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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군간부를 대상으로 과거 건강 검진 결과가 향후 인지한 건강 

상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자료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1996년과 1998년에 실시한 건강 검진 자료이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1996년 군간부 81,026명중 주관적 건강 상태 인

식 문항에서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한 남자 군간부 43,481명(53.7%)이었다. 연구도

구는 1996년 정기 건강 검진에서 사용한 문진표 내용 중 현재의 건강상태 인식(1

문항), 식습관(4문항), 음주(2문항), 흡연(2문항), 운동(2문항) 등 총 11문항과 건강 

검진 자료 항목중 키, 몸무게, 혈압 측정,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되었다. 인

지한 건강 상태는 1998년에 실시한 검진에서 분류된 것을 사용하 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백분율과 t-test, Ｘ²test,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하 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43,481명중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이 ‘건강하다’군은   

34,665명(79.7%),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은 7,272명(16.7%),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107명(2.6%),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437명(1.0%)이

었다.

둘째, 정상 혈압군에 비해 고혈압 3기군은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이 아니다’군

으로 인식될 확률이 1.98배 높았으며(p=0.0001),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

로 인식될 확률은 3.83배 높았다(p=0.0001).

셋째, 정상군에 비해 당뇨군은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은 

1.94배 높았으며(p=0.0004),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 될 확률은 

6.63배 높았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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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채식군에 비해 채식 또는 육식군은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

으로 인식될 확률이 0.90배 다(p=0.0001). 

다섯째,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흡연군는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으

로 인식 될 확률은 1.21배 높았으며(p=0.0001),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로 인식이 

될 확률은 1.25배 높았다(p=0.0048).   

여섯째, 비운동군에 비해 적당히 운동한군은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군과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심한 

운동군은 건강하다 이외의 다른 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모두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군간부의 주관적 건강 인식 결정 요인에는 고혈압, 당뇨 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운동, 흡연 등 일상 생활 습관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간부의 일상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특히 운동을 강화함으로서 건강 상태 인

식을 건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군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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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이란 생리적,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바람직

한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지각과 관계가 있다고 하 다(Pender, 1982).  건강 인식

이란 인간의 건강 행위를 지배하는 개인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강 인식과 

건강 행위는 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 다(Ware, 1979).  Cristine 등(1996)의 

연구에서는 건강 위험도와 인식도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 는바 인식도가 높은

군에서 건강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ffy(1988)는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한 사람은 건강 증진 생활 양식 중 자아 실현, 양, 대인

과의 역에서 많은 이행을 보 다고 하 다. Kuster 등(1993)은 건강 인식과  건

강 증진 생활양식에서 긍정적 상관을 보고하 다.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poor) 또는 아주 좋게(excellent) 평가한 사람보다는 좋게

(good) 평가한 사람이 체중 조절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연구가 많다

(Pender 등, 1986). 현재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건강 증진 행위, 자

가 간호 실천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 다(Speake, 1989).

군 사회는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전투력 유지를 위한 위계적 집단으

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계급구조와 명령과 복종을 주축으로 생활하는 군대만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임무와 역할수행을 위해 군인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이 요

구된다(박계화, 1994).  군이란 국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로 군의 사명은 국토를 지키는 것으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은 필수이다(유홍주, 1993).  이 연구는 군간부의 건강 

검진 결과 및 일상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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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인을 규명하므로서 조기 질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군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군 전투력유지에 기여하고

자 하 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군간부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결과 및 일상 생활 습관를 파

악하고 이와 관련된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결정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군 간부의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군간부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군간부의 과거 건강 검진 결과와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 군간부의 과거 생활 습관과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   

        한다.

넷째, 군간부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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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건강 인식(self-rated health)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이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의미하며, 

건강 상태는 건강과 질병의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또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관심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향을 받는다(Kaplan, 

1988).

최근에 임상적인 사정대신에 인식된 건강 상태를 이용한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건강 증진 행위에 큰 향이 있다고 하여 자가 평가

한 건강 상태가 임상적인 사정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Cokerham 등, 1983).

Maddox 등(1973)는 실제의 건강 상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건강 인식도가 그들의 사기와 회

복정도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신체적 기능은 물론 사망률, 만성질환의 

유병률 예측이 중요하며, 민감한 지표로 사용가능하다는 추적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Idler 등, 1991;  Pijls 등, 1993; 지선하 등, 1994).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인지한 건강 상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임상 검사보다 주관적인 면이 있으며 둘째, 사회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Idler 등, 1990).

인지된 건강상태가 갖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상태를 연구하

는 학자들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지한 건강 상태는 측정하기가 용이하므로 자료를 얻기가 쉽고 둘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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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에 대한 위험도의 크기가 임상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얻은 자료의 위험도보

다 더 크다는데 있다(Maddox 등, 1973; Kaplan 등, 1988; Idler 등, 1990). 

건강 수준에 미치는 향요인을 보면 하나는, 건강을 장애, 만성이환 및 증상 

등의 신체적 건강스펙트럼(physical  health  spectrum)에 따라 건강의 수준을 측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 스스로 건강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Belloc 

등, 1972).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인식하는 건강의 수준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지표

이다(Ware, 1986).

2. 건강 개념

1948년 세계 보건 기구(WHO) 헌장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질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

한 상태라고 정의하 다(두산세계대백과엔싸이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건강이란 말은 대략 10세기 이후부터 온전한 또는 건

전한 의 의미인 health 라는 어 단어에서 유래되어 쓰기 시작하 고 그 의미

는 몸 전체가 안전하고 건전함을 의미해서 주로 신체적 건강에 국한되어 건강하

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것인 반면, 불건강하다는 것은 부자연

스럽거나 자연과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 다(김모임, 1999).

건강(health)의 어원이 완전한(전체)의 의미의 whole에서 시작되어 hale로, 다시 

health로 변형되었다. 전체라는 말은 신체와 같은 한 부분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면에서 모두 건강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김삼현과 박석건, 

1999).

Newman 등(2000)은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만으로 건강이라 할 수 없고 모

든 자질․기능․능력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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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인간만이 진실한 건강자이다.“라고 하 다.

Simmons(1989)과 Smith(1993)는 건강에 대한 정의룰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하

다.

  1) 질병 부재로서의 건강

의학에서 많이 사용해 온 것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나 조건으로서의 건강이다. 

병리, 생태학적인 과정의 진단과 치료에 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병적인 상태가 

제거되거나 적어도 조절된 경우 인간은 건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역할 수행으로서의 건강

인간이 그의 삶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아플 수 있지만 만일 그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면 건강한 것이다. 

