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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먼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합니다. 또, 부족함이 많지만 軍人의 신분으로 2년이라는 기간동안 석사학위

위탁교육 과정을 허락해주신 대한민국 육군과 국군수도병원, 의정병과 선후배

장교님들,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번의 도전 끝에 위탁 선발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때 기쁨과 감격

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에 와서 영어로 면

접을 볼 때의 긴장감과 합격 후 입학을 기다리던 설레임, 그러나 쉽지만은 않

았던 연구실 생활과 위탁장교 총무 임무수행까지, 군인의 신분으로 30대 초반

의 아름다운 시간을 이곳 연세대학교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

무나도 큰 경험이자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보, 개인지도를 통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

으셨던 박은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 위탁생인 저를 일반학생들

과 동등하게 대우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 많은 열정을 쏟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는 물론, 보건학도 모르던 제가 연구실에 들

어와 12편의 논문을 쓰고 그 중 6편의 SCI(E) 논문과 1편의 KCI 논문 등재,

학위논문까지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있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수님의 교육 철학인 ‘유학유심(有學有心)’의

자세를 배운 저는 앞으로 군 생활에 있어서도 그 정신과 자세를 잊지 않고 실

천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짧은 학업 기간을 정리하고 군으로 복

귀하지만, 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

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아직 부족한 보건학 분야에 대한 공

부를 지속하여 먼 훗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남정모, 지선하, 장성



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배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군 의무병과인으로

써 관련분야에 대한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

다.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 군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유근영 암센터

명예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고등학교의 대선배이시면서

국군수도병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던 상관이셨지만, 언제나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던 선배님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언젠가 지휘관의 임무를 부여 받을 때, 그 모습을 따라 부대를

지휘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위탁교육에 지원할 때 흔쾌히 승인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이 교육과정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배려와 지도, 잊지 않고 군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2년 동안 함께 학업과 연구에 임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학과 선생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논문뿐만 아니

라 제가 작성한 12편의 논문 작성과정에 참여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언

을 주신 멘토 오소연 선생님, 연구 설계와 분석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해

법을 찾아주신 최동우 선생님, 항상 필요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장

지은 선생님, 마지막 학기를 함께하며 연구실에 긍정에너지를 쏟아 주신 주혜

진 선생님께 감사하며, 보건학과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생활을 함께 시

작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동기 권준현, 이두웅, 이현지, 주재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며 우리나라 보

건의료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며, 훗날 서로가 더 성장한 모

습으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학위과정에 들어오기까지 군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도해주신 홍성균,

이현민, 박관현, 하범만 대령님, 황대환, 고현범, 허성욱, 임규광 중령님, 김동

진, 박영희, 김정규, 이경원, 김태경, 최윤석 소령님, 고병철 대위님, 이혜민 선



배님 감사하며,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며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동기 강소희, 윤지수, 정한솔 대위님, 김광섭, 김초미, 방

승현, 이슬기님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Person first

를 솔선수범의 자세로 지도해주신 원선영 중령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 거침없

고 혈기왕성했던 제가 지금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대장님께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 진심어린 지도가 있

었기 때문입니다. 부대 지휘와 병력관리에 있어,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

는 ‘척’하는 군인은 여럿 보았지만, 기독군인으로서 진심으로 부하들을 위하고

그들의 임무와 생활영역 전 범위에서 개선사항을 고민하는 대장님의 모습은

저를 비롯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권한과 권위보다는 솔선수

범과 책임을 보여주셨던 대장님의 모습을 아직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으며,

저 또한 대장님과 같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했지만, 듬직한 큰 형의 모습으로 지금

까지 이끌어주신 김해중 소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내 최상급 의료기관

인 국군수도병원에서 많은 선배들이 기피하던 보직인 ‘의무보급장교’와 ‘인사

계획장교’ 임무를 무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

려,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선배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는 후

배장교가 되겠습니다. 또, 저도 선배님처럼 후배장교들에게 열정과 마음을 쏟아

실력 있는 후배를 양성하고 발전이 있는 군과 의무병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인 군사 영어반 시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현태 중령님, 이유진 소령님, 박민열, 박성균, 김정한, 송종원, 박균명,

박경원, 김찬혁 대위님, 유도건 상사님, 문성권 예비역 중사님 감사합니다. 여

러분과 함께 했던 6개월의 시간 동안 영어능력을 향상시켰고, 그것이 위탁교

육의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완의 시기에 군 의료의 컨트롤타워인 의무사령부와 군내 최상급병원인 국



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며 많은 고충을 나누었던 구범석, 장준수, 허은진, 조건

우, 안효찬, 고성찬, 임동엽, 조진희, 이지은 대위님, 김하늘 중위님, 김승현, 송

시훈 하사님, 라영진, 임동엽, 김민수, 송민재, 전병건 후배님들께 감사합니다.

벌써 10년 지기 벗이지만 평생 함께 할 김효식, 김상은, 박성진, 성연상, 안

민, 박용선님 감사합니다. 군 생활을 시작하며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친구들이

있어 항상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믿음으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김사진, 권은여, 이신, 주은경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응원과 믿음, 조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행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은

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대 후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

이 더 많아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데, 위탁교육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려준 당신이 있어 이 과정 또한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장 제17조, 의료권의 보장)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일원이며 의무병과의 일원으로써 소위 계급장을 부

여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선례로 남은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의무병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사단 의무근무대의 열악한 진료 환경, 예약의 어려움으로 진료를 포

기하는 일부 용사, 어렵게 군 병원에 방문하였어도 긴 기다림 끝에 받을 수

있는 진료, 그 속에 발생하는 군 병원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이미지. 이는

국민에 대한 군 의료의 신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의무병과 전 인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개선해 나가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



기 위해 육군에서 저에게 이번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셨듯이, 저 또한 이제 다

시 군으로 복귀하여 군 의료가 국민과 군에 신뢰받고,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김휘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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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목적

군대란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며 합법적으로 무력행사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위험요인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이 아플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각종 의료시설과 군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의

의료권에 대한 사항을 각종 법규와 규정,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각종 훈련 및 경계 작전 등 건제유지하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으로서 질병의 중증도와 임무수행 지장 여부에 따라

진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염좌, 골절, 화상 등 눈에 보이는 의료필요의 요구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한편 감기, 복통, 치통, 피부질환 등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개인

또는 상급자가 판단하기에 당장의 의료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병증에 대해서는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

계급, 근무지역(도서 산간 및 격오지 등), 조직문화(상명하복, 건제유지 등) 등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우며, 군인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경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인에게서 미충족 의료 발생 및 세부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유형별 질병에 따라 미충족 의료 발생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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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군인의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정신·심리적 건강 수준 및 군 의료

기관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군 건강조사(Military Health Survey)

2014-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 및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는 조사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군 복무 중 질병 경험을 한 장병

5,014명이었다. 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태 등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해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

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간 경험한 질병의 수와 미충족 의

료의 관련성과 질병 유형별 미충족 의료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경향성을 예측해보았다. 또 각 요인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 세부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성

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근무지역, 근무시간, 개인 민간보험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여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을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5,014명의 군인 중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사람은 1,208명(24.1%)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1개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1,530명(30.5%), 2개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1,236명(24.7%), 3개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920

명(18.4%), 4개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712명(14.2%), 5개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616명(12.3%)이었다. 그러나,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

한 군인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1개: 12.8%; 2개: 21.7%; 3개: 28.9%; 4개: 3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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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 38.6%),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더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

인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2개: 오즈비=1.8

2, 95% 신뢰구간:1.48-2.24; 3개: 오즈비=2.65, 95% 신뢰구간:2.14-3.28; 4개: 오

즈비=3.18, 95% 신뢰구간:2.55-3.98; 5개: 오즈비=3.63, 95% 신뢰구간:2.88-4.58;

준거집단: 1개). 또한, 여군이 남군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특수병과보다

전투병과 및 기행병과가, 부사관보다 장교와 병사가, 재경 및 각 군본부 지역

근무자보다 전방지역 근무자가, 단기복무자보다 장기복무자가, 주당 근무시간

이 48시간 이하인 군인보다 49시간 이상인 군인이, 군 의료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군인보다 만족하는 군인일수록 미충족 의료 발생 확률이 높았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응답한 미충족 의료 발생 세부 사유로는 ‘방문 시간

이 없어서 416명(34.4%)’,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258명(21.4%)’, ‘군 병

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120명(9.9%)’,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110명

(9.1%)’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분석되었다.

하위그룹 분석은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근무지역, 근무시간, 개인 민간

보험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할

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발생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안과·이비인후과, 내과적, 피부

과 질환에서는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을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을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

생할 확률이 높았고, 치과 질환에서는 ‘방문 시간이 없어서’,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

서’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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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군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많은 군인이 유형별 질환의 경험에 따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

진다는 것은 군인의 의료시설 방문의 자율성과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

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특히, 의료에 있어 비전문가인 군내 상급자나,

환자 개인이 자신의 증상을 판단하고 의료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언제든 의료시설을 방문하도록 군내 의료이용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

가 있으며, 군 의료시설의 진료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장병으로 하여금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미충족 의료, 연간 유형별 질병 경험, 군인, 군 건강조사, 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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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군대란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며 합법적으로 무력행사가

가능한 정부의 조직이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헌법 제10호, 1987).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

로 조직되어 있으며 해군에 해병대가 포함된다.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

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

로 하고 각 군은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한다(법률 제10821호, 2011). 따라서 군인은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부

상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군은 군인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

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018),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2018).

이에 군은 군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의무병과 요원들을 양성하여 군인의 의

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대와 의료시설과의 거리

적 접근성, 훈련 및 근무 등에 따른 시간부족, 일과 중 의료시설 이용시 상·하

급자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 고착을 걱정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충족 의료에 대해 먼저 연구를 시작한 해외에서는 이용과 접근의 개념에

서 대상자가 원하거나, 의료전문가가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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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했으면 예방, 경감 또는 제거하였을 수 있는

질병이나 불능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모두 미충족 의료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으며(Donabedian, 1973), 일부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를 의료서비스 필요

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Adey & Andersen, 1974; Vinton, 1997; Katz, 200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여부보다는 제공된 의료서비스가 상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로 보기도 하였다(Allen & Mor, 1997; Montoya

et al., 1997). 우리나라에서도 미충족 의료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장지은 등, 2018).

이렇듯 의료이용의 필요는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를 미충족 의료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곧 미충족 의료를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충족 요건은 필요한 의료이용이 이루어졌는가

이며, 두 번째 충족 요건은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느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는 질병의 조기발견 실패, 질병의 중증도 증가, 합병증 발

생 가능성 증가 등의 차원에서 질병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Aday et

al., 1974; Diamant et al., 2004).

의료의 필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질병을 어떻게 보고 개념화할 것인가는 의학의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질병의 개념을 정의한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질병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서양의학에서 의학의 전 분야에 걸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친

의사인 갈레노스는 병(nousos)과 질환(pathos)을 구별하는데 그의 정의에 따

르면 질병은 이미 확립되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질환은 아

직 확립되지 않고 진행 중인 병리적 상황이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Jeanne, 200

6). 또, 한 연구에서 질병을 약함, 힘의 결핍, 노동력의 상실 등으로 표현하였

으며, 결함이나 추함, 불편감, 고통이나 통증과 같은 것이 이를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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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litary hospital care statistics(2008-2017) (unit:cas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1,206,540 1,301,560 1,237,545 1,308,224 1,301,422 1,299,229 1,424,996 1,463,074 1,522,944 1,606,206

In
patient
care

41,095 46,772 44,934 50,882 46,812 46,125 46,713 44,412 43,851 41,022

Out
patient
care

1,165,445 1,254,788 1,192,611 1,257,342 1,254,606 1,253,104 1,378,283 1,415,672 1,479,093 1,565,184

* Source: Defense statistics yearbook 2018(Ministry of Natioanl Defense)

다고 정의하였다(여인석, 2007).

대한민국의 군대는 군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첫째, 각 제대별 의료시설을 통해 입대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군인들에게 군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한다. 둘째, 2004년 4월 30일 이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군 입

대 전에 받던 건강보험 혜택을 입대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

째, 격오지 근무병사 외래진료비 지원을 통해 산간벽지, 해안 및 도서지역, 레

이더 기지 등에 근무하는 병사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

며, 넷째, 의무후송항공대를 통해 응급상황시 신속한 군병원 이송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다섯째, 응급환자 위탁진료 제도를 이용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지

만 군 의료시설까지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 적시적 진료를 받

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Guard Post(GP)와 같이 의료접근이 제한되는 지

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 체계 또한 갖

추고 있다. 이렇듯 군은 장병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통해 매

년 120만건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방부, 2018)(Table 1).

