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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본 연구는 군 생활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변화와 관

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3년 1월부터 9월까

지 입영하여 국군 일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 125명과 국군 일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166명을 포함하여 2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대 당

시 체질량지수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실시한 병적기록부에서 키와 체중을

근거로 체질량지수를 조사하였고 군 생활 1년 후의 키와 체중은 2004년 1

월 1일부터 9월 1일 까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키와 체중을 측정하여 체질

량지수를 산출하였다. 입대 당시 특성 및 입대 후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을 때 조사대상자의

입대 시점의 비만 유병율은 23.4 %, 군 생활을 한지 1년 후의 유병율은

8.3%이었다.

2.조사대상자들의 수면시간, 흡연율은 입대 당시에 비해 입대 1년 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월 평균 음주 횟수, 주 평균 야식횟수도 군대의 특

성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증가하였다.

3.입대 당시 체질량지수와 입대 당시 특성 요인 그리고 입대 1년 후 특

성 변화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관련 요인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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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는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식사량 감소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질량지수의 감소

가 많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군 생활 1년 후에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

인 비만 환자의 유병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대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수면시간 그리고 식사량의 감소였다. 체

질량지수 18 kg/m2이하인 병사는 11명(3.8%)에서 9명(3.1%)으로 감소하여

체질량지수의 증가 소견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체질량지수가 정

상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군 생활이 체질량지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비만에 해당

하는 병사들의 체질량지수를 조절하기 위해 운동요법을 포함하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비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만관리를 통한 건강증

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1 -

IIII....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비만은 중요한 건강

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서도 비만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중재가 필요한 건강상태로 분류하고 있

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수 십년간 진행된 비

만인구의 증가가 빠른 성장과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

이고 있다(유수정, 2004).

점차 비만인구의 증가로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만은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재헌 등, 2002; 신승욱, 2001). 비만은 체지방의 증가에 의한 대사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후군, 담석 및 담관 질환, 골관절

염, 지방간, 변비, 정맥류, 월경불순 및 과월경증, 조모증, 자궁내막암, 유방

암, 심리적 장애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박경수, 1997; Vague, 1956). 특히 체질량지수의 증가는 심혈관 위험인자

를 악화시킨다(박혜순 등, 1997). 강화코호트 연구에서는 혼란변수의 효과

를 배제한 후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사망률은 체질량지수가 낮거나 높은 그

룹에서 유의하게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박윤희, 1999).

현재 국군 현역 입영 대상자의 키와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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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체질량지수 12.6 kg/m2 이상부터 체질량지수 39.4 kg/m2 이하까지는

입영 대상이 된다(국방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4). 체질량지수에 따

른 입영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군에서도 최근 비만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국방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미군에서도

1995-1998년 사이에 비만 해당자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운동량 저

하와는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비만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Lindquist,

2001).

군의 특성상 군에서 비만의 문제는 일반적인 비만과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환자에서 천식과 열 손상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Chung 등, 1996; Young 등, 2001).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는 비만으로 인

한 비용 손실과 전투력 저하의 문제가 있어 군에서도 비만 관리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Bradham 등, 2001; Poston 등, 2002; Robbins 등, 2002;

Troumbley 등, 1990).

미군과 다른 나라에서 군의 비만관리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그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다(Davis 등, 1996: Peel 등, 2001). 그

러나 현재 국군에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병율과 비

만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비만에 대한 현 실태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비만의 관리는 이론적으로는 확립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생활 습

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만관리에 있어서 생활습관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건화하여 그 효과

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은 생활환

경이 통제되므로 실험연구와 같이 비만관리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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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군 생활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요인을 밝힌다면 향후

우리 군의 비만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비만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생활을 통해 체질량지수

의 개선 효과가 있다면 현재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병역의무 기피현상에 대

하여 군 생활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첫째, 군입대자(병사)를 대상으로 입대 시와 입대 1년 후의 비만 유병율

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군 입대 당시의 특성에 따라 1년 후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군 입대 전과 1년 후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1년 후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알아본다.

넷째, 군 생활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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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배배배배경경경경

1111.... 비비비비만만만만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비만의 진단 기준은 체지방율(% total body fat)을 기준으로하는 방법,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에 의한 방법, 표준체중법 등이 이용된다.

첫째, 체지방율은 성인남자의 경우 25% 이상, 성인여자의 경우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다.