  3) 적응 능력으로서의 건강

생물체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노력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다양한 생활 사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4) 잠재력 극대화로서의 건강 : 건강은 인간의 잠재성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위해 개인과 환경 상태를 최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생활 습관

Berkman과 Breslow(1983)는 1960년 중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Alameda 지역

에서 개인의 건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7가지 건강 습관(Alameda 7 : 금

연, 절주, 수면,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간식 제한, 규칙적인 아침 식사)이 개인의 

건강에 끼치는 잠재적 효과가 기대하다고 하 다.  Pender(1986)는 건강증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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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개인의 안녕 수준, 자아 실현, 그리고 성취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

해 기여하는 자기-창시적인 행동과 지각의 다차원적인 유형으로 보고 건강증진 생

활양식 측정도구를 개발하 는데 이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는 자아실현, 건

강책임, 운동,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그리고 양의 6가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Pender 등(1982)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 또는 지역사회

적 활동으로서 개인의 안녕 수준과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아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을 건강 증진이라고 정의하 고, 이러한 건강 증진 행태

를 통하여 인간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건강 관리 비용을 감

소시킴으로써 각 개인의 기본적인 건강요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

회 전반적인 안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자연 환경 및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향, 집단의 구성원으

로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통한 향, 학습 경험을 통한 향 등으로 태도와 행위

에 끊임없는 변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전통

은 그 향 정도에 따라 다양한 태도 및 행위, 그리고 이에 관련된 생활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생활양식이라 칭한다. 따라서 생활양식은 일시적인 태도와 행

위가 아니라 인습적이고 습관적으로 고정된 개인 생활형태의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시백, 1998). 또한, 건강에 접근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치료 중심적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개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배상수 등, 2000).

 WHO(1987)에서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대안 중에

서 선택된 행위 양상이라고 정의하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70∼80%, 후진

국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40∼50%가 생활양식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정열 등(1996)에서는 이상의 질병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방식과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활양식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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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질병 예방 효과는 43%나 되며, 10대 사인의 50%는 불건전한 생활양식

과 관련된다(Gochman, 1988). 

Lalonde(1974)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유전적 요인 16.7%, 환경적 

요인 33.3%, 개인의 생활습관 33.3%, 의료서비스를 16.7%로 제시하고 있다. 

O'Donnell(1999)에서도 건강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생활습관’ 

52%를 차지하며, ‘유전적 요인’ 20%, ‘환경적 요인’ 20%이며, ‘의료서비스’의 향

력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건용과 김 임(1990)도 1989년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수행한 국민건강조사

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59세 성인들에게 바람직한 건강관련 실천 

행동들이 현재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물론이고 미래와도 누적적으로 긍정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활양식

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Wingard 등(1982)은 건강생활습관과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9년간의 추후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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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및 금연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 낮다고 하

으며 이순 과 서일(1995)의 연구에서 금연, 적당량의 음주, 규칙적인 운동, 7-8시

간의 수면 및 정상체중유지가 건강수준을 증가시키는 건강행태로 나타났다. 오현

수(1993)는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생활양식에 양, 식이, 신체활동, 다른 사람의 

관계, 환경관리, 건강책임을 언급하 다.

1995년부터 시행된 건강 증진법에서 보건 문제를 야기시키는 질병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 양식이나 습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보건정책도 의료

적 접근 방식에서 건강 의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 교육의 강화와 

금연, 절주, 양 개선, 비만 관리 등을 포함하는 건강생활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최경혜, 1999).

조병만(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을 보정한 신체적 건강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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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생활양식으로 남성에서 7-8시간의 수면, 간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씩 하

는 것, 규칙적 운동, 음주를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씩 하는 것 등이었다. 여성에서

는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는 것, 간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씩 하는 것, 정

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많이 실천할수록 

연령을 보정한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 다(노태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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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6년에 국민 건강 관리 공단에서 실시한 직종이 군인인  

전국 군간부 81,026명 중에서 현재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문항중 현재 건강하

다 군 44,695명을 대상으로 하 다. 그중 여군 간부 872명과 결측치 442명을 제

외한 43,48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 다. 1998년에 이 대상으로 1996년도 건

강 검진 결과와 1998년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관련성을 분석하 다(그림1). 

1996년 연구대상 모집  
81,026명

               

                여자 872명

추 

적              결측치 442명

 

1998년

43,481명 분석대상을 통계적으로 분석               

                                     

                                  

(그림1) 연구대상의  선정 과정

건강하다

34,665명(79.7%)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7,272명(16.7%)

 무슨병이 있는 것    

 같다

   1,107명(2.6%)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437명(1.0%)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1,878명(2.3%)

 무슨병이 있는 것    

 같다

   7,335명(9.0%)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27,108명(33.4%)

건강하다

44,795명(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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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의료 보험 공단의 설문지인 문진표과 신체 검진 결과를 이용하

으며 문진표는 현재의 건강상태(1문항), 식습관(1문항), 식성(3문항), 음주(2문항), 

흡연(3문항),운동(2문항) 등 총 11문항(표1)과 신체 검진 자료 항목중 키, 몸무게, 

혈압 측정,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을 이용하 다.

<표1> 일상 생활 습관에 대한 문진표

일상 생활 습관에 대한 문진표  (11문항)

식습관

(1문항)
식습관

1. 규칙적

2. 1일 3회 또는 불규칙

3. 불규칙

식성

(3문항)
식성

1. 싱겁게 먹음

2. 보통

3. 맵거나      

  짜게 먹음

식성

종류

1. 채식

2. 채식 또는 육식

3. 육식

육류

섭취량

1. 많아야 한번 정도

2. 2∼3회

3. 4회이상

음주

(2문항)

음주

습관

1.(거의)안먹음

2. 2∼3회/월

3. 1∼2회/주

4. 3∼4회/주

5. (거의)매일

음주량

1. 소주1병이하

2. 소주1병

3. 소주1병만

4. 소주2병이상

흡연

(3문항)

흡연

습관

1.(거의)안피움

2. 과거 흡연자

3. 현재 흡연자
흡연량

1. 반갑미만

2. 반갑↑∼한갑↓

3. 한갑↑∼두갑↓

4. 두갑이상

흡연

기간

1. 5년미만

2. 5∼9년

3. 10∼19년

4. 20∼29년

5. 30년이상

운동

(2문항)
운동량

1. 안한다

2. 1∼2회

3. 3∼4회

4. 5회이상

5. 거의 매일

운동

시간

1. 안한다 

2. 30분미만

3. 30분↑∼1시간↓

4. 1시간↑∼2시간↓

4. 2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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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 연령의 분포를 20-29세미만, 30-39세미만, 40-49세미

만, 50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관적으로 자가 평가하

는 것은 1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

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및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질병이 있는 것을 알

고 있다’의 4개 구간으로 분류하 다.

