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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군인의 복무 및

지위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군인은 임무의 특성상 다른 직업에 비해

신체적 활동이 많은 집단으로, 건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2014, 2015 군인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군인 4,255명, 병사

4,4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과 의료이용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카이제곱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군인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해군/해병대 및 공군, 부사

관, 단기복무, 근무년수 3년 이상,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보통이거나 많을

수록, 그 밖의 요인 중 여자, 흡연,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 BMI 25

이상, 수면습관에 보통이거나 불만족 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가

능성이 높았다. 병사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이등병, 일과시간 스트레스

가 보통이거나 많을수록, 그 밖의 요인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BMI

25이상, 수면습관에 보통이거나 불만족 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군인의 외래이용에 있어서는 직업적 요인 중 단기복무, 주 평균 근

무 60시간 이하,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보통이거나 많을수록, 그 밖의 요

인 중 여자, 민간보험 가입, 주관적 건강인식 나쁨, 과거흡연자가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군인의 입원이용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해군/해병대, 특수병과의 입원이용 가능성이 낮았으며, 그 밖의 요인 중

민간보험 가입, 수면습관에 불만족 할 경우 입원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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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외래이용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육군, 특수병과, 일과시간 스트

레스가 많을수록, 그 밖의 요인 중 주관적 건강인식 나쁨, 흡연, 수면습

관에 불만족 할수록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병사의 입원이용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육군, 일병/상병/병장, 그 밖의 요인 중 기혼, 주관

적 건강인식 나쁨, 과거흡연/흡연, BMI 25이상, 수면습관에 불만족 할수

록 입원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이 주관적 건강

인식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군인과 병사 집단에는 관련요인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 관련요인에 대해 군인건

강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을 반영하여 확인

한 최초의 연구이며 직업군인과 병사 집단 모두를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군 조직은 위계적 계급 구조와 명령 체계 등 특수한 조직 문화적 환경

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

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군인의 건강인식과 의료이용 여건 개

선을 위한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군인, 주관적 건강인식, 의료이용, 군인건강조사

학 번 : 2017-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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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과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17), 건강과 의료를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군에서도 장병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군 장병들

의 건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집단으로,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

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적과 싸워 이기는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정신교육, 사격, 체력단련,

전투기술 등 핵심과목 위주의 강도 높은 실전적 부대훈련을 실시한다(국

방부, 2016). 군대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나 병력

규모에 못지않게 구성원의 질적 우월성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문도원,

2017b).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감소 등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한

절대적인 병력수의 감축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수준 유지가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군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대표적인 신체활동이 많은 집

단으로, 임무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이 많고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높은 전투력을 보

유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과 부상, 질병으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

고, 발생한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

이다(문도원, 2017b).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는 질병과 부상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료목적의 이중성 때문에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문도원, 2017a). 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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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보존은 의무병과의 창설 목표로, 군 장병들의 건강보전은 군 전투력

및 사기 진작의 핵심요소이다. 군 장병의 건강유지는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군 의료는 대군 신뢰도의 중요한 부분이다(정미남, 2008). 군복무는

남성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이 거쳐 가는 기간으로, 복무 기간 동안 건강

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 기간 중 건

강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개인의 인생 전

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은

정책적으로 이슈화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병예방 중심의 건강한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군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국

방부, 2016). 「군인의 복무 및 지위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

장)」에서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

시하고 있듯이 법률로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국방부, 2017.1.19.). 그러나 군인은

계급으로 대표되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군인들을 위한 군

보건의료시설이 존재하는 등 직업 환경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군인은 건강한 젊은 층이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져 있지만, 일반 사회

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취약집단에 속한다. 군 조직의 특성상 명령체계와

계층체계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과도한 스

트레스 및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김미선 등, 2013). 직업군인은 유

사시 위험 상황에 처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어느 집단보다 더 철저한 건

강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근무지 이동, 훈련

및 파견 등으로 인한 가족, 친구들과의 별거 등 일반인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스

트레스 요인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이준혁,

2001). 또한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병사는 병역법에 의해 징집되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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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입대하여 24시간 내내 영내

에서 동료들과 단체생활을 한다. 군대의 계급구조상 가장 아래에 위치하

며 정해진 일과표에 맞추어 통제된 생활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군인들은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가진다. 군 보건의료시설인 의

무실, 의무근무대 및 군병원이 존재하며 군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없는 무상의료이다. 최근에는 의료이용을 보장

하는 분위기이지만, 부대의 훈련 또는 임무의 특성상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병사들의 경우 휴가나 외출·외박을 제외

하고 영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에 제

한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직업군인은 군사임무 혹은 근무일정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한다. 잦은 의료이용이 근

무 성과나 진급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

담감 때문에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김태경,

2017). 즉, 군인들은 의료이용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집단이다.

한편, OECD는 매년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회원국

이 제출한 통계수치를 담은「OECD Health Data」를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OECD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장영식, 2015).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과체중·비만인구 비율은 매우 낮고 기대수명도

OECD 평균보다 길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과 ‘허혈성심장질환’에 의

한 사망은 OECD 최하위 그룹으로 객관적인 건강 수준은 우수한 편이

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2.5%)은 OECD 국

가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 68.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

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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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며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 중 일본

(28.5일) 다음으로 길다(보건복지부, 2018.7.12.).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건강수준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의료이용량은 가장 높은 모순된 행태를 보

이고 있다. 이는 비교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군

인 집단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일반국민과는 다

른 특수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

향이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건강은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이며 의학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건강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신

형철 등, 2009). 본 연구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 관련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에 집중한 것이 기존연구와

가장 다른 점이다. 소속, 계급, 병과, 근무지 유형, 복무구분, 근무년수,

주 평균 근무시간, 직업생활(일과시간) 스트레스 등 군인의 특수한 직업

적 요인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 군 의료 개선사업들이 추진되었으

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군인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인구집단 건강관리에 “군인건강증진” 항목이

존재할 정도로 중요한 집단 중 하나이지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문

화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

학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군인이라는 특

수한 인구집단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요인을 확인하고 건강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보건교육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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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가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

의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과 병

사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외래, 입원)의 빈도를 파악한다.

2)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요인을 파악한다.

3) 의료이용(외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요인 중 특수

한 직업적 특성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1) 군인의 직업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업군인과 병사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군인의 직업적 특성이 의료이용(외래, 입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직업군인과 병사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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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주관적 건강인식

1. 주관적 건강인식

자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주관적 건강인식은 보건학 연구에서 자주 사

용되는 지표이다. Liang(1986)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수

준의 평가는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자가 평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주관적 건강평가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에 대해 내린 평가 혹은 인식을 뜻한다. 개인의 건강 수준은 증상, 이환,

장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인식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Belloc&Breslow, 1972). 스스로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평가하

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정확하고 믿을 만

한 건강수준 지표로, 특히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dler&Benyamini, 1997). 물리적·의학적 검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

는 객관적인 임상 지표들은 주로 건강의 의학적 차원만을 반영하지만 주

관적 건강상태 평가지표는 물리적·의학적 검사로 검증하기 어려운 생리

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포함한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Wilson&Cleary, 1995).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망률, 질병발생, 장애율을 예측하는 지표이자, 의

학 진단 외의 총체인 건강상태라고 알려져 있다(Ross&Bird, 1994). 본인

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로 임상건강상태와 함께 건강수준을 예견하는

지표의 하나로 건강의 사회 심리적 구성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김남진, 2000). 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의 건강상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로 질병과 장애의 심각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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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과도 관련이 있으며(염지혜 등, 2012), 관찰자가 외부에서는 파

악하기 어려운 심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을 반영하는 현재

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이혜진 등,

2012).

주관적 건강의 지표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

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자기 자신의 평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Cockerham, 1997) 실

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개인 스스로 느끼는 건강에

관한 만족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는 견해도 있다

(Pellmar et al, 2002). 주관적 건강인식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임상검사보

다 주관적인 면이 있으며, 과거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을 통해 직·간접적

으로 평가된 상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임상검

사 보다 주관적 측면이 있음에 불구하고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보건지표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김혜련, 2005).

건강을 나타내는 변수 중 사망이나 질병 악화는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가능한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수준을 잘 대변하고 비교적 짧

은 기간에도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주관적 건강수준(박유경 등, 2018)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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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관련 선행연구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

은 많이 존재하지만, 대상을 군인 집단으로 한정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직업군인 또는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소진과 권영대(1999)의 군 간부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 관련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대상으로 각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을 가진 부대를 선정하여 총 4,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에서 군별로는 해병대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급별로는 영관 장교가 가장 높았다. 연

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았으며, 동일 연령대의 일

반 남성과 비교할 경우 군 간부들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

라, 단순히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최경혜(1999)의 일부 군 간부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건강행위와 건강수

준의 연구에서는 전방지역 18개 부대의 40세 이상 간부 중 정례 신체검

진 합격으로 판정된 363명을 대상으로 1997년 국방부에서 조사한 건강

설문지와 1998년도 실시된 정례 신체검진결과 자료를 이용하였다. 병과,

군 복무년수, 연령은 주관적 건강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흡연,

식습관, 계급,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방 일부 지역

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성혜경(2002)의 군 간부의 주관적 건강인식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는 건강보험공단의 1996년, 1998년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건강인식 문

항에서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한 남자 간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군 간부의 주관적 건강인식 결정 요인으로 건강검진 결과보다 흡

연, 운동 등 일상 생활습관이 더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응답

한 남자 간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용



- 9 -

하여 직업이 군인이라는 것 외에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요인을 포함하

지 못하였다.

김봉정 등(2009)의 남자 직업군인의 건강수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는 직업군인을 목표 모집단으로 육군·해군·공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

는 표본을 선정하여 군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졌

으나 표본수가 크지 않으며 남자 직업군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

과 직업군인의 건강수준은 연령과 계급, 근무지역 특성 등의 직업환경

특성과 흡연, 음주, 운동, BMI, 스트레스 등의 건강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의 주관적 건강인식

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

표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만1세 이상 국민으로, 군

대는 개념상으로는 목표모집단과 일치하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조사구로 조사모집단에서 제외되었다(통계청, 2015). 본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배제되어 있는 군인에 대한 주관적 건강인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을 반영하여 주관적 건강인

식 결정요인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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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성,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 접근성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주관적 건강에 관련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 ‘직업’은 주요 관련 요인으로 지목되었다(최은숙&전경숙, 2016). 예를

들면 영국의 Whitehall II Study에서 공무원의 위치는 심혈관질환, 신체

적 건강, 정신적 건강 및 주관적 불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Singh-Manoux et al, 2005). 구성숙과 곽미정(2016)의 연구

에서는 불규칙한 고용상태 그리고 비정규직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특수한 인구사회학적 그룹에 대한 특

성별로 건강에 관련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개인 차원에서는 연령, 직업, 고졸이상 비율, 흡

연, 음주, 운동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이지선, 2013). 또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그리고 직업계층과 같은

사회계층 요인의 중요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혜련, 2005). 2013년 국

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교육과 소득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건강행위가 기여하는 정도는 낮았다(윤병준, 2016). 주관적 건

강상태는 사회문화 특성과 교육수준, 신체활동과 관련 있으며 건강 환경

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되는 인지적인 것으로 건강전문가들은 건강증진을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영란&김명자, 2009).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연구들은 학생, 결혼이민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만, 우울증, 만성질환자 등의 특정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

강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나, 직업적인 환경이 조금이라도 반영

된 연구들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최명희와 박현주(2018)의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의 하

나로 교정공무원들은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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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희 등(2013)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간호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점수가

낮았는데, 간호사의 업무특성에 따른 잦은 근무형태의 변화, 업무량 과

중, 환자상태의 변화, 간호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관계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주관적인 건강 인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되었다. 35세 이

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임상 근무경

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책임·수간호사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았다.

이종렬과 이상희(2015)의 응급구조사의 근골격계 증상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근무특성,

근골격계 증상의 변수를 포함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는데, 25

∼29세가 35세 이상 보다, 미혼이 기혼에 비해, 비흡연자가 과거흡연자에

비해,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고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가 높게 나타났다.