그러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군 의료시설이니 만

큼 각 병원별 진료의 질과 양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군병원 중 수

도, 대전, 양주병원 등에서 특히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국방부, 2018)(Table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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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Inpatient care status by military hospital(2008-201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41,095 46,772 44,934 50,882 46,816 46,125 46,713 44,412 43,851 41,022

Seoul district 302 241 178 247 214 234 333 474 474 371

Capital 9,098 11,473 12,191 13,911 13,072 13,770 13,016 11,073 11,073 11,131

Busan 2,163 2,139 2,064 2,401 2,142 1,780 1,582 1,574 1,574 1,822

Hampyeong 2,804 3,288 2,967 3,439 3,373 3,084 2,893 2,394 2,394 2,668

Daegu 3,182 3,175 3,187 4,079 3,790 3,024 2,871 2,806 2,806 2,464

Daejeon 3,702 4,962 4,152 4,722 4,018 4,585 4,578 4,128 4,128 4,295

Goyang 2,913 2,955 1,978 2,055 2,430 2,103 2,284 1,875 1,875 2,136

Chuncheon 2,508 2,690 2,683 3,084 3,051 3,010 3,020 3,270 3,270 2,961

Hongcheon 2,610 2,666 2,924 3,274 2,738 2,345 2,557 2,346 2,346 2,142

Ildong 2,371 2,385 2,634 2,616 2,213 2,088 2,243 1,395 1,395 1,009

Yangju 4,479 4,998 4,932 5,004 4,661 4,984 5,443 6,060 6,060 4,921

Gangneung 1,616 1,909 1,724 2,089 1,903 1,704 1,464 1,568 1,568 1,554

Wonju 121 162 182 274 221 190 270 206 206 419

Guri 1,703 1,668 1,458 2,063 1,549 1,521 1,913 1,538 1,538 469

Pohang 749 1,072 898 798 670 731 779 990 990 794

NMMC 456 579 516 614 529 614 987 1,528 1,528 1,398

AMC 318 410 266 212 242 358 480 626 626 468

* Source: Defense statistics yearbook 2018(Ministry of Natioanl Defense)

** NMMC: Naval maritime medical center; AMC:Aerospace medical center

Table 2-2. outpatient care status by military hospital(2008-201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1,165,445 1,254,788 1,192,611 1,257,342 1,254,606 1,253,104 1,378,283 1,415,672 1,479,093 1,565,184

Seoul district 32,155 32,888 35,182 33,637 30,785 29,956 34,712 34,684 39,536 45,491

Capital 189,039 218,663 227,999 247,474 244,065 249,825 265,789 265,207 272,633 294,121

Busan 43,775 41,634 36,701 37,845 43,306 39,184 40,642 44,104 45,044 45,243

Hampyeong 50,090 56,076 51,875 46,568 46,721 50,434 58,432 61,632 65,955 65,696

Daegu 56,079 56,213 51,838 49,282 53,384 51,282 53,130 58,736 61,575 65,227

Daejeon 109,104 117,415 107,954 118,108 131,135 136,037 148,996 127,644 134,369 155,334

Goyang 90,662 107,582 82,889 97,988 95,530 90,952 104,483 116,241 110,402 127,986

Chuncheon 56,971 58,222 54,675 62,507 70,962 72,982 89,693 102,145 110,814 115,491

Hongcheon 82,947 85,889 83,857 87,890 82,231 78,789 79,253 86,700 88,901 96,600

Ildong 85,691 91,339 82,983 81,777 82,162 75,632 84,612 81,659 70,943 86,659

Yangju 142,057 140,888 147,772 155,195 139,013 136,857 149,778 154,063 171,211 159,742

Gangneung 45,155 46,395 40,974 47,979 51,607 55,669 63,442 65,944 67,055 79,873

Wonju 27,079 26,747 24,030 25,447 25,394 25,956 29,272 27,819 30,646 32,141

Guri 39,098 42,767 36,054 38,679 36,331 34,051 46,419 51,074 55,801 93,180

Pohang 43,777 54,986 52,477 52,497 44,946 41,652 46,493 50,269 54,957 51,845

NMMC 51,973 58,880 55,050 52,295 53,840 55,817 49,751 50,688 61,146 66,336

AMC 19,793 18,204 20,301 22,174 23,194 28,029 33,386 37,063 38,105 38,219

* Source: Defense statistics yearbook 2018(Ministry of Natioanl Defense)

** NMMC: Naval maritime medical center; AMC:Aerospace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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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전투, 훈련 또는 병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이며(Frank et al., 1984; Geroge et al., 1996;

Bruce et al., 2003), 군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었다(강맑음, 2017; 김태경, 2017; 문도원, 2017; 박지훈, 2008).

국내외에서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군

인이 경험하는 미충족 의료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국내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

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자료뿐이었으며(김태경, 2017), 국외에

서도 군인가족 또는 군인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분석한 것이 전부였다(Golub

et al., 2013).

이에 이 연구는 군인이 경험하는 질병의 수에 따라 미충족 의료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고, 유형별 질병 경험과 미충족 의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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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군인의 미충족 의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군내 발생 질

환의 유형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

였으며, 향후 군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군 보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질병 경험 수에 따라 미충족 의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군 특성 관련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 및 세부 발생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의 차이를 확인한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질병을 유형별로 구분 후 미충족 의료 세부 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질환별 관련성의 차이점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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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미충족 의료의 개념

미충족 의료(unmet medical need)란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의료이용 필요’와 ‘필요 의료서비스 충족’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상자가 원하거나 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

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료이용을 했으

나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될 수 있다(김휘준, 2019). 미

충족 의료는 ‘의료서비스 필요의 충족’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전

제하여 나온 개념이므로 의료서비스 필요의 충족과 의료 형평성에 대한 기준

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의료서비스 필요의 충족

서비스란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행위나 효용으로서, 이는 유형적 물질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무형으로 취급한다(Kotler, 1999). 의료서비스 또한

일반적인 서비스의 정의에서처럼 무형성(intangibility),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simultaneous production and consumption), 저장 불가성(perishability), 비균

질성(service variability) 등의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다(Zeithaml, 198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서비스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사람이고, 유형적 서비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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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Lovelock, 1983). 병원의 고객인 환자는 유형제품 또는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의사의 진료행위는 전문지식에 수행되는 것이어서 서비스 제공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환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병원환경, 명성, 서비스제공자의 행동, 구전 등에 의존하게 되며,

진료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유식, 2008). 한 연구자는 의료적으로 필요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라고 정의내리기도 했으나

(허순임 등, 2009), 이 개념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및 질

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의 따라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의료의 요구(medical need)를 주로 발현 질병에 대한 치료의 개념에서

접근했던 것에 비해 현대에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의 개념이 포함된 보건의

료 요구(healthcare need)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의료에 대한 필요를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필요

(perceived needs)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의료서비스 필요(evaluated needs)

로 정의하기도 하였다(Aday & Andersen, 1975; Taylor, 1975). 그러나 국내의

한 연구자는 이 두 가지 필요가 대부분의 경우 일치된다고 주장하였다(양봉

민, 2002).

그러나,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필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를 일반화하기

는 어려울 것이며, 의료적 필요에 대한 충족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이를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지 않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시기, 기간, 치료의 적절성 등을 따져 보아야하기 때문이다(허순임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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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다섯 단계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건

강과 생명에 대한 욕구는 안전 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을 향유하

는 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 수용되면서 이러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유승흠 등, 2010).

의료의 형평성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의료분배의 형평성 기준을

평등(equality)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평등은 불평등을 제

거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최소기준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의료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Grand, 1984).

따라서 의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회의에서는 질병, 실업, 혹은 노령이나 사망으로부터 발생

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이들이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호해주기 위한 총괄적이고도 성공적인 방안에 의

하여 성취되는 결과라고 사회보장을 정의하였으며(유승흠 등, 2010), 우리나라

의 경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을 통해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을 평등주의적 정의론으로 지향하고 있다(헌법 제36

조 3항).

한편, Barr(1997)는 형평성의 개념을 균등한 기회로 개념화하고, 기회의 균

등은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필요한 진료에 접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다른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일한 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Baxter(2001)도 의료

형평성의 본질은 개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며, 개인이나 집

단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를 불형평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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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충족 의료

미충족 의료(unmet medical need)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으나, 이는 미충족 의료를 바라보는 연

구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

를 특히,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상태의 질병에 대하여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소망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라 정의하였다

(Aday and Andersen, 1974). 또 국내에서는 환자가 원하거나 의료전문가의

기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환자가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라고 보았고

(허순임 등, 2007),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한

연구자도 있다(김교성 등, 2012). 한편 다른 관점에서는 특정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제공된 의료서비스가 건강상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로 미충족 의료를 정의한 연구도 있었다(Allen et al., 1997;

Monotoya et al., 1997; Sanson-Fisher et al., 2000).

결국, 미충족 의료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미충족 의료에 대한 판

단인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판단하거나 필요 의료서비

스를 통한 기능개선 여부 등으로 판단하기도 한다(허순임 등, 2007).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perceived

health need)하는 경우에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

지 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를 미충족 의료로 판단하에 연구

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위 사례와 같이 ‘접근성’에 기준을 두고 미충족 의료 여부를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접근성은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상황적, 거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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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괄하는데 이는 분석에 사용될 이차 자료 내 의료서비스의 충분여부를

확인하기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2. 미충족 의료 관련 선행연구

미충족 의료를 연구한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주제별, 대상별, 방법별

로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며, 그 결과 또한 다양했다. 먼저 국내에서는 연

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의료보장 유형 등과 같은 요인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특정 질환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

단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한국의료

패널(Korea Health Panel Survey, KHP),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등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다양했다.

또, 단순히 미충족 의료 관련요인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을 다루면서 미충족

의료를 함께 연구하거나, 미충족 의료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결국 동일한 함의

를 가지는 의료필요 충족도를 연구한 경우 등의 3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한 연

구도 있었으며(신영전 등, 2009), 국외연구와 국내연구를 구분하고 조사방법에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본 연구(허순임 등, 2009)와 미충족 의료에 대해 조사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과 추이를 관찰한 연구도 있었다(김

휘준 등, 2019). 이에, 기존의 연구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각각의 연구들이 가

지는 특징과 결과를 고찰해보자면, 먼저 연구대상자 구분에 따른 연구들이 있

었다. 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서지역 거주민의 외래이용이

타지역보다 낮았고, 만성질환이 급성질환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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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유승흠 등, 1987). 지역의료보험 실시가 소득계층별 의료필요 충족도

의 차이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본인일부부담금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함으로써 완전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배상수, 1992). 또, 보건소 이용 노인 대상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많은 미충족 의료를 경

험하였고, 건강상태, 경제상태, 결혼상태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김정희 등, 199

9).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해 만 19세 이상 성인의 미충족 의료를 분석한 연

구에서는 17.1%의 미충족 의료 경험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자가 9.5%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충족 의료의 결정요인이 소득

과 건강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연령에 따라 층화하였을 때 젊은 연령에

서는 건강상태, 고령에서는 소득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허순임 등, 2007). 1·2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율이 1차 5.54%, 2차 2.99%였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의료보장 유형이 미충족 의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방법의 차이에 의한 연구도 있었다. 앞서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미

충족 의료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를 설문조사 형태

로 조사하여 측정되었으나 일부 연구자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는데, 루그랑 지수(Le Grand Index), H

Iwv 지수, Symptoms-Response Ratio(SRR) 등을 예로 들수 있다.

한 연구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3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이용의 격차를 연령집단별 루그랑 지수로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격차가 존재하였고 입원횟수의 집중지수는

저소득층에서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진구, 2011). 또,

HIwv지수를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외래이용율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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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저이용이 의료이용 형평성에 중요한 문제가 됨을 시

사하였으며, 연령집단에 따라 외래이용 횟수의 집중지수에 미세한 차이가 있

음을 주장하였다(김진구, 2012).

Taylor 등(1975)은 SRR을 이용하여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55세 이상 연

령, 남성, 백인이 아닌 집단, 농촌 거주자, 저소득층, 의료이용을 전혀 하지 않

은 집단에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였다.

분석방법에 차이를 둔 연구도 있었다. 대체로 미충족 의료에 대한 연구는

단면 연구(cross-sectional)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영전 등(2009)은 한

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충족 의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구주

의 연령이 증가하거나 여성 가구주일 때, 낮은 교육수준, 빈곤한 가구, 의료급

여에 해당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미충족 의료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

데이터별 비교방법에 다양성을 둔 연구도 있었는데 한 학술지에서는 미충족

의료 데이터를 누적시켜 국내 미충족 의료율과 추이를 누적관찰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KNHANES, CHS, KHP, KOWEPS 총 4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간백분율변화(annual percentage change)를 확인하였고, 회귀계수 값을 적용

하여 관찰기간의 평균 미충족 의료경험 퍼센트 변화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계

층별 미충족 의료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휘준, 2019).

현재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공통사항은 미충족 의료경험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개인의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군인은 복무기간 동안 무

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각 부대별 의무시설을 구비하였고 거점별 군 병

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소득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또는 접근

성을 사유로 하는 미충족 의료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군

관련 특성 요인이 미충족 의료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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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

국민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국내에서는 헌법 제

36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것을 명시

함으로써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였고, 이외에도 환자의 권리헌장,

환자권리장전 등도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환자권리장전, 의료소비자 권리장전 등이 있다. 이들 선언에 의하면

환자의 권리에서는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권리, 의료행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충분히 알 권리, 진료기록 등 정

보를 요구할 권리, 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 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를

받을 권리를 논하기에 앞서 건강권, 보건권, 의료권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데 건

강권이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모든 국민이 개인으로

서 건강을 향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건권이란 국민이 자

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의료권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 권리에 대비하는 환자의 권리로서

좁은 의미에서 의료를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박지훈, 2009).

군 또한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법률 및 국방부훈령,

각 군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군인이 아플 때 적시,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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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비고

법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4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6034호

국방부 훈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945호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761호

군 응급환자 지원업무 훈령 국방부훈령 제1541호

군 보건의료 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018호

육군규정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육규 160

건강관리규정 육규 161

의무지원업무 규정 육규 162

해군규정

해군 환자관리 규정 10-0-1-규01

해군 국민건강보험 규정 10-0-1-규03

공군규정

환자관리 공규18-05

항공의무관리 공규18-02

일반의무관리 공규18-01

Table 3.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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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의료 시스템

군대란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며 합법적으로 무력행사가

가능한 정부의 조직이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헌법 제10호 5조 2항, 1987).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해군에 해병대가 포함된다(법률 제10821호 국군조

직법 2조, 2011).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각 군은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한다(법률 제10821호 국군조

직법 3조, 2011). ‘군대’는 국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합법적 무력행사권을 부

여받은 조직이다. 따라서 군인들은 평시에도 병영생활(집단생활)과 고강도의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또는 감염성 질환 등 각종

질병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군 당국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한 기본법(2018)에서는 군인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최

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군보건의료인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문화하여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군보건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 군대의 존재 의미와 의료필요

유사 이래 인류는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물리적 폭력이나 폭력 사용의 위협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해왔다. 그런 문제 해결방식은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의 하나로 보이며, 역사를 통해 볼 때 사회가 조직화되고 발전될수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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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온 추세를 보인다. 군대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

고 국가를 대신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며, 그 임무수행의 영역

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군대가 국가로부터 합법적

으로 위임받아 국가를 대신해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일이 바로 폭력의 관

리와 사용이다. 그것이 군대의 주요 기능이며 전문성의 영역인 것이다. 군대는

국가의 명에 의해 전쟁을 비롯한 조직적인 폭력의 행사에 대비해서 필요한 인

적, 물적 자원을 관리, 조직, 교육, 훈련시키고 유사시에는 그것을 가장 효율적

으로 발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군대의 이러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며, 오늘날과 같이 전쟁

기술이 발전되고 전문특기화가 불가피한 군대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

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라는 말은 군대의 기능상 탁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평시에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싸우면 이기는 군대

를 지향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 부상, 질병, 사고

와 같이 의료의 필요를 유발하는 요인이 항시 존재한다.

