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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군의 신체 활동량을 분석하고,

인구사회학(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군 부대 유형, 계급, 부대

지역, 병과), 인체측정학(BMI), 건강행동적(흡연) 변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군의 부상발생을 분석하고, 인구사회학, 

인체측정학, 건강행동적 변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운동방법의 부상예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첫번째 및 두번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한국군 신체 활동, 부상관련

연구는 한국 군 건강조사(2014, 2015년) 2차자료를 이용한 횡단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체활동과 부상발생 분석은 변인 특성에 따라 연속변인의

경우 평균,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비 연속변인의 경우 그룹별 비율 및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고, 두 그룹 간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p 값을 계산하였다. 각 신체활동 및 부상발생과 인구사회학, 인체측정학, 

건강행동적 변인과의 독립적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변인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두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분석은 STATA(version 16.1, 

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 U.S.)를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세번째 연구목적을 위해 운동을 통한 부상예방 연구들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크기는 그룹간 부상발생비율

(injury incidence rate ratio)을 사용하였다. 부상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요인들의 하위그룹분석(subgroup analysis)을 통해 이질성의

잠재요소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질성의 정도는 숲 그림(forest 

plot), I2을 통해 결정하였다. 출판편향을 확인 하기위해 깔때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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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el plot)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논문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위해서

Furlan et al. (200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version 4.0.3,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https://cran.r-project.org)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번째 소 논문 결과, 한국군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12시간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미만, 남자, 고졸 미만, 

흡연자, 미혼, 해병대, 용사, 전투병과 그룹일수록 중고강도 신체

활동량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군 52%가 주당 3일 이상의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미만, 남자, BMI 기준

정상체중, 미혼, 해병대, 용사, 전투병과 그룹일수록 근력운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군 61%가 중고강도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가이드라인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BMI 기준 저 체중, 

해군 및 공군, 부사관 및 장교, 행정 및 특수 병과, 격오지에 근무하는

그룹일수록 두가지 가이드라인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소 논문 결과, 한국군은 주로 충돌과 낙상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미만, 남성, BMI 기준 비만, 대학 졸업

미만, 흡연자, 미혼, 용사, 전투 병과, 해병대 그룹일수록 부상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고강도 신체 활동량이 높을수록 부상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5일 이상) 

하는 그룹일수록 부상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번째 소 논문 결과, 최종 선정된 10개의 선행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유의하지 않았지만 운동은 18% 정도의 부상감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부상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 중 유일하게

운동량이 많았던 연구들이 부상을 44%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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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반적으로 한국군의 신체 활동량은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성인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군인들도

존재한다.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는

세부원인을 파악하고 중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신체 활동량이

과도하면 부상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신체 활동량과 부상발생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횡단조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인들의 신체활동은 군 임무 수행상 필연적인 것이므로 신체

활동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군인은 항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해야 하므로 특히, 부상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 부상예방 방법 중 운동은 비용 효율적이고, 적용하기 용이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메타분석 결과 부상예방 운동은 군인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고 비교적 운동량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3가지 소 논문 목적들을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신체 활동량을 파악하였고, 신체 활동량과 부상발생과의 관련성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부상예방 방법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결과는 차후 한국군의 부상예방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더 질 높은 연구를 위한 근거로 쓰일 것이다. 

주요어 : 한국 군 건강조사, 신체활동, 부상예방, 군인, 부상역학

학  번 : 2018-3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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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군인은 유사시 전투, 전쟁에 승리하거나 군사도발 억제를 위해서라도

강한 전투력을 필요로 한다. 전투력은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체력 및 정신력과 같은 군인의 능력은 무형 전투력에

속한다.

한국군은 역사적으로 열세한 유형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

및 전술을 비롯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다수의 전장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다. 현대전은 주변국가 정세와 핵과 같은 전략무기의

보유여부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무형 전투력은

군인의 필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체력은 대부분의 전투행위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신체적

조건이다. 한국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기 체력측정과

체력단련 시간을 규정으로 두어 필요한 체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인은 특성 상 군사훈련 등과 같이 체력단련 이외에도

신체활동이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체력에 비해 과도한 신체적 피로를 경험한 경우 트레이닝 과부하 또는

부상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신체 활동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고, 추가적인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행동 변인을

조사요소에 포함하는데 많은 참여자를 통해 국민전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건강행동 변인 중 신체활동은 매년 측정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군인들은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민전체 신체활동 수준에 군인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인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신체활동

측정은 부상예방 차원에도 필요하지만, 특정 훈련이나 체력단련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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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신체활동을 요구하는지 정량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만약

훈련이나 체력단련이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대에 적용된다면,

신체활동 측정을 통해 실제 부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체활동 측정값은 특별한 훈련 및 체력단련 외 시간의 활동도 포함하기

때문에 군인의 전반적인 활동량을 알아볼 수도 있다. 또한, 신체활동은

부상 외 각종 질병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각종 부상 및 질병의 위험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체활동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 육군에서는 군인 수행력(performance)의

주요 3요소 중 하나로 신체활동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Hruby et al., 

2018).

군인들은 군 생활 가운데 많은 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들의 부상역학(epidemiology)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부상역학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많은 부상이 발생하는

지 확인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군에 보급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부상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상역학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를 통해 부상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며, 계획된 방법을

적용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 접근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 지며, 계획된 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정책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군 내 연구자들에게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군 건강조사에서

신체활동 및 부상발생과 관련된 설문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군인의 신체활동 및 부상 위험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관련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인 신체활동과 부상 현황 및 부상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상예방 방법은 다양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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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예방운동일 것이다. 예방 운동을 군 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정책적 합의나 예산이 들지 않는다. 또한 예방운동을 보급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인력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예방운동을

개발하여 부상예방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면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 시간, 자원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운동방법이 군인에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 건강조사 자료를 통하여 한국군 신체활동 및 부상 역학,

부상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성별, 연령 뿐 아니라 계급,

군 부대 유형, 병과와 같은 군 환경적 특성에 따라 신체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군의

정량적인 신체활동 수준을 알 수 있고, 차후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상 역학연구를 통해 부상 위험이 높은 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부상예방 전략 설정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상과 관련된 예상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운동의 부상예방효과와 관련된 선행논문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연구방법은 어떠한 운동방법의 특징이 특정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상예방효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 줄 뿐더러

종합적인 효과크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신체활동, 부상발생 역학, 부상위험요인 및 예방운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시간 및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한국군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학위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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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1) 소 논문 1

한국군의 신체 활동량과 인구사회학(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군 부대 유형, 계급, 부대 지역, 병과), 인체측정학(BMI), 

건강행동적(흡연) 변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소 논문 2

한국군의 부상발생과 인구사회학(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군

부대 유형, 계급, 부대 지역, 병과), 인체측정학(BMI), 건강행동적(흡연,

신체활동) 변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소 논문 3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운동을 통한 군인들의

부상예방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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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1) 소 논문 1

인구사회학(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군 부대 유형, 계급,

부대 지역, 병과), 인체측정학(BMI), 건강 행동적 변인(흡연)의 세부

구분에 따라 신체 활동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소 논문 2

인구사회학(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군 부대 유형, 계급,

부대 지역, 병과), 인체측정학(BMI), 건강행동적 변인(흡연,

신체활동)의 구분에 따라 부상발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소 논문 3

체계적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선행연구들의 부상 예방운동은

메타분석 결과 부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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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군인의 신체활동

  1) 신체활동 측정방법

신체활동 측정방법은 크게 설문지와 같은 자가 기입식 방법과

가속도계와 같은 기계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사용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Dishman et al., 2001). 자가 기입식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사람을 상대로 비교적 제한된 시간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Dishman et al., 2001). 또한 신체활동 유형과 같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내용을 획득할 수 있다 (Dishman et al., 

2001).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에서의 성인 신체활동 설문지인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에서는 신체활동에

대해 유형(여가, 일, 교통) 및 강도(고강도, 중강도)에 따라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방식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먼저,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한다 (Dishman et al., 2001). 대부분의 신체활동 설문지가

몇일 전 또는 지난 한주 정도 이전의 활동에 대해 묻는다 (Dishman et 

al., 2001). 이러한 경우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 신체활동 보다 낮거나 높게 응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Dishman et al., 2001). 또한 설문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 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Dishman et al., 2001). 

