을 가장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지역

사회 신체활동의 자원을 이용과 조직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정보의 양이 적다고 

지각하였다. 

  함정환경을 관찰한 결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함정에서 신체활동 프로

그램, 신체활동 전문 지도자 배치, 단체 신체활동 프로그램, 정보환경과 관련된 게

시판 및 정보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실은 1～3개 이하가 58명

(31.5%)로 가장 많았고, 4～6개 이하, 7개 이상이 각각 43명(23.4%), 없음

40(21.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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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최 소 ～최 평균 표 편차 평균평

신체횔동 증진을 한 조직역량 1～5     3.46 0.87 3.46

신체활동 격려 분 기 1～5     3.42 0.81 3.42

신체활동 증진을 한 정책 1～5     3.32 0.86 3.32

신체횔동 편의시설과 설비 1～5     3.16 0.99 3.16

신체활동 정보의 양 1～5     2.85 0.81 2.85

지역사회 신체활동 자원이용 1～5     2.68 1.01 2.68

총 6～29    18.89 3.56 3.15

표 6. 조직적 요인 - 지각된 직장환경 

(N=184)

요인 구분 빈도(%)

샤워실 개수 없음 40( 21.7)

1～3개 58( 31.5)

4～6개 43( 23.4)

7개 이상 43( 23.4)

계단의 편의성

   계단실 개방  있음 184(100.0)

   모든 층의 문 개방 있음 184(100.0)

   계단 표시 있음 40( 21.7)

   통제구역 표시 있음 86( 46.7)

   계단실에 층수 표시 있음 0(  0.0)

   제한된 출구 있음 0(  0.0)

피트니스센터

   공간   있음 87( 47.3)

   장비수 있음 135( 73.4)

   흥미성 있음 141( 76.6)

좌업 여가공간  장비 있음 86(46.7)

표 7. 조직적 요인 - 객관적 직장환경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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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 항수 최 소 ～최 평균 표 편차 평균평

기반시설 1 1～4 3.13 0.66 3.13

근성 2 2～8 6.08 1.07 3.04

도로망 연계성 1 1～4 2.83 0.76 2.83

사회  환경 1 1～4 2.79 0.63 2.79

편의시설 1 1～4 2.65 0.75 2.65

심미성 1 1～4 2.51 0.72 2.51

안 성 2 2～8 4.42 1.27 2.22

총 9 9～36  24.40 3.47 2.79

표 8. 지역사회 요인 -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 

(N=184)

  4) 지역사회 요인

  함정근무 장병의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은 <표 8>과 같다.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은 최소 9점에서 최대 36점으로 평균 24.41±3.49, 평균평점 2.79점으로 나

타났다.  지역사회 환경의 하위영역에서는 보행 및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반시설

이 평균평점 3.13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접근성, 도로망 

연계성, 사회적 환경, 편의시설, 심미성 순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좋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각한 교통 체증구역 정도나 높은 범죄율과 관련된 신체

활동을 저해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하는 안전성 역시 평균평점 2.22로 다른 문

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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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생태학적 요인에 따른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1. 생태학적 요인에 따른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의사결정균형,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 지각된 직

장환경, 객관적 직장환경, 지역사회 환경은 중위수로 나눈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육정도, 종교, 계급, 근무부서, 근무형태, 지각된 건강상태, 긍정적 의사

결정균형, 부정적 의사결정균형, 가족의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표 11>. 

  1) 개인내적 요인

  함정 근무 장병의 개인 내적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교육정도와 종교<표 

9>, 직무특성인 계급, 근무부서, 근무형태<표 10>, 지각된 건강상태, 긍정적 의사결

정균형, 부정적 의사결정균형<표 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학 졸업 미만의 대상자가 대학 졸업이상의 대상자보다 신체활동정도가 많았

으며(t=2.84, p=.005),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신체활동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2, p=.045).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신체활

동 정도는 40대 이상, 20대, 30대 순으로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미혼이 기혼

보다 많은 신체활동량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거형태에

서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신체활동을 나타내었고, 그다음 혼

자 거주하는 경우,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BMI에 따른 신체활동은 ‘저체중～정상’, ‘비만’, ‘과체중’ 순

으로 많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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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 편차 t or F p

연령 20 114(62.0) 3054.02±3948.79 0.99 .373

30 55(29.9) 2320.41±1859.68

40  이상 15( 8.2) 3217.50±2329.94

성별 남 179(97.3) 2899.03±3375.89 1.24 .217

여 5( 2.7) 1023.30±556.25

결혼

상태

미혼 110(59.8) 3019.44±3756.11 0.85 .398

기혼(사별포함) 74(40.2) 2593.31±2620.02

교육

정도

학 졸업 미만 120(65.2) 3257.85±3894.08 2.84 .005

학 졸업 이상 64(34.8) 2079.71±1711.41

동거

유형

가족과 동거 109(59.2) 2987.58±2826.81 0.32 .728

혼자 거주 60(32.6) 2725.88±4274.34

기타 15( 8.2) 2322.97±1619.54

종교 있음 119(64.7) 3213.50±3734.39 2.02 .045

없음 65(35.3) 2179.03±2359.74

BMI 23미만( 체 ～정상) 79(42.9) 3259.96±4062.53 1.60 .204

23～25미만(과체 ) 53(28.8) 2201.49±2172.08

25이상(비만) 52(28.3) 2881.30±3063.65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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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특성 중 대상자의 계급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F=3.61, p=.029),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부사관이 장교보다 신체활동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른 신체활동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3.48, p=.017)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LSD 사후검정 결과 기관부서와 포갑 및 전투 체계부서