둘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체중/키2 (kg/m2)으로 계산하고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기준으로는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경우

를 비만으로 정의한다.

셋째, 표준체중법으로는 비만도를 (실제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

로 산출하고 비만도가 110%이상인 경우는 과체중이라 하고 120%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한다.

복부비만의 경우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36인치이상, 여자

의 경우는 32인치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진단한다.

2222....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에에에에 영영영영향향향향을을을을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요요요요인인인인

비만은 단순성 비만과 이차성비만으로 나누며 이차성 비만의 경우는 중

추성, 유전성, 내분비성, 약물성으로 나누어진다.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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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영성, 2002).

우리나라 성인들의 비만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적 및 건강관련 행

동 요인은 연령과 결혼상태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관련이 있었

다. 65세 이상 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도는 유의하게 낮았고 여

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도가 증가하였으며, 65세 미만 남자의 경우

미혼이나 유배우자들에 비해 사별, 이혼, 별거인 사람들의 비만도가 유의하

게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미혼인 사람들에 비해 유배우자나 사별, 이혼,

별거인 사람들의 비만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65세 미만 여성에서는 주

거형태,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성인의 경우 건강관련 행동요인은 비만과 큰 관련성이 없었다, 다만,

비만도에 영향을 주는 건강관련 행동요인은 남성에서 음주, 65세 이상 여

성그룹에서 흡연이었다(유수정, 2004).

수면시간과 비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27세에서 40세까지 시행한

전향적 연구에서 수면시간과 체질량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34세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감소하였다(Hasler 등, 2004). 수면 시간은 비만의 교

정 가능한 위험인자이므로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인 남자에서 흡연과 체질량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흡연습관

에 따른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금연한

그룹에서는 금연 6개월 후에 체중의 증가가 있었고 체중증가의 원인은 식

사량의 증가였다(한주희, 1998). 또한 흡연은 체질량지수와는 통계적 유의

성이 없었으나 흡연군에서 복부비만지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이재근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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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체질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복부비만지

표는 음주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이재근 등, 2000).

음식섭취과잉은 비만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서영성, 2002). 식습관

이 여학생의 체격과 신체구성성분과 관련성이 있으며 비만인 여학생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 저녁식사 이후 간식을 먹는 경

우가 많았다(조경자 등, 1998).

운동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빠르게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의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율은 모두 감소하였다(이원

희, 2004). 유산소 운동이 비만 여학생들의 체지방율을 감소시키고 혈중지

질 개선효과가 있었다(이정현, 1996).

스트레스가 비만에 미치는 전향적인 스트레스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사

람들에서 내장 지방 축적, 대사증후군, 관상동맥 경화증의 초기 징후 및 내

당능 장애와 관련성이 있었다(이상엽, 2004).

미국 남성 16,5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에서 총 지방섭취량

과 알코올 섭취량, 보행량 등의 변화는 허리둘레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와 섬유질의 부족, 금연,

신체활동의 부족 등은 허리둘레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Koh-Banerjee 등,

2003).

우리 해군에서 시행된 5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통해 체질량지수 및 제지

방은 증가하였고 체지방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정영수 등,

2000). 일반적으로 운동의 영향으로 체지방율과 체질량지수가 감소하지만

군사 훈련기간에는 제지방의 증가에 따른 체질량지수가 증가한 차이가 있



- 7 -

었다.

현재 군사훈련 기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군 생활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변

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군 생활이라는 일정한 조건하

에서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통제된 조건하에서 관련요인

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군 실정에 맞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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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연연연연 구구구구 방방방방 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대대대대상상상상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입영하여 국군 일개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병사 125명과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입영하여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군 일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166명을 포함 291명을 대상으로 하

여 조사하였다..

국군 일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기간이 2주 미만이며 체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2222.... 자자자자료료료료수수수수집집집집 방방방방법법법법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실시한 병적기록부에서 키

와 체중을 근거로 체질량지수를 조사하였고 군 생활 1년 후의 키와 체중은

2004년 1월 1일부터 9월 1일 까지만 1년이 되는 정확한 시점에서 키와 체

중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였다.

