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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군 입대가 병사들의 체질량 지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군 입대 전ㆍ후 병사들의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향적 코

호트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 연구의 대상은 군 건강조사(2015)에서 선별한 표본집단

중 1,972명으로 군 건강조사 자료와 대상자 각 개인의 입영 신체검사 자료를

병합하여 입대 전ㆍ후 BMI 차를 쌍을 이룬 2표본 t 검정하였다. 또한 BMI 

변화가 건강상태의 개선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대 전ㆍ후 체중군의 변화를 유

지, 개선, 악화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검정하였으며,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입대 전 저체중(BMI<18.5 kg/m2) 병사의 74.4%가 입대 후 정상

체중이 되었고, BMI는 평균 5.87 kg/m2 증가하였다(p<.0001). 또한 입대 전

비만(BMI>25 kg/m2) 병사의 82.2%가 입대 후 정상 체중이 되었고, BMI는

평균 5.47 kg/m2 감소하였다(p<.0001). 이처럼 군 입대 후 병사들의 BMI가

정상 체중의 방향으로 수렴함으로써 비정상 체중군 다수가 군 입대로 인해 정

상 체중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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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분석 결과, 입대 전 정상 체

중군에서 근력운동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군의 BMI가 더 증가했고, 입대 전

비만군에서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인식하는 군의 BMI가 더 감소했다.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분석 결과, 입대 전 정상 체중군

의 행정, 특수병과를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의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 체중

군 변화 분석 결과,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 저체중 또는 비만으로 악화된

비율은 육군이 가장 많았으며 해병대가 가장 적었다. 반면 입대 전 비만군에

서 정상 체중으로 개선된 비율은 해병대가 가장 많았고 육군이 가장 적었다.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과 6~11개월에서 개선된 비율이 많았다.

입대 후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2세 이상에 비해 20~21세

에서, 건강상태를 나쁨에 비해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에서, 근력운동을 주

1~2회에 비해 3회 이상 실시하는 군에서 비정상 체중군이 정상으로 개선될

확률이 높았으며, 군 특성에서는 육군에 비해 해병대가 개선될 확률이 높았다.

결론 : 입대 전 저체중, 비만 병사들의 다수가 군 입대로 인해 정상 체중으로

개선되었고, BMI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근

력운동, 군별 특성이었다. 본 연구는 병사 대상의 BMI 연구 중 육, 해, 공군

을 포괄한 첫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향후

각 군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군 건강증진사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군 입대, 병사, 체질량 지수, 비만, 군 건강조사, 군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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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체지방의 과다한 축적으로 인

하여 건강을 손상시키는 상태로,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

및 암과 같은 질환의 이환 및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약 340만 명의 성인이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WHO, 2015).

이는 서구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

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보건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질량

지수 25 kg/m2 이상인 비만인구가 1995년 13.9% 였던 것이, 2001년 30.6

%로 급증하였다(대한비만학회, 2010). 특히 남성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며, 2014년 37.7%로 10명 중 약 4명에 해당될 정도로 높다(건

강영양조사과, 2014).

이러한 비만인구의 증가는 군대 내 비만 유병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군의 경우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비만 유병률이 50%에서 54%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미국 국민의 비만인구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Lindquist, 2001). 이와 같은 비만인구의 군대 내 유입에 대한 추이 분

석은 징병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 남성은 누구

든지 19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병역법 11조 1

항), 현재 현역 입영 대상인 체질량 지수 17 kg/m2 이상부터 32.9 kg/m2 이

하(국방부령 제 872호) 범위는 WHO 체질량 지수 기준의 과체중, 비만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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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기 때문이다. 군은 유사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집단이며

임무수행을 위한 체력 관리와 건강 유지는 필수임을 고려할 때, 과체중, 비만

으로 입영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군 내 비만 유병률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군인 대상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들은 근골격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

한 부상이 많은데, 이러한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체질

량 지수 25 kg/m2 이상의 비만이라고 하였다(Reynolds, 2009). 질병 치료

비용 측면에서도 Bradham(2001)은 미 해군의 비만 치료비가 연간 584만

달러로 추산되므로 비만관리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Davis(1996)의 연구에서는 미 육군병원의 9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

지방을 감소시킨 사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 대상의 비만 연구

는 소수이며 주로 군인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이 20대 초반으로 구

성되어 비교적 건강할 것이라 여겨지는 병사에 대해서는 비만 유병률에 관한

자료도 희박하고, 체계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의무적으로 거치는 군복무

기간은 생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현주, 2015). 이전의 생활

태도와는 달리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되며, 식사, 수면, 

운동 등 건강행태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요인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입대 전

사회에서의 식습관이나 신체활동량 등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았다면, 표준화된

생활을 적용 받는 군복무 동안 생활습관이 개선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국가 보건정책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도 군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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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집단으로써 군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생활의 특

성 상 군대는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고 여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이처럼 군인 대상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정

확한 비만실태 조사가 요구되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현역 병사의 입대 전ㆍ

후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군 건

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군 복무를

통해 체질량 지수가 개선되었음을 증명하여 의무복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군 입대 전ㆍ후 체질량 지수 비교를 통

해 입대 전에 비해 입대 후 체질량 지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여 군생활이

청년기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입대 전ㆍ후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트레스, 우울에 따른 입대 전ㆍ후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군 특성(군별, 병과, 복무기간, 근무지 유형, 근무시간)에 따른

입대 전ㆍ후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 및 군 특성이 입대 후 체질량 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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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비만의 정의와 진단

비만이란 체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정의된다. 비만의 원인은 내분비적 요

소, 유전적인 요소, 사회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 요소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분비 질환, 유전적 질환 등 2차적

요인에 의한 비만은 전체 비만 중 5% 미만이며 대부분이 특별한 병적 원인

없이 유발되는 단순비만이다. 단순비만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론

들이 있으나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생활습관, 즉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이다.

비만은 체지방을 측정하여 비만도를 평가하는데,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

법에는 피부주름 두께 측정법,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에 의한 복

부 내장지방 측정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신뢰도 및 타당성, 편이성, 비

용 등의 이유로 임상에서는 주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와 허리둘레

(waist circumference)가 비만의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체질량 지수(BMI)는 체중/키2 (kg/m2)으로 계산한다. BMI는 대표적인 비

만 측정 지수로써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비만 관련 연구에서도 BMI

를 주요 지표로 사용한다. BMI에 의한 비만 평가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BMI 30 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한다. 한편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WHO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 25 kg/m2 이

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 성인에서 BMI 25

kg/m2를 시점으로 비만 관련 질환이 1.5~2배로 증가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

다(대한비만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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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상을 판단하는 군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도 BMI 기준

을 적용한다. 징병검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신장 159~204cm 이면서

BMI 17.0 kg/m2 이상, 32.9 kg/m2 이하인 경우에만 신체등위 1~3급으로 판

정하여 현역병으로 입대 조치한다. 그 외 4급은 보충역 복무, 5급은 제2국민

역으로 6급은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국방부령 제 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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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만은 과식과 에너지 소비 부족의 원인 외에도 유전적 요인, 식생활, 신

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심리적 측면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강문제이다. 이러한 요인들과 비만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인종과 BMI의 상관성을 알아본

Gallagher(1996)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비만도가 증가했다. 

12~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비만군의 나이가

비 비만군보다 높으며 두 연령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지영주, 김영혜, 

2013). 반면 군인을 대상으로 입대 전ㆍ후 비만도의 변화를 분석한 이현주

(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입대 전에 비하여 BMI가 감소

하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비만과 식습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음식 섭취의 과잉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오세욱(2005)

의 연구에서도 입대 후 식사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한 군의 BMI가 유의하

게 더 감소하였다. 한편 바람직한 식습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특

히 체중조절을 위한 아침식사의 필요성 여부는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imlin 등(2008)의 연구에서는 아침식

사 빈도와 비만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

였다.