군인의 건강유지는 군 전투력 발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복지차원을 넘어 군 기본임무 수행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군대의 내·외부에서 군 의료인력 수준, 의료시설 및 장비,

군 의료체계의 복잡성(Figure 1) 등 전반적 요인에서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Figure 1. Republic of Korea Military medical proced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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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미국 전역의 진료소에 민간인 의사를 고용하여 1차적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의료지원 프로그램(CHAMPUS : the Civilian H

ealth and Medical Program of the Uniformed Services)을 통해 군 의료시설

이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환자가 많아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비용

의 대부분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군 현역의 경우

군 의료시설(MTF : Medical Treatment Facilities)의 건강 혜택 상담인(Healt

h Benefits Advisor) 제도를 통해 건강관리와 최선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도

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가

국군의무사령부를 통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현재 군내에서 원격진료를 실시 중이며 점차 원격진료에 대한 인지가 높아

져 실시율이 확대되고 있다(Table 4). 또, 2015년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후 4년

만에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하여 응급환자 300회 후송임무를 달성하는 등의 노

력을 하고 있으며(연합뉴스, 2019), 현역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지원을 확대시

키는 등 군 장병의 의료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Table 5). 그러나,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고 민간부문과의 협업기능이 확대되

고 있는 현실에서 군 의료를 군에서만 전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

의는 앞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able 4. ROK military telemedicine support status(2015-2017) (unit:case)

구분 계 2015 2016 2017

Total 39,119 4,464 9,081 25,574

Care

Subtotal 8,071 451 2,162 5,458

Medication 5,827 341 1,613 3,873

Evacuation 1,761 79 471 1,211

Passage
observation

483 31 78 374

Counseling/education 31,048 4,013 6,919 20,116

source: 2018 Defense Statistic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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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ivate hospital visit status of military personnel(2008-2017) (unit:case)

Private hospital 
consignment care Enlisted soldiers health insurance

Total Care Inspection Total Admission Outpatient Pharmacy

2008 33,218 2,197 31,021 1,151,219 13,235 747,454 390,530

2009 49,216 3,426 45,790 1,321,051 17,120 862,206 441,725

2010 42,637 2,728 39,945 1,115,828 14,979 732,740 368,109

2011 45,740 2,969 42,771 1,076,738 14,021 700,286 362,431

2012 47,743 2,787 44,956 1,409,993 18,959 923,232 467,802

2013 54,439 2,930 51,509 1,035,267 16,744 680,759 337,764

2014 102,780 2,815 99,965 1,273,725 23,421 845,100 405,204

2015 129,857 3,939 125,918 1,168,173 24,479 781,390 362,304

2016 161,386 3,546 157,840 1,414,360 29,470 953,529 431,361

2017 239,895 3,206 236,689 1,656,911 35,730 1,120,462 500,719

source: 2018 Defense Statistic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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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 의료 시설 및 자원

군은 입대 장병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단위부대 의무시설(대대 의무실-연대 의무중대-사단 의무근무(대)대)과 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단위부대의 의무시설 중 대대, 연대급 의무시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단 의무근무(대)대는 준병원급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단위부대의 진료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군단급 부대에 배

속된 전·후방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전·후방병원은 병원급 의료인력과 시설

을 구비하고 있다(Table 6).

Table 6. Armed Forces hospital status

병원수 병원명

총계 20 -

의무

사령부

전방병원 7
고양병원, 양주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구리병원, 포천병원

후방병원 6
수도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부산병원, 함평병원,

서울지구병원

국방부 1 계룡대지구

육군 3 논산훈련소지구병원, 육군사관학교병원, 3사관학교병원

해군 2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공군 1 항공우주의료원

전·후방병원의 진료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군 병원 중 가장 상급기관인 국군수

도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 중 국군수도병원의 능력을 초과하는

병증을 가지고 있는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게 된다. 군은 의료인

력, 시설, 장비, 재정 등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전군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병원별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각 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인력과 자원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군 의료인력(군의관) 입영 현황, 시

설 및 자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 Table 7, 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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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us of enlistment doctor in the ROK military(2015-2017)

구분

2015 2016 2017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획 854 744 82 28 756 654 74 28 774 693 71 10

획득 835 725 82 28 745 644 73 28 748 667 71 10

비고 19 19 - - 11 10 1 - 26 26 - -

(출처 : 통계청[2013-2017 군의관 입영현황])

Table 8. ROK military medical facilities and resources

구 분 진료과목 의료인력 주요 의무장비

연(대) 의무실

(의원급)
응급 및 일반진료

일반의 1명,

전문의 1명

산소소생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심장세동제거기

사단 의무대

(준병원급)

정형외과, 치과 등

4-10개 과
전문의 5∼12명

X-선기, 초음파기,

임상병리/치과장비 등

전·후방병원

(병원급)

정형외과, 치과 등

15-26개 과
전문의 25∼50명

MRI, CT, 각종 내시경

장비 등

국군수도병원

(종합병원급)

정형외과, 치과 등

31개 과

(통증/척추/화상/정신

건강 클리닉 포함)

민간의사 40명

전문의 100여명

PET/CT, MRI, CT,

angiography, 각종 초음파

및 내시경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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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 병원 연간 진료현황

민간의 일반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도 국방의료정보체계(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DEMIS)라고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

템을 통하여 연간 군 병원 내 진료 현황을 종합 및 관리하고 있다. 군인의 미충족

의료를 논하기 위해서는 군 의료시설의 진료현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의료시설은 크게 제대별 의무대와 군 병원으로 구

분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관리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군내 전체 진료현황에 접근

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다만, 매년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에 수록된 연

간 의무사 예하 및 해공군의 16개 군 병원 및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의 진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균 130만건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방부, 2018). 단면적으로 2017년의 국내 민간병원들과 군 병원의 진료

량을 비교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2017년 집계한 데이터에

서는 병원급 약 7,460만건, 종합병원급 약 6,880만건, 상급종합병원 약 4,130만건

이었고(심평원, 2018), 군 병원은 약 160만건의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내 병원

은 약 4,000여 기관, 종합병원 300여 기관,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1개 기관당 진료량으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병원은 연간 약 18,650건, 종

합병원은 약 229,333건, 상급종합병원은 약 983,333건으로 계산되었던 반면에 종합

병원급 기능을 담당하는 국군수도병원은 총 305,252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

며, 나머지 군병원은 평균 86,73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

간병원과 군 병원의 진료통계의 경향을 비교해 보았다(Table 9).

그러나,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수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이며, 비급여항목이 제외

됨을 감안하였을 때 민간병원에서 보고되지 않은 더 많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 23 -

Table 9. Comparison of private and military hospital care service status

Private hospital Military hospital

Type

Total care Average

care
Type

Total care Average

careOutpatient Inpatient Outpatient Inpatient

Tertiary

Hospital

41,254,193

983,333 None

2,518,594 38,735,599

General

Hospital

68,755,217

229,333

General

Hospital
(Armed Forces

Capital Hospital)

305,252

305,252

4,023,386 64,731,831 11,131 294,121

Hospital

74,607,108

18,650
Hospital
(15)

1,300,954

86,730

7,049,586 67,557,522 29,891 1,271,063

Sourc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2017(HIRA), Defense Statistics Yearbook 2017(MND)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 의료와 관련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군 병원내 진료과별 진료 현황을 제시한 데이터 또는 선행연구를 찾을 수가 없었

다. 따라서 본인은 국가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2015년-2017

년 국군병원 진료과목별 진료량 통계 자료’를 요청하였고(접수번호 5450843),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종합한 군 병원 진료과목별 진료량 통계는 아래 Table 10에 제시

하였다. 이 데이터를 통해 군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과

는 정형외과이며, 내과, 신경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순서로 많은 환자들에게 진

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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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atient care statistics of military hospitals(2015-2017)

　 2015 2016 2017
Oral medicine 3,341 3,377 4,273

Oral surgery 11,093 7,697 9,452

Dental clinic 99,167 103,467 107,892

Orthodontic 298 1,990 2,379

Periodontology 3,221 3,702 4,724

Infectious diseases 1,893 1,961 1,853

Internal medicine 182,213 177,979 188,929

Internal secretion medicine 5,336 5,645 6,132

Rheumatology 2,431 2,291 3,122

Gastroenterology 9,619 10,608 11,435

Circulatory medicine 7,197 7,803 9,787

Nephrology 3,395 3,076 3,217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570 2,438 2,503

Hemato-oncology 1,258 1,248 1,259

Pulmonology 5,840 7,266 8,284

Surgery 41,917 38,280 40,395

Cardiothoracic surgery 6,580 7,242 7,482

Neurosurgery 178,973 170,989 190,855

Orthopedics 418,767 429,551 439,134

Plastic surgery 5,841 6,715 7,424

Emergency 60,991 72,133 78,379

Anesthesia pain medicine 4,609 4,041 3,920

Urology 29,031 28,873 29,159

Pediatrics 21 56 57

Neurology 23,041 26,312 26,948

Ophthalmology 66,631 69,534 63,598

Family medicine 6,542 4,058 4,246

Gynecology 1,557 1,698 2,006

Otolaryngology 114,717 112,737 118,605

Rehabilitation medicine 11,666 13,111 16,351

Mental health medicine 38,242 41,318 44,099

Dermatology 161,239 170,462 167,189

Korean medicine 17,728 19,333 22,234

Nuclear medicine 1 1 　-

Pathology 21 14 10

Radiology 619 501 601

Preventive medicine 24 13 843

Submerge medicine 62 13 -　

Occupation environment medicine 188 265 398

Laboratory medicine 301 391 721

Sorce : ROK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AFMC)

Un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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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인과 질병에 대한 선행연구

군인의 1차적 특징은 그 임무와 기능에서 나온다. 군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를 대신하여, 조직화된 폭력을 관

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임무와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는 군인 개개인이 국가의 이

익에 전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군인은 그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시켜야 한다. 또, 평시 상황에서도 군대는 적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고, 예방이 실패할 경우 전쟁수행에 대비키 위

해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즉, 국가를 대신한 전투행위 및 전투

준비가 바로 군대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기본으로 그

기능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는 군인에게서 발생하는 부

상과 질환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고 이를

예방한다면 군은 비전투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곧 전투력 유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군인의 질병을 연구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인데, 국제적

으로는 주로 미국의 Military Medicine, 영국의 Journal of Royal Army Medical

Corp(JRAMC)과 같은 곳에 군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제과학

기술논문 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에 등재된 저널 중 빅저널이라고

불리는 JAMA(Journal of America Medical Association),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BMJ(British Medical Journal), Lancet 등에도 군과 관련된

일부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대한군

진의학회가 존재하지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정식으

로 등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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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강 정책연구소(Military Health Policy Reserch Center)가 KCI에 등재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해외에서 실시된 관련 연구에서는 미군 병사의 자대 배치를 전후로 병사의 긍

정적 인식이 군 생활 중 발생하는 통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 연구에서

는 군에서 발생하는 통증(pain)은 인구통계학적, 군사적 특성 및 전투경험을 포함

한 요인과 관련이 있었으며,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병사 그룹보다 중간, 낮은 그룹

에서 새로운 통증의 위험성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fton et al.,

2019).

또 국가의 안보가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가 정부와 군내시각

의 변화, 국가의 불안정과 갈등의 증가, 그리고 잦은 빈도·높은 강도의 자연재해,

전염병 발병과 같은 요인이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Global health에 대한

군의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도 있었다(Joshua et al..

2019).

미국 군에서 유방암 수술과 전체 생존률에서 인종의 차이를 분석을 시도한 연구

도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백인여군보다 흑인여군의 유방암 수술시간이 더 길었

다는 결과만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생존율의 인종적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Yvonne et al., 2019).

무작위 시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프라조신(prazosin)의 임상적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304명의 군인이 참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험을 한 연구도

있었다. 프라조신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길항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와 관련된 악몽 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연구에

서 시험한 결과 프라조신 복용자 중 8%, 위약배정자 15%에게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프라조신이 만성 PTSD환자의 악몽이나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Raskind et al., 2018).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 중 군인이 경험하는 질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투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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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및 정신과적 질환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먼저, 전투손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2002년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기관포에 좌측수부를 수상하여 개방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포탄 파편에 의해 복부와 우측

족부를 수상한 환자와 같은 사건에 의해 우측 상완부와 우측 대퇴부에 포탄 폭발

창을 입은 또 다른 환자에 대한 증례를 남긴 선행연구에서는 전투손상으로 발생하

는 개방성 골절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었다(이정은 등, 2013).

전투손상 관련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격훈련 도중 M-60 기관총탄에 우측 상완

부를 수상한 환자에 대한 증례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 또한 모든 총

상은 탄환 및 의료 등의 이물질로 인해 세균에 오염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며 총상

은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오염된 심한 개방성 골절에 준하여 치료해야 함을 언급

하고 있었다(이기원 등, 2017).

피부질환 관련 연구에서는, 군인에게서 호발하는 피부질환과 위험인자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는 군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여드름, 족부백

선, 아토피 피부염 순이었으며, 여드름, 족부백선, 사마귀, 티눈 등은 군 복무기간

과 연관이 있었고, 군 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완

선, 지루피부염임을 확인하였다(배정민 등, 2011). 군 병원 화상환자의 역학적 분석

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는데, 군내 화상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조리 시, 가연성물체

다루는 작업, 핫팩 사용, 전기 작업 등으로 인해 군내 화상환자가 발생함을 확인하

였다(Choi et al,. 2017).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군인의 정신과적 질환과 군인의 K-10 문항을 이용하여

정신적 건강상태, 자살생각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군 관련 특성 중 여군, 전투병과,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자, 근로시간이

49시간 이상인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군인

에게서 경제적 이유를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했을 때만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김태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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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군인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연구한 논문(한명규 등, 1981), 직업군인의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다룬 논문(송재경, 2005) 등도 있었으나, 이

연구와 같이 각 질병들의 종류를 나열하고 질병 간의 특정 요인에 따른 차이를 비

교·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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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7조(군 보건의료의 통계·정보 관

리)에 의거하여 군인의 건강관련 생활습관과 정신·심리적 건강 수준 및 군 의

료기관에 대한 만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군 건강조사(Military Health

Survey)’ 1차(2014년), 2차(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 및 분

석하였다. 군 건강조사는 2012년 국군의학연구소의 ‘군 건강조사 설계 연구’

발주 이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구를 착수하여 군 건강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군 건강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를 토대로 군 환경에 적합한 조사 항목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세부 조사 영역은 개인 인적사항, 건강 행태, 손상(사고·중독)

및 안전의식, 삶의 질 및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질병 및 의료이용, 여군의 7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 건강조사 설문지는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직업군

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총 170문항, 병사는 총 100문항에 설문하도록 작성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전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산출하기 위하여 표본규

모에 대한 추정은 층화임의추출(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ing)을 시행하

였으며, 세부 표본대상 선정에는 ‘군사우편목록’을 활용한 다단계층화집락무작

위추출(stratified multi stage cluster random samp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추출 간 군인의 성별, 계급, 군 구분, 근무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매년 표본으

로 선정된 부대 및 인원에 대한 설문지를 각 부대의 의무부대 면접조사원에게

발송 후 조사원의 통제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작성하며, 조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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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문을 회수 및 종합하여 국군의무학교로 우편 발송하였다.