최은숙과 이양선(2014)의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업무환경과 주

관적 건강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심

리적 업무환경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결혼상태가, 사회

심리적 업무환경 척도에서는 직무 몰입, 예측가능성, 인정과 보상, 역할

명료성, 동료의 지지, 일-가족 갈등이 간호사의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최은숙과 전경숙(2016)의 한국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근로환경이 주관

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 응답자 중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 연령, 교육수준, 회사규모, 직업, 고용형

태, 주당 근로시간, 현 직장 근무경력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근로

환경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 특성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심리·사회적 근로환경 중에서는 업무보상, 일-가정 갈등,

공동체성 및 감정적 부담, 감정 숨기기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

며, 발전가능성과 상사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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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서(2017)의 해양경찰의 주관적 건강관련 인식수준과 행복지수의 연

구는 부산, 창원, 동해, 울산지역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령이 증가하고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빴으

며, 미혼과 순경 직급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주관

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해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하거나 직업적

으로 분류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직업적 요인들을 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군인집단에 대해 특수한 직업적

요인을 포함하여 주관적 건강인식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13 -

표 1.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저자

(연도)
자료원 종속변수 주요 독립변수 주요 결과

조옥희

등

(2013)

서울·경기지역

소재 500병상

이상 2개 대학

병원 간호사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임상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위

35세 이상, 유배우자, 대학원 졸업 이상, 임상 근

무경력 5년 이상, 책임·수간호사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이종렬&

이상희

(2015)

의료기관 및

소방서 응급구

조사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거형태, 흡연,

음주, 운동, 근무지, 근무지역, 근무경력, 응

급구조사 자격종류,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

무 만족도, 이직경험, 이직계획, 이직이유

25-29세가 35세 이상에 비해, 미혼, 비흡연자,

의료기관 근무자, 1급 응급구조사,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음

최은숙&

이양선

(2014)

A종합병원 전

체 일반 간호

사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부서, 임상경

력 기간, 업무량, 업무속도, 감정적 부담, 영

향력, 발전가능성, 업무의 의미, 직무몰입,

예측 가능성, 인정과 보상, 역할 명료성, 역

할 갈등, 리더십의 질,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공동체성, 업무 불안정성, 업무 만족,

일-가족 갈등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만 유의한 차이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척도 중 직무 몰입, 예측가

능성, 인정과 보상, 역할 명료성, 동료의 지지,

일-가족 갈등이 유의한 영향

최은숙&

전경숙

(2016)

2014년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임금근로자

주관적

건강상태

성, 연령, 교육수준, 회사규모, 직업, 고용형

태, 주당 근로시간, 현 직장 근무경력의 일

반적 특성과 근로환경

현 직장 근무경력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 특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업무보상, 일-가정 갈등, 공동체성 및 감정적 부

담, 감정 숨기기 순으로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

발전가능성과 상사의 지지가 높은 근로환경은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

윤현서

(2017)

부산, 창원, 동

해, 울산 지역

근무 해양경찰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결혼상태, 근무기간, 직급, 소득수준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순

경 직급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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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료이용

1. 군 의료이용 현황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는 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 행태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이용의 질적 수준은 질병 발생 시 건강의 추가

적 악화를 막거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김진영

등, 2012), 개인의 의료이용은 건강수준이나 사회경제 상태 등 여러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미종&박순주, 2017). 의료필요에 대해 동일하

게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격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의 실태나 이와 관련

된 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김미종&박순주, 2017).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경향은 군인 집단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점에서, 군인의 의료이용

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그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군 의료의 목적은 전

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며,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민간의료와 큰 차이가 있다(장태호, 2012). 우리나라의 군 의료보

장체계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아닌 일반 조세를 바탕으로 국

가가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으로 볼 수 있

는데, 이 제도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군 구성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응

급의료부터 감염병 치료를 포함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이는 모든 군 구성원에게 포괄적이고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문도원, 2017b). 그러나 군 의료는 의료기관과의 거리, 교

통수단 등의 물리적 요인과 계급구조의 특수성으로 진료 희망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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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못하는 문화적 요인 등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문도원, 2017a).

표 2. 군 병원 진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308,224 1,301,422 1,299,229 1,424,996 1,463,074 1,522,944

입원진료 50,882 46,816 46,125 46,713 44,412 43,851

외래진료 1,257,342 1,254,606 1,253,104 1,378,283 1,415,672 1,479,093

자료) 2017 국방통계연보

2017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표 2에서 군병원 진료현황을 확인할 수 있

는데, 군 병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은 오히

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입원진료는 2015년 대비 561건(1.26%) 감소하

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외래진료는 2015년 대비 63,421건(4.48%)

증가하였으며, 2008년과 비교하면 313,648건(26.9%)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국방부, 2017).

민간위탁진료는 군병원 진료 능력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민간의료기

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위탁치료와 위탁

검사로 구분된다. 현역병 건강보험은 현역병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를 받게 될 경우 공단부담금을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표 3에서 현역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현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현역장병 건강보험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246,187건(21%) 증가하였고, 2016년 현역병건강보험 부담금은 2015

년 대비 23억(4%) 증가하였다.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 증가는 외

래진료 및 약국 이용 건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그에 따라 건강보험부담

금 지출액은 전년 대비 23억(4%) 증가하였다(국방부,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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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간병원 이용 환자 현황 (단위: 건)

구 분
민간위탁진료 현역병 건강보험

계 치료 검사 계 입원 외래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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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병 건강보험 건수에는 민간위탁 진료건수가 중복되어 있음.(현역병의 치료 및 검사 건수)

자료) 2017 국방통계연보

표 4. 민간병원 이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민간위탁진료 현역병 건강보험

계 치료 검사 계 입원 외래 약국

2011 4,008 2,994 1,014 31,922 15,022 11,936 4,964

2012 4,415 3,357 1,058 40,866 19,355 15,478 6,033

2013 4,161 2,794 1,367 32,115 16,217 11,760 4,138

2014 4,305 2,221 2,084 42,883 21,750 15,933 5,200

2015 5,247 2,714 2,533 51,432 27,441 18,259 5,732

2016 4,767 2,260 2,507 53,732 28,250 19,657 5,825

자료) 2017 국방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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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의 의료이용 관련 선행연구

군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건강한 전투력을 보존하는 것으로 평시에는

군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전

시에는 원활한 환자후송체계를 갖추어 전투력을 신속하게 복원 하는 것

이다(이광희, 2007). 생명을 담보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군 복무기간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

강화는 국가의 의무이고, 안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문도원, 2017b). 국내에

서 의료 이용에 관련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다. 현역 병사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는 군 의료정책

의 기초 논거이며 근거기반 의료정책의 필수 연구이다. 하지만 군의 의

료이용에 대한 특성을 찾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 비해 근거를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장태호, 2012). 존재하는 일

부의 연구들 또한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군병원과 민간병원 사이

에서의 선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군인의 의료이용과

관련한 기존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정미남(2008)의 육군 병사의 의료이용 수준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는 전방 일개 사단의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의료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입원의 경우 계급이 높을수록, 외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근거리 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 대상자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육군 전체

병사들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태호(2012)의 현역 병사의 의료이용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2009년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역병사와 일반남성의 의료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것으로 외래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

한 영향이 없었으며, 입원에서는 현역 병사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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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간 격렬한 운동을 한 일수, 실무직책, 계급, 부대유형에서 통계적 유

의성이 있었다. 군 의료이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대유형별 설문조사 대상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 부대 유형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이승현(2010)의 육군 병사들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요인에 관

한 연구, 김영신 등(2008)의 국군 병사 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병사들

의 병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황병덕(2010)의 현역병사의 의료이용 경

험에 따른 진료의료기관 선택 의향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 제도시행 이후의 민간의료기관과 군병원사이에서의 선택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로, 의료이용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즉, 군인의 의료이용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자체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연구들도 병사로 연구대상을 제한하거나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고 표본수가 큰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경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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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이용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앤더슨 모형(Andersen model)

이다. 앤더슨 모형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

계 내적 및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통합적 모형으로 많이 활용되어진다

(강상경, 2010).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은 개인행동의 특성, 환경의

특성, 개인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앤더슨

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행동모형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결정요인을 구체화하였으며, 많은 적용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의료이용을

설명하는 근간이 되어왔다(Andersen, 1995). 개인의 행동특성이 의료서

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차원의 결정요인으로 소

인성요인, 가능요인, 질병요인이 있다(Andersen&Newman, 1973). 소인성

요인은 의료욕구 이전에 개인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난 것으로 의료서비스

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향적 특성의 변수, 가능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치료대상의 변수를 의미한다

(Andersen&Newman, 1973; Andersen, 1995). 즉, 소인성요인은 의료서

비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질병발생 이전의 간접적 경향성으로

성, 연령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육, 직업과 같은 사회구조, 질

병이나 보건서비스에 대한 신념, 가치,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가능요인

은 개인이 의료서비스 자원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측

면으로는 보건인력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격, 도농과 같은 지

역특성을 들 수 있으며 개인 측면으로는 가구수입, 의료보장 유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병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

로 ‘인지된 질병’과 ‘평가된 질병’으로 나뉘는데, 인지된 질병은 사회구조

나 건강신념에 의해 형성되고, 평가된 질병은 의학적 진단에 의해 규명

된 것이다(전보영 등, 2011).

의료이용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다

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강상경(2010)의 연구에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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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교육수준이 외래서비스 이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사공진 등

(2012)의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령과 교육수준이

의료이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민선과 이원

재(2013)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민간보험이 있는 경우, 농촌에

거주할수록 외래서비스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준호 등(2012)

의 연구에서도 민간보험의 가입여부가 입원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선(201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

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외래이용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

며 김창훈과 유원섭(2011)의 연구에서는 보유한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외래이용횟수가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지윤과 박승미(2012)는 신체활

동이 의료이용 가능성을 낮추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료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앤더슨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에 관한 행태모형을 제시한 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적용되었고 필요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져 왔다(이혜재 등, 2009). 앤더슨 모형에 의하면 의

료이용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소인성요인과 의료보험, 소득, 지

리적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가능요인, 그리고 의료이용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 질병요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호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배지

영, 2010).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앤더슨의 행태모형을 기반으로

개인 요인에 집중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개인 요인에 집중된 의

료이용 연구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이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박유경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앤더슨의 소인성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을, 가

능요인으로 민간보험가입여부를, 질병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인식과 만성

질환 유무를 포함하여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을 추

가하여 군인의 의료이용 결정요인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일부 인구집단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연구들은 아동,

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노인, 여성, 미혼모, 장애인 등의 취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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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나 비만, 우울증,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급여대상자

나 실업가구, 영세한 지역, 은퇴가구 등 소득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를 볼 수 있는 집단을 구분하거나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의 특성을 고려

하여 민간의료보험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내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경우 앤더

슨 모형을 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반영하였다.

김준호 등(2012)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

한 연구에 의하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과 상용치료원이 있는 경우, 여

자, 배우자 없음, 지역 내 병상수가 많은 경우 외래이용 가능성이 높았으

며 가구원수가 많고 대졸이하의 학력, 민간보험 미가입, 주관적 건강이

낮은 경우 외래이용 가능성이 낮았다. 입원이용에서는 만성질환과 상용

치료원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많음, 경제 활동 미참여, 의료급여, 높은

소득수준,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지역 내 병상수가 많은 경우 입원이용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자, 가구원수가 많고 주관적 건강이 높은 경우 입

원이용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전보영 등(2011)의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래이용 여부 및 횟수와 본인부담금 지출에는 만성질환 여

부,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등급, 신장장애와 같은 질병요인의 영향이 두

드러졌으며 입원이용에 있어서는 의료보장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원식(2018)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종단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인 경우, 자

녀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친한 사람들과 대면접촉이 있는 경우, 사회활

동참여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부정적, 만성질환을 다수 보유하는 경우, 기본적인 일상

생활활동(ADL)에 불편함이 덜한 경우에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향

이 증가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부정적, 만성

질환을 다수 보유한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입원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경향이 증가하였다.