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의 신체활동이 작전과 경의-지원 부서에서 근무 하는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 근무부서에 따른 신체활

동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2, p=.003).  집단 간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정상근무와 3교대 당직근무를 겸

하는 집단이 정상근무와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규모에서 대형함(1, 2급함)은 소형함(3, 4급함)에 비해 

신체활동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함정유형에서는 상륙함에서 신체

활동이 가장 많았고, 초계함이상 전투함에서 가장 낮은 신체활동을 나타내었으나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복무년수 및 주당 당직 근무 회수에 따른 신체활동 역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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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빈도(%) 평균±표 편차 t or F p 
Sche ffé 

or LSD

계 장교(a) 40(21.7) 1631.92± 217.27 3.61 .029 a<b, c

사 (b) 6( 3.3) 3875.83±1221.30

부사 (c) 138(75.0) 3155.88±3674.72

함정

규모

1 함 43(23.4) 2529.95±3415.33 1.40 .246

2 함 43(23.4) 3755.25±4849.11

3 함 49(26.6) 2640.26±2730.17

4 함 49(26.6) 2538.92±1854.83

함정

유형

계함이상 

투함
23(12.5) 2364.29±3709.21 0.75 .562

상륙함 45(24.5) 3579.60±4800.16

기뢰 함 47(25.5) 2663.98±2725.51

투 지원함 29(15.8) 2645.95±2668.05

고속정 40(21.7) 2666.06±1999.06

근무

부서

작 (a) 64(34.8) 2086.77±1751.51 3.48 .017 a, d< b, c

기 (b) 63(34.2) 3480.06±4334.11

포갑/ 투체계(c) 40(21.7) 3605.07±3718.83

경의-지원(d) 17( 9.2) 1590.79±1533.70

근무

형태

정상근무만(a) 49(26.6) 2472.41±2467.51 6.12 .003 a, c<b

정상근무+3교  

당직근무(b)
83(45.1) 3731.58±4324.43

정상근무+24시간 

당직근무(c)
52(28.3) 1791.82±1339.66

주당 

당직

근무 

1회 이하 53(28.8) 3014.19±3222.41 0.13 .879

2～3회 118(64.1) 2754.07±3519.91

4～5회 13( 7.1) 3023.92±2130.74

복무

기간

3년 미만 38(20.7) 3497.53±4960.43 0.97 .526

3년～10년 미만 77(41.8) 2776.98±3327.59

10년 이상 69(37.5) 2569.71±2004.55

표 10. 직무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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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건강상태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하로 지각한 대상자가 건강하

다고 지각한 대상자에 비해 신체활동이 적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40, p=.001).  긍정적 의사결정 점수가 낮은 대상자는 높은 대상자에 비

해 신체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으며(t=-2.05, p=.042), 부정적 의사결

정 점수가 낮은 대상자는 높은 대상자에 비해 신체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33, p=.001).  자기효능감 정도를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으

로 분할하여 신체활동을 비교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는 낮은 대상자에 

비해 신체활동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대인관계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대인관계 요인에서 지지망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를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음

과 낮음으로 분할하여 신체활동을 비교했을 때 가족의 지지만이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에 비해 신체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t=-2.77, p=.007).  

하지만 동료의 지지와 상사의 지지에 따른 신체활동은 차이가 없었다<표 11>. 

  3) 조직적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조직적 요인에서 지각된 직장환경과 객관적 직장환경의 지지정도를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으로 분할하여 신체활동을 비교했을 때 직장의 신체활동 환

경이 많다고 지각한 대상자는 적다고 생각한 대상자들에 비해 신체활동이 많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4)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지역사회 요인에서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의지지 정도를 중위수 기준으로 높

음과 낮음으로 분할하여 신체활동을 비교했을 때 지역사회의 신체활동 환경이 많

다고 평가한 대상자가 적다고 평가한 대상자보다 신체활동이 많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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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 편차 t p

지각된

건강상태

보통이하 94(51.1) 2040.37 1997.57 -3.40 .001

건강한 편 90(48.9) 3691.65 4173.87

자기

효능감

낮음 101(54.9) 2713.96 3159.80 -.6.00 .550

높음 83(45.1) 3011.23 3569.00

의사

결정균형

정 낮음 108(58.7) 2427.18 2943.58 -2.05 .042

높음 76(41.3) 3446.16 3783.33

부정 낮음 94(51.1) 3624.65 3736.78 3.33 .001

높음 90(48.9) 2036.96 2665.73

가족지지 낮음 104(56.5) 2209.97 2058.75 -2.77 .007

높음 80(43.5) 3677.59 4376.29

동료지지 낮음 101(54.9) 2503.38 2752.86 -1.55 .123

높음 83(45.1) 3267.50 3923.86

상사지지 낮음 101(54.9) 3079.46 3974.52 1.04 .302

높음 83(45.1) 2566.48 2356.32

지각된 

직장 환경

음 96(52.2) 2664.95 3268.61 -0.78 .439

많음 88(47.8) 3047.83 3432.87

지역사회 

환경

음 92(50.0) 2404.23 3466.05 -1.81 .072

많음 92(50.0) 3291.90 3175.25

표 11.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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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신체활동과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긍정적 의사

결정균형, 부정적 의사결정균형을, 대인관계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를, 조직적 요인으로 지각된 직장환경과 지역사회 요인으로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과 신체활동과의 상관관계는 <표 12>과 같다.  함정근무 장병의 신