국군의무학교 군 건강조사 TF팀은 설문자료를 종합하여 원시자료 구축 및 설

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군 건강 조사 원시자료는 연구, 개발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으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작성 및 국군의무학교장의 승인 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2014년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2015년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2. 연구대상자

2014-2015년 군 건강조사의 응답자 14,291명(직업군인: 7,907명, 병사: 6,384

명) 중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무응답 등 결측치가 존재하는 응답자 9,277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5,014명(직업군인: 2,560명, 병사: 2,454명)을 분석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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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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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이다. 군 건강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본

인이 병의원(치과제외) / 치과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

는 문항을 통하여 미충족 의료경험을 의과분야와 치과분야로 각각 조사하였으

며, ‘예’, ‘아니오’로 응답 가능한 범주형 변수로 설계되었다. 또,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원에게 ‘가지 못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

항을 통하여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주요 이유를 확인하였는데, 가능한 답변은

‘근무성과나 진급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경제적 이유’,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 ‘거동 불편 또는 건강상의 이

유’, ‘증세가 경미해서’, ‘나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기타’였으

며,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되어 있던 ‘방문 시간이 없어서’,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군 의료시

설이 너무 멀어서’, ‘기타(진급 및 평가에 안좋은 영향, 정보부족, 거동불편, 건

강상태를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기타)’로 구분하였다.

나. 흥미변수

흥미변수는 연간 경험한 유형별 질병경험의 수이다. 군 건강조사에서는 ‘Ⅵ.

질병 및 의료이용’에서 ‘최근 1년 동안 앓은 질병이 있는 경우 아래의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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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하여 ①눈과 귀(시력저하, 백내

장, 녹내장, 망막박리,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 현기증) ②호흡기계(비염, 부비

동염, 축농증, 결핵,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감기) ③면역계(천식, 아토

피 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④심장, 혈관계(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근비대증, 부정맥,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경화증, 뇌경색, 뇌출

혈, 뇌졸중) ⑤소화기계(간염, 간경화, 담낭염, 과민성 대장염, 위궤양, 위염, 위

암, 변비) ⑥대사, 내분비계(갑상선 기능이상, 당뇨) ⑦근육, 골격계(염좌, 근육

파열, 연골파열, 인대파열, 탈골, 골절, 관절염, 타박상, 추간판탈출증) ⑧피부

(건선, 아토피 피부염, 탈모증, 무좀) ⑨신경계(두통, 편두통, 안면 근육마비)

⑩비뇨, 생식계(결석,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신장결핵) ⑪성병(임질, 매독, 음부

헤르페스, 에이즈) ⑫구강질환(충치, 치주질환, 사랑니) ⑬사고 및 중독(화상,

운수사고, 총기관련사고, 베임/찔림/동물에게 물림, 중독) ⑭ 기타질환(자기기

입식)과 관련된 질환 경험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는 해당하는 질환에 체크

하도록 명목형 변수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질환을 ①

눈과 귀 ②내과(호흡·면역·소화계) ③근골격계 ④피부 ⑤신경계 ⑥구강질환으

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질환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질환 경험수를

분석하였다.

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군 특성 관련 요인과 미충족

의료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Aday와 Anderson(1995)에 의해 개발된 건강행

태 모형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결혼상태는 기혼, 결혼생활 문제(별거, 이혼,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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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군 특성 관련 요인에서 군 구분은 육군, 해군 및 해병대, 공군으로 구분하였

으며, 병과는 전투병과, 기술·행정병과, 특수병과로 구분하였다. 병과별 세부내

용은 Table 12에 수록하였다. 계급은 장교(준사관 포함), 부사관, 병사인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근무지역은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동부지역, 지

작사 서부지역, 재경 및 계룡대지역, 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로 구분하였다.

복무형태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교대

근무로 구분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48시간 이하, 49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건강 행태 모형 관련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는 ‘가입’, ‘미가입’으로 구분하였다. 군 의

료기관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구분하였으며, 흡연은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자’로 구분하였으며, 변수의 세부 구성내용은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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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finitions of variables

Variables Categorization

Dependent

variable

Unmet

medical

need

Experience Yes, No

Reasons

No, time to receive service,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Other reasons

Interesting

variable

The

numbers

of type of

annual

diseases

Ophthalmo

logy or

otorhinolar

yngology

disease

[Ophthalmology]

Decreased Vision, Cataract, Glaucoma,

Amotio retinae

[Otorhinolaryngology]

Difficulty in hearing, Otitis media,

Eardrum hole, Dizziness

Internal

medicine

[Respiratory]

Rhinitis, Paranasal sinusitis, Sinusitis,

Tuberculosis, Bronchiectasis, Bronchitis,

Pneumonia, Influenza

[Immune]

Asthma, Atopic Disease, Allergic conjunctivitis,

Allergic coryza

[Digestive]

Hepatitis, Hepatocirrhosis, Cholecystitis,

Hypersensitiveness colitis, Stomach Ulcer,

Gastritis, Stomach cancer, Const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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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finitions of variables(Continued)

Variables Categorization

Interesting

variable

The

numbers

of type of

annual

diseases

Musculo

skeletal

disease

Sprain, Muscle tears, Cartilage, Desmorrhexis,

Dislocation, Fracture, Arthritis, Bruise,

Slipped disk

Skin

disease

Psoriasis, Atopic dermatitis, Alopecia,

Athlete’s foot

Nervous

disease
Headache, Migraine, Facial muscle paralysis

Dental

disease
Cavity, Periodontal disease, Wisdom tooth

Independent

variabl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x Male, Female

Education
Graduate from high school or less, Graduate

from college or more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divorced, separated, bereavement),

Never married

Survey year 2014, 2015

Military-related variables

Military type Army, Navy & Marine, Air Force

Branch Combat, Technique·Administration, Special

Rank

Warrant officer and Commisioned officer(W1-O6),

Non-Commissioned officer(E5-E9),

Enlisted soldier(E1-E4)

Working area

Ground operations commane(Eastern, western part),

Capital area and all miliatry head quarters,

Second operational command

Service classification
Long-term military service,

Short-term military service

Working type Day work, Shift work

Woking time(hour/week)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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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finitions of variables(Continued)

Variables Categorization

Independent

variable

Health behavior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Physical activity(per week) 0, 1-2, ≥3

Smoking Current smoker, Former smoker, Non-smoker

Other

Private insurance Yes, No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dical service
Satisfied, Neutral, Unsatisfied

Table 12. Detailed classification of ROK military branch

구 분 병 과 세 부 내 용

육군

전투병과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기술병과 병기, 병참/보급, 수송, 화학, 군수

행정병과 부관, 헌병, 경리, 정훈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군악

해군

전투병과 항해, 기관, 항공, 정보통신

기술병과 병기, 보급, 시설, 조함

행정병과 보급, 시설, 조함, 경리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군악

공군

전투병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술병과 정보통신, 기상, 시설, 보급수송, 관리, 항공무기정비

행정병과 인사행정, 정훈, 헌병, 교육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군악

해병대

전투병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기술병과 수송, 해병통신, 해병병기

행정병과 해병보급, 해병경리, 해병정훈, 해병헌병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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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는 군 건강조사 2014-2015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군 특성 관련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 및 기타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수

행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였다.

둘째, 단변수 분석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군 특성 관련 요인, 건강행태 관

련 요인과 연간 유형별 질병 경험 수에 의한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대해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 질병 유형별

미충족 의료를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

다. 이때 앞서 제시한 모든 독립변수(인구사회학적, 군 특성 관련, 건강행태

관련, 기타 요인)를 동시에 보정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또, 미충족 의료발생의 세부 이유와 독립변수

들을 분석하기 위해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각 단계별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

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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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윤리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의에서 IRB심의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대상으로 면제승인을 받았다

(Y-2019-0122).

2014-2015 군 건강조사는 사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설문관련 동의서를 받았

으며, 조사에 사용된 도구와 과정은 국군의무사령부의 IRB심의와 승인을 받았

다(AFMC-14-IRB-004: 2014년 / AFMC-15060-IRB-15-049: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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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3과 같다. 총 연구대상자는 최근 1년

간 1개 이상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 5,014명이었으며, 이는 2014-2015 군 건강

조사 전체 참여자 14,291명 중 35.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2014년 2,452명, 2015년 2,562명이었다. 이 중 1개 유형의

질환을 경험한 군인은 1,530명(30.5%), 2개 유형의 질환을 경험한 군인은

1,236명(24.7%), 3개 유형의 질환을 경험한 군인은 920명(18.4%), 4개 유형의

질환을 경험한 군인은 712명(14.2%) 이었으며, 5개 이상 유형의 질환을 경험

한 군인도 616명(12.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많은 유형의 질환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더 많은 유형의 질환을 경

험한 사람에게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 12.8%; 2: 21.7%; 3: 28.9%; 4: 33.7%, 5:

38.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성별에 따라 남군은 4,796명(95.7%),

여군은 218명(4.4%)이었으며, 남군 중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군인은 1,136명

(23.7%)인 반면 여군 중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군인은 72명(33%)로 여군이

더 높은 미충족 의료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

928명(18.5%), 미혼자 3,936명(78.5%), 이혼/사별/별거 중인 군인은 150명

(3.0%)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육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군인은 962명(19.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군인은 4,052명(80.8%)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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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군 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군 구분에 따라 육군은 3,000명(59.8%), 해군(해병

대 포함)은 830명(16.6%), 공군은 1,184명(23.6%)이었고, 육·해·공군 순으로 미

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군인의 비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군: 26.5%; 해군: 21.2%; 공군: 20.1%). 병과에 따라서는 전투병과 3,212명

(64.1%), 기행정병과 1,590명(31.7%), 특수병과 212명(4.2%)이었으며, 전투병

과·기행병과·특수병과 순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군인의 비율

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전투병과: 26.3%; 기행병과: 21.4%; 특수병과:

11.3%). 계급에 따라서는 장교 및 준사관은 862명(17.2%), 부사관 1,698명

(33.9%), 병사 2,454명(48.9%) 명이었으며, 부사관·병사·장교 순으로 미충족 의

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부사관: 18.6%; 병사: 26.2%; 장교:

28.8%).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지작사(동부) 지역 1,454명(29.0%), 지작사(서부)

지역 1,668명(33.3%), 재경 및 각 군 본부 204명(4.1%), 2작사 지역 1,688명

(33.7%)의 분포를 보였으며, 지작사(동부)·지작사(서부)·재경 및 각 군 본부·2

작사 순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분석되

었다(지작사(동부): 27.4%; 지작사(서부): 25.3%; 재경 및 각 군본부: 21.6%; 2

작사 : 20.4%). 복무구분에 따라서는 장기복무자 1,556명(31.0%), 단기복무자

3,458명(69.0%)으로 분석되었고 양측의 미충족 의료 경험자 비율은 24%로 비

슷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주당 48시간 이하 근무

자보다 주당 49시간 이상 근무자에게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비율이 높았다

(≤48: 20.7% ≥49: 27.1%).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을 나

쁘다고 생각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으며(좋음:

21.6%; 보통:24.5%; 나쁨: 34.2%), 신체활동에 따라서는 일주일 동안 신체활동

을 3회 이상하는 그룹에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비율이 25.7%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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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0:21.6%, 1-2: 21.0%).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자는 23.5%, 흡

연을 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흡연중인 그룹에서는 24.5%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타 요인 중 개인보험 유무에 따라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에 큰 차이

는 없었으며(민간보험 보유: 23.9%; 민간보험 미보유: 24.4%), 군 의료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만족: 36.9%; 보통: 22.4%; 불만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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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observations

Variable

Unmet medical need

P-valueTotal Yes No

N (%) N (%) N (%)

The numbers of diseases individuals
had in the past year

　 　 　 　 　 　 <.0001

1 1,530 30.5 196 12.8 1,334 87.2 　

2 1,236 24.7 268 21.7 968 78.3 　

3 920 18.4 266 28.9 654 71.1 　

4 712 14.2 240 33.7 472 66.3 　

≥5 616 12.3 238 38.6 378 61.4 　

Sex 　 　 　 　 　 　 0.0016

Man 4,796 95.7 1,136 23.7 3,660 76.3 　

Woman 218 4.4 72 33.0 146 67.0 　

Marital status 　 　 　 　 　 　 0.0177

Married 928 18.5 194 20.9 734 79.1 　

Single
(divorced, separated, bereavement) 150 3.0 44 29.3 106 70.7 　

Never married 3,936 78.5 970 24.6 2,966 75.4 　

Educational level 　 　 　 　 　 　 0.0973

High school or less 962 19.2 212 22.0 750 78.0 　

College or more 4,052 80.8 996 24.6 3,056 75.4 　

Military type 　 　 　 　 　 　 <.0001

Army 3,000 59.8 794 26.5 2,206 73.5 　

Navy, Marine 830 16.6 176 21.2 654 78.8 　

Air Force 1,184 23.6 238 20.1 946 79.9 　

Branch 　 　 　 　 　 　 <.0001

Combat 3,212 64.1 844 26.3 2,368 73.7 　

Technique · Administration 1,590 31.7 340 21.4 1,250 78.6 　

Special 212 4.2 24 11.3 188 88.7 　

Rank 　 　 　 　 　 　 <.0001

Warrant officer and
Commissioned officer (W1-O6) 862 17.2 248 28.8 614 71.2 　

Non-commissioned officer (E5-E9) 1,698 33.9 316 18.6 1,382 81.4 　

Enlisted soldier (E1-E4) 2,454 48.9 644 26.2 1,810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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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observations (Continued)

Variable

Unmet medical need

P-valueTotal Yes No

N (%) N (%) N (%)

Working area 　 　 　 　 　 　 <.0001

Ground operations command
(Eastern part) 1,454 29.0 398 27.4 1,056 72.6 　

Ground operations command
(Western part)

