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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 목 : 이 연구는 군 장병의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군 병력 손실을 야기하는 비의도  손상 발생을 방

하기 한 군 보건정책의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상은 군인건강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간부와 병사

로 구분하고 우울변수가 측정된 자료의 응답자  분석변수의 결측치 

 의도  손상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간부 3,732명, 병사 1,960명

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종속변수는 최근 1년 동안의 비의도  손상 

경험 유무로 정의하 고, 흥미변수는 우울증상 수 을 정상, 우울증상 

있음, 한 우울증상으로 구분하 다. 혼란변수는 인구학 , 신체건강 

요인, 정신건강 요인, 군 련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포함하 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 집단 분석이 있고, 추가 으로 분산팽창요인 

분석  모델 합도 검정을 시행하 다.

연구 결과: 간부 총 3,732명  비의도  손상 경험자는 245명으로 

체 6.6%에 해당하고, 병사는 총 1,960명  13.4%에 해당하는 262명

이 경험하 다. 비의도  손상 경험 비율은 간부에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11.6%,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11.8% 고, 병사에서 우울증상

이 있을 경우 19.4%,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30.3% 다. 군인 천 

명당 비의도  손상 발생시기별 발생률은 간부에서 체력단련 이 20.1

명으로 가장 높고, 병사에서 근무·훈련 이 48.0명으로 가장 높았다. 

손상 유형별 발생률에서는 간부와 병사 모두 부딪힘에서 각각 16.1명 

36.7명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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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간부와 병사 모두에서 우울증상이 비

의도  손상의 발생 험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 다. 간부에서는 보정 

 교차비가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에서 1.988(95% CI= 1.271-3.110), 

한 우울증상에서 2.021(95% CI= 0.853-4.790) 으나, 모든 혼란 변수

를 보정하고 난 후 교차비는 각각 1.667(95% CI= 1.002-2.775),  

1.515(95% CI= 0.559-4.107)로 높아지는 양상이 변화하 다. 병사에서는 

보정  교차비가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에서 1.725(95% CI= 

1.196-2.489), 한 우울증상에서 3.108(95% CI= 1.459-6.621)로 우울증상

이 심할수록 높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보정 후에도 비슷하 다. 

군 련 변수의 하 집단을 세부분석한 결과, 간부는 남군에서 정상

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1.795(95% CI= 1.044-3.087), 장교

에서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3.388(95% CI= 1.243-9.234)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병사는 육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2.250(95% CI= 1.190-4.254), 상병에서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2.335(95% 

CI= 1.073-5.081), 기술병과에서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2.504(95% CI= 

1.090-5.752)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 결론: 군 장병의 우울증상은 비의도  손상 발생 험을 증가시

켰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방 가능한 병력 손실을 막고, 군 사

기 진작을 해 군 장병의 우울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 이고 

극 인 치료  리가 가능한 실질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각 군의 특성  임무와 신분별 특색을 반 한 맞춤형 리방안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우울증상, 비의도  손상, 간부,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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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분단

국가에서 언제 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항시 비하기 

하여 투력을 보존해야만 한다. 투력을 보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투가 가능한 병력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 국방력을 유

지하기 해서 방 가능한 병력손실에 한 책 마련은 한 문제

이다.

  군 사망사고의 유형은 크게 안 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되고 있다. 

이  안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 한 인간의 행동과 물리  환경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등이 해당된다. 군에서 발생하는 

안 사고의 유형은 미국 질병 리본부(C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비의도  손상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비의도  손상이란 고의

가 아닌 불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수사고, 독, 추락, 화재, 

익수 등이 해당한다(CDC & WHO, 2001). 국방부 내부행정자료에 따르

면, 지난 10년간 군인들의 원인별 사망사고 1 는 자살이고, 그 다음으

로 차량사고이다(국방부, 2016). 차량사고를 포함한 기타 운수사고, 익

사, 추락  충격 등의 비의도  손상으로 인한 군 사망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33%에 해당한다. 최근 2015년에 총 93건의 군 사망사고  비

의도  손상에 해당하는 사망은 27건으로, 차량 6건, 익사 5건, 추락  

충격 5건, 기타 11건이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단순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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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그치지 않고, 군 사기 하  투력의 근간인 병력의 손실을 

래하여 국방력에 막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 가능한 사망사

고 발생을 막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의도  손상은 군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주요 사망

사고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세계 으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Vikhireva et al., 2010; Fragar et al., 2013; Schnitzer et 

al., 2015). 한, 비의도  손상은 방 가능한 것으로 보고, 많은 선진

국들에서는 손상발생의 방 책을 세우고, 이것을 국가의 주요 리 

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실이다(WHO, 2008). 왜냐하면 비의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사회의 인력  경제력 손실을 가져와 국가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Ekeus et al., 2004; Laursen & 

Nielsen, 2008).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비의도  손상

에 해당하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OECD 국가의 2012년 운수사고에 의한 연령표

화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우리나라가 멕시코 17.4명, 칠  14.0명 다

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12.9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사망률 

7.3명에 비하여 6.6명이나 많은 수치이다. 기타 비의도  손상에 해당하

는 사망률로는 추락사고가 4.2명, 익사사고 1.4명으로 높은 편이다. 이

러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인 자원 손실로 이어져 사회  부담이 커

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2000년 사고사로 인한 손실소득 추정액이 

해당년도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3.3%인 약 17조 5,110억 원에 달한

다(Chong, 2002).

  비의도  손상이 사회 으로 미치는 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에서 비의도  손상에 한 연구가 다각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

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 수 이 미비한 단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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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양상은 주로 노인, 소아청소년 등 특정 연령계층을 상으로 비의

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김

세희, 2009; 차승 , 2010). 특히, 군인 집단을 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병찬이 진행한 일반남성과 육군병사의 손상요인 비교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병찬, 2009). 매년 30명이 넘는 병력이 비의도  손상으로 

사망하고, 투력 손실이 발생하는  시 에서 군인을 상으로 한 비

의도  손상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보면, 주로 사

회인구학  요인에 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데, 남성, 소득, 손상의 

유경험과 불충분한 수면, 음주 습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Tiesman et al., 2006; Sethi et al., 2007; Patten et al., 2010). 

개인 건강 요인과 련된 특히, 우울증상과 같은 정신건강과 비의도  

손상과의 계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연구를 통

해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orniloff et al., 2012; Fragar et al., 2013). 우리나라 성인을 

상으로 진행한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과의 계에 한 연구에서

도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군에서 비의도  손상의 험도가 높게 나

타났다(Park, 2015). 

  우울은 비  사고와 같은 인지  기능, 좌 감, 상실감 등과 같은 

정서  기능과 무력감, 의욕상실과 같은 동기  측면, 나아가 불면증, 

피로감 등과 같은 생리  기능을 포 하는 인간의 반  기능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미 , 2005).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음주, 낮은 수 의 운동량, 비만, 불충분한 수면 등을 행하는 경향을 갖

고 있고(Holahan et al., 2004; Bonnet et al., 2005; Choi et al., 2006), 

이러한 요인들은 비의도  손상의 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 4 -

하 다. 군에서도 우울은 정신건강을 하는 가장 핵심 인 요인으

로, 국방부의 2012년 군 우울증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체 군인의 주

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4.6%로 일반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 1.8%와 비교

하여 심각한 수 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정희 & 박주 , 2014). 그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군인의 우울과 련된 연구들은 군인의 우울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우울이 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한 연구가 많았다(고성원, 2013; 김성찬, 2015; 황

정우, 2015). 특히, 우울증상이 의도  손상에 해당하는 자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각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이동윤 등, 2012; 

이 선, 2014), 비의도  손상에 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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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이 연구는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시행하 으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병의 일반  특성을 악하고, 특성에 따른 비의도  손

상 발생 빈도  분포를 악한다.

  둘째, 군 장병의 비의도  손상 발생률을 악하고, 우울증상 정도와 

유형별 비의도  손상과의 계를 악한다.

  셋째, 군 장병의 우울증상 정도가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넷째, 군 장병의 우울증상 정도가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이 

군 련 하 집단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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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손상의 개념  분류

  손상에 한 개념으로 리 알려진 것은 Baker et al.(1992)이 정의한 

것으로 ‘손상이란 생리  내성이 역치를 과하는 분량의 기계 , 온

도 , 기 , 화학 , 방사능 에 지에 짧고 격히 노출되어 생긴 육

체의 기질 인 변화를 의미하며, 익사, 질식, 동사와 같이 생체  요소

의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Sleet et al.(1991)은 손상을 

‘환경으로부터 발생된 에 지의 이동에 의하여 신체의 통합성이 깨지

거나 정상 인 인간의 내성과 련된 생명 유지의 격한 결핍, 는 

과잉으로 인하여 신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두 

개의 정의를 통해 공통 으로 알 수 있는 손상의 의미는 외부 환경의 

에 지가 단시간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신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손상은 고의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고의가 

아닌 는 불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의도  손상(unintentional 

injury)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의 사건으로 발생한 의도  손상

(intentional injury)이다. 추가 으로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미확인 손상

이 있다(김세희, 2009). 본 연구에서 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비의

도  손상은 어떠한 내 , 외  의도의 작용 없이 일어나는 운수사고, 

독, 추락, 화재, 익수, 질식 등이 해당하며, 의도  손상에는 폭발, 자

해, 쟁 등이 표 으로 해당한다(CDC, 2003). 

  손상은 한 발생의 증도에 따라 치명 과 비치명  손상으로 분

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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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인 손상분류 체계인 ICECI(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ie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공간(도로, 주택 학교, 산업 장, 다 이용시설 등), 

사고 기 (교통사고, 충돌, 압착, 추락, 넘어짐 등), 사고 시 활동(경제활

동, 교육, 여가활동, 일상생활, 이동 등), 사고결과(완  회복, 장애, 사

망)등으로 구성되어 있다(ICEC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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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 연구

가. 비의도  손상의 험요인에 한 연구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에 한 연구는 선진국을 심

으로 많은 나라에서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비

의도  손상의 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써 사회 인구학  요인과 경

제  요인, 비만, 수면장애, 과음 등이 험요인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urrows et al.(2012)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캐나다인의 사망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5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개인  요소와 지역별 사

회경제학  불평등이 비의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써 어

떤 련성을 갖고 있는지 보고하 다. 이 연구 결과, 비의도  손상 원인

별로 사회경제학  요인이 다른 양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 으며, 

체 으로 남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낮은 수 의 교육은 남성에서 교통

사고의 험요인으로 작용하고, 남녀 모두에서 독  익사 손상의 험

성을 증가시켰다. 한, 소득은 화재, 화상, 독에 해당하는 비의도  

손상과 강한 련성을 보 다. 직업이 없거나, 낮은 직 은 부분의 비의

도  손상(추락, 독, 질식, 남성의 교통사고)의 높은 험요인으로 작용

하 다.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한 연구로, 약 1백만 

명의 스웨덴 남성을 상으로 지능 지수(IQ)와 비의도  손상 사망과의 

계를 분석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독, 화재, 추락, 익사, 교통사고와 같은 

비의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 험에 높은 지능 지수가 명백한 보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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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Batty et al., 2009).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도, 

낮은 지능 지수가 비의도  손상의 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 다(Whitley 

et al., 2010).  다른 요인으로 Laugsand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불면증

을 비의도  손상의 험요인으로 분석하 는데, 이 연구 결과 불충분한 

수면은 치명 인 차량사고와 같은 비의도  치명  손상에 험 요인으로 

작용하 다. 노인층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층에서의 비만이 비의

도  손상에 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Bouchard et al., 2010). 

한, 소아청소년을 상으로 비의도  손상과 사회경제  요인 간의 련

성에 한 연구에서는 낮은 교육 수 , 낮은 가정 소득인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의도  손상의 비교 험도가 높았다(Laursen & 

Nielsen, 2008).

