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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해군은 함정과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간부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잠수함은 전원 간부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군에 맞는 건강증진 전략을 위해서는 그 

특성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

강과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횡단면적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017년 9월,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

법으로 표집 된 대한민국 해군 간부 410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해군 임무관련 특성(근무지, 근무형태, 화

학물질 노출, 소음, 진동, 온도, 공기오염, 위험한 장비, 화재 위험, 

개인위생, 공간, 신체활동), 직무 스트레스(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건강실천행위(Alameda 7), 신체적 증상

(Physical Symptoms Inventory, PSI), 정신적 건강(Job-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 JASW)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

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군 간부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2.00개, 정신적 

건강은 평균 69.57점 이었다. 함정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1.45개로 불쾌한 온도에 노출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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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정신적 건강은 평균 69.82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좋았다. 잠수함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1.70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많았고, 정신적 건강은 평균 70.50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좋았다. 육상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2.66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고, 정신적 건강은 평균 68.80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좋았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해군 간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군 간부의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맞춤형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해군, 간부, 건강, 직무 스트레스 

학번: 2016-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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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 이후로 북한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의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 도발(2010) 등의 직접적 도발 

외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 더불어 종교·영토·인종 문제로 인한 분쟁, 테러, 각종 

자연재해 등의 전세계적 위협이 더해져,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국방부, 2014). 

  군대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여러 부분에서 바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굳건한 해군력이 

필수적이다(김종하 & 김재엽, 2012). 해군은 근무지 자체가 거대한 

무기체계인 함정과 잠수함을 운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여 타 군에 비해 간부의 비율이 높아 약 4만 1천명의 

병력 중 약 2만 4천명, 즉, 병력의 약 60%가 간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잠수함은 간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부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활동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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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건강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스트레스는 인간을 둘러

싼 거의 모든 개념에 적용되어 신체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행동과학적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고 있다.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나 희생과 복종이 당연시 되는 군 분위기와 더불어 모범과 솔

선수범을 강조하는 간부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해소하고

자 하는 자발적 노력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에서는 함정과 육상 

근무자,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통해 해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건강 관련요인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rasher, Dew, 

Kilminster, & Bridger, 2010; R. Bridger, Kilminster, & Slaven, 

2007; Carotenuto et al., 2013).  

또한 의학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좋은 식습관이나 금연, 

규칙적 운동과 같은 건강한 습관들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건강실천행위가 심혈관계 질환, 암, 사망률 및 질병 이환율 등 건강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실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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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군 간부의 경우 건강실

천행위를 하기에는 특수한 임무와 근무지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 등 

현실적 제약이 많다.  

대한민국 해군은 전 세계 3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임과 동시에 수

상전력, 수중전력,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상륙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육상 완결전력으로써 병력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건강 상

태를 사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군, 특히 간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요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을 조사함으

로써 건강한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투력 보존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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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해군 간부의 일반적 특성, 해군 임무관련 특성을 기술한다. 

2) 근무지에 따른 해군 간부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실천행위를 비

교한다. 

3) 근무지에 따른 해군 간부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다.  

4) 근무지에 따른 해군 간부의 건강 상태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건강 

건강은 개인의 내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이향련 et al., 2008) 

신체적 건강이란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기능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고유한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태이며(Simmons, 1989), 정신적 건강이란 개인의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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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 일상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생산적으로 일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이다(WHO, 2005).  

본 연구에서 건강이란 개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노출되는 사고 및 질병 요인, 스트레스, 불건강한 생활습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 건강은 

Spector와 Jex(1998)가 개발한 신체증상검사(Physical Symptom 

Inventory, PSI)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개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이 나쁨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은 Van 

Katwyk 등(2000)이 개발한 직업관련 정서건강 도구(Job-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 JASW) 단축형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이 좋음을 의미한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다(NIOSH, 1999). 본 연구에서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이용하여 평가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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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란 수면시간, 규칙적인 식사, 운동, 흡연, 음주, 

체중과 같은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일반적 건강관련 습관을 

말한다(Nedra B Belloc & Breslow, 1972; 이순영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Alameda 7 즉, 수면, 아침식사, 간식, 운동, 음주, 

흡연, 체중에 대한 문항을 이용하여 평가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가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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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해군 간부의 건강 

 

건강은 개인의 내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외부환

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이향련 et al., 2008) 단순히 질

병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군

인에게 건강이라는 개념은 이에 더해 전투력의 근원으로, 개인적인 

안위와 더불어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써 유지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

다.  

군대는 사회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엄격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정신·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

다(김유경 & 오의금, 2015; 조순영 et al., 2011). 그 중에서도 해

군은 전통적으로 더욱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집단으로 여겨지며

(Cunradi, Moore, & Ames, 2008) 간부에게는 과중한 업무 및 책

임감과 함께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가 야기된다.  

육군 간부의 경우 비만 유병률 및 복부비만 유병률이 일반 성인

보다 높았고(김수연 & 고일선, 2016) 흡연, 음주, 아침식사, 수면에 

있어서도 군 간부의 건강이 일반 성인보다 나빴다(김봉정, 정애숙, 

& 이주열, 2009a). 이는 건강 검진 결과로 반영되어 고혈압,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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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비정상의 진단결과가 나타났으며(정보영, 

2006) 2015년부터는 군 간부의 자살률이 병사의 자살률 보다도 높

게 나타나고 있다(이규명, 2016). 

 해군은 매년 작업환경을 측정하는데 근무지 별로 소음, 진동, 전

자파, 중금속, 유기화합물, 분진, 석면 및 유해가스 등 건강에 위협

이 되는 유해인자를 파악한다. 또한 해당 근무지의 근무자에게 일반 

건강검진과 함께 특수 혈액 및 소변검사, 특수 청력, 폐활량 등 25

개 검사가 포함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매년 약 1만 5천명이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는 해군 병력의 약 37%가 특수건강검진

을 받아야 하는 만큼 불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함정과 잠수함 근무자도 포함된다. 2015년에는 약 100명의 

유소견자가 있었으며, 이상 결과로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았다(국

정감사, 2016). 소음과 진동의 폭로가 큰 고속정의 기관실 근무자의 

경우 약 20% 정도가 청력손상을 입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경재, 

2001). 

해군장병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반 성인 남성뿐 아니라 타 군과 

비교하여서도 가장 낮았다. 특히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노미영 et al., 2012), 체력검정 기준 미달률 

또한 타 군에 비해 높았다(석유선, 2007).  

또한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장기간의 생활이나 훈련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IMO, 2001) 여러 선행연구에서 해군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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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과 비교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 S. 

Bridger, 2008; Cunradi et al., 2008; Pawar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해군 군인 스스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평가한 건강증진행위 점수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다른 대상자(육군 특수지역 근무 군인 2.49점, 

소방공무원 2.76점) 보다도 높았다(이재영 & 김경미, 2015a). 

이것은 특수 근무환경과 관련한 여러 건강 위협요소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견뎌 내기 위해 해군 스스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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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 

   

1) 해군 임무와 관련된 특성과 건강 

해군은 바다, 육상, 항공의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지

킨다. 해군에게 있어 근무지는 지역적 개념이 아닌 platform의 개념

으로 함정, 잠수함, 항공, 육상 등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함정과 잠수함에서의 임무수행은 실제 상황이거나 강도 높은 훈

련이 지속되어 높은 긴장감이 유지되고, 휴일과 야간을 막론한 끊임

없는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지기 쉽다. 좁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

은 신체활동을 부족하게 하며(노미영 et al., 2012), 퇴근의 개념이 

없어 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생기는 자율성 부족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R. S. Bridger, 

Brasher, Dew, & Kilminster, 2011). 또한 대형급 함정을 제외하

고는 군의관이 미승조하므로 간단한 응급처치 외 진료는 육지로 입

항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어렵고, 인플루엔자 등 전염질환에 매

우 취약하다.  

함정에서의 생활은 높은 수준의 소음과 진동, 선체운동, 기온·기

습의 변화,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24시간 노출된다(김유경 & 오의금, 

2015). 소음의 수준은 함정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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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경우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상회한다. 협소한 공간에서 고속 엔진의 소음에 1~2년만 노출되어

도 청력 손상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과도 소음에 노출될 경우 생활

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청력 손상이 초래된다(해양경찰청, 2002).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명백한 원인 인자이며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많은 역학적 및 실험적 연구에서 혈압과 심박동수를 상승시키고 스

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ünzel, Gori, 

Babisch, & Basner, 2014). 선체 진동으로 인한 전신 진동은 두부 

진동으로 이어져 시력 및 청력 장애와 위장관계 장애를 일으키고 

요통 및 관절통 등 근골격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교감신경 항

진에도 영향을 준다(Jensen & Jepsen, 2014; 안전보건공단, 2014). 

페인트나 각종 도료에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의 

노출은 눈, 피부 점막 등의 자극증상부터 천식 등의 호흡기계 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Du, 

Mo, & Zhang, 2014). 전자파는 함 내 많은 무기 및 장비로부터 노

출되는데 전자파가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

서 논란이 있지만(김주환, 조성완, 김명주, & 김학림, 2015) 많은 

연구에서 암, 유전자 손상, 신경계·생식기계·면역계 장애와 관련

이 있으며 신장 및 단백질 펩타이드 손상 뿐 아니라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organ, Miller, Sa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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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2015).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

구(IARC)에서는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안전보건공단, 2014), 국내 연안 소형

선박(25톤~1500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통신실과 

기관실에서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효제, 도근영., 김동일, 고창두, & 김상현, 2002). 분진은 폐 세

포의 염증 및 섬유화를 일으켜 폐기능 저하, 자가면역질환, 진폐증,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Jun et al., 2013) 해군에서는 특수건

강검진을 통해 광물성 분진, 석면, 망간, 크롬, 니켈의 건강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잠수함은 앞서 언급된 함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해 요소의 대부

분과 더불어 열악한 공기 및 물 상태, 햇빛과 정보의 차단, 공간의 

취약함이 더해져 ‘수도생활’에 비유된다. 잠수함 내 공기는 압축한 

산소탱크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며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장치를 통

해 걸러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이나 

연기가 발생되는 음식의 조리는 제한되며, 잠수함 내 산소는 

18~21%(정상대기 21%), 이산화탄소는 최대 1%(정상대기 0.03%)

까지 유지한다(국방부, 2012).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 야간 시력이 

저하되고 판단 능력이나 운동기능 등의 두뇌기능이 제한되며, 이산

화탄소는 1% 이상 되면 무기력해지고 3% 이상 되면 호흡이 곤란

해진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신체적 활동은 임수 수행과 관련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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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중요

한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Lipowski, Lipowska, Peplińska, & 

Jeżewska, 2014)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신체적 활동이 어려워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과 육상 근무자의 

보행 수를 비교했을 때 잠수함 500보/1일, 육상 7200보/1일로 현

저한 차이를 보였다. 야채 및 과일의 섭취가 어렵고 햇빛을 볼 수 

없어 비타민 D를 포함한 각종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의료인 탑승 및 통신의 어려움, 비치 가능한 의약품 및 검사장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함 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제한되어(전영우 et al., 

2013), 실제로 승조원의 70%가 항해 중 겪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rn, Thomas, 

Marino, & Hooper, 2003). 이로 인해 잠수함 승조원들은 근무 중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성규 & 채명신, 2014) 실제로 최근 잠수함 지원율이 급감하여 

2010년~14년까지 5년 동안 잠수함 지원율이 53%에 그쳐, 나머지 

47%를 지명 선발하여 충원할 수 밖에 없었다(국정감사, 2012).  