신민선과 이원재(2013)의 외래서비스 이용과 건강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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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세 이상 국민의 외래서

비스 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 민간보험 미가입,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해

중졸 이상 집단이, 농촌보다 도시일수록, 가구 월 소득과 지역 의사 수가

많을수록, 운동을 한 날이 많을수록, 과체중 이상자, 문제음주자일수록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흡연을 할수록, 당뇨와 고혈압의

질병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료이용에 대해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하거나 직업적

으로 분류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집단인 군인의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앤더슨

모형을 활용하여 직업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을 포함하여 의료이용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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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료이용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저자

(연도)
자료원

의료이용 관련

종속변수
주요 독립변수 주요 결과

김준호 등

(2012)

2 0 0 8∼ 2 0 09

한국의료패널

외래 및 입원이

용 여부

소인성요인–성, 결혼상태, 가구원수, 경제

활동, 교육수준, 가능요인–의료보장형태,

민간보험, 상용치료원, 연간총소득, 필요요

인–만성질환, 활동제한, 우울감경험, 주관

적건강, 스트레스에 건강증진행태와 지역적

특성 추가

외래–성별, 결혼상태, 가구원수, 교육수

준, 민간보험, 주관적 건강, 지역내 병상

수, 만성질환, 상용치료원이 유의

입원–성별, 가구원수, 경제활동, 의료보

장형태, 상용치료원, 연간총소득, 주관적

건강, 지역내 병상수, 만성질환, 활동제한,

스트레스, 상용치료원이 유의

전보영 등

(2011)

2008년 장애

인 실태조사

외래 및 입원이

용 여부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소인성요인-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 가능요인-가구총소득, 의료보장 유형, 거

주 지역, 질병요인-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ADL)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IADL)에 대한 자립정도, 장

애등급, 장애 유형

외래와 입원의 이용에 공통적으로 만성질

환과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질병요인의

영향이 유의하였고, 의료비 지출에는 의

료보장 유형이 결정적 역할

이원식

(2018)

한국고용정보

원 고령화연

구패널 1∼4

차

외래 및 입원이

용 여부

소인성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적

지지, 가능요인–가구소득, 건강보험, 거주

지역, 욕구요인–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

환, 신체적 기능수준, 우울, 건강검진서비스

외래-성별, 사회적지지, 가구소득, 거주지

역,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신체적

기능수준이 유의함

입원-사회적 지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신체적 기능수준이 유의함

신민선&

이원재

(2013)

2007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외래이용 여부

소인성요인-성별, 나이, 결혼여부, 학력, 경

제활동 상태, 가능요인-민간의료보험, 건강

보험 종류, 농촌과 도시, 월평균가구소득,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필요요인-최근 2

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주관적 건강상

태, 스트레스, 흡연, 당뇨/고혈압 진단, 중등

도 신체활동, 체질량 지수, 문제음주

민간보험, 교육수준, 농촌과 도시, 가구

월소득, 지역 의사수, 운동, 과체중, 문제

음주, 흡연, 당뇨와 고혈압의 질병력이 유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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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자의 자료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군 장병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과 정신·심리적 건강수준 및 군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2014, 2015 군인건강조

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군 장병의 건강관련 요인을 총괄적으로 모니

터하고, 군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군 보건정책 수립 근거마련

을 위해 군인 대상 건강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2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군인건강조사 설계연구가 이루어져 군 장

병 대상의 건강조사의 필요성과 조사의 틀을 확보한 후, 국군의무학교

군 건강조사 TF팀에 의해 2013년 군인건강조사의 예비조사, 2014년 제1

차 군인건강조사, 2015년 제2차 군인건강조사를 시행하였다(장태호 등,

2016). 군인건강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군 환경에 적합한 조

사 항목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세부 조사 영역은 개인 인적사항,

질병 및 의료 이용, 여군의 7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은 총

170문항, 병사는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김태경, 2017). 국군전체

의 건강수준을 대표하기 위해 군별, 지역별 추출 및 배분하였으며 직업

군인과 병사를 이원화하여 조사하였다. 직업군인과 병사는 계급, 병과 등

기본 특성이 상이하여 표본추출에서 설문조사, 자료 분석까지 이원화하

여 진행하였다(장태호 등, 2016). 군인건강조사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건

강 행태 및 의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2014, 2015년 군인건강조사 응답자 14,291명

(직업군인: 6,384명, 병사:7,907명)중에서 변수별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직업군인 4,255명, 병사 4,4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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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요인

- 성별

- 연령

- 결혼상태

- 교육수준

직업적 요인

- 소속(육·해·공)

- 계급

- 병과

- 근무지유형

- 복무구분

- 근무년수

- 주 평균 근무시간

- 직업생활 스트레스

  (일과시간 스트레스)

건강행태 요인

- 흡연

- 고위험 음주

- 신체활동

- BMI

- 수면 만족도

주관적 건강인식

제 2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그림 1), 군인의 의료이용(외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그림 2).

그림 1.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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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모형

○ 소인성요인

- 성별

- 연령

- 결혼상태

- 교육수준

○ 가능요인

- 민간보험 가입여부

○ 질병요인

- 주관적 건강인식

- 만성질환 유무

직업적 요인

- 소속(육·해·공)

- 계급

- 병과

- 근무지유형

- 복무구분

- 근무년수

- 주 평균 근무시간

- 직업생활 스트레스

  (일과시간 스트레스)

건강행태 요인

- 흡연

- 고위험 음주

- 신체활동

- BMI

- 수면 만족도

의료이용 (외래, 입원)

그림 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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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정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주관적 건강 인식, 의료이용(외래, 입원)을 활용하였다.

1)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질문 중 “스스로 생각할 때 평소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이나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좋음”으

로,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OECD에서 발행하는 Health Statistics 의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도 “매우

좋음”과 “좋음”을 양호한 상태라고 분류하여, 각 나라별 자신의 건강상

태를 양호하다고 판단한 비율을 발표하고 있으며(OECD, 2018),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도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발표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

은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확인할 때에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2) 의료이용

의료이용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외

래와 입원을 모두 포함하여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치

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 또는 입원인 경우는 최근 1년간 입원

횟수를 의료이용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김지윤&박승미, 2012). 본 연

구에서의 의료이용은 외래는 설문 문항의 지난 2주간 외래진료의 횟수

를, 입원은 지난 1년간의 입원의 횟수를 활용하여 “이용경험 없음”과

“이용경험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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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을 포함하

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으로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병사의 경

우 성별을 제외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반영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

등학교 이하와 전문대학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상태의 경우 직업군

인과 병사의 분류를 다르게 하였는데, 직업군인의 경우 미혼, 결혼생활문

제(별거, 사별, 이혼 등 포함), 기혼으로, 병사들의 경우 미혼과 기혼으로

분류하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Andersen 모형의 소인성

요인, 가능요인, 질병요인을 포함하였는데, 소인성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가능요인으로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질병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 유무를 활용하였다. 민간보험 가입여부는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여부에 대해 모르

는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에 대해

“매우 좋음”이나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좋음”으로, “보통”, “나

쁨”,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설문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주

요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고지혈증 포함)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하나라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만

성질환 있음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병사

들의 경우 만성질환 유무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2) 직업적 요인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요인으로 소속, 계급, 병과, 근무지유형, 복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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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근무년수, 주 평균 근무시간, 직업생활(일과시간)스트레스를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의 경우 복무구분과 근무년수를 제

외하였다. 소속은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계급

은 직업군인은 하사/중사, 상사/원사/준위, 위관장교, 영관장교로 분류하

였으며 병사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분류하였다. 병과는 전투병

과와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로 분류하였다. 전투병과는 육군의 보

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해군의 항해, 기관, 항

공, 정보통신, 공군의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해병대의 보병, 포병, 기

갑, 공병 병과이다. 기술병과는 육군의 병기, 병참/보급, 수송, 화학, 해군

의 병기, 보급, 시설, 조함, 공군의 정보통신, 기상, 시설, 보급수송, 관리,

항공무기정비, 해병대의 수송, 해병통신, 해병병기 병과이다. 행정병과는

육군의 부관, 헌병, 경리, 정훈, 해군의 보급, 시설, 조함, 경리, 공군의 인

사행정, 정훈, 헌병, 교육, 해병대의 해병보급, 해병경리, 해병정훈, 해병

헌병 병과이다. 특수병과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동일하게 의무, 법무,

군종, 군악 병과이다. 근무지유형은 대도시/중소도시와 군/읍/면소재지,

GOP/벽지/도서/함정을 포함하는 격오지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복무구분은 장기복무자와 아직 복무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미정을 포함한

단기복무자, 복무연장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근무년수는 1∼2년,

3∼4년, 5년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이하와

60시간 초과로 분류하였다. 직업군인의 경우 직업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

스를 묻는 문항을, 병사들의 경우 일과시간 중 느끼는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에서 “전혀 없다”, “없다”로 응답한 경우를 “없음”으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보통”으로 “약간 많다”와 “많다”로 응답한 경우를 “많

음”으로 분류하였다.

3) 건강행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으로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BMI, 수면만족도를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병사의 경우 고위험 음주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흡연은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분류하였으며, 음주는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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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음주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

상이면서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위험 음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최근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하지 않음, 주3회 이하, 주4회 이

상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BMI는 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

상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수면만족도는 현재 수면습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만족”,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를 “만

족”으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보통”으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으로 선택한 경우를 “불만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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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 정의　

구분 변수　
측정방법　

　직업군인 병사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인식
0=좋음

1=나쁨　

　
외래이용

(지난 2주간)

0=외래이용 경험 없음

1=외래이용 경험 있음　

　
입원이용

(지난 1년간)

0=입원이용 경험 없음

1=입원이용 경험 있음

독립변수 　 　

　 성별
0=남자

1=여자　

　 연령 연속변수　

　 결혼상태

0=미혼

1=결혼생활문제(별거,사별,이혼 등)

2=기혼

0=미혼

1=기혼

　 교육수준
0=고등학교 이하

1=전문대학 이상　

　
민간보험

가입여부

0=가입

1=미가입/모름
　

　 만성질환 유무
0=만성질환 없음

1=만성질환 있음
　

　 소속

0=육군

1=해군/해병대

2=공군　

　 계급

0=하사/중사

1=상사/원사/준위

2=위관장교

3=영관장교

0=이병

1=일병

2=상병

3=병장

　 병과

0=전투병과

1=기술병과

2=행정병과

3=특수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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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 정의 (계속)　

구분 변수　
측정방법　

　직업군인 병사

독립변수

　 근무지유형

0=대도시/중소도시

1=군/읍/면소재지

2=격오지　

　 복무구분

0=장기복무

1=단기복무

2=복무연장

　

　 근무년수

0=1∼2년

1=3∼4년

2=5년 이상

　

　
주 평균

근무시간

0=60시간이하

1=60시간초과
　

　

직업생활

(일과시간)

스트레스

0=없음

1=보통

2=많음

　

　 흡연

0=비흡연

1=과거흡연

2=흡연

　

　 고위험 음주
0=없음

1=있음
　

　 신체활동

0=전혀 하지 않음

1=주 3회 이하

2=주 4회 이상

　

　
BMI

(kg/m2)

0=25미만

1=25이상∼30미만

2=30이상

　

　 수면만족도

0=만족

1=보통

2=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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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연구대

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

여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소속, 계급, 병

과, 근무지 유형, 복무구분, 근무년수, 주 평균 근무시간, 직업생활(일과

시간) 스트레스의 직업적 요인,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BMI, 수면

만족도의 건강행태 요인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외래이

용과 입원이용을 구분하여 Andersen 모형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의 소인성요인, 민간보험가입여부의 가능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만

성질환 유무의 질병요인, 소속, 계급, 병과, 근무지 유형, 복무구분, 근무

년수, 주 평균 근무시간, 직업생활(일과시간) 스트레스의 직업적 요인, 흡

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BMI, 수면만족도의 건강행태 요인을 포함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TATA 1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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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병사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

연령 (mean±SD) 21.07±1.40

결혼상태
미혼 4,436 99.57

기혼 19 0.4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14 16.03

전문대학 이상 3,741 83.97

민간보험
가입 1,915 42.99

미가입/모름 2,540 57.01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표 7. 직업군인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

성별
남성 3,957 93.00

여성 298 7.00

연령 (mean±SD) 28.92±7.36

결혼상태

미혼 2,823 66.35

결혼생활 문제 230 5.41

기혼 1,202 28.2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861 20.24

전문대학 이상 3,394 79.76

민간보험
가입 2,573 60.47

미가입/모름 1,682 39.53

만성질환 유무
없음 3,655 85.90

있음 60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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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남성이 93.00%, 여성이 7.00%

로 군 내부의 여성 인력수준을 반영하였다. 2016 국방백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여군은 장교의 약 7%, 부사관의 약 5% 수준이다. 평균 연

령은 28.92세였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66.35%, 별거, 배우자사망, 이혼

등을 포함하는 결혼생활 문제가 5.41%, 기혼이 28.25%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20.24%, 전문대학 이상이 79.76%이었다. 민간보

험에 가입한 경우가 60.47%, 미가입 또는 가입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

가 39.5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고지혈증 포함)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경우

가 85.90%,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14.10%이었다.

병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연령은 평균 21.07세였으며 미혼이

99.57%로 거의 대부분 이였으며 기혼은 19명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 이하가 16.03%, 전문대학 이상이 83.97%이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42.99%였으며, 미가입 또는 모르는 경우가 57.01%로 나타났다.