체활동은 지각된 건강상태(r=0.25, p=.001), 긍정적 의사결정균형(r=0.16, 

p=.029),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r=0.15, p=.037)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의사결정균형(r=-0.22, p=.002)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사결정이 긍정적일수록,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이 좋을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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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과 생태학적 요인에 따른 신체활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인내적 요인인 계급, 

종교, 교육정도, 근무부서, 근무형태와 가족의 지지, 신체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강상태, 부정적 의사결정,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생태학적 모형에서 환경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

된 조직적 요인 총 10개의 변수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정규분포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 P-P도표(Normal Probability-Probability Plot), 

산점도(Scatterplot) 및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하였다. 정규 P-P 도표을 이용하여 잔차의 정규분포성을 

검정한 결과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접함으로 정규분포를 나타내었다.  잔차의 부

분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들이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잔차의 선형성 및 등분산성가정도 입증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은 공차와 분산팽

창계수로 확인한 결과 공차는 0.49에서 0.97이며, 분산팽창계수는 최대 2.05로 

잔차의 독립성도 검정됨으로써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다.  또한 모

형은 자유도가 1과 170인 F에 분포하며, F값이 4.18이고 p값이 <.00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4개의 회귀모형이 제시되었으며, 첫 번째 모형은 개인

내적 요인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델이며, 종교(t=2.25, 

p=.026), 근무부서(포갑 및 전투체계: t=2.20, p=.029)  근무형태(정상근무와 

24시간 교대근무: t=-3.22 p=.002), 지각된 건강상태(t=2.88, p=.004)가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요인이었으며 이 변수는 신체활동을 22.2% 설명함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계급, 교육정도, 부정적 의사결정균형은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두 번째 모형에 가족의 지지를 투입하였을 때 종교, 근무부서, 

근무형태,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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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가족의 지지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

니었다.  이 단계에서도 종교(t=2.13, p=.035), 근무부서(포갑 및 전투체계: 

t=2.20, p=.029), 근무형태(정상근무와 24시간 교대근무: t=-3.22, p=.002), 

지각된 건강상태(t=2.83, p=.005)는 여전히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세 번째 모형에 종교, 근무부서, 근무형태,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지각된 직장환경을 투입하였을 때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0.1%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지각된 직장환경은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종교(t=2.14, p=.034), 근무부서(포갑 

및 전투체계: t=2.19, p=.030), 근무형태(정상근무와 24시간 교대근무: 

t=-3.22, p=.002), 지각된 건강상태(t=2.84, p=.005)는 여전히 함정 근무 장

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네 번째 모형에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투입했을 때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1.9% 설명력을 증가시켰고 지

역사회 환경(t=2.08, p=.039)은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

이었다.  이 단계에서 종교(t=2.32, p=.022), 근무부서(포갑 및 전투체계: 

t=2.50, p=.013), 근무형태(정상근무와 24시간 당직근무: t=-3.57, p<.001), 

지각된 건강상태(t=2.46, p=.015)는 여전히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교, 근무부서, 근무형태,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이었으며, 이들 5개 변수는 신체활동의 

24.2%를 예측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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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함정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 근무 장병들의 신체활동의 증진은 개인의 건강과 

근로자 및 가족의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안위와 

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 및 직

장, 지역사회 환경 등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강

조되고 있음에도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적 요인과 직장 및 지역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군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과 생태학적 요인인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

인, 조직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환경적 

접근을 통해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내적 요

인,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연구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정도

  함정 근무 장병의 평균 신체활동은 2,848MET-min/week였으며, 출동중 평균 

2,130MET-min/week이고, 정박시 평균 3,565MET-min/week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김소영(2010)이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성

인 남성의 신체활동량 368MET-min/week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였으나, 한

국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현정과 이대택(2005)의 연구에서 총 신체활동

량이 3,081로 나타나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동양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함정 근무 장병의 평균 신체활동은 일본 성인의 

1,552MET-min/week(Ishii, Shibata, & Oka, 2010)보다 높았고, 일본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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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체활동을 나타낸 남성 노동자의 1,836MET-min/week보다 높은(Takao et 

al., 2003) 반면, 3,931MET-min/week로 나타난 중국 남성의 신체활동(Macfarlane, 

Lee, Ho, Chan, & Chan, 2007)보다 낮았다.  또한 Craig 등(2003)은 12개국 18

세에서 65세 성인의 신체활동량 중위수를 2,514MET-min/week라고 하였는데 이

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동중과 정박시로 구분했을 때, 출동중 신체활동은 구현정과 이대택(2005)에

서 보고된 남학생의 신체활동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박시에 비해 출동중의 

신체활동 저하는 신체활동을 비활동,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으로 구분하

여 비교하였을 때도 확인되었다.  정박시 신체활동의 경우 최소한의 활동이 

42.4%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형 활동 39.7%, 비활동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정순, 진정희, 김미정과 장경자(2008)의 연구 

결과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49.8%로 가장 많고, 건강증진형 활동 38.7%, 비활동 

11.5%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동중 신체활동은 비활동

이 39.1%로 가장 높았고, 건강증진형 활동이 23.4%로 가장 낮아 일반적 패턴과

는 다른 신체활동 패턴을 보였다.  출동중과 정박시 앉아서 하는 활동 역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출동중과 정박시 신체활동이 양에서 뿐만 아니라 유형

에서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말해 한해의 1/2이상을 바다위에서 보

내는 함정 근무 장병에게는 출동중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각 시기에 맞는 특성화된 신체활동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PAQ는 신체활동량을 MET로 산출함으로써, 고강도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율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보다 신체활동량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량을 고강도 및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로 