흡연과 비만의 상관성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며, 한주희(1998)의 연구

에서는 금연한 그룹에서 금연 6개월 후 식사량의 증가에 의한 체중 증가가

있었고, 흡연과 BMI는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인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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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nekar(2006)의 연구에서는 흡연은 저체중과 상관성이 있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저체중 위험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군인을 대상

으로 한 오세욱(2005)의 연구에서도 입대 당시 흡연군이 비 흡연군에 비해

BMI가 더 감소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입대 전ㆍ후 흡연 습관 변화와

BMI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 외의 병사 대상의 비만 관

련 연구에서는 흡연과 BMI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김신하, 2009; 최선영, 

최스미, 2012; 이현주, 2015).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며 신체활동량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상체중

그룹의 신체활동 일수가 가장 많았고, 비만 그룹의 신체활동 일수가 가장 적

었다(이복임, 2015).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

자의 BMI가 유의하게 높거나(이지현, 박현숙, 2011), 입대 후 평소보다 격렬

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증가한 군에서 BMI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현주, 2015). 한편 입대 후 운동량의 변화와 BMI 변화를 파악한 오세욱

(2005)의 연구와 운동 여부와 체질량 지수를 단면 조사한 최선영 등(2012)

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BMI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신체활동량은 대

부분 자기기입에 의존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수면시간과 비만에 대해서는 27세부터 4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호트 연구에서 수면시간과 체질량 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34세 이

후에는 상관성이 감소하였다(Hasler 등, 2004). 비슷한 결과로 우리나라 청

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에 비하여 수면시간이

짧은 그룹의 비만 위험비가 모두 높았으며(이복임 2015), 수면 만족에 관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수면 만족이 낮은 군이 더 비만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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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주, 김영혜, 2013). 한편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입대 전ㆍ후

수면시간의 변화와 BMI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오세욱, 2005).

비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심리적 문제도 있다. 스트레스와 비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29세 이하 남녀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차은석, 박미연, 김가애, 2008),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인지가 비만군이 비 비만군보다 높았다(지영주, 김영혜, 2013). 반

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BMI가 유의한 상관성이 없어

다른 결과를 보였다(오세욱, 2005; 최선영, 최스미, 2012; 이현주, 2015).

또한 우울과 비만의 상관성 연구에서는 성인 남자에서 비만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고 했으며(Dragan, 2007), 우리나라 성인 대상

의 연구에서도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군의 슬픔에 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나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이정아, 2015). 한편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우울의 경

험은 비만군이 비 비만군보다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지영주, 

김영혜, 2013), 신정아 등(2002)의 연구에서는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청소년

의 우울척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우울척도 점수와 BMI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최유경, 박종

형, 2013),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BMI의 관련성이 없는 등

(이지현, 박현숙, 2011; 최선영, 최스미, 2012) 우울과 비만에 관해서는 집단

간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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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현역 병사의 입대 전ㆍ후 BMI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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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종속변수는 입대 전ㆍ후 BMI 변화로 선정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군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국군의무학교에

서 실시한 제 2차 군 건강조사(2015) 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사지의 신장, 체

중을 통해 입대 후 BMI를 산출하였고, 입대 전 BMI는 각 대상자의 입영 신

체검사 결과를 추가로 확보하여 입대 전ㆍ후 BMI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향요

인에 대해서는 군 건강조사 설문영역 중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흡연,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근력운동, 수면시간, 수면곤란 여부, 스트레스, 우

울감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군 특성으로는 군별, 병과, 복무기간, 근무지 유형, 

근무시간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대상자는 전원 남자이므로 일반적 특성의

성별 변수를 제외하였고, 연령은 20세 미만, 20~21세, 22세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고, 흡연여부는 비흡연, 금연, 

흡연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설문지의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

로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음으로, ‘매우 나쁨’과 ‘나쁨’을 ‘나쁨’으로 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 변수는 국제신체활동량 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IPAQ) 형식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대사당량(Metabolic 

equivalants; METs)을 기준으로 하여 MET-min/week 점수로 산출하였다.

총 신체활동량(METs)는 고강도 MET-min/week(8.0*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시간*일 수)와 중강도 MET-min/week(4.0*중등도 신체활동을 한 시간*일

수), 걷기 MET-min/week(3.3*걷기를 한 시간*일 수)를 모두 합한 값으로

하였다(구현정, 이대택, 2006).

총 신체활동량의 분류는 일상생활 정도만 운동하는 사람(METs<600), 



- 11 -

적은 운동을 하는 사람(600≤METs≤3,000),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METs>3,000)으로 구분하였다(김혜신 등, 2015).

신체활동에 관련 설문영역에서 METs로 점수화되지 않는 근력운동은 별

도의 변수로 하여 운동 일 수 응답을 통해 전혀 안함, 주 1~2회, 주 3회 이

상으로 구분하였고,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 6~7시간, 8시간 이상으로 나누었

다.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관련 3문항(입면 곤란, 수면 유지 곤란, 이른 기상으

로 인한 수면 부족)의 Likert 5점 척도 중 ‘조금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의

응답을 수면곤란 있음으로, 그 외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는 설문지

의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를 ‘없음’으로, ‘매우

많다’와 ‘약간 많다’를 ‘많음’으로 하여 스트레스 없음, 보통, 많음으로 구분하

였다.

우울은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로 측정되었으며, BDI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 우울증을 가려내는 일차적 선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제시

한 21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21점 미만을 우울증 없음, 21점 이상을 우울증

있음 군으로 분류하였다(한홍무 등, 1986).

군 특성으로 군별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으로, 병과는 전투, 기술, 행

정/특수 병과로 구분하였다. 복무기간은 6개월 미만, 6~11개월, 12~17개월,

18개월 이상으로, 근무지 유형은 대/중소도시, 군/읍/면, 격오지로 구분하였으

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40시간 미만, 40~55시간, 56시간 이상으로 분류하

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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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변수의 선정

분류 변수명 내 용

독립

변수

일반적

특성

연령 20 세 미만, 20 세~21 세, 22 세 이상

학력 고졸 이하, 대졸 이상

흡연여부 비흡연, 금연, 흡연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보통, 나쁨

신체활동량 전혀 안함,

일상정도의 운동(METs<600),

적은 운동(600-3000),

건강증진 운동(METs>3000)

근력운동 전혀 안함, 주 1~2 회, 주 3 회 이상

수면시간 6 시간 미만, 6~7 시간, 8 시간 이상

수면곤란 불면 없음, 있음

스트레스 스트레스 없음, 보통, 많음

우울감 우울증 없음(BDI 21 점 미만),

우울증 있음(BDI 21 점 이상)

군 특성 군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병과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특수병과

복무기간 6 개월 미만, 7~11 개월,

12~18 개월, 18 개월 이상

근무지 유형 대/중소도시, 군/읍/면, 격오지

근무시간 40 시간 미만, 40~55 시간,

56 시간 이상

종속

변수
BMI 의 변화 입대 후 BMI - 입대 전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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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의무복무 중인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국군의무학교

의 승인을 거처 제 2차 군 건강조사 자료(2015)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국군

의무사령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군 건강조사 관련 생명윤리심의를 사전

시행하였다(AFMC-15060-IRB-15-049). 제 2차 군 건강조사는 육, 해, 

공군에서 계급별, 병과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

하여 간부와 병사를 구분한 설문지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그 중 병사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자

를 제외한 1,97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 각 개인

별로 입대 전ㆍ후 BMI를 비교하기 위해 입대 전 BMI 자료는 육군본부 인사

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입대 당일 실시되었던 입영 신체검사 자료를 추가로 수

집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입대 전ㆍ후 BMI 변화의 파악과 함께 변화의 양상이 건강상태

의 개선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BMI의 수치적인 변화

와 변화의 양상이 건강상태의 개선인가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연

구 대상자 각 개인의 BMI의 차(입대 후 BMI - 입대 전 BMI)를 계산하여

변화량을 파악하였으며, BMI 개선 정도는 입대 전 체중군을 기준으로 입대

후 체중군이 유지 상태인지 개선 또는 악화의 양상인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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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군 변화를 유지, 개선, 악화로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지는 입대 전 체중군과 입대 후 체중군이 동일한 경우이다(저체중에

서 저체중, 정상에서 정상, 비만에서 비만).