직업군인의 평균연령도 비교적 낮은 편이였지만, 병사들의 평균연령은

더 낮았으며 표준편차도 훨씬 작았다. 사회적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요 측정 지표는 교육, 직업, 소득으로 대표되어 왔

으나(김혜련,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수준의 변수만을 반영하였다. 교육수준에서는 직업군인에 비해 병사들의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민간보험 가입은 병사에

비해 직업군인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연령의 차이 이외에 직업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제한

이 있다. 병사의 경우 아직 직장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이나 사회초

년생이 거의 대부분이며, 직업군인은 군 복무기간 동안 국방부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비해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은 경향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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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업군인의 직업적 특성

변수 구분 N %

소속

육군 2,434 57.20

해군/해병대 761 17.88

공군 1,060 24.91

계급

하사/중사 2,229 52.39

상사/원사/준위 674 15.84

위관장교 1,185 27.85

영관장교 167 3.92

병과

전투병과 2,648 62.23

기술병과 1,078 25.33

행정병과 308 7.24

특수병과 221 5.19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2,194 51.56

군/읍/면소재지 1,792 42.12

격오지 269 6.32

복무구분

장기복무 2,096 49.26

단기복무 1,442 33.89

복무연장 717 16.85

근무년수

1∼2년 1,148 26.98

3∼4년 944 22.19

5년 이상 2,163 50.83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3,524 82.82

60시간 초과 731 17.18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952 22.37

보통 2,079 48.86

많음 1,224 28.77

2. 직업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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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병사의 직업적 특성

변수 구분 N %

소속

육군 2,732 61.32

해군/해병대 750 16.84

공군 973 21.84

계급

이등병 474 10.64

일병 1,713 38.45

상병 1,569 35.22

병장 699 15.69

병과

전투병과 2,771 62.20

기술병과 1,166 26.17

행정병과 351 7.88

특수병과 167 3.75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2,199 49.36

군/읍/면소재지 2,016 45.25

격오지 240 5.39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3,763 84.47

60시간 초과 692 15.53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1,092 24.51

보통 1,993 44.74

많음 1,370 30.75

직업군인의 직업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육군이 2,434명으로 57.20%, 해

군/해병대가 761명으로 17.88%, 공군이 1,060명으로 24.91%로 나타났다.

계급으로 나누어보자면 하사/중사가 52.39%, 상사/원사/준위가 15.84%,

위관장교가 27.85%, 영관장교가 3.92%이었다. 전투병과가 62.23%, 기술

병과가 25.33%, 행정병과가 7.24%, 특수병과가 5.19%로 나타났으며, 근

무지유형으로는 대도시/중소도시가 51.56%, 군/읍/면소재지가 42.12%,

GOP/벽지/도서/함정 등의 격오지가 6.32%이었다. 복무구분으로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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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자가 49.26%, 단기복무이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33.89%,

복무연장인 중기복무자가 16.85%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1∼2년이

26.98%, 3∼4년이 22.19%, 5년 이상이 50.83%이었으며, 주 평균 근무시

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가 82.83%,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7.18%

이었다. 직업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에서 없음이 22.37%,

보통이 48.86%, 많음이 28.77%이었다.

병사의 직업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육군이 2,732명으로 61.32%, 해군/

해병대가 750명으로 16.84%, 공군이 973명으로 21.84%로 나타났다. 계급

으로 나누어보자면 이등병이 10.64%, 일병이 38.45%, 상병이 35.22%, 병

장이 15.69%이었다. 전투병과가 62.20%, 기술병과가 26.17%, 행정병과가

7.88%, 특수병과가 3.75%로 나타났으며, 근무지유형으로는 대도시/중소

도시가 49.36%, 군/읍/면소재지가 45.25%, GOP/벽지/도서/함정 등의 격

오지가 5.39%이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가 84.47%,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5.53%이었다. 일과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에서 없음이 24.51%, 보통이 44.74%, 많음이 30.75%이었다.

직업적 특성 관련 변수들은 계급을 제외하고는 직업군인과 병사들이 크

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군인은 조직의 계급 구조상 하사/중

사가 52.39%로 상사/원사/준위 15.84%보다 훨씬 많았으며, 위관장교가

27.85%로 영관장교 3.92%보다 훨씬 많았다. 전체적으로 준사관을 포함

한 부사관이 68.23%로 장교 31.77%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

를 하는 병사들의 경우 이등병 10.64%, 일병 38.45%, 상병 35.22%, 병장

15.69%로 계급별 복무기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직업군인은 17.18%이었으며, 병사의 경우에도

15.53%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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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직업군인의 건강행태 특성

변수 구분 N %

흡연

비흡연 1,791 42.09

과거흡연 546 12.83

흡연 1,918 45.08

고위험 음주
없음 3,687 86.65

있음 568 13.35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704 16.55

주3회 이하 2,338 54.95

주4회 이상 1,213 28.51

BMI

(kg/m2)

25미만 2,782 65.38

25이상∼30미만 1,294 30.41

30이상 179 4.21

수면만족도

만족 1,927 45.29

보통 1,679 39.46

불만족 649 15.25

표 12. 병사의 건강행태 특성

변수 구분 N %

흡연

비흡연 2,240 50.28

과거흡연 365 8.19

흡연 1,850 41.53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732 16.43

주3회 이하 1,638 36.77

주4회 이상 2,085 46.80

BMI

(kg/m2)

25미만 3,690 82.83

25이상∼30미만 702 15.76

30이상 63 1.41

수면만족도

만족 1,630 36.59

보통 1,830 41.08

불만족 995 22.33

3. 건강행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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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건강행태 특성은 표 11과 같다. 비흡연이 42.09%, 과거흡연

경험이 12.83%, 흡연이 45.08%이었으며, 고위험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가 86.65%,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가 13.35%이었다. 중등도 신체활동

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16.55%, 주3회 이하가 54.95%, 주4회 이상이

28.51%이었으며 BMI 25미만이 65.38%, 25이상∼30미만이 30.41%, 30이

상이 4.21%이었다. 현재 수면습관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45.29%, 보통

이 39.46%, 불만족하는 경우가 15.25%이었다.

병사의 건강행태 특성은 표 12와 같다. 비흡연이 50.28%, 과거흡연 경

험이 8.19%, 흡연이 41.53%이었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16.43%, 주3회 이하가 36.77%, 주4회 이상이 46.80%이었으며

BMI 25미만이 82.83%, 25이상∼30미만이 15.76%, 30이상이 1.41%이었

다. 현재 수면습관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36.59%, 보통이 41.08%, 불

만족하는 경우가 22.33%이었다.

통계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4년 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34.80%,

19-29세 남자 흡연율은 42.3%, 2015년 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38.3%,

19-29세 남자 흡연율은 38.70%이다. 병사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슷하였지만, 직업군인의 경우 여성이 포함되었음에도 병사보다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성인기 초기의 건강행태는 앞으로의 인생에 전반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을 포함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사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인사 자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BMI 30이상인 경

우는 4.21%로 적었지만, 25이상∼30미만이 30.41%로 상당히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직업군인에 비해 병사의 경우 주4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BMI가 30이상인 비율이 낮았다. 다른 건강행태 특성에서는

병사들의 건강행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면습관에 대해서

는 병사의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병사들의 경우 영내 단체생활과 야

간 근무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각 부대별로 수

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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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관적 건강인식의 분포

주관적

건강인식

직업군인 병사

N % N %

매우 좋음 646 15.18 735 16.50

좋음 1,748 41.08 1,771 39.75

보통 1,574 36.99 1,579 35.44

나쁨 263 6.18 339 7.61

매우 나쁨 24 0.56 31 0.70

계 4,255 100.00 4,455 100.00

4. 주관적 건강인식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질문에 “좋음”이 41.08%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36.99%, “매우 좋음”이 15.18%, “나쁨”이 6.18%, “매

우 나쁨”이 0.56% 순으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26%로 나타났다. 병사는 “좋음”이 39.75%, “보통”이 35.44%,

“매우 좋음”이 16.50%, “나쁨”이 7.61%, “매우 나쁨”이 0.70% 순으로 나

타나,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25%이었다.

통계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4년 19세 이상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31.3%(19세 이상 남자 35.4%), 19-29세는 42.9%(19-29세 남자 53.0%),

2015년 19세 이상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31.1%(19세 이상 남자 35.6%),

19-29세는 40.3%(19-29세 남자 42.7%)이다.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지

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19세 이상

남자와 비교해도 높았다. 병사의 주관적 건강인지율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19-29세에 비해 높았다. 군인은 대표적인 육체 노동 군으로 볼 수 있

지만, 본인의 체력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건

강이 좋을 것으로 추측된다.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군 복무가 가능하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구보 등의 전투체육을 실시한

다. 또한 병사의 경우 진급 시 체력검정과 사격 등이 필수 조건이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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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인의 경우 매년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불합격할 경우 인

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정도로 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

는 환경이다.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의 분포(표14)를 살펴보면, 남

자의 56.51%, 여자의 53.02%가 주관적 건강인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 직업적 특성 중 소속, 계급, 병과, 복무구분, 근무년수, 직업

생활 스트레스, 건강행태 특성 중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BMI, 수

면만족도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

별, 교육수준, 근무지유형, 주 평균 근무시간 변수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병사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의 분포(표15)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중 교육수준, 직업적 특성 중 소속, 계급, 병과, 근무지유형, 일과생

활 스트레스, 건강행태 특성 중 흡연, 신체활동, BMI, 수면만족도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병사는 결혼상태와

주 평균 근무시간 변수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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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분포

　

변수　

　

주관적 건강 인식

χ2좋음 나쁨

N (%) N (%)

성별
남자 2,236 56.51 1,721 43.49

1.37
여자 158 53.02 140 46.98

연령 (mean±SD) 28.14±7.14 29.92±7.51 　

결혼상태

미혼 1,684 59.65 1,139 40.35

39.68***결혼생활문제 119 51.74 111 48.26

기혼 591 49.17 611 50.8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68 54.36 393 45.64

1.60
전문대학 이상 1,926 56.75 1,468 43.25

소속

육군 1,448 59.49 986 40.51

28.65***해군/해병대 373 49.01 388 50.99

공군 573 54.06 487 45.94

계급

하사/중사 1,215 54.51 1,014 45.49

85.35***
상사/원사/준위 301 44.66 373 55.34

위관장교 782 65.99 403 34.01

영관장교 96 57.49 71 42.51

병과

전투병과 1,530 57.78 1,118 42.22

7.92*
기술병과 584 54.17 494 45.83

행정병과 157 50.97 151 49.03

특수병과 123 55.66 98 44.34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1,217 55.47 977 44.53

1.16군/읍/면소재지 1,023 57.09 769 42.91

격오지 154 57.25 115 42.75

복무구분

장기복무 1,090 52.00 1,006 48.00

32.38***단기복무 886 61.44 556 38.56

복무연장 418 58.30 299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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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분포 (계속)

　

변수　

　

주관적 건강 인식

χ2좋음 나쁨

N (%) N (%)

근무년수

1∼2년 778 67.77 370 32.23

106.13***3∼4년 550 58.26 394 41.74

5년 이상 1,066 49.28 1,097 50.72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1,998 56.70 1,526 43.30
1.57

60시간 초과 396 54.17 335 45.83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682 71.64 270 28.36

174.23***보통 1,181 56.81 898 43.19

많음 531 43.38 693 56.62

흡연

비흡연 1,093 61.03 698 38.97

28.54***과거흡연 287 52.56 259 47.44

흡연 1,014 52.87 904 47.13

고위험

음주

없음 2,116 57.39 1,571 42.61
14.27***

있음 278 48.94 290 51.06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360 51.14 344 48.86

33.38***주3회 이하 1,270 54.32 1,068 45.68

주4회 이상 764 62.98 449 37.02

BMI

(kg/m2)

25미만 1,734 62.33 1,048 37.67

134.08***25이상∼30미만 603 46.60 691 53.40

30이상 57 31.84 122 68.16

수면만족도

만족 1,343 69.69 584 30.31

312.36***보통 837 49.85 842 50.15

불만족 214 32.97 435 67.03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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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병사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분포

　

변수　

　

주관적 건강 인식

χ2좋음 나쁨

N (%) N (%)

연령 (mean±SD) 21.06±1.37 21.08±1.44 　

결혼상태
미혼 2,494 56.22 1,942 43.78

0.37
기혼 12 63.16 7 36.8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45 48.32 369 51.68

21.74***

전문대학 이상 2,161 57.77 1,580 42.23

소속

육군 1,477 54.06 1,255 45.94

19.31***해군/해병대 472 62.93 278 37.07

공군 557 57.25 416 42.75

계급

이등병 243 51.27 231 48.73

16.26**
일병 926 54.06 787 45.94

상병 912 58.13 657 41.87

병장 425 60.80 274 39.20

병과

전투병과 1,514 54.64 1,257 45.36

11.09*
기술병과 704 60.38 462 39.62

행정병과 195 55.56 156 44.44

특수병과 93 55.69 74 44.31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1,305 59.35 894 40.65