응답자가 이해할 때 까지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다면, 

응답자의 교육수준, 생활양식 및 경험 등에 따라 내용에 대해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다 (Baranowski, 1988). 한편, 설문지를 제대로

이해했지만, 활동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실제 자신의

신체활동에 비해 과장되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Dishman et al., 

2001). 이러한 경우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라고

지칭한다 (Sallis & Saele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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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활용되는 객관적인 신체활동 도구는 가속도계 (acceleromet-

er)로써 미국과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활용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가속도계는 기계의 뜻 그대로 신체가 움직이는

동안 발생하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내부에 있는

압전기(piezoelectric) 송신기가 가속되는 힘을 감지하고, 전기신호를

생성 및 여과(filtering)시켜 설정된 움직임의 단위(count)로 변환시키게

된다 (Welk, 2002; Welk et al., 2004). 이러한 움직임 단위인

‘카운트(count)’는 움직임의 강도로 사용되고, 특정 시간

단위(epoch)로 합산되어 기계 내부 메모리소자에 저장된다 (Welk, 

2002; Welk et al., 2004). 가속도계 사용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후 데이터를 분석 할 때

착용한 시간과 착용하지 않은 시간을 구분하여 신체활동을 계산하게

된다 (Welk, 2002; Welk et al., 2004). 가속도계는 착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설문지와 같이 인간의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Welk, 2002; Welk et al., 2004). 기계가 작고 큰

불편감이 없으므로 착용에 대한 어려움은 적지만 일반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므로 걷기 및 달리기와 같은 활동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상체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Welk, 

2002; Welk et al., 2004). 또한 사람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경사

있는 곳을 걸을 때 발생하는 강도의 차이는 반영될 수 없다 (Welk, 

2002; Welk et al., 2004). 그리고 가속도계는 일반적으로 고가이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별도의 비용이 든다. 또한 연구자에게

가속도계 분석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요구된다.

2) 신체활동 수준

Harrison, Brennan, Levine (2000)은 1997년 8,572명의 미국

군인들로부터 ‘Healthy People 2000’ 지침에 따라 적어도 주3일

매일 최소 20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Harrison et al., 2000). 해당 연구에서는 전체 63%(해병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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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74%, 해군 60%, 공군 50%)가 해당 지침을 따른다고 대답하였고,

15%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Lindquist, Bray (2001)는 Harrison et al. (2000)과 동일한 지침을

설문으로 사용하여 미국 군인들의 1995년(n=16,193) 부터 1998년

(n=17,264) 간 신체활동과 과체중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3일이상 충족한 남군은 각 연도별 65.5%(1995년), 

67.9%(1998년) 였고, 여군은 61.5%(1995년), 62.8%(1998년) 였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3년에 한번 군 건강조사(Health Related 

Behaviors Survey [HRBS])를 통해 신체활동, 식단, 약물 및 음주

습관과 같은 건강행동을 측정한다 (Hruby et al., 2018). HRBS는

전장에 배치되지 않은(non-deployed) 군인들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메일을 발송해서 응답 받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1980년 이래로

최근 2018년 까지 총 15회 실시된 횡단조사(cross-sectional survey)

이다 (Hruby et al., 2018). HRBS의 목적은 미국 군인들의 신체적 전투

준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거나, 일반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것이다 (Hruby et al., 2018). 또한 여기서 측정된 결과를

통해 군인들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 및 발달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훈련, 

중재, 상담 기법을 향상시키는데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Hruby et al., 

2018).

가장 최근 실시된 2018년 HRBS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일주일 150분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한 군인들은 64.1% 였고, 

300분 이상은 25% 였다 (Meadows, 2018). 고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50%의 군인들이 적어도 일주일 75분 실시하였고, 41.3%는 150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군 특성별로 육군은 적어도 일주일

30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29.8%가 실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공군은 20%로 가장 낮았다. 또한, 육군은 일주일 150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46.8%가 실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주일 3일 이상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체 46.5% 

였고, 해병대는 54.9%로 가장 높았고 해군은 38.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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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강도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시간은 어린 나이, 높은 교육 수준, 

남자, 독신인 경우 일 수록 긴 경향이 있었다.

비교적 많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군인들의 신체활동을 분석한

경우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HRBS가 유일하다. 

군인들의 신체활동을 확인한 다른 연구들은 다음에 서술하는 것처럼

대부분 다른 연구목적의 이유로 신체활동이 분석되었거나 신체활동 외

연구자들의 관심 변인과 비교하기 위한 변수로써 분석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Simpson et al. (2013)은 미 육군에서 개발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신체활동의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초 군사훈련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을 때 신체활동의 차이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훈련에서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이것을 유산소성 체력 및 근력과 비교하였다 (Rintamäki et 

al., 2005). 이밖에 신체활동 유형을 측정해서 군인이 필요한

신체활동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 (Jaenen, 2009; 

Rayson, 1998; Wyss et al., 2012). 또한 신체활동량을 측정해

군인들의 활동에 필요한 신체활동 수준 또는 에너지 요구량을 확인한

연구들도 있었다 (Tharion et al., 2005; Wilkinson et al., 2008).

Schulze et al. (2015)은 독일군의 신체활동과 근골격계 질병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결과 가장 신체활동량이 많은 징병된

군인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다.

김근수, 김정운, 이율효, 박정섭, 고재연 (2014)은 13명의 예비

남생도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간 주차별 신체활동 에너지

소비량을 가속도계 Actical (Mini Miter Co., Sun River, OR, U.S.)을

통해 분석하였다. 1주차가 가장 낮은 평균 신체 활동량 (2547.7±2

30.3kcal/1일)을 보였고, 2주차(2842.0± 218.1kcal/ 1일)때 신체 활

동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는데 3주차(2716.7 ±265kcal/ 1일) 및

4주차(2817.8±232.5kcal/1일) 때는 2주차에 비해서 유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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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지 않았다.

김재우, 유병욱, 소위영 (2014)은 157명의 생도들을 대상으로

90분간의 체육 수업 별 신체활동량을 가속도계 Actical (Mini Miter Co., 

Sun River, OR, U.S.)을 통해 분석하였다. 체육 수업 과목은

권투(n=17), 농구(n=26), 럭비(n=23), 육상(n=18), 축구(n=27), 

테니스(n=15), 핸드볼(n=12), 순환 체력단련(n=19) 이었다. 90분 간

수업 중 고강도 신체활동 소비 칼로리의 경우 축구 (257.57

±145.16kcal)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구(184.14± 143.03kcal), 

핸드볼(133.82±118.46kcal), 순환체력단련(123± 78.7 7kcal) 순으

로 높았다.

Bae, Kim, Cho (2011)는 직업군인들이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부터 신체활동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체활동 관련 질문은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일 하는 지?’였다. 해당 질문을

통해 신체활동 강도는 알 수 없었다. 해당연구 에서 직업군인들은 6년간

신체활동과 BMI가 비규칙적으로 변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될 수 있는 계급, 보직, 부임지 등과 같은

군대 상황에 의한 영향과 생활습관 변화의 영향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Lee et al. (2018)은 4,803명의 용사(20.8±1.1 year)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신체활동을 분석하였다. 측정

대상자 중 일주일 간 적어도 하루 1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5일 이상

한 비율은 18.5% 였다.