구분할 때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총합적으로 최소한의 신체활동 권고량을 충족하

는 대상자가 신체 활동 실천율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강도, 중등도에 해당되는 신체활동 빈도를 총합하여 MET로 

환산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걷기 활동에 대해서

는 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3.3MET-min/week로 일관되게 계산하여 중등도 활동

으로 구분되는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하는 빠른 걸음에 대한 부분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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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이 본 연구에서는 중등도 신체활동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총 신체활동

량이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IPAQ를 이용한 신체활동 측정에서 대부분의 편차가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활동 사정 질문은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

하는 자가보고식 형태로 “일주일동안의 신체활동 일수”를 조사하였으므로 자료

수집 당시의 최근 근무 형태가 신체활동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활동 사정을 위한 질문은 신체활동 기간을 

사정하기 위하여, “최근 1개월간”, “평균적으로”와 같은 특정한 기간을 설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신체활동량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Craig 등(2003)이 IPAQ가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역, 문화적 

경험, 사회,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참여한 함정 근무 장병들의 부대 소재지에 따른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신

체활동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 문화적 경험에 차이의 영향일 수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반영할 필요가 있다.  

B. 함정 근무 장병의 개인내적, 대인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

 1. 개인내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함정 근무 장병의 개인내적 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

감과 의사결정균형을 측정하였다.  함정 근무 장병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5점 만점

에 평균 3.54점으로 중간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공군 

간부의 3.21(김춘숙, 2008), 성인 남녀 근로자들의 3.21(서구민, 2001)과 유사

한 수치였다.  또한 육군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임덕순(2005)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군간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황혜정

(2007)에서 역시 보통이라고 인지한 대상자가 53.2%로 평가되어 본 연구의 대

상자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육군 간부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비교

적 건강한 편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정세인(2007)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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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13로 중간정도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민(2001)이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활동 관련 자

기효능감과,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정세인(2007)

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서기순과 이동배

(2006)의 결과와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에 따른 운동 행위 변화 단

계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준비 단계에서 행동

단계 사이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함정 근무 장병의 지속적인 신체활동 수

행과 유지를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를 증진하

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함정 근무 장병의 긍정적 의사결정균형은 신체활동에 대한 이득 요인으로 5점 

만점에 4.04의 평균평점을 나타나 신체활동을 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써 부정적 의사결정균형은 평균평점 2.13으

로 함정 근무 장병은 신체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순과 이동배(2006)의 결과와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결정균형에 

따른 운동 행위 변화 단계를 비교했을 때 아직 행동이전의 단계에 있어 현재 행

위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에서는 행위 수행에 대한 장애요인을 감소시키

는 것이 단계변화에 효과적인 점을(Park, Hur, Kim, & Song, 2007)감안할 때,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2. 대인관계 요인

  본 연구에서는 함정 근무 장병이 속한 조직적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요인으로 가족, 직장동료, 상사의 지지를 측정하였다. 함정근무 장병의 대인관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24였다.  영역별로는 가족의 지지

가 평균평점 3.13, 동료의 지지 3.33, 상사의 지지는 평균평점은 3.26으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서기순

(2006)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족의 지지는 낮고, 동료의 지지는 비슷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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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상사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지지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함정 근무 장병이 지각한 신체활동을 위한 가족의 지지가 동료와 상사로

부터의 지지 정도 보다 다소 낮게 평가한 것은 정박과 출동을 반복하며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지지정도에 따른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동료와 상사의 지지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활동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의 지지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종경, 1997; 최정안, 2005; 정세인, 

2007)와 일치하며,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가족의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조직적 요인

  본 연구에 함정 근무 장병의 조직적 요인으로 지각된 직장환경과 객관적 직장환

경을 측정하였다.  함정 근무 장병의 지각된 직장환경은 평균 18.89±3.56이고 평

균평점은 5점 만점에 3.15점이었으며 객관적 직장환경은 최소 5에서 최대 24점으

로 평균 15.22±7.05로 나타났다.  함정 근무 장병들은 직장의 신체활동 환경을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객관적인 직장환경과는 차이가 있었

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함정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 신체활동 전문 지

도자 배치, 단체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정보 게시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

체활동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하였는데, 이는 고은하 등(2008)이 상

장기업 28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치였으며, 함정 근무 장병

의 직장환경이 신체활동을 하는데 매우 취약한 여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반 이상이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함

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함정 대부분의 신체활동 환경은 이 조사결과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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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 요인

  본 연구에서 함정 근무 장병의 지역사회 요인은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으로 

측정하였다.  함정근무 장병의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은 평균 24.41±3.49,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79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은 보행 및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반시설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접근성, 도로망 연계성, 사회적 환

경, 편의시설, 심미성, 안전성 순으로 나타났다.  Mota 등(2005)이 제시한 활동

적인 그룹과 비활동적인 그룹의 지역사회 환경 지각 정도를 측정한 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척도로 변환하여 비교하였을 때, 함정 근무 장병의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은 모든 면에서 Mota 등(2005)의 활동적인 그룹보다 지역사회 환경을 같거

나 혹은 더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성의 문제에서 평점 

2.22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한 함대

나 생활터와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각된 건강상태, 부정적 의사결정균형, 가족의 지지,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에서 

환경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중재 제공을 위한 이상

적인 장으로 평가된 지각된 직장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을 변수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상근무와 3교대 근무를 겸할 

때, 포갑 및 전투체계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일

수록,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이 신체활동에 지지적일수록 신체활동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이들 5개 변수는 신체활동의 24.2%를 예측 설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종교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경