다. 건강 생활 습관 :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여부, 식성, 육류와 야채의 섭취), 

음주(음주 습관, 음주량), 흡연(흡연경험, 흡연기간, 흡연량)

라. 건강 검진 결과 

1) Body Mass Index(BMI) :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

여 평가하 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지침은 체질량지수 

23kg/m²미만을 정상군, 23-24.9kg/m을 과체중, 25kg/m²이상을 비만으로 구분

하 다(대한비만학회, 2000).

2) 혈압 : 미국의 Joint of National Committee VI와 세계보건기구/세계       

고혈압학회가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분류로써 과거와는 달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

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분류하 다(이 우 등, 2000)(표2).

  

                            < 표2 > 혈압의 분류*

 * JNC VI에 따른 분류임.

            수축기/이완기 혈압

   정상 혈압           130㎜hg미만/85㎜hg미만

   높은 정상 혈압           130-139㎜hg/85-89㎜hg

   고혈압  1기           140-159㎜hg/90-99㎜hg

   고혈압  2기           160-170㎜hg/100-109㎜hg

   고혈압  3기           180㎜hg이상/110이상㎜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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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당 : 1997년 6월에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57차 미국당뇨병학회(ADA)에

서 제안된 기준치인 공복시 혈당이 126mg이상일 경우를 고혈당으로 분류하 다 

(김응진 등, 1998).

4) 콜레스테롤 : 200mg/dl이하이면 정상200-240mg/dl이면 조금높음, 240mg/dl

이상이면 높음으로 정의하 다.

마. 운동 강도 : 운동안한군, 적당한 운동군 (30분미만과 30분이상 1시간미만으

로  3 - 4회/주), 심한 운동군 (1시간이상, 5회 및 거의 매일)으로 분류하 다 (그

림2).

  

 시간(분)

횟수(주)
0 < 29 30-59 60-119 120≤

0 운동안함

적당한 운동

심한 운동

1-2

3-4          

      5≤
                                       

거의매일

                     <그림2> 운동 강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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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의 틀

                          
1996년 건강검진 결과

                                      관련 요인 분석                      

               
1998년 인지한 건강상태

                  (그림 3) 연구의 틀              

생활습관

․식생활습관 

(식습관, 식성,

 육류 섭취량)

․흡연

․운동

일반적특성

 ․ 연령

 ․ 체중

 ․ 키

검진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

건강하다 병은 

없으나 

건강한편은 

아니다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질병이   

있는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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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 으며 다음과 같다.

가.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인지도와의 특성을 백분율로 알아보았다.

나. 대상자의 검진 결과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도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 test을 실시하 다.

다. 대상자의 검진 결과, 일상 생활 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도와의 관련성  

      를 알아보기위해 X²- test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라. 주관적 건강 상태의 인지 결정요인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건강하다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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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특성

1996년도 ‘건강하다’군은 연구대상자 43,481명(100%)이었다.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건강하다’군은 34,665명(79.7%),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

은 7,272명(16.7%),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107명(2.6%),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437명(1.0%)이 순으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4> 대상자의 연령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특성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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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 검진 결과와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대상자의 1996년도 건강 검진 결과의 변수 즉 체중, BMI, 수축기혈압, 이완기혈

압,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과 2년후 1998년도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하 다.

체중과 BMI는 ‘건강하다’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건강 검진의 모든 변수 즉 체중, BMI,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은 ‘건강하다’군에 비해 ‘질병이 있

는 것을 알고 있다’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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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96년의 건강 검진 결과와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의 비교

                       1998년   주관적 인식 건강 상태

1996년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P1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P₂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P₃ 
N(34665) N(7272) N(1107) N(437)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체중

(kg)
69.5±7.6 69.2±7.9 0.003 69.2±7.7 0.21 70.7±8.2  0.0003

  체질량 지수

(BMI)
23.5±2.3 23.4±2.5 0.004 23.5±2.3 0.53 24.1±2.5  0.0001

수축기혈압

(mmHg)
121.3±12.4 121.5±13.2 0.15 121.3±13.0 0.95 124.9±15.6  0.0001

이완기혈압

(mmHg)
78.1±9.6 78.1±10.4 0.85 77.6±10.5 0.13 80.4±11.3  0.0001

총콜레스테롤

(mg/dl)
183.5±35.4 183.5±35.9 0.58 183.5±35.8 0.99 190.6±37.0  0.0000

공복시 혈당

(mg/dl)
88.8±16.1 88.9±17.5 0.81 89.7±21.5 0.17 103.5±49.1  0.0001

   P : 건강함 VS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과의 T-test

   P : 건강함 VS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과의  T-test

   P : 건강함 VS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과의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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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과거 검진 결과와  현재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표4는 대상자의 검진 결과와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다. 연령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하다’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군과의 관련성을 비차비로 계

산하여 비교하 다.

BMI는 25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 결과 비만군에서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군은 24.4%,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는 25.5%,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36%이었다. 1996년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1998년에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1.47배 높았다(P<0.0001).

혈압은 정상군에 비해 각각 고혈압1기군, 고혈압2기군, 고혈압3기군은 ‘병은 없

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각각 1.08배, 1.24배, 2.00배로 높

았다. 또한, ‘건강하다’군에서 정상혈압군이 21,721명(62.7%), 고혈압3기군이 302명

(0.6%)로 나타났고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군에서 정상혈압군 238명(54.5%), 

고혈압3기군이 14명(3.2%)으로 고혈압3기군은 정상혈압군에 비해 ‘질병이 있는 것

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4.45배로 매우 높았다(P<0.0001).

총 콜레스테롤에서 비정상군은 정상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

다’군과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각각 1.09배, 1.40배 

높았다(P<0.01).

공복시 혈당은 비정상군는 정상군에 비해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7.77배로 매우 높았다(P<0.0001). 모든 검진 결과 변수는 주관적 건

강상태의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식군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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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대상자의 1996년 검진 결과와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변    수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

음 X²값

연령 교정 비차비

건강함  VS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건강함  VS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건강함   VS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BMI
정상 26199(75.6) 5530(76.1) 825(74.5) 280(64.1)

32.7**
 1.00   1.00   1.00  

비만 8466(24.4) 1742(24.0) 282(25.5) 157(36.0)  1.04  0.97-1.10  1.10  0.95-1.26  1.47***  1.20-1.80

혈압

(mmhg)

정상혈압 21721(62.7) 4508(62.0) 705(63.7) 238(54.5)

91.0**

 1.00   1.00   1.00  

높은정상혈압 4900(14.1) 977(13.4) 156(14.1) 60(13.7)  0.98  0.90-1.05  0.98  0.83-1.18  1.07  0.80-1.42

고혈압 1기 6891(19.9) 1489(20.5) 200(18.1) 99(22.7)  1.08*  1.01-1.15  0.91  0.78-1.07  1.18  0.90-1.50