3) 신체활동 영향요인

2011년 HRBS 결과, 군인(n=27,034)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175분의 중강도 및 116분의 고강도 활동을 하였으며, 104분의 근력

운동을 하였다 (Hruby et al., 2018). 어린 나이, 남성, 높은 교육수준, 

독립적인 가족구성 형태(별거, 이혼, 사별, 무자녀) 일수록 중고강도

운동 및 근력운동 시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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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ze et al. (2015)은 169명의 독일 공군 및 해군의 계급 및

업무지역 별 신체활동을 비교하기 위해 평소 1주일 신체활동을 가속도

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계급이 낮을수록 신체활동이 많았고, 

사무직을 맡은 군인이 수송 및 전투지원 임무를 맡은 군인들에 비해 덜

활동적이었다. Schulze et al. (2015)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Schulze 

et al. (2016)은 신체활동과 허리둘레, BMI, 성별, 나이와 비교하였다. 

허리둘레가 크고, BMI가 높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이 적었다. 또한 가장 낮거나 높은 나이의 집단일수록 신체활동

이 많았다.

Tomczak (2012)은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사용해 103명의 폴란드 군 행정 및

특수부대의 신체활동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특수부대가 중고강

도 신체활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Ferraz et al. (2020)은 146명의 남성 헌병 장교들의 신체활동을

IPAQ을 통해 분석했다. 헌병 장교내에서도 훈련을 반복하는 특수화된

임무를 맡은 그룹과 정찰그룹과의 신체활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임무특성상 특수화된 임무를 맡은 그룹이 더 많은 신체활동을 보였다.

Aandstad, Hageberg, Holme, Anderssen (2016)은 객관적인

신체활동 측정기구를 사용해 411명 국방 시민군인들의 일상생활과 군사

훈련 간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시민군

군사훈련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더 높은 강도 의 신체활동이 수행되었다.

Collée, Clarys, Geeraerts, Dugauquier, Mullie (2014)는

4,959명의 남성 벨기에 군인들의 신체활동을 IPAQ으로 측정하였고, 

신체활동을 3분위수로 구분하였을 때 1분위 그룹에 비해 2, 3분위 그룹

이 체력검정에 불합격할 경우가 각각 50%, 70% 씩 낮았다.

Lindquist, Bray (2001)는 미국 군인들의 1995년(n=16,193) 부터

1998년(n=17,264) 간 신체활동 및 과체중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BMI

는 1995년에 비해 1998년에 유의하게 높았다. 식단, 에너지균형과

관련된 건강 행동들이 BMI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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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이 BMI에 미치는 독립적인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Sarah et al. (2019)은 미국 공군에서 실시한 ‘Longitude Millenni

-um Cooperative Study’ 중 2007년 자료를 횡단적으로 분석하여

10,105명 군인들의 신체활동과 허리둘레를 비교하였다. 신체활동이

많고,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적을 수록 높은 최대산소섭취량과 관련이

있었지만 체력검정 통과유무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 높은 신체활동과 큰 허리둘레와 연관성이 있었다. 

Mullie, Collee, Clarys (2013)는 1,852명의 벨기에 육군 남군의

신체활동을 IPAQ을 통해 분석하였다 (Mullie et al., 2013). 주당 걷기

운동량(MET-minutes)은 나이 및 BMI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강도 신체활동량은 나이, BMI, 교육수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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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의 부상 위험요인

  1) 부상 역학(epidemiology)

군인의 부상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일은 부상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먼저, 심각한 부상 문제 또는 새로운 부상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 이후 객관적 근거기반 연구를 통해 예방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정책과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 및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Jones, 

Canham-Chervak, Canada, et al., 2010).

미군의 경우 과거 부상감시 목적은 주로 생명과 연관된 치명적인

부상에만 치중 되어있었지만,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Jones, Canham-Chervak, Canada, et al., 2010).

미군의 부상감시체계는 ‘Military Health System (MHS)’ 웹사이

트에 잘 소개되어 있다 (Military, 2021). 미군은 ‘Defense Medical 

Surveillance System (DMSS)’를 통해 모든 진료 정보가 등록된다. 

여기에 수집된 정보는 매월 ‘Defense Medical Epidemiology 

Database (DMED)’에 등록되며 미군 관계자 및 역학연구자에게도

절차에 의거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MHS 웹사이트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서 형태로 부상통계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Military, 2021). 

가장 최근 부상과 관련된 자료는 의료 감시 월간 보고서(Medical 

Surveillance Monthly Report [MSMR])에 잘 요약되어 있다

(O'Donnell, 2021). 2020년 미군 전체 현역 군인들은 부상으로 인해, 

약 50만 명이 단순 진료 및 입원을 포함하여 230만 건을 나타냈고 약

40만일의 입원 일 수가 있었다. 군인들이 당한 질병 중 부상은

의료진료기록 분류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상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Jones, Canham-Chervak, Canada, Mitchener, Moore (2010)는

2006년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 (ICD-9-CM)’을 기준으로 급성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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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학 손상과 관련된 근골격계 장애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

사람이 60일 이내 같은 질병 기록이 있으면 중복으로 처리되었다. 

2006년에는 약 2백만 건의 부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 발생

순위인 정신장애 질병(약 75만 건) 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였다. 

군 별 부상비율 분석에서, 2006년 모든 외래 및 입원환자 기록은

육군이 1년간 1,000명 인원 중(1,000 person-year) 2,250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고 공군 및 해병대가 약 1,500건, 해군은 약 1,200건

발생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비 전투 부상원인을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100,000 person-year 중 1,483건이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모든

원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34.3%)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운송

사고(19.1%), 스포츠활동(13.1%) 등의 순이었다.

미 육군은 육군 공중보건 센터(Army Public Health Center

[APHC])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부상 감시 자료를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다 (APHC, 2021a). 가장 최근 공개된 부상역학자료는

2019년도에 발생하였던 부상이었다 (APHC, 2021b). 2019년에는 미

육군 전체 현역 군인들의 부상으로 인해 약 25만명의 220여만 건의

진료가 있었다. 근골격계 부상발생 비율은 1,000 person-year 중

1,756건, 과 사용 부상은 1,259건 있었다. 1,000 person-year 중

여군은 2,327건, 남군은 1,653건으로 여군이 훨씬 부상 발생 비율이

높았다. 훈련종류 별로 분석했을 때, 기초군사훈련은 1,000 person-

year 중 남군 1,250건, 여군 2,310건 발생하였고, 일반 부대 훈련은

남군 980건, 여군 1,780건 발생하였다. 부상부위 별로 분석했을 때, 

하지 부상이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척추 및

등(23.9%), 상지(21.6%) 순으로 높게 발생하였다. 부상발생시

활동으로 달리기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걷기 및

행군이 13.3%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과부하로 인한 부상은 25.1% 

였고, 그 다음 낙상(21.3%), 충돌(17.2%) 순으로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자료들이 비록 과거 미군 부상역학 자료이지만, 원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2차 분석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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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 육군 현역 군인 및 신병들의 부상 중 80%가 근골격계

부상이었다 (Hauschild et al., 2017; Hauschild et al., 2018;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특히 과 사용 근골격계

부상은 70%를 차지하여 가장 심각한 부상발생 원인이었다 (Hauschild 

et al., 2017; Hauschild et al., 2018; Jones & Knapik, 1999;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신체 부위 가운데 특히

하지부상은 모든 신병들의 부상에서 75%를 차지하였다. 부상이 발생한

상황 가운데 훈련에서 발생한 부상이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하였다

(APHC, 2017; Hauschild et al., 2018;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2005년부터 2008년도 미군 부상역학 자료를 분석했을 때, 체력훈련

이 외래부상환자가 다치게 된 대부분의 상황이었고 25~40%에 달하

였다 (J. J. Knapik et al., 2007; Knapik et al., 2008). Jones, Canham

-Chervak, Sleet (2010)은 2006년 미군 부상역학 자료에서 낙상, 

스포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입원의 가장 큰 3가지 이유였고, 

해당이유는 이라크 및 아프간 작전 간 의료 호송의 주요 이유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7년 미국 APHC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도 과 사용 근골격계 부상이 현역 군인 부상의 70%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Hauschild et al., 2018; Molloy, Pendergrass, 

Lee, Hauret, et al., 2020).