물론 해군에서는 언급된 각종 건강 위해 요소 중 직업병의 원인

이 되는 유해인자의 경우 대부분 그 정도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확인되고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

으며, 해당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

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용한 범위 내 예방활동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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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더해서 의무지원 확대, 다양

한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장비 확보, 해양의학연구소 및 해양의

학지를 통한 연구활동 등 끊임없이 건강한 해군을 만들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임무의 특성 상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지원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2)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에서는 직무 스트레

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

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잘 대처

하면 개인적·사회적으로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

지 못했을 때 고혈압, 뇌졸중, 궤양, 우울증, 약물 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야기한다(Hans Selye, 1956).  

특히 많은 연구에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cortisol level의 증가는 통제력 상실, 무력감, 우울증

을 야기하며 인슐린 저항을 높여 LDL 및 혈당 상승을 가져와 만성

적으로 진행되면 type II 당뇨를 초래한다. VLDL·LDL 상승은 고

혈압에 영향을 주며, plasma fibrinogen 상승은 관상동맥 혈전증 및 

뇌졸중, heart attack을 초래한다. The Whitehall II study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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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식이와 같은 다른 위험인자를 통제했을 때 직무 스트레스

는 heart attack 및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R. S. Bridger, 

2008).  

일본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HbA1c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한 후 직무 스트레스와 HbA1c의 관

계에 있어 유의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

서 HbA1c가 높게 확인되었으며 HbA1c가 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

다는 것을 근거로 직무 스트레스가 관상동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고 주장하였다(Kawakami et al., 2000). 또한 교란 변수를 조정한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이상지질혈증 진단율, 높은 LDL-

cholesterol, 낮은 HDL-cholesterol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

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불안의 수준이 높으

며 우울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Catalina-Romero et al., 2013). 

뉴욕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혈압

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나이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Landsbergis, Travis, & Schnall, 2013).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Michie & Williams, 2003; Milner, Spittal, 

Pirkis, & Lamontagne, 2013; Oshio, Tsutsumi, & Inoue, 2015). 

과도한 업무 요구와 적은 권한,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에서 오는 직

무 스트레스는 CMD(Common Mental Disorder), 즉 설문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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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거나 단순한 증상으로의 우울증(depression)이 아닌 범주화

된 정신질환 영역으로의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의 예측인자가 된다

(Stansfeld & Candy, 2006). 직무 스트레스는 자살에도 영향을 미

치며 특히 단조로운 작업, 높은 책임, 고객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뚜렷한 심리사회적 직무 여건은 자살 위험을 매우 증가시킨다

(Ostry et al., 2007; Schneider et al., 2011). 일본의 경우 오랜 경

기 침체 동안 근로자들의 사망 및 자살이 과도한 업무 시간 및 높

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과로사(‘karoshi’) 

및 과로로 인한 자살(‘karojisatsu’)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Hiyama & Yoshihara, 

2008). 직무 스트레스는 또한 약물 남용이나 음주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미 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병 등의 직무 스트레스

가 미 해군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증가

시킨다고 하였으며(Bravo, Kelley, & Hollis, 2016), 벨기에 직장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직무 스트레스 프로젝트 

연구(The Belgian Job Stress Project, BELSTRESS)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벤조디아제핀 약물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elfrene et al., 2004). 핀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학제적 건강 조사인 ‘The Health 2000 Study’에서는 직무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정신 질환 진단율이 높

아지며, 남성에게 있어서는 항우울제 복용의 위험이 커짐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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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Virtanen et al., 2007). 

 한편 바다에서의 근무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Carotenuto et al., 2013). 영국에서는 199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1999년 연구에서는 해군

의 스트레스 수준이 약 32%로 확인되어 일반 직업군의 스트레스 

수준인 18%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지속되는 연

구에서 해군의 스트레스 수준은 약 31-34%로 꾸준히 확인되었고 

항상 일반 직업군 보다 높았다(R. S. Bridger, 2008). 영국 잠수함 

근무자의 스트레스는 1999년 31%, 2004년 39%, 2007년 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해군보다도 높은 수치였다(Brasher et 

al., 2010). 인도 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함정 근무자가 

66.47%, 잠수함 근무자가 53.72%, 육상 근무자가 51.55%로 확인

되어 잠수함 근무자가 함정 근무자보다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지만 모든 해군의 반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Pawar et al., 2012). 국내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

며, 함정과 육상 근무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함정 근무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석 & 이충원, 2003).  

해군의 스트레스는 만성화되기도 하는데, 영국군을 대상으로 6개

월 단위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 약 10%에 있어서 만

성 스트레스가 확인되었다(R. S. Bridger, Brasher, Dew, Sparsh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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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minster, 2010). 또한 그들의 만성 스트레스는 여러 신체 계

통의 건강상태 저하, 입원, 자발적 조기 퇴직을 비롯한 다양한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였다(R. S. Bridger, 2008). 

 

 3) 건강실천행위와 건강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이나 전염병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산업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의학·과학의 발달로 만성질환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대수명 또한 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신체적 건강이 유전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 보다, 개인의 삶에 녹아 있는 생활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실천행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지선하, 남정모, 이순영, & 곽태환, 

2005).  

건강실천행위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1965년 중반 미국 Alameda County에서 실시된 코호트 연구로 

7-8시간의 수면, 규칙적 식사, 규칙적 운동, 비흡연, 제한적 음주와 

같은 좋은 건강실천행위를 할수록 더욱 건강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Nedra B Belloc & Breslow, 1972). 이어진 

6년의 추적 연구에서 건강실천행위(Alameda 7) 즉, 비흡연,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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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제한적 음주, 7-8시간의 수면, 적절한 체중유지, 아침식사, 

간식 미섭취가 사망률 감소와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실천행위 정도에 따라 45세 남성의 기대수명이 11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였고(Nedra B. Belloc, 1973; Breslow & 

Enstrom, 1980)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 고혈압 및 호흡 곤란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Kaplan, Seeman, Cohen, 

Knudsen, & Guralnik, 1987).  

건강실천행위와 관련된 국내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9년 남자 군 간부 7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율이 54.0%, 고위험 음주 53.6%, 운동 실천율 38.1%, 비만율 

29.2%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비교하여 운동 실천율과 

비만율(36.2%)의 결과는 좋았으나, 흡연율(45.0%), 고위험 

음주(47.8%)는 나쁜 결과를 보였다(김봉정, 정애숙, & 이주열, 

2009b). 군인의 건강행위 수행 정도와 관련되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조순영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6편의 건강실천행위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3.50점이었고, 하위 영역별 실천비율을 

보면 비 음주 66.94%, 정상 체지방 63.83%, 비 흡연 51.07%, 

규칙적 운동 47.7%, 규칙적 아침식사 36.75%, 7시간 이상 수면 

32.79%, 간식 미섭취 26.48% 순으로 식습관 및 수면과 관련된 

건강실천행위가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순영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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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근무지 및 소음, 진동, 화학물질 노출

과 같은 해군 임무관련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운동, 

흡연과 같은 건강실천행위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하여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개념적 틀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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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자가 

기입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면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선정기준은 해군 간부로 해군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면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

다.  

표집은 확률표집 방법 중 하나인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내 근무중인 해군 간부

들을 근무지(함정, 잠수함, 육상)를 이용하여 층화(stratification)한 

후, 각 층 내에서 일차 표집단위를 ‘전대급 부대’로, 이차 표집단

위를 ‘대대급 부대’로 하는 2단계 집락(clustering)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대대급 부대는 전수 조사하였다. 이때 각 층별로 

추출되는 전대급 부대는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예를 들어 함정 :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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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함 : 육상부대의 비율이 3 : 1 : 6 이라면 층화된 전대급 부대를 

각각 3개, 1개, 6개 선정하였다. 그 후 각 전대급 부대 예하 대대급 

부대를 1개 부대씩 무작위 추출하고 전수 조사하였다.  

정확한 부대 비율은 보안상 밝힐 수 없지만 연구에 요구되는 함

정, 잠수함, 육상부대는 총 7개 대대급 부대였고, 난수표 방법에 의

해 선정된 부대의 총원(n=772)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총 

425(55.1%)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425부 중 불성실한 답변 15

부를 제외한 410부(96.7%)를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결혼 상태, 총 복무 

연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계급 

변수는 해군본부 설문지 보안성 검토 시 재검토 처리되어 

삭제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은 제 6기 3차년도(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지를 참조하였으며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매우 좋음’(1점)부터 ‘매우 나쁨’(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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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 임무관련 특성 

해군 임무관련 특성은 총 14문항으로, 근무지(함정, 잠수함, 

육상), 현 근무지 근무 월수, 근무형태(교대근무, 주·야간 근무), 

시간외 근무 시간 등 4문항과 해군 근무지와 관련된 업무 환경 

상태를 묻는 문항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군 근무지와 관련된 

업무 환경 상태를 묻는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09)의 업무 

환경 상태를 묻는 5개 문항(화학물질 노출, 공기오염, 위험한 장비, 

화상 및 감전, 소음)과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해군 임무 중 

건강 위협 요소라고 판단되어 조사 항목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개 항목(진동, 온도, 개인위생, 신체적 프라이버시, 

신체활동)이다. 