  국내에서도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험 요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의 연구 수 에 비하여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다각 인 연구 활동이 부족한 단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의도  

손상 발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임을 고려하 을 때(OECD 

Health data, 2007), 안타까운 실임을 인식하고 극 인 연구 활동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홍주희 등(2010)은 부모의 사회경제학  지 가 어린 자녀의 비의도  

손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한국에서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  2004년 이 에 사망한 8세 이하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 결과로써, 비 수도권 거주, 부모의 

낮은 교육 수 , 농부 는 비 리자 직업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비의

도  손상에 높은 험요인으로 작용하 고, 특히 4세 이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20세 이하거나 부모가 수작업 직업군에서 일하

는 경우 남아에서 비의도  손상의 험이 높아졌다. 한, 교통사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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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화재, 화상으로 인한 비의도  손상의 험은 부모의 사회경제학  지

와 유의미한 련성이 있었다.

  김세희(2009)의 연구에서는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아청소년 8,627명을 상으로 비의도  손상의 험요인을 분석하 는

데, 이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손상률을 보 고, 지역별 분석에

서는 울산의 손상률이 가장 높았다. 세부 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손

상발생 교차비가 1.9 이었고, 울산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에 비해 교차비가 

1.6 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86만원 이하인 경우가 176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해 교차비가 0.6 이었다. 한, 사회경제  요인, 건강 련 요인, 

부모 련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4세 이하 집단에 비해 10-14세 

집단의 손상발생의 교차비가 1.2 이었다.

  차승 (2010)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3,750명을 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비의도  손상에 한 연구를 남녀를 

구분하여 시행하 다. 이 연구에서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는 75세 이상에 비해 65-69세의 손상 발생률이 2.8

배 높았고, 걷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  있는 경우가 1.7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사무직 직업에 비해 무직인 경우가 1.8배 높았고,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상에 비해 150-199만원인 경우가 2.2배 높았다.  

  김연용 등(2014)은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면시

간이 비의도  손상 험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이 연구 결

과, 7시간 수면을 기 으로 했을 때 비의도  손상 험이 4시간 미만은 

1.53배, 5시간은 1.28배, 6시간은 1.11배, 9시간은 1.12배, 10시간 이상은 

1.4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 수면시간 보다 부족하거나 증

가하 을 때 비의도  손상의 험이 높아짐을 역설하 다.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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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Study Title Outcom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Main results

Burrows, et al.
(2012)

Individual and area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ause-specific 
unintentional injury 
mortality: 11-year 
follow-up study of 2.7 
million Canadians

Unintentional injury 
death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9, 10 
codes)

Age, sex,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occupational status, 
marital status, visible 
minority, immigrant 
status, urban-rural 
residence, provincial 
region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Low education, low 
income, no or low 
occupational status were 
associated with an 
elevated risk of 
mortality from most 
cause unintentional 
injury.

Batty, et al.
(2009)

IQ in Early Adulthood, 
Socioeconomic Position, 
and Unintentional Injury 
Mortality by Middle Age: 
A Cohort Study of More 
Than 1 Million Swedish 
Men

Unintentional injury 
death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8, 9 
codes)

intelligence (IQ), age, 
sex,  socioeconomic, 
BMI, blood pressur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The hazard ratio in the 
lowest IQ group was 
elevated for all
injury types

Laugsand, et al.
(2014)

Insomnia Symptoms and 
Risk for Unintentional 
Fatal Injuries-The HUNT 
Study

Unintentional injury 
death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9, 10 
codes)

Insomnia, age, sex,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al status, 
alcohol consumption, use 
of sleep medication,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BMI, blood 
pressur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Insomnia as a major 
contributor to 
unintentional fatal 
injuries overall and to 
fatal motor-vehicle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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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계속)

Study Title Outcom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Main results

Bouchard, et al.
(2010)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unintentional 
injury in older adults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BMI, age, sex, ethnicity, 
physical
activity level,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current medical condition

Logistic regression

Obesity provided some 
protection against 
fractures but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for sprains/strains.

Laursen, et al.
(2008)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n the risk of 
unintentional childhood 
home injuries

Home injuries(12 
months before 
interview)

Age, sex, age of mother 
at childbirth, no. of 
children, family type, 
education, income, 
crowded dwelling, 
dwelling type, distance to 
hospital

Poisson regression 
analysis

Childhood injury 
incidence depended on 
sociodemographic 
factors. 

Hong, et al.
(2010)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unintentional 
injury deaths in early 
childhood: Consideration 
of injury mechanisms, age 
at death, and gender

Unintentional injury 
death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10 
codes)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age,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previous 
number of live births, 
residence), Child 
characteristics(gender, 
birth order)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The parental SES risk 
profiles of childhood 
injury deaths varied with 
the age and gender of 
the child, and with the 
injur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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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계속)

Study Title Outcom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Main results

Kim, et al.
(2014)

The Effect of Sleep 
Duration on the Risk of 
Unintentional Injury in 
Korean Adults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Sleep duration, age, sex, 
occupation, education, 
region, smoking, alcohol 
use, BMI, hypertension, 
diabetes, arthritis, 
depression  

Logistic regression 

A decrease or increase 
in sleep duration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injury.

Kim, Sei-hee
(2009)

Risk Factors for 
Unintentional Childhood 
Injuries in Korea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age, sex, region, dwelling 
type, household income, 
medical insurance, BMI, 
drinking, Parental status 
(job, mom's age when 
child is born) 

Logistic regression 

There were the 
correlation between 
unintentional injuries and 
the sex, age, region, 
household income, 
medical insurance, and 
alcohol drinking of 
children.

Cha, Seung hyun
(2010)

Unintentional Injuries 
Among Older Man in 
Korea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age, sex, region, dwelling 
type, income, job, marital 
status, subjective health, 
walking problem, BMI, 
drinking 

Logistic reg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and 
walking problem among 
males, also in region, 
job and income among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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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과의 련성 연구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과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도 여러 나라에

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Iowa)의 키오쿡 

카운티(Keokuk County) 농  코호트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의 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본 연구 결과, 성별, 

손상 유 경험, 소득, 불충분한 수면, 항우울제 복용과 같은 혼란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험도가 41%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Tiesman et 

al., 2006).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의 비교 험도는 

1.43이었고, 항우울제를 복용한 그룹에서의 비교 험도는 1.31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 히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의 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핀란드의 제2형 당뇨병 인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45세에서 74세 

성인을 상으로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과의 련성을 연구한 결과,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비의도  손상 발생률은 17%로, 우울증상이 없

을 경우의 발생률 10%에 비해 높았다(Korniloff et al., 2012). 또한, 우

울증상이 있을 경우 손상 후 평균 22일간의 활동 손실이 있는 반면, 우

울증상이 없을 경우의 손상 후 활동 손실은 7일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에서도 우울증상은 비의도  손상에 1.52의 높은 교차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스트 일리아의 비 수도권 거주 성인을 상

으로 심리  고통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과의 련성을 분석하

는데, 이 연구 결과 집 안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비의도  손상에 

한 우울증상의 험도가 2.3배 높게 작용하 으며, 운동과 같은 고 

험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  손상에는 재의 심리  고통의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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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6배, 과도한 음주의 험도가 1.8배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Fragar et al., 2013).

  국내에서 우울증상과 비의도성 손상과의 련성에 한 연구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박상욱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상과 비의도성 손상과의 련성을 보고하 다(Park, 2015). 이 연

구는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세 이상 214,621명을 

상으로, CES-D 척도 수를 정상군(7  이하), 아임상 우울증상군

(8-15 ), 우울증상군(16  이상)으로 구분하여 우울 변수로 용하

다. 연구 결과,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 을 때 비의도  손상이 발생할 

험도는 정상군에 비해 아임상 우울증상군이 1.21배 높았고, 우울증상

군은 1.54배 높았다. 한, 우울증상은 비의도성 손상의 원인에 따른 분

석에서 교통사고, 추락, 부딪힘, 자상, 화상, 독, 기타 손상들의 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구를 상으로 시

행한 연구에서도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의 험도를 증가시키는 것

을 확인하 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해 다양한 계층을 연구 

상으로, 다각 인 연구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울과 비의도  손상과의 련성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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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Study Title Outcom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Main results

Tiesman, et al.
(2006)

Depressive symptoms as a 
risk factor for unintentional 
injury: a cohort study in a 
rural county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Depressive 
symptoms(CESD-11), on 
medication for depression,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income, hours of 
sleep, high CAGE score

Multivariate 
Poisson regression 

Depressive symptoms 
were found to be risk 
factors for unintentional 
injury.

Korniloff, et al.
(2012)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elf-reported unintentional 
injuries: the cross-sectional 
population-based FIN-D2D 
survey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Depressive symptoms(BDI),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BMI, 
antidepressants, respiratory 
/cardiovascular/musculoskelet
al diseas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Logistic regression 

Those with DS had a 
higher prevalence of 
unintentional injuries and 
prolonged activity-loss 
after injury. 

Fragar, et al.
(2013)

Unintentional injury, 
psychological di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s 
there an association for 
rural Australians?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Psychological distress(K-10), 
depressive symptoms(PHQ-9),
alcohol consumption(AUDIT),
age, gender,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employment status, 
farm residence, remoteness, 
preinjury depression

Logistic regression 

Preinjury depression was 
associated with unintentional
injury in a domestic or 
public setting. Being injured
in this setting was associated
with double the odds of 
experiencing current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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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계속)

Study Title Outcom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Main results

Park, et al.
(2015)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unintentional injuries 
among Korean adults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Depressive symptoms 
(CESD-11), age, sex,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education, region, smoking, 
alcohol use, BMI, physical 
activ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physician-diagnosed
depression, anti-depressive

Logistic regression 

Depressive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unintentional injuries, and 
the magnitude of the 
association increased with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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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상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군인을 상으로 비의도  손상에 해 시행된 연구는 극

히 미비하 다. 연간 30명이 넘는 군인들이 비의도  손상으로 사망하

고, 자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사고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방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연구 실 이 거

의 없다. 거의 유일하게 연구된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 남성과 육군 병

사의 비의도  손상발생 비교 연구이다( 병찬, 2009). 이 연구는 2005

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서 19-24세 일반남성 982명과 국민건강

양조사의 동일한 설문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한 육군병사 922명을 연구

상으로 두 집단의 비의도  손상발생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 손상

발생 횟수에 한 손상발생률의 비는 일반남성을 기 으로 육군병사가 

2.0배 높았다. 일반남성에서는 사무직에 비해 비사무직의 비의도  손

상 험이 2.4배 높았고, 주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에 비해 나쁨이 

3.0배 높았다. 육군병사에서는 이병 계 에 비해 상병의 비의도  손상 

험이 3.2배, 병장은 2.9배 높았고, 주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에 비

해 나쁨이 5.1배 높았으며, 1주간 운동일수가 0일에 비해 5-7일이 2.2배 

높았다. 또한, 부 유형에서는 포병 부 에 비해 직할부 (헌병, 의무, 

보수)의 비의도  손상 험이 2.2배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육군 병사

의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계 , 부 유

형, 주  건강상태, 1주간 격렬한 운동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최성우 등(2010)은 해병  입  훈련병을 상으로 근골격계 손상의 

험인자에 한 연구를 시행하 는데, 연령, 신장, 교육수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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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지 상태, 지난 1년간 손상의 과거력 유무, 입  후 스트레스 수

 등이 근골격계 손상의 발생을 측하는 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외국에서의 군 집단을 상으로 한 손상발생에 한 연구는 미군을 

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많은데, Helmkamp et al.(1996)은 1980년부터 

1993년까지 미군 역의 사망사고 주요 원인을 인구통계학  변수에 

의해 분석한 것을 보고하 다. 이 연구 결과, 비의도  손상이 남군과 

여군 모두의 첫 번째 사망사고 원인이고,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자살임을 확인하 다. 한 사망사고 험이 높음 그룹을 상으로 

극 인 방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Powell et al.(2000)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군의 사망통계 데이

터를 활용하여 손상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분석하 는데, 비의도  손상

으로 인한 체 사망률은 10만 인년 당 62.3명이었고, 서비스 직능에 

근무하는 남군의 비의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여군에 비해 2.5배 높

았다. 한, 치명 인 비의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감소는 극 인 

손상 방을 해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임을 제안하 다.