고혈압 2기 940(2.71) 224(3.08) 36(3.25) 26(6.0)  1.24**  1.07-1.44  1.23  0.87-1.72  2.03**  1.34-3.07

고혈압 3기 302(0.6) 74(1.0) 10(0.9) 14(3.2)  2.00***  1.52-2.62  1.62  0.85-3.08  4.45***  2.53-7.83

총콜레

스테롤

(mg/dl)

200↓ 24422(70.5) 5083(69.9) 774(69.9) 263(60.2)

23.0**

 1.00   1.00   1.00  

199∼239 7908(22.8) 1659(23.3) 252(22.7) 136(31.1)  1.09**  1.03-1.16  1.04  0.90-1.20  1.40**  1.10-1.68

240↑ 2335(6.7) 494(6.8) 81(7.3) 38(8.7)  1.11*  1.00-1.22  1.15  0.90-1.50  1.20  0.84-1.69

공복시

혈당

(mg/dl)

126미만 34119(98.4) 7140(98.2) 10731(97.0) 381(87.2)  1.00   1.00   1.00  
325.7**

126이상 546(1.6) 132(1.8) 34(3.1) 56(12.8)  1.23**  1.01-1.50  2.04***  1.43-2.90  7.77***  5.77-10.5

* P <  0.05             ** P <  0.01        *** P <  0.0001 



- 20 -

4. 대상자의 일상 생활 습관과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

가.  대상자의 식생활 습관과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식습관은 불규칙적군에서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군은 

9.4%,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는 12.7%,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는 

13.1%,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9.2%이 다. 불규칙적군은 규칙적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1.51배 높았고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1.50배로 높았다(P<0.0001). 식성에서 채식 또

는 육식군은 채식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

이 0.88배(P<0.01)로 나타났으며 육식군은 규칙적군에 비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

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1.28배로 높았다(P<0.05).      

육류 섭취량(2-3회/주)군은 육류 섭취량(1회미만/주)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

강한 편은 아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0.94배 나타났고(P<0.05) ‘질병이 있는 것

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0.74배 나타났다 (P<0.01)(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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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대상자의 1996년 식생활 습관과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변    수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X²값

연령 교정 비차비

건강함   VS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건강함   VS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건강함   VS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식습관

규칙적 23134(67.0) 4139(57.1) 674(61.1) 298(68.7)

275.0**

 1.00  1.00   1.00  

1일3회또는

 불규칙
8162(23.6) 2188(30.2) 285(25.8) 96(22.1)  1.46***  1.38-1.55  1.19*  1.03-1.37  1.07  0.85-1.35

불규칙적 3259(9.4) 924(12.7) 145(13.1) 40(9.2)  1.51***  1.40-1.64  1.50***  1.25-1.81  1.27  0.90-1.78

식성

채식 6191(17.9) 1395(19.2) 194(17.6) 89(20.4)

38.5**

 1.00   1.00   1.00  

채식 또는 육식 25895(74.8) 5219(71.9) 805(73.0) 314(72.0)  0.88**  0.83-0.94  0.98  0.83-1.14  0.86  0.68-1.09

육식 2526(7.3) 642(8.9) 104(9.4) 33(7.6)  1.10  1.00-1.22  1.28*  1.00-1.63  098  0.65-1.47

육류

섭취량

(회/주)

1미만 12778(37.0) 2734(37.9) 415(37.8) 193(44.3)

19.0**

 1.00   1.00   1.00  

 2∼3정도 20118(58.3) 4107(56.9) 632(57.5) 218(50.0)  0.94*  0.89-0.99  0.96  0.84-1.08  0.74**  0.61-0.89

4이상 1623(4.7) 382(5.3) 52(4.7) .25(5.7)  1.71  0.51-1.21  0.97  0.72-1.30  1.10  0.73-1.68

* P <  0.05             ** P <  0.01        ***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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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의 흡연과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흡연은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군은 과거흡연군이 

11.8%, 현재흡연군이 60.1% 고,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군은 과거흡

연군이 11.6%, 현재흡연군이 67.1%이며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군

은 15.7%, 현재흡연군이 56,5% 다.  과거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이 인식될 확률이 1.31배 높았고(P<0.0001) ‘건강하다’군에서 

현재흡연군 20,493명(60.1%),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의 현재흡연군

4,719명(66.1%)로 나타나므로 현재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이 인식될 확률이 1.56배 높았다 (P<0.01).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많

은군은  적은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과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이 인식될 확률이 높으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흡연에서는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이 인식될 확률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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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  대상자의 1996년 흡연력과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변    수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X²값

연령 교정 비차비

건강함  VS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건강함  VS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건강함  VS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흡연

여부

비흡연자 9560(28.1) 1649(23.1) 230(21.4) 119(27.8)

119.4**

 1.00  1.00  1.00

과거흡연자 4020(11.8) 769(10.8) 124(11.6) 67(15.7)  1.31***  1.23-1.40  1.44***  1.24-1.68  1.03  0.83-1.29

현재흡연자 20493(60.1) 4719(66.1) 719(67.1) 242(56.5)  1.56**  1.05-1.27  1.31*  1.05-1.64  1.17  0.86-1.58

흡연량

(갑/일)

1/2미만 9560(31.7) 1649(25.7) 230(24.1) 119(32.7)

140.0**

 1.00   1.00   1.00  

1/2이상미만 3203(10.6) 676(10.5) 118(12.4) 45(12.4)  1.20**  1.09-1.32  1.51**  1.21-1.90  1.23  0.87-1.73

1이상2미만 13707(45.4) 3101(48.3) 450(47.2) 151(41.5)  1.28***  1.20-1.37  1.35**  1.14-1.58  0.97  0.76-1.23

2이상 3739(12.4) 998(15.5) 156(16.4) 49(13.5)  1.53***  1.40-1.67  1.72***  1.40-2.11  1.12  0.80-1.67

육류

섭취량

(회/주)

5미만 9560(28.4) 1649(23.4) 230(21.5) 119(28.3)

157.4**

 1.00   1.00   1.00  

5이상10미만 6311(18.7) 1533(21.7) 237(22.2) 55(13.1)  1.28***  1.18-1.38  1.50***  1.24-1.82  0.95  0.68-1.33

10이상20미만 8450(25.1) 1910(27.1) 306(28.6) .95(22.6)  1.22***  1.14-1.32  1.46***  1.23-1.75  1.12  0.85-1.48

20이상30미만 7216(21.4) 1457(20.6) 197(18.4) 107(25.4)  1.25***  1.16-1.36  1.16  0.96-1.42  1.06  0.81-1.37

30이상 2182(6.4) 512(7.3) 99(9.3) 45(10.7)  1.67***  1.48-1.89  2.04***  1.57-2.66  1.05  0.73-1.51

* P <  0.05             ** P <  0.01        ***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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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의 운동 습관과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운동안한군에서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군은 15.4%, ‘병

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는 20.3%,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는 19.8%,‘질병

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21%이 다. 운동량과 운동시간은 운동한군은  운동안

한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 ’질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모두 낮게 나왔다.