 

3)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영역, 총 43문항으로 물리환경 3문항, 

직무요구 8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5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직무불안정 6문항, 조직체계 7문항, 보상 부적절 6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분석은 

개발자들이 제안한 점수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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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100점 환산하여 실시하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수

예상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X 100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

8
 

 

요인분석 및 JCQ와의 상관분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SP)와 피로(MFS)와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물리환경 영역 .564, 직무요구 

영역 .706,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 .664, 대인관계 갈등 영역 .669, 

직무불안정 영역 .612, 조직체계 영역 .822, 보상 부적절 

영역 .763, 직장문화 영역 .512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924, 물리환경 영역 .683, 직무요구 영역 .868,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 .363, 대인관계 갈등 영역 .898, 직무불안정 

영역 .630, 조직체계 영역 .895, 보상 부적절 영역 .826, 직장문화 

영역 .780이었다.   

 

4)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는 Belloc과 Breslow(1972)의 7개 

건강실천행위(Alameda 7)인 수면, 아침식사, 간식, 운동, 음주, 

흡연, 체중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7개 항목에 대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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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천행위를 1점, 그렇지 않는 경우 0점으로 하며, 좋은 

건강실천행위는 수면 7~8시간, 아침식사는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 간식은 안 하는 경우, 운동은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 

음주는 주 1회 이하이고 한번에 6잔 이하로 마시는 경우, 흡연은 

비흡연, BMI는 25미만인 경우이다.  

간식에 대해서는 Alameda 7 연구와 함께, 해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간식의 50% 이상이 과자와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안 하는 경우를 건강실천행위로 

인정하였다(김유경 & 오의금, 2015). 음주는 주 2회 이상, 한번에 

7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고위험음주로 정의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참고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5). 

한번에 점수 가능 범위는 0점에서 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가 좋음을 의미한다. 

 

5) 건강 

건강은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증상 

Spector와 Jex(1998)가 개발한 신체증상검사(Physical 

Symptoms Inventory, PSI)를 고정미와 고진강(2010)이 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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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요통, 수면, 두통, 피로 

등을 포함한 신체증상을 사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18개 증상에 대하여 최근 30일 이내 증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사를 방문하였는지 표시한다. 분석은 ‘증상이 

없었다.’는 0점, ‘증상있음(have symptom)’ 또는 

‘의사방문(doctor symptom)’을 1점으로 하여 18개 문항에 대한 

총점(개수)을 사용한다. 가능점수 범위는 0점에서 1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이 나쁨을 의미한다.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을 다중선택 및 기입 가능한 

항목으로 연구자가 추가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 일관성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진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적 신뢰도는 

무의미하며(Spector & Jex, 1998), 타당도는 Spector와 

Jex(1998)의 연구에서 재검토 되었고, 택시·버스 운전사,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2) 정신적 건강 

Van Katwyk 등(2000)이 개발한 직업관련 정서건강 도구(Job-

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 JASW) 단축형을 고정미와 

고진강(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직업과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문항은 긍정적 감정을, 10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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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감정을 묻는다. 최근 30일 동안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부터 ‘극도로 자주 느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며, 분석은 부정적 항목을 역코딩 한 후 20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다. 가능점수 범위는 20점부터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이 좋음을 의미한다. Van Katwyk 등(2000)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의사, 제조업 종사자, 금융업 종사자 

등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표준화 되었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긍정적 감정항목 .90, 부정적 

감정항목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11, 긍정적 

감정항목 .894, 부정적 감정항목 .926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해군 부대 중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선정된 

대대급 부대에 설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타진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다시 추출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된 7개 대대급 부대에 

대해 2017년 9월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해당 부대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소요시간, 익명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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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훈련 및 방문 불가)에는 부대별 담당자에게 위 사항과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108문항에 

대한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5.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국군의무사령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고(AFMC-17072-IRB-17-070), 해군본부의 설문지 

보안성 검토를 받았다(해군본부 문화홍보과-3487).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 활용, 익명성 및 비밀보장, 권리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전에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와 

연구참여 동의서는 연구 대상자가 바로 분리하여 각각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운반하였으며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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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해군 임무관련 특성, 직무 스트레스, 건

강실천행위 및 건강 상태는 빈도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근무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 해군 임무관련 특성, 직

무 스트레스, 건강실천행위 및 건강 상태의 차이는 t-test와 

ANOVA, cross tab, ANC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Dunnett의 T3를 이용하였다.  

3)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earson’s correlation과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4) 직무 스트레스, 정신적 건강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5)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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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해군 임무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410명 중 함정 근무자가 146명(35.6%), 잠수함 근무자가 

98명(23.9%), 육상 근무자가  166명(40.5%) 이었으며 성별은 

전체 남성이 387명(94.4%), 여성이 23명(5.6%)으로, 함정에는 

여성이 6명(4.1%), 육상에는 여성이 17명(10.2%) 이었으나 

잠수함 근무자는 전원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함정 근무자가 30.71±8.16세, 잠수함 근무자가 

29.61±6.93세, 육상 근무자가 36.50±9.52세였으며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190, p<.001).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한 결과, 함정(p<.001) 및 잠수함(p<.001) 근무자 

보다 육상 근무자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는 무교가 201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93명(22.7%), 기독교가 76명(18.5%), 천주교가 39명(9.5%), 

기타 1명(0.2%)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8명(50.7%), 미혼 197명(48.0%), 기타(이혼, 사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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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1.2%)으로 나타났다.  

총 복무연수는 전체 평균 12.04±9.17년으로 나타났고,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618. p<.001). 사후검정 결과 

육상 근무자(15.03±10.10년)가 함정(10.51±8.41년, p<.001) 및 

잠수함(9.24±6.99년, p<.001) 근무자의 복무연수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2.22±0.78점이었으며, ‘매우 좋음’이 73명(17.8%), ‘좋음’ 

191명(46.6%), ‘보통’ 129명(31.5%), ‘나쁨’ 

17명(4.1%)이었고 ‘매우 나쁨’을 보고한 대상자는 없었다. 함정 

근무자가 평균 2.10±0.77점으로 가장 좋고, 육상 근무자가 

2.28±0.82점, 잠수함 근무자가 2.30±0.72점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2.564. p=.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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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Total=410, Warship=146, Submarine=98, Shore-based=166) 

Variables/ 

Categories 

Total Workplace 

n (%)/ 

Mean±SD 

Warship
a
 Submarine

b
 

Shore 

-based
c
 

F  

or 

χ² 

P 

n (%) / Mean ± SD 

Current 

workplace 
- 146(35.6) 98(23.9) 166(40.5) - - 

Gender       

M 387(94.4) 140(95.9) 98(100) 149(89.9) 13.169 .001 

F 23(5.6) 6(4.1) 0(0) 17(10.2)   

Age 32.79±9.00 30.71±8.16 29.61±6.93 36.50±9.52 27.190 
<.001 

a,b<c 

Religion       

Christian 76(18.5) 20(13.7) 23(23.5) 33(19.9) 10.310 .244 

Buddhism 93(22.7) 36(24.7) 17(17.3) 40(24.1)   

Catholic 39(9.5) 11(7.5) 11(11.2) 17(10.2)   

Others 1(0.2) 0(0) 1(1.0) 0(0)   

None 201(49.0) 79(54.1) 46(48.0) 76(45.8)   

Marital status      

Single 197(48.0) 77(52.7) 54(55.1) 66(39.8) 7.955 .093 

Married 208(50.7) 67(45.9) 43(43.9) 98(59.0)   

Others 5(1.2) 2(1.8) 1(1.0) 2(1.2)   

Length of 

services 

(year) 

12.04±9.17 10.51±8.41 9.24±6.99 15.03±10.10 16.618 
<.001 

a,b<c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73(17.8) 32(21.9) 12(12.2) 29(17.5) 2.564 .078 

Good 191(46.6) 71(48.6) 48(49.0) 75(43.4)   

Fair 129(31.5) 39(26.7) 35(35.7) 55(33.1)   

Bad 17(4.1) 4(2.7) 3(3.1) 10(6.0)   

Very bad 0(0.0) 0(0) 0(0) 0(0)   

scale 2.22±0.78 2.10±0.77 2.30±0.72 2.2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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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 임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해군 임무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은 전체 평균 16.28±20.22개월 

이었고, 함정 근무자가 12.97±9.78개월, 잠수함 근무자가 

17.66±15.46개월, 육상 근무자가 18.37±27.81개월로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F=3.112, p=.046) 사후검정 

결과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형태는 전체적으로 낮 

근무자가 351명(85.6%)으로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가 37명(9.0%), 

야간근무 2명(0.5%), 기타 20명(4.9%)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시간외 근무시간은 전체 평균 4.32±8.6시간이었고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916, p=.003) 사후검정 결과, 육상 

근무자(5.92±8.58시간)가 함정 근무자(2.93±7.95시간) 보다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 

업무환경 상태는 근무지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외한 9개 항목 

모두(화학물질, 공기오염, 위험한 장비, 화재나 전기충격의 위험, 

소음, 진동, 불쾌한 온도, 개인위생의 충분성,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의 충분성)가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기용제, 

중금속, 화학약물, 농약 등 위험한 화학물질의 노출에 대해 함정 

근무자의 27.4%(40명), 잠수함 근무자의 20.4%(20명), 육상 

근무자의 12.0%(20명)이 노출된다고 응답하였으며(F=5.988, 

p=.003), 사후검정 결과, 함정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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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p=.003). 