둘째, 개선은 입대 전 저체중군에서 입대 후 정상군으로 또는 입대 전 비만군

에서 입대 후 정상군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셋째, 악화는 입대 전 정상군에서 입대 후 저체중군 또는 비만군이 된 경우와

입대 전 저체중군에서 입대 후 비만군으로(BMI의 과도한 증가) 또는 입대 전

비만군에서 입대 후 저체중군으로(BMI의 과도한 감소) 변화한 경우이다.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군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고, 입대 전ㆍ후 BMI의 변화는 쌍을 이룬 2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입

대 전ㆍ후 체중군의 변화는 유지, 개선, 악화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하였으며, 기대빈도수가 5 미만인 경우 피셔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BMI 변화 중 쌍을 이룬 2표본 t 검정 결과 유의한 변수

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1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입대 후 체중군 개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데이터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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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병사 대상 연구의 특성 상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자이다. 일반적

특성 별로 빈도분석 한 결과, 연령은 20~21세가 1,521명(77.1%), 학력은

대졸 이상이 1,684명(85.4%)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여부는 비흡연 1,039명

(52.7%),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의 응답자가 1,148명(58.2%), 신체활동은

건강증진 활동(METs>3,000) 해당이 935명(47.4%), 근력운동은 주 3회 이

상이 1,076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수면시간은 6~7시간이 1,273명

(64.6%), 수면곤란은 없음이 1,724명(87.4%), 스트레스는 보통이라고 응답

한 자가 893명(45.3%), 우울 여부에 대해서는 우울증 없음이 1,915명

(97.1%)으로 가장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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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구성비(%)

연령

<20 세 69 3.5

20-21 세 1521 77.1

≥22 세 382 19.4

학력

고졸 이하 288 14.6

대졸 이상 1684 85.4

흡연여부

비흡연 1039 52.7

금연 173 8.8

흡연 760 38.5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148 58.2

보통 677 34.3

나쁨 147 7.5

신체활동(MET-min/week)

일상생활 정도(METs<600) 376 19.1

적당한 운동(600-3000) 661 33.5

건강증진 활동(>3000) 935 47.4

근력운동

전혀 안함 436 22.1

주 1~2 회 460 23.3

주 3 회 이상 1076 54.6

수면시간(시간/일)

<6 59 3.0

6-7 1273 64.6

≥8 640 32.5

수면곤란

없음 1724 87.4

있음 248 12.6

스트레스

없음 534 27.1

보통 893 45.3

많음 545 27.6

우울

우울증 없음 1915 97.1

우울증 있음 57 2.9

계 19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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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군 특성

군 특성으로는 군별은 육군이 803명(40.7%), 병과는 전투병과가 1,142

명(57.9%), 복무기간은 12~17개월이 692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지 유형은 대/중소도시가 1,206명(61.2%), 근무시간은 40~55시간이라고 한

응답자가 1,036명(52.5%)으로 가장 많았다(표 3).

표 3. 연구 대상자의 군 특성

빈도(명) 구성비(%)

군별

육군 803 40.7

해군 377 19.1

해병대 203 10.3

공군 589 29.9

병과

전투 1142 57.9

기술 635 32.2

행정,특수 195 9.9

복무기간(개월)

<6 364 18.5

6-11 560 28.4

12-17 692 35.1

≥18 356 18.1

근무지 유형

대, 중소도시 1206 61.2

군, 읍, 면 622 31.5

격오지 144 7.3

근무시간(시간/일)

<40 347 17.6

40-55 1036 52.5

≥56 589 29.9

계 19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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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대 전 체중군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1) 입대 전 체중군에 따른 BMI의 변화

연구 대상자의 입대 전ㆍ후 BMI 변화를 그룹별로 파악하기 위해 입대 전

체중군을 BMI 18.5 kg/m2 미만은 저체중으로, 18.5~24.9 kg/m2는 정상으로, 

BMI 25 kg/m2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각 체중군 별로 입대 전ㆍ후

BMI 차이를 쌍을 이룬 2표본 t 검정하였으며,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p<.0001). 입대 전 저체중군은 입대 후 평균 5.87 

kg/m2 BMI가 증가했으며, 입대 전 정상 체중군은 입대 후 평균 1.18 kg/m2

BMI가 증가하였고, 입대 전 비만군은 입대 후 평균 5.47 kg/m2 BMI가 감소

하였다. 즉, 입대 전 저체중군의 BMI는 증가하고, 비만군의 BMI는 감소하여

군생활 동안 BMI가 정상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4).

표 4. 입대 전 체중군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입대전

체중군

빈도

(명)

입대 전 BMI 입대 후 BMI 입대 전/후 BMI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값

저체중 230 17.49 ± 0.70 23.36 ± 2.76 5.87 ± 2.85 <.0001

정상 1269 21.64 ± 1.76 22.82 ± 2.63 1.18 ± 3.12 <.0001

비만 473 28.18 ± 2.70 22.71 ± 2.50 -5.47 ± 3.55 <.0001

계 1972 22.72 ± 3.86 22.85 ± 2.62 0.13 ± 4.72 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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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대 전 체중군에 따른 입대 후 체중군의 개선 정도

연구 대상자의 입대 전ㆍ후 체중군 변화를 유지, 개선, 악화로 분류하고,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 개선의 의미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대빈도수가 없

어 피셔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입대 전 저체중군에서는 개선1이 171명

(74.4%)으로 가장 많았고, 악화2가 55명(23.9%), 유지가 4명(1.7%)이었다.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는 유지가 1,026명(80.9%)으로 가장 많았고, 악화3

가 243명(19.2%)이었다. 입대 전 비만군에서는 개선4이 389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가 76명(16.1%), 악화5가 8명(1.7%)이었다.

결과적으로 입대 전 저체중군의 74.4%와 비만군의 82.2%가 입대 후 정

상 체중군이 되어, 군생활 동안 비정상 체중군 다수가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

를 보였다(p<.00001)(표 5).

표 5. 입대 전 체중군에 따른 입대 후 체중군 개선 정도

입대 전

체중군
계

유지 개선 악화
p-값

명 % 명 % 명 %

저체중 230 4 (1.7) 171 (74.4) 55 (23.9) <.0001*

정상 1269 1026 (80.9)   - - 243 (19.2)

비만 473 76 (16.1) 389 (82.2) 8 (1.7)

계 1972 1106 (56.1) 560 (28.4) 306 (15.5)

* 피셔의 정확도 검정 결과

                                                  
1 저체중의 개선 : 입대 전 저체중군에서 입대 후 정상 체중군으로 변화
2 저체중의 악화 : 입대 전 저체중군에서 입대 후 비만군으로 변화
3 정상체중의 악화 :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 입대 후 저체중 또는 비만군으로 변화
4 비만의 개선 : 입대 전 비만군에서 입대 후 정상 체중군으로 변화
5 비만의 악화 : 입대 전 비만군에서 입대 후 저체중군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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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BMI의 변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입대 전ㆍ후 BMI 변화를 쌍을 이룬

2표본 t 검정한 결과, 연령,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수면시간, 수면

곤란, 우울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여부 변수에서는 흡연자는 입대 전보다 입대 후 BMI가 0.35 kg/m2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372). 비흡연자는 BMI가

0.08 kg/m2 감소한 반면 금연자는 0.39 kg/m2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근력운동 변수에서는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군이 입대 전보다 입대 후

BMI가 0.47 kg/m2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454).