1,668 33.3 422 25.3 1,246 74.7 　

Capital area and
all military headquarters 204 4.1 44 21.6 160 78.4 　

Second operational command 1,688 33.7 344 20.4 1,344 79.6 　

Service classification 　 　 　 　 　 　 0.9499

Long-term military service 1,556 31.0 374 24.0 1,182 76.0 　

Short-term military service 3,458 69.0 834 24.1 2,624 75.9 　

Working type 　 　 　 　 　 　 <.0001

Day work 3,488 69.6 776 22.3 2,712 77.8 　

Shift work 1,526 30.4 432 28.3 1,094 71.7 　

Working time (hour/week) 　 　 　 　 　 　 <.0001

≤48 2,334 46.6 482 20.7 1,852 79.4 　

≥49 2,680 53.5 726 27.1 1,954 72.9 　

Subjective health status 　 　 　 　 　 　 <.0001

Good 2,450 48.9 528 21.6 1,922 78.5 　

Neutral 2,032 40.5 498 24.5 1,534 75.5 　

Bad 532 10.6 182 34.2 350 65.8 　

Physical activity (per week) 　 　 　 　 　 　 0.0037

0 796 15.9 190 23.9 606 76.1 　

1-2 1,408 28.1 296 21.0 1,112 79.0 　

≥3 2,810 56.0 722 25.7 2,088 74.3 　

Smoking 　 　 　 　 　 　 0.7328

Current smoker 2,688 53.6 658 24.5 2,030 75.5 　

Former smoker 310 6.2 76 24.5 234 75.5 　

Non smoker 2,016 40.2 474 23.5 1,542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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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observations (Continued)

Variable

Unmet medical need

P-valueTotal Yes No

N (%) N (%) N (%)

Private insurance 　 　 　 　 　 　 0.6416

Yes 2,926 58.4 698 23.9 2,228 76.1 　

No 2,088 41.6 510 24.4 1,578 75.6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dical service <.0001

Satisfied 1,018 20.3 376 36.9 642 63.1 　

Neutral 2,762 55.1 618 22.4 2,144 77.6 　

Unsatisfied 1,234 24.6 214 17.3 1,020 82.7 　

Year 　 　 　 　 　 　 0.0004

2014 2,452 48.9 644 26.3 1,808 73.7 　

2015 2,562 51.1 564 22.0 1,998 78.0 　

Total 5,014 100 1,208 24.1 3,806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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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

Table 14는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군인의 미충족 의료의 경우 연간 경험한 유형별 질병의 수, 성별,

결혼여부, 병과, 계급, 근무지역, 복무구분, 근무시간, 주관적 건강인식, 군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흥미변수인 연간 경험한 유형별 질병의 수와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연간 경험한 유형별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

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오즈비=1.82, 95% 신뢰구

간:1.48-2.24; 3: 오즈비=2.65, 95% 신뢰구간:2.14-3.28; 4: 오즈비=3.18, 95% 신

뢰구간:2.55-3.98; 5: 오즈비=3.63, 95% 신뢰구간:2.88-4.58; 준거집단: 연간 1가

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을 한 군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여군이 남군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

할 확률이 2.07배 높았으며(여군: 오즈비=2.07, 95% 신뢰구간:1.48-2.89; 준거집

단: 남군),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 군인에게서만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가

능성이 1.3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미혼군인: 오즈비=1.30, 95% 신뢰구

간:1.01-1.68; 준거집단: 기혼군인).

군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전투병과와 기행병과에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각각 2.76배, 2.32배 높았으며(전투병과: 오즈비=2.76, 95% 신뢰

구간:1.75-4.35; 기행병과: 오즈비=2.32, 95% 신뢰구간:1.47-3.67; 준거집단:특수

병과), 계급에 따라서는 장교 및 준사관, 병사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각각 1.86배, 1.49배 높았다(장교 및 준사관: 오즈비=1.86, 95% 신뢰구

간:1.49-2.32; 병사: 오즈비=1.49, 95% 신뢰구간:1.18-1.88; 준거집단: 부사관).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전방지역에 위치하는 지작사 동부와 서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 1.58배, 1.52배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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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고(지작사 동부: 오즈비=1.58, 95% 신뢰구간:1.07-2.33; 지작사 서부:

오즈비=1.52, 95% 신뢰구간:1.03-2.24; 준거집단: 재경 및 각 군 본부지역), 복

무구분에 따라서는 장기복무자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1.31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장기복무자: 오즈비=1.31, 95% CI:1.02-1.69; 준거집단: 단

기복무자), 근무시간에 따라 주당 49시간 이상 근무하는 군인들이 미충족 의

료를 경험할 확률이 1.37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49: 오즈비=1.37, 95% 신

뢰구간:1.19-1.58; 준거집단: ≤48).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

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군인일수록 미충족 의료 확률이 1.44배 높았다(나쁨: 오

즈비=1.44, 95% 신뢰구간:1.16-1.80; 준거집단: 좋음).

기타 요인에서는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1.6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만족: 오즈비=1.66, 95% 신뢰구

간:1.40-1.97; 준거집단: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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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disease that individuals had in recent
year and unmet medical needs

　 Unmet medical needs

Variables OR 95% CI

The numbers of diseases individuals had in the past
year 　 　 　 　

1 1.00 - 　 -

2 1.82 (1.48 - 2.24)

3 2.65 (2.14 - 3.28)

4 3.18 (2.55 - 3.98)

≥5 3.63 (2.88 - 4.58)

Sex 　 　 　 　

Man 1.00 - 　 -

Woman 2.07 (1.48 - 2.89)

Marital status 　 　 　 　

Married 1.00 - 　 -

Single (divorced, separated, bereavement) 1.44 (0.96 - 2.16)

Never married 1.30 (1.01 - 1.6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or less 1.00 - 　 -

College or more 1.13 (0.94 - 1.36)

Military type 　 　 　 　

Army 1.00 - 　 -

Navy, Marine 1.14 (0.89 - 1.46)

Air Force 1.24 (0.97 - 1.59)

Branch 　 　 　 　

Combat 2.76 (1.75 - 4.35)

Technique · Administration 2.32 (1.47 - 3.67)

Special 1.00 - 　 -

Rank 　 　 　 　

Warrant officer and Commissioned officer (W1-O6) 1.86 (1.49 - 2.32)

Non-commissioned officer (E5-E9) 1.00 - 　 -

Enlisted soldier (E1-E4) 1.49 (1.18 - 1.88)

Working area 　 　 　 　

Ground operations command (Eastern part) 1.58 (1.07 - 2.33)

Ground operations command (Western part) 1.52 (1.03 - 2.24)

Capital area and all military headquarters 1.00 - 　 -

Second operational command 1.35 (0.89 - 2.04)

Service classification 　 　 　 　

Long-term military service 1.31 (1.02 - 1.69)

Short-term military service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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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disease that individuals had in recent
year and unmet medical needs (Continued)

　 Unmet medical needs

Variables OR 95% CI

Working type 　 　 　 　

Day work 1.00 - 　 -

Shift work 1.13 (0.96 - 1.34)

Working time (hour/week) 　 　 　 　

≤48 1.00 - 　 -

≥49 1.37 (1.19 - 1.5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00 - 　 -

Neutral 1.12 (0.97 - 1.31)

Bad 1.44 (1.16 - 1.80)

Physical activity (per week) 　 　 　 　

0 1.00 - 　 -

1-2 0.87 (0.70 - 1.08)

≥3 1.08 (0.88 - 1.32)

Smoking 　 　 　 　

Current smoker 1.00 - 　 -

Former smoker 0.90 (0.67 - 1.20)

Non smoker 0.95 (0.81 - 1.10)

Private insurance 　 　 　 　

Yes 1.00 - 　 -

No 1.06 (0.92 - 1.23)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dical service 　 　 　 　

Satisfied 1.66 (1.40 - 1.97)

Neutral 0.71 (0.59 - 0.85)

Unsatisfied 1.00 - 　 -

Odds Ratio(OR), Confidence Interval(CI), *P-value for trend: P<.0001

*All variables in the table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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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충족 의료 관련 하위그룹 분석

하위그룹별 군인의 미충족 의료와의 관련성은 Table 15에 제시하였다. 하위

그룹 분석결과 군인의 미충족 의료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근무지역, 주

당 근무시간, 개인민간보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성별에 따른 분석

성별 분석에서 연간 1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연간 경험한 유형별 질병의 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

할 확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군의 경우 연간 2가지 유형의 질

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72배 컸으며(오즈비=1.72, 9

5% 신뢰구간:1.39-2.12),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65배(오즈비=2.65, 9

5% 신뢰구간:2.14-3.29),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00배(오즈비=2.39-

3.78, 95% 신뢰구간:2.39-3.78),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28배(오

즈비=3.28, 95% 신뢰구간:2.58-4.16)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0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남군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한 선형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p<.0001로 유의한 수준임을 확

인하였다. 여군의 경우 연간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8.24배(오즈비=8.24, 95% 신뢰구간:2.07-32.78),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7.58배(오즈비=7.58, 95% 신뢰구간:1.61-35.78),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0.95배(오즈비=30.95, 95% 신뢰구간:5.91-162.02)로 같은 수

의 질병을 경험한 남군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비교적 높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p<.0001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선형회귀분석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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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p<.0001로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

한 여군의 분석값은 유의하지 않았다(오즈비=1.35, 95% 신뢰구간:0.21-8.50).

2) 결혼여부에 따른 분석

결혼여부를 기혼, 결혼생활문제(별거, 이혼, 사별), 미혼으로 구분하여 미충족 의

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간 1가지 질병을 경험한 군인을 준거집단으로 하였

을 때, 기혼자 중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

이 2.12배(오즈비=2.12, 95% 신뢰구간:1.24-3.63),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

은 2.25배(오즈비=2.25, 95% 신뢰구간:1.23-4.13),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74배(오즈비=3.74, 95% 신뢰구간:2.15-6.52)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결혼생활문제(별거, 이혼, 사별)가 있는 군인

에서는 연간 5가지 이상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43.25배(오즈비=43.25, 95%

신뢰구간:4.33-431.6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5

6). 미혼 군인의 경우 연간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

험할 확률은 1.92배(오즈비=1.92, 95% 신뢰구간:1.53-2.41),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

험한 군인은 2.90배(오즈비=2.90, 95% 신뢰구간:2.28-3.68),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

험한 군인은 3.27배(오즈비=3.27, 95% 신뢰구간:2.55-4.19),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

을 경험한 군인은 3.39배(오즈비=2.59, 95% 신뢰구간:2.59-4.44)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또한, 결혼여부와 미충족 의료의

선형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기혼:p<.0001; 결혼생활문제:p=0.00

32; 미혼:p<.0001).

3)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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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하여 미충족 의료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간 1가지 질병을 경험한 군인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군인 중 연간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

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2.71배(오즈비=2.71, 95% 신뢰구간:1.53-2.41), 3가

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38배(오즈비=3.38, 95% 신뢰구간:1.92-5.93), 4가

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4.98배(오즈비=4.98, 95% 신뢰구간:2.81-8.81), 5가

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09배(오즈비=3.09, 95% 신뢰구간:1.75-5.4

5)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인 중 연간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72배(오즈비=1.72, 95% 신뢰구간:1.37-2.16),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54배(오즈비=2.54, 95% 신뢰구간:2.01-3.20),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81배(오즈비=2.81, 95% 신뢰구간:2.19-3.59),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

인은 3.71배(오즈비=3.71, 95% 신뢰구간:2.59-4.44)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또한, 교육수준과 미충족 의료의 선형회귀분석에서도

각각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고등학교 이하:p<.0001; 전문대학 이상:p<.0001).

4) 근무지역에 따른 분석

근무지역은 지작사(동부, 서부), 재경 및 각 군 본부, 2작사 지역으로 구분하여

미충족 의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간 1가지 질병을 경험한 군인을 준거집

단으로 지작사 동부에서 임무수행 중인 군인 중 연간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2.33배(오즈비=2.33, 95% 신뢰구간:1.58-3.43),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60배(오즈비=3.60, 95% 신뢰구간:2.42-5.36),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90배(오즈비=3.90, 95% 신뢰구간:2.6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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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4.35배(오즈비=4.35, 95% 신뢰구간:2.89-

6.5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작사 서부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 연간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44배(오즈비=1.44, 9

5% 신뢰구간:1.01-2.06),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17배(오즈비=2.17, 9

5% 신뢰구간:1.51-3.13),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37배(오즈비=3.37, 9

5% 신뢰구간:2.32-4.89),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45배(오즈비=

3.45, 95% 신뢰구간:2.29-5.19)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재경 및 각 군 본부 지역 근무자의 분석에서는 연간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5.07배(오즈비=5.07, 95% 신

뢰구간:1.08-23.86)높음이 유의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연간 경험한 질병이 4개 이

하인 각각의 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작사 지역 군인 중 연간 2가지 유형

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2.38배(오즈비=2.38, 95%

신뢰구간:1.64-3.44),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00배(오즈비=3.00, 95%

신뢰구간:2.02-4.46),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45배(오즈비=3.45, 95%

신뢰구간:2.22-5.38),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5.16배(오즈비=3.30,

95% 신뢰구간:3.30-8.07)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1). 근무지역과 미충족 의료의 선형회귀분석에서도 각각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

였다(지작사 동부:p<.0001; 지작사 서부:p<.0001; 재경 및 각 군 본부:p=0.0073; 2작

사 지역:p<.0001). 근무 지역과 관련된 분석에서 같은 지작사 소속이라도 동부의

군인들이 서부의 군인들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크게 증가함이 확인되

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권에 부대가 위치한 2작사 군인들 또한 지작사 동부의 군

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함이 확인되었는데, 13개의 의무사 예하 군 병원 중

6개 병원이 지작사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수도, 고양, 양주, 일동, 구리, 서울

지구), 지작사 동부에는 3개의 군 병원(춘천, 홍천, 강릉), 2작사 지역은 4개의 군

병원(대전, 함평, 대구, 부산)이 위치한 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군 병원의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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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Figure 3).

Figure 3. Location by region of 13 Armed Forces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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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시간에 따른 분석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 이하, 48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미충족 의

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간 1가지 질병을 경험한 군인을 준거집단으로 주

당 근무시간이 48시간 이하인 군인 중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88배(오즈비=1.88, 95% 신뢰구간:1.38-2.56),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34배(오즈비=2.34, 95% 신뢰구간:1.69-3.24),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50배(오즈비=1.79, 95% 신뢰구간:1.79-3.50), 5가지 이상 유

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60배(오즈비=3.60, 95% 신뢰구간:2.51-5.15)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군인 중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

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85배(오즈비=1.85, 95% 신뢰구간:1.41

-2.43),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75배(오즈비=2.75, 95% 신뢰구간:2.08

-3.63),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3.66배(오즈비=3.66, 95% 신뢰구간:2.72

-4.93),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4.27배(오즈비=4.27, 956% 신뢰구

간:3.19-5.72)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선

형회귀분석 결과 또한 각각 유의하였다(≤48:p<.0001; ≥49:p<.0001).