  공기 오염(먼지, 연기, 가스, 흄, 섬유, 환기불량 등)에 노출되는 

경우는 함정 근무자가 56.2%(82명), 잠수함 근무자가 

67.3%(66명), 육상 근무자가 26.5%(44명)로 

확인되었으며(F=27.760, p<.001), 함정(p<.001) 및 

잠수함(p<.001)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위험한 도구나 기계 혹은 장비에 대한 노출은 함정 근무자의 

52.7%(77명), 잠수함 근무자의 45.9%(45명), 육상 근무자의 

26.5%(44명)가 보고하였고(F=12.520, p<.001), 함정(p<.001) 및 

잠수함(p=.007)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화재나 전기충격의 위험에는 함정 근무자의 42.5%(62명), 

잠수함 근무자의 34.7%(34명), 육상 근무자의 13.9%(23명)가 

노출된다고 응답하였으며(F=17.740, p<.001), 함정(p<.001) 및 

잠수함(p=.001)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옆 사람에게 말할 때 큰소리를 내야 하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는 함정 근무자의 54.8%(80명), 잠수함 근무자의 

42.9%(42명), 육상 근무자의 22.3%(37명) 였고(F=19.274, 

p<.001), 함정(p<.001) 및 잠수함(p=.003)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진동에 대한 노출은 함정 근무자가 63.7%(93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잠수함 근무자가 44.9%(44명),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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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15.1%(25명)로 확인되었으며(F=48.153, p<.001), 

사후분석 결과 함정이 잠수함(p=.005) 및 육상(p<.001) 

근무자보다 높았고, 잠수함과 육상 근무자의 차이도 

유의하였다(p<.001). 

근무지의 여름·겨울 온도에 대해서는 함정 근무자의 

18.5%(27명), 잠수함 근무자의 2.0%(2명), 육상 근무자의 

4.8%(8명)가‘불쾌하다’고 응답하였으며(F=13.406, p<.001) 

함정 근무자가 잠수함(p<.001) 및 육상 근무자(p<.00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지에서 개인위생(손, 구강, 샤워, 의복)의 충분성에 대해 함정 

근무자의 30.8%(45명), 잠수함 근무자의 44.9%(4명), 육상 

근무자의 19.9%(33명)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F=9.658, 

p<.001) 잠수함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개인위생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n=26)은 ‘자원부족’이 34.6%(9건), ‘시간부족’ 

30.8%(8건), ‘귀찮아서’ 23.1%(6건), ‘기타’ 11.5%(2건)로 

조사되었다.  

근무지에 신체적·물리적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간의 

충분성 여부는 함정 근무자의 54.8%(80명), 잠수함 근무자의 

72.4%(71명), 육상 근무자의 33.7%(56명)가 불충분하다고 

대답하였고(F=21.167, p<.001), 사후분석 결과 잠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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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p=.019) 및 육상(p<.001) 근무자보다 높았고, 함정과 육상 

근무자의 차이도 유의하였다(p=.001). 

근무지에서의 신체활동은 함정 근무자의 6.8%(10명), 잠수함 

근무자의 14.3%(14명), 육상 근무자의 12.7%(21명)가 

스트레칭을 비롯한 어떤 운동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n=56)은 ‘시간부족’ 

37.5%(21건), ‘자원부족’ 28.6%(16건), ‘귀찮아서’ 

26.8%(15건), ‘기타’ 7.1%(4건)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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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avy Duty-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Total=410, Warship=146, Submarine=98, Shore-based=166) 

Variables/ 

Categories 

Total Workplace 

n (%) / 

Mean ± SD 

Warship
a
 Submarine

b
 

Shore 

-based
c
 

F 
or 

χ² 

p 

n (%) / Mean ± SD 

Service period  

at current 

workplace(month) 

16.28±20.22 12.97±9.78 17.66±15.46 18.37±27.81 3.112 .046 

Type of work       

Shift work 37(9.0) 11(7.5) 12(12.2) 14(8.4) 2.889 .883 

Day work 351(85.6) 127(87.0) 80(81.6) 144(86.7)   

Night work 2(0.5) 1(0.7) 6(6.1) 1(0.6)   

Other 20(4.9) 7(4.8) 0(0) 7(4.2)   

Overtime hours  

per week(hours) 
4.32±8.6 2.93±7.95 3.68±6.80 5.92±8.58 5.916 

.003 

a<c 

Exposure to 

dangerous  

chemicals† 

.195±.397 .274±.448 .204±.405 .120±.327 5.988 
.003 

a>c 

Exposure to  

polluted air† 
.468±.500 .562±.498 .673±.471 .265±.443 27.760 

<.001 

a,b>c 

Exposure to 

dangerous tools  

or equipment† 

.405±.491 .527±.501 .459±.501 .265±.443 12.520 
<.001 

a,b>c 

Exposure to fire  

or electric shock† 
.290±.454 .425±.496 .347±.478 .139±.347 17.740 

<.001 

a,b>c 

Exposure to noise† .388±.488 .548±.499 .429±.497 .223±.417 19.274 
<.001 

a,b>c 

Exposure to  

vibration† 
.395±.489 .637±.483 .449±.500 .151±.359 48.153 

<.001 

a>b>c 

Exposure to 

unpleasant  

temperature† 

.090±.287 .185±.390 .020±.142 .048±.215 13.406 
<.001 

a>b,c 

Hygiene at  

workplace‡ 
.298±.458 .308±.463 .449±.500 .199±.400 9.658 

<.001 

b>c 

Space for privacy  

at workplace‡ 
.505±.501 .548±.499 .724±.499 .337±.474 21.167 

<.001 

b>a>c 

Physical activities  

at workplace¶ 
.110±.313 .068±.253 .143±.352 .127±.333 2.066 .128 

Note. †: Yes=1, No=0; ‡: Not enough=1, Enough=0; ¶: Do not=1, 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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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건강실천행위   

 

1)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Table 3과 같다.  

KOSS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100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 0점에서 최고 71.26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전체 대상자가 33.78±10.36점, 

함정 근무자가 34.17±11.85점, 잠수함 근무자가 33.83±8.89점, 

육상 근무자가 33.40±9.79점으로, 함정 근무자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F=.218, p=.805). 8개 하위 영역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물리환경 영역 31.73±18.80점, 직무요구 영역 37.64±16.69점, 

직무자율 영역 44.55±12.28점, 관계갈등 영역 26.61±15.17점, 

직무불안정 영역 34.65±13.55점, 조직체계 영역 32.09±14.44점, 

보상부적절 영역 35.92±13.65점, 직장문화 영역 27.01±17.32점 

이었다.  

이 중 근무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물리환경(F=21.853, p<.001), 조직체계(F=4.780, p=.009), 

직장문화(F=3.814, p=.023) 영역이었다. 물리환경 영역은 함정 

근무자가 35.77±18.52점, 잠수함 근무자가 37.64±18.23점, 육상 

근무자가 24.70±17.1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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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p<.001) 및 잠수함(p<.001)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조직체계 영역은 함정 근무자가 30.37±15.67점, 

잠수함 근무자가 30.17±12.92점, 육상 근무자가 

34.74±13.83점이었으며, 함정(p=.027) 및 잠수함(p=.045)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직장문화 영역은 함정 

근무자가 27.00±18.03점, 잠수함 근무자가 23.21±16.24점, 육상 

근무자가 29.27±17.01점 이었고, 사후검정 결과 잠수함 근무자 

보다 육상 근무자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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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ccupational Stress of the Subjects  

 

(N: Total=410, Warship=146, Submarine=98, Shore-based=166) 

Variables 

Total Workplace 

Mean ± SD 
Warship

a
 Submarine

b
 

Shore 

-based
c
 F p 

Mean ± SD 

Physical 

environment 
31.73±18.80 35.77±18.52 37.64±18.23 24.70±17.14 21.853 

<.001 

a,b>c 

Job demand 37.64±16.69 36.64±16.75 38.99±15.68 37.73±17.25 .581 .560 

Insufficient job 

control 
44.55±12.28 45.80±12.90 45.37±12.54 42.97±11.45 2.361 .096 

Interpersonal 

conflict 
26.61±15.17 27.05±16.10 24.66±13.80 27.36±15.10 1.075 .342 

Job insecurity 34.65±13.55 35.50±13.55 34.35±13.29 34.07±13.75 .463 .630 

Organizational 

system 
32.09±14.44 30.37±15.67 30.17±12.92 34.74±13.83 4.780 

.009 

a,b<c 

Lack of reward 35.92±13.65 35.24±16.33 36.22±11.26 36.35±12.33 .287 .750 

Occupational  

climate 
27.01±17.32 27.00±18.03 23.21±16.24 29.27±17.01 3.814 

.023 

b<c 

Total 33.78±10.36 34.17±11.85 33.83±8.89 33.40±9.79 .218 .805 

 



- 41 - 

2) 건강실천행위 

대상자의 건강실천행위는 Table 4와 같다.  

7개 건강실천행위(Alameda 7)인 수면, 아침식사, 간식, 운동, 

음주, 흡연, 체중에 대해 좋은 건강실천행위를 1점, 그렇지 않는 

경우를 0점으로 부여하여 점수 가능범위는 0~7점이었다. 본 연구의 

건강실천행위 평균은 전체 2.95±1.37점으로,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868, p=.008), 사후검정 결과 함정 

근무자(2.74±1.32점)보다 육상 근무자(3.20±1.37점)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2). 

수면은 좋은 건강실천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 하루 

7~8시간 수면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52.2%였으며, 아침식사는 좋은 

실천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26.8%였다. 간식은 좋은 건강실천행위인 

안 하는 경우가 전체의 17.3%로 가끔 또는 자주 먹는 경우인 

82.7%보다 보다 적었다. 운동은 좋은 건강실천행위인 자주 또는 

매일 하는 경우가 전체의 32.9%로 확인되었으며, 근무지 별 차이가 

유의하였고(F=6.477, p=.002), 함정 근무자(24.7%)와 육상 

근무자(42.8%)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003). 

음주는 좋은 건강실천행위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52.9%로, 

고위험음주를 하는 경우인 47.1%보다 더 많았고, 흡연은 좋은 

건강실천행위인 비흡연자가 55.6%로 흡연자인 44.4%보다 많았다. 

체중은 전체의 57.1%가 BMI 25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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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452, p=.033) 사후검정 

결과, 잠수함 근무자(49.0%)와 육상 근무자(64.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9). 