16.89***군/읍/면소재지 1,073 53.22 943 46.78

격오지 128 53.33 112 46.67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2,130 56.60 1,633 43.40
1.22

60시간 초과 376 54.34 316 45.66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751 68.77 341 31.23

132.65***보통 1,130 56.70 863 43.30

많음 625 45.62 745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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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병사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분포 (계속)

　

변수　

　

주관적 건강 인식

χ2좋음 나쁨

N (%) N (%)

흡연

비흡연 1,311 58.53 929 41.47

13.37**과거흡연 214 58.63 151 41.37

흡연 981 53.03 869 46.97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366 50.00 366 50.00

41.23***주3회 이하 863 52.69 775 47.31

주4회 이상 1,277 61.25 808 38.75

BMI

(kg/m2)

25미만 2,176 58.97 1,514 41.03

69.24***25이상∼30미만 311 44.30 391 55.70

30이상 19 30.16 44 69.84

수면만족도

만족 1,170 71.78 460 28.22

295.86***보통 949 51.86 881 48.14

불만족 387 38.89 608 61.11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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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이용

1) 외래이용

표 16. 외래이용 횟수

외래이용 횟수
직업군인 병사

N % N %

0 3,752 88.18 3,637 81.64

1 331 7.78 551 12.37

2 115 2.70 182 4.09

3 29 0.68 46 1.03

4 12 0.28 15 0.34

5 10 0.24 10 0.22

6 2 0.05 7 0.16

7 0 0 3 0.07

8 0 0 1 0.02

9 0 0 0 0

10 4 0.09 3 0.07

계 4,255 100.00 4,455 100.00

직업군인의 지난 2주간 외래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88.18%가 이용경

험이 없었으며 11.82%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외래를 이용한

503명 중 88.67%인 446명이 1∼2회 이용하였다. 병사의 외래이용에서는

81.64%가 이용경험이 없었으며 18.37%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외래를 이

용한 818명 중 89.61%인 733명이 1∼2회 이용했다고 답변하였다.

통계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4년 19세 이상의 2주간 외래이용률은

31.6%, 19-29세는 25.9%, 2015년의 19세 이상 2주간 외래이용률은

30.9%, 19-29세는 25.7%이다. 직업군인과 병사의 외래이용률은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비해 낮았으며, 직업군인의 외래이용률이 더욱 낮았다.

직업군인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결혼상태, 민간보험 가입여부,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 유무, 직업적 특성 중 계급, 복무구분, 근무년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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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활스트레스, 건강행태 특성 중 흡연, BMI, 수면만족도에 따라 외래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병사의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인식, 직업적 특성 중 소속, 병과,

근무지유형, 일과생활 스트레스, 건강행태 특성 중 흡연, 신체활동, BMI,

수면만족도에 따라 외래이용 여부의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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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외래이용의 분포

변수　

　

외래이용 여부

χ2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N (%) N (%)

성별
남자 3,498 88.40 459 11.60

4.60*
여자 251 84.23 47 15.77

연령 (mean±SD) 28.64±7.14 30.96±8.54 　

결혼상태

미혼 2,549 90.29 274 9.71

38.51***결혼생활문제 195 84.78 35 15.22

기혼 1,005 83.61 197 16.3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63 88.62 98 11.38

0.27
전문대학 이상 2,986 87.98 408 12.02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2,210 85.89 363 14.11
30.51***

미가입/모름 1,539 91.50 143 8.50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2,188 91.40 206 8.60
56.44***

나쁨 1,561 83.88 300 16.12

만성질환

유무

없음 3,250 88.92 405 11.08
16.28***

있음 499 83.17 101 16.83

소속

육군 2,136 87.76 298 12.24

1.03해군/해병대 670 88.04 91 11.96

공군 943 88.96 117 11.04

계급

하사/중사 1,978 88.74 251 11.26

33.34***
상사/원사/준위 559 82.94 115 17.06

위관장교 1,076 90.80 109 9.20

영관장교 136 81.44 31 18.56

병과

전투병과 2,345 88.56 303 11.44

2.77
기술병과 944 87.57 134 12.43

행정병과 272 88.31 36 11.69

특수병과 188 85.07 33 14.93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1,945 88.65 249 11.35

3.02군/읍/면소재지 1,562 87.17 230 12.83

격오지 242 89.96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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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외래이용의 분포 (계속)

변수　

　

외래이용 여부

χ2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N (%) N (%)

복무구분

장기복무 1,808 86.26 288 13.74

13.70**단기복무 1,293 89.67 149 10.33

복무연장 648 90.38 69 9.62

근무년수

1∼2년 1,051 91.55 97 8.45

31.08***3∼4년 850 90.04 94 9.96

5년 이상 1,848 85.44 315 14.56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3,093 87.77 431 12.23
2.24

60시간 초과 656 89.74 75 10.26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877 92.12 75 7.88

23.46***보통 1,827 87.88 252 12.12

많음 1,045 85.38 179 14.62

흡연

비흡연 1,606 89.67 185 10.33

12.86**과거흡연 459 84.07 87 15.93

흡연 1,684 87.80 234 12.20

고위험 음주
없음 3,247 88.07 440 11.93

0.05
있음 502 88.38 66 11.62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618 87.78 86 12.22

0.75주3회 이하 2,054 87.85 284 12.15

주4회 이상 1,077 88.79 136 11.21

BMI

(kg/m2)

25미만 2,476 89.00 306 11.00

8.83*25이상∼30미만 1,125 86.94 169 13.06

30이상 148 82.68 31 17.32

수면만족도

만족 1,717 89.10 210 10.90

11.88**보통 1,486 88.51 193 11.49

불만족 546 84.13 103 15.87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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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병사의 특성에 따른 외래이용의 분포

변수　

외래이용 여부

χ2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N (%) N (%)

연령 (mean±SD) 21.07±1.38 21.08±1.51 　

결혼상태
미혼 3,617 81.54 819 18.46

0.77
기혼 14 73.68 5 26.3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78 80.95 136 19.05

0.17
전문대학 이상 3,053 81.61 688 18.39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1,539 80.37 376 19.63
2.89

미가입/모름 2,092 82.36 448 17.64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2,137 85.28 369 14.72
54.05***

나쁨 1,494 76.65 455 23.35

소속

육군 2,155 78.88 577 21.12

33.14***해군/해병대 635 84.67 115 15.33

공군 841 86.43 132 13.57

계급

이등병 377 79.54 97 20.46

3.33
일병 1,387 80.97 326 19.03

상병 1,284 81.84 285 18.16

병장 583 83.40 116 16.60

병과

전투병과 2,239 80.80 532 19.20

20.15***
기술병과 978 83.88 188 16.12

행정병과 296 84.33 55 15.67

특수병과 118 70.66 49 29.34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1,841 83.72 358 16.28

15.48***군/읍/면소재지 1,593 79.02 423 20.98

격오지 197 82.08 43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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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병사의 특성에 따른 외래이용의 분포 (계속)

　　

변수

　

외래이용 여부

χ2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N (%) N (%)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3,076 81.74 687 18.26

0.92
60시간 초과 555 80.20 137 19.80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928 84.98 164 15.02

29.76***보통 1,649 82.74 344 17.26

많음 1,054 76.93 316 23.07

흡연

비흡연 1,878 83.84 362 16.16

18.11***과거흡연 298 81.64 67 18.36

흡연 1,455 78.65 395 21.35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575 78.55 157 21.45

10.52**주3회 이하 1,372 83.76 266 16.24

주4회 이상 1,684 80.77 401 19.23

BMI

(kg/m2)

25미만 3,034 82.22 656 17.78

7.89*25이상∼30미만 550 78.35 152 21.65

30이상 47 74.60 16 25.40

수면만족도

만족 1,365 83.74 265 16.26

42.11***보통 1,525 83.33 305 16.67

불만족 741 74.47 254 25.53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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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입원이용 횟수

입원이용 횟수
직업군인 병사

N % N %

0 3,963 93.14 3,777 84.78

1 250 5.88 537 12.05

2 36 0.85 100 2.24

3 3 0.07 27 0.61

4 0 0 8 0.18

5 2 0.05 5 0.11

6 1 0.02 1 0.02

계 4,255 100.00 4,455 100.00

2) 입원 이용

직업군인의 1년간 입원이용에서는 93.14%가 이용경험이 없었으며

6.86%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입원이용의 경험이 있는 292명의 97.95%가

1∼2회 이용하였다. 병사의 입원이용에서는 84.78%가 이용경험이 없었으

며 15.22%가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입원이용 경험이 있는 678명의

93.95%가 1∼2회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4년 19세 이상 연간입원율은 10.6%, 19-29세

8.3%, 2015년의 19세 이상 연간입원율은 12.0%, 19-29세 12.2%이다. 직

업군인의 연간입원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낮았으며, 병

사는 오히려 높았다.

직업군인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 민간보험 가입여부, 주관적 건강

인식, 만성질환 유무, 직업적 특성 중 계급, 병과, 근무년수, 직업생활 스

트레스가, 건강행태 특성 중 BMI, 수면만족도에 따른 입원이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병사의 경우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인식, 직업적 특성 중 소속, 계급, 일과시간 스트레스가, 건강행태 특

성 중 흡연, BMI, 수면만족도에 따른 입원이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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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입원이용의 분포

　

　변수

　

입원이용 여부

χ2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N (%) N (%)

성별
남자 3,690 93.25 267 6.75

1.69
여자 272 91.28 26 8.72

연령 (mean±SD) 28.83±7.32 30.14±7.71 　

결혼상태

미혼 2,647 93.77 176 6.23

9.28*결혼생활문제 218 94.78 12 5.22

기혼 1,097 91.26 105 8.7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92 91.99 69 8.01

2.14
전문대학 이상 3,170 93.40 224 6.60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2,354 91.49 219 8.51
26.82***

미가입/모름 1,608 95.60 74 4.40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2,256 94.24 138 5.76
10.74**

나쁨 1,706 91.67 155 8.33

만성질환 유무
없음 3,423 93.65 232 6.35

11.72***
있음 539 89.83 61 10.17

소속

육군 2,261 92.89 173 7.11

2.23해군/해병대 718 94.35 43 5.65

공군 983 92.74 77 7.26

계급

하사/중사 2,078 93.23 151 6.77

15.17**
상사/원사/준위 606 89.91 68 10.09

위관장교 1,119 94.43 66 5.57

영관장교 159 95.21 8 4.79

병과

전투병과 2,473 93.39 175 6.61

9.40*
기술병과 991 91.93 87 8.07

행정병과 283 91.88 25 8.12

특수병과 215 97.29 6 2.71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2,044 93.16 150 6.84

1.92군/읍/면소재지 1,673 93.36 119 6.64

격오지 245 91.08 24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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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직업군인의 특성에 따른 입원이용의 분포 (계속)

　　

변수　

　

입원이용 여부

χ2이용하지 않음 이용

N (%) N (%)

복무구분

장기복무 1,936 92.37 160 7.63

5.12단기복무 1,360 94.31 82 5.69

복무연장 666 92.89 51 7.11

근무년수

1∼2년 1,094 95.30 54 4.70

12.71**3∼4년 878 93.01 66 6.99

5년 이상 1,990 92.00 173 8.00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3,286 93.25 238 6.75
0.56

60시간 초과 676 92.48 55 7.52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895 94.01 57 5.99

20.43***보통 1,961 94.32 118 5.68

많음 1,106 90.36 118 9.64

흡연

비흡연 1,681 93.86 110 6.14

5.95과거흡연 496 90.84 50 9.16

흡연 1,785 93.07 133 6.93

고위험 음주
마시지 않음 3,432 93.08 255 6.92

0.04
주3회 이하 530 93.31 38 6.69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650 92.33 54 7.67

2.27주3회 이하 2,172 92.90 166 7.10

주4회 이상 1,140 93.98 73 6.02

BMI

(kg/m2)

25미만 2,616 94.03 166 5.97

12.66**25이상∼30미만 1,187 91.73 107 8.27

30이상 159 88.83 20 11.17

수면만족도

만족 1,812 94.03 115 5.97

18.47***보통 1,571 93.57 108 6.43

불만족 579 89.21 70 10.79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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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병사의 특성에 따른 입원이용의 분포

　　

　변수

　

입원이용 여부

χ2이용하지 않음 이용

N (%) N (%)