근력운동을 주 1~2회 실시하는 군은 0.01 kg/m2의 BMI 증가량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군은 0.04 kg/m2의 BMI 증가량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는 아니었다.

스트레스 변수에서 스트레스를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군은 입대 전보다

입대 후 BMI가 0.37 kg/m2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p=0.0148). 스트레스가 없다고 한 군은 0.09 kg/m2의 BMI 증가량을, 스트

레스가 많다고 한 군은 0.22 kg/m2의 BMI 감소량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는 아니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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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 빈도

(명)

입대 전 BMI 입대 후 BMI 입대 전/후 BMI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값

연령

<20 세 69 22.64 ± 3.79 22.54 ± 2.38 -0.09 ± 4.46 0.8626

20-21 세 1521 22.69 ± 3.91 22.82 ± 2.62 0.13 ± 4.73 0.2808

≥22 세 382 22.89 ± 3.69 23.05 ± 2.66 0.16 ± 4.72 0.4999

학력

고졸 이하 288 22.63 ± 4.06 22.89 ± 2.79 0.26 ± 4.88 0.3642

대졸 이상 1684 22.74 ± 3.83 22.85 ± 2.59 0.11 ± 4.69 0.3507

흡연여부

비흡연 1039 22.85 ± 3.92 22.77 ± 2.63 -0.08 ± 4.82 0.6145

금연 173 22.52 ± 3.69 22.91 ± 2.45 0.39 ± 4.50 0.2538

흡연 760 22.59 ± 3.82 22.94 ± 2.64 0.35 ± 4.62 0.0372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148 22.70 ± 3.84 22.76 ± 2.40 0.05 ± 4.61 0.6923

보통 677 22.72 ± 3.83 22.88 ± 2.83 0.16 ± 4.79 0.3857

나쁨 147 22.91 ± 4.18 23.49 ± 3.12 0.58 ± 5.24 0.1825

신체활동(MET-min/week)

일상생활 정도(METs<600) 376 22.48 ± 3.88 22.93 ± 2.93 0.45 ± 4.81 0.0695

적당한 운동(600-3000) 661 22.89 ± 3.84 22.76 ± 2.63 -0.13 ± 4.75 0.4801

건강증진 활동(>3000) 935 22.71 ± 3.87 22.89 ± 2.48 0.18 ± 4.66 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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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명)

입대 전 BMI 입대 후 BMI 입대 전/후 BMI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값

근력운동

전혀 안함 436 22.48 ± 3.85 22.95 ± 2.86 0.47 ± 4.93 0.0454

주 1-2 회 460 23.09 ± 4.10 23.10 ± 2.97 0.01 ± 5.10 0.9642

주 3 회 이상 1076 22.66 ± 3.75 22.70 ± 2.34 0.04 ± 4.45 0.7656

수면시간(시간/일)

<6 59 23.06 ± 3.54 22.90 ± 2.49 -0.15 ± 4.10 0.7747

6-7 1273 22.67 ± 3.87 22.80 ± 2.60 0.13 ± 4.72 0.3299

≥8 640 22.80 ± 3.87 22.96 ± 2.68 0.16 ± 4.77 0.4085

수면곤란

없음 1724 22.72 ± 3.84 22.82 ± 2.61 0.10 ± 4.69 0.3840

있음 248 22.74 ± 4.00 23.09 ± 2.70 0.34 ± 4.92 0.2710

스트레스

없음 534 22.72 ± 3.62 22.80 ± 2.54 0.09 ± 4.57 0.6662

보통 893 22.53 ± 3.73 22.90 ± 2.61 0.37 ± 4.49 0.0148

많음 545 23.04 ± 4.26 22.82 ± 2.72 -0.22 ± 5.19 0.3285

우울

우울증 없음 1915 22.73 ± 3.87 22.84 ± 2.61 0.12 ± 4.72 0.2831

우울증 있음 57 22.61 ± 3.70 23.19 ± 2.81 0.59 ± 4.78 0.3598

계 1972 22.72 ± 3.86 22.85 ± 2.62 0.13 ± 4.72 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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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낸 변수들을 입대 전 체중군으로 세분하

여 추가적으로 1요인 분산분석하였다. 그 결과, 흡연여부에 대해서는 각 군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대 전 정상 체중군의 결과 중 근력운동에서 전혀 안함의 BMI 증가량이

1.54 kg/m2로 가장 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220). BMI 증가

량의 평균은 전혀 안함, 주 1~2회, 주 3회 이상 순서로 크게 나타나 근력운

동 일수가 많은 군이 BMI가 덜 증가했다.

입대 전 비만군의 결과 중 스트레스에서는 많음의 BMI 감소량이 -6.38 

kg/m2로 가장 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010). 스트레스가 보

통인 군보다 스트레스가 없거나 많은 군의 BMI 감소량이 더 큰 결과를 보였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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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세부 분석)

계

입대 전/후 BMI 차이

입대 전 저체중군 입대 전 정상체중군 입대 전 비만군

(명) 평균±표준편차 p-값 (명) 평균±표준편차 p-값 (명) 평균±표준편차 p-값

흡연여부

비흡연 1039 117 5.96 ± 2.68 0.6545 661 1.11 ± 3.11 0.7446 261 -5.79 ± 3.52 0.0858

금연 173 19 6.24 ± 2.54 114 1.25 ± 3.05 40 -4.83 ± 3.51

흡연 760 94 5.68 ± 3.12 494 1.25 ± 3.13 172 -5.14 ± 3.57

근력운동

전혀 안함 436 61 5.70 ± 2.77 0.1775 274 1.54 ± 3.45 0.0220 101 -5.57 ± 3.46 0.9475

주 1-2 회 460 45 6.58 ± 3.23 290 1.34 ± 3.33 125 -5.43 ± 4.14

주 3 회 이상 1076 124 5.70 ± 2.72 705 0.97 ± 2.86 247 -5.45 ± 3.26

스트레스

없음 534 59 6.36 ± 2.77 0.0722 352 0.87 ± 3.12 0.0954 123 -5.18 ± 3.29 0.0010

보통 893 111 5.43 ± 2.65 576 1.32 ± 3.07 206 -5.01 ± 3.47

많음 545 60 6.21 ± 3.19 341 1.25 ± 3.15 144 -6.38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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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군의 개선 정도

연구 대상자의 체중군 변화를 유지, 개선, 악화로 분류하고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군이 체중군 유지 그룹의 44.9%로 건강상태 좋음(58.3%), 보통

(54.8%)에 비해 적은 비율이었으며, 악화 그룹에서는 25.9%를 차지하여 건

강상태 좋음(13.1%), 보통(17.4%)에 비해 많은 비율을 보였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군에서 체중군이 유지보다는 악화된 경우가 많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004).

근력운동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하는 군이 체중군 유지 그룹의 58.7%

로 전혀 안함(51.6%), 주 1~2회 함(54.1%)에 비해 많은 비율이었고, 악화

그룹에서는 12.6%를 차지하여 전혀 안함(18.8%), 주 1~2회 함(19.1%)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였다. 즉, 근력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군에서 체중군이

유지된 경우가 많았고, 악화된 경우는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였다(p=0.0024)(표 8).