혜와 이윤환(2006)의 연구에서 종교 등의 사회활동이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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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황혜정(2007)과 임덕순

(2005)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과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과 종교유

무의 정확한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중 함정 환경에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무형태에서는 정상근무에 3교대 당직근무를 겸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신체

활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군간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춘숙(2008)은 

근무형태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9.1%)고 하였고, 이선아(2009)의 

연구에서도 군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교대 근무에 따른 신체활동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제시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Hulst(2003)이 

연구에서 교대근무가 운동부족과 같은 생활습관을 초래한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것이다.  반면 이선희, 박지선과 김은경(2007)은 경찰근무자의 1일 보행수에서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 많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정상근

무와 3교대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신체활동은 함정의 비상대기 또

는 이동 등과 같은 상황발생과 관련된 일시적인 신체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증진하기 위해서

는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및 공간 등 신체활동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

재가 필요하다. 

  근무부서에서는 포갑 및 전투체계 부서에 근무하는 장병의 신체활동량이 유의

하게 많았는데, 이는 포갑 및 전투 체계부서가 주로 무기를 담당하며 활동 공간이 

넓은 반면, 기관 및 작전부서, 경의 및 지원부서는 좁은 활동 공간에서 주로 좌업 

위주의 근무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함정 근무 장병들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체활동량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서구민, 2001; 이지환, 이무식, 홍지영, & 김미란, 2010),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군일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수행한다(유인영 &, 이숙희, 

199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육군 간부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황혜정(2007)의 결과와도 일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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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정세인(2007)의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지각된 건강

상태가 건강할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그 다음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한 대상자가 신체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

강상태는 객관적 증상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지각 상태가 신체활동 정도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병이 있는 대상자 뿐 아니라 추후관리 대상자 그리고 

증상의 호소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지각된 직장환경은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함정의 

객관적 직장환경은 신체활동을 하기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장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접근했던 직장의 신체활동 

프로그램(Plotnikoff et al., 2007; 고은하 등, 2008)과 신체활동 전문 지도자(고

은하 등, 2008), 상담 프로그램(Proper, Hilderbrandt, Van der Beek, Twisk, 

& Van Mechelen, 2003; 고은하 등, 2008)과 신체활동 게시판 등의 정보 환경

(Oldenburg et al., 2002; Kerr, Yore, Ham, & Dietz, 2004)을 함정환경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CDC(2010)에서는 대다수의 직장이 신체활동을 하

기에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직장환경에서 근로자 신체활

동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개인에게 특성화된 직장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행위변화를 위한 신체활동 교육프로그램, 의료인 또는 건강 교육자에 

의한 상담 프로그램 등 직장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The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5; Hillsdon, Foster, & Thorogood, 

2005)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자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동적 

근무시간 등 건강 관련 직장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Lucove, Huston, & 

Evenson, 2007; Dodson et al., 2008), 정보 게시판, 공지, 켐페인 등 정보 환

경을 이용하여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신체활동의 장점을 알리고(Kerr et al., 

2004)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VanWormer & Pronk, 2009)을 조

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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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함정과 같이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직장환경에서는 직장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함정 근무 장병의 신

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함정 환경에 맞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신체활동을 동기화하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은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

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도시 디자인과 계획, 교통 등 보행 가능한 환경은 더 많

은 보행을 유발(Saelens et al., 2003)하고, 운동시설 접근성(Huang et al., 

2010), 상점의 접근성(Sallis et al., 2009; Inoue et al., 2009)이 높을수록, 가

까운 정류장(Sallis et al., 2009: Inoue et al., 2009), 많은 인도(Sallis et al., 

2009: Inoue et al., 2009), 도로 등 기반시설(Sallis et al., 2009; Inoue et 

al., 2009), 적은 비용의 여가 시설(Sallis et al., 2009) 등은 신체활동을 증진하

며, 범죄와 관련된 낮은 안전성(Foster & Giles-Corti, 2008; 이충근, 2009)과 

심한 교통 체증(Martin, 2006)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 변수가 구성원에게 장기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을 

중점으로 한 중재의 단기적 효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Inoue et al, 2009) 

함정 근무 장병들이 출동 및 수리 등을 위해 잦은 이동을 하며, 출항하여 함정 내

에서 생활하는 제한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

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증진하기 위한 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함대 내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성 및 해군 장

병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 의사결정균형과 가족의 지지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부정적 의사

결정균형이 신체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체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부정적 의사결정균형이 운동행위(서동균, 2007)와 운동행위변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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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2002; 서기순, 2006)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의 지지 역시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근로자, 군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신체활동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서구민, 2001; 최정안, 2005; 서기순, 2006; 정세인, 2007; 

나용태, 2008)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제외한 

사회적지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정박 또는 

수리중인 함정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에 함정 내에서만 근무할 때보

다 함정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 상사의 지지에 대해 적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단변량 측정에서 신체활동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회귀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들은 다른 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함정 근무 장병

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인들을 배제

할 수 없으며,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중 함정 환경에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지역사회 환

경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지역사회 환경 이외의 다른 환경적인 영향이 다소 적게 나타났는데, 

Tabachnick과 Fidell(1989), Sallis 등(1997)이 제시한 것처럼 함정 근무 장병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인

적, 대인관계적인 신체활동 영향요인 조사에서 나아가 특수한 환경에 처한 해군 

장병들의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신체활동에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했으며, 함정