연령 (mean±SD) 21.05±1.39 21.19±1.47 　

결혼상태
미혼 3,761 84.78 675 15.22

6.82**

기혼 12 63.16 7 36.8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601 84.17 113 15.83

0.18
전문대학 이상 3,172 84.79 569 15.21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1,603 83.71 312 16.29
2.51

미가입/모름 2,170 85.43 370 14.57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2,191 87.43 315 12.57
33.14***

나쁨 1,582 81.17 367 18.83

소속

육군 2,270 83.09 462 16.91

15.89***해군/해병대 644 85.87 106 14.13

공군 859 88.28 114 11.72

계급

이등병 435 91.77 39 8.23

25.33***
일병 1,461 85.29 252 14.71

상병 1,299 82.79 270 17.21

병장 578 82.69 121 17.31

병과

전투병과 2,324 83.87 447 16.13

5.98
기술병과 999 85.68 167 14.32

행정병과 310 88.32 41 11.68

특수병과 140 83.83 27 16.17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1,880 85.49 319 14.51

2.17군/읍/면소재지 1,691 83.88 325 16.12

격오지 202 84.17 38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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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병사의 특성에 따른 입원이용의 분포 (계속)

　　

변수　

　

입원이용 여부

χ2이용하지 않음 이용

N (%) N (%)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3,195 84.91 568 15.09
0.86

60시간 초과 578 83.53 114 16.47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956 87.55 136 12.45

13.93**보통 1,692 84.90 301 15.10

많음 1,125 82.12 245 17.88

흡연

비흡연 1,951 87.10 289 12.90

20.21***과거흡연 302 82.74 63 17.26

흡연 1,520 82.16 330 17.84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604 82.51 128 17.49

3.44주 3회 이하 1,389 84.80 249 15.20

주 4회 이상 1,780 85.37 305 14.63

BMI

(kg/m2)

25미만 3,163 85.72 527 14.28

19.87***25이상∼30미만 564 80.34 138 19.66

30이상 46 73.02 17 26.98

수면만족도

만족 1,413 86.69 217 13.31

24.48***보통 1,566 85.57 264 14.43

불만족 794 79.80 201 20.20

주)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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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는 표 22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주관적 건강이 나쁠 가능

성이 1.34배 높았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서 ‘우리나라는 본인

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녀모두 가장 낮았지만 남

자에 비해 여자가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나(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의 여자의 비율(7.00%)이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직업적 특성 중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육군에 비해 해군/해

병대의 교차비가 1.37, 공군의 교차비가 1.3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계급적 측면에서는 하사/중사에 비해 위관장교의 교차비가

0.75로 낮았다. 장기복무자에 비해 단기복무자의 교차비가 1.43으로 높았

으며, 근무년수가 1∼2년인 집단에 비해 3∼4년인 경우 교차비가 1.33, 5

년 이상인 경우 교차비가 1.9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

업생활 스트레스가 없는 집단에 비해 보통인 경우 교차비가 1.61, 많은

경우 교차비가 2.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행태 특성 중에서는 고위험 음주를 제외하고 유의한 영향이 있었

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흡연에 비해 흡연자의 교차비가

1.24로 높았으며,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3회 이하인

집단의 교차비가 0.82, 주4회 이상 하는 집단의 교차비가 0.63으로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BMI 25미만인 집단에 비해 25이상∼30미만의 교

차비가 1.73, 30이상의 교차비가 3.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수

면습관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보통인 경우 교차비가 2.18, 불만족 하는

경우 교차비가 4.27로 높았다.

병사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교육수준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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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 비해 전문대학 이상의

교차비가 0.75로 낮았다. 병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게 나타나 교육수준의 중요성을 확인

한 김혜련(2005)과 윤병준(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직업군인에

서는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적 특성 중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등병에 비해 일병의

교차비가 0.80, 상병이 0.67, 병장이 0.60으로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전투

병과에 비해 기술병과의 교차비가 0.78로 낮았으며, 일과생활 스트레스가

없는 집단에 비해 보통인 경우 교차비가 1.50, 많은 경우 교차비가 2.12

로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행태 특성 중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활동을 전혀 하

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4회 이상 하는 집단의 교차비가 0.61로 낮았으며

BMI 25미만인 집단에 비해 25이상∼30미만인 집단의 교차비가 1.78, 30

이상인 집단의 교차비가 3.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수면습관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보통인 경우 교차비가 2.17, 불만족 하는 경우 교

차비가 3.41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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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관련요인 (ref. 좋음)

변수 OR 95% CI

성별
남자 (reference)　

여자 1.34* 1.02 - 1.76

연령 　 1.01 0.99 - 1.03

결혼상태

미혼 (reference)　

결혼생활문제 0.97 0.69 - 1.34

기혼 1.17 0.95 - 1.4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reference)　

전문대학 이상 1.02 0.86 - 1.22

소속

육군 (reference)　

해군/해병대 1.37** 1.12 - 1.69

공군 1.30* 1.05 - 1.60

계급

하사/중사 (reference)　

상사/원사/준위 1.13 0.83 - 1.54

위관장교 0.75** 0.62 - 0.90

영관장교 0.68† 0.44 - 1.03

병과

전투병과 (reference)　

기술병과 1.08 0.89 - 1.30

행정병과 1.23 0.94 - 1.62

특수병과 1.24 0.90 - 1.70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reference)　

군/읍/면소재지 1.16† 0.99 - 1.37

격오지 0.92 0.69 - 1.23

복무구분

장기복무 (reference)　

단기복무 1.43** 1.13 - 1.80

복무연장 1.17 0.93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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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 관련요인 (ref. 좋음) (계속)

변수 OR 95% CI

근무년수

1∼2년 (reference)　

3∼4년 1.33** 1.07 - 1.65

5년 이상 1.93*** 1.48 - 2.51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reference)　

60시간 초과 0.97 0.81 - 1.17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reference)　

보통 1.61*** 1.35 - 1.92

많음 2.35*** 1.92 - 2.87

흡연

비흡연 (reference)　

과거흡연 1.13 0.90 - 1.40

흡연 1.24** 1.06 - 1.45

고위험 음주
없음 (reference)　

있음 1.11 0.91 - 1.36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reference)　

주3회 이하 0.82* 0.68 - 0.99

주4회 이상 0.63*** 0.52 - 0.78

BMI

(kg/m2)

25미만 (reference)　

25이상∼30미만 1.73*** 1.49 - 2.01

30이상 3.15*** 2.20 - 4.51

수면만족도

만족 (reference)　

보통 2.18*** 1.88 - 2.53

불만족 4.27*** 3.46 - 5.26

주) †=p<0.1, *=p<0.05, **=p<0.01, ***=p<0.001



- 62 -

표 23. 병사의 주관적 건강 인식 관련요인 (ref. 좋음)

변수 OR 95% CI

연령 　 1.03 0.98 - 1.08

결혼상태
미혼 (reference)　

기혼 0.78 0.29 - 2.1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reference)　

전문대학 이상 0.75** 0.63 - 0.89

소속

육군 (reference)　

해군/해병대 0.83† 0.68 - 1.02

공군 1.11 0.91 - 1.37

계급

이등병 (reference)　

일병 0.80* 0.64 - 1.00

상병 0.67** 0.54 - 0.84

병장 0.60*** 0.46 - 0.78

병과

전투병과 (reference)

기술병과 0.78** 0.65 - 0.93

행정병과 0.97 0.74 - 1.28

특수병과 0.95 0.67 - 1.34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reference)　

군/읍/면소재지 1.13 0.97 - 1.31

격오지 1.08 0.80 -1.45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reference)　

60시간 초과 1.00 0.84 - 1.19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reference)　

보통 1.50*** 1.27 - 1.77

많음 2.12*** 1.77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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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병사의 주관적 건강 인식 관련요인 (ref. 좋음) (계속)

변수 OR 95% CI

흡연

비흡연 (reference)　

과거흡연 0.95 0.75 - 1.21

흡연 1.13† 0.98 - 1.29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reference)　

주3회 이하 0.97 0.80 - 1.17

주4회 이상 0.61*** 0.51 - 0.73

BMI

(kg/m2)

25미만 (reference)　

25이상∼30미만 1.78*** 1.50 - 2.12

30이상 3.25*** 1.76 - 6.00

수면만족도

만족 (reference)　

보통 2.17*** 1.87 - 2.51

불만족 3.41*** 2.86 - 4.07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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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외래이용

직업군인의 외래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자에 비

해 여자의 교차비가 1.55로 높아 김준호 등(2012)과 이원식(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여자의 비율이 낮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집단에 비해 미가입하거나 가입여부에 대해 모르

는 경우 교차비가 0.69로 낮아 김준호 등(2012)의 민간보험 미가입의 경

우 외래이용이 낮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신민선과 이원재

(2013)의 민간보험 미가입할 경우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에 비해 나

쁠 경우 교차비가 1.69로 높았다. 직업적 특성 중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기복무자에 비해 단기복무자의 교차비가 1.58로 높았으며,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집단에 비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교차

비가 0.73으로 낮았다. 또한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없는 집단에 비해 보통

의 교차비가 1.40, 많은 경우 교차비가 1.6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행태 특성 중에서는 흡연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의 교차비가 1.41로

높았으나 흡연자는 유의하지 않았다.

병사의 외래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5

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인식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다

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에 비해 나쁠

경우 교차비가 1.57로 높았다. 직업적 특성 중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

태에서, 육군에 비해 공군의 교차비가 0.61로 낮았으며, 전투병과에 비해

특수병과의 교차비가 2.15로 높았다. 또한 일과생활 스트레스가 없는 집

단에 비해 많은 집단의 교차비가 1.37로 높았다. 건강행태 특성 중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흡연에 비해 흡연자의 교차비가 1.27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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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3회 이하 하는 경우

교차비가 0.70으로 낮았다. 수면습관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불만

족하는 경우 교차비가 1.34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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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직업군인의 외래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변수 OR 95% CI

성별
남자 (reference)　

여자 1.55* 1.06 - 2.26

연령 1.02† 1.00 - 1.05

결혼상태

미혼 (reference)　

결혼생활문제 1.17 0.75 - 1.82

기혼 1.30† 0.96 - 1.7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reference)　

전문대학 이상 0.99 0.77 - 1.28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reference)　

미가입/모름 0.69** 0.55 - 0.86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reference)　

나쁨 1.69*** 1.37 - 2.08

만성질환 유무
없음 (reference)　

있음 1.11 0.86 - 1.44

소속

육군 (reference)　

해군/해병대 0.98 0.73 - 1.31

공군 0.87 0.64 - 1.17

계급

하사/중사 (reference)　

상사/원사/준위 0.87 0.58 - 1.30

위관장교 0.88 0.66 - 1.17

영관장교 1.06 0.62 - 1.80

병과

전투병과 (reference)　

기술병과 1.12 0.86 - 1.46

행정병과 1.03 0.69 - 1.52

특수병과 1.32 0.86 - 2.02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reference)　

군/읍/면소재지 1.25† 0.99 - 1.57

격오지 0.96 0.62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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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직업군인의 외래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계속)

변수 OR 95% CI

복무구분

장기복무 (reference)　

단기복무 1.58* 1.08 - 2.32

복무연장 1.05 0.73 - 1.52

근무년수

1∼2년 (reference)　

3∼4년 1.10 0.79 - 1.53

5년 이상 1.38 0.91 - 2.08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reference)　

60시간 초과 0.73* 0.55 - 0.95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reference)　

보통 1.40* 1.06 - 1.85

많음 1.62** 1.19 - 2.21

흡연

비흡연 (reference)　

과거흡연 1.41* 1.03 - 1.93

흡연 1.13 0.89 - 1.44

고위험 음주
없음 (reference)　

있음 0.78 0.59 - 1.05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reference)　

주3회 이하 0.95 0.73 - 1.25

주4회 이상 0.98 0.72 - 1.32

BMI

(kg/m2)

25미만 (reference)　

25이상∼30미만 1.00 0.80 - 1.24

30이상 1.32 0.86 - 2.02

수면만족도

만족 (reference)　

보통 0.93 0.75 - 1.16

불만족 1.30† 0.98 - 1.72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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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병사의 외래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변수 OR 95% CI

연령 1.02 0.96 - 1.08

결혼상태
미혼 (reference)　

기혼 1.62 0.56 - 4.6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reference)　

전문대학 이상 1.08 0.87 - 1.34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reference)　

미가입/모름 0.87† 0.74 - 1.02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reference)　

나쁨 1.57*** 1.33 - 1.85

소속

육군 (reference)　

해군/해병대 0.78† 0.61 - 1.00

공군 0.61*** 0.47 - 0.80

계급

이등병 (reference)　

일병 0.92 0.70 - 1.19

상병 0.86 0.65 - 1.13

병장 0.79 0.57 - 1.10

병과

전투병과 (reference) 　

기술병과 1.06 0.85 - 1.31

행정병과 1.05 0.75 - 1.46

특수병과 2.15*** 1.48 - 3.12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reference)　

군/읍/면소재지 1.10 0.91 - 1.34

격오지 0.87 0.60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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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병사의 외래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계속)

변수 OR 95% CI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reference)　

60시간 초과 1.01 0.82 - 1.25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reference)　

보통 1.09 0.88 - 1.34

많음 1.37** 1.09 - 1.72

흡연

비흡연 (reference)　

과거흡연 1.18 0.88 - 1.58

흡연 1.27** 1.08 - 1.51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reference)　

주3회 이하 0.70** 0.56 - 0.88

주4회 이상 0.84 0.68 - 1.04

BMI

(kg/m2)

25미만 (reference)　

25이상∼30미만 1.17 0.95 - 1.44

30이상 1.25 0.67 - 2.32

수면만족도

만족 (reference)　

보통 0.89 0.74 - 1.08

불만족 1.34** 1.08 - 1.66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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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이용

직업군인의 입원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여부만 유의한 영향

이 있었는데,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가입한 집단에

비해 미가입하거나 가입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 교차비가 0.55로 낮았

다. 직업적 특성 중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육군에 비해 해군/해

병대의 교차비가 0.67, 전투병과에 비해 특수병과의 교차비가 0.42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특성 중에서는 수면만족도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면습관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불만족 하는 경우 교차비가 1.64로 높았다.