  Abigail et al.(2003)은 미 육군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험 요인을 분

석하기 해,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에 사고로 사망한 역을 상으

로 환자 조군 연구를 시행하 다. 이 연구 결과, 미혼, 고등교육 이하, 

투 병과, 최근 투 참가자, 이  입원 경력(손상, 독, 정신  문제 

등)이 사고 발생의 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

명 인 오토바이 사고는 일주일에 5번 이상 음주할 경우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사고로 인한 사망 험의 

측인자임을 인식하고, 사고 방정책에 용시켜야 한다고 역설하 다.  

  군인을 상으로 비의도  손상에 해 시행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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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3과 같다.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비의도  손상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

외에서 연구된 자료들은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다각도로 여러 요인

을 분석하여 비의도  손상을 방하기 한 기  자료원으로써의 구

색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소아청소년  노인층을 연

구 상으로 하여 연구 계층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방정책을 

제안하기에는 제한 이다. 또한, 비의도  손상이 높은 사망사고 원인

을 기록하고 있는 군 집단에서 병력손실을 막기 한 극 인 노력으

로, 비의도  손상 발생의 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발굴하고, 해당 

요인을 감소시키기 한 방정책을 착안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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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인 상 비의도  손상에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Study Title Outcom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Main results

Jeon, 
Byung-chan

(2009)

The Comparison of 
Unintentional Injuries 
Between Civilian Men 
and Soldiers in Korea

Unintentional 
injury(12 months 
before interview)

Civilian Men: job, 
household income, 
subjective health, 
exercise days in a week
Soldiers: rank, type of 
troop, subjective health, 
exercise days in a week 

Logistic regression, 
Poisson regression 

Incidence rate ratio for 
unintentional injuries was 
notable for higher risk in army 
soldiers than in civilian men. 
Risk in army soldiers was 
related to the rank, type of 
troop, subjective health and 
exercise days in a week. 

Choi, et al.
(2010)

Risk Factors of 
Musculoskeletal Injuries 
Among the Marine Corps 
Enlisted Trainees

musculoskeletal 
injuries

age, height, weight, 
BMI, educational level, 
smoking, drinking, 
exercise days,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injury 
history during the past 
year, stress scale after 
entrance, depression

Logistic regression

The following factors were 
related to an elevated risk for 
injuries: age, height,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injury history 
during the past year, and stress 
scale after entrance.

Wilson, et al.
(1996)

Behavioral, demographic, 
and prior morbidity risk 
factors for accidental 
death among men: a 
case-control study of 
soldiers

accidental death 
case(Match: 
gender and 
contemporaneous 
military servic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smoking, 
alcohol use, 
combat-specific 
occupations, 
a recent deployment, 
previously hospitalized

multivariate analyses
There are characteristics, 
experiences, and behaviors that 
predict accidental deat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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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 다. 종속변수는 비의도  손상 경험 유무이고, 흥미변수는 우울증상

의 수 으로 CESD-11 척도  BDI-Ⅱ 척도로 측정된 값을 활용하 으며, 혼

란변수는 인구학  요인, 신체  건강 요인, 정신  건강 요인, 군 련 특성 

요인을 선정하 다. 연구의 개념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흥미변수]

우울증상 수

[혼란변수]

·인구학 : 성별, 나이, 결혼, 교육

·신체건강: 흡연, 음주, 증도 운  

  동,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면시간

·정신건강: 반  정신건강, 스트  

  스(직업생활/개인생활), 사회   

  지지(군내/군외)

·군 련 특성: 소속, 계 , 병과,  

  복무구분, 근무지 유형, 근무 유형

* 단, 병사는 성별, 결혼, 복무구분,  

  음주, 만성질환 제외.

비의도  손상 경험 

유무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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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연구 상

가. 연구자료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건강조사 계획에 의

거 국군의무학교에서 실시 한 2014 제1차 군인 건강조사 자료와 2015 

제2차 군인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군인 건강조사 자료는 군 보

건의료에 한 법률 제17조(군 보건의료의 통계·정보 리)에 의거하

여 일차 으로 군 장병의 건강 련 생활습 과 정신·심리  건강 수

  군 의료기 에 한 만족도를 악하는데 목 을 두고 실시되었

다. 육·해·공군의 계 별, 병과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성 있

는 표본을 선정하여 매해 간부  병사 각각 5,000명을 상으로 조사

되었다. 간부와 병사는 군 특성상 근무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조사 변수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각각 구분하여 설문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간부는 2014년 1차 자료와 2015년 2차 자

료이고, 병사는 2014년에 우울증상이 측정되지 않아 2015년 2차 자료만 

활용하 다.  

나. 연구 상

  간부의 경우, 총 조사 상자  설문에 응답한 간부는 6,384명(2014

년: 3,599명, 2015년: 2,785명)으로, 응답자에서 사고· 독 경험, 우울, 

나이, 군 소속 등 분석변수의 결측치 2,651명을 제외한 상자는 3,733

명이었다. 이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 실 등에서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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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했던 사고나 독이 발생한 이 있습니까’에 ‘ ’로 응답한 

경우는 246명이었고, 이  의도  자해가 1명 포함되어 있어 분석 상

에서 제외하 다. 따라서 최종 연구 상자는 3,732명이고, 이  비의도

 손상 경험자는 245명이었다. 

  병사의 경우, 총 조사 상자  설문에 응답한 3,497명  분석에 해

당하는 변수들의 결측치 1,533명을 제외한 상자는 1,964명이었다. 이 

 사고나 독 경험자는 266명이었고, 한 의도  자해 3명  타인

의 폭력 1명이 포함되어 있어 총 4명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따라

서 최종 연구 상자는 1,960명이고, 이  비의도  손상 경험자는 262

명이었다.

  간부와 병사의 연구 상자 선정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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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병사

’14년 

건강조사 응답자

3,599명

’15년 

건강조사 응답자

2,785명

’15년 

건강조사 응답자

3,497명

6,384명

3,733명

3,732명

결측치 제외

간부: 2,651명

병사: 1,533명

1,964명

1,960명

의도  손상 등 제외

간부: 1명

병사: 4명

최종

그림 2. 연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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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선정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의도  손상 발생 경험 유무이다. 이를 

해 두 단계로 변수 상을 선정하 다. 먼 , 손상 경험 유무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 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독

이 발생한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② 아니오로 답하게 하

다. 이  ‘ ’를 응답한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비의도  손상 

유무를 용하기 해 ‘이 사고 또는 독은 불의의 사고 습니까? 

아니면 본인이나 타인에 의해 의도 으로 발생한 것입니까?’라는 질

문에 ① 불의의 사고 ② 의도  자해 ③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답하게 

하 다. 이  ‘불의의 사고’를 응답한 경우를 비의도  손상으로 정

의하 다. 추가 으로,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시기(작   

훈련 , 운동 , 개인생활 )  발생 유형(운수사고, 추락·미끄러

짐, 충돌·열상·자상· 단· 통상, 화상·질식·익수· 독)에 해 

조사하 다. 

나. 독립변수

  1) 우울변수(CESD-11, BDI Ⅱ)

  이 연구의 흥미변수는 우울증상 수 이다. 우울증상과 련된 변수

는 간부는 2014년(1차)과 2015년(2차)에 모두 측정되어 2개 차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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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 지만, 병사는 2015년도에만 측정되어 1개 차수 데이터만을 

활용하 다. 

  우울은 1, 2차 년도에 각각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는데, 

2014년도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11)

척도를 활용하 고, 2015년도에는 Beck Depression Inventory - Ⅱ(BDI-Ⅱ)

척도가 활용되었다. CESD-11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0에서 3

까지 평정될 수 있고, 총 을 20/11로 곱한 값에 해 총 3그룹으로 

구분하 다(Kohout et al., 1993). ① 16  미만, 정상 ② 16  이상 그

리고 25  미만, 우울증상 있음 ③ 25  이상, 한 우울증상으로 범주

화하 다. 

  BDI-Ⅱ 척도는 총 21개의 문항에 각각 0-3 까지 평정되어, 수범

는 0-63 이고, 총 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Beck, 

Steer et al. 1996). 총 에 해 총 3그룹으로 구분하 는데, ① 10  

미만, 정상 ② 10  이상 그리고 24  미만, 우울증상 있음 ③ 24  이

상, 한 우울증상으로 범주화하 다(한홍무 등, 1986). 

  2) 혼란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혼란변수로는 크게 인구학  특성, 신체건강 특

성, 정신건강 특성, 군 련 특성으로 나 었다. 또한, 군 특성 상 간부

와 병사는 조사 변수에 차이가 있어 활용 가능한 혼란변수만을 용하

다.  

  인구학  특성에는 성별(간부만 해당), 나이, 결혼 유무(간부만 해당), 

교육 수 (고졸 이하, 재 이상)이 해당하고, 신체건강 특성에는 흡연 

여부, 음주 여부(간부만 해당), 등도 운동 여부, 주  건강상태(좋



- 28 -

음, 나쁨), 만성질환(간부만 해당, 없음, 있음), 수면시간(5시간 이하, 

6~8시간, 9시간 이상), 체질량 지수(BMI; 체 , 정상, 과체  이상)을 

포함하 다. 정신건강 특성에는 반  정신건강(K10 척도 측정 수

로, 총  40  기 , ① 13  미만 좋음 ② 13  이상 나쁨), 직업생활 

(일과 ) 스트 스(없음, 보통, 많음), 개인생활 (일과 후) 스트 스

(없음, 보통, 많음), 사회 지지 군내  군외(낮음, 높음)를 포함하 다. 

군 련 특성에는 군 소속(육군, 해군, 공군), 군 계 (간부: 장교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 , ·하사 부사  / 병사: 병장, 상

병, 일병, 이병), 군 병과( 투, 기술, 행정, 특수), 복무 구분(간부만 해

당, 장기, 단기 이하), 근무지 유형( 도시, 소도시, 군·읍·면 소재

지, 격오지), 근무 유형(주간, 야간  교 )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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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황

변수 변수

변수 비 도  상 경험
근 1  동안 병원 치료  한 사고나 독 경험  

 사고에 해당하  경우( , 없 ) 

독립변수

미변수 우울 상
CESD-11, BDI-Ⅱ 척도

( 상, 우울 상 , 한 우울 상)

학

별 남 , 여

나
·간 : 25  하, 26-34, 35  상

·병사: 20  하, 21  22  상

결 미 , 

고등학  업 하, 학  재학 상

신체

건강

연 연( 재 피움), 비 연

주 주(한달에 1  상), 비 주

등도 운동 운동함(주1  상), 운동안함

주  건강상태 , 나쁨

만 질 (당뇨, 고 압, 상지   1개 상), 없

수 시간 5시간 하, 6-8시간, 9시간 상

BMI 체 (<18.5), 상(18.5~<23), 과체  상(≥23)

신

건강

 신

건강(K10)
, 나쁨(≥13)

스트레스 직업( 과 )  개 ( 과 후); 없 , 보통, 많

사  지지 내(상  동료)  (가 , 친 ); 낮 , 

 특

 , 해 (해병  포함), 공

 계
·간 :  상, , 상사 상, ·하사

·병사: 병 , 상병, 병, 병 하

 병과 병과, 술병과, 행 병과, 특수병과

복무 , 단

근무지 도시, 도시, · ·  지역, 격 지

근무 주간, 야간  

* 별, 결 , 주, 만 질 , 복무  병사 미 측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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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가. 기술 분석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 다. 