- 26 -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대 후 체중군 개선 정도

계
유지 개선 악화

p-값
명 % 명 % 명 %

연령

<20 세 69 38 (55.1) 20 (29.0) 11 (15.9) 0.2169

20-21 세 1521 850 (55.9) 447 (29.4) 224 (14.7)

≥22 세 382 218 (57.1) 93 (24.4) 71 (18.6)

학력

고졸 이하 288 151 (52.4) 79 (27.4) 58 (20.1) 0.0621

대졸 이상 1684 955 (56.7) 481 (28.6) 248 (14.7)

흡연여부

비흡연 1039 575 (55.3) 295 (28.4) 169 (16.3) 0.8001

금연 173 103 (59.5) 47 (27.2) 23 (13.3)

흡연 760 428 (56.3) 218 (28.7) 114 (15.0)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148 669 (58.3) 329 (28.7) 150 (13.1) 0.0004

보통 677 371 (54.8) 188 (27.8) 118 (17.4)

나쁨 147 66 (44.9) 43 (29.3) 38 (25.9)

신체활동

METs<600 376 210 (55.9) 104 (27.7) 62 (16.5) 0.7800

600-3000 661 369 (55.8) 183 (27.7) 109 (16.5)

>3000 935 527 (56.4) 273 (29.2) 135 (14.4)

근력운동

전혀 안함 436 225 (51.6) 129 (29.6) 82 (18.8) 0.0024

주 1-2 회 460 249 (54.1) 123 (26.7) 88 (19.1)

주 3 회 이상 1076 632 (58.7) 308 (28.6) 136 (12.6)

수면시간(시간/일)

<6 59 41 (69.5) 10 (17.0) 8 (13.6) 0.2552

6-7 1273 714 (56.1) 360 (28.3) 199 (15.6)

≥8 640 351 (54.8) 190 (29.7) 99 (15.5)

수면곤란

없음 1724 963 (55.9) 497 (28.8) 264 (15.3) 0.4993

있음 248 143 (57.7) 63 (25.4) 42 (16.9)

스트레스

없음 534 304 (56.9) 146 (27.3) 84 (15.7) 0.5259

보통 893 512 (57.3) 252 (28.2) 129 (14.5)

많음 545 290 (53.2) 162 (29.7) 93 (17.1)

우울

우울증 없음 1915 1074 (56.1) 546 (28.5) 295 (15.4) 0.6554

우울증 있음 57 32 (56.1) 14 (24.6) 11 (19.3)

계 1972 1106 (56.1) 560 (28.4) 30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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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군복무로 인한 BMI 변화 확인을 위해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는 입대 전 체중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군 특성에 따른 BMI의 변화

입대 전 저체중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차이를 쌍을 이룬

2표본 t 검정하였으며,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

(p<.0001). 입대 전 저체중군 230명의 BMI가 입대 후 평균 5.87 kg/m2 증

가하여 정상 체중에 보다 가깝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나 각 변수별

로도 유의한 변화였다.

BMI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별에 따라서는 공군의 BMI 증가량

이 6.28 kg/m2로 가장 많았으며, 병과에서는 기술병과의 BMI 증가량이 6.12 

kg/m2로 가장 많았다.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군의

BMI 증가량이 6.48 kg/m2, 근무지 유형에서는 군/읍/면 이상 군의 BMI 증가

량이 6.09 kg/m2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5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의 BMI 증가량이 6.26 kg/m2으로 가장 많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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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입대 전 저체중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빈도(명)
입대 전 BMI 입대 후 BMI 입대 전/후 BMI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값

군별

육군 100 17.48 ± 0.72 23.44 ± 3.22 5.97 ± 3.35 <.0001

해군 45 17.46 ± 0.69 22.93 ± 2.14 5.47 ± 2.20 <.0001

해병대 22 17.32 ± 0.71 22.42 ± 2.07 5.10 ± 2.10 <.0001

공군 63 17.58 ± 0.67 23.86 ± 2.48 6.28 ± 2.56 <.0001

병과

전투 139 17.46 ± 0.71 23.32 ± 2.78 5.86 ± 2.85 <.0001

기술 76 17.50 ± 0.67 23.62 ± 2.75 6.12 ± 2.80 <.0001

행정, 특수 15 17.70 ± 0.77 22.40 ± 2.55 4.70 ± 2.94 <.0001

복무기간(개월)

<6 52 17.39 ± 0.69 22.85 ± 2.61 5.46 ± 2.74 <.0001

6-11 62 17.44 ± 0.73 23.92 ± 3.26 6.48 ± 3.37 <.0001

12-17 78 17.57 ± 0.68 23.20 ± 2.63 5.63 ± 2.63 <.0001

≥18 38 17.52 ± 0.72 23.46 ± 2.21 5.94 ± 2.39 <.0001

근무지 유형

대,중소도시 137 17.47 ± 0.69 23.20 ± 2.57 5.73 ± 2.59 <.0001

군,읍,면 이상 75 17.58 ± 0.68 23.67 ± 3.15 6.09 ± 3.34 <.0001

격오지 18 17.26 ± 0.81 23.31 ± 2.48 6.05 ± 2.56 <.0001

근무시간(시간/일)

<40 52 17.29 ± 0.77 22.97 ± 2.96 5.68 ± 3.05 <.0001

40-55 115 17.55 ± 0.67 23.30 ± 2.60 5.74 ± 2.69 <.0001

≥56 63 17.53 ± 0.68 23.79 ± 2.87 6.26 ± 2.96 <.0001

계 230 17.49 ± 0.70 23.36 ± 2.76 5.87 ± 2.8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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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정상 체중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차이를 쌍을 이

룬 2표본 t 검정하였으며, 병과 변수의 행정/특수병과 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p<.0001). 전체적으로는 입대

전 정상 체중군 1,266명의 BMI가 평균 1.18 kg/m2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MI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별에 따라서는 육군의 BMI 증가량

이 1.34 kg/m2로 가장 많았으며, 병과에서는 전투병과의 BMI 증가량이 1.31 

kg/m2로 가장 많았다.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18개월 이상 군의 BMI 증가량이

1.35 kg/m2, 근무지 유형에서는 격오지 군의 BMI 증가량이 1.59 kg/m2로 가

장 많았으며,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4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군의 BMI 증가

량이 1.30 kg/m2으로 가장 많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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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대 전 정상 체중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빈도(명)
입대 전 BMI 입대 후 BMI 입대 전/후 BMI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값

군별

육군 500 21.61 ± 1.80 22.95 ± 2.88 1.34 ± 3.28 <.0001

해군 243 21.66 ± 1.69 22.87 ± 2.34 1.21 ± 2.84 <.0001

해병대 134 21.57 ± 1.83 22.76 ± 1.72 1.19 ± 2.41 <.0001

공군 392 21.68 ± 1.72 22.62 ± 2.72 0.95 ± 3.27 <.0001

병과

전투 726 21.59 ± 1.76 22.90 ± 2.64 1.31 ± 3.10 <.0001

기술 413 21.59 ± 1.70 22.78 ± 2.74 1.19 ± 3.25 <.0001

행정, 특수 130 22.04 ± 1.85 22.45 ± 2.12 0.41 ± 2.61 0.0759

복무기간(개월)

<6 221 21.55 ± 1.78 22.88 ± 2.70 1.33 ± 3.35 <.0001

6-11 366 21.76 ± 1.79 22.67 ± 2.73 0.91 ± 3.05 <.0001

12-17 443 21.66 ± 1.71 22.89 ± 2.53 1.23 ± 2.95 <.0001

≥18 239 21.47 ± 1.76 22.82 ± 2.60 1.35 ± 3.25 <.0001

근무지 유형

대,중소도시 786 21.63 ± 1.75 22.69 ± 2.41 1.06 ± 2.92 <.0001

군,읍,면 이상 392 21.60 ± 1.79 22.92 ± 2.97 1.32 ± 3.42 <.0001

격오지 91 21.84 ± 1.69 23.43 ± 2.84 1.59 ± 3.30 <.0001

근무시간(시간/일)

<40 214 21.62 ± 1.72 22.92 ± 2.69 1.30 ± 2.98 <.0001

40-55 683 21.63 ± 1.74 22.74 ± 2.64 1.11 ± 3.14 <.0001

≥56 372 21.66 ± 1.81 22.89 ± 2.57 1.23 ± 3.15 <.0001

계 1269 21.64 ± 1.76 22.82 ± 2.63 1.18 ± 3.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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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비만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차이를 쌍을 이룬 2

표본 t 검정하였으며,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

(p<.0001). 입대 전 비만군 473명의 BMI가 입대 후 평균 5.47 kg/m2 감소

하여 정상 체중에 보다 가깝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나 각 변수별로

도 유의한 변화였다.