의 객관적인 신체활동 환경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개인

적 요인뿐만 아니라 함정과 함대, 나아가 지역사회의 신체활동 환경 조성 및 개선

에 중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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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3개 지역 함대에 속한 정박 중인 함정을 대상으로 편의 추

출하였기 때문에 섬 등 격오지를 거점으로 하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이나 출동 

중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함정근무 장병들의 출동시의 신체활동은 현재 정박중인 함

정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장기 기억에 의존한 자가보고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추

후 연구에 있어서는 실제 출동중인 함정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 연구 및 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측면의 의의

  본 연구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McLeroy의 생태학적 모형을 활용하였다.  McLeroy의 생태학

적 모형은 개인내적 요인에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공공정책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관련행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환경적 문제이며 환

경적인 중재가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간호연구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함정이

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요

인 외에 다른 환경적인 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왜 신체

활동이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신체활동

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써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관련 요

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현재까지 연구들은 함정 근무 장병들의 신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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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동중과 정박시, 그리고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

면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과 정박을 반복하며 지내는 함정 근

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출동중

과 정박시로,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간호실무 측면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이 개인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조직적,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도 관련성을 규명하였으며, 

함정 근무 장병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함

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군의료 제

공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 방향

의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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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생태학적인 모형에 적

용하여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

여 각 요인별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각 요인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3개 지역의 함대에 근무하는 하는 부사관 및 장교 중 함정 근무 경험

이 있고, 현재 함정에 근무 중이며, 연구 설문 응답에 동의한 군인 중 편의 추출한 

200명에서 설문을 완성한 184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와 연구자가 직접 직장환경 관찰을 통해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주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t-검정, 분산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함정 근무 장병의 연령은 평균 29.29±6.86세이고 대부분 

(97.3%)남성이며 절반 이상이(54.9%)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과체중이상의 

비율은 57.2%로 나타났다.  또한 계급은 부사관(75.0%)이 가장 많고,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함정규모는 1급부터 4급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었으며 주로 기뢰전함, 

상륙함, 고속정 등 유형의 함정에서 근무하였다.  대상자는 주로 작전부서(34.8%)

와 기관부서(34.2%)에서 근무하였으며, 3교대 당직 근무(45.1%)를 하는 3년 이

상～10년 미만(41.8%)의 근무 경력자로 주당 2～3회 당직 근무(64.1%)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평균 2,848.06±3,344.48MET-min/week이며 신

체활동의 유형 중 최소한의 활동(50.5%)이 가장 많았다.  정박시 신체활동(평균 

3,565.80±3,925.14MET-min/week)은 출동중 신체활동(평균 2,130.30±3,473.55 

MET-min/week)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활동 유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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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학적 요인 중 개인내적 요인 변수인 교육정도(p=.005), 종교(p=.045), 계

급(p=.029), 근무부서(p=.017), 근무형태(p=.003), 지각된 건강상태(p=.001), 

긍정적 의사결정균형(p=.042), 부정적 의사결정균형(p=.001)과 대인관계 요인인 

가족의 지지(p=.007)에 따른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은 지각된 건강상태(r=0.25, 

p=.001), 긍정적 의사결정균형(r=0.16, p=.029),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

(r=0.15, p=.037)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정적 의사결정균형

(r=-0.22, p=.002)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종교, 근무부서, 근무형태,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함

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의 24.2%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서는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의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효과만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의 

평가를 통해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대해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요인인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

라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객관적 직장환경 평

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함정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을 증

진하기 위해서는 함정근무 장병의 개인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직장환경인 함정

과 함대를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 환경 개선 및 조성 등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신

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이를 위한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B.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에 대한 추후 

연구 방향과 간호실무 및 정책반영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함정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함정 근무 장병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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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과 정박시의 평균 신체활동량을 사용하였지만 출동중과 정박시 환경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영향요인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 있어서는 출동중과 정박시 신체활동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시기에 

따른 간호중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문형 IPAQ는 간결하고 

대규모 조사에 적합하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평균적인 신체활동

을 자가 평가하기에 용이한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개인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함정 환경에서 신체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단에 적용하여 결과를 재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해준 대부분의 함정은 수리중인 정박함정이었으며, 편의 

추출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군 함정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어 작전 및 훈련 중인 함정을 표본 대상으로 함께 선정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함정 근무 장병들의 열악한 신체활동 환경을 평가하기 위

해 함정근무자뿐만 아니라 육상근무자도 포함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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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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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노미영 대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저는 함정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평소 신체활동과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신체활동과 함정에서 신체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 요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작성에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여 주신 정보는 함정

에서 근무하는 많은 장병들을 간호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보탬이 되오니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집단 자료로 보고될 것이며,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대위 노 미 영 드림

* 본 설문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0 - 7918 - **** 

〔연구제목〕 생태학적 모델을 이용한 함정 근무 장병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보상 등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

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원한다면 추후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월      일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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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중 함정에서의 신체활동

 다음은 최근 당신의 출항중 신체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은 지난 출항중 당신의 신

체활동에 소모한 시간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내 근무지(조타실, 기관실 등)에서, 숙소에서 하

는 활동, 이동시 하는 활동, 여가 시간에 시행하는 활동, 운동 또는 스포츠 모두를 포함하

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출항 중 함정에서 하신 모든 고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강도 신

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써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

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출항 중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 일주일에 ____________ 일

   □ 고강도 신체활동 없었음  ➡ 3번으로 가세요.

 2. 그런 날 중 하루에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당신이 출항 중 함정에서 하신 모든 중간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정도 신

체활동이란 중간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

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은 출항 중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 테니스 

등과 같은 중간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걷기는 포함시키지 마십

시오.