미 육군 근골격계 부상역학연구의 발전은 근골격계 부상 정의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먼저, 군 부상의 체계적 분류는 2000년 초반에

ICD-9CM 기준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외상성 부상, 

부상관련 근골격계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과

사용 또는 외상성 부상을 포함하는 훈련과 관련된 부상을 별도로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했다. 훈련관련 부상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부상이었으

며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건강한 군인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상이었다. 2015년에는 ICD-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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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바뀌었고, 해당 기준의 특성으로 인해 부상 목록체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 사용 부상과 외상성

부상을 구분하고, 근골격계 부상과 비 근골격계 부상을 구분하는데 노력

하였다. 

대부분 군 부상관련 연구가 기초군사훈련간 진행된 연구가 많은데, 

이것은 신병이라는 대상의 유사성, 같은 기간 및 공간에서 통제되어

훈련이 진행되므로 이상적인 연구환경이 마련된다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Jones & Hauschild, 2015).

한국 국군 병원 진료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공개되는 국방통계연보

에서 개괄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20 한국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19년 군 병원 입원진료는 남자가 36,079, 

여자가 352건 있었다 (국방부, 2020b). 외래진료는 남자가 1,577,575

건, 여자가 46,842건 있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향은 군

병원 입원환자는 약 45,000건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했고, 외래환자는 약

1,400,000건부터 점차 늘어났다. 한편 현역병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민간병원 입원현황은 2015년 24,479건에서 2019년 36,092건

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제 입원은 외래진료를 받은 간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 민간 병원 및 군 입원 전체 69,479건에서 2019년

72,523건으로 늘어났다. 민간 위탁 진료의 치료 및 검사 건수도

2015년 각각 3,939건 및 125,918건에서 2019년 4,589건 및

248,130으로 늘어났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2015년 약 514억원에서

2019년 약 805억원으로 300억원 정도의 국가 건강보험 부담액이

증가하였다. 국방백서에 보고된 2014년부터 2020년 까지의 한국군

병력은 63만에서 55.5만명으로 약 8만여명 감소되어 왔다 (국방부, 

2014, 2020a). 총 한국군 현역병 자원은 2015년 328,974명에서

2019년 263,338명으로 약 6만여명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병력수가

감소하면서 진료관련 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원 및 진료 자료 외 세부 부상 발생에 대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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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7)은 2014년부터 2015년 군인 건강조사에서

설문으로 수집한 부상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난 1년간 평균

1.49(±1.25)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9,307명의 응답자 중

1,091명이 한번 이상의 부상을 당했었다는 의미 이다. 

장은욱, 정은진, 김양태 (2018)는 2년간 해양의료원 정형외과 환자

기록을 통해 741명 입원환자의 근골격계 부상역학을 분석하였다. 

스포츠 활동으로 입원한 것이 39.8%로 가장 큰 이유였고 업무(27.9%), 

체력단련(21.1%)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부상 부위는 무릎이 29.7%로

가장 많았고, 발목(25.5%)이 그 다음 순이었다. An, Lee, Moon 

(2021)은 2017년 6월에서 2019년 5월까지 국방의료 정보체계(New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N-DEMIS])를 통해 군대에서

발생한 정형외과적 골절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총 23,687명의 골절

환자가 발생했고, 골절연관 증상 발생비율은 전 군 병력 약 6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 person-year 중 남자가 12.96명, 여자가

0.19명의 비율로 발생하였다. 골절부위 발생율은 1,000 person-year 

중 손(8.38명), 발(3.91명), 하지(3.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진학 (2020)은 특수부대 현역군인 38명을 대상으로 과거의

훈련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경험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42.11%가 근골격계 부상경험이 있었고, 부상 유경험자 중

15.79%가 부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거 부상 평균 횟수는 1.88회였다. 부상원인이 된 훈련 및 상황은

산악구보(35.29%), 헬기강하(23.53%), 사격전술(11.77%), 해상

고무보트(5.88%), 낙상(5.88%), 체육활동(5.88%) 순이었다. 부상부위

는 발목(50%), 무릎(17.86%), 어깨(10.71%), 허리(10.71%), 팔(3.5

7%), 손(3.57%), 손가락(3.57%) 순으로 발생하였다.

  2) 부상 위험 요인

부상위험요인 중 수정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발견즉시 변화를 위한

중재를 시도하고, 수정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예방 노력을 통해 관련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Bulzacchell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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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험요인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들 중 Teyhen et al.

(2020)은 922명의 미 육군 군인들을 대상으로 위험요인들과, 체력요소

들을 부상발생 여부와 종단적으로 비교하였다. 첫 조사 이후 1년간

부상발생을 추적하였다. 전체인원 중 38.8%가 부상 이 있었고, 부상 및

업무 제한이력, 부상 회복력, 양 발목 배측굴곡의 일치성, Y-balance 

테스트의 좌우 일치성, 2마일 달리기 기록, 나이,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상 예측모델은 부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한편, 영국

육군 신병 중 11,937명의 남성과 1,480명 여성들의 2.4km 달리기

기록, 인종, BMI는 부상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해당연구에서

성별은 부상과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았고 유산소 체력이 보다

근본적인 위험요인일 것이라고 하였다 (Blacker et al., 2008). 미 육군

기초군사훈련 간 부상위험요인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

공변인들을 고려한 다변인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로만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남자 신병들의 부상은 나이가 많을 수록, 흡연 경험이

있을 수록, 입대 이전 신체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부상발생과 연관성이

높았다 (Bulzacchelli et al., 2014). 일반적으로, 부상위험요인 연관성

연구에서 개별 연구들은 성별의 혼합, 훈련정도의 유사성, 개별 체력, 

개인 특성이 같지 않으므로 공통적인 결과를 내기위해 일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Bulzacchelli et al., 2014). 