연속형 변수에 해당하는 나이, CESD-11 척도 수, BDI-Ⅱ 척도 수, 

수면시간, BMI, K10 수, 사회 지지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분석

하 고, 그 외 범주형 변수는 체 수와 비율을 분석하 다.

나. 발생률

  비의도  손상 발생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군인 천 명당 발생 시

기와 발생 유형에 따른 발생률을 발생인원을 토 로 분석하 다. 

  발생률=(비의도  손상 경험자 수/연구 상자 체 인원 수)×1000

  한, 우울증상 수 에 따른 비의도  손상 발생 시기  발생 유형

의 비율을 분석하여 비교하 다. 

  

다. 단변량 분석

  비의도  손상의 발생 유무와 인구학  특성, 신체 건강 특성, 정신 

건강 특성, 군 련 특성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이를 해 연속형 변수는 기술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범주화 한 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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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변량 분석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 다. 한, 혼란변수를 보

정하기 과 혼란변수의 향을 통제하여 보정하 을 때의 회귀계수 

값을 구하여 비교하 다. 이를 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악할 수 있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분석하 다. VIF는 상 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

수의 표 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일반 인 기 을 용하여 

VIF 값이 10 미만이면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Hosmer-Lemeshow의 회귀분석 모형의 합도 검정을 하 는

데, p>0.05인 경우를 합한 것으로 간주하 다 (Hosmer Jr DW et al., 

2013).

  추가 으로, 성별(남군, 여군), 군 소속, 군 계 , 군 병과의 하 집단

을 구분하여 분석한 후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다.  

  모든 분석은 변수의 차이로 인하여 간부와 병사를 각각 나 어 분석

하 고, 통계에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정하

으며, 분석 결과는 odds ratio(OR)와 95% confidence intervals(95% CI), 

P-value 값으로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분석은 SAS 9.4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 다(SAS, Inc., Cary, 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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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윤리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해 연세 학교 보건 학원 생명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의에서 IRB심의 면제(생명

윤리 및 안 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상으로 면

제승인을 받았다(2-1040939-AB-N-01-201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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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가. 인구학  변수의 일반  특성

  표 5는 연구 상의 인구학  변수의 일반  특성이다. 간부 총 3,732

명  남자는 3,450명으로 92.44%이고, 여자는 282명으로 7.56%이었다. 

간부의 나이 평균은 29.03세이고, 병사는 20.96세이었다. 교육 수 은 

재 이상이 간부의 경우 79.53%로 2,968명이고, 병사의 경우 85.51%로 

1,676명이었다. 

표 5.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인구학  변수)

변수
간부 병사

평균/명 표 편차/% 평균/명 표 편차/% 

성별

남자 3,450 92.44      - -

여자 282 7.56     - -

나이

나이 29.03 ±9.18 20.96 ±1.27

결혼

기혼 1,339 35.88   - -

미혼 2,393 64.12    - -

교육

고졸 이하 764 20.47 284 14.49 

재 이상 2,968 79.53 1,676 85.51 

연도

2014 1,774 47.53 - -

　 2015 1,958 52.47 1,96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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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건강 변수의 일반  특성

  표 6은 연구 상의 신체건강 변수의 일반  특성이다. 흡연자의 비율

은 간부가 45.02%로 1,680명이고, 병사는 38.01%로 1,215명이었다. 주

 건강상태는 간부 93.41%, 병사 92.65%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면시간은 평균 간부가 6.53시간, 병사가 7.08시간이었다. BMI 지수의 

평균은 간부가 20.93 ,  병사가 19.94 이었다.

표 6.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신체건강 변수)

변수
간부 병사

평균/명 표 편차/%   평균/명 표 편차/% 

흡연

비흡연 2,052 54.98     1,215 61.99 

흡연     1,680 45.02       745 38.01 

음주

비음주        796 21.33         - -

음주      2,936 78.67         - -

등도 운동

운동함 3,120 83.62     1,600 81.63 

운동안함     611 16.38       360 18.37 

주  건강상태

좋음 3,486 93.41     1,816 92.65 

나쁨 246 6.59       144 7.35 

만성질환

없음    3,573 95.74    - -

있음 159 4.26 - -

수면시간

수면시간 6.53 ±1.06 7.08 ±0.92

BMI

　 BMI   20.93 ±2.87 19.94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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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건강 변수의 일반  특성

  표 7은 연구 상의 정신건강 변수의 일반  특성이다. 우울증상을 측

정한 척도 수는 간부의 CESD-11 평균은 5.31이고, BDI-Ⅱ 평균은 

2.29이며, 병사의 BDI-Ⅱ 평균은 3.93으로, BDI-Ⅱ로 측정한 수의 평

균이 간부보다 병사가 높았다. 간부의 직업생활  스트 스를 느끼는 

비율은 보통이 48.45%, 많음이 29.10%이었고, 병사의 일과  스트 스

를 느끼는 비율은 보통이 44.39%, 많음이 28.37%이었다.

표 7.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정신건강 변수)

변수
간부 병사

평균/명 표 편차/% 평균/명 표 편차/% 

우울증상

CESD-11 척도 수＊ 5.31 ±6.94 - -

BDI-Ⅱ 척도 수† 2.29 ±4.48 3.93 ±5.90

반  정신건강

반  정신건강(K10 수)‡ 3.47 ±4.65 4.73 ±5.13

직업생활 (일과 ) 스트 스

없음 838 22.45 534 27.24 

보통 1,808 48.45   870 44.39 

많음 1,086 29.10 556 28.37 

개인생활 (일과후) 스트 스

없음 1,820 48.77 1,124 57.41 

보통 1,569 42.04 630 32.18 

많음 343 9.19 204 10.42 

사회 지지- 수＂

상 (군내) 14.44 ±3.28 13.87 ±3.57

동료(군내) 14.92 ±3.04       - -

선임(군내) 14.19 ±3.51

동기  후임(군내)   - - 14.21 ±3.46

가족(군외) 17.14 ±2.87 17.35 ±3.04

　 친구(군외) 15.46 ±3.30 15.83 ±3.34
＊ CESD-11 최 값 49.09

† BDI-Ⅱ최 값 간부 41 , 병사 63

‡ K10 척도 수 최 값 40

＂사회 지지 최 값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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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 련 변수의 일반  특성

  표 8은 연구 상의 군 련 변수의 일반  특성이다. 군 소속은 육

군, 해군, 공군의 비율이 간부의 경우 55.12%, 19.77%, 25.11%이고, 병

사의 경우 43.01%, 29.08%, 27.91%이었다. 군 병과는 투, 기술, 행정, 

특수병과의 비율이 간부의 경우 61.84%, 25.40%, 7.40%, 5.36%이고, 병

사의 경우 59.90%, 27.96%, 8.11%, 4.03%이었다.  

표 8.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군 련 변수)

변수
간부 병사

평균/명 표 편차/% 평균/명 표 편차/% 

군 소속

육군   2,057 55.12 843 43.01 

해군   738 19.77   570 29.08 

공군    937 25.11    547 27.91 

군 계 ＊†

1 그룹    169 4.53   381 19.44 

2 그룹 1,004 26.90 664 33.88 

3 그룹 606 16.24 760 38.78 

4 그룹 1,953 52.33 155 7.91 

군 병과

투병과 2,308 61.84 1,174 59.90 

기술병과    948 25.40    548 27.96 

행정병과     276 7.40   159 8.11 

특수병과     200 5.36 79 4.03 

복무 구분

장기 1,892 50.70        - -

단기 이하   1,840 49.30   - -

근무지 유형

도시     526 14.09      496 25.31 

소도시 1,493 40.01     677 34.54 

군/읍/면소재지 1,491 39.95 650 33.16 

격오지   222 5.95   137 6.99 

근무 유형

주간 3,424 91.75 1,195 60.97 

　 야간  교   308 8.25 765 39.03 

＊ 간부 군 계 : 1.  이상 장교 ,2.  장교, 3.상사 이상 부사 , 4. /하사 부사

† 병사 군 계 : 1.병장, 2.상병, 3.일병, 4.이병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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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의도  손상의 발생률

가. 비의도  손상의 발생률

  그림 3은 비의도  손상 발생 시기에 따른 간부와 병사의 천 명당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비의도  손상 발생 시기를 근무·훈련 , 

체력단련 , 개인생활 ,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데, 간부의 경우 

근무·훈련  발생률은 13.1명, 체력단련  발생률은 20.1명으로 개인

생활  발생률 8.0명 보다 높았다. 병사의 경우 근무·훈련  발생률

이 48.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개인생

활  발생률은 간부보다 낮은 4.6명이었다.

그림 3. 비의도  손상 발생 시기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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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비의도  손상 발생 유형에 따른 간부와 병사의 천 명당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운수사고 등 총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간부와 병사 모두 부딪힘의 발생률이 각각 16.1명, 36.7명으로 가

장 높았고, 화상·익수 등의 발생률이 각각 1.9명, 3.1명으로 가장 낮았

다. 병사의 경우 추락·미끄러짐의 발생률이 24.0명, 열상·좌상 등 발

생률이 12.2명으로 간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4. 비의도  손상 발생 유형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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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울증상에 따른 비의도  손상의 발생 시기 비율 비교

  그림 5는 우울증상에 따른 비의도  손상 발생 시기의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간부에서는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개인생활  

기타에서 비의도  손상이 발생할 비율이 37.5%로 동일하고, 근무·훈

련  체력단련에서 12.5%로 동일하다.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기타에서 

발생할 비율이 4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근무·훈련  체력단련, 

개인생활 순이었다. 정상인 경우에는 체력단련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사에서는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기타에서 50.0%, 근무·훈련

에서 45.5%, 체력단련에서 4.5%의 비율로 발생하 고,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근무·훈련에서 55.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 다. 정상인 경

우에는 기타 36.1%, 근무·훈련에서 34.2%의 비율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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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울증상별 비의도  손상 발생 시기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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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울증상에 따른 비의도  손상의 발생 유형 비율 비교

  그림 6은 우울증상에 따른 비의도  손상 발생 유형의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간부에서는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발생비율은 

추락·미끄러짐에서 100% 고,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부딪힘에서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추락·미끄러짐에서 33.3%의 비율로 발

생하 다. 정상인 경우 부딪힘에서 41.0%, 추락·미끄러짐에서 28.2%, 

열상·좌상 등에서 14.1%의 비율로 발생하 다.

  병사에서는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추락·미끄러짐과 열상·좌

상 등에서 50.0%로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 고,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부딪힘에서 47.1%, 추락·미끄러짐에서 20.6%, 열상·좌상 등에서 

14.7%의 비율로 발생하 다. 정상인 경우에는 부딪힘에서 51.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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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우울증상별 비의도  손상 발생 유형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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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변량 분석 결과

가. 인구학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표 9는 인구학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를 비교 분석한 결

과이다. 간부 총 3,732명  비의도  손상 경험자는 245명으로 체 6.6%에 

해당하고, 병사는 총 1,960명  262명(13.3%)이 비의도  손상을 경험하여 간

부보다 병사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간부에서 남자의 6.6%에 해당하는 227

명이 비의도  손상을 경험하 고, 여자는 6.4%에 해당하는 18명이 경

험하 으며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P=0.8979). 