 

Table 4. Health Behaviors of the Subjects 
 

(N: Total=410, Warship=146, Submarine=98, Shore-based=166) 

Variables Categories 

Total Workplace 

Mean 

± 

SD 

Warship
a
 Submarine

b
 

Shore 

-based
c
 F p 

n (%) / Mean ± SD 

Sleeping 
1: 7~8 

0: <7 or >8 
.520±.500 .500±.502 .530±.502 .540±.500 .221 .802 

Eating 

breakfast 

1: Often or  

Everyday 

0: Sometime or  

Never 

.270±.444 .210±.410 .230±.426 .340±.474 3.496 
.031 

a<c 

Snaking 

1: Never 

0: Sometime or  

Everyday 

.173±.379 .192±.395 .204±.405 .139±.347 1.196 .303 

Exercise 

1: Often or  

Everyday 

0: Sometime or  

Never 

.330±.471 .250±.433 .290±.454 .430±.496 6.477 
.002 

a<c 

Alcohol 

drinking 

1: <2 times/week  

and <7 cups 

0: ≥2 times/week 

and ≥7 cups 

.529±.500 .514±.502 .510±.502 .554±.499 .348 .706 

Smoking 
1: Non-smoker 

0: Smoker 
.556±.498 .514±.502 .531±.502 .608±.490 1.582 .207 

Weight 

status 

1: BMI<25 

0: BMI≥25 
.571±.496 .541±.500 .490±.502 .645±.480 3.452 

.033 

b<c 

Total  2.95±1.37 2.74±1.32 2.84±1.39 3.20±1.37 4.868 
.008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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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건강  

 

1) 신체적 증상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은 Table 5와 같다.  

PSI로 측정한 신체적 증상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8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7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평균은 

전체 2.00±2.63점으로, 해군 간부가 평균 2개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F=9.445, p<.001), 함정 

근무자가 1.45±2.16개, 잠수함 근무자가 1.70±2.42개, 육상 

근무자가 2.66±2.97개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함정(p<.001) 

및 잠수함(p=.015) 근무자 보다 육상 근무자의 개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고 근무지에 따라 신체적 증상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Table 6).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분석한 결과,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61, p=.012).  

18개의 증상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증상은 10번 ‘눈의 

피로’가 34.1%, 18번 ‘피로’가 32.7%, 7번 ‘두통’이 18.5%, 

11번 ‘설사’가 13.7%이었다.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증상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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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증 또는 메스꺼움’은(F=5.080, p=.007) 함정과 육상 

근무자의 차이가 유의하였고(p=.007), 6번 ‘가슴통증, 흉통’ 

은(F=6.676, p=.001) 함정(p=.009) 및 잠수함(p=.010) 

근무자보다 육상 근무자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9번 ‘위산과다, 

속쓰림’ (F=5.589, p=.004) 또한 함정(p=.011) 및 

잠수함(p=.040) 근무자보다 육상 근무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10번 

‘눈의 피로’ (F=6.175, p=.002)도 육상 근무자가 함정(p=.006) 

및 잠수함(p=.037)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18번 ‘피로’ 

(F=6.267, p=.002)도 육상 근무자가 함정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3).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안 갔다’를 표시한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n=247)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에 갈 만큼 

불편하지(아프지) 않아서’가 76.5%(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가 16.6%(41건), ‘기타’가 

4.0%(10건), ‘작전 중이라 갈 수가 없어서’가 2.0%(5명), 

‘병원(의사가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가 0.8%(2건)로 

확인되었다(Table 7).  

‘진료를 받은 곳’에 대한 복수 응답(n=136)은 군 의료시설 

이용이 27.9%(38명),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64.0%(87명), 두 

시설 모두 이용은 8.1%(11명)으로 확인되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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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cal Health of the Subjects 
 

(N: Total=410, Warship=146, Submarine=98, Shore-based=166) 

Variables 

Total Workplace 

Mean 

± 

SD 

Warship
a
 Submarine

b
 

Shore 

-based
c
 F p 

n (%) / Mean ± SD 

1. An upset 

  stomach or nausea 
.127±.333 .062±.241 .133±.341 .181±.386 5.080 

.007 

a<c 

2. A backache .117±.322 .068±.253 .143±.352 .145±.353 2.603 .075 

3. Trouble sleeping .124±.330 .130±.338 .102±.304 .133±.340 .296 .744 

4. A skin rash .095±.294 .055±.228 .102±.304 .127±.333 2.366 .095 

5. Shortness of 

 breath 
.027±.162 .007±.083 .031±.173 .042±.202 1.895 .152 

6. Chest pain .076±.265 .041±.199 .031±.173 .133±.340 6.676 
.001 

a,b<c 

7. Headache .185±.389 .144±.352 .173±.381 .229±.421 1.926 .147 

8. Fever .059±.235 .062±.241 .031±.173 .072±.260 .988 .373 

9. Acid indigestion  

or heartburn 
.122±.328 .075±.265 .082±.275 .187±.391 5.589 

.004 

a,b<c 

10. Eye strain .341±.475 .267±.444 .286±.454 .440±.498 6.175 
.002 

a,b<c 

11. Diarrhea .137±.344 .144±.352 .102±.304 .151±.359 .664 .515 

12. Stomach cramps 

 (Not menstrual) 
.029±.169 .014±.117 .020±.142 .048±.215 1.807 .165 

13. Constipation .054±.226 .034±.182 .041±.199 .078±.269 1.696 .185 

14. Heart pounding 

 when not exercising 
.049±.216 .021±.142 .041±.199 .078±.269 2.901 .056 

15. An infection .012±.110 .007±.083 .000±.000 .024±.154 1.756 .174 

16. Loss of appetite .032±.175 .021±.142 .020±.142 .048±.215 1.233 .293 

17. Dizziness .090±.287 .062±.241 .071±.259 .127±.333 2.277 .104 

18. Tiredness or 

  fatique 
.327±.470 .240±.428 .296±.459 .422±.495 6.267 

.002 

a<c 

Total 2.00±2.63 1.45±2.16 1.70±2.42 2.66±2.97 9.445 
<.001 

a,b<c 

 Note. Yes=1, 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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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Covariance Model of PSI                 (N=410) 

Source df MS F p 

Corrected model 4 54.421 8.453 <.001 

Gender(Male) 1 57.358 8.909 .003 

Age 1 37.290 5.792 .017 

Workplace 2 28.721 4.461 .012 

Error 405 6.438   

Total 410     

Note. MS: Mean square 

 

Table 7. Reasons for Not Seeing a Doctor Despite Having Symptoms  
 

   (N=247) 

Items 

Total Workplace 

n (%) 
Warship Submarine Shore-based 

n (%) 

Lack of time 41(16.6) 10(13.5) 13(25.0) 18(14.9) 

Not sick enough to go to 

doctor 
189(76.5) 58(78.4) 36(69.2) 95(78.5) 

The hospital is too far 2(0.8) 2(2.7) 0(0) 0(0) 

In deployment 5(2.0) 1(1.4) 1(1.9) 3(2.5) 

Other 10(4.0) 3(4.1) 2(3.8) 5(4.1) 

 

 

Table 8. Place of Treatment                       (N=136) 

Items 

Total Workplace 

n (%) 
Warship Submarine Shore-based 

n (%) 

Military medical facility 38(27.9) 4(21.1) 8(29.6) 26(28.9) 

Civil medical facility 87(64.0) 13(68.4) 19(70.4) 55(61.1) 

Both 11(8.1) 2(10.5) 0(0)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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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건강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은 Table 9와 같다.  

JAWS로 측정한 정신적 건강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점~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건강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최소 36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평균은 전체 69.57±10.70점이었으며, 함정 근무자가 

69.82±10.89점, 잠수함 근무자가 70.50±10.83점, 육상 근무자가 

68.80±10.45점 이었으나 근무지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837, p=.434). 

JAWS의 20개 항목 중 긍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며 3, 5, 6, 10, 11, 12, 13, 18, 19, 20번 문항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6번‘내 직업으로 인해 

만족감을 느꼈다.’로 3.33±0.83점이었다.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로 1, 2, 4, 7, 8, 9, 14, 15, 16, 17번 문항이 

이에 속하며 대상자가 응답한 가장 부정적인 정서는 14번 ‘내 

직업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꼈다.’였고 평균 3.50±0.98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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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ntal Health of the Subjects 
 

(N: Total=410, Warship=146, Submarine=98, Shore-based=166) 

Categories 

Total Workplace 

Mean 

± 

SD 

Warship Submarine 
Shore 

-based F p 

Mean ± SD 

Positive 

emotion 
28.70±6.60 28.79±6.57 28.99±7.14 28.44±6.33 .235 .791 

Negative 

emotion 
40.87±6.43 41.03±6.56 41.51±6.31 40.36±6.38 1.049 .351 

Total 69.57±10.70 69.82±10.89  70.50±10.83  68.80±10.45  .837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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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건강 관련요인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함정, 잠수함, 

육상의 근무지 별로 일반적 특성 및 해군 임무관련 특성, 직무 

스트레스, 건강실천행위와 신체적 증상(PSI), 정신적 

건강(JAWS)의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에 대한 단순상관계수가 0.8 

미만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선택방법(stepwise me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는 공간의 한계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 만 제시하였다. 

 

1) 함정 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 

함정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온도와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모두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100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은 불쾌한 온도에 노출될수록(β=.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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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9),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β=.198, p=.018)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공기, 소음, 진동, 온도, 공간,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최종 회귀모형에는 직무 스트레스가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607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은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β=-.781, p<.001)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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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in Warship Personnel  
 

(N=146) 

Variables Age Gender V1 V2 V3 V4 V5 Stress PSI JAWS 

Age 1          

Gender 

(Male) 
.213* 1         

Air 

(V1) 
.167* .095 1        

Noise 

(V2) 
.196* .089 .557** 1       

Vibration  

(V3) 
.256* .131 .453** .574** 1      

Temperature 

(V4) 
-.210 * -.079 -.006 .078 -.081 1     

Space 

(V5) 
.075 .089 .141 .143 .173* .114 1    

Occupational 

stress 
-.083 .011 .200* .268* .207* .295** .489** 1   

Physical health 

(PSI) 
.046 -.069 .147 .152 .033 .277* .133 .262* 1  

Mental health 

(JAWS) 
.045 .028 -.170* -.303** -.242 * -.258 * -.274 * -.781** -.274 * 1 

* p<.05, ** p<.001 

 

 

Table 11. Factor Influencing Physical Health of Warship Personnel   
   

(N=146) 

 
Variables B SE β t p 

Physical 

Health 

(Constant) -.003 .523   -.007 .995 

Temperature of 

workplace 
1.213 .457 .219 2.654 .009 

Occupational stress .036 .015 .198 2.399 .018 

R
2
=.112, Adjusted R

2
=.100, F=9.0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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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ctor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Warship Personnel 
 

      (N=146) 

 
Variables B SE β t p 

Mental 

Health 

(Constant) 94.342 1.730   54.538 <.001 

Occupational stress -.718 .048 -.781 -15.002 <.001 

R
2
=.610, Adjusted R

2
=.607, F=225.053, p<.001 

 

 

2) 잠수함 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 

잠수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소음, 공간, 신체활동,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005)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69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은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β=.281, p=.005) 호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공기, 화재, 진동, 공간, 신체활동,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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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361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은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β=-.606, p<.001)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5). 