남녀에 따른 신체 및 체력적 차이가 부상발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별은 독립적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일반적으로 여성은 유산소

및 무산소 체력, 근력 및 근지구력, 절대적 근파워가 남성에 비해 낮다

(Anderson et al., 2017; Epstein et al., 2015; Jones et al., 2015;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Murphy et al., 

1986; Nindl et al., 2016). 이러한 체력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형적으로 적은 근육량과 많은 체지방을 갖게 되는 생리학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 (Janssen et al., 2000; Kirchengast, 2010; Miller et al., 

1993;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Nind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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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ells & Plowman, 1983). 에스트로겐과 같이 건과 인대의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적 차이도 있다 (Chidi-Ogbolu & Baar, 

2019;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또한 뼈대

계통의 미네랄 분포 차이가 훈련으로 인한 뼈 골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vans et al., 2008;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2016년 미군 훈련병들의 일반적인 골절 부위는 여성이 골반, 

남성이 정강이 및 비골 부분이었다 (Hauschild et al., 2018;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Anderson, Grier, Canham-Chervak, Bushman, Jones (2015)는

2,101명 육군 경보병부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상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는데, 20세 이하에 비해 21-29세 군인들의

부상위험이 1.37(95%CI 1.00-1.90)배 높았고, 화생방 및 탄약관련

부대와 전차부대가 보병부대에 비해 각각 2.82(95%CI 1.19-6.68), 

1.53(95%CI 1.13-2.07)배 부상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부대유형을 신체적 활동정도로 구분했을 때 일관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공변인을 보정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부상위험이 1.34(95%CI 1.11-1.63)배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골절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골밀도 감소, 골형성

촉진 작용의 감소, 골 재형성 잠재능력 저하, 체력 저하 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JONES et al., 1989;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Waterman et al., 2016). 하지만, 군 에서는

나이에 따라 주어지는 임무와 그에 따른 신체적 활동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Anderson et al., 2017; 

Jones & Hauschild, 2015;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미국 군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35세 미만 보다

35세 이상에 해당하는 군인들의 부상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관련성은 나이보다는 나이에 따른 직업적인 신체적 요구량과 더 관련이

있었다 (Anderson et al., 2017; Jones & Hauschild, 2015;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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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sky et al. (2018)은 미 육군에서 2002년부터 2007년간 수집된

의료기록 자료를 통해 약 28만명의 남성 군인과 5만5천명의 여성

군인의 기초군사훈련 간 부상발생과 위험요인들을 비교하였다. 

25세이상의 신병들은 17세부터 18세 남성 신병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상발생이 1.83배 더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기혼자가 독신인

군인들에 비해 1.36배 부상 위험이 높았고, 계급이 높을 수록 낮은

계급에 비해 부상위험이 0.56배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군 부대 유형별 근골격계 질환은 연구 대상자의 체력 수준, 여군의

비율, 나이의 편차, 수행된 임무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한된다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Rhon, 2010).

일반적으로 활동과 관련된 부상위험은 활동량, 활동유형, 체력, 

개인적 건강위험행동들과 개별 인구학적 특성과 서로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Jones & Hauschild, 2015).

달리기는 군대 신체적 활동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체활동

형태이다 (Loringer et al., 2011;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신병들은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록 부상이 잦아진다. 

874명의 여단 전투부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전투

배치되기 전 6개월간의 훈련 중 달리기가 부상 이유 중 3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고 드는 것(13%), 행군

(11%)순으로 높았다 (Canham-Chervak et al., 2018;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걸음 수와 부상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 육군 기초군사훈련 간

15,000보에서 18,000보 더 걷게 되는 경우 남성은 약 2배, 여성은 약

1.5배 부상발생비율이 높아졌다 (Jones & Hauschild, 2015; Knapik et 

al., 2011). 미 육군 신병 신체활동 유형과 부상을 비교한 연구에서 군

신체활동 유형을 체력단련, 행군, 장애물 훈련으로 나누어 봤을 때

체력단련보다 행군에서 약 5배정도 부상발생 비율(1,000 person-hour 

중 10.5건)이 높고, 장애물 훈련은 16.5건 더 발생하였다 (Jo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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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child, 2015; Knapik, Graham, Rieger, et al., 2013).

특히, 행군을 월별 5번 이상 실시하는 것, 몸무게의 25% 이상 되는

무게를 옮기는 것, 연습에서 주당 4마일 이하로 달린 그룹, 업무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경우는 행군에서 부상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었다 (Molloy, Pendergrass, Lee, Chervak, et al., 2020; 

Schuh-Renner et al., 2017).

Jones, Cowan, Knapik (1994)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달리기 강도, 기간, 빈도, 양과 부상의 관련성을

정리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다변인 모델을 사용하여 달리기 양을

통제했을 때 달리기 속도는 부상예측을 위한 독립적인 유의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Jacobs & Berson, 1986; Jones et al., 1994; 

Koplan et al., 1982; Macera, 1992; Marti et al., 1988; Walter et al., 

1989). 운동시간은 몇가지 외적요인을 통제했을 때 부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위험요인 이었다 (Macera et al., 1989). 하지만, 달리기

빈도는 달리기 속도와 유사하게 전체 달리기 양을 통제하였을 때는

예측에 대한 유의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Macera, 1992; Macera 

et al., 1989; Marti et al., 1988; Walter et al., 1989). 가장 일관적으로

운동관련 부상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달리기 양(1주간 달린

거리)이었다 (Blair et al., 1987; Hoeberigs, 1992; Jacobs & Berson, 

1986; Koplan et al., 1982; Koplan et al., 1985; Macera, 1992; 

Macera et al., 1989; Marti, 1988; Marti et al., 1988; Powell et al., 

1986; Walter et al., 1989).   

대부분 연구들이 통제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기초군사훈련의 상황

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군인들이 기초군사훈련 이후 자대 배치된

상황보다 기초군사훈련간 가장 높은 트레이닝 관련 근골격계 부상이

발생한다 (ALMEIDA et al., 1999; Henderson et al., 2000; Jones & 

Knapik, 1999).

다양한 부상위험요인 리뷰논문에서는 같은 나이 및 성별 그룹과

비교했을 때 비 활동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던 육군 신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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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고한 집단에 비해 훈련에서의 부상발생이

1.7에서 2.5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Grumstrup-Scott & Marriott, 

1992; Jones et al., 1988; Jones & Hauschild, 2015; Knapik et al., 

2010).

Jones, Cowan, Knapik (1994)은 군입대 전 신체활동이 많은

신병일 수록 기초 군사훈련 간 운동관련 부상위험이 적다고 하였다

(Cowan et al., 1993; Gardner Jr et al., 1988; Grumstrup-Scott & 

Marriott, 1992; Jones, Bovee, et al., 1993; Jones et al., 1992; Jones 

et al., 1994; Jones, Cowan, et al., 1993).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1.2에서 2.8배 정도, 여성은

1.3에서 4.4배정도 부상위험이 증가한다 (Jones et al., 1999; Jones & 

Hauschild, 2015; Jones & Knapik, 1999; Knapik et al., 2010). 

Anderson et al. (2015)은 2,101명 육군 경보병부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상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공변인을 보정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부상위험이 1.34(95%CI 1.11-1.63)배 높게 나타났다.  

3편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체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de la Motte et al., 2017; de la Motte et al., 

2019; Lisman et al., 2017). Lisman et al. (2017)은 심폐체력과

부상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심폐체력은 연구별로 다양하게 측정

또는 추정되었는데 정해진 거리를 빠르게 달린 시간, 셔틀런(shuttle-

run) 및 스텝 테스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해진 거리를 늦게

달리는 것은 남녀 군인들 모두에게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이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 또한 낮은 셔틀런 기록은 남자 군인들의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이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낮은 스텝 테스트

기록은 남자 군인들의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이라는 중간 정도의 증거가

있고, 여자 군인들에게는 제한된 증거가 있다. 

Tomes, Sawyer, Orr, Schram (2020)은 체력테스트의 부상예측과

관련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7개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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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고 그중 7개의 연구가 메타분석 연구로 선정되었다. 메타분석

결과 빠른 시간 안에 달리는 형태의 유산소 테스트 기록은 부상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RR 2.34, 95%CI 2.02-2.70). 

de la Motte, Gribbin, Lisman, Murphy, Deuster (2017)은

근지구력 및 근력과 부상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낮은 팔굽혀펴기 기록은 강한 증거가 있는 근골격계

부상위험 요인이며, 낮은 윗몸일으키기 기록은 중간 정도의 증거가 있는

근골격계 부상위험 요인이었다. 발목과 무릎의 등속성 굽힘력과 등, 

팔굽, 무릎의 등척성 근력은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으로써 중간 정도의

증거가 있다. 낮은 턱걸이 기록과, 등장성 근력은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으로써 제한된 증거가 있다. 