표 9. 인구학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변수

간부 병사

체
(3,732)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체

(1,960)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450 227 (6.6) 3,223 (93.4) 0.8979 - - - - - - 

여자 282 18 (6.4) 264 (93.6) - - - - -

나이†

1 그룹 2,465 144 (5.8) 2,321 (94.2) 0.0228 729   87 (11.9) 642 (88.1) 0.3317 

2 그룹 842 72 (8.6) 770 (91.4)    852 119 (14.0) 733 (86.0)

3 그룹    425   29 (6.8) 396 (93.2)    379   56 (14.8) 323 (85.2)

결혼

기혼 1,339   95 (7.1) 1,244 (92.9) 0.3281 - - - - - - 

미혼 2,393 150 (6.3) 2,243 (93.7) - - - - -

교육

고졸이하 764 48 (6.3) 716 (93.7) 0.7240    284   37 (13.0) 247 (87.0) 0.8559 

재이상 2,968 197 (6.6) 2,771 (93.4) 1,676 225 (13.4) 1,451 (86.6)

연도

2014 1,774 130 (7.3) 1,644 (92.7) 0.0731 - - - - - - 

　 2015 1,958 115 (5.9) 1,843 (94.1) - - - - -

＊ p-value : chi-squared 검정 결과 값

† 나이 : 간부 1. 29세 이하, 2. 30~39세, 3. 40세 이상 / 병사 1.20세 이하  2. 21세 3. 2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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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건강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표 10은 신체건강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주  건강상태가 나쁨의 경우 간부는 25명(10.2%), 병사는 

38명(26.4%)이 비의도  손상 경험이 있고, 체질량 지수(BMI)가 과체

인 경우 간부는 86명(10.3%), 병사는 43명(19.5%)이 비의도  손상 경험

이 있었으며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표 10. 신체건강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변수

간부 병사

체
(3,732)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체

(1,960)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명 (%) 명 (%) 명 (%) 명 (%) 

흡연

비흡연 2,052 120 (5.8) 1,932 (94.2) 0.0507 1,215 145 (11.9) 1,070 (88.1) 0.0173 

흡연 1,680 125 (7.4) 1,555 (92.6)    745 117 (15.7) 628 (84.3)

음주

비음주 796   56 (7.0)   740 (93.0) 0.5458 - - - - - - 

음주 2,936 189 (6.4) 2,747 (93.6) - - - - -

등도 운동

운동함 3,120 214 (6.9) 2,906 (93.1) 0.1033 1,600 210 (13.1) 1,390 (86.9) 0.5063 

운동안함   611   31 (5.1)   580 (94.9)   360 52 (14.4) 308 (85.6)

주  건강상태

좋음 3,486 220 (6.3) 3,266 (93.7) 0.0184 1,816 224 (12.3) 1,592 (87.7) <.0001 

나쁨 246 25 (10.2)   221 (89.8)    144 38 (26.4)   106 (73.6)

만성질환

없음 3,573 229 (6.4) 3,344 (93.6) 0.0687 - - - - - - 

있음   159   16 (10.1)   143 (89.9) - - - - -

수면시간

5시간이하 485   38 (7.8)   447 (92.2) 0.4668   57 8 (14.0)    49 (86.0) 0.9159 

6~8시간 3,160 202 (6.4) 2,958 (93.6) 1,859 249 (13.4) 1,610 (86.6)

9시간이상 87   5 (5.7)   82 (94.3) 44   5 (11.4) 39 (88.6)

BMI

체   734   47 (6.4) 687 (93.6) <.0001   583 73 (12.5) 510 (87.5) 0.0185 

정상 2,164 112 (5.2) 2,052 (94.8) 1,156 146 (12.6) 1,010 (87.4)

　
과체  
이상

834 86 (10.3)   748 (89.7) 　    221 43 (19.5)   178 (80.5) 　

＊ p-value : chi-squared 검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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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건강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표 11은 정신건강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간부의 경우 한 우울증상에서 6명(11.8%), 우울증상에서 24

명(11.6%)가 비의도  손상 경험이 있었고, 병사의 경우 한 우울증상

에서 10명(30.3%), 우울증상에서 42명(19.4%)가 비의도  손상 경험을 

하여 간부보다 병사의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간부의 경우 직업생활  스트 스가 많은 그룹에서 8.9%가 비의

도  손상 경험이 있고(p=0.0007), 병사의 경우 일과  스트 스가 많

은 그룹에서 16.0%가 비의도  손상 경험이 있었다(p=0.0802).

표 11. 정신건강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변수

간부 병사

체
(3,732)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체

(1,960)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명 (%) 명 (%) 명 (%) 명 (%) 

우울증상

한 우울 51    6 (11.8) 45 (88.2) 0.0031 33   10 (30.3) 23 (69.7) 0.0002 

우울증상 207 24 (11.6) 183 (88.4)   216   42 (19.4) 174 (80.6)

정상 3,474 215 (6.2) 3,259 (93.8) 1,711 210 (12.3) 1,501 (87.7)

반  정신건강

좋음 3,576 230 (6.4) 3,346 (93.6) 0.1160 1,803 234 (13.0) 1,569 (87.0) 0.0864 

나쁨 156   15 (9.6) 141 (90.4)   157   28 (17.8) 129 (82.2)

스트 스 1†

없음   838   42 (5.0) 796 (95.0) 0.0007 534 62 (11.6) 472 (88.4) 0.0802 

보통 1,808 106 (5.9) 1,702 (94.1)    870 111 (12.8) 759 (87.2)

많음 1,086   97 (8.9) 989 (91.1)   556 89 (16.0) 467 (84.0)

스트 스 2‡

없음 1,820 109 (6.0) 1,711 (94.0) 0.0265 1,124 145 (12.9) 979 (87.1) 0.0654 

보통 1,569 102 (6.5) 1,467 (93.5)    630   79 (12.5) 551 (87.5)

많음 343 34 (9.9) 309 (90.1)   204 38 (18.6) 166 (81.4)

사회 지지-군내

낮음 2,051 139 (6.8) 1,912 (93.2) 0.5629 1,235 168 (13.6) 1,067 (86.4) 0.6888 

높음 1,681 106 (6.3) 1,575 (93.7)   725 94 (13.0) 631 (87.0)

사회 지지-군외

낮음 2,347 158 (6.7) 2,189 (93.3) 0.5915 1,182 158 (13.4) 1,024 (86.6) 0.9998 

　 높음 1,385 87 (6.3) 1,298 (93.7) 　 778 104 (13.4) 674 (86.6) 　

＊ p-value : chi-squared 검정 결과 값

† 스트 스 1: 간부는 직업생활  스트 스, 병사는 일과  스트 스

‡ 스트 스 2: 간부는 개인생활  스트 스, 병사는 일과 후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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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 련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표 12는 군 련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다. 군 계 에서 그룹간의 비의도  손상 경험 비율의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간부인 경우 상사이상 부사 의 경험 비율이 9.1%로 가장 

높고(p=0.0032), 병사인 경우 병장의 경험 비율이 16.3%로 높다(p=0.0171). 

표 12. 군 련 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변수

간부 병사

체
(3,732)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체

(1,960)

비의도  손상 경험
p-

value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명 (%) 명 (%) 명 (%) 명 (%) 

군소속

육군 2,057 141 (6.9) 1,916 (93.1) 0.4617    843 112 (13.3) 731 (86.7) 0.0247 

해군   738   41 (5.6) 697 (94.4) 570 92 (16.1)   478 (83.9)

공군    937 63 (6.7) 874 (93.3)   547 58 (10.6) 489 (89.4)

군계 †‡

1 그룹   169 6 (3.6) 163 (96.4) 0.0032   381 62 (16.3) 319 (83.7) 0.0171 

2 그룹 1,004 49 (4.9) 955 (95.1)   664 99 (14.9) 565 (85.1)

3 그룹 606 55 (9.1) 551 (90.9)   760 89 (11.7) 671 (88.3)

4 그룹 1,953 135 (6.9) 1,818 (93.1)   155 12 (7.7) 143 (92.3)

군 병과

투병과 2,308 156 (6.8) 2,152 (93.2) 0.0100 1,174 160 (13.6) 1,014 (86.4) 0.9754 

기술병과 948 70 (7.4) 878 (92.6) 548 72 (13.1) 476 (86.9)

행정병과   276 17 (6.2) 259 (93.8)    159 20 (12.6) 139 (87.4)

특수병과    200 2 (1.0) 198 (99.0)   79 10 (12.7) 69 (87.3)

복무 구분

장기 1,892 132 (7.0) 1,760 (93.0) 0.3029 - - - - - - 

단기 이하 1,840 113 (6.1) 1,727 (93.9) - - - - -

근무지유형

도시    526   34 (6.5) 492 (93.5) 0.3244 496 67 (13.5) 429 (86.5) 0.9070 

소도시 1,493 88 (5.9) 1,405 (94.1) 677 88 (13.0) 589 (87.0)

군/읍/면소재지 1,491 111 (7.4) 1,380 (92.6) 650   86 (13.2)   564 (86.8)

격오지   222   12 (5.4) 210 (94.6) 137 21 (15.3) 116 (84.7)

근무유형

주간 3,424 224 (6.5) 3,200 (93.5) 0.8513 1,195 155 (13.0) 1,040 (87.0) 0.5190 

　 야간  교   308 21 (6.8) 287 (93.2) 　 765 107 (14.0) 658 (86.0) 　

＊ p-value : chi-squared 검정 결과 값

† 군 계 (간부) : 1.  이상 장교, 2.  장교, 3. 상사 이상 부사 , 4. ·하사 부사  

‡ 군 계 (병사) : 1. 병장, 2. 상병, 3. 일병, 4. 이병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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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변량 분석 결과

가.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 경험에 미치는 향 분석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는데, 이를 해 먼  여러 독

립변수들 간의 상 계는 존재하는지 즉,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지 분산팽창요인(VIF)을 분석하여 확인하 다. VIF는 상 계가 높은 

변수로 인해 추정계수의 표 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VIF 값이 10 미만인 경우를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연구의 VIF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과 같으며, 1.000에서 2.500

의 수  사이로 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은 높지 않았다. 