 

 

Table 13.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in Submarine Personnel   
 

(N=98) 

Variables Age V1 V2 V3 V4 V5 V6 Stress PSI JAWS 

Age 1          

Air 

(V1) 
.059 1         

Fire 

(V2) 
-.034 .050 1        

Noise 

(V3) 
.043 .383** .452** 1       

Vibration  

(V4) 
.119 .541** .376** .669** 1      

Space 

(V5) 
.118 .204* .162 .165 .143 1     

Activity 

(V6) 
-.024 .284* .131 .118 .218* .186 1    

Occupational 

stress 
.217* .304* .214* .281* .425** .200* .243* 1   

Physical health 

(PSI) 
.013 .167 .036 .235* .162 .228* .280* .281* 1  

Mental health 

(JAWS) 
-.022 -.269* -.225* -.191 -.234* -.245* -.333* -.606** -.417** 1 

Note.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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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actor Influencing Physical Health of Submarine Personnel   
  

(N=98) 

 
Variables B SE β t p 

Physical 

Health 

(Constant) -.880 .933   -.944 .348 

Occupational stress .076 .027 .281 2.864 .005 

R
2
=.079, Adjusted R

2
=.069, F=8.200, p=.005 

 

 

Table 15. Factor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Submarine Personnel      
 

(N=98) 

 
Variables B SE β t p 

Mental 

Health 

(Constant) 95.499 3.457   27.622 <.001 

Occupational stress -.739 .099 -.606 -7.474 <.001 

R
2
=.368, Adjusted R

2
=.361, F=55.85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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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 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 

육상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연령, 성별, 공간, 신체활동,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 성별, 연령이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001)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142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은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β=.298, p<.001), 

여성이(β=-.161, p=.028), 연령이 높을수록(β=.151, p=.039) 

호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성별, 신체활동, 직무 스트레스를 투입하였고, 최종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성별이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379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은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β=-.590, 

p<.001), 남성이(β=.149, p=.017)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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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in Shore-Based Personnel 
 

(N=166) 

Note. *p<.05, **p<.001 

 

 

Table 17. Factor Influencing Physical Health of Shore-Based Personnel 
 

      (N=166) 

 
Variables B SE β t p 

Physical 

Health 

(Constant) -.663 1.311   -.506 .614 

Occupational stress .090 .022 .298 4.101 <.001 

Gender(Male) 
-

1.575 
.708 -.161 -2.224 .028 

Age .047 .023 .151 2.085 .039 

R
2
=.158, Adjusted R

2
=.142, F=10.124, p<.001 

 

Variables Age Gender V1 V2 Stress PSI JAWS 

Age 1       

Gender(Male) -.064 1      

Space 

(V1) 
.070 .073 1     

Activity 

(V2) 
-.016 -.051 -.080 1    

Occupational 

stress 
.087 -.096 .212

*
 .294

**
 1   

Physical health 

(PSI) 
.187

*
 -.200

*
 .215

*
 .190

*
 .327

**
 1  

Mental health 

(JAWS) 
.038 .205

*
 .022 -.325

**
 -.604

**
 -.36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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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Factor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Shore-based Personnel 
 

             (N=166) 

 
Variables B SE β t p 

Mental 

Health 

(Constant) 85.230 3.107   27.432 <.001 

Occupational stress -.629 .066 -.590 -9.565 <.001 

Gender(Male) 5.111 2.118 .149 2.413 .017 

R
2
=.386, Adjusted R

2
=.379, F=51.33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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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해군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해군 간부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시행되었다. 한 근무지에 국한하지 않고 함정, 잠수함, 육상 등 

다양한 근무지의 해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군 임무관련 인자 및 직무 스트레스, 건강실천행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의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해군 부대의 간부 41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남성이 94.4%, 여성이 5.6%로 우리나라 남군과 

여성의 성비(남군 94.5%, 여군 5.5%)와 비슷하였다. 여성의 

비율은 육상 근무지에서 10.2%(17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잠수함은 남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여성이 없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평균 2.22점 이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매우 좋음, 좋음)의 대상자가 64.4%로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한 20대 남성의 결과인 42.7%보다 높으며, 육해공군이 모두 

포함된 남자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51%(김봉정 et 

al., 2009b), 철강회사 남성근로자의 52.6%(장인순, 2009)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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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해군 간부들은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해군 군인이 다른 직업 군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게 생각한 결과와 일치하였다(이재영 & 

김경미, 2015b).  

근무지에서의 화학물질(19.5%), 공기오염(46.8%), 소음(38.8%), 

진동(39.5%), 고온 및 저온 노출(9.0%)은 2010년 국내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 1만명 이상이 참여한 제 2차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화학물질 접촉(7.3%), 공기오염(분진노출 18.9%), 

소음(25.5%), 진동(24.8%)의 노출은 일반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온 및 저온 노출(19.8%)에 대한 

인식은 더 낮았다(김성철, 2012). 위험한 도구 혹은 장비(40.5%), 

화재 혹은 전기충격의 위험(29.0%) 또한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위험한 도구 혹은 장비 24.9%, 화재 

14.1%)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군 간부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위험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지 내에서 신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무자가 함정, 잠수함, 육상 각각 6.8%, 14.3%, 

12.7%로 나타났고, 스트레칭 수준의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함정, 

잠수함, 육상 각각 51.4%, 48.0%, 36.1% 였으며, 스트레칭 이상의 

실내외 운동(헬스, 탁구, 축구 등)을 하는 대상자는 함정,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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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근무자 각각 41.8%, 37.7%, 51.2%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육상 근무자는 

‘시간부족’(51.9%), 잠수함 근무자는 ‘자원부족’(55.6%), 

함정 근무자는 ‘시간부족’(35.0%)과 ‘자원부족’(30.0%) 

이었다. 더불어 잠수함 근무자 중에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운동을 하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시간과 공간 외에도 잠수함이라는 근무지 

자체가 신체활동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환경 상태를 묻는 문항 중 개인위생의 충분성,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의 충분성 여부는 잠수함이, 화학물질, 

공기오염, 위험한 장비, 화재나 전기충격의 위험, 소음, 진동, 

불쾌한 온도에의 노출 여부는 함정 근무자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물리적인 업무환경 자체는 예상대로 함정과 잠수함이 

육상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군 간부의 건강실천행위 점수는 평균 2.95점으로, 해군 

병사들의 3.60점(김유경 & 오의금, 2015), 육군간부의 

4.09점(강종구, 2003)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근무지 별로 

살펴보면 육상 근무자가 가장 높았고(3.20±1.37점), 이어서 

잠수함 근무자(2.84±1.39점), 함정 근무자(2.74±1.32점)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868, p=.008). 

근무지 별로 건강실천행위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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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지 간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육상 근무자에서 가장 높았던 연령 변수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건강실천행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47, p=.340).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문제가 나타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건강실천행위 점수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지만(윤순녕 & 김정희, 2000) 선행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1.4세인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육상 

근무자가 36.5세, 함정 근무자가 30.7세로, 중장년 및 노년층에 

비해 건강층에 속하고 20대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은 

연령대로(질병관리본부, 2015), 본인의 건강에 대해 자신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연령이 건강실천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가 건강에 대한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주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으며(이순영 et al., 1997), 실제로 다른 여러 선행연구에서 

건강실천행위 점수와 연령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각각의 

실천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이인숙, 2009; 장명덕 & 서경현, 

2010). 그리고 운동을 즐겨 한다고 해서 모두 비흡연자이거나 음주 

습관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처럼, 각각의 건강행위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다원적(multidimensional)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실천행위의 정도를 단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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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순영 et al., 1997). 그러나 해군 간부의 건강실천행위가 

다른 대상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근무지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유전과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보다, 

지속되어온 생활 습관이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년기 

이전에 건강실천행위를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집단화 된 군의 

특성을 장점화 한 체계적이고, 근무지 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운동 실천율은 32.9%로 나타나 남자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김봉정 외(2009)의 연구 결과인 38.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근무지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주 

또는 매일’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육상 근무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잠수함 근무자 28.6%, 함정 근무자 

24.7%였다(F=6.477, p=.002).  

흡연율은 44.4%로 확인되어 성인 남성 흡연율 39.3%보다 

높았고, 고위험 음주율 또한 47.1%로 성인 남성의 20.8% 보다 

높았다. 국내 선행연구 결과 직업군인이 일반 성인보다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봉정 et al., 2009b), 특히 해군이 음주를 

많이 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인식이다(Ames, Duke, Moore, & Cunradi, 2009). 따라서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 및 절주 관련 사업과 연구를 

강화하여 음주와 흡연에 대한 행동의도 및 관련요인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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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간부의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33.7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구의 표준화 당시 전국 약 1만 2천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참고치 점수의 하위 25% 이하였다. 육해공군 소령(중간관리자)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54.76점(김혜원, 유재은, & 우정희, 

2017), 남성 육군 간부가 34.40점(김수연 & 고일선, 2016), 

소방공무원이 47.45점(김현, 2015)인 것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이다.  

해군은 대체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여겨진다(Pawar et al., 

2012). 이는 함정 및 잠수함 등의 평범하지 않은 직무 환경과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업무 특성이 결합된 해군 간부의 업무를 

고려해보면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스트레스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극에 의한 

역치(stimulus barrier)가 상승되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전이 

형성된다(김영준, 1993). 본 연구의 대상자 역시 평균 근무연수가 

12.04년으로, 다년간의 근무 경력이 함정 혹은 잠수함과 같은 

물리적 환경 및 상황적 긴장감을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식되도록 대상자의 스트레스 역치를 상승시켰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았는데(Lin, Liao, Chen, & Fan, 2014; 장인순, 2009), 본 연구 

대상자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통계적으로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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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r=.313, p<.001).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물리환경의 전체 평균 점수는 

31.73점으로 참고치 점수에 의거 하위 25%에 해당되나, 근무지 

별로 살펴보면 함정은 35.77점, 잠수함은 37.64점으로 하위 50% 

참고치인 33.4점~44.4점에 해당되었다. 표준치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육상(24.70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빴다. 