6) 개인 민간보험 보유여부에 따른 분석

개인 민간보험 보유여부는 보유, 미보유로 구분하여 미충족 의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간 1가지 질병을 경험한 군인을 준거집단으로 개인 민간보험을 보

유한 군인 중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55배(오즈비=1.55, 95% 신뢰구간:1.18-2.05), 3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25배(오즈비=2.25, 95% 신뢰구간:1.71-2.97), 4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2.89배(오즈비=2.89, 95% 신뢰구간:2.16-3.87), 5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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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3.15배(오즈비=3.15, 95% 신뢰구간:2.35-4.2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인

민간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군인 중 2가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이 미충족 의

료를 경험할 확률은 2.33배(오즈비=2.33, 95% 신뢰구간:1.69-3.22), 3가지 유형의 질

병을 경험한 군인은 3.45배(오즈비=3.45, 95% 신뢰구간:2.44-4.88), 4가지 유형의 질

병을 경험한 군인은 3.72배(오즈비=3.72, 95% 신뢰구간:2.59-5.32), 5가지 이상 유형

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은 4.47배(오즈비=4.47, 95% 신뢰구간:3.03-6.60)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또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도

각각 유의하였다(보유:p<.0001; 미보유:p<.0001). 비록, 민간보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연간 경험한 질병이 많을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보험 미보유 군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증가폭보다 민간 보

험을 보유 군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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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ubgroup analysis of diseases and unmet medical needs experienced by military personnel during the past year

Variable
1 2 3 4 ≥5

P -Value
fo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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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 　 　 　 　 　 　 　 　 　 　 　 　 　 　 　 　 　 　

Man 1.00 1.72 (1.39 - 2.12) 2.65 (2.14 - 3.29) 3.00 (2.39 - 3.78) 3.28 (2.58 - 4.16) <.0001

Woman 1.00 8.24 (2.07 - 32.78) 1.35 (0.21 - 8.50) 7.58 (1.61 - 35.78) 30.95 (5.91 - 162.02) <.0001

Marital status 　 　 　 　 　 　 　 　 　 　 　 　 　 　 　 　 　 　

Married 1.00 1.27 (0.72 - 2.24) 2.12 (1.24 - 3.63) 2.25 (1.23 - 4.13) 3.74 (2.15 - 6.52) <.0001

Once married

(divorced, separated, bereavement)
1.00 2.39 (0.32 - 17.78) 0.35 (0.05 - 2.41) 5.19 (0.26 - 102.59) 43.25 (4.33 - 431.64) 0.0032

Unmarried 1.00 1.92 (1.53 - 2.41) 2.90 (2.28 - 3.68) 3.27 (2.55 - 4.19) 3.39 (2.59 - 4.44) <.000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or less 1.00 2.71 (1.60 - 4.60) 3.38 (1.92 - 5.93) 4.98 (2.81 - 8.81) 3.09 (1.75 - 5.45) <.0001

College or more 1.00 1.72 (1.37 - 2.16) 2.54 (2.01 - 3.20) 2.81 (2.19 - 3.59) 3.71 (2.86 - 4.81) <.0001

Work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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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ubgroup analysis of diseases and unmet medical needs experienced by military personnel during the past year (Continue)

Variable
1 2 3 4 ≥5

P -Value
fo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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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operations command
(Eastern part)

1.00 2.33 (1.58 - 3.43) 3.60 (2.42 - 5.36) 3.90 (2.60 - 5.85) 4.35 (2.89 - 6.54) <.0001

Ground operations command
(Western part) 1.00 1.44 (1.01 - 2.06) 2.17 (1.51 - 3.13) 3.37 (2.32 - 4.89) 3.45 (2.29 - 5.19) <.0001

Capital area and
all military headquarters 1.00 0.54 (0.11 - 2.60) 1.75 (0.50 - 6.16) 0.60 (0.10 - 3.78) 5.07 (1.08 - 23.86) 0.0073

Second operational command 1.00 2.38 (1.64 - 3.44) 3.00 (2.02 - 4.46) 3.45 (2.22 - 5.38) 5.16 (3.30 - 8.07) <.0001

Working time(hour/week) 　 　 　 　 　 　 　 　 　 　 　 　 　 　 　 　 　 　

≤48 1.00 1.88 (1.38 - 2.56) 2.34 (1.69 - 3.24) 2.50 (1.79 - 3.50) 3.60 (2.51 - 5.15) <.0001

≥49 1.00 1.85 (1.41 - 2.43) 2.75 (2.08 - 3.63) 3.66 (2.72 - 4.93) 4.27 (3.19 - 5.72) <.0001

Private insurance 　 　 　 　 　 　 　 　 　 　 　 　 　 　 　 　 　 　

Yes 1.00 1.55 (1.18 - 2.05) 2.25 (1.71 - 2.97) 2.89 (2.16 - 3.87) 3.15 (2.35 - 4.23) <.0001

No 1.00 2.33 (1.69 - 3.22) 3.45 (2.44 - 4.88) 3.72 (2.59 - 5.32) 4.47 (3.03 - 6.60) <.0001

Odds Ratio(OR), Confidence Interva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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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asons for unmet medical needs occur

Variable

Unmet
medical need
(Total=1,208) P-value

N (%)

Reason for experience of unmet medical need 　 　 <.0001

No time to receive service 416 34.4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258 21.4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120 9.9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110 9.1 　

Other reasons(money, severity, negative influence, etc) 304 25.1 　

4.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미충족 의료 세부 발생 사유의 연관성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미충족 의료 세부 발생 사유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Table 16, 17에 제시하였다. 먼저, 미충족 의료 발생의 세부내용으로는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

아서’,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였으며, 1,208명의

응답자 중 416명(34.4%)은 ‘방문 시간이 없어서’, 258명(21.4%)은 ‘예약이 어렵

거나 긴 대기시간’, 120명(9.9%)은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110명

(9.1%)은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304명(25.1%)는 ‘기타’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 흥미변수에 따른 분석

흥미변수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간 경험한 질병의 유형이 1가지였던 군인을 준

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

간’,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의 이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



- 60 -

으로 분석되었다(2/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16, 95% 신뢰구간:1.03-1.31; 3/방

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11, 95% 신뢰구간:1.03-1.42; 4/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

즈비=1.14, 95% 신뢰구간:1.00-1.30; ≥5/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36, 95% 신

뢰구간:1.10-1.68; 2/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1.14, 95% 신뢰구간:1.0

0-1.30; 3/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1.36, 95% 신뢰구간:1.14-1.48; 4/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2.29, 95% 신뢰구간:1.16-2.68; ≥5/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2.20, 95% 신뢰구간:1.44-11.00; 3/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1.48, 95% 신뢰구간:1.12-1.52; 4/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1.74, 95% 신뢰구간:1.32-1.93; ≥5/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3.10,

95% 신뢰구간:1.20-8.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중 성별 분석에서는 여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남군은 ‘방문 시간이 없어서’,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예

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의 이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남

자/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2.57, 95% 신뢰구간:1.25-5.28; 남자/군 병원에 대

한 신뢰도가 낮아서: 오즈비=2.22, 95% 신뢰구간:1.44-11.35; 남자/예약이 어렵거

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1.77, 95% 신뢰구간:1.30-1.99),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

혼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결혼생활 문제가 있는 군인은 ‘방문 시간이 없어

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을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낮았

으며(결혼생활문제/방문 시간이없어서: 오즈비=0.40, 95% 신뢰구간:0.17-0.95; 결혼

생활문제/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0.14, 95% 신뢰구간:0.03-0.73),

미혼 군인이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고(미혼/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0.02, 95% 신뢰구간: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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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군인을 준거집단으로 하

였을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인이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기타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전문대 이상/군 의

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0.30, 95% 신뢰구간:0.11-0.81; 전문대 이상/기타: 오

즈비=0.40, 95% 신뢰구간:0.20-0.80).

3) 군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군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군 구분, 계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군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 육군을 준거집단으로 해군은 ‘방문 시간이 없

어서’,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

(해군/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82, 95% 신뢰구간:1.01-3.27; 해군/군 의료시설

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10.49, 95% 신뢰구간:3.04-36.23), 공군은 ‘방문 시간이 없

어서’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높았으나(공군/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2.03, 95% 신뢰구간:1.11-3.70), ‘기타’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

은 낮았다(공군/기타: 오즈비=0.22. 95% 신뢰구간:0.06-0.79). 계급에 따른 분석에서

는 부사관을 준거집단으로 장교는 ‘방문 시간이 없어서’,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

가 낮아서’, ‘기타’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장교/방문 시간

이 없어서: 오즈비=4.90, 95% 신뢰구간:1.90-3.11; 장교/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오즈비=4.98, 95% 신뢰구간:1.82-13.64; 장교/기타: 오즈비=2.34, 95% 신뢰

구간:1.06-5.17), 병사는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을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반면(병사/군 병원에 대

한 신뢰도가 낮아서: 오즈비=5.68, 95% 신뢰구간:1.80-17.97; 병사/예약이 어렵거

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4.83, 95% 신뢰구간:1.96-11.89), ‘방문 시간이 없어서’,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기타’ 사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발생 확률은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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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병사/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0.36, 95% 신뢰구간:0.20-0.63; 병

사/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0.12, 95% 신뢰구간:0.03-0.47; 병사/기타:

오즈비=0.19, 95%신뢰구간:0.07-0.49).

4) 건강행태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건강행태 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 관련 분석에서는 준거집단을 주관

적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인식으로 하는 군인으로 하였을 때, 중간인 집단에서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중간/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오즈비=1.81, 95% 신뢰구간:1.09-2.99), 나쁨인 집

단에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나쁨/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99, 95% 신뢰구간:1.18-3.37; 나쁨/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

간: 오즈비=1.76, 95% 신뢰구간: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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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unmet medical need reasons

Variable

Unmet medical need

No time to receive
service
(n=416)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n=258)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n=120)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n=110)

Other reasons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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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s of diseases individuals had in the past year(Ref: 1)

2 1.16 (1.03 - 1.31) 1.14 (1.00 - 1.30) 0.89 (0.73 - 1.32) 1.16 (0.74 - 1.81) 0.43 (0.22 - 0.83)

3 1.11 (1.03 - 1.42) 1.36 (1.14 - 1.48) 0.94 (0.62 - 1.14) 1.48 (1.12 - 1.52) 0.37 (0.11 - 1.25)

4 1.14 (1.00 - 1.30) 2.29 (1.16 - 2.68) 1.07 (0.94 - 1.56) 1.74 (1.32 - 1.93) 0.16 (0.03 - 1.07)

≥5 1.36 (1.10 - 1.68) 2.20 (1.44 - 11.00) 1.14 (1.02 - 1.23) 3.10 (1.20 - 8.01) 0.30 (0.09 - 1.01)

Sex (Ref: Woman)

Man 2.57 (1.25 - 5.28) 1.77 (1.30 - 1.99) 2.22 (1.44 - 11.35) 6.10 (0.87 - 42.56) 0.63 (0.20 - 2.04)

Marital status (Ref: married)

Single
(divorced, separated,
bereavement)

0.40 (0.17 - 0.95) 0.14 (0.03 - 0.73) 0.40 (0.07 - 2.27) 0.13 (0.02 - 1.04) 1.02 (0.28 - 3.77)

Never married 0.95 (0.54 - 1.69) 0.72 (0.32 - 1.61) 0.58 (0.17 - 2.04) 0.02 (0.00 - 0.17) 2.12 (0.80 - 5.63)

Educational level (Ref: high school or less)

College or more 1.44 (0.92 - 2.25) 1.10 (0.69 - 1.74) 1.63 (0.87 - 3.06) 0.30 (0.11 - 0.81) 0.40 (0.20 -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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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unmet medical need reasons (Continue)

Variable

Unmet medical need

No time to receive
service
(n=416)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n=258)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n=120)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n=110)

Other reasons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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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type (Ref: army)

Navy, Marine 1.82 (1.01 - 3.27) 1.48 (0.71 - 3.08) 1.98 (0.76 - 5.17) 10.49 (3.04 - 36.23) 0.82 (0.28 - 2.38)

Air Force 2.03 (1.11 - 3.70) 1.37 (0.69 - 2.73) 0.72 (0.30 - 1.76) 0.39 (0.06 - 0.50) 0.22 (0.06 - 0.79)

Branch (Ref: special)　

Combat 0.38 (0.11 - 1.35) 0.58 (0.13 - 2.69) 0.41 (0.24 - 3.24) 0.34 (0.11 - 1.47) 0.18 (0.03 - 1.19)

Technique · Administration 0.33 (0.09 - 1.16) 0.70 (0.15 - 3.29) 0.68 (0.33 - 1.16) 0.68 (0.47 - 2.39) 0.33 (0.05 - 2.30)

Rank (Ref: NCO)

Warrant officer and
Commissioned officer
(W1-O6)

4.98 (1.90 - 3.11) 1.38 (0.66 - 2.90) 4.98 (1.82 - 13.64) 2.75 (0.77 - 9.77) 2.34 (1.06 - 5.17)

Enlisted soldier (E1-E4) 0.36 (0.20 - 0.63) 4.83 (1.96 - 11.89) 5.68 (1.80 - 17.97) 0.12 (0.03 - 0.47) 0.19 (0.07 - 0.49)

Working area (Ref: capital area and all military headquarters)

Ground operations command
(Eastern part) 0.68 (0.26 - 1.75) 0.82 (0.28 - 2.44) 0.41 (0.14 - 1.24) 0.53 (0.45 - 1.73) 0.95 (0.73 - 2.58)

Ground operations command
(Western part)

0.56 (0.22 - 1.46) 0.99 (0.33 - 2.98) 0.62 (0.20 - 1.91) 0.72 (0.55 - 1.92) 0.72 (0.62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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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unmet medical need reasons (Continue)

Variable

Unmet medical need

No time to receive
service
(n=416)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n=258)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n=120)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n=110)

Other reasons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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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operational command 0.27 (0.10 - 0.75) 0.35 (0.11 - 1.16) 0.28 (0.01 - 1.02) 0.42 (0.19 - 1.33) 0.47 (0.31 - 1.53)