BMI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별에 따라서는 공군의 BMI 감소량

이 6.03 kg/m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과에서는 기술병과의 BMI 감소량이

5.71 kg/m2로 가장 많았다.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군

의 BMI 감소량이 5.95 kg/m2, 근무지 유형에서는 대, 중소도시 군의 BMI 감

소량이 5.58 kg/m2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56시간 이상이라

고 응답한 군의 BMI 감소량이 5.83 kg/m2으로 가장 많았다(표 11).

입대 전 체중군에 따른 세가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체중 군 중

BMI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군과 비만군 중 BMI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군이 근무

지 유형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는데, 공군, 기술병과, 복무기간이 6개월

에서 11개월 사이, 근무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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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입대 전 비만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빈도(명)
입대 전 BMI 입대 후 BMI 입대 전/후 BMI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값

군별

육군 203 28.37 ± 2.73 23.19 ± 2.79 -5.18 ± 3.80 <.0001

해군 89 27.81 ± 2.45 22.68 ± 2.10 -5.13 ± 3.26 <.0001

해병대 47 28.26 ± 2.78 22.47 ± 1.70 -5.79 ± 3.33 <.0001

공군 134 28.13 ± 2.79 22.09 ± 2.37 -6.03 ± 3.35 <.0001

병과

전투 277 28.21 ± 2.69 22.86 ± 2.50 -5.35 ± 3.58 <.0001

기술 146 28.15 ± 2.76 22.44 ± 2.55 -5.71 ± 3.51 <.0001

행정, 특수 50 28.15 ± 2.64 22.69 ± 2.30 -5.46 ± 3.52 <.0001

복무기간(개월)

<6 91 28.25 ± 2.59 22.85 ± 2.52 -5.40 ± 3.61 <.0001

6-11 132 28.64 ± 2.94 22.70 ± 2.39 -5.95 ± 3.57 <.0001

12-17 171 27.91 ± 2.61 22.93 ± 2.57 -4.99 ± 3.48 <.0001

≥18 79 27.92 ± 2.55 22.12 ± 2.42 -5.81 ± 3.50 <.0001

근무지 유형

대,중소도시 283 27.99 ± 2.61 22.41 ± 2.32 -5.58 ± 3.47 <.0001

군,읍,면 이상 155 28.53 ± 2.82 23.07 ± 2.58 -5.46 ± 3.65 <.0001

격오지 35 28.23 ± 2.78 23.54 ± 3.06 -4.70 ± 3.70 <.0001

근무시간(시간/일)

<40 81 28.16 ± 2.49 23.01 ± 2.70 -5.16 ± 3.58 <.0001

40-55 238 28.01 ± 2.74 22.66 ± 2.45 -5.35 ± 3.70 <.0001

≥56 154 28.47 ± 2.74 22.64 ± 2.47 -5.83 ± 3.26 <.0001

계 473 28.18 ± 2.70 22.71 ± 2.50 -5.47 ± 3.5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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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특성에 따른 체중군의 개선 정도

연구 대상자의 군 특성에 따른 체중군 변화를 입대 전 체중군별로 나누어

카이제곱 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입대 전 저체중군에서

입대 후 정상 체중군으로 개선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군 특성은 해병대, 행정

/특수 병과, 복무기간 6개월 미만, 대/중소도시 근무, 40시간 미만 근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2).

표 12. 입대 전 저체중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후 체중군 변화

계
유지 개선 악화

p-값
명 % 명 % 명 %

군별

육군 100 2 (2.0) 69 (69.0) 29 (29.0) 0.1647 *

해군 45 0 (0.0) 38 (84.4) 7 (15.6)

해병대 22 1 (4.6) 19 (86.4) 2 (9.1)

공군 63 1 (1.6) 45 (71.4) 17 (27.0)

병과

전투 139 0 (0.0) 103 (74.1) 36 (25.9) 0.0997 *

기술 76 4 (5.3) 56 (73.7) 16 (21.1)

행정, 특수 15 0 (0.0) 12 (80.0) 3 (20.0)

복무기간(개월)

<6 52 0 (0.0) 43 (82.7) 9 (17.3) 0.1856 *

6-11 62 3 (4.8) 39 (62.9) 20 (32.3)

12-17 78 1 (1.3) 59 (75.6) 18 (23.1)

≥18 38 0 (0.0) 30 (79.0) 8 (21.1)

근무지 유형

대, 중소도시 137 2 (1.5) 108 (78.8) 27 (19.7) 0.1794 *

군, 읍, 면 75 1 (1.3) 51 (68.0) 23 (30.7)

격오지 18 1 (5.6) 12 (66.7) 5 (27.8)

근무시간(시간/일)

<40 52 1 (1.9) 41 (78.9) 10 (19.2) 0.9174 *

40-55 115 2 (1.7) 85 (73.9) 28 (24.4)

≥56 63 1 (1.6) 45 (71.4) 17 (27.0)

계 230 4 (1.7) 171 (74.4) 55 (23.9)

* 피셔의 정확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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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는 체중군이 개선된다는 정의가 성립하지 않으므

로 정상 체중의 유지와 비정상 체중(저체중 또는 비만)으로의 악화로 이분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군별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육군의 악화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23.2%), 해군(18.5%), 공군(17.6%) 순으로 나타났

으며, 해병대(9.7%)의 악화된 경우가 가장 적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

다(p=0.0034)(표 13).

표 13. 입대 전 정상 체중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후 체중군 변화

계
유지 악화

p-값
명 % 명 %

군별

육군 500 384 (76.8) 116 (23.2) 0.0034

해군 243 198 (81.5) 45 (18.5)

해병대 134 121 (90.3) 13 (9.7)

공군 392 323 (82.4) 69 (17.6)

병과

전투 726 582 (80.2) 144 (19.8) 0.2673

기술 413 332 (80.4) 81 (19.6)

행정, 특수 130 112 (86.2) 18 (13.9)

복무기간(개월)

<6 221 175 (79.2) 46 (20.8) 0.6193

6-11 366 296 (80.9) 70 (19.1)

12-17 443 355 (80.1) 88 (19.9)

≥18 239 200 (83.7) 39 (16.3)

근무지 유형

대, 중소도시 786 650 (82.7) 136 (17.3) 0.0540

군, 읍, 면 392 309 (78.8) 83 (21.2)

격오지 91 67 (73.6) 24 (26.4)

근무시간(시간/일)

<40 214 168 (78.5) 46 (21.5) 0.5833

40-55 683 553 (81.0) 130 (19.0)

≥56 372 305 (82.0) 67 (18.0)

계 1269 1026 (80.9) 24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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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비만군은 군별, 복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별은 해

병대에서 정상 체중으로 개선된 비율이 가장 많았고(91.5%), 해군(84.3%), 

공군(82.8%), 육군(78.8%) 순으로 많았다(p=0.0004).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83.5%)과 6~11개월(83.3%)에서 정상

체중으로 개선된 경우가 많았고, 18개월 이상(82.3%), 12~17개월(80.7%) 

순으로 확인되었다(p=0.0132)(표 14).