  표 1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로 먼 , 간부의 분석 결

과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1.667(95% CI= 1.002-2.775)

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는 1.515(95% 

CI= 0.559-4.107)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통제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나이, 군 계 , 군 병과, BMI, 

직업생활  스트 스가 있었다. 군 계 에서 장교 이상에 비해, 

상사 이상 부사 의 교차비가 2.474(95% CI= 1.012-6.048)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군 병과에서는 특수병과에 비해 행정병과의 교차비

가 6.300(95% CI= 1.424-27.871), 기술병과의 교차비는 7.308(95% CI= 

1.753-30.470), 투병과의 교차비는 7.928(95% CI= 1.909-32.929)로 높았

고, 통계  유의성도 있었다. 체질량 지수(BMI)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과

체  이상의 교차비가 1.942(95% CI= 1.429-2.640)로 통계 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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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고, 정신  요인 련 특성에서는 유일하게 직업생활  스트

스가 없음에 비해 많음의 교차비가 1.595(95% CI= 1.029-2.474)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병사의 분석 결과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1.696(95% CI= 1.091-2.639)로 높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는 

3.108(95% CI= 1.207-8.006)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통제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군 소속, 군 계 , 

BMI, 주  건강상태가 있었다. 군 소속에서 육군에 비해 해군의 교차

비가 1.655(95% CI= 1.100-2.49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공군

의 교차비는 0.790(95% CI= 0.495-1.260)로 낮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군 계 에서는 이병에 비해 상병의 교차비가 2.003 (95% 

CI= 1.029-3.903), 병장의 교차비는 2.368(95% CI= 1.173-4.782)로 높았

고, 통계  유의성도 있었다. 주  건강상태에서는 좋음에 비해 나쁨

의 교차비가 2.194(95% CI= 1.402-3.431)로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체질량 지수(BMI)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과체  이상의 교차비

가 1.581(95% CI= 1.066-2.346)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  

요인 련 특성에서는 일과  스트 스가 없음에 비해 많을수록 교차

비가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추가 으로, 분석 모델에서 측한 향성이 실제 향성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한 합도를 알아보기 해 Hosmer-Lemeshow의 합도 

검정을 실시하 다. 실시한 결과 p 값이 간부는 p=0.8090, 병사는 

p=0.3800으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측한 값과 실제 값이 서로 잘 일

치함을 의미하고, p>0.05 이상이면 통계 으로 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간부와 병사 모두 합한 회귀분석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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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비의도  손상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간부 　 병사

OR 95% CI 　 OR 95% CI

성별

남자 1.000 -

여자 1.124 (0.621 - 2.033) - -

나이‡

1 그룹 1.000 1.000 

2 그룹 1.767* (1.114 - 2.801) 1.024 (0.726 - 1.444)

3 그룹 1.221 (0.629 - 2.369) 1.132 (0.744 - 1.722)

결혼

기혼 1.000 -

미혼 1.189 (0.780 - 1.813) - -

교육

고졸이하 1.000 1.000 

재이상 1.284 (0.905 - 1.821) 1.090 (0.733 - 1.620)

흡연

비흡연 1.000 1.000 

흡연 1.140 (0.855 - 1.520) 1.280 (0.971 - 1.688)

음주

비음주 1.000 -

음주 0.920 (0.669 - 1.266) - -

등도 운동

운동함 1.000 1.000 

운동안함 0.711 (0.477 - 1.066) 1.134 (0.807 - 1.594)

주  건강상태

좋음 1.000 1.000 

나쁨 1.136 (0.709 - 1.829) 2.194*** (1.402 - 3.431)

만성질환

없음 1.000 -

있음 1.246 (0.699 - 2.220) - -

수면시간

5시간이하 1.029 (0.704 - 1.505) 0.858 (0.383 - 1.922)

6~8시간 1.000 1.000 

9시간이상 0.985 (0.388 - 2.501) 0.821 (0.314 - 2.148)

BMI

체 1.306 (0.882 - 1.933) 1.015 (0.746 - 1.383)

정상 1.000 1.000 

　 과체  이상 1.942*** (1.429 - 2.640) 　 1.581* (1.066 - 2.346)

우울증상

한 우울증상 1.515 (0.559 - 4.107) 3.108* (1.207 - 8.006)

우울증상 1.667* (1.002 - 2.775) 1.696* (1.091 - 2.639)

정상 1.000 1.000 

반  정신건강

좋음 1.000 1.000 

나쁨 1.002 (0.513 - 1.956) 0.700 (0.395 - 1.240)

＊ *p<0.05, **p<0.01, ***p<0.001

†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간부 나이 : 1. 29세 이하, 2. 30~39세, 3. 40세 이상 / 병사 나이: 1. 20세 이하  2. 21세 3. 2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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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비의도  손상 경험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

변수
간부 　 병사

OR 95% CI 　 OR 95% CI
스트 스 1†

없음 1.000 1.000 

보통 1.176 (0.776 - 1.784) 1.151 (0.797 - 1.664)

많음 1.595* (1.029 - 2.474) 1.189 (0.786 - 1.800)

스트 스 2†

없음 1.000 1.000 

보통 0.990 (0.721 - 1.360) 0.859 (0.619 - 1.194)

많음 1.198 (0.758 - 1.893) 1.192 (0.748 - 1.898)

사회  지지-군내

낮음 0.899 (0.670 - 1.206) 0.916 (0.672 - 1.248)

높음 1.000 1.000 

사회  지지-군외

낮음 1.045 (0.776 - 1.408) 0.954 (0.713 - 1.278)

높음 1.000 1.000 

군 소속

육군 1.000 1.000 

해군 0.863 (0.568 - 1.313) 1.655* (1.100 - 2.491)

공군 1.394 (0.915 - 2.124) 0.790 (0.495 - 1.260)

군 계 ＂

1 그룹 1.000 2.368* (1.173 4.782)

2 그룹 1.404 (0.548 - 3.595) 2.003* (1.029 - 3.903)

3 그룹 2.474* (1.012 - 6.048) 1.571 (0.821 - 3.005)

4 그룹 2.043 (0.809 - 5.163) 1.000 -

군 병과

투병과 7.928** (1.909 - 32.929) 0.945 (0.459 - 1.943)

기술병과 7.308** (1.753 - 30.470) 1.250 (0.595 - 2.627)

행정병과 6.300* (1.424 - 27.871) 1.053 (0.455 - 2.440)

특수병과 1.000 1.000 

복무 구분

장기 1.000 -

단기 이하 1.174 (0.799 - 1.726) - -

근무 유형

주간 1.000 1.000 

야간  교 1.001 (0.619 - 1.618) 1.053 (0.789 - 1.405)

근무지 유형

도시 1.000 1.000 

소도시 0.976 (0.636 - 1.497) 1.046 (0.728 - 1.505)

군/읍/면소재지 1.160 (0.749 - 1.797) 1.147 (0.741 - 1.775)

　 격오지 0.857 (0.420 - 1.747) 　 1.162 (0.639 - 2.112)

연도

2014 1.261 (0.952 - 1.670) - -

2015 1.000 -

＊ *p<0.05, **p<0.01, ***p<0.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스트 스 1: 직업생활  또는 일과  스트 스 / 스트 스 2: 개인생활  또는 일과 후 스트 스

‡ 간부 군 계 : 1.  이상 장교, 2.  장교, 3. 상사 이상 부사 , 4. /하사 부사

    병사 군 계 : 1. 병장, 2. 상병, 3. 일병, 4. 이병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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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는 이 연구의 흥미변수인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다른 혼란변수들을 보정하기 과 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시행한 분석 결과이다. 간부에서는 모든 혼

란변수들을 보정하기  교차비가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이 있을 경

우 1.988(95% CI= 1.271-3.110),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2.021(95% 

CI= 0.853-4.790)로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모든 혼란변수들을 보정하고 난 후에는 교차비가 높아지는 양상

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사에서는 보정  교차비가 정

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1.725(95% CI= 1.196-2.489),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3.108(95% CI= 1.459-6.621)로 우울증상이 심할수

록 높아졌고, 이러한 양상은 보정 후에도 비슷하 다. 

표 14.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보정 보정후†‡

간부 병사 간부 병사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우울증상 　

한 우울 2.021 (0.853-4.790) 3.108** (1.459-6.621) 1.515 (0.559-4.107) 3.108* (1.207-8.006)

우울증상 1.988** (1.271-3.110) 1.725** (1.196-2.489) 1.667* (1.002-2.775) 1.696* (1.091-2.639)

정상 1.000 　 1.000 　 1.000 　 1.000 　

＊ *p<0.05,**p<0.01,***p<0.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간부 보정변수: 성별, 나이,   결혼, 교육, 군 소속, 군 계 , 군 병과, 근무지 유형, 근무 유형,        

    복무구분, 흡연, 음주, 증도 운동, 주  건강상태, 수면시간, 만성질환,   BMI, 반  정신건강,   

    직업생활  스트 스, 개인생활  스트 스, 사회 지지 군내  군외

‡ 병사 보정변수: 나이, 교육, 군   소속, 군 계 , 군 병과, 근무지 유형, 근무 유형, 흡연, 음주, 증도  

    운동, 주  건강상태, 수면시간, BMI, 반  정신건강, 일과    스트 스, 일과 후 스트 스,     

    사회 지지 군내  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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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 련 요인 세부 분석 결과

  표 15는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군 련 요인의 

하 집단을 구분하여 세부 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

다. 세부 분석에 사용된 요인은 간부에서는 남군과 여군의 특성을 알아

보기 해 성별을 포함하 고, 간부와 병사 공통으로는 군 소속  군 

계 , 군 병과를 포함하 다. 

  먼  간부의 분석 결과에서는 성별에서 남군의 정상군에 비해 우울

증상의 교차비가 1.795(95% CI= 1.044-3.087)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

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는 1.942(95% CI= 0.658-5.728)로 더 높았

지만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여군에서는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군 소속에서

는 공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한 우울증상에서의 교차비가 8.403(95% 

CI= 1.017-69.40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군 계 에서는 

장교에서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3.388(95% CI= 

1.243-9.234)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

는 3.153(95% CI= 0.532-18.695)로 높았지만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장교 이상  상사 이상 부사 , ·하사 부사 에서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 값은 없었다. 군 병과에서는 투병과와 

기술병과에서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교차비가 높아졌지

만 모든 구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사의 분석 결과에서는 군 소속에서 육군의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

상의 교차비가 2.250(95% CI= 1.190-4.254)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

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는 3.137(95% CI= 0.739-13.320)으로 더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해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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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23.683(95% CI= 1.925-291.359)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매우 높았지만, 증가되는 양상은 없었다. 공군에서는 모든 구

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군 계 에서는 상병에서 정

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차비가 2.335(95% CI= 1.073-5.08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는 4.000(95% CI= 

0.579-27.626)으로 더 높았지만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병장과 일병에

서는 교차비가 증가되는 양상이 있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값

은 없었다. 군 병과에서는 기술병과에서 정상군에 비해 우울증상의 교

차비가 2.504(95% CI= 1.090-5.752)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한 우울증상의 교차비는 2.675(95% CI= 0.285-25.104)로 높았지만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투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에서는 모든 구간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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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군 련 변수 세부 분석 결과

변수

간부 병사

우울증상 우울증상

정상 우울증상 한 우울증상 정상 우울증상 한 우울증상

OR OR 95% CI OR 95% CI OR OR 95% CI OR 95% CI

성별 　 　 　 　 　 　 　 　 　 　 　 　 　 　 　 　 　 　

남군 1.000 1.795* (1.044 - 3.087) 1.942 (0.658 - 5.728) - - -

여군 1.000 0.314 (0.026 - 3.849) 0.008 (0.001 - 2.394) - - -

군 소속

육군 1.000 1.562 (0.827 - 2.951) 1.711 (0.496 - 5.909) 1.000 2.250* (1.190 - 4.254) 3.137 (0.739 - 13.320)

해군 1.000 1.736 (0.291 - 10.354) - - 1.000 0.933 (0.351 - 2.482) 23.683* (1.925 - 291.359)

공군 1.000 2.508 (0.795 - 7.909) 8.403* (1.017 - 69.401) 1.000 2.063 (0.737 - 5.779) 0.833 (0.066 - 10.582)

군 계 †

1 그룹 - - - - - 1.000 2.240 (0.689 - 7.280) 11.524 (0.925 - 143.546)

2 그룹 1.000 3.388* (1.243 - 9.234) 3.153 (0.532 - 18.695) 1.000 2.335* (1.073 - 5.081) 4.000 (0.579 - 27.626)

3 그룹 1.000 0.214 (0.025 - 1.830) 4.252 (0.206 - 87.658) 1.000 1.908 (0.876 - 4.157) 3.085 (0.636 - 14.954)

4 그룹 1.000 1.795 (0.901 - 3.576) 0.585 (0.118 - 2.892) - - - - -

군 병과

투병과 1.000 1.685 (0.903 - 3.148) 1.669 (0.546 - 5.098) 1.000 1.606 (0.890 - 2.899) 2.986 (0.800 - 11.153)

기술병과 1.000 1.367 (0.417 - 4.477) 1.403 (0.103 - 19.161) 1.000 2.504* (1.090 - 5.752) 2.675 (0.285 - 25.104)

행정병과 1.000 1.127 (0.198 - 6.434) - - 1.000 0.346 (0.017 - 7.020) 6.582 (0.318 - 13.184)

　 특수병과 - - 　 - 　 - 　 - 　 - - 　 - 　 - 　 - 　

＊ *p<0.05,**p<0.01,***p<0.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간부 군 계 : 1.  이상 장교, 2.  장교, 3. 상사 이상 부사 , 4. /하사 부사  / 병사 군 계 : 1. 병장, 2.   상병, 3. 일병, 4. 이병 이하

‡ 모든 혼란변수 보정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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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한 고찰

  이 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 장병의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

에 미치는 향을 다양한 부분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각도로 

분석하 다. 비의도  손상 유무에 따른 각 요인들의 빈도와 분포를 

악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와, 혼란변수들을 보정하기 과 후에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하 다. 