이는 앞서 해군 임무관련 특성 결과, 물리적 업무환경에서 함정과 

잠수함이 좋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반대로 조직체계 영역은 

육상이 34.74점, 함정과 잠수함은 각각 30.37점, 30.17점으로 

나타났고, 직장문화 영역은 육상이 29.27점, 함정이 27.00점, 

잠수함이 23.21점으로 나타나 조직 내 평가 및 인사제도,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지원,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직장 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육상 근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조직체계 p=.009, 직장문화 p=.023).  

해군 간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적 증상 점수는 평균 2.00점(SD=3.72)으로, 

18개의 증상 중 평균 2개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택시 운전기사가 5.59개(고정미, 고진강, Ko, & Koh, 

2010), 그리스의 사무직 회사원이 4.54개(Lazuras, Rodafinos, 

Matsiggos, & Stamatoulakis, 2009), 영국 대학교 직원이 

4.77개(Kinman, 2008)인 것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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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1.28개(Sliter & Boyd, 2015)보다는 높았다. 정신적 건강 

점수는 평균 69.57점(SD=10.70)으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기사의 

54.54점보다 높았지만(고정미 et al., 2010), 미국 운송회사 남자 

직원의 평균 점수인 99.81점과 비교하여 낮았다(Wilkerson, Boer, 

Smith, & Heath, 2008). 

근무지 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증상은 함정 근무자가 평균 

1.45개, 잠수함 근무자가 평균 1.70개, 육상 근무자가 평균 

2.66개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9.445, p<.001), 정신적 건강은 함정, 잠수함, 육상 

각각 평균 69.82점, 70.50점, 68.80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837, p=.434).  

증상이 있었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불편하지)않아서’가 전체 76.5%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너무 멀어서’ 안간 대상자는 단 0.8%로 그 분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 해군 간부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거리적 

접근성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작 진료를 받는 곳은 

민간 의료시설이 64.0%로 군 의료시설의 27.9%보다 많았다. 

따라서 군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신뢰도 회복 등 군 의료시설 

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 육상 근무자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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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함정과 잠수함 근무자가 육상 

근무자보다 건강이 좋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더불어 함정과 

잠수함이 해군 전투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육상 근무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전투 부대에서는 

전투 외 업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시행하지만 

육상 부대에서는 늘어난 전투 지원 업무와 기존의 업무가 

병행되면서도, ‘육상 근무자는 편하다.’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육상 근무자가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F=5.916, p=.003). 또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직무 스트레스의 총점은 

근무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805),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조직체계’와 ‘직장문화’는 근무지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육상 근무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육상 근무자가 함정 및 잠수함 근무자보다 

물리적 환경은 좋지만 직무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조직체계와 

직장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것이 육상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더불어 함정 및 잠수함 근무자들이 더 건강한 것과 관련하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함정, 특히 잠수함 근무의 경우,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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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만큼의 건강상태가 아니면 임무 

투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육상 근무자 보다 더 좋을 수 있고,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 자체가 대상자가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인지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리고 잠수함이나 

함정에서의 근무 시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무 전중후로 스스로 준비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각 근무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모델에 공통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과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은 위장관계 

증상과 수면장애였으며,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신체적 증상은 

요통, 두통, 눈의 피로, 식욕부진, 피로였다(Nixona, Mazzolab, 

Bauera, Kruegerc, & Spectora, 2011).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가 

호소한 증상의 1, 2, 3위가 눈의 피로, 피로, 두통으로 이는 전체 

증상의 약 43%였고 모두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군은 잦아지는 북한의 도발과 핵 실험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전투력 집중과 휴식의 균형이 강조되면서도, 각종 

군 내 사고로 인해 떨어진 대군 신뢰 회복과 강조되는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많은 내부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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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의 장기화는 해군 간부에게 만성 스트레스원이 되어 

위와 같은 증상을 발현시켰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정량적인 

점수가 낮다고 해서 스트레스 및 신체 증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되고, 만성 스트레스를 사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interpersonal conflict(대인갈등), organizational 

constraints(조직제약), workload(직무요구, 업무량)가 신체적 

증상과 가장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 대인갈등은 

수면장애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직제약은 피로 및 위장관계 

증상과, 직무요구는 피로 및 눈의 피로 증상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Nixona et al., 2011).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이 눈의 피로(34.1%)와 피로(32.7%)였는데, 

실제로 본 대상자들의 눈의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 하위 8개 영역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눈의 피로에 대한 

예측요인은 직무요구(B=.032) 뿐이었으며, 상대적 비율은 

1.033(Exp(B))이었다. 또한 피로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도 

직무요구가(B=.031) 1.032(Exp(B))의 상대적 비율을 가지고 

유의하였다. 직무요구는 시간적 압박, 높은 노동강도, 책임감, 

직무부담 및 고도의 정보처리 요구와 관련된 항목으로, 앞서 언급된 

해군 간부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일맥상통하며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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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다. 따라서 필요 시 해군 간부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직무의 양적·질적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무지 별로 분석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증상이 위장관계 증상인 위의 통증 및 메스꺼움(p=.007), 위산과다 

및 속쓰림(p=.004)과 가슴통증(p=.001), 피로(p=.002), 눈의 

피로(p=.002) 증상이었으며 모두 육상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절대적인 점수는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육상 근무자가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조직제약 및 직무요구 항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급·만성 스트레스로 발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과도 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자발성은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권순식, 2008), 업무에 대해 성심을 다하는 태도는 성취감을 

증가시키고 정서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Johnson & Spector, 

2007).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의무 복무인 병사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간부로서의 자율성 및 자발성이 있는 

집단이다. 이것이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본 대상자의 정서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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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르면 첫 번째, 스트레스 

자극을 부적절한 위협으로 받아 들이지 않도록 하는 내·외적 

자원(coping resource: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봉사 등을 

통해 자신감과 여유, 마음의 행복감을 갖추며 체력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갖추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신체정신적 반응이 나타나면 그러한 반응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를 하는 것이다(Park, 201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자기 효능감이나 긍정적 태도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해군 간부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명예심과 

자신감, 체력이 위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되어 대상자로 하여금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신체 및 정신을 유지하게 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 간부의 스트레스를 극복케하는 주요 

대처 자원과 관련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 있는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관리, 치료, 결근 및 이직 등의 

비용이 유럽에서는 약 200억 유로, 미국에서는 약 1500억 달러 

이상 추산된다(Lazuras et al., 2009). 천문학적 비용의 손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일,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의미를 잃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간부에게 있어 명예심과 사명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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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열악한 직무 조건을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인 만큼, 군 

간부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군 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함정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불쾌한 온도가 변수로 확인되었다. 함정 근무자가 

극한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기관실로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온도가 높은 곳이고 

이곳에서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신형 함정의 경우에는 

함 내부의 컨디션이 좋지만, 작거나 오래된 함정은 에어컨 시설이 

열악하고, 현문 당직(함정의 갑판에서 서는 당직 근무)이나 갑판 

작업 시에는 여름에는 직사광선, 겨울에는 바닷바람과 싸워야 한다. 

더구나 군인이기 때문에 의복을 벗고, 껴입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극단적 온도에의 노출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고(H. Selye, 2013) 열사병, 일사병, 동상 등 급성 

질환 외에도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망에도 영향을 준다(Xiang, Bi, Pisaniello, & 

Hansen, 2014; Wang et al., 2012).  

함정 임무관련 특성 중 진동의 경우, 모든 함정 근무자들이 

동시에 경험한다. 사람에 따라서 받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건강상의 

결과는 달려질 수 있겠으나 노출 자체에는 차이가 없거나 적다. 

하지만 온도는 함정 근무자들 중에도 기관실 혹은 당직 근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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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정 근무자의 건강과 

관련된 예측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희망적인 것은 함정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육상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인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남성은 33.67점, 여성은 35.48점으로 확인되어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여성이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직무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기대되는 사회적 성 역할이 

다르기 때문으로, 문화 및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남성은 

재무 및 권위와 관련된 요소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여성은 

대인갈등 또는 일-가정 양립 문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Spector, & Shi, 2008). 군대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의 조직으로, 여성이 군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과 군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 

사이에 충돌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조직체계 

영역에서 남성이 31.59점, 여성이 40.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928, p=.004),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남성이 35.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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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42.0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20, p=.027). 

조직체계 영역은 조직의 운영체계 및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이며, 보상부적절 영역은 직장 

내에서 기대한 만큼 존중이나 신임을 받지 못했거나 업무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로써, 

앞서 언급된 군 내 여성이 주로 겪는 문제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군이 증가하고 있고, 여군이 상위 계급이나 주요 

직책에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군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내 직장문화를 측정하는 문항 중 43번 문항인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점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해군 여군 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내 

하위 영역 중 상기 문항이 포함된 직장문화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김유경, 이선미, 정선옥, 심윤희, & 노미영, 2017). 

또한 남군이 평가한 해군 여 장교는 해군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며, 행정·사무능력, 의사소통능력, 우호성은 남 

장교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윤여미, 2012). 따라서 해군 

내에서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하기 



 

- 74 -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는 군 조직 내에서 본인이 가진 강점을 살려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급 변수를 관련요인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군인에게 있어 계급은 단순히 군 경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적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가 다르고, 또 근무지 이동 등의 생활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할과 직무, 환경, 가족기능 등 다양한 

직간접적 원인을 만들어 건강관련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계급에 따라 건강 상태나 질병 경험, 건강생활습관, 

직무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awar & Rathod, 2007; 

김봉정 et al., 2009b; 이진규, 2016; 조순영 et al., 2011),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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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한민국 해군 간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자료를 수집하여 총 410부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해군 임무관련 특성 14문항, 건강실천행위 

7문항, 직무 스트레스 43문항, 신체적 증상 18문항, 정신적 건강 

20문항을 포함한 총 10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test와 ANOVA, cross tab, ANC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Dunnett의 T3를 이용하였다. Pearson ’ s 

correlation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측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해군 간부의 신체적 증상은 점수 범위 0~18점에 평균 

2.00±2.63점, 정신적 건강은 점수 범위 20~100점에 평균 

69.57±10.70점 이었다.  