입대 전 특성 요인 및 입대 후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얻었다. 입대 전의 특성으로는 수면시간, 흡연 여부, 월 평

균 음주 횟수,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 주 평균 야식 횟수를 조사하였고,

입대 후 생활양식 변화는 수면시간의 변화, 흡연 행태의 변화, 월 평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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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횟수의 변화, 식사량의 변화,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의 변화, 주 평균

야식 횟수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 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3333.... 자자자자료료료료 분분분분석석석석 및및및및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틀틀틀틀

그림 1 : 본 연구의 틀

입입입입대대대대 당당당당시시시시 특특특특성성성성

평균수면시간
흡연

월 평균 음주 횟수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
주 평균 야식 횟수

입입입입대대대대 당당당당시시시시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

입입입입대대대대 1111년년년년 후후후후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

입입입입대대대대 1111년년년년 후후후후 특특특특성성성성

변변변변화화화화

운동량
식사량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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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대 전과 입대 1년 후의 체질량지

수를 각각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 18 kg/m2 -25 kg/m2, 25 kg/m2이상

의 분포를 구하고 체질량지수 25 kg/m2이상인 유병율을 추정하였다.

둘째, 입대 당시의 특성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

을 하였다. 입대 당시 수면시간은 평균 6시간 이하인 그룹과 7시간 이상인

그룹으로, 흡연은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월 평균 음주 횟수는 5회 이하, 6

회- 10회, 10회 초과하는 세 그룹으로,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주 평균 2

회 이하인 그룹과 주 평균 3회 이상인 그룹으로, 주 평균 야식 횟수는 주

평균 2회 이하인 그룹과 주 평균 3회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

의 체질량지수 차이는 t-검정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셋째, 군 입대 전과 후의 특성 변화에 따른 1년 후 체질량지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평균 수면시간의 변화는 평균 수면시간이 6시

간 이하에서 변화가 없는 그룹, 6시간 이하에서 7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그

룹, 7시간 이상에서 6시간 이하로 감소한 그룹, 7시간 이상에서 변화가 없

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흡연행태의 변화는 입대 전 후에 비 흡연자에서 비

흡연자로, 비 흡연자에서 흡연자로, 흡연자에서 비 흡연자, 흡연자에서 흡

연자로 네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식사량의 변화는 입대 전과 후의 식사량이

감소한 그룹과 변화가 없는 그룹 그리고 식사량이 증가한 그룹으로 나누었

다. 또한 주 평균 야식 횟수의 변화는 입대 전 주 평균 2회 이하에서 입대

후에 주 평균 2회 이하로 변화가 없는 그룹, 주 평균 2회 이하에서 주 평

균 3회 이상으로 증가한 그룹, 주 평균 3회 이상에서 주 평균 2회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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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그룹, 주 평균 3회 이상에서 주 평균 3회 이상으로 변화가 없는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운동량의 변화는 입대 전과 후의 운동량이 감소한 그

룹과 변화가 없는 그룹 그리고 운동량이 증가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심리

적 스트레스의 변화는 입대 전과 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한 그룹과

변화가 없는 그룹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그룹에서 입대 전과 후의 체질량지수의 변화량에 대해 그룹 간 차

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넷째,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 입대 당

시 특성 요인과 입대 1년 후의 생활양식의 변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입대 당시의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입대 당시의 체질량지

수를 또한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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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VVV.... 연연연연 구구구구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 분분분분포포포포와와와와 변변변변화화화화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입영자는 1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3.8%이고 체질량지수 18 kg/m2-25 kg/m2으로 정상 범위인 입영

자는 212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72.9 %이었으며 체질량지수 25 이상

으로 비만 환자인 입영자는 68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23.9%이었다.

즉, 조사 대상자의 비만 유병율은 23.9%이었다

입대 1년 후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병사는 9명으로 전체 조사 대

상자의 3.1%이고 체질량지수 18 kg/m2 이상, 25 kg/m2 미만으로 정상 범

위인 병사는 258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88.7%이었으며 체질량지수 25

kg/m2이상으로 비만 환자인 병사는 2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8.3%이

었다.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병사는 11명(3.8%)에서 9명(3.1%)으로 감

소하였고 체질량지수 18 kg/m2 이상, 25 kg/m2 미만으로 정상 범위인 병

사는 212 명(72.9%)에서 258명 (88.7%)으로 증가하였으며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으로 비만 환자는 68 명(23.4%)에서 24명(8.3%)으로 비만 유병

율이 감소하였다. 입대 당시와 비교하여 입대 1년 후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포는 체질량지수 정상범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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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입대 당시와 입대 1년 후의 체질량지수의 분포