그러나 운동량이 거의 매일과 운동시간이 120분/일이상은 운동안한군에 비해  

‘무슨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 될 확률은 각각 0.90배, 0.87배 낮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운동강도는 ‘건강하다’군에서 ‘안한다’군이 5,335명(15.4%), ‘적당한 운동’군 

1,6046명(46.3%), ‘심한 운동’군 1,3284명(38.3%)로 나타났으며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의 ‘안한다’군이 1,476명(20.3%), ‘적당한 운동’군 3,514명(48.3%), ‘심

한 운동’군은 2,282명(31.4%)로 나타났다.

‘적당한 운동’, ‘심한 운동’군은 운동안한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

니다’군이 인식될 확률이 각각 0.78배, 0.61배 나타났고 (P<0.0001), ‘무슨 병이 있

는 것 같다’군이 인식될 확률이 각각 0.75배, 0.70배로 나타났다(P<0.01)(P< 

0.0001).

또, ‘심한 운동’군은 운동안한군에 비해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

식 될 확률이 0.60배로 나타났다(P<0.01)(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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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  대상자의 1996년 운동력과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관련성

변    수  건강함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X²값

연령 교정 비차비

건강함  VS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건강함   VS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건강함  VS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운동량

(회/주)

안한다 5335(15.4) 1476(20.3) 219(19.8) 91(21.0)

162.0**

 1.00   1.00   1.00  

1∼2 19583(56.6) 4088(56.3) 566(51.3) 234(53.8)  0.74***  0.69-0.79  0.70***  0.60-0.82  0.73*  0.57-0.93

3∼4 6351(18.3) 1132(15.6) 208(18.8) 78(17.9)  0.63***  0.58-0.68  0.79*  0.65-0.96  0.77  0.57-1.05

5↑ 1346(3.9) 247(3.4) 39(3.5) 13(3.0)  0.65***  0.56-0.75  0.70*  0.50-0.99  0.58  0.33-1.05

거의매일 2007(5.8) 324(4.5) 75(6.8) 19(4.4)  0.57***  0.50-0.64  0.90  0.69-1.72  0.60*  0.36-0.99

운동시간

(분/일)

안한다 5335(15.4) 1476(20.3) 219(19.8) 91(21.0)

204.7**

 1.00   1.00   1.00  

30↓ 4669(13.5) 1131(15.6) 150(13.6) 64(14.7)  0.87**  0.80-0.94  0.78*  0.63-0.96  0.83  0.60-1.14

30∼59 13099(37.8) 2691(37.0) 398(36.0) 167(38.2)  0.73***  0.68-0.78  0.73**  0.62-0.87  0.80  0.61-1.03

60∼119 9507(27.4) 1631(22.4) 266(24.1) 89(20.4)  0.61***  0.56-0.65  0.67***  0.56-0.80  0.59**  0.44-0.79

120↑ 2044(5.9) 343(4.7) 73(6.6) 26(6.0)  0.61***  0.53-0.69  0.87  0.66-1.14  0.74  0.48-1.15

운동강도

안한다 5335(15.4) 1476(20.3) 219(19.8) 91(21.0)

194.8**

 1.00   1.00   1.00  

적당히 16046(46.3) 3514(48.3) 499(45.1) 217(49.7)  0.78***  0.73-0.83  0.75**  0.63-0.88  0.84  0.65-1.07

심하게 13284(38.3) 2282(31.4) 389(35.1) 129(29.5)  0.61***  0.57-0.66  0.70***  0.60-0.84  0.60**  0.46-0.78

* P <  0.05             ** P <  0.01        ***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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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과 관련된 요인 분석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건강 검진 결과, 일상생활습관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mutiple logistic regression)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표8).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30세 미만에 비해 30세 이상에서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

은 아니다’군은 0.89배(P<0.0001)로,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0.91배(P<0.05)

로,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1.29배(P<0.0001)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혈압에서는 정상혈압군에 비해 고혈압3기군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

다’군은 1.98배(P<0.0001)로,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3.83배(P<0.0001)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복시 혈당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비정상군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94배(P<0.001)로,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6.63배(P<0.0001)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비만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비정상군이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1.42

배(P<0.001)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에서는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흡연군이 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이 

1.21배(P<0.0001)로, ‘무슨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25배(P<0.001)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에서는 비음주군에 비해 비음주군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

이 1.52배(P<0.0001)로,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2.16배(P<0.0001)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습관에서는 규칙적군에 비해 불규칙적군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군이 1.37배(P<0.0001)로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28배(P<0.0001)로 인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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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성에서는 채식군에 비해 육식군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28배(P< 

0.05)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 강도에서는 운동안한군에 비해 ‘적당한 운동’군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

은 아니다’군은 0.80배(P<0.0001)로,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0.75배(P< 0.001)

로 인식될 확률이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운동안한군은 

‘심한 운동’ 군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은 0.63배(P<0.0001)로,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0.71배(P<0.0001)로,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0.61배(P<0.001)로 각각 인식될 확률이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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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주관적 건강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건강함   VS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건강함   VS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건강함    VS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연령

(세)

30미만  1.00  1.00  1.00

30이상  0.89*** 0.85-0.92  0.91* 0.83-0.99  1.29*** 1.13-1.47

혈압

(mmHg)

정상혈압  1.00  1.00  1.00

높은 정상혈압  0.99 0.91-1.07  0.97 0.81-1.16  1.09 0.81-1.47

고혈압 1기  1.70* 1.00-1.14  0.87 0.74-1.03  1.06 0.82-1.37

고혈압 2기  1.22* 1.05-1.43  1.14 0.80-1.62  1.63* 1.04-2.57

고혈압 3기  1.98*** 1.50-2.61  1.54 0.80-2.94  3.83*** 2.08-7.03

총콜레

스테롤

(mg/dl)

 200미만  1.00  1.00  1.00

 200∼239미만  1.06 0.99-1.13  1.01 0.87-1.18  1.20 0.95-1.52

 240이상  1.07 0.96-1.19  1.10 0.86-1.41  1.06 0.73-1.52

공복시
혈당
(mg/dl) 

 126미만  1.00  1.00  1.00

 126이상  1.12 0.92-1.37  1.94** 1.34-2.80  6.63*** 4.75-9.26

BMI

(kg/m²) 