표 14. 입대 전 비만군의 군 특성에 따른 입대 후 체중군 변화

계
유지 개선 악화

p-값
명 % 명 % 명 %

군별

육군 203 43 (21.2) 160 (78.8) 0 (0.0) 0.0004 *

해군 89 14 (15.7) 75 (84.3) 0 (0.0)

해병대 47 4 (8.5) 43 (91.5) 0 (0.0)

공군 134 15 (11.2) 111 (82.8) 8 (6.0)

병과

전투 277 49 (17.7) 227 (82.0) 1 (0.4) 0.0542 *

기술 146 20 (13.7) 121 (82.9) 5 (3.4)

행정, 특수 50 7 (14.0) 41 (82.0) 2 (4.0)

복무기간(개월)

<6 91 15 (16.5) 76 (83.5) 0 (0.0) 0.0132 *

6-11 132 21 (15.9) 110 (83.3) 1 (0.8)

12-17 171 32 (18.7) 138 (80.7) 1 (0.6)

≥18 79 8 (10.1) 65 (82.3) 6 (7.6)

근무지 유형

대, 중소도시 283 41 (14.5) 234 (82.7) 8 (2.8) 0.1365 *

군, 읍, 면 155 27 (17.4) 128 (82.6) 0 (0.0)

격오지 35 8 (22.9) 27 (77.1) 0 (0.0)

근무시간(시간/일)

<40 81 15 (18.5) 66 (81.5) 0 (0.0) 0.6908 *

40-55 238 37 (15.6) 195 (81.9) 6 (2.5)

≥56 154 24 (15.6) 128 (83.1) 2 (1.3)

계 473 76 (16.1) 389 (82.2) 8 (1.7)

* 피셔의 정확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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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대 후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BMI 변

화가 없는 유지군을 제외하고 악화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에서 22세 이상에 비해 20~21세의 BMI가 악화

보다는 개선될 확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OR=1.48, 95% 

신뢰구간 1.01-2.17).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나쁘다고 인식하는 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군의 BMI가 악화보다는 개선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OR=1.71, 95% 신뢰구간 1.02-2.87), 근력운동에서는 주 1~2회

실시하는 군에 비해 3회 이상 실시하는 군의 BMI가 악화보다는 개선될 확률

이 유의하게 높았다(OR=1.48, 95% 신뢰구간 1.03-2.12). 그 외 학력, 흡연

여부, 신체활동, 수면시간, 수면곤란, 스트레스,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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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입대 후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BMI 개선군

OR 비* 95% 신뢰구간

연령

<20 세 1.20 (0.50 - 2.87)

20-21 세 1.48 (1.01 - 2.17)

≥22 세 ref.     - -

학력

고졸 이하 ref.     - -

대졸 이상 1.32 (0.89 - 1.96)

흡연여부

비흡연 ref.     - -

금연 1.14 (0.66 - 1.98)

흡연 1.14 (0.83 - 1.56)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71 (1.02 - 2.87)

보통 1.32 (0.79 - 2.22)

나쁨 ref.     - -

신체활동(MET-min/week)

<600 ref.     - -

600-3000 0.95 (0.63 - 1.44)

>3000 0.96 (0.64 - 1.44)

근력운동

전혀 안함 1.21 (0.80 - 1.81)

주 1-2 회 ref.     - -

주 3 회 이상 1.48 (1.03 - 2.12)

수면시간(시간/일)

<6 0.67 (0.25 - 1.76)

6-7 ref.     - -

≥8 1.03 (0.75 - 1.41)

수면곤란

없음 ref.     - -

있음 0.86 (0.55 - 1.36)

스트레스

없음 ref.     - -

보통 1.26 (0.88 - 1.80)

많음 1.28 (0.85 - 1.92)

우울

우울증 없음 ref.     - -

우울증 있음 0.94 (0.39 - 2.28)

* BMI 악화군 대비 개선군의 OR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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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군 특성에 따라서는 군별에서 육군에 비해 해병대의 BMI가 악

화보다는 개선될 확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OR=2.15, 95

% 신뢰구간 1.07-4.32). 그 외 병과, 복무기간, 근무지 유형, 근무시간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6).

표 16. 입대 후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군 특성 요인

BMI 개선군

OR 비* 95% 신뢰구간

군별

육군 ref.     - -
해군 1.40 (0.86 - 2.27)
해병대 2.15 (1.07 - 4.32)
공군 1.12 (0.68 - 1.86)

병과

전투 ref.     - -
기술 1.06 (0.70 - 1.61)
행정,특수 1.19 (0.67 - 2.11)

복무기간(개월)

<6 ref.     - -
6-11 0.89 (0.57 - 1.40)
12-17 0.82 (0.53 - 1.26)
≥18 0.94 (0.54 - 1.64)

근무지 유형

대, 중소도시 ref.     - -
군, 읍, 면 1.02 (0.69 - 1.49)
격오지 0.78 (0.43 - 1.39)

근무시간(시간/일)

<40 1.14 (0.76 - 1.72)
40-55 ref.     - -
≥56 1.24 (0.88 - 1.75)

* BMI 악화군 대비 개선군의 OR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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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군 입대 전ㆍ후 병사들의 체질량 지수 변화를 조사하고 변화의

양상이 건강 상태의 개선인가를 확인하였으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입대 전 저체중(BMI<18.5 kg/m2) 병사의 74.4%가 정상 체중

으로 개선되었고 BMI가 평균 5.87 kg/m2 증가하였으며, 입대 전 비만

(BMI>25 kg/m2) 병사의 82.2%가 정상 체중으로 개선되었고 BMI가 평균

5.47 kg/m2 감소하였다. 즉, 입대 전 비정상 체중군 다수의 BMI가 군복무 동

안 개선되어 정상 체중화되었고, 이는 입대 전ㆍ후 BMI의 변화를 파악한 오

세욱(2005), 이현주(2015), 신병 훈련 전ㆍ후 BMI의 변화를 파악한 이은미

(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군생활이 체질량 지수에 미치는 긍정적

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BMI의 변화에서는 근력운동과 스트레스가 유의한 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의 변수 중 신체활동(격렬한 운동, 중등도

운동, 걷기 운동을 MET 계산식으로 합산)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근력운동은

유의했다는 것은 BMI 변화에 근육량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기존의 병사 대상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이 BMI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이지현, 박현숙, 2011; 이현주, 2015) 상관성이 없기도 했으나

(오세욱, 2005; 최선영, 최스미, 2012) 근력운동을 별도의 변수로 분석한 사

례는 없었다. 하지만 신체활동량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자기기입에 상당부

분 의존하므로 최근 체중조절 활동으로 대중화된 근력운동이 응답자에 의해

비중 있게 작성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육량은 체성분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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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이므로 근력운동을 신체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거나 별도의

변수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입대 전 비만군에서 스트레스가 보통인 군보다 많은

군의 BMI 감소량이 컸는데, 스트레스와 BMI가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던 군인

대상의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오세욱, 2005; 최선영, 최스미, 2012; 이

현주, 2015). 이는 스트레스 많음 응답자의 비율이 저체중 군(26.1%), 정상

체중군(26.9%)보다 비만군(30.4%)에서 높았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데, 비

만군에서 스트레스 많음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 남학생과 청소년 대상의 연

구에서 BMI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가 높았던 결과들(차은석, 박미연, 김

가애, 2008; 지영주, 김영혜, 2013)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기존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단면연구가 대부분인데,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집단에서 발생

하는 스트레스는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 다룰 수 있으므로 향후 입대 시점의