단위:명(%)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병사 11명은 1년 후에 4명

(36.4%)으로 감소하고 7명(63.6%)은 정상범위로 체질량지수가 증가하였다.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18 kg/m2 이상, 25 kg/m2 미만으로 정상 범위인 병

사 212명은 1년 후에 206명(97.2%)은 정상범위로 변화가 없었고 5명(2.7%)

은 체질량지수 18 kg/m2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명(0.47%)은 25 kg/m2 이상

으로 증가하였다.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병사 68명은 1년

후에 23명(33.8%)으로 감소하였고 45명(66.2%)은 정상범위로 체질량지수가

감소하였다.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병사의 63.3%와 체질

량지수 25 kg/m2 이상인 병사의 66.2%가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로 변화되

었다(표 2).

체질량지수(BMI) 입대 당시 입대 1년 후

BMI < 18 11( 3.8) 9( 3.1)

18 BMI < 25 212(72.9) 258(88.7)

25 < BMI 68(23.4) 24( 8.3)

계 291(100.0) 2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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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입대 당시와 입대 1년 후 체질량지수 변화 분포

단위:명(%)

2222.... 입입입입대대대대 당당당당시시시시 특특특특성성성성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 변변변변화화화화

1) 입대 당시와 입대 1년 후 특성의 변화

입대 전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이 64명(22.0%)에서 입대

후 1년이 지나서 128명(44.0%)로 증가하여 군 생활기간 동안 수면시간이

감소하였다. 흡연에 대해서는 비 흡연자가 135명(46.4%)에서 162명(55.7%)

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군 생활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월 평균

음주 횟수는 5회 이하가 101명(35.7%), 6-10회는 92명(32.5%)이며 10회 이

상이 90명(31.8%)이었다. 그러나 입대 후에는 군대라는 특성상 월 평균 음

주 횟수가 전원 5회 이하였다.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는 주 2회 이하인 그룹이 114명(39.2%)에서 입

대 후에 4명(1.4%)으로 감소하였다. 군 입대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로 아침

입대 당시
입대 1년 후

계
BMI < 18 18 BMI<25 25 BMI

BMI < 18 4(36.4) 7(63.6) 0( 0.0) 11(100)

18 BMI< 25 5( 2.4) 206(97.2) 1( 0.5) 212(100)

25 < BMI 0( 0.0) 45(66.2) 23(33.8) 68(100)

계 9( 3.1) 258(88.7) 24( 8.2) 2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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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 평균 야식 횟수는 주 2회 이하인

그룹이 78명(26.8%)에서 입대 후에 165명(56.7%)으로 증가하였다. 군 입대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로 야식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

표 3. 입대 당시와 입대 1년 후 입대 당시 특성의 변화

단위:명(%)

2) 입대 당시 특성에 따른 체질량지수 변화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의 체질량지수 감소는 1.4

kg/m2 로서 7시간 이상인 그룹의 1.2 kg/m2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입대 당시 흡연자의 체질량지수의 감소는 1.5 kg/m2 로서 비흡연자의

0.9 kg/m2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

입대 당시 특성 입대 당시 입대 1년 후
수면시간

6시간 이하 64( 22.0) 128( 44.0)
7시간 이상 227( 78.0) 163( 56.0)

흡연 여부
비흡연 135( 46.4) 162( 55.7)
흡연 156( 53.6) 129( 44.3)

월 평균 음주 횟수
5회 이하 101( 35.7) 283(100.0)
6-10회 92( 32.5) 0( 0.0)
10회 이상 90( 31.8) 0( 0.0)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
주 2회 이하 114( 39.2) 4( 1.4)
주 3회 이상 177( 60.8) 287( 98.6)

주 평균 야식 횟수
주 2회 이하 78( 26.8) 165( 56.7)
주 3회 이상 213( 73.2) 126(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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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당시 월 평균 음주 횟수가 10회 초과하는 그룹의 체질량지수 감소

는 1.6 kg/m2 로서 5회 이하나 6회 이상 10회 이하인 그룹의 1.0 kg/m2 보

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또한 입대 당시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가 주 2회이하인 그룹도 체질량지수 감소는 1.3 kg/m2 로서

주 3회 이상인 그룹의 1.2 kg/m2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입대 당시 주 평균 야식 횟수가 주 2회이하인 그룹과 주 3회

이상인 그룹의 체질량지수 감소는 모두 1.2 kg/m2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표 4).