정상  1.00  1.00  1.00

비만(25이상)  1.00 0.94-1.06  1.06 0.92-1.23  1.42** 1.14-1.78

흡연

비흡연자  1.00  1.00  1.00

현재흡연자  1.21*** 1.14-1.29  1.25** 1.07-1.45  1.08 0.84-1.37

과거흡연자  1.06 0.96-1.17  1.18 0.94-1.48  1.18* 0.85-1.65

음주
비음주자  1.00  1.00  1.00

음주자  1.52*** 1.30-1.78  2.16*** 1.56-2.98  1.09 0.58-2.04

식습관

규칙적  1.00  1.00  1.00

1일3회 또는 불규칙  1.39*** 1.31-1.48  1.12 0.97-1.30  1.04 0.81-1.34

불규칙  1.37*** 1.26-1.49  1.28* 1.05-1.56  1.24 0.87-1.76

식성

채식  1.00  1.00  1.00

채식 또는 육식  0.90** 0.84-0.96  0.99 0.84-1.17  0.92 0.71-1.21

육식  1.08 0.97-1.21  1.28* 1.00-1.65  1.04 0.66-1.62

육류

섭취량

1회/주 미만  1.00  1.00  1.00

2∼3회/주 정도  0.96 0.91-1.02  0.95 0.83-1.09  0.85 0.68-1.06

4회/주 이상  1.04 0.92-1.18  0.90 0.66-1.22  1.22 0.77-1.92

운동

강도

운동안함  1.00  1.00  1.00

적당히  0.80*** 0.74-0.85  0.75** 0.63-0.89  0.81 0.62-1.07

심하게  0.63*** 0.59-0.68  0.71*** 0.60-0.84  0.61** 0.45-0.82

* P <  0.05             ** P <  0.01        ***
 
P <  0.0001

B M 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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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998년

                      

                                                        

  일상                                                      

  생활

  습관                                                                     

                                                                            

                                                                       

                                                                       

                                                                       

                                                                         

                                                                       

                              

  건강 

  검진

  결과

                                                                        

                                                                            

                                                                            

                            양의 관계, 비차비(OR) 1이상을 의미함

                       ---   음의 관계, 비차비(OR) 1미만을 의미함

                 

                     〔그림5〕 연구 결과 종합

건강함

(비교군)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님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생활습관

- 흡연

- 음주

- 식습관

- 식성

운동

연령

혈압

공복시

혈당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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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토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검진에 참여하 던 군 간부의 전수를 포함하 음으로 대표

성은 있다. 그러나 1996년, 1998년 2년동안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한 자료

를 이용하여 추적 기간이 짧아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 과거 병

력, 일반적 특성(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계급, 경제 수준 등) 및 건강 검진 결과

의 관련된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를 규정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1996년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한 직종이 군인인 전국 군간부 81,026

명중 문진표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문항의 ‘현재 건강하다’ 군 43,481명을 대상

으로 하 다. 1998년에도 ‘건강하다’군 43,481명을 대상으로 1996년도 건강 검진 

결과와 1998년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 는데  ‘건

강하다’고 인식하는 군 34,665명이었다. 이 연구는 여자간부는 제외시키고 남자 간

부만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인식의 변화를 보았으므로 모든 군간부에게 일반화 

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향후 성별에 따른 간부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결정 요

인 분석하여 체계적인 기초 자료로 군간부의 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31 -

2. 연구 결과에 관한 토의

1996년도 ‘건강하다’군은 연구대상자 43,481명(100%)중에서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건강하다’군은 34,665명(79.7%),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

은 7,272명(16.7%),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107명(2.6%),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437명(1.0%)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군간부를 대상으로 1996년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건강 검진 

자료에서는 81,026명중 ‘건강하다’는 55.3%이다. 이에 다른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

면, 박병섭의 연구(1987)에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61%, 1990년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하면 60%, 이순 (1993)의 성인에서는 68.6%, 송건용 등

(1993)의 국민 건강 조사에서 55.7%의 연구 결과에 비해 낮았으며, Harris등(1979)

의 51.2%, 이희우(1999)의 고등학교의 남학생 54.1%, 최봉 (2000)의 교직원 53.2%, 

윤경희(2000)의 직장 근로자 47.1%, 심형일(2000)의 45.8%의 연구 결과에 비해 약

간 차이를 보이며, 이지현(1995)는 군간부의 87.1%로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1996년도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른 1998년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관련성을 

보면 비만, 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의 변수에서는 비정상군이 정상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이 될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건강 검진 결과의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도 일상 생활 습관에 따른 1998년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관련성을 

보면 식습관이 불규칙적일 때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과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으로 인식이 될 확률로 나타났으며 식성에서 채식과 육식을 할 때

와 육류 섭취를 2∼3회/주 할 때가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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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있는 것 같다‘군으로 인식될 확률이 낮았다.

즉, 군간부들은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할 때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은 건강하다

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의 군간부를 대상으로 음주률은 최경혜(1999)의 81.3%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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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이상 음주률 74.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주

관적 건강 인식 모든 변수에 향을 미쳤다.

흡연에서는 과거 흡연자나 현재 흡연자,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

록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은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과 ‘무슨 병이 있

는 것 같다‘군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으며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로 인식

도는 낮았다.

김미양(2001)의 군간부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향

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2%를 차지하고 금연 의도에 있어 96.9%가 금연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흡연 중이며, 향후 5년 뒤의 흡연 습관에 있어 확실히 

금연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0.7%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흡연자는 흡연이 건강

에 해로움을 인식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므로 군간부들을 대상으

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금연 교육 프로그램과 금연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운동과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관련성은  

운동하는군은 운동안하는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의 모든 변수군(‘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의  

인식도는 매우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운동이 매우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즉, 군 간부는 운동을 통해 ‘건강하다’고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운동의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김미양(2001)은 군간부가 32.8%가 거의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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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윤경희(2000)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의 59.1%, 심형일(2000)의 7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 다. 이는 군인은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전투력 보전에 기여함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 성

인에 비해 높다. 그러나 미해군 19,510명을 대상으로 한 Harrison 등(2000)의 연구

에서 전체 대상자의 63%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5%

만이 운동을 ‘거의 실시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1998년 전체 미육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67.7%(http://www.tricare.osd.mil)가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다고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타 일반 성인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 실시률은 높으

나 김미양(2001)의 한국군의 경우 주 3회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실시률이 20.7%로 

타 외국군, 즉 미육군과 미해군에 비해서는 운동 실시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정

한국(1998)은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의 

긴장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했다.