Service classification (Ref: short-term military service)

Long-term military service 0.58 (0.33 - 1.01) 1.96 (0.75 - 5.14) 0.66 (0.17 - 2.49) 0.01 (0.00 - 0.12) 0.83 (0.35 - 1.98)

Working type (Ref: day work)

Shift work 0.93 (0.63 - 1.39) 1.78 (1.19 - 2.66) 1.85 (1.10 - 3.11) 1.50 (0.59 - 3.83) 1.86 (0.95 - 3.65)

Working time (hour/week) (Ref:≤48)

≥49 1.18 (0.83 - 1.69) 1.20 (0.82 - 1.76) 1.01 (0.62 - 1.63) 1.25 (0.50 - 3.12) 0.75 (0.38 - 1.50)

Subjective health status (Ref: good)

Neutral 1.24 (0.87 - 1.78) 1.06 (0.72 - 1.58) 1.81 (1.09 - 2.99) 0.34 (0.12 - 0.97) 1.30 (0.68 - 2.50)

Bad 1.99 (1.18 - 3.37) 1.76 (1.00 - 3.12) 1.99 (0.94 - 4.24) 1.26 (0.41 - 3.83) 1.61 (0.68 - 3.84)

Physical activity (per week) (Ref: 0)

1-2 1.60 (0.94 - 2.70) 0.98 (0.53 - 1.83) 0.92 (0.42 - 2.01) 0.25 (0.06 - 1.00) 1.36 (0.54 - 3.42)

≥3 1.36 (0.84 - 2.22) 0.90 (0.52 - 1.56) 0.84 (0.42 - 1.69) 0.63 (0.22 - 1.80) 1.13 (0.48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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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unmet medical need reasons (Continue)

Variable

Unmet medical need

No time to receive
service
(n=416)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n=258)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n=120)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n=110)

Other reasons
(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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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king (Ref: current smoker)

Former smoker 1.19 (0.59 - 2.38) 0.56 (0.24 - 1.31) 2.00 (0.86 - 4.68) 2.89 (0.71 - 11.87) 0.98 (0.28 - 3.39)

Non smoker 1.56 (1.07 - 2.28) 1.50 (1.00 - 2.26) 1.79 (1.07 - 2.98) 2.74 (1.07 - 7.02) 0.61 (0.28 - 1.32)

Private insurance (Ref: yes)

No 1.10 (0.77 - 1.57) 1.12 (0.77 - 1.64) 0.86 (0.53 - 1.39) 1.84 (0.74 - 4.59) 1.02 (0.54 - 1.93)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dical service (Ref: unsatisfied)

Satisfied 0.95 (0.57 - 1.58) 0.91 (0.54 - 1.53) 6.24 (2.07 - 18.84) 1.98 (0.48 - 8.20) 0.43 (0.16 - 1.14)

Neutral 1.17 (0.76 - 1.80) 0.58 (0.35 - 0.94) 5.82 (1.97 - 17.17) 1.59 (0.44 - 5.76) 0.90 (0.43 - 1.89)

Odds Ratio(OR), Confidence Interva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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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의 연관성

Table 18은 세분화한 흥미변수로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연관

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을 위해 2가지 이상 유형의 질병에 응답한 인

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단일 질병에 응답한 데이터 샘플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집단은 Table 10에서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군내

가장 많은 진료량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유

형별 질환 중 내과적 질환이 있는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2.04

배로 가장 높았으며(Internal disease: 오즈비=2.04, 95% 신뢰구간:1.34-3.12), 안

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의 경우 1.98배 높았다(Ophthalmology or otorhinolaryngology

disease: 오즈비=1.98, 95% 신뢰구간:1.55-2.53). 그 뒤로 치과 질환(Dental

disease: 오즈비=1.84, 95% 신뢰구간:1.28-2.63), 피부과 질환(Skin disease: 오

즈비=1.73, 95% 신뢰구간:1.21-2.48)이 있는 군인에게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군인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신경계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보다 미충족 의료

를 경험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긴 하였으나, 이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Nervous disease: 오즈비=1.20, 95% 신뢰구간:0.6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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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s depending on disease types

　 Unmet medical needs

Variables OR 95% CI

Types of diseases 　 　 　 　

Musculoskeletal disease 1.00 - 　 -

Internal disease 2.04 (1.34 - 3.12)

Ophthalmology or otorhinolaryngology disease 1.98 (1.55 - 2.53)

Dental disease 1.84 (1.28 - 2.63)

Skin disease 1.73 (1.21 - 2.48)

Nervous disease 1.20 (0.66 - 2.18)

Odds Ratio(OR), Confidence Interval(CI)

*Adjusted for sex,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military type, branch, rank, working
area, service classification, working type, working time, subjective health status, physical
activity, smoking, private insurance,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dical service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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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충족 의료 발생 세부사유에 대한 질병경험 군인의 분포

Table 19는 흥미변수와 종속변수를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질병에 따라 미

충족 의료 세부 발생 사유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이다.

흥미변수인 ‘연간 경험한 질병의 수’는 ‘눈과 귀’, ‘호흡기계’, ‘면역계’, ‘심장, 혈

관계’, ‘소화기계’, ‘대사, 내분비계’, ‘근육, 골격계’, ‘피부’, ‘신경계’, ‘비뇨, 생식

계’, ‘구강질환’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분석을 위해 질환별 특성에 따라 ‘안

과·이비인후과 질환’, ‘내과 질환(소화기, 호흡기, 면역계)’, ‘근골격계 질환’, ‘피

부과 질환’, ‘신경계 질환’, ‘치과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미충족 의료 세부 발생

사유는 ‘근무성과나 진급에 영향을 줄까봐’, ‘경제적 이유’, ‘군 의료시설이 너

무 멀어서’,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 ‘거동이 불편해서’, ‘증세

가 경미해서’ 였으나, 분석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된 상위 4개의 세부

이유(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군 병원에 대한 신뢰

도가 낮아서,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와 기타(경제적 이유, 증세가 경미해

서, 근무성과나 진급에 영향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타항목을 제외한 상위 4개 세부 이유에 따른 각 질환별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질환에서 ‘방문 시간이 없어서’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phthalmology/otorhinolaryngology

disease: 39.8%; Internal: 39.1%; Musculoskeletal: 40.4%; Skin: 39.1% Nervous:

40.8%; Dental: 39.2%). 다음으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 발생사유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Ophthalmology/otorhinolaryngology

disease: 15.1%; Internal: 16.2%; Musculoskeletal: 18.3%; Skin: 18.3%; Nervous:

19.0%; Dental: 18.5%), 세 번째 사유로는 치과를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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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가 많았고(Ophthalmology/otorhinolaryngology disease:

9.6%; Internal: 9.7%; Musculoskeletal: 12.5%; Skin: 8.9%; Nervous: 9.2%), 치과

질환이 있었던 군인들 중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분포

된 사유는 ‘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Dental: 7.7%).

그러나 이 분석에서 내과적 질환, 근골격계 질환, 치과 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internal: p=0.0060; musculoskeletal: p=0.0348; dental: p<0.0001),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피부과 질환, 신경계 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pthalm/otorhinolaryngo: p=0.6449; Skin: p=0.5998; Nervous:

p=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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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unmet medical need by disease type

Variable

Unmet medical need

No time to
receive
service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Other
reasons

N (%) N (%) N (%) N (%) N (%)

Type of diseases

Ophthalmology/Otorhinolaryngology disease (N=332)(p=0.6449) 132 39.8 50 15.1 32 9.6 28 8.4 90 27.1

Internal medicine (Digestive, respiratory, immune) (N=804)(p=0.0060) 314 39.1 130 16.2 78 9.7 70 8.7 212 26.4

Musculoskeletal disease (N=416)(p=0.0348) 168 40.4 76 18.3 52 12.5 20 4.8 100 24.0

Skin disease (N=338)(p=0.5998) 132 39.1 62 18.3 30 8.9 24 7.1 90 26.6

Nervous disease (N=368)(p=0.2896) 150 40.8 70 19.0 34 9.2 28 7.6 86 23.4

Dental disease (N=520)(p<0.0001) 204 39.2 96 18.5 36 6.9 40 7.7 14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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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병 유형에 따른 세부 미충족 의료 발생 사유의 연관성

Table 20은 각 질병의 유형에 따른 세부 미충족 의료 발생 사유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유형별

질병의 준거집단은 해당 질병이 없는 군인이며, 세부 사유의 준거집단은 미충

족 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군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환별 미충족 의료 발생사유로는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의 경우 ‘방문 시간

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이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안과·이비인후과/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6.00, 95% 신뢰구

간:1.16-31.11; 안과·이비인후과/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3.31,

95% 신뢰구간:1.50-21.83), 내과적 질환에서도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의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과/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15, 95% 신뢰구간:1.06-1.34; 내과/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1.13, 95% 신뢰구간:1.06-1.32). 근골격계 질환

에서는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을

사유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근골격계/군 병원에 대

한 신뢰도가 낮아서: 오즈비=1.85, 95% 신뢰구간:1.48-2.50; 근골격계/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2.04, 95% 신뢰구간:1.64-2.69), 피부 질환에서

는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을 사유로 미충족 의

료가 발생했고(피부/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2.33, 95% 신뢰구간:1.18-11.10;

피부/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1.70, 95% 신뢰구간:1.21-4.28), 치

과 질환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모든 사유에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치과/방문 시간이 없어서: 오즈비=1.74, 95% 신뢰구

간:1.48-2.18; 치과/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오즈비=1.58, 95%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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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1.21-2.75; 치과/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오즈비=1.64, 95% 신뢰구

간:1.39-2.03; 치과/군 의료시설이 너무 멀어서: 오즈비=1.60, 95% 신뢰구

간: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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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Interesting subgroup analysis in unmet medical need reasons

　 Unmet medical need

Variable

No time to receive
service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s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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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of diseases
(Ref: Group that does not have the each disease)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disease 6.00 (1.16 - 31.11) 5.19 (0.54 - 50.18) 3.31 (1.50 - 21.83) 0.49 (0.04 - 5.82) 3.02 (0.05 - 34.59)

Internal medicine
(Digestive, respiratory, immune) 1.15 (1.06 - 1.34) 1.36 (0.12 - 1.07) 1.13 (1.06 - 1.32) 1.03 (1.01 - 1.11) 1.09 (1.04 - 1.22)

Musculoskeletal disease 1.75 (0.47 - 1.19) 1.85 (1.48 - 2.50) 2.04 (1.64 - 2.69) 1.26 (0.63 - 2.50) 1.02 (0.62 - 1.67)

Skin disease 2.33 (1.18 - 11.10) 1.11 (0.46 - 2.68) 1.70 (1.21 - 4.28) 0.86 (0.39 - 1.89) 0.15 (0.06 - 0.37)

Nervous disease 0.61 (0.38 - 0.97) 1.78 (0.44 - 1.39) 1.45 (1.27 - 1.73) 1.56 (1.29 - 2.09) 1.87 (0.53 - 1.45)

Dental disease 1.75 (1.48 - 2.18) 1.58 (1.21 - 2.75) 1.64 (1.39 - 2.03) 1.60 (1.31 - 3.20) 0.97 (0.60 - 1.58)

Odds Ratio(OR), Confidence Interval(CI), *Ref group is having no unmet med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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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군내 발생 질환의 유형에 따라 미충족 의료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군 관련 특성, 건강 행태, 기타 요인으로 구분

하여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질병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2015년 군 건강조사

(MHS) 응답자 중 연간 1가지 이상의 질병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데이터 샘플

만을 포함하였으며, 연간 경험한 질병이 없는 군인은 제외하였다. 유형별 질병

은 응답자의 분포에 따라 안과·이비인후과(시력저하,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

리,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 현기증), 호흡·면역기계(비염, 부비동염, 축농증, 결

핵,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감기, 천식, 아토피 질환, 알레르기성 결막

염,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기계(간염, 간경화, 담낭염, 과민성 대장염, 위궤양,

위염, 위암, 변비), 근골격계(염좌, 근파열, 연골파열, 인대파열, 탈골, 골절, 관

절염, 타박상, 추간판 탈출증), 피부(건선, 아토피 피부염, 탈모증, 무좀), 신경

계(두통, 편두통, 안면 근육마비), 구강질환(충치, 치주질환, 사랑니) 7개의 유

형으로 분류하여 많은 유형의 질병 경험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으며, 질병 분류별 비교를 위해 유형별 질병을 6개로 그룹화하여 분석하

였다(안과·이비인후과, 내과(호흡·면역·소화기), 근골격계, 피부, 신경, 치과).