표 4. 입대 당시 특성에 따른 체질량지수 변화

입대 당시 특성 명
체질량지수의 평균(표준편차)

t또는F-값 p-값
입대 당시 입대1년 후 변화

수면시간
6시간이하 64 23.3(4.0) 21.9(2.4) 1.4(2.5)

0.62 0.535
7시간이상 227 23.0(3.7) 21.8(2.5) 1.2(2.2)

흡연
흡연 156 23.3(3.9) 21.8(2.5) 1.5(2.4)

2.18 0.030
비흡연 135 22.7(3.6) 21.8(2.4) 0.9(2.0)

월 평균 음주 횟수
5회 이하 101 23.0(4.0) 21.9(2.7) 1.0(2.2)

2.65 0.0726-10회 92 22.8(3.5) 21.8(3.5) 1.0(2.0)
10회 초과 90 23.6(3.7) 21.9(2.2) 1.6(2.5)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
주 2회 이하 114 23.1(3.8) 21.8(2.5) 1.3(2.2)

0.49 0.623
주 3회 이상 177 23.0(3.7) 21.9(2.4) 1.2(2.3)

주 평균 야식 횟수

주 2회 이하 78 23.2(3.8) 22.0(2.5) 1.2(2.0)
0.16 0.874

주 3회 이상 213 23.0(3.7) 21.8(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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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입입입입대대대대 1111년년년년 후후후후 특특특특성성성성 변변변변화화화화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입대 1년 후 특성변화에 대한 각 변수의 그룹 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검정에서 군 입대 후 식사량이 증가한 그룹의 체질량지수는 0.5 kg/m2 감

소하였고 변화가 없는 그룹과 감소한 그룹에서는 각각 1.7 kg/m2, 2.4

kg/m2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의 변수에서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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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입대 1년 후 특성 변화에 따른 체질량지수 변화

입대 후

특성 변화
명

체질량지수의 평균(표준편차)
F값 p 값

입대 당시 입대 1년 후 변화

수면시간
6시간이하->6시간이하 24 23.9(4.4) 21.8(2.6) 1.7(2.5)

0.67 0.568
6시간이하->7시간이상 40 23.0(3.8) 21.9(2.1) 1.2(2.5)
7시간이상->6시간이하 104 23.2(3.5) 21.9(2.4) 1.3(2.3)
7시간이상->7시간이상 123 22.8(3.8) 21.7(2.6) 1.1(2.1)

흡연
비흡연->비흡연 126 22.7(3.6) 21.8(2.5) 0.9(2.1)

1.86 0.137
비흡연->흡연 9 22.9(2.1) 21.9(1.9) 1.0(1.0)
흡연->비흡연 36 23.2(3.3) 21.4(2.1) 1.8(2.5)
흡연->흡연 120 23.4(4.1) 22.0(2.5) 1.4(2.4)

주 평균 야식 횟수
주 2회 이하->2회 이하 52 23.3(3.9) 22.1(2.6) 1.3(1.9)

0.18 0.912
주 2회 이하->3회 이상 26 23.0(3.7) 22.0(2.3) 1.0(2.3)
주 3회 이상->2회 이하 113 23.1(3.7) 22.0(2.5) 1.2(2.4)
주 3회 이상->3회 이상 100 22.8(3.8) 21.5(2.4) 1.3(2.3)

식사량의 변화
감소 86 24.8(4.5) 22.4(3.0) 2.4(2.3)

22.34 <.001변화없다. 60 23.2(3.0) 21.5(2.0) 1.7(1.8)
증가 145 22.0(3.1) 21.5(2.2) 0.5(2.1)

운동량
감소 46 23.2(3.3) 21.8(2.4) 1.3(2.4)

0.43 0.654변화없다. 40 22.4(3.3) 21.2(2.3) 0.9(2.3)
증가 204 23.1(3.9) 21.9(2.5) 1.2(2.2)

스트레스 변화
감소 24 23.4(4.5) 22.1(2.8) 1.4(2.5)

0.07 0.932변화없다 34 23.3(4.1) 22.1(2.7) 1.2(2.5)
증가 233 23.0(3.6) 21.8(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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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체체체체질질질질량량량량지지지지수수수수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결결결결과과과과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를 통제하지 않은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입대

당시 특성 요인 회귀분석 결과(모형 1)에서는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적을

수록, 흡연에 있어서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의 체질량지수 감소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체질량지수

의 변화에 대한 입대 당시 특성 요인 회귀분석 결과(모형 2)에서는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체질량지수 감

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를 통제하면 흡

연은 체질량지수 변화와 관련성이 없었다(표 6).