한, 군 특성을 층화하여 추가 분석함으로써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

에 미치는 향을 다양하게 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비의도  

손상 발생시기별과 발생유형별 간부와 병사의 발생률을 구하여 비교하

으며, 우울증상의 정도와 비의도  손상의 발생 시기  발생 유형의 

빈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악함으로써, 군 장병의 비의도  손상을 

방하기 한 기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 다.

  이 연구의 특징  하나는 우리나라 군을 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

을 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군에 

일반화하여 용할 수 있다는 이다. 군인 건강조사는 국군 의무학교 

주 으로 2014년에 1차로 시행되어 2015년까지 자료화 할 수 있으며, 

군 장병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목 으로 조사된 군의 표  건강 

조사 자료라 할 수 있다. 재 해당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울증상과 비의도  손상과의 계에 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아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56 -

  이 연구의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의 비의도  손상에 한 연구에

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통제하여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검정했다는 이다. 여러 변수가 활용되다 보니,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시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 문제가 생기면 회귀분석의 제를 

배하게 되는 우려가 발생하여 다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한 분

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VIF) 분석을 시행하 다. 이 결과, 이 연

구에서 포함하고자 했던 모든 변수간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악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른 가설 검정에는 문

제가 없었다. 한, 가설 검정을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이 

합한 것인지에 한 단을 Hosmer-Lemeshow’s goodness-of-fit test 

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음을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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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한 고찰

  이 연구의 목 은 군 장병들을 상으로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세부 으로 군 특성을 반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악하여 비의도  손상 방을 한 군 보건정책의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구체 인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 에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병의 비의도  손상 경험의 빈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간부는 총 3,732명  245(6.6%)명이었고, 병사는 총 1,960명  

262(13.4%)명으로, 간부보다 병사의 손상 경험 발생 빈도가 2배 많았다. 

한, 우울증상을 3개 그룹으로 범주화하여 비의도  손상 경험의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 우울증상 그룹에서 간부의 발생 비율

보다 병사의 발생비율이 3배 가까이 많았다. 근무  훈련  발생한 

비의도  손상인 경우 한 우울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간부에 비해 

병사가 2배 이상 많았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병사들의 우울 수 이 

간부들의 우울 수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황정우, 2015), 병사

는 간부와 달리 동료들과 부  내 공동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의 분리 등 독특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Warner et al., 200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한된 환경 속에서 군 복

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우울  비의도  손상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 장병의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간부에서는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비의도  손상 험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병사에서는 우울증상의 수 이 높아질수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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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손상 험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을 상으로 우울증상과 비의

도  손상과의 계를 연구한 결과와도 비슷하다. 우울증상이 없는 정

상군에 비해 우울증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의도  손상이 발생할 

험도가 증가하 다(Park, 2015). 한, 연령과 성별만을 보정하 을 때

와 모든 통제변수를 보정하 을 때를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결과에 차

이는 있지만 우울증상이 심해질수록 비의도  손상의 발생 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은 비슷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군 장병에 있어서

도 우울증상 수 의 증가는 비의도  손상의 험을 증가시키는 문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국외의 연구 사례에서도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의 험 요인임을 확인하 다(Sprince et al., 2003; 

Tiesman et al., 2006). 특히, Tiesma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항우울

제 복용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데, 우울

증상이 있을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험도는 감소하지만 여

히 비의도  손상의 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비의도  손상 유형 에 추락의 발생 분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근로자보다 비 근로자에서, 나

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에서의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ragar et al., 2013).  다

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과 같은 정신  문제에 한 치료를 기에 실

시할 경우 비의도  손상 발생을 일 수 있다고 하 다(Cohen et al., 

2003). 

  국외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상 외에 다른 정신  요인이 비의도  손

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사례도 있는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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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의도하지 않은 손상을 할 험이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비의도  손상을 재발할 험은 4.5배 높다고 보고된 바 있

다(Wan et al., 2006). 한, 스트 스가 비의도  손상의 표  유형인 

교통사고의 험요인임을 밝 낸 연구도 있다(Petridou & Moustaki, 

2000). 이번 연구에서도 다른 정신  요인으로 반  건강상태를 측정

한 K10 척도 수, 스트 스, 사회  지지 등을 포함하여 로직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해 보았으나,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다만, 간부에서 직업생활  스트 스가 많을 경우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쳤고, 병사에는 일과  

스트 스가 많을수록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쳤으나 통계  유의성

은 없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군 장병의 우울증상이 다른 정신  요

인에 비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력이 상 으로 크게 존재함

을 알 수 있었다. 한, 우울증상 외에 공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질

환에 한 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기제 

 하나로 주의력 조 을 방해하여 안 한 행동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Rowe et al., 2004).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

을 갖고 있는 경우 기능  능력이 하되어 비의도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Korniloff et al., 2012). 국방부의 

‘2012년 군 우울증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체 군부 의 주요우울

장애 유병률은 4.6%로 일반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1.8%인 것과 비교

하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우정희 & 박주 , 2014). 군 소

속별 조사에서는 육군이 7%, 해군이 3.9%, 공군이 2%로 큰 편차를 보

이지만, 가장 낮은 공군의 유병률도 일반 남성보다 높았다. 이처럼 군

인은 우울장애를 경험할 험도 높고, 이로 인한 비의도  손상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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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험도 높다. 따라서 군인들의 우울증이 미치는 향의 심각성을 인

식하고, 우울증의 기 진단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극 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문 상담시스템 구축, 실질  지휘 리 감

독체계 마련 등 방정책을 실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장병의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군 특

성의 하 집단을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 간부에서는 남군인 경우와 

공군 소속인 경우, 장교인 경우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 발생 

험에 부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사에

서는 육군 소속, 해군 소속, 기술병과인 경우 부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인 경우, 국·내외의 연구

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의도  

손상의 유병률이 높고(Tiesman et al., 2006; Park, 2015), 우울증상이 비

의도  손상의 험요인으로 작용함에 있어서도 남성인 경우가 높았다

(Fragar et al., 2013). 한편, 이번 연구 결과와 반 의 결과로, 다른 직

업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종사들의 직업생활  손상을 경험

한 여성 근로자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을 경

우가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Peele & Tollerud, 2005). 이 연구에서

는 남성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체 으로 여성

보다 남성에서의 비의도  손상 험이 높지만, 직업군에 따라 직업생

활  손상에 우울증상이 미치는 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간부와 병사에서 군 특성의 하 집단을 세부 분석한 결과가 상이하

게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군이지만 소속 는 

임무와 주둔지역에 따라 투를 상시 비해야 하는 군인도 있고, 평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도 있다(King et al., 2006). 한, 군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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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있어서도 장교 는 병사에 따라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  심리

 문제가 다를 수 있다(Pflanz & Ogle, 2006). 따라서 비의도  손상을 

방하기 한 정책 한 간부와 병사의 특성을 반 하는 등 군 특성

을 고려하여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울증상이 있는 군인들

의 비의도  손상을 방하기 해 간부 상 장교 우울증 선별검

사 시행, 병사 상 계 별 정신건강강화 로그램 차등 시행 등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군인 건강 조사 자료는 

연구 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비의도  손상 경험에 한 질문에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해내지 못해 상자가 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비의도  손상 

경험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데이터가 아닌 연구 상자의 자가 기입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의도  손상 경험의 정확성을 단하기 어렵

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연구 상자의 

의무기록을 토 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 

  둘째, 흥미변수인 우울증상 14년에는 CESD-11로, 15년에는 BDI-Ⅱ로 

각각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어 결과 값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문헌 고찰를 통해 우울증상군을 분류하는 단 을 각

각 용한 후 범주화하여 분석하 고, 부록 표 3과 같이 15년만 분석하

을 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비의도

 손상의 교차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 가설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간주하 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비의도  손상에 험요인  하나로 개인 

는 가구소득이 있으나, 군인 건강 조사 자료에는 소득이 조사되지 않

아 통제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변수 락에 따른 가설 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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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군인 특성상 국가의 산 지원으로 운 되는 

조직체이므로 가설 검정에 있어 소득의 큰 향은 없을 것으로 간주된

다. 

  넷째, 간부와 병사가 신분 간 특성 차이로 인해 분석에 활용된 변수

가 상이하여, 보정변수의 차이로 인한 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값 비교 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인 건강 조사 자료는 일정한 시 에 조사된 단면연구

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  발생시 을 밝힐 수 없어 흥미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  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군인 건강 

조사 자료는 우리나라 군인을 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상으로 

국가기 에서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이다. 특정 군 는 특정 신분 

 계 을 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군인의 반 인 특성

을 반 한 연구 집단을 상으로 비의도  손상 발생에 미치는 향을 

악했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군인의 주요 사망사고 원

인에 해당하는 비의도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미

비한 단계에서, 군 장병의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을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러 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한 국내 

첫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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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의 험을 높이는 요인이

며, 우리나라 군 장병의 우울증상 리가 투력 손실을 야기하는 비의

도  손상을 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 군에서 운 되고 있는 보건정책은 부분 자살 방  

스트 스 리 등에 이 맞춰져 있어 군 장병의 우울증상 리가 

실질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군 응을 해 부분의 정

신건강과 련된 정책  요소가 군 단기 복무자인 하사 는 일·이병 

등 낮은 계 의 장병을 심으로 운 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군 신분, 소속, 계 , 병과에 따라 

우울증상이 비의도  손상에 미치는 향이 다르며, 특히 장교  

상병·병장 등 신분별 높은 계 에서의 비의도  손상의 험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군 특성을 반 한 맞춤

형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즉, 재 군에

서 정착되어 운 되고 있는 자살 방시스템, 신인성검사, 스트 스 평

정과 같이 정책 으로 군 장병에게 합한 우울증상 검사 척도를 활용

하여, 군 특성을 반 한 차등 인 검사를 주기 으로 시행되어야 하겠

다. 한, 우울증상 리를 한 지휘 리 감독체계를 구축함고, 문  

상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군은 국가의 안 를 해 헌신하는 군인의 

소 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군 장

병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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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독립변수의 VIF 값 　 　

　 간부 병사

우울증상 1.393 1.562 

성별 1.265 -

나이 2.217 1.217 

교육 1.141 1.043 

결혼 2.176 -

군 소속 1.334 1.354 

군 계 1.273 1.222 

군 병과 1.387 1.238 

복무 구분 1.746 -

근무지 유형 1.206 1.249 

근무 유형 1.015 1.098 

흡연 1.170 1.067 

음주 1.028 -

등도 운동 1.035 1.014 

주  건강상태 1.087 1.133 

만성질환 1.092 -

수면시간 1.061 1.015 

BMI 1.235 1.020 

반  정신건강 1.342 1.488 

직업생활 (일과 ) 스트 스 1.335 1.321 

개인생활 (일과 후) 스트 스 1.248 1.288 

사회  지지-군내 1.232 1.211 

사회  지지-군외 1.194 1.137 

연도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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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독립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간부, 15 년)

변 수　　 체
(1,958)