 본 연구 결과는 1996년 건강 검진 결과는 1998년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임상 검사를 통해 객

관적인 검진 결과 때문이라 생각되며 1996년 일상 생활 습관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은 1998년 모든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변수군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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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결과와 일상 생활 습관 주관

적 건강 상태 인식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향후 군 간부의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1996년에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한 직종이 군인인 전국  

군간부 81,026명중에서  문진표의 현재 주관적 건강 상태 인지 문항중 ‘현재 건강

하다’군 44,695명을 대상으로 전수 선정하 다. 그중 여군 간부 872명과 결측치 

442명을 제외한 43,481명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특성으로 보면 연구대상

자 43,481명(100%)중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건강하다’군은 34,665명(79.7%), ‘병

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군은 7,272명(16.7%),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군은 

1,107명(2.6%),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은 437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할 경우 고혈압3기와 공복시 혈당에서 정상군에 비해 비정상군은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이 인식될 확률이 각각 3.83배, 6.63배로 매우 높았

다(P<0.0001).

대상자의 1996년도 일상 생활 습관과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의 관련성을 보면 

식성에서 채식 또는 육식은 채식군에 비해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인식

군이 0.90배로 인식률이 낮았다.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

니다’ 인식군과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인식군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높으나 흡연과 주관적 건강 상태‘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군으로 인식될 확률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운동 강도에서는 운동하는 군은 안하는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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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의 모든 변수군(‘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무슨 병

이 있는 것 같다‘,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의 인식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 연구결과 군 간부의 주관적 건강 인식 결정 요인으로 건강검진 결과보다  

흡연, 운동 등 일상 생활 습관이 더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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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문  진  표

1.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

1996년 건강 검진 1998년 건강 검진

과거병력

1. 과거에 (결핵, 간염, 간장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암

등)을 앓았거나 진단(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과거에 (결핵, 간염, 간장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암

등)을 앓았거나 진단(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부모, 형제 자매가 (간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암)으로 앓았거나 해당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2. 부모, 형제 자매가 (간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암)으로 앓았거나 해당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의

건강상태

1. 건강하다.

2.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3. 무슨병이 있는 것 같다.

4.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1. 건강하다.

2. 병은 없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3. 무슨병이 있는 것 같다.

4.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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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인식 및 일상 생활 습관에 관한 문항

 

1996년 건강 검진 (Health 96) 1998년 건강 검진 (Health 98)

식습관 Habit96
1. 규칙적

2. 1일 3회 또는 불규칙

3. 불규칙

Habit98
1. 규칙적

2. 1일 3회 또는 불규칙

3. 불규칙

식성 Salt96
1. 싱겁게 먹음
2. 보통
3. 맵거나 짜게 먹음

Salt98
1. 싱겁게 먹음
2. 보통
3. 맵거나 짜게먹음

육류

야채의

섭취

Vege96
1. 채식
2. 채식 또는 육식
3. 육식

Vege98
1. 채식
2. 채식 또는 육식
3. 육식

Meat96
1. 거의 한번
2. 2∼3회
3. 4회이상

Meat98

1. (거의) 안먹음
2. 한번 정도
3. 2∼3회
4. 4회이상

음주

Alco96

1. (거의)안먹음
2. 2∼3회 / 월
3. 1∼2회 / 주
4. 3∼4회 / 주
5. (거의) 매일

Alco98

1. (거의)안먹음

2. 2∼3회 / 월

3. 1∼2회 / 주

4. 3∼4회 / 주

5. (거의) 매일

AlcoA96

1. 소주1병 이하
2. 소주1병
3. 소주1병만
4. 소주2병 이상

AlcoA98

1. 소주1병 이하

2. 소주1병

3. 소주1병만

4. 소주2병 이상

흡연

Smok96
1. (거의)안 피움
2. 과거 흡연자
3. 현재 흡연자

Smok98
1. (거의)안 피움

2. 과거 흡연자

3. 현재 흡연자

SmokT96

1. 반갑미만
2. 반갑↑∼한갑↓
3. 한갑↑∼두갑↓
4. 두갑이상

SmokT98

1. 반갑미만

2. 반갑↑∼한갑↓

3. 한갑↑∼두갑↓

4. 두갑이상

SmokD96

1. 5년미만
2. 5∼9년
3. 10∼19년
4. 20∼29년
5. 30년이상

SmokD98

1. 5년미만

2. 5∼9년

3. 10∼19년

4. 20∼29년

5. 30년이상

운동

ExerS96

1. 안한다
2. 1∼2회
3. 3∼4회
4. 5회이상
5. 거의 매일

ExerS98

1. 안한다

2. 1∼2회

3. 3∼4회

4. 5회이상

5. 거의매일

ExerH96

1. 안한다. 
2. 30분미만
3. 30분↑∼1시간↓
4. 1시간↑∼2시간↓
5. 2시간이상

ExerH96

1. 30분미만

2. 30분↑∼1시간↓

3. 1시간↑∼2시간↓

4. 2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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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진  표

1996년 건강 검진 (Health 96) 1998년 건강 검진 (Health 98)

체위검사

시력
V1  96

V2  96

좌

우

V1  98

V2  98

좌

우

신장 HT96 ㎝ HT98 ㎝

체중 WT96 ㎏ WT98 ㎏

혈압

(mmHg)

SBP96 최고140이하 SBP98 최고140이하

DBP96 최고90이하 DBP98 최고90이하

혈액검사

혈색소

(g/de)
HB96 13.00㎏ HB98 13.00㎏

혈당

(mg/dl)
FBS96 70∼110 FBS98 70∼110

총콜레스테롤

(mg/dl)
TC96 240이하 TC98 240이하

감염검사

혈청지오터

(unit)
GOT96 40이하 GOT98 40이하

혈청지피터

(unit)
GPT96 35이하 GPT98 35이하

항원 HBsAg 음성 HBsAg 음성

항체 HBsAb96
음성

양성
HBsAb98

음성

양성

요검사

요당 U-sugar96
음성

약양성(±)
U-sugar98

음성

약양성(±)

요단백 U-protein96
음성

약양성(±)
U-protein98

음성

약양성(±)



수

검

자

인

적

사

항

보 험 자 명 국민의료보험공단 문    진    표

(1996년 )

이 문진표는 검진시 담당의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해당란에 ○표 또는 정자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건강진

단을 받을 때 병(의)원에 제출하십시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건 강 인 식  및  일 상 생 활 습 관 에  관 한  문 항

과

거

병

력

【1】과거에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3개월이상 앓았거나    

     진단(치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결핵, 간염, 간장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등 질환명을 써주십시오.

식

습

관

【4】평소의 식사습관은?

     ① 규칙적이다.

     ② 1일 3회 먹기는 하나 불규칙적이다.

     ③ 거의 매일 횟수, 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생각한다. 

음

주

【9】술을 마신다면 1회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소주 2홉 한병기준)

     ① 소주 반병이하     ② 소주 한병

     ③ 소주 한병반       ④ 소주 두병이상
질 환 명 발병년도

현재치료상태

식

성

【5】식성은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①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원래 맵거나 짜게 먹는 편이다.
흡

연

【10】 귀하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① (거의) 피우지 않는다.