표 6.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입대 당시 특성 요인 회귀분석 결과

입대 당시 특성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kg/m2) - 0.46 <.001

수면시간(시간) -0.14 0.042 -0.14 0.042

흡연

흡연 0.57 0.043 0.57 0.136

비흡연 - -

월 평균 음주 횟수(일수) 0.03 0.186 0.02 0.194

아침 식사 횟수(주 평균 일수)

주 2회 이하 - -

주 3회 이상 <.01 0.972 0.03 0.401

야식 횟수(주 평균 일수)

주 2회 이하 0.08 0.226 0.08 0.061

주 3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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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당시 체질량지수를 통제하지 않은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입대

1년 후 특성 변화 요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식사량이 증가한 경우에 비하

여 식사량 감소하였거나 또는 변화가 없던 사람의 체질량지수의 감소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입대 1년 후 특성 변화 요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식사량이 증가한 경우에 비하여 식사량이 감소한 사

람의 체질량지수 감소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7).

표 7.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입대 1년 후 특성 변화 요인
회귀분석 결과

입대 후 특성 변화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0.43 <.001
수면시간의 변화(시간) 0.01 0.877 -0.02 0.562
흡연

비흡연->비흡연 -0.55 0.057 -0.23 0.228
비흡연->흡연 0.12 0.875 0.06 0.910
흡연->비흡연 0.47 0.239 0.47 0.083
흡연->흡연 - -

월 평균 음주 횟수의 변화(횟수) 0.03 0.074 0.02 0.122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의 변화(횟수) 0.04 0.510 -0.01 0.850
주 평균 야식 횟수의 변화(횟수) 0.03 0.527 0.02 0.479
식사량의 감소 2.00 <.001 0.74 <.001
식사량의 변화 없음 0.95 <.001 0.41 0.066
식사량의 증가 - -
운동량의 감소 0.11 0.742 0.12 0.611
운동량의 변화 없음 -0.25 0.491 -0.004 0.984
운동량의 증가 - -
스트레스 감소 0.32 0.474 0.02 0.925
스트레스 변화 없음 -0.11 0.774 -0.12 0.525

스트레스 증가 - -



- 21 -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와 입대 당시 특성 요인 그리고 입대 1년 후 특성

변화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적을

수록 체질량지수의 감소가 높았으며 식사량 증가에 비하여 식사량이 감소

한 집단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질량지수의 감소가 높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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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p-값

입대 당시 특성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 0.43 <.001
수면시간 -0.21 0.036
흡연

흡연 0.16 0.745
비흡연 -

월 평균 음주 횟수 -0.03 0.789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

주 2회 이하 -0.09 0.336
주 3회 이상 -

주 평균 야식 횟수
주 2회 이하 0.07 0.172
주 3회 이상 -

입대 1년후
특성 변화

수면시간의 변화(시간) 0.15 0.095
흡연

비흡연->비흡연 -0.13 0.787
비흡연->흡연
흡연->비흡연 0.35 0.197
흡연->흡연 -

월 평균 음주 횟수의 변화(횟수) 0.05 0.677
주 평균 아침 식사 횟수의 변화
(횟수)

0.07 0.460

주 평균 야식 횟수의 변화(횟수) -0.01 0.911
식사량의 감소 0.70 <.001
식사량의 변화 없음 0.38 0.090
식사량의 증가 -
운동량의 감소 0.09 0.696
운동량의 변화 없음 -0.03 0.895
운동량의 증가 -
스트레스 감소 0.06 0.841
스트레스 변화 없음 -0.09 0.741
스트레스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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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는 군 생활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변화와 관

련된 요인을 알아본 역학연구이다. 군 생활 1년 후에 체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병사는 11명(3.8%)에서 9명(3.1%)으로 감소하여 체질량지수의 증가

소견을 보였고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으로 비만 환자는 68 명(23.4%)

에서 24명(8.3%)으로 비만 유병율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체질량지수

가 정상화되어 군 생활이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질량지수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어떤 요인이 체질량지

수의 감소에 관여하는가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입대 당시

에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입대 당시에 수면시간이 적을 수록, 입대 1년 후

에 식사량의 감소가 있을 때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질량지수가 감소

하였다.