낮은 팔굽혀펴기 기록은 남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밝혀진 부상위험

요인이다 (Jones & Hauschild, 2015; Jones & Knapik, 1999; Knapik 

et al., 2010; Thacker et al., 2000). 특히 육군 신병의 팔굽혀펴기

기록이 하위 1/4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장 상위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1.6배 부상위험이 높았다 (Jones & Hauschild, 2015; Knapik et al., 

1999). 윗몸일으키기와 부상의 연관성은 팔굽혀펴기에 비해 일관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Jones & Hauschild, 2015; Knapik et al., 

2010). 근력은 근 지구력과 달리기 기록에 비해 부상과의 연관성이

낮은 요인이었다 (Jones, Cowan, et al., 1993; Jones & Hauschild, 

2015; Knapik et al., 1999; Kraak & Suitor, 2007).

de la Motte, Gribbin, Lisman, Murphy, Deuster (2019)는 유연성, 

파워, 스피드, 평형성, 민첩성과 부상위험을 비교하는 체계적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햄스트링(hamstring) 및 발목 유연성, 하지 파워, 달리기

스피드, 한 다리 서기 테스트에 대한 낮은 기록은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으로써 중간정도의 증거가 있다. 반면 민첩성은 근골격계

부상위험요인으로써 제한된 증거가 있다. 유연성이 너무 낮거나 높은

그룹은 부상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Jones, Cowan, et al., 1993; Jones 

& Hauschild, 2015; Knapik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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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et al. (2015)은 2,101명 육군 경보병부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부상과 위험요인을 공변인을 보정하여

비교하였다. BMI는 정상기준 그룹에 비해 27.5-29.9 범주에 속하는

그룹의 부상위험이 1.62(95%CI 1.20-2.18)배 높게 나타났다. Jones, 

Hauschild (2015)의 리뷰연구에서는 BMI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을

수록 부상이 많이 발생하였다 (Heir & Eide, 1997; Jones et al., 1988; 

Reynolds et al., 1994). 

Jones et al. (2017)은 미 육군의 2010년부터 2012년간 수집된

의료기록을 통해 약 14만명의 남성 및 4만 1천명의 여성 신병들의

부상발생과 위험요인들을 비교하였다. BMI와 달리기 기록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 느리고 낮은 BMI 그룹이 빠르고 정상 BMI 그룹에 비해

2.6배 부상위험이 높았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간 영국 육군 보병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부터 58%정도에 속하는 1,810명의 신병이 적어도 1번 이상

훈련간 부상을 입었다 (Robinson et al., 2016). 이 연구에서는 2.4km 

달리기가 느리고, 낮은 체질량, 부상이력이 있을 수록 부상발생과

연관성이 높았다 (Robinso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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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부상 예방

  1) 군 부상예방 전략

Jones, Canham-Chervak, Sleet (2010), Jones, Hauschild, 

Canham-Chervak (2018)은 군 부상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적 단계를 5 

단계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부상감시, 둘째 부상위험요인 및 원인연구와

현장 조사, 셋째 중재 연구, 넷째 프로그램 및 정책 적용, 다섯째 적용된

프로그램 및 정책 평가 및 모니터(monitor) 였다. 앞서 말한 단계는

모든 단계가 상호 연관 되어있고 이론적으로 개발한 이상적인 절차이나, 

현실적으로 항상 단계 순서를 지켜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Jones, Canham-Chervak, & Sleet, 2010; Jones et al., 2018). 또한

적용을 원하는 국가 마다 필요한 자원의 한계로 인해 그대로 재현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Jones, 

Canham-Chervak, Sleet (2010)는 비용 효율적이며,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근거기반 공중보건적 의사결정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위험하고 큰 문제 확인, 둘째 효과적인 예방책에

대한 근거 탐색, 셋째 예방을 위한 근거의 질 평가, 넷째 근거의 강도

및 일관성에 기초한 권고사항 제시, 다섯째 중재연구의 우선순위화, 

여섯째 연구적 격차 확인이었다. 또한 Jones, Canham-Chervak, Sleet 

(2010)은 군 부상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해결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상예방 우선순위 설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

n 해당 부대임무와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 일치하는가?

n 공중 보건 또는 업무 생산성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l 문제의 크기(빈도, 발생)

l 문제의 심각성(개인 건강 및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

l 문제의 비용(트레이닝, 자산, 개인 비용)

l 위험 인구의 크기

l 염려 정도(지휘관의 부담, 공공 및 군인들의 부담, 가시화된 문제)

n 문제의 예방가능성



26

l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가?

l 위험 요소를 수정할 수 있는가?

l 현 부상률을 줄일 수 있는 증명된 예방 전략이 존재하는가?

l 부상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가?

l 효과크기

n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실현가능성

l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적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는가?

l 적용 및 유지를 위한 적절한 예산이 있는가?

l 적용 기관에 의해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적용 및 유지할만한

권한이 있는가?

l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 본연의 임무를 방해하지 않는가?

l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수용할 만한 정치적 문화적인 이해가

있는가?

l 적용 및 유지를 위한 신뢰성과 책임감이 존재하거나 세울 수

있는가?

n 시기적절성

l 적용 하는 시기

l 결과 확인 시기

n 프로그램 또는 정책 평가

l 프로그램 또는 정책 효과를 평가할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l 프로그램 또는 정책 이득이 적용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능가하는가?

l 적용 결과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가? 

Ruscio et al. (2010)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미국 군 부대 유형 별

부상예방 우선순위에서 육군은 체력단련, 공군은 차량 교통사고, 

해병대는 총기 화약 사고를 가장 주요한 예방활동으로 정하였다. 낙상은

해군에서 가장 첫번째 주요 예방활동으로 정하였고, 다른 군에서 낙상은

3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각 부대 고유의

임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 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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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아닌 전체적인 국가의 군 부상 예방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다양한 의료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상발생의 정도 및 범위를 이해한다. 둘째, 방법적

우선순위를 개발한다. 셋째, 모든 종류의 부상을 평가한다. 넷째, 

병상일수와 같이 부상이 신체적 즉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부상예방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준과 체계적 평가절차를

사용한다.

Jones, Canham-Chervak, Sleet (2010)은 또한 현실적인 부상예방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이용가능한 군 감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크고 심각한 부상 문제를 파악하라, 둘째

그 부상을 위한 기존 연구들의 체계적문헌고찰을 활용 또는 실시하라, 

셋째 예방프로그램 및 정책결정을 위한 의료 및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형성하라, 넷째 증명된 예방전략을 우선순위에 의거 사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라, 다섯째 가장 크고 심각한 부상문제에 관해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기존

연구들을 검색해라, 여섯째 부상예방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하라, 마지막으로 부상관련 전문 국가기관과 함께

파트너쉽을 형성하라.

Molloy et al. (2020)은 미 군 부상예방 노력과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잘 요약하였다. 미 육군은 표준화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병들에게 우선 적용하였는데 부상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사전 체력검사 및 기초군사훈련 간 영양소 보충은 부상을 줄이는데

고무적이었다고 하였다. 

영양과 관련하여 비타민 D 보충은 미국 해군 여자 신병의 피로골절

발생을 20% 줄였다 (Lappe et al., 2008). 사전 체력검사 중

Occupational Physical Assessment Test (OPAT)는 부상위험을 위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군인 직무에 필요한 체력의 최소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부대로

배치된 군인들의 활동에 대한 개인의 체력적인 부분이 일치하여 부상을



28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Hauret et al., 2019; Knapik et al., 2004). 