비의도  손상 경험

p-value있음 없음

명 (%) 명 (%) 
우울감

  한 우울감 12 2 (16.7) 10 (83.3) 0.0705

  경한 우울감 92 9 (9.8)   83 (90.2)

  없음 1,854 104 (5.6) 1,750 (94.4)

성별

  남자 1,817 104 (5.7) 1,713 (94.3) 0.3121

  여자 141 11 (7.8) 130 (92.2)

나이

  ≤29 1,242   67 (5.4) 1,175 (94.6) 0.3493

  30~39 470 34 (7.2) 436 (92.8)

  ≥40 246 14 (5.7) 232 (94.3)

결혼

  기혼 737 48 (6.5) 689 (93.5) 0.3497

  미혼 1,221 67 (5.5) 1,154 (94.5)

교육

  고졸 이하 371 19 (5.1) 352 (94.9) 0.4938

  재 이상 1,590 96 (6.0) 1,494 (94.0)

흡연

  비흡연 1,126 58 (5.2) 1,068 (94.8) 0.1138

  흡연 832 57 (6.9) 775 (93.1)

음주

  비음주 395 28 (7.1) 367 (92.9) 0.2503

  음주 1,563 87 (5.6) 1,476 (94.4)

등도 운동

  운동함 1,606 95 (5.9) 1,511 (94.1) 0.8660

  운동안함 352 20 (5.7) 332 (94.3)

주  건강상태

  좋음 1,829 102 (5.6) 1,727 (94.4) 0.0356

  나쁨 129 13 (10.1) 116 (89.9)

만성질환

  없음 1,868 104 (5.6) 1,764 (94.4) 0.0087

  있음 90 11 (12.2) 79 (87.8)

수면시간

  5 시간 이하 277 21 (7.6) 256 (92.4) 0.2209

  6~8 시간 1,640 90 (5.5) 1,550 (94.5)

  9 시간 이상 41 4 (9.8) 37 (90.2)

BMI

  체 364 23 (6.3) 341 (93.7) 0.0012

  정상 1,135 50 (4.4) 1,085 (95.6)

  과체  이상 459 42 (9.2) 417 (90.8)

반  정신건강

  좋음 1,875 109 (5.8) 1,766 (94.2) 0.5914

  나쁨 83 6 (7.2) 77 (92.8)

  격오지 118 5 (4.2) 113 (95.8)

＊ p-value : chi-squared 검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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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독립변수에 따른 비의도  손상 유무 비교 (간부, 15 년) <계속>

변 수　　 체
(1,958)

비의도  손상 경험

p-value있음 없음

명 (%) 명 (%)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396 23 (5.8) 373 (94.2) 0.1962

  보통 970 49 (5.1) 921 (94.9)

  많음 592 43 (7.3) 549 (92.7)

개인생활  스트레스

  없음 904 48 (5.3) 856 (94.7) 0.0084

  보통 860 46 (5.3) 814 (94.7)

  많음 194 21 (10.8) 173 (89.2)

사회 지지-군내

  낮음 1,059 72 (6.8) 987 (93.2) 0.0587

  높음 899 43 (4.8) 856 (95.2)

사회 지지-군외

  낮음 1,241 80 (6.4) 1,161 (93.6) 0.1559

  높음 717 35 (4.9) 682 (95.1)

군 소속

  육군 855 50 (5.8) 805 (94.2) 0.4855

  해군 469 23 (4.9) 446 (95.1)

  공군 634 42 (6.6) 592 (93.4)

군 계

  장교 이상 137 6 (4.4) 131 (95.6) 0.0559

  장교 516 20 (3.9) 496 (96.1)

  상사 이상 부사 323 26 (8.0) 297 (92.0)

  /하사 부사 982 63 (6.4) 919 (93.6)

군 병과

  투병과 1,200 69 (5.8) 1,131 (94.3) 0.0470

  기술병과 496 36 (7.3) 460 (92.7)

  행정병과 163 10 (6.1) 153 (93.9)

  특수병과 99 - (0.0) 99 (100.0)

복무 구분

  장기 1,113 65 (5.8) 1,048 (94.2) 0.9427

  단기 이하 845 50 (5.9) 795 (94.1)

근무지 유형

  도시 363 26 (7.2) 337 (92.8) 0.5191

  소도시 830 44 (5.3) 786 (94.7)

  군/읍/면소재지 647 40 (6.2)    607 (93.8)

  격오지 118 5 (4.2) 113 (95.8)

근무 유형

  주간 1,774 102 (5.7) 1,672 (94.3) 0.4701

  야간  교 184 13 (7.1) 171 (92.9)

총 계 1,958 115 (5.9) 1,843 (94.1)

* p-value : chi-squared 검정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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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간부, 15년)

　 　 OR 95% CI
우울증상

한 우울증상 3.414 (0.508 - 22.932)

우울증상 1.450 (0.619 - 3.396)

없음 1.000 

성별

남자 1.000 

여자 1.894 (0.838 - 4.283)

나이

29세 이하 1.000 

30~39 1.335 (0.671 - 2.656)

40세 이상 0.766 (0.281 - 2.087)

결혼

기혼 1.000 

미혼 0.852 (0.459 - 1.583)

교육

고졸이하 1.000 

재이상 1.494 (0.869 - 2.571)

흡연

비흡연 1.000 

흡연 1.360 (0.889 - 2.081)

음주

비음주 1.000 

음주 0.805 (0.507 - 1.279)

등도 운동

운동함 1.000 

운동안함 0.896 (0.533 - 1.506)

주  건강상태

좋음 1.000 

나쁨 1.326 (0.679 - 2.587)

만성질환

없음 1.000 

있음 1.933 (0.912 - 4.094)

수면시간

5시간이하 1.148 (0.678 - 1.945)

6~8시간 1.000 

9시간이상 1.753 (0.575 - 5.348)

BMI

체 1.337 (0.739 - 2.421)

정상 1.000 

과체  이상 1.925** (1.228 - 3.017)

반  정신건강

좋음 1.000 

　 나쁨 0.638 (0.20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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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간부, 15년) <계속>

　 　 OR 95% CI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1.000 

보통 0.740 (0.412 - 1.331)

많음 0.849 (0.452 - 1.595)

개인생활  스트레스

없음 1.000 

보통 1.017 (0.631 - 1.640)

많음 1.814 (0.956 - 3.442)

사회  지지-군내

낮음 1.237 (0.799 - 1.914)

높음 1.000 

사회  지지-군외

낮음 1.207 (0.765 - 1.904)

높음 1.000 

군 소속

육군 1.000 

해군 0.872 (0.463 - 1.643)

공군 1.611 (0.865 - 3.003)

군 계

장교 이상 1.000 

장교 0.817 (0.276 - 2.418)

상사 이상 부사 1.724 (0.640 - 4.646)

/하사 부사 1.320 (0.462 - 3.768)

군 병과

투병과 - -

기술병과 - -

행정병과 - -

특수병과 1.000 

복무 구분

장기 1.000 

단기 이하 1.402 (0.788 - 2.495)

근무지 유형

도시 1.000 

소도시 0.801 (0.473 - 1.354)

군/읍/면소재지 0.874 (0.478 - 1.598)

격오지 0.635 (0.224 - 1.804)

근무 유형

주간 1.000 

　 야간  교 1.138 (0.605 - 2.144)

Hosmer-Lemeshow 
p=0.8505

p-value

＊ *p<0.05,**p<0.01,***p<0.001

†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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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간부, 병사와 통제변수 동일)

　 　 OR 95% CI

우울증상

한 우울증상 1.858 (0.770 - 4.484)

우울증상 1.363 (0.838 - 2.216)

없음 1.000 

나이

29세 이하 1.000 

30~39 1.196 (0.891 - 1.604)

40세 이상 1.152 (0.690 - 1.924)

교육

고졸이하 1.000 

재이상 1.220 (0.889 - 1.672)

흡연

비흡연 1.000 

흡연 1.143 (0.892 - 1.464)

등도 운동

운동함 1.000 

운동안함 0.779 (0.548 - 1.107)

주  건강상태

좋음 1.000 

나쁨 1.187 (0.778 - 1.811)

수면시간

5시간이하 1.091 (0.780 - 1.527)

6~8시간 1.000 

9시간이상 1.027 (0.440 - 2.396)

BMI

체 1.225 (0.882 - 1.700)

정상 1.000 

과체  이상 1.740*** (1.321 - 2.291)

반  정신건강

좋음 1.000 

나쁨 0.796 (0.411 - 1.539)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1.000 

보통 1.332 (0.915 - 1.938)

많음 1.745* (1.171 - 2.600)

개인생활  스트레스

없음 1.000 

보통 0.995 (0.752 - 1.316)

　 많음 1.137 (0.749 - 1.726)



- 76 -

부록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간부, 병사와 통제변수 동일) <계속>

　 　 OR 95% CI

사회 지지-군내

낮음 1.002 (0.769 - 1.306)

높음 1.000 

사회 지지-군외

낮음 1.033 (0.789 - 1.351)

높음 1.000 

군소속

육군 1.000 

해군 0.765 (0.519 - 1.128)

공군 1.162 (0.807 - 1.671)

군계

장교 이상 1.000 

장교 1.901 (0.773 - 4.672)

상사 이상 부사 2.908* (1.214 - 6.962)

/하사 부사 2.46* (1.010 - 5.989)

군 병과

투병과 9.084** (2.217 - 37.215)

기술병과 8.574** (2.082 - 35.314)

행정병과 7.355** (1.693 - 31.944)

특수병과 1.000 

근무지유형

도시 1.000 

소도시 0.945 (0.644 - 1.386)

군/읍/면소재지 1.003 (0.683 - 1.472)

격오지 0.673 (0.353 - 1.282)

근무유형

주간 1.000 

　 야간  교 1.095 (0.722 - 1.661)

Hosmer-Lemeshow 
p=0.4361

p-value

＊ *p<0.05,**p<0.01,***p<0.001

†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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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deaths due to unintentional injuries correspond to an average of 33% 

per year over the past 10 years. The lethal accident of the army brings down the 

morale of the army and the loss of the military forc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 fighting power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defense power. In addition, 

depression is the most crucial factor which threatens the ment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military 

personnel's depressive symptoms affect unintentional injuries in order to prevent 

death or injury due to unintended injuries of military personnel.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014, 2015 Military Health Survey (MHS), 

conducted by the ROK School of Military Medicine and designed to obtain 

military health determinants.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5,692 subject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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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unintentional injuries experience (military executives: 3,732; enlisted 

soldiers: 1,960). The dependent variable was unintentional injuries in the last 

year. Depressive symptoms was measured using the scale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 11) and in 2015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 II (BDI - Ⅱ). And Chi-square tests and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3,732 military executives, 245 (6.6%) of them suffered unintentional 

injuries. And of the 1,960 enlisted soldiers, 262 (13.4%) enlisted soldiers had 

experienced unintentional injuries. We found that the depressive symptoms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OR) of risk of unintentional injuries (OR=1.66, 

95% confidence interval [CI]=1.00-2.77) compared to normal group among military 

executives. In enlisted soldiers, compared to normal group, depressive symptoms 

and high depressive symptoms had significantly higher ORs of unintentional 

injuries (depressive: OR=1.69, 95% CI=1.09-2.63; high depressive: OR=3.10, 95% 

CI=1.20-8.00). And odds ratio of before and after covariates had adjusted were 

slightly attenuated in subjects with depressive symptoms, but remained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nagement of depression of Korean military 

personnel is one way which could prevent unintentional injuries. However, the 

health policy currently operated by the military is focused mostly on suicide 

prevention and stress management, so prevention on depression of military 

personnel has practically not been done substantially.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nagement of customized type of depress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must be established. 

key words: depressive symptoms, unintentional injuries, military executives, 

enlisted sold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