입대 당시에 비해 대상자들이 1년 후 특성의 변화를 보면 수면시간, 흡

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월 평균 음주 횟수, 주 평균 야식횟수도

군대의 특성상 감소하였고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증가하였다.

수면시간이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결과(Hasler 등,

2004)에서 수면시간과 체질량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로 적었던 그룹에서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가 더 컸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입대 당시 체질량지

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도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체질량지수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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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수면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흡연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한주희, 1998)에서는 흡연 습관과 체질

량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금연 후에 체중의 증가는 식사

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입대 당시 흡연

군이 비 흡연군에 비하여 체질량지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회귀분석 결과는 흡연 습관이나 흡연 습관 변화와는 체질량지수 감소와 통

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음주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이재근 등, 2000)에서는 음주량과 체질량

지수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복부비만지표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

며 본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단순히 체질량지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임상적으로 더욱

중요한 복부비만지표에 대해서도 추후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습관의 경우는 기존 연구(조경자 등, 1998)에서 비만군에서 아침식사

를 거르는 경우, 야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식습관의 차이

나 변화와는 체질량지수 감소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식

사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답변에 의한 평가이지만 입대 1년 후에

식사량의 감소가 있을 때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질량지수가 감소하

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운동은 체질량지수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는 내장지방

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이원희, 2004; 이상엽, 2004)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운동량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는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하여 분석한 제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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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이 국군 일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

무병과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 입영자 전체의 특성을

대표하지는 못하는 점이다. 비록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

적 질환자나 입원기간이 2주 이상인 환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환자가 아닌 조사

대상자도 병과가 모두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전투병과 같은 타 병과의 병사

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다. 이런 병과적인 특성에 대한 차이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대 당시의 자료로서 체질량지수는 병무청 신체검사 자료인 개인 병적

기록부를 근거로 산출하였는데 측정자의 오차나 장비의 오차가 있을 수 있

고 1년 후의 시점에서 체질량지수는 측정자와 장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병무청 신체검사 자료를 이용한 것은 신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

다.

입대 후 특성 변화 중에 식사량, 운동량,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입대 당시와 입대 1년 후 각각 측정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비교에 의존하

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입대 1년 후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인 비율는 감소하고, 18kg/m2 이하인 경우도 감소하여 군 생

활이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

으로 체질량지수 뿐만 아니라 신체구성 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또한 임상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복부비만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군 생활을 통해 체질량지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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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현재 비만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체질량지수를 조절하기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비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이어

서 비만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

가적으로 군 내에서 체질량지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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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IIII....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생활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 변

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 군에서 향후 비만 병사들의 관리에 대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군 생활 1년 후에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비만 환자 유병율은

입대 당시에 23.4 %에서 8.3%로 감소하였다.

2. 입대 당시 특성 변화는 수면시간,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월 평균 음주 횟수, 주 평균 야식횟수도 군대의 특성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증가하였다.

3.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와 입대 당시 특성 요인 그리고 입대 1년 후 특

성 변화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체질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 입대 당시 체질량지수가 클수록, 입대 당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식사량이 증가하였다고 답한 그룹에 대하여 식사량이 감소한 경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체질량지수의 감소가 많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군 생활 1년 후에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

인 비만 환자의 유병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대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수면시간 그리고 식사량의 감소였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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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지수 18 kg/m2 이하인 병사는 11명(3.8%)에서 9명(3.1%)으로 감소하

여 체질량지수의 증가 소견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체질량지수가

정상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군 생활이 체질량지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비만에 해

당하는 병사들의 체질량지수를 조절하기 위해 운동요법을 포함하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비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만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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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부부부부록록록록 1111....

설 문 지설 문 지설 문 지설 문 지

군에서도 최근 비만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군 병

사 현역 입영대상자의 키와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기준에서도 체질량지수

39.4 kg/m2 이하까지는 입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군에서 비만의 문제는 일반적인 비만과 관련된 질환뿐만 아

니라 비만환자에서 천식과 열 손상 질환의 발생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는 비만으로 인한 비용 손실과 전투력 저

하의 문제가 있어 군에서도 비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에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병율과 비

만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 군의 비만에 대한 현 실태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병사들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비

만과 관련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본 설문지를 드리오니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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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1. .1. .1. .1. .