Army Physical Readiness Training (APRT)는 미 육군의 표준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력단련을 중점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APRT를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이전에 사용했던 트레이닝

방법에 비해 부상은 33%에서 45% 정도 줄어 들었다 (Knapik et al., 

2009; Molloy, 2016). 부상발생을 예측하여 위험 그룹들을 선별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골격계 예측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의 특징은 잠재적으로 효과적이고 시간 및 자원대비 효율적이다. 

이러한 종합적 예측모델에서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평가하는데 흡연, 

유산소체력, 근지구력 및 기능적 움직임 검사(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미국 육군 기초 군사훈련 센터(U.S. Army Center for Initial 

Military Training)에서는 Holistic Health and Fitness System 

(H2F)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심리, 정신, 영양, 수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군사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추가로 체력단련 선택사항들을

많이 마련한 시스템이다. 또한 H2F의 체력 단련 및 검사 원칙은 Army 

Combat Fitness Test (ACFT)를 포함하고 있다. 

달리기를 위한 신발은 착용하기 편하고, 적절한 크기, 그리고 밑창의

주기적인 교체가 권고되고 있는데, 발 모양에 따라 변형된 신발 착용은

부상위험을 줄여 주진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Knapik et al., 2014; 

Molloy, 2016). 이전 부상경험은 미래 부상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

이므로 부상을 가진 경험이 있거나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지내는

군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부상 확인, 

전문가의 관리 및 재활을 통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 육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미 육군 사령부가 개발한 Soldier Readiness Test and 

Training Program (SRT2P)의 주요 요소였다고 하였고 현재는 H2F가

SRT2P의 노력을 대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 육군은 H2F 현장

테스트를 위해서 선수치료사(Athletic Trainer [AT]), 면허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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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물리치료사, 체력관리 코치, 작업치료사, 인지향상 전문가를

30개의 작전 대대에 할당하게 되었다. 특히, 특수작전부대는 유일하게

AT, 면허가 있는 영양사, 작업치료사, 체력관리 코치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체력관리 코치는 부대 지휘관과 긴밀히 의논하여 군인들의

정기적인 부상보고, 병원에서 현장으로의 복귀 과정, 체력단련과 체력적

임무 스트레스 사이에서의 조율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문적 인원들이 전 군부대에 배치되기 전에는 미 육군 의무사령부 U.S. 

Army Medical Command (MEDCOM)에서 배치된 물리치료사로부터

아침 부상보고를 통해 즉각적인 근골격계 질환 관리 시스템을 유지

하였다. 의무사령부는 미국 육군 훈련 사령부(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와 함께 2010년부터 선수치료사를 기초군사훈련

부대에 배치 및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Molloy et al. (2020)은

근골격계 부상 정의를 체계화 시키고, 일관적인 코딩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차후 연구에서의 문제 식별에 필수적인 것이라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 육군 공중보건센터(Army Public Health Center)에서는

포괄적인 부상 명명법을 개발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방법은 부상을

감시하는 체계를 향상시켰다.

  2) 군 부상예방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Bullock, Jones, Gilchrist, Marshall (2010)은 신체훈련과 관련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전까지 조사된

연구들을 수집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들은 총 27개의 세부 예방 전략을 아래와 같은 6가지로

분류하였다. 

n 운동 및 훈련 프로그램

n 장비 및 환경 교육

n 영양, 보충제, 수분보충

n 약물 복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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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리더십 및 책임 문제

n 감시 및 평가

해당 논문의 전문가 그룹은 4가지 성공적인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전략요소를 언급하였는데 첫째 리더 교육, 둘째 리더십 보조, 

셋째 부상 감시 부대, 넷째 충분한 부상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정보였다. 부상예방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저자는 근거의

강도, 효과크기, 현실성, 효과의 시기적절성, 지속유지가능성, 측정가능한

종속변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과훈련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다방향의 근 신경 및 고유수용성

민첩성 트레이닝, 위험한 활동 시 마우스가드 또는 발목 보조기 착용, 

고강도 활동 후 1시간 이내 영양분 섭취, 물집 방지를 위한 합성 양말

착용 순으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등(back) 보조기구 또는 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운동 전 염증제거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권고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권고하기 어려운 방법들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n 운동 이전·이후 스트레칭

n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던 사람들에게 낮은 강도의 운동 처방

n 구체적으로 단련할 근육을 목표로 하기

n 정해진 사용 기간 이후 운동화 교체

n 신체활동 이전 워밍업, 이후 쿨 다운(cool down) 운동

n 단체 달리기 대열에서 가장 키가 작은 구성원을 앞에 세우기

n 보폭 조정

n 표준화되고 점진적인 행군 프로그램 참여

n 행군 간 점진적 부하 증가

n 위험한 운동 또는 운동기구 피하기

n 몸무게 측정 일자와 최대노력 체력테스트 일자를 구분하기

n 충격 흡수 깔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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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개인 발 모양 맞춤형 운동화 착용

n 고 위험 활동 이전 발목 테이핑

n 부상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지면에서 달리기

n 장애물 코스 지면 정비

n 계절적 변화에 따른 트레이닝 부하 조정

n 근골격계 부상예방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참가 장려

n 안전한 리프팅(lifting) 기술 교육

n 재 부상 방지를 위한 조기 아이스 찜질 실시

n 여성, 부상감소를 위한 경구피임약 섭취

n 부상 재활운동 이후 회복훈련(reconditioning)의 표준화

n 부상 위험 지표 모델에 의한 부상 위험 예측

Wardle, Greeves (2017)는 Bullock et al. (2010) 이후 발간된

연구들을 추가 수집하여 군인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부상예방 전략을

찾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권장될 수

있는 전략은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 지휘관의 인식변화, 신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착용하는 신발을 변형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았고 일부

군 대상자들에게는 보조기를 권고하였으며, 체력단련과 관련한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권고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인해 추가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체력단련 방법에서는 26개의

중재연구가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인 체력단련 유형으로써 근신경계훈련, 

균형 및 민첩성 훈련, 코어 안정화 트레이닝, 기능적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이 있었다. 포함된 26개의 중재연구 중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개뿐이었다.

Dijksma et al. (2020)은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탐색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최종 선별된 15개의 무작위 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들을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는 16세부터

50세에 이르는 생도 및 신병을 포함한 군인이었으며 대부분 남성이었다. 

메타분석은 주요 결과변수인 근골격계 부상 종류와 정의가 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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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유사하지 않아 단 3가지 연구만 포함되었는데, 모두 정적

스트레칭의 근골격계 부상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였다. 스트레칭의

부상예방 효과는 메타분석 결과 상대 위험비(RR) 0.93(95%CI 0.79-

1.09)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외 다른 12개

연구는 기존 해당 부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다르게 하여 적용한

연구였고 세부 운동은 코어 안정화훈련, 보행 트레이닝, 달리기를

행군으로 대체하는 경우, 동적 준비운동, 전방 무릎 통증 예방 프로그램, 

근 신경 체중 부하 운동, 근력운동 이었다. 보행 트레이닝(HR 0.25, 

95%CI 0.05-0.53) (Sharma et al., 2014), 행군 대체 훈련(RR 1.65, 

95%CI 1.21-2.25) (Rudzki, 1997), 전방 무릎 통증 예방

프로그램(RR 0.27, 95%CI 0.14-0.54) (Russell J Coppack et al., 

2011), 근신경 및 균형 훈련(HR 0.34, 95%CI 0.15-0.78) (Parkkari 

et al., 2011), 민첩성 훈련(RR 0.32, 95%CI 0.12-0.85) (Dijksma et 

al., 2019)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훈련과 병행하여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중재 되는 운동이 엄격히 실시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단일