   □ 일주일에 ____________ 일

   □ 중간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번으로 가세요.

 4. 그런 날 중 하루에 중간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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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 중 함정에서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정에서 걸은 것뿐만 아니라 

오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5. 출항 중 한번에 적어도 10 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 일주일에 ____________ 일

   □ 걷지 않았음  ➡ 7번으로 가세요.

 6. 그런 날 중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마지막 질문은 출동중 함정에서 일주일 동안 앉아서 보낸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무하는 격실, 휴게장소, 식당과 침실에서 학업이나 여가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 있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레비전을 앉아서 또는 누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7. 출동 중,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정박시 부대에서 신체활동

 다음은 최근 당신의 함정이 정박시 신체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은 함정이 

정박시  신체활동에 소모한 시간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

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뿐만 아니라 함정이 

정박하고 있는 부두 및 부대,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교통수단을 이용시 하

는 활동, 여가 시간에 시행하는 활동, 운동 또는 스포츠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함정이 정박하는 동안 하신 모든 고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

강도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써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

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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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신의 함정이 정박시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

전거 타기 등과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 일주일에 ____________ 일

   □ 고강도 신체활동 없었음  ➡ 3번으로 가세요.

 2. 그런 날 중 하루에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당신의 함정이 정박시 하신 모든 중간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정

도 신체활동이란 중간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의 함정이 정박시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 

테니스 등과 같은 중간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걷기는 포함시키

지 마십시오.

   □ 일주일에 ____________ 일

   □ 중간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번으로 가세요.

 4. 그런 날 중 하루에 중간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당신의 함정이 정박시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집에서, 출퇴근 시 

걸은 것뿐만 아니라 오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5. 함정이 정박시 한번에 적어도 10 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 일주일에 ____________ 일

   □ 걷지 않았음  ➡ 7번으로 가세요.

 6. 그런 날 중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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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함정이 정박시 일주일동안 앉아서 보낸 시간에 관한 것입

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집에서 학업이나 여가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

다. 또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레비전을 앉

아서 또는 누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7. 함정이 정박시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 / 확실하지 않다

건강상태

다음은 당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설문문항
매우 

나쁘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1) 당신은 당신의 건강이 지금 어떠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자기효능감

 다음은 아래 상황들이 주어질 때 운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보통

이다

자신이 

있다

매우 

자신이 

있다

1) 나는 피곤할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다. 

2) 나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할 수 있다. 

3) 나는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다.

4) 나는 휴가를 떠나도 휴가 장소에서 운동

을 할 수 있다. 

5) 나는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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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균형

 다음은 운동의 장점과 단점을 나타낸 항목들입니다. 운동을 할 것인지, 하지 않

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당신은 다음 항목들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해

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2)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다. 

3)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4)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균형적인 신체(몸

매)를 갖게 된다. 

5)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더 긍정적인 생각

으로 생활할 수 있다.

6)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다.

7) 운동을 하면 생활이 더 바빠질 것이다.  

8) 내가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다. 

9) 운동을 하려면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

다. 

10) 운동을 하는 것은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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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관련 사회적지지

 당신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가족과 동료, 상사의 

지지정도를 나타낸 문항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거나 실천하였던 정도에 모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가족은 :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함께 운동해 주려고 노력해 주었다. 

2)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3) 운동과 관련된 도움을 주거나 조언해 주

었다.

4) 운동과 관련된 경험을 서로 나누었다. 

5) 나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었다.  

6) 운동으로 인해 변한 나의 모습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동료는 :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함께 운동해 주려고 노력해 주었다. 

2)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3) 운동과 관련된 도움을 주거나 조언해 주

었다.

4) 운동과 관련된 경험을 서로 나누었다. 

5) 나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었다.  

6) 운동으로 인해 변한 나의 모습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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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관련 사회적지지 - 계속

●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상사는 :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함께 운동해 주려고 노력해 주었다. 

2)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3) 운동과 관련된 도움을 주거나 조언해 주

었다.

4) 운동과 관련된 경험을 서로 나누었다. 

5) 나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었다.  

6) 운동으로 인해 변한 나의 모습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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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직장환경

 다음은 신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직장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이다
많다

아주 

많다

1) 함정환경에서 신체활동에 관하여 당신을 

교육하고 격려하기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2) 함정환경에서 신체활동을 격려하는 긍정적

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3) 함정조직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승조원의 

신체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서비스나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 레크레이션 센터, 지역사회 이벤트 등)

4) 함정 환경에서 당신의 신체활동을 증진하

기 위한 조직의 역량(예, 지휘관의 의도, 지휘

부의 관심)이 있습니까?

5) 함정에서는 당신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식사시간 이후 휴식시간 제공, 체력단련 

프로그램 제공 등)

6) 근무시간 동안에 신체활동을 하기위해 함

정내 접근가능한 편의시설과 설비가 있습니

까? (예, 체력단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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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직장환경

설문문항

1) 직장 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유무 있다 없다

2) 직장 내 신체활동 전문 지도자 배치 유무 있다 없다

3) 단체 신체활동 프로그램 유무 있다 없다

4) 직장 내 건강관련 상담 프로그램 유무 있다 없다

5) 이용가능한 샤워실의 개수                                      총              개 

6) 정보게시판 및 신체활동 정보의 수                             총            개

  6-1) 게시판 수                개

  6-2) 신체활동을 격려하는 포스터 등의 수                개

  6-3) 직장내 신체활동 동호회 공지 수                개

  6-4) 신체활동/스포츠에 관한 공지 수                개

7) 계단의 편의성

 7-1) 계단실이 닫혀있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7-2) 모든 층의 문이 살짝 열려 있다. 그렇다 아니다