그러나, 군내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데이터는 제한적이었으며, 국방부에서

발표한 ‘2018 국방통계연보’ 자료와 정보공개포털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 요청

을 하여 받은 ‘2015-2017 군 병원 진료량 통계(진료과별)’ 데이터를 통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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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연간 진료량과 진료과별 진료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병원에서 가장 많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진료과는 정형외과임을 통해 군내 근골격계 질환 환

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질병에 유형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간 경험한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질병의 유형에 따른 미충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군 보건정책의 방

향을 제시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

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미충족 의료 발생과

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설문은 자기기입식으로 설계되었으며,

군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불성실 응답, 응답회피, 회상편향(recall bias) 등이 발

생하였을 수 있다. 또한, 질병경험 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법 21조(기록 열

람 등)에 근거하여 이는 불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질병 경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분석대상 유형별 질병을 6가지 질환으로 제한하였다. 실제 군 건강조

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 대사 질환, 비뇨생식계 질환, 성병, 기타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질환들에 대한 응답자 수가 저

조하여 분석이 제한되었으며, 따라서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내과적 질환, 근

골격 질환, 피부 질환, 신경계 질환, 구강 질환 6가지의 질환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의 연관성 분석에서 사용한 준

거집단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시한 2015-2017 군병

원 진료과별 진료량 통계에서 확인된 군 병원 내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과는 정형외과였다. 정형외과는 일반 내과,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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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내과, 류마티스 내과, 종양 내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과들을 내과로 통

합하여 진료량을 합하여 비교했을 때도 군 병원내 가장 많은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진료의 양이 많았다는 것이 군내 발생 다빈도 질환을 의미하고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

이는 증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은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다보니 미충족 의료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된 근골격 질환

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각 질병들과의 미충족 의료 경험율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군 건강조사’ 데이터는 한국군 장병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과 정신·심리적 건강 수준 및 군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대별 인원구성, 부대특성 등을 반영한 무작위 층화 표본 및 집락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산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조사는 계급, 지

역, 육·해·공군 구분 등 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군대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의 현상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

째, 한국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질병, 진료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

은 이 연구가 처음이며, 셋째, 해외에서도 질병의 유형과 미충족 의료에 대해

실시된 연구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는 연구의 설계 및 시도 자체에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는 2년간 수집된 각각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연간 유형별 질병 경험을 많이 하는 군인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한 첫 번째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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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군 관련 특성, 건강행태, 기타 요인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 및 세부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유형

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방문 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인의 미충족 의료 발생과 관련된

요인에는 연간 더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한 군인, 여군, 미혼군인, 전투병과

와 기행병과, 장교와 병사, 전방지역(지작사) 근무자, 장기복무자, 주당 4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군인,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군 의료

서비스에 만족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남군과 여군 모두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할

수록, 기혼군인 또는 미혼군인이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할수록 미충족 의료

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근무지역, 주당 근무시간, 민간보

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이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할수록 미충족 의료

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상

대적으로 군 병원이 적게 위치한 지작사 동부와 2작사 지역에서 군 병원 중

다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작사 서부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었고, 개인민간보험에서 역시 보험여부

와 상관없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군인이 많은 유형의 질병을 경험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

할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변수와 종속

변수를 세분화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각 질환별 미충족 의료를 경

험하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안과·이비인후과 질환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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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질환, 치과 질환은 ‘방문 시간이 없어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

았으며, 특히 안과·이비인후과의 경우 해당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

률이 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피부 질환도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근골격계 질환, 치과 질환은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 때문에 미충

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질병은 내과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이 해당

되었으며, 신경계 질환과 치과 질환의 경우 군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문제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충족 의료는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보건의료 환경

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Ko, 2016). 따라서 국내

외에서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주로 성별,

인종,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장애 여부, 의료필요, 보험 등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경험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으며(Carr & Wolfe, 1976;

Ayanian et al., 2000; Leiyu & Gregory, 2005; Bryant et al., 2009; Vuillerm

oz et al., 2017), 질병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이었으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료이용의 필요’보다는

‘필요 의료서비스의 충족’ 측면의 연구가 많았다. ‘의료이용의 필요’측면에서

진행된 몇 가지 연구사례를 보자면, 캐나다에서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집단 중

하나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더라도 노숙자들의 시각장애

유병률이 높았으며, 이들의 안과 질환에 따른 미충족 의료가 일반 인구에 비

해 높은 편이었음을 확인하였고(Christopher & Raman, 2015), 만성질환과 보험

보유 여부에 따른 미충족 의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만성질환보다는 보험 보유여

부가 미충족 의료와의 관련성이 크지만, 무보험 만성질환자의 경우 미충족 의료

를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odd & William, 2006). 또, WHO에

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의 정신장애를 분석한 결과, 치료자원의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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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정신장애 치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WHO, 2004). 이처럼 미충족 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형에 따른 질환별 미충족 의료와의 연관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질병의 유형에 따른 미충족 의료를 분석한

이 연구는 목적과 시도에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군내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했던 정형외과(근골격계 질환)를 기준으로 질병

유형별 미충족 의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내과, 안과·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질환을 가진 군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 / 손상은 상급자들로 하여금 즉각

적으로 의료시설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개인 및

상급자가 판단하기에 경미한 증상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각각의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발생

세부 사유의 분석에서 ‘방문 시간이 없어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

은 질환에는 내과, 피부과 질환,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에는 근골격계,

피부과, 신경계, 치과 질환,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진료과별 군의관 소요

파악 및 군 보건의료정책 개선의 백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충족 의료는 거주 지역 및 의료자원 분포와 긴밀

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유혜영, 2016), 이는 해외에서 실시된 연구에

서도 동일한 결과로 보고되었다(Larson & Fleishman, 2003; DeVoe, Krois &

Stenger, 2009; Sibley & Weiner, 2011). 따라서 도시지역보다 지방 및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

었다(Cunningham & Kemper, 1998; Larson & Fleishman, 2003; DeVoe & Stenger,

2009; Sibley & Glazier, 2009; Sibley & Weiner, 2011).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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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도 지리적 특성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근무지역이 도시권에 위치한 재경지역 및 각 군 본부 근무자보다 전방지역에

근무할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각각에 대한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군 병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작사 서부(경기도) 근무자들 보

다 군 병원이 적게 배치되어 있는 지작사 동부(강원도), 2작사 지역(충청도 이

하)의 군인들에게서 질병의 유형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지작사 예하의 부대들은 GP와 GOP 등 격오지 근무자

가 많으며, 격오지 부대는 대부분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격오지

부대 내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대의 의무실의 군의관에게 치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해당부대 의무실의 군의관이라 해도 격오지 근무자의 접근성

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군은 격오지 근무자의 의료 접근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부대 의무시설에서 임무수행 중인 군의관의

격오지 순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격오지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국군의무사령부, 2016). 그러나 이는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경감시켜 줄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며 원격진료 도입 전후의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김태경, 2017). 따라서, 군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와 정책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일과 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일과 외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듯하다. 주당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경험한 유형별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율은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주

당 49시간 이상 근무하는 군인이 더 많은 유형별 질병을 경험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주당 48시간 이하 근무하는 군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건제유지의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임무수행 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세가 경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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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으면 참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진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군 의료시설은 각종 교육훈련 및 경

계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전투병과의 일과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응급실 운영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직 군의관 한명이

의료시설에 잔류하게 되기 때문에 일과가 끝난 후 의무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가 많다. 군은 이미 각종

법규에 군인의 의료권 보장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나, 군인 중 일부는

일과 중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하의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3년에는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서’병

사들이 아플 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못하는 이유로 ‘꾀병을 부린다는 선입견’

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미

충족 의료의 세부 사유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사유는 ‘방문 시간이 없

어서’였으며 두 번째 사유는 ‘예약이 어렵거나 긴 대기시간’이었는데, 총 대상

자 1,208명 중 55.8%가 시간에 따른 사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일과시간 중 군 의료시설 방문을 교육훈련 및 각종 근

무에서 열외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군 장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아픈 장병이 일과 중 제약 없이 군 의료시설 방문에 대한 자

율성 보장에 대한 사항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 사료된다.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은 미충족 의료 발생을 경감하는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군

인이 경험한 유형별 질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 의료 경험율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민간의료보험이 있는 군인은 미충족 의료 경험율의

증가 폭이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군인에 비해 작았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군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의 보완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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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모든 장병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병사들이 건강보험제도

에 가입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

하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와 의료

보호 사업을 실시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89년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

게 되었으나(유승흠, 2010), 2004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역으로 입

대한 군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었고, 이 시기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군인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다수의 군인들은 군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30일부터 현역병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지불함으로써 군 입대 전에 받던 건강보험 혜택을 군

입대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의 진료 편의성

을 증진하려는 계획이 반영되어있다. 현재는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군 병원 군의관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

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게 개선할 예정이

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병사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

면 시행하려는 것이다. 또,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

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

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

인 지정위탁제도를 참고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정산 등에 대한 사항

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국방부, 2018). 이러한 계획은 향후 군인의 미충족 의료 감소와

군인이 받는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효성이 입증된다면

병사뿐 아니라 군 간부에 대한 단체보험 마련 등의 제도적 접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84 -

이 연구는 군이 경험하는 미충족 의료를 연구하였으나, 일반국민과 군인이

경험하는 미충족 의료에 대한 차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 중 KNHANES, CHS, KHP, KOWEPS에서 국민의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9년 국내 미충족 의료율과 추이를 분석한

연구(김휘준 등, 2019)를 참고하면 일반국민의 미충족 경험률은 자료원에 따라

적게는 8.8%(KNHANES), 많게는 13.6%(KHP)로 보고되었다. 분석방법과 자료가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군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율이 24.1%였다는 것은

군인의 미충족 의료 발생에 대한 논의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에서는 ‘군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 ‘민간병원 이용제

도 개선’, ‘국군외상센터 운영’ 및 ‘권역별 수술집중병원 운영’을 보건의료 관련

개혁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국방부, 2018), 아마도 이 배경에는 군 의료기능에

대한 대군 신뢰도 문제, 군내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 측면, 군의 제한적인 의

료관련 예산 문제를 고려한 판단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이 군 보건의료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의 접근인지 형평성(equity) 측면의

접근인지는 향후 실효성을 검증한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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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는 군인이 연간 경험하는 유형별 질병의 수, 여군, 미혼 군인, 전투

병과·기행병과, 장교, 병사, 지작사 지역 근무자, 장기 복무자, 주당 49시간 이

상 근무자에게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 많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는 정형외과에 비해 내과적 질환,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치과 질환, 피부과 질환의 경우 미충족 의료 발생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질병의 유형에 따라 미충족 의료 발생의 세부사유는

각각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유형별 질병에 따른 미충족 의료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질병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인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근무지역이 전방이거나

근무지역 내 군병원 배치 여부, 주당 근무시간, 민간 의료보험 여부가 군인의

미충족 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현재 군 의료체계

에 대한 대국민 신뢰저하 및 불신은 군 의무병과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우면서

도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민간영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원과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군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을 계획하며 군내 한정된 자원이 아닌 민간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힘으로써 본질적인 군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신체가 건강한 남성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니며 연간 3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군에 입대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군인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임무와 목적에 따라 질병 발생 및 부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인

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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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군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군인의 의료권 보장 사항을 법제화, 의료인력(민간인력) 충원, 병원 리모델링,

국군외상센터 설립, 첨단 의료장비 도입, 원격진료, 항공의무 후송지원 등 군내 자

원으로 가능한 모든 분야를 통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에게서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가 해소

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인식과 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의료에 있어 비전문가인 상급자 또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증상을

판단하고 의료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언제든 의료시

설을 방문하도록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여 군 장병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지작사 동부, 2작사 지역 근무

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거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군 병원의 재배치 또는 사단

급 의무근무대의 기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의 의료이용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단체 실손 보험 등 민간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

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보완제로서의 기능일 뿐 대체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군 의료시설의 진료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장병으로 하여금 의료이

용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적 접근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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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military is an organization that exists for the sovereignty,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of the people and is legally able to exercise force, and 

is always exposed to risk factors such as various diseases and injuries in 

carrying out its duties and functions. Therefore, the military operates various 

medical facilities and military hospitals so that military personnel can receive 

medical treatment whenever they are sick, and ensures matters concerning 

military personnel's medical rights through various laws, regul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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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it is inevitable for a military 

personnel who has to carry out various training and boundary operations to 

decide whether or not he or she should be treated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disease or whether he or she is hindered from carrying out the mission. 

In particular, immediate feedback is given to visible medical needs, such as 

salts, fractures, and burns, but immediate feedback is not given to invisible 

such as colds, stomachaches, toothaches, and skin problems. As a result, it is 

likely that unmet medical needs will occur for diseases that the patient or 

the supervisor believes do not require immediate medical care. It is known 

that this phenomenon is likely to occur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ersonnel, such as gender, class, working area, and 

organizational culture (such as top-downs), and that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if military personnel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 

Therefore, the study seek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ccurrence 

and detailed cause of unmet medical need in military personnel, and to 

analyze the relevance of unmet medical need to the occurrence of each 

type of disease.

Methods

  This study was used by the Military Health Survey(MHS) 2014-2015 data to 

select and analyze subjects. Based on the timing of the survey, 5,014 military 

personnel experienced the disease while serving in the military within the past 

year. Based on the timing of the survey, 5,014 military personnel experienced 

the disease while serving in the military within the past year. To confirm the 

relevance of unsatisfied medical care to military personne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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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the T-test confirmed th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Using logistic regression, we analyzed the relevance 

of unmet medical need to the number of diseases experienced and the relevance of 

unmet medical need by disease type, and analyzed the trend of results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determine the detailed reasons for the unmet medical needs arising from each factor. 

The subgroup analysis of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working area, 

working hours and individual private insurance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factors 

related to unmet medical need.

Results

  Among 5,014 military personnel, 1,208 (24.1%)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and 3,806 (75.9%) did not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 Among the 

total respondents, 1,530 (30.5 percent) experienced one type of disease, 1,236 

(24.7 percent) experienced two types of diseases, 920 (18.4 percent) experienced 

three types of diseases, 712 (14.2 percent) experienced four types of diseases, 

and 616 (12.3 percent) experienced five or more types of diseases. However,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aid they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s 

with more types of diseases was able to confirm the increase (1: 12.8%; 2: 2

1.7%; 3:28.9%; 4: 33.7%, 5:38.6%).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medical needs increases for the military 

personnels who have experienced more types of diseases (2: OR=1.82, 95% C

I:1.48-2.24; 3: OR=2.65, 95% CI:2.14-3.28; 4: OR=3.18, 95% CI:2.55-3.98; 5: OR

=3.63, 95% CI:2.88-4.58; Ref: 1). Also, female military personnel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s than male military personnel, un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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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medical care needs than married 

people, combat and technique/administration branch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s, and officers and enlisted-soldier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Those who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included 416 people (34.4%) because no 

time to receive service, 258 people (21.4%) because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120 people (9.9%) because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 and 110 people (9.1%) because medical facility is distant from 

military base. The subgroup analysis was analyzed based on sex,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working area, working hours and private insurance, and the 

probability of unmet medical need experience was also analyzed as each factor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diseases. In the analysis on the relevance of 

the occurrence of unmet medical need by disease type, it was analyzed that 

military personnel who experienced internal medicine, ophthalmological·ENT 

diseases, dental diseases, and skin diseas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 than military personnel who experienced musculoskeletal diseases 

(Internal medicine: OR=2.04, 95% CI:1.34-3.12; ophthalmological·ENT: OR=1.98, 

95% CI:1.55-2.53; dental: OR=1.84, 95% CI:1.28-2.63; skin: OR=1.73, 95% CI:1.21

-2.48). The detailed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unsatisfied medical care for 

each type of disease were analyzed as different (No time to receive service: 

ophthalmology·ENT, internal medicine, skin; Difficult to make an appointment 

or long office wait: musculoskeletal disease, skin, nervous; Do not believe in 

military hospital: musculoskeletal disease).

  
Conclusion

  Despit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to guarante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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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s medical rights, the increased chance that many military personnel 

will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s based on their experience of type-specific 

diseases suggests that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autonomy and physical accessibilit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military superiors or patients do not judge their symptoms and decide. If 

military personnel have any abnormal symptoms in their body, they ne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medical use in the military so that military personnel 

can visit medical facilities at any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psychological accessibility to medical use by military personnel by strengthening 

the medical capacity and medical system of military medical fac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