병사의 입원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7

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미혼에 비해 기

혼의 경우 교차비가 3.61로 높았으나 기혼의 비율(0.43%)이 너무 작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에 비해 나

쁠 경우 교차비가 1.45로 높았다. 직업적 특성 중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

태에서 육군에 비해 공군의 교차비가 0.61로 낮았으며, 이등병에 비해 일

병의 교차비가 1.95, 상병이 2.38, 병장이 2.43으로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병사의 건강행태 특성은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의 교차비가 1.41,

현재흡연의 교차비가 1.3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활동

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 4회 이상 하는 경우 교차비가 0.77로

낮았으며, BMI 25미만인 집단에 비해 25이상∼30미만의 교차비가 1.38,

30이상의 교차비가 2.0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수면습관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불만족 하는 경우 교차비가 1.37로 높았다.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한 집단에 비해 미가입 또는 가입 여

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 입원 이용을 할 교차비가 낮았으나 병사는 민

간보험 가입여부가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군인은 민간보험에 미가입 또

는 가입여부를 모르는 경우 외래와 입원 모두 이용 가능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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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에 비해 나쁜 경우 입원이용

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병사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외래와 입원이용 모두

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외래이용에만

영향이 있었다.

건강행태 특성 중 병사의 경우에는 흡연, 신체활동, BMI, 수면만족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수면만족도를 제외하

고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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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직업군인의 입원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변수 OR 95% CI

성별
남자 (reference)　

여자 1.53† 0.93 - 2.50

연령 1.00 0.97 - 1.04

결혼상태

미혼 (reference)　

결혼생활문제 0.64 0.32 - 1.28

기혼 1.14 0.77 - 1.6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reference)　

전문대학 이상 0.76† 0.56 - 1.03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reference)　

미가입/모름 0.55*** 0.41 - 0.73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reference)　

나쁨 1.11 0.85 - 1.45

만성질환 유무
없음 (reference)　

있음 1.25 0.90 - 1.75

소속

육군 (reference)　

해군/해병대 0.67* 0.44 - 1.00

공군 0.96 0.65 - 1.42

계급

하사/중사 (reference)　

상사/원사/준위 1.22 0.73 - 2.04

위관장교 0.97 0.68 - 1.39

영관장교 0.61 0.26 - 1.43

병과

전투병과 (reference)　

기술병과 1.18 0.84 - 1.65

행정병과 1.20 0.75 - 1.92

특수병과 0.42* 0.18 - 0.99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reference)　

군/읍/면소재지 0.93 0.69 - 1.26

격오지 1.43 0.87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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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직업군인의 입원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계속)

변수 OR 95% CI

복무구분

장기복무 (reference)　

단기복무 1.24 0.76 - 2.02

복무연장 1.15 0.72 - 1.84

근무년수

1∼2년 (reference)　

3∼4년 1.33 0.88 - 2.01

5년 이상 1.39 0.81 - 2.37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reference)　

60시간 초과 0.98 0.71 - 1.36

직업생활

스트레스

없음 (reference)　

보통 0.84 0.60 - 1.18

많음 1.32 0.92 - 1.90

흡연

비흡연 (reference)　

과거흡연 1.35 0.91 - 2.00

흡연 1.05 0.78 - 1.42

고위험 음주
없음 (reference)　

있음 0.80 0.56 - 1.16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reference)　

주3회 이하 0.91 0.65 - 1.26

주4회 이상 0.79 0.54 - 1.14

BMI

(kg/m2)

25미만 (reference)　

25이상∼30미만 1.27† 0.97 - 1.68

30이상 1.65† 0.98 - 2.79

수면만족도

만족 (reference)　

보통 1.03 0.77 - 1.38

불만족 1.64** 1.16 - 2.33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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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병사의 입원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변수 OR 95% CI

연령 1.04 0.97 - 1.10

결혼상태
미혼 (reference)　

기혼 3.61** 1.50 - 8.6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reference)　

전문대학 이상 1.08 0.85 - 1.37

민간보험

가입여부

가입 (reference)　

미가입/모름 0.89 0.75 - 1.05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reference)　

나쁨 1.45*** 1.22 - 1.73

소속

육군 (reference)　

해군/해병대 0.78† 0.60 - 1.02

공군 0.61** 0.46 - 0.81

계급

이등병 (reference)　

일병 1.95*** 1.35 - 2.81

상병 2.38*** 1.64 - 3.44

병장 2.43*** 1.61 - 3.67

병과

전투병과 (reference)　

기술병과 1.04 0.83 - 1.29

행정병과 0.84 0.58 - 1.21

특수병과 1.10 0.71 - 1.70

근무지유형

대도시/중소도시 (reference)　

군/읍/면소재지 0.91 0.74 - 1.12

격오지 0.85 0.59 - 1.24

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하 (reference)　

60시간 초과 1.00 0.80 - 1.26

일과시간

스트레스

없음 (reference)　

보통 1.13 0.90 - 1.41

많음 1.16 0.91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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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병사의 입원이용 관련요인 (ref. 이용경험 없음) (계속)

변수 OR 95% CI

흡연

비흡연 (reference)　

과거흡연 1.41* 1.04 - 1.91

흡연 1.31** 1.09 - 1.57

신체활동

전혀 하지 않음 (reference)　

주3회 이하 0.84 0.66 - 1.06

주4회 이상 0.77* 0.61 - 0.97

BMI

(kg/m2)

25미만 (reference)　

25이상∼30미만 1.38** 1.11 - 1.71

30이상 2.02* 1.14 - 3.60

수면만족도

만족 (reference)　

보통 0.99 0.81 - 1.21

불만족 1.37** 1.09 - 1.73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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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2014, 2015 군인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및 의료이용 관련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직업군인과 병사로

각각 분석하였다.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속, 계

급, 병과, 근무지유형, 복무구분, 근무년수, 주 평균 근무시간, 직업생활

(일과시간) 스트레스 변수를 선정하여 반영하였다.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직업군인

56.26%, 병사 56.25%로 상당히 높은 편이였다.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정소진과 권영대(1999)의 연구의 51.8%, 김봉정 등(2009)의 연

구의 51.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군인은 대표적인 육

체 노동 군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체력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건강이 좋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군인은 육군에 비해 해군/해병대와 공군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

쁘게 생각하였으나 병사는 소속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병사는

짧게 2년 복무하고 전역하지만 직업군인은 길게는 20∼30년 이상 복무하

므로 군 소속에 따른 복지나 보건정책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

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급적 측면에서 하사/중사에 비해 위관장교, 영관장교는 자신의 건강

을 좋게 생각했으나 상사/원사/준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교

에 비해 부사관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진과

권영대(1999)의 부사관의 주관적 건강이 나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김봉정 등(2009)의 위관장교는 주관적 건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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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나, 영관장교는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나타난 것과는 약간 상이하

였다. 병사의 경우에도 이등병에 비해 일병, 상병, 병장이 주관적 건강인

식이 나쁠 가능성이 낮았다. 병사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일병, 상병, 병장으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더

욱 유의하였다. 군 조직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동시에 장교, 부사관, 병사

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이며, 그 속에는 다양한 직능과 복무

및 출신구분이 존재한다(박일 등, 2013). 지위스트레스론에 따르면 낮은

사회적 지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부사관에 비해 장교가,

이등병에 비해 일병, 상병, 병장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좋은 것을 통해

위계적 계급 구조를 갖는 군 조직 내에서 낮은 계급이 주관적 건강인식

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기술병과가 전투병과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았으나

직업군인에서는 병과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직업군인은 임관시 병과를

선택하며, 이미 병과가 정해진 이후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장기복무를 한

다. 반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은 입대시 병과를 지원하긴 하지만 본

인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으며, 직업으로서 복무하는 직

업군인에 비해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과의 특성에

따라 실제 복무하는 부대나 부여받은 임무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기술병

과는 전투병과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병과로 실제 가장 낮

은 직책인 병사의 경우 임무수행에 있어서 느끼는 차이가 클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전투병과나 기술병과에 비해 행정병과와 특수병과의 비율

이 너무 낮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과는

달리 전투병과가 기술병과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통

해 실질적으로 고강도 신체활동과 위험한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전투병

과 인원들의 건강관리에 더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복무자에 비해 단기복무자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순철과 김문조(2007)의 사회인구학적·사회경

제적 변인들이 통제된 상황 하에서도 취업 지위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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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군 조직 내에서

는 장기복무로 선발되어야만 민간 근로자의 정규직 형태와 유사하며 단

기복무의 경우 군생활 이후의 새로운 취업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불안정

한 상태이다. 장기복무자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것을 통해 직업으

로서의 안정성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었다. 또한 근무년수가 1∼2년에 비해 3∼4년, 5년 이상 모두 교차비가

높아, 복무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가능성이 높았

다. 윤현서(2017)의 해양경찰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식

이 나빴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초급간부 뿐만 아니라 전체 직업군인

의 복무 여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군 조직 자체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직업군인은 다른 어느 직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안는 직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신동훈,

2002). 게다가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병사 또는 사

고발생 위험이 높은 초급간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오히려 근무기간

이 오래된 직업군인들의 건강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직업생활(일과시간)과 관련된 스트

레스가 없는 것에 비해 보통이거나 많을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직업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특성은 소속, 계

급, 복무구분, 근무년수, 직업생활 스트레스였으며, 병사는 계급, 병과, 일

과시간 스트레스로 공통적으로 계급과 직업생활(일과시간)스트레스가 유

의한 영향이 있었다. 안혜경과 이병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

의 건강과 관련된 주요 요인은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의 근로환경과 이러

한 근로 환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정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근로

자들의 건강관련 행태 등이다.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요인과 건강행태뿐만 아니라 군인의 특수한 직

업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주 동안의 외래이용 여부에서는 직업군인의 11.82%, 병사의

18.37%가 외래이용 경험이 있었다.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국민건강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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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외래이용률과 비교해서 낮았는데,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국

민 외래이용률의 절반 이하였다. 군 의료관련 사건사고들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의료이용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병사에 초점이 맞춰지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군인의 경우, 철저한 계급사회인 동시에 신

분사회인 군 조직에서 간부라는 위치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박일 등, 2013), 직업군인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병사의 경우 육군에 비해 공군의 외래이용 가능성이 낮았으나 직업군인

은 소속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병사의 경우 전투병과에 비해

특수병과의 외래이용 가능성이 높았으나, 군 보건의료 시설에 근무하는

의무병이 특수병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과대평가 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복무자에 비해 단기복무자들

의 외래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적 안정성이 주관적 건강

인식뿐만 아니라 외래이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직업군인의 외래이용에 있어서는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감 및 책임감의 차이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직업군인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집단에 비해 60시

간 이상인 경우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병사는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에 군보건의료시설을 방문하거나, 외출/외박이나 휴가시 민간병원을