     ②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③ 현재도 피운다. (      )

         하루에 피우는 양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반갑미만        

         ㉯ 반갑이상∼한갑미만

         ㉰ 한갑이상∼두갑미만

         ㉱ 두갑이상

완  치 치료중

① ②(        ) 19   년

① ②(        ) 19   년

육

류

․

야

채

의

섭

취

【6】평소에 어는 것을 즐겨드십니까?

     ① 원래 채식을 좋아한다.

     ② 채식․육식을 가리지 않는다.

     ③ 육식을 더 좋아한다.

(        ) 19   년 ① ②

【2】부모, 형제, 자매가 다음 질환으로 앓았거나 해당질환

     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11】담배를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신다면 얼마동안

    입니까?

     ① 5년미만     ② 5∼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년이상

【7】일주일에 어느 정도 육류(생선은 제외)를 섭취하십

     니까?

     ① 거의 한번.

     ② 2∼3회 정도

     ③ 4회 이상

번  호 질    환 없 다 있 다

1 간장질환 ① ②

2 고 혈 압 ① ②

운

동

【12】귀하는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① 안한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거의 매일

3 뇌 졸 증 ① ②

4 심 장 병 ① ②

5 당 뇨 병 ① ②

6 암 ① ②

현

재

의

건

강

상

태

【3】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②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④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음

주

【8】귀하의 음주(술)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①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② 월 2∼3회 정도 마신다.

     ③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④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⑤ 거의 매일 마신다.

【13】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안한다    ② 30분미만   ③ 30분이상 1시간미만 

     ④ 1시간이상 2시간미만    ⑤ 2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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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검

자

인

적

사

항

보 험 자 명 국민의료보험공단 문    진    표

  (1998년 )

이 문진표는 검진시 담당의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해당란에 ○표 또는 정자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건강진

단을 받을 때 병(의)원에 제출하십시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건 강 인 식  및  일 상 생 활 습 관 에  관 한  문 항

과

거

병

력

【1】과거에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3개월이상 앓았거나    

     진단(치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결핵, 간염, 간장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등 질환명을 써주십시오.

식

습

관

【4】평소의 식사습관은?

     ① 규칙적이다.

     ② 1일 3회 먹기는 하나 불규칙적이다.

     ③ 거의 매일 횟수, 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생각한다. 

음

주

【9】술을 마신다면 1회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소주 2홉 한병기준)

     ① 소주 반병이하     ② 소주 한병

     ③ 소주 한병반       ④ 소주 두병이상
질 환 명 발병년도

현재치료상태

식

성

【5】식성은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①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원래 맵거나 짜게 먹는 편이다. 흡

연

【10】 귀하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① (거의) 피우지 않는다.

     ②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③ 현재도 피운다. (      )

         하루에 피우는 양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반갑미만        

         ㉯ 반갑이상∼한갑미만

         ㉰ 한갑이상∼두갑미만

         ㉱ 두갑이상

완  치 치료중

① ②(        ) 19   년

① ②(        ) 19   년

육

류

․

야

채

의

섭

취

【6】평소에 어는 것을 즐겨드십니까?

     ① 원래 채식을 좋아한다.

     ② 채식․육식을 가리지 않는다.

     ③ 육식을 더 좋아한다.

(        ) 19   년 ① ②

【2】부모, 형제, 자매가 다음 질환으로 앓았거나 해당질환

     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11】담배를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신다면 얼마동안

    입니까?

     ① 5년미만     ② 5∼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년이상

【7】일주일에 어느 정도 육류(생선은 제외)를 섭취하십

     니까?

     ① (거의) 안먹는다.

     ② 한번 정도

     ③ 2∼3회 정도

     ④ 4회 정도

번  호 질    환 없 다 있 다
1 간장질환 ① ②

2 고 혈 압 ① ②

운

동

【12】귀하는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① 안한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거의 매일

3 뇌 졸 증 ① ②

4 심 장 병 ① ②

5 당 뇨 병 ① ②

6 암 ① ②

현

재

의

건

강

상

태

【3】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② 병은 없는 것 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④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음

주

【8】귀하의 음주(술)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①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② 월 2∼3회 정도 마신다.

     ③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④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⑤ 거의 매일 마신다.

【13】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분미만   ② 30분이상 1시간미만 

     ③ 1시간이상 2시간미만   ④ 2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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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 Analysis on Health Status Perception

                Among Korean Military Officers

                                Hye-Kyung Su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 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a persons 

perception change and lifestyle change after ones medical screening over the 

years. Two data sets conduc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used. The questionnaires and the health screening results were from Korean 

military officers.  One set was from a health survey on 　the result of health 

conditon and general lifestyle　 conducted in 1996 and the other, 　relation of 

health status perception.　 In 1998. 

From 1996 data, there were 43,481 male officers (53.7%) who checked 

　currently healthy　 out of the total 81,026 officers. The data in 1996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from a  questionnaire asking Health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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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em); Dietary habit (4 items); Drinking habit (2 items); Smoking (2 items); 

and Exercise (2 items) and also on the results from health screening (i.e. 

height; weight; blood pressure(BP); fasting blood sugar level(FBS); total 

cholesterol "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collected from the health 

screening results in 1998.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AS. The t-test, Kai 

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se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sult: First, among 43,481 people who answered the questionnaire, 

34,665(79.7%) replied "healthy", 7,272(16.7%) replied "no disease but not 

healthy", 1,107(2.6%) replied "I think I have a disease", and 437(1.0%) replied "I 

know I have a disease".

Second, 3rd group with high blood pressure in 1996 survey and screening 

checked "no disease but not healthy" 1.98% more and "I know I have a 

disease" 3.83% more as compared to the normal blood pressure group in 1998.

Third, in 1996, the group with abnormal FBS tended to check "I know I 

have a disease"  1.94% higher and to answer "I know I have a disease" 6.63% 

higher than normal group in 1998.

Fourth, omnivore in 1996 was to reply "no disease but not healthy" 0.90% 

higher than vegetarians in 1998.

Fifth, smokers in 1996 checked "no disease but not healthy" 1.21% higher 

than non-smokers, and "I think I have a disease" 1.25% higher than 

non-smokers in 1998.

The last, non-exercisers replied "no disease but not healthy", and "I think I 

have a disease", more than exercised group.  Especially, the group who were 

exercised regularly and intensively were holding better perceptions o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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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tatu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military officers perception on health was more 

related to healthy lifestyle rather than the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s, and 

the exercise was a major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to take care of their 

well-being.

Therefore, changing to healthier life style and spending more time on 

exercise were considered to take better care of health which wouldn't give a 

doubt for improving the military forces health.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