1) 군 입대 전의 평균 수면 시간은?

2) 군 입대 후의 평균 수면 시간은?

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흡연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2. .2. .2. .2. .

1)입대 전의 흡연 여부

a)전혀 흡연을 않았다.

b)흡연을 한 적이 있으나 금연하였다.

c)흡연을 하였다. 하루 평균 몇갑:
흡연 기간은 :

2) 입대 후의 흡연 여부

a)전혀 흡연을 않았다.

b)흡연을 한 적이 있으나 금연하였다.

c)흡연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몇갑:
흡연 기간은 :

음주에 관한 질문입니다음주에 관한 질문입니다음주에 관한 질문입니다음주에 관한 질문입니다3. .3. .3. .3. .

a)입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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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 )회

b)입대 후
월 평균 ( )회

입대 전 식사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식사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입대 전 식사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식사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입대 전 식사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식사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입대 전 식사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식사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4.4.4.4.

니다니다니다니다....

1)많이 줄었다. 2)조금 줄었다. 3)차이가 없다. 4)조금 늘었다. 5)많이 늘었
다.

아침 식사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아침 식사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아침 식사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아침 식사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5. .5. .5. .5. .

a)입대 전 아침식사 횟수
주 평균( )회

b)입대 후
주 평균( )회

저녁 식사 이후 야식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녁 식사 이후 야식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녁 식사 이후 야식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녁 식사 이후 야식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6. .6. .6. .6. .

a)입대 전 아침식사 횟수
주 평균( )회

b)입대 후
주 평균( )회

입대 전 운동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운동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대 전 운동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운동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대 전 운동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운동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대 전 운동량과 비교하여 입대 후 운동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7.7.7.7.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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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많이 줄었다. 2)조금 줄었다. 3)차이가 없다. 4)조금 늘었다. 5)많이 늘었
다.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8. .8. .8. .8. .

1)많이 줄었다. 2)조금 줄었다. 3)차이가 없다. 4)조금 늘었다. 5)많이 늘었
다.

질병의 유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병의 유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병의 유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병의 유무에 대한 질문입니다9. .9. .9. .9. .

a)입대 전

1)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면 병명을 기재히여 주십시오.

b)입대 후

1) 질병을 앓은 적이나 가지고 있지 않다.

2) 현재 질병이 있으면 병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끝끝끝끝까까까까지지지지 설설설설문문문문에에에에 응응응응해해해해주주주주셔셔셔셔서서서서 감감감감사사사사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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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TTTThhhheeee eeeeffffffffeeeecccctttt ooooffff mmmmiiiilllliiiittttaaaarrrryyyy lllliiiiffffeeee oooonnnn bbbbooooddddyyyy mmmmaaaassssssss iiiinnnnddddeeeexxxx

Oh, Se Woo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Nam, Chung Mo, Ph. D.)

This study examined the variation in body mass index with military

life and the factors responsible. We studied 125 soldiers who served in

a military hospital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2003 and 166

patients in an army hospital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2004. The

body mass index at the beginning of their military service was

calculated from their height and weight at their recruitment physical

examination and then from measurements made one year later between

1 January and 1 September 2004.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determine the soldiers' characteristics at the beginning of their

military service and any subsequent change in lifestyle.

The major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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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 the sample, 23.4% were obese at the beginning of their military

service versus 8.3% after 1 year of military service, with obesity

defined as body mass index 25 kg/m2.

2. On beginning military service, the time spent sleeping, the

percentage of smoker, average monthly alcohol consumption, and

average weekly amount eaten at the evening meal decreased, while the

weekly average for breakfast increased.

3.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body mass index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t the beginning of military service and the change after

1 year of military service showed that body mass index decreased

significantly more when the body mass index and time spent sleeping

at the beginning of military service was greater and in the group in

which the rate of eating decreased.

Summarizing these results, the prevalence of obesity defined as body

mass index 25 kg/m2 tended to decrease after 1 year of military life,

especially when the initial body mass index and time spent sleeping

were high, and in those who ate less. The number of soldiers with a

body mass index < 18 kg/m2 decreased from 11 (3.8%) to 9 (3.1%),

indicating that their body mass index increased. In general, the body

mass index tended to becom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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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military life has a positive effect on body mass index.

In connection with these results, suitable management of obesity in

Korean soldiers includes exercise therapy to control body mass index.

The health of soldiers should continue to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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