방문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군내 분위기상 병사의 복지에 대

해서는 보장하는 분위기지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직업생

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뿐만 아니라, 외래이용

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적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지난 1년 동안의 입원이용 여부에서는 직업군인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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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15.22%가 입원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군인은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낮았으며, 병사는 오히려 약간 높았다. 직업군

인의 연간입원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병사는 대

부분이 20대 초반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성인기 초기의 젊은

인구이지만, 오히려 입원이용은 일반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

상의료에 의한 영향이나 복무기피 등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직업군인의 상당수는 짧게 2년 동안 복무하고 전

역하는 병사와는 달리 평생을 직업으로 복무한다. 직업군인의 경우 외래

와 입원이용 모두 매우 낮았는데,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직업군인은 육군에 비해 해군/해병대가, 병사는 육군에 비해 공군이 입

원 이용을 할 교차비가 낮았다. 직업군인은 외래에서는 소속에 따른 차

이가 없었지만 입원 이용에서는 해군/해병대의 입원이용 가능성이 낮았

으며, 병사는 외래와 입원 모두 육군에 비해 공군 병사의 의료이용 가능

성이 낮았다. 영내에서 통제된 단체생활을 하지 않는 직업군인의 경우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외래이용에 있어

서는 소속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군병원은 전

방지역에 상당수가 존재하며, 후방지역에는 일부지역에 존재한다. 또한

해공군 소속 병원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군 소속에 따른 군보건의

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군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특히 입원의

경우 군보건의료시설도 하나의 부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된 외출/

외박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인의 의료이

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여건들이 관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 소속

에 따른 외래와 입원의 의료이용 여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계급적인 측면에서 병사의 경우 이등병에 비해 일병, 상병, 병장 모두

입원이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미남(2008)의 외래와 달리 입원의

경우는 계급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이용을 하였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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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병사의 계급에 따른 외래이용의 차

이는 없었으며, 입원이용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래이용은

입원이용에 비하여 지리적·시간적 접근성이 보장되어 계급에 따른 차이

가 없는 반면, 입원은 지리적·시간적 근접성이 외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입원으로 인한 부대 교육, 훈련 등에서 장기간 열외할 때 계급

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정미남, 2008)는 것

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군인은 계급에 따른 외래와 입

원이용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군의 경직된 계급구조는 의료접근성

을 제약하는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일반병사들의 경우 선임

병, 간부 등의 상급자들의 눈치 때문에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

는 문제가 존재한다(문도원, 2017a). 따라서 병사들의 경우 위계적 계급

구조로 인한 분위기 때문에 입원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

고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직업군인의 경우 전투병과에 비해 특수병과가 입원이용을 할 교차비가

낮았는데, 이는 군 보건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이 특수병과의 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군의·치의·간호

장교는 본인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입원이용 여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이다.

전체적으로 외래에 비해 입원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었

는데, 이는 김준호 등(2012)의 외래 의료서비스의 경우 개인적 특성을 통

해 많은 부분 설명이 가능하지만, 입원 의료서비스의 경우 개인적 특성

만으로는 제한적 설명만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병사의 입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있어서 장태호(2012)의

병사의 외래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나, 입원의 경

우 주관적 건강상태, 일주일간 격렬한 운동을 한 일수, 실무직책, 계급,

부대유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장

태호(2012)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자면, 본 연구에서는 병사의 입원이

용에서 주관적 건강인식, 신체활동, 계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병과

(부대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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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외래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특성은 복무구분, 주 평

균 근무시간, 직업생활 스트레스였으며, 병사는 소속, 병과, 일과시간 스

트레스였다. 또한 직업군인의 입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특성은

소속, 병과였으며, 병사는 소속, 계급이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직업적 특

성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군인과 병사 집

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군 전방부대 GP·GOP, 해병대의 격오지, 해군의 대형 함정을 제외한

함정 근무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무대 등과의 먼 이동거리, 이동수

단 부족, 격오지의 지리·환경적 요인 등 물리적 접근성 문제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문도원, 2017a). 특히

격오지는 의료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대부

분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지유형의 변수를 반영하여 격오지에 근

무하는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건강한 인원들을 격오지로 배치하였거

나 격오지 인원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격오지 원격의료

도입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평균 근무시간은 직업군인

의 외래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입원이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는데, 입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이므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모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건강증진이 아

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보호와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접근이 공평하게 보

장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이나 사회지위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최

령 등, 2013). 건강의 근본적 결정요인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질환, 혹은 특정 행동요인 중심의 보건 사업으로는 건강 형평성이

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김창엽, 2004). 계층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 대한 보건 정책은 비효율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낮은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의 여

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김진영 등, 2012). 군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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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인 전체의 건강보호와 의료이용 보장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군인

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보장은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이므로 의료 욕구

이외에 계급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정미남, 2008).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있어서 직업군인

과 병사 집단의 관련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며, 또 그 내부에서도 소속이

나 계급, 병과 등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군에서 특히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직업적인 요소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그로 인한

건강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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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2014, 2015 군인 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직업

으로 군인을 선택한 간부와 의무복무인 병사는 기본적인 특성과 복무환

경이 상이하여 자료수집으로부터 분석까지 이원화하여 진행하였다. 각

집단을 따로 분석하여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 이용에 대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으나 두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군인건강조사는 군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으로 군대의 특수한 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소속, 계급, 병과, 근무지유형, 복무구분, 근무년수,

주 평균 근무시간, 직업생활(일과시간) 스트레스 변수를 포함하였으나,

해당 변수들로 군 복무환경 전부를 반영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군대는

각자가 속한 단위 제대의 임무나 특성에 따라 복무 환경의 편차가 큰 집

단이기 때문이다.

횡단면 자료로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자료원에서 얻을 수

있는 “주관적 건강인식” 변수를 선택하였는데, 본인 스스로 인지하는 건

강 상태로 객관적인 건강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특성상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군인의 의료이용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규명하지 못한 많은 원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군 의료의

특성상 군 의료시설과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의료이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료이용에

대해 유무로만 구분하여 1회 이상 이용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

였으며, 입원과 외래의 이용 여부만을 구분하여 비용과 중증도 등 복잡

한 문제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특수병과는 의무, 법무, 군종, 군악 병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

분이 군 조직 내에서 군 보건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무병과로, 특수병과

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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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의 비율이 높아 연령 평균이 낮았

으며, 미혼비율도 높았다. 또한 완전히 직업으로 선택한 장기복무자와 장

교나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복무자가 혼재되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연구 대상자가 군인이라는 특성상 군 조직 내부에서 실시하는 설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2차 자료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건강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에 대해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특수

집단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학적 연구는 제한적이며, 그나마 진행

된 연구 또한 개인이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서 진행하여 표본수가 적거나

건강검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군인이라는 것 외에 직업적인 세부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인건강조사 데이터는 육군·

해군·공군에서 계급별, 병과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표본

을 선정하여 실시한 설문 자료로 군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군인건강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과 의료이용의 관련요인에 대해 군인의 특수한 직업적인 환경을 반영하

여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며 직업군인과 병사 집단 모두를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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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 및 의료이용 관련 요

인을 분석하였다. 직업군인과 병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직업군인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해군/해병대 및 공군, 부사관, 단기복무, 근무년수

3년 이상,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보통이거나 많을수록, 그 밖의 요인 중

여군, 흡연,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 BMI 25이상, 수면습관에 보통이

거나 불만족 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가능성이 높았다. 병사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이등병, 일과시간 스트레스가 보통이거나 많을수록,

그 밖의 요인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BMI 25이상, 수면습관에 보통

이거나 불만족 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직업군인의 외래이용에 있어서 직업적 요인 중 단기복무, 주 평균

근무 60시간 이하,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보통이거나 많을수록, 그 밖의

요인 중 여군, 민간보험 가입, 주관적 건강인식 나쁨, 과거흡연자가 외래

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군인의 입원이용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해군/해병대, 특수병과의 입원이용 가능성이 낮았으며, 그 밖의 요인

중 민간보험 가입, 수면습관에 불만족 할 경우 입원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병사의 외래이용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육군, 특수병과, 일과시간 스트

레스 많을수록, 그 밖의 요인 중 주관적 건강인식 나쁨, 흡연, 수면습관

에 불만족 할수록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병사의 입원이용의

경우 직업적 요인 중 육군, 일병/상병/병장, 그 밖의 요인 중 기혼, 주관

적 건강인식 나쁨, 과거흡연/흡연, BMI 25이상, 수면습관에 불만족 할수

록 입원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직업적 요인이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군인과 병사 집단에는 관련요인의 차이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직업군인에게 반영한 만성질환 유무와 고위험 음주는 크

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근무지유형도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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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군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관련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군 보건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군인들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이용에 있어서 인

구사회학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의해서도 영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체활동의 필요성과 체질량지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경우 수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행태는 다른 요인에 비해 개인

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군인들의 건

강행태 개선에 관한 보건정책을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이용

가능성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군 조직은 위계적 계급 구조와 명령 체계 등 특수한 조직 문화적인 환

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군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위해 요

소가 되는지 확인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장병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요인들

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결

정하고 보건교육 대상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직업군인과 병사들의 관련요인의 차이를 통해 맞춤식 건강증진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은 사기에 의해 전투력이 좌우되는 집단으로 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의료이용 여건 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면, 결과적으로 전투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군인들의 건강행위 및 건강 수준에 관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은 일반인

들 못지않게 중요하다(김미선 등, 2013). 군인건강조사는 군내 보건정책

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로, 예산과 인력 등 전담부서

의 부재로 2년 실시 후 중단된 군인건강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병사의 경우 군 입대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

완하고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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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패널자료를 구축한다면 군 보건의료 정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

다. 군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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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self-rated health and medical

services use of Korean soldiers

Lee Yu Jeong

Dept. of Public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oldier has the right to appropriate and effective medical care to

maintain his/her health and treat any illness or injury sustained

during his/her military servic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Article 17). Due to the physically active uniqueness of

their roles, military personnel require more attention be paid to their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to sustain their good health.

This paper identifies soldiers’ self-rated health status and the related

causes of usage of medical servic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2014 and 2015 military health survey completed by

4,255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and 4,455 enlisted soldiers.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hi-square testing to analyze

each group’s self-rated perception on each individual’ health and the

distribution of medical services use while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related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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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following occupational factors

contributed to lower self-rated health for the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group: service in the Air Force/Navy/Marines,

non-commissioned officer, short-term service, length of service of

more than 3 years, and a normal/high level of work-related stress.

Other factors included: being female, smoking, lack of physical

activity, a BMI over 25, and less satisfaction with one’s sleeping

habits contributed to lower self-rated health. As for the enlisted

soldier’s group, occupational factors such as a rank as Private and

high-level stress in daily activity contributed to lower self-rated

health while other factors such as low education level (up to high

school), a BMI over 25, and less satisfaction with one’s sleeping

habits contributed to lower self-rated health as related to the

aforementioned subject.

In terms of medical services usage for officers, we identified that

occupational factors such as under short-term service, working less

than 60 hours per week, and normal/high level of work-related stress

as having a low level of self-perceived health and non-occupational

factors such as being female, paying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a

low level of self-perceived health and a previous history of smoking

in the past showed a higher probability of military personnel using

outpatient services. Occupational factors such as service in the

Navy/Marines and/or a special branch showed a lower probability of

military personnel using inpatient services, but other factors such as

being und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being less satisfied with

sleeping habits showed a higher probability of military personnel

using inpatient services. On the other hand, among enlisted soldiers,

we identified that occupational factors such as serving in the Army

and/or a special branch, having high level of day-to-day str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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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ccupational factors such as having a low level of self-perceived

health, smoking, and being less satisfied with sleeping habits resulted

in a higher probability of soldiers using outpatient services.

Occupational factors contributing to soldiers using inpatient services

were serving in the Army and/or under a rank of Private First Class

/ Corporate / Sergeant while non-occupational factors included being

married, a low level of self-perceived health, smoking or a history of

smoking in the past, a BMI over 25 and being less satisfied with

sleeping habits.

These results showed that not only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but also military-occupational factors affect self-rated health status

and medical services use, 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volved between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and enlisted soldiers.

This research is the first study to identify the related factors of

self-rated health and medical services usage by soldiers by reflecting

the special occupational factors of soldiers by utilizing the military

health survey data, and is meaningful in that both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and enlisted soldiers were analyzed.

Military organizations are characterized by special organiza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hierarchical structures and

chain-of-command systems.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s are accessible without any

restrictions despite these organizational and cultural factors. This

study could help determine the policy direction to ensure that

appropriate health care services are provided by prioritizing health

projects to improve the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care services

usage among soldiers.

keywords : soldiers, self-rated health, medical us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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