조사와 입대 후 후속 조사를 통해 스트레스의 차이를 밝힌다면 인과관계가 보

다 분명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군복무로 인해 BMI가 개선된다는 가설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군 특성에 따른 BMI 변화는 입대 전 체중군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대 전 정상 체중군의 행정, 특수병과를 제외한 모든 군에서 군 특성(군별, 

병과, 복무기간, 근무지 유형, 근무시간)에 따라 모두 유의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건강상태의 개선인지 체중군의 변화로 구분(유지, 개선, 악화)

하여 분석한 결과, 해병대가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는 비정상으로 악화된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비만군에서는 정상으로 개선된 비율이 유의하게 높

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1개 군에서 실시되었으므로 비교 대상이 없어 본 연구

와 같이 육, 해, 공군을 포함한 BMI 연구가 지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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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개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군 특성을 모두 포함하

여 분석한 결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근력운동, 군별 변수가 유의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상자의 특성과 특정 시점의 BMI를 단면으로 분석

하였는데, 본 연구는 BMI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므로 선행연구 고찰 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연령에서는 22세 이상에 비해

20~21세의 BMI가 개선될 확률이 높았는데, 낮은 연령 군에서 더 개선된 이

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Gallagher, 1996; 지영주, 김영혜, 2013).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나쁘다고 인식하는 군에 비해 좋다고 인식할수록, 

근력운동에서는 주 1~2회 실시에 비해 주 3회 이상 실시할수록 BMI가 개선

될 확률이 높았다. 근력운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BMI의 변화 분석에서도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로써, 근력운동을 많이 실시하는 것은

BMI의 변화나 체중군 개선에도 모두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앞서 언

급했듯이 변화하는 운동 경향을 반영하여 근력운동을 신체활동의 주요 변수로

측정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군별 변수의 해병대는 입대 전 비만군에서는 정상 체중으로 개선된

비율이 육, 해, 공군 중에 가장 많았고,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는 비정상으

로 악화된 비율이 가장 적었다. 또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는

육군에 비해 BMI가 개선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육, 해, 공군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표본집단의 첫 연구이므로 향

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각 군별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BMI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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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만의 주요한 영향 요인인 식습관이 조사되지 않았

다는 점이다. 군대에서 병사들은 일일 3,300kcal로 계획된 식단에 의해 일정

한 시간에 식사를 하므로 식습관이 일반 사회보다는 비교적 통제되었다고 여

길 수 있지만 식사량과 간식 섭취 등에서는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군 건강조사에서 간부 대상에만 포함된 식습관 조사가 병사 대상 설문지

에도 추가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식습관의 영향까지 고려한 병사 대상

의 BMI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 건강조사는 군복무 중에 조사된 것으로써 입

대 후 일반적 특성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어 입대 전에 비해 수면시간이 감

소한 경우 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군 입대로 인해 흡연, 

신체활동, 수면 등 많은 부분이 기존의 생활양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대

시점에서의 건강조사가 추가로 행해진다면 향후 군 입대 전ㆍ후 건강행태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존의

단면연구에서 조사자의 기억에 의존했던 점을 극복하여 보다 시간적 선후관계

가 명확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육, 해, 공군을 포괄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첫 BMI 연구이면서, 군 건강조사라는 단면 연

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각각의 입영 신체검사 자료를 병합하여 BMI 변화를

개인별로 파악하였다는 데 강점이 있다. 그리고 BMI 변화를 단순히 증감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가 건강증진 차원의 개선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군복무 동안 비정상 체중군의 다수가 정상 체중으로 수렴

한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또한 BMI 개선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군

건강증진사업의 착안점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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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군 입대 전ㆍ후 병사들의 BMI 변화를 파악하고 입대 전 비정

상 체중군이 입대 후 정상 체중군으로 개선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군 건강조사(2015)에서 선별한 표본집단 중 1,972명을 대상으로 군 건

강조사 자료와 대상자 각 개인의 입영 신체검사 자료를 병합하여 입대 전ㆍ후

BMI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일반적 및 군 특성에 따른 체중군의 개선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입대 전 저체중(BMI<18.5 kg/m2) 병사의 BMI가 평균 5.87 

kg/m2 증가되었고, 비만(BMI>25 kg/m2) 병사의 BMI가 평균 5.47 kg/m2 감

소되어 입대 후 병사들의 BMI가 정상 체중의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비율로는

입대 전 저체중군의 74.4%와 비만군의 82.2%가 입대 후 정상 체중군으로

변화하여 비정상 체중군 다수의 BMI가 군복무 동안 개선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분석 결과, 입대 전 정상 체

중군에서 근력운동을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군의 BMI가 더 증가하였고, 입대

전 비만군에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인식하는 군의 BMI가 더 감소하였다. 

군 특성에 따른 입대 전ㆍ후 BMI 변화 분석 결과, 입대 전 정상 체중군

의 행정, 특수병과를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의한 BMI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체중군 변화로 분석한 결과, 입대 전 정상 체중군에서 저체중 또는 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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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비율은 육군이 가장 많았으며 해병대가 가장 적었다. 반대로 입대 전

비만군에서 정상 체중으로 개선된 비율은 해병대가 가장 많았고 육군이 가장

적었으며, 복무기간 6개월 미만과 6~11개월에서 개선된 비율이 많았다.

입대 후 BMI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연령에서 22세 이상

에 비해 20~21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에 비해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

에서, 근력운동을 주 1~2회에 비해 3회 이상 실시하는 군에서 비정상 체중군

이 정상으로 개선될 확률이 높았으며, 군 특성에 따라서는 육군에 비해 해병

대가 개선될 확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입대 전 저체중, 비만 병사들의 다수가 군복

무 동안 개선되어 정상 체중화된 사실을 검증하였으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근력운동 일수, 군별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병사 대상의 BMI 연구 중 육, 해, 공군을 포괄한 첫 연구이므

로 후속 연구를 통해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각 군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차이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군 건강증진사업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분

석 결과 입대 후 1년 내에 비정상 체중군의 BMI 변화가 가장 큰 시기임을

착안하여 비만관리 중점 대상을 선정하는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군 보

건정책 수립에 본 연구자료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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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soldiers’BMI change and relevant factors. In 

order to do so, a sample of 1,972 soldiers selected from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 Corps was used. The data analysis used those 1,972 soldiers’ physical 

examination data before their military entrances and Military Health Survey(2015) data 

was surveyed after their military entrances. By comparing BMI change, the research 

could analyze physical impact the entrance brought to the sample group as well as factors 

that affected BMI change such as particular characteristic of military service.

The research indicated 74.4% of underweight soldiers prior to their military services 

have turned into normal, and their BMI increased 5.87 kg/m2 on average. On the other 

hand, 82.2% of obese soldiers prior to their military services have turned into normal, and 

their BMI decreased 5.47 kg/m2 on average. Based on the data, the research could prove 

the hypothesis that military service would improve BMI of those who were categorized 

under “abnormal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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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found that age, personal health awareness, exercise of muscle, military service 

component are major influence factors to BMI change. The research utilized OR ratio, 

which indicates BMI improvement possibility, to see how the aforementioned factors 

affect BMI change. The group of 20-21 years old marked higher in OR ratio than the 

group composed of 22 years old or more did; the group that has positive view on their 

health conditions marked higher than the opposite group did; the group that conducts 3 

times or more regular exercise of muscle marked higher than the group that conducts 1-2 

times of exercise did; and marines marked higher than army soldiers did.

In conclusion, military service entrance positively affected BMI normalization of 

soldiers. It is recommended that this result be utilized for future military health promotion.

                                                                      

key word : military service entrance, soldier, body mass index, obesity, military health 

survey(MHS), military health pro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