 7-3) 문에 계단 표시가 되어있다.(비상구만이 아니라) 그렇다 아니다

 7-4) 문에‘통제 구역’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7-5) 계단실 안쪽에 층 수 표시가 되어있다. 그렇다 아니다

 7-6) (안으로 잠겨있는)제한된 출구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8) 피트니스 센터

 8-1) 직장내에 에어로빅/댄스/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       )

     ① 항상 있다   ② 일정시간에만 있다    ③  없다 

 8-2) 신체활동 장비의 개수

 : 트레드밀, 자전거, 저항운동 기구, 스텝퍼, 웨이트 기구 등
총             개

 8-3) 신체활동 공간에 TV, 음악 등 흥미로운 장비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9) 주로 앉아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가 있습니까?

 : 탁구대, 당구대, 사우나, 스파, TV 라운지 등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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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

 다음은 신체활동에 대한 생활터 주변의 운동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

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설문문항

매우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나의 집 주변지역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상점이 있다.

2) 나는 집 주변에서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과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곳까지 쉽게 

걸어갈 수 있다.

3) 나의 주변지역에는 4방향의 교차점이 많이 

있다.

4) 나의 주변지역에는 대부분 거리에 인도가 

있다. 

5) 나의 주변지역에는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복잡한 교통체증구역이 너무 많다. 

6) 나의 주변지역의 범죄율은 보행을 안전하

지 않게 만든다. 

7) 나는 내 주변지역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사

람들을 많이 보았다. 

8) 나의 주변지역에서는 보행하는 동안 흥미

로운 볼 것이 많이 있다. 

9) 나의 주변은 여러 가지 공원, 보행도로, 자

전거 도로, 레크레이션 센터, 운동장, 공공 수

영장 등 공공 여가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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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1)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2)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자  ② 여자

3) 당신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4) 당신의 신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          )Cm

5) 당신의 체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          )Kg

6) 당신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고졸 ②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중 ③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④ 대학원 이상

7) 당신의 동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가족과 동거 ② 동료와 동거 ③ 혼자 거주 ④ 기타 : ___________

8)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 ___________

9) 당신의 계급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     ) 

  ① 장교 ② 준사관 ③ 부사관

10) 당신이 근무하는 함정의 규모는 어디에 속합니까? (     )

  ① 1급함 ② 2급함 ③ 3급함 ④ 4급함

11) 당신이 근무하는 함정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초계함 이상 전투함 ② 상륙함 ③ 기뢰전함  ④ 전투 지원함 ⑤ 고속정 

12) 당신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      )

  ① 작전  ② 기관  ③ 포갑 및 전투체계  ④ 경의-지원   

13) 당신의 현재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      ) 

  ① 정상근무만 ② 정상근무 + 3교대 당직근무 ③ 정상근무 + 24시간 당직근무

14) 당신의 주당 당직근무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1회 이하 ② 2회~3회  ③ 4~5회

15) 당신의 해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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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al Activity: an ecological approach for Korean 

Navy ships

Roh, Mi 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rapersonal, interpersonal, institutional, and 

community factors and the physical activity of Navy personnel based on 

McLeroy's Ecological model.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84 Navy personnel stationed on ten 

Navy ships belonging to three area fleets, None had physical restrictions. 

Data were collected via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nd from the 

researcher`s direct observation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 and the 

direct observations covered the period from October 14th to October 20th 

of 2010. The questionnaire contained items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demographic information,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decisional 

balance for exercise, social support, perceived workplace environment, 

the objective workplace environment, and the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7.0 softwar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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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s, t-tests, analysis of varianc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29.29±6.86 years. Participants 

were predominantly high school graduates, unmarried (59.8%), men 

(97.3%), living with family members (53.2%), having a religion (64.7%), 

and their BMI showed the majority to be overweight (57.2%). In 

addo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noncommissioned officers 

(75.0%), worked in the operation department, or the engine 

department, and worked in areas such as mine-Layer, landing Ship 

tanks, hunter-killer operations. Participants were predominantly 

three-shift worker, with the mean working period ranging from 3 to 10 

years. Required work duties were two to three times a week. 

2.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totaled 2,848.06±3,344.48 

MET- min/week, mostly at a moderate level (50.5%). Physical activity 

while st anchorage was significantly more than physical activity while 

sailing, and the physical activity types significantly differed.

3. The types of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wer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p=.005), religion 

(p=.045), class (p=.029), working department (p=.017), working type 

(p=.003), perceived health status (p=.001), the pro score for 

decisional balance (p=.042), the con score for decisional balance 

(p=.001), and family support (p=.007).

4.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health status (r=0.25, p=.001), the pro score for 

decisional balance (r=0.16, p=.029), the con score for decisional 

balance (r=-0.22, p=.002), and the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r=0.15, p=.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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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10 factors related to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were categorized into intrapersonal, interpersonal, institutional, or 

community factors an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t was found that these factors explained 24.2% of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The significantly predictors for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were religion, working 

department, working typ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community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abits related to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are affected by community factors as well 

as intrapersonal factors. Moreover, the objective environments of Navy 

ship were confirmed to be very insufficient. Accordingly, it is believed 

that the rate of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Navy personnel can be raised 

effectively by developing and applying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physical activity environment composition programs based on Navy ships, 

the fleet or the community. Strategie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Navy personnel in such programs are also necessary.

Key words : Navy personnel, Physical activity, Ec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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