함정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1.45개로 불쾌한 온도에 

노출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많았고, 정신적 건강은 평균 

69.82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좋았다. 잠수함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1.70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많았고, 

정신적 건강은 평균 70.50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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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근무자의 신체적 증상은 평균 2.66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고, 정신적 건강은 평균 

68.80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좋았다.  

군인의 건강은 전투력과 직결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 함정과 잠수함 개발에 있어 승조원들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함정, 잠수함, 육상 전체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직무환경을 이루며, 장기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 해군 

간부의 건강에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추후 연구에는 해군 간부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부는 물론 해군 전체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와 해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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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서면동의서 

 

설 명 문 

 

1. 연구제목: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 조사연구 

 

2. 연구책임자:   성명 조도선   소속 해군본부/서울대학교  

전화번호 010-5080-**** 

 

3. 개요 

이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해군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기 때문에 이 연구

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해군본부/서울

대학교 소속의 조도선 연구원(대위 조도선, 010-508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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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

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

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4.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해군 간부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로써, 해군 간부의 근무지 및 임무 관련 특성(소음, 진동, 화학물질 

노출 등), 직무 스트레스, 건강실천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를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5.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1) 절차 또는 치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해군 임무관련 특성 14문항, 건강실천

행위 7문항, 직무 스트레스 43문항, 신체적 건강 18문항, 정신적 

건강 20문항을 포함한 총 108문항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될 것

이며 설문조사는 약 10~15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참가기간 및 예상 연구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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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1회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는 해군 간

부 약 330명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연구 제한 사항 및 연구대상자 의무 

연구에 제한 사항은 없으며, 본인이 답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

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

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

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

오. 연구 참여 중지 의사를 귀하가 밝힐 경우, 즉시 설문을 중지할 

것이며 귀하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7. 연구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해군 간부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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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 관련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제공 

연구 중, 연구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할 새로운 정보가 있을 시 즉시 

알릴 것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구와 관련된 의문점이 있으신 경

우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9. 비밀 보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해군본부/서울대학교의 조도선 연구원

(010-5080-****)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

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

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

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

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자발적 참여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

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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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관련 책임자 및 연락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조도선  전화번호: 010-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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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서면동의서 

 

 

연구제목: 해군 간부의 건강 관련요인 조사연구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6.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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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설 문 지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성별 

만 (  ) 세 / 남 (     ), 여(     )  

 

 

2. 종교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기타   5) 없음 

 

 

3. 결혼 상태 

1) 미혼  2) 기혼  3) 기타 

 

 

4. 총 복무 연수 

(  ) 년 

 

 

5.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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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임무와 관련된 특성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1) 함정 (  급) 2) 잠수함 3) 육상부대 

 

2. 현 근무지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개월 

 

3. 현 근무지의 근무 형태는 어떠합니까? 

1) 교대근무   2) 낮근무   3) 야간근무   4) 기타 ( ) 

3.1. 교대근무라면 유형은? (  ) *예: 3교대, 올비비 

 

4. 시간외 근무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  ) 시간 

 

* 업무 중에 다음의 물질이나 환경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용 
접하지  

않는다 

접하지만  

심각한 문제 

아니다 

접하고  

심각하게  

문제된다 

5. 위험한 화학물질 

(유기용제, 중금속, 화학약물, 농약 등) 
   

6. 공기 오염 

(먼지, 연기, 가스, 흄, 환기불량 등) 
   

7. 위험한 도구, 기계 혹은 장비    

8. 화재, 화상, 혹은 전기 충격    

9. 소음 

(옆에서 대화시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 
   

10. 진동    



 

- 98 - 

11. 근무지의 여름·겨울 온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쾌적하다    

2) 쾌적하다    

3) 보통이다    

4) 불쾌하다    

5) 매우 불쾌하다 

 

12. 근무지에서 개인위생(손, 구강, 샤워, 의복)을 잘 실천하십니까?  

1) 잘 실천한다 2) 보통이다 3) 잘 실천하지 못한다  

12.1. 잘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복수 선택 가능) 

   ① 시간부족  ② 자원부족  ③ 귀찮아서  ④ 기타(     ) 

 

13. 근무지는 신체적·물리적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있습니까? 

  1) 충분하다    2)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다    3) 없다 

 

14. 근무지에서 신체활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1) 간단한 스트레칭 

  2) 실내 운동 종류(헬스장, 탁구 등) 

3) 실외 운동 종류(축구, 테니스 등) 

4) 안함 

   14.1. 안한다면 이유는? (복수 선택 가능) 

① 시간부족  ② 자원부족  ③ 귀찮아서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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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재 일하면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물

리

환

경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직

무

요

구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5.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

록 지시 받는다. 
    

6.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7.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8.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1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직

무

자

율 

1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13.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14.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15.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6. 나의 업무량과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 
    

관

계

갈

등 

17.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9.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20.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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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

무

불

안

정 

21. 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새로

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2.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현재 수준만큼

의 직업(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23.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24.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25. 앞으로 2년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

능성이 있다. 
    

26.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직

체

계 

27.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

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2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

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30.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 
    

31.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

회와 통로가 있다. 
    

32.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

로 예상한다. 
    

33. 현재 내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

어볼 때 적절하다. 
    

보

상

부

적

절 

34.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

지 못한다.  
    

35.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

급/수입은 적절하다. 
    

36.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37.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38.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39.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 
    

직

장

문

화 

40.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41.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42.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43.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

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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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면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6시간 이하   2) 7~8시간   3) 9시간 이상 

 

2.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1) 안한다    2) 가끔 한다   3) 자주 또는 매일 한다 

 

3. 간식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 먹지 않는다   2) 가끔 먹는다   3) 자주 또는 매일 먹는다 

 

4. 운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1) 전혀 안한다   2) 가끔 한다   3) 자주 또는 매일 한다 

 

5. 음주는 얼마나 하십니까? 

1) 마시지 않는다   2) 주 1회 이하   3) 주 2회 이상 

 5.1. 한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하며 캔 맥주 1개는 맥주 1.6잔 입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8   ⑤ 10잔 이상 

 

6. 흡연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1일 몇 개비를 피우십니까? 

1) 하지 않는다    2) 20개비 이하   3) 21개비 이상 

 

7. 귀하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주세요. 

 키(  )cm  몸무게(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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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증상을 경험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증상

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셨습니까?(=군의관 혹은 의사의 진료를 

받으셨습니까?) 

 

*‘증상은 있었지만 병원에는 안 갔다’를 표시한 이유는? (중복 가능) 

□ 시간이 없어서          □ 병원에 갈 만큼 불편하지(아프지) 않아서 

□ 병원(의사가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 작전 중이라 갈수가 없어서  

□ 기타 (                                     ) 

지난 한달 동안의  

증상 경험 

증상이  

없었다 

증상은  

있었지만  

병원에는  

안 갔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진료를 받았다) 

군 민간 

1. 위의 통증 또는 메스꺼움     

2. 요통     

3. 수면곤란     

4. 피부병     

5. 호흡곤란, 숨참     

6. 가슴통증, 흉통     

7. 두통     

8. 열     

9. 위산과다, 속쓰림     

10. 눈의 피로     

11. 설사     

12. 위경련     

13. 변비     

14. 운동하지 않을 때 발생

하는 심장 두근거림 
   

 

15. 감염     

16. 식욕부진     

17. 어지러움     

18.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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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다음은 직업으로 인해 귀하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직업(업무, 동료, 상사, 고객, 수입 등)과 관련하

여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표시해 주세요. 

 

♤ 설문이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내 직업으로 인해”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자

주 느꼈는지 표시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가끔 

느꼈다 

상당히 

자주 

느꼈다 

극도로 

자주 

느꼈다 

1. 화가 남을 느꼈다.      

2. 불안함을 느꼈다.      

3. 편안함을 느꼈다.      

4. 따분함을 느꼈다.      

5. 평온함을 느꼈다.      

6. 만족감을 느꼈다.      

7. 우울함을 느꼈다.      

8. 낙심함을 느꼈다.      

9. 넌더리가 남을 느꼈다.      

10. 황홀함을 느꼈다.      

11. 활력을 느꼈다.      

12. 열의를 느꼈다.      

13. 신남을 느꼈다.      

14. 피곤함을 느꼈다.      

15. 두려움을 느꼈다.      

16. 격노를 느꼈다.      

17. 침울함을 느꼈다.      

18. 고무됨을 느꼈다.      

19. 긴장이 풀림을 느꼈다.      

20. 만족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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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Health of Naval 

Officers  

 

Jo Dose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oh, Chin-Kang, RN, PhD 

 

The Navy comprises a distinct working environment, with 

warships and submarines, and has a high percentage of 

officers. In particular, the personnel of submarines is 

entirely composed of officers and,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identify the health characteristics of n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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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rs to determine health improvement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Navy. In this sense,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health and related factors 

of naval officers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in September 2017,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from 410 South Korean naval 

officers selected by stratified cluster sampling were u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avy 

duty-related characteristics(workplace; work type; 

exposure to chemicals, noise, vibration, temperature, air 

pollution, dangerous equipment, fire risk; hygiene at 

workplace, personal space, and physical activity), 

occupational stre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health practices(Alameda 7), physical 

symptoms(Physical Symptoms Inventory, PSI), and 

mental health(Job-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 

JASW) we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e average scores 

fo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navy officers 

were 2.00 and 69.57, respectively. The average physical 

symptom score for officers working on warships was 1.45; 

they had more physical symptoms as their expos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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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leasant temperatures increased and their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was higher. Their average mental 

health score was 69.82, and they had better mental health 

when their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was lower. The 

average physical symptom score of officers working in 

submarines was 1.70; they had more physical symptoms 

as their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increased. Their 

average mental health score was 70.50, and they had 

better mental health when their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was lower. The average physical symptom score of 

officers working on shore, who were mostly female and 

older, was 2.66, and they had more physical symptoms as 

their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increased. Their average 

mental health score was 68.80, and they had better mental 

health as the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was lower and 

their gender was male.  

As indicat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occupational 

stress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health of navy 

officer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o continuously evaluate and manage the 

occupational stress of naval officers, and to conduct 

research on customized stress medi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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