운동만으로 적용할 수 없어 기존 방식과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Arslan, Dijksma, van Etten-Jamaludin, Lucas, Stuiver (2020)은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외 방법을 연구한 논문들로만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총 27개의 RCT 연구를 분석하였고, 

포함된 논문의 연구대상자는 16세부터 50세 사이의 생도 및 신병을

포함한 군인이었으며 대부분 남성들이었다. 연구 중재방법은 총

7가지(신발깔창, 신발, 양말, 보충제, 예방약물, 육군 조끼, 보조기구)로

분류되었다. 신발깔창 관련 연구들이 12개로 가장 많았지만 오직 3개의

연구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과크기는 RR 0.34-0.63 

이였다 (Finestone et al., 1999; Franklyn-Miller et al., 2011; 

Milgrom et al., 1985). 그 중 2가지 연구는 피로골절 발생 유무, 

1가지는 하지 부상만을 주요 결과 요인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연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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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어렵다. 양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반 군 양말과 패드가 달린

폴리에스테르 재질 양말과의 비교였는데 무릎의 과 사용 부상과 유의한

연관성이(RR 0.54, 95%CI 0.36-0.81) 있었다 (Van Tiggelen et al., 

2009). 보충제와 관련된 연구는 총 3가지 연구가 조사되었는데

보충제의 내용은 단백질 보충제, 칼슘이었고 전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RR 0.62-0.65) (Flakoll et al., 2004; Lappe et al., 2008; 

Schwellnus & Jordaan, 1992). 교정기와 관련해서는 동적 대퇴 무릎

교정기를 사용한 생도 그룹에서 전방 무릎 통증 발생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RR 0.50, 95%CI 0.2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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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군 신체활동 수준(소논문 1)

1. 서론

군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체적으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군인의 신체활동은 체력과 연관성이 있다

(Gubata et al., 2011; Wang et al., 2010). 신체활동은 미군에서

군인들의 전투수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념화된 전투수행력 3요소

(performance triad)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Hruby et al., 2018). 

군대에서 훈련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체력 향상과

부상예방을 위해서 신체활동량을 조정해야 한다.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면

부상위험도 증가하지만, 반대로 신체활동량이 너무 없으면 트레이닝의

효과가 없다 (Knapik et al., 2009; Simpson et al., 2013). 부상은

의료비용 및 관리 인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무가능한 군인의 수를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신체적 준비태세를 약화시킨다 (Knapik et al., 

2012; Knapik et al., 2009; Scott et al., 2012; Simpson et al., 2013). 

미군은 부상을 줄이기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실제

점진적인 트레이닝 부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측정하였다 (Simpson et al., 2013). 또한 군대 신체활동 측정은 다양한

기초 군사 훈련 장소에서 동일한 정도의 강도로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Simpson et al., 2013). 한

연구에서는 특정 훈련기간 동안의 신체활동이 유산소와 근력 수행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Rintamäki et al.,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측정을 통해 군 훈련의 신체적 요구량을

분석하였다 (Aandstad et al., 2016; Blacker et al., 2009; Jaenen, 

2009; Rayson, 1998; Tharion et al., 2005; Wilkinson et al., 2008; 

Wyss et al., 2012). 따라서, 신체활동은 확인 및 감시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되고, 부상예방을 위해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트레이닝을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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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적으로 군대 환경의 신체활동역학 연구에 대한 자료는

대개 미국이나 유럽권 외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다. Harrison, 

Brennan, Levine (2000)은 조사된 8,572명 중 63%의 미국

군인(해병대 78%, 육군 74%, 해군 60%, 공군 50%)들이 당시

‘Healthy People 2000’ 권고사항이었던 1주일 중 3일 이상의 운동을

실시한다고 대답하였다. Lindquist, Bray (2001)는 1995년(n=16,193) 

부터 1998년(n=17,264) 사이 미국 군인들의 신체활동과 과체중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 군인들에게 매일 적어도

2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1주일 중 3일 이상 실시하였는지 물어보았다. 

남군은 65.5%(1995년) 및 67.9%(1998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여군은 61.5%(1995년) 및 62.8%(1998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미

국방부에서는 1980년부터 3년에 한번씩 현역 군인들의 신체활동, 

식습관, 약물복용, 음주 등과 같은 건강행동을 측정하기위해 건강행동

조사(Health Related Behaviors Survey [HRBS])를 실시 해 오고 있다

(Hruby et al., 2018). HRBS의 목적은 군인들의 전체적 건강습관을

확인함으로써 국군의 신체적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Hruby et al., 2018). HRBS는 민간인들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 군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건강관련 행동 사이의

관계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Hruby et al., 2018). 

빈번한 움직임, 체력, 신체적 기준, 규칙적인 체력단련, 독특한 군대

문화와 같은 것들이 군환경의 특색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Hruby et al., 2018).

2011년 HRBS에서는 전체 27,034명의 군인들이 1주일 중 175분의

중강도 신체활동 및 116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04분의

근력운동을 실시하였다 (Hruby et al., 2018). 나이가 젊을 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가 없는 별거 군인들의

경우 중고강도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시간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Hruby 

et al., 2018). 2015년 HRBS에서는 73.7%의 미국 군인들이 1주일 중

적어도 150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시하였고, 25%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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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시하였다 (Meadows, 2018). 

50%의 군인들은 1주일 중 적어도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시하였다 (Meadows, 2018). 세부적으로 육군은 29.8%의 군인들이

1주일 중 적어도 300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다른 군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공군은 20%로 가장

낮았다 (Meadows, 2018). 전체군인의 46.5%는 1주일 중 적어도 3일

이상 근력운동에 참여하였다 (Meadows, 2018). 해병대의 54.9%가

1주일 중 적어도 3일 이상 근력운동에 참여했는데 다른 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해군은 38.5%로 가장 낮았다 (Meadows, 

2018). Bae, Kim, Cho (2011)는 2002년부터 2008년간 실시된

직업군인들의 한국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신체활동 추이를

연구하였는데, 신체활동은 불규칙적이고, 빈번히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몇가지 연구에서는 군인 신체활동과 군 특징적인 사회경제적요인, 

인체측정학적 변인, 생물학적 특징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Tomczak (2012)은 103명의 폴란드 군대에서 행정부대와 특수부대

사이의 신체활동을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을 통해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중고강도 신체활동량 모두

특수부대가 더 유의하게 높았다. Mullie, Collee, Clarys (2013)은

마찬가지로 IPAQ을 통해 1,852명의 벨기에 육군 군인들의 신체활동을

측정하였다. 신체활동량인 1주일 간 대상당량-분(Metabolic Equiva-

lents-minutes [MET-min]) 값은 걷기의 경우 나이, BMI와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1주일 간 고강도 신체활동의 MET-

min 값은 나이, BMI, 교육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Schulze et

al. (2015)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69명의 독일 공군 및 해군

군인들의 1주일 간 신체활동을 계급과 임무지역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 징병된 군인 일 수록

장교 및 부사관에 비해 높은 신체 활동량을 보였다. 임무에 따라

살펴봤을 때, 참모요원 들은 운전수와 서비스 제공자 임무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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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 비해 유의하게 덜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chulze et al.

(2015)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Schulze et al. (2016)은 허리둘레, 

BMI, 성별, 나이에 따라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허리둘레, 높은 BMI,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여가시간 중 낮은

신체활동수준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가장 적거나 가장 많은 연령대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더 활동적인 경향이 있었다. Ferraz et al.

(2020)은 146명의 군 헌병장교들의 신체활동을 IPAQ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특수화 조직의 헌병 장교일수록 순찰임무를 부여 받은

장교들보다 더 높은 신체 활동량을 보였다. 

신체활동과 신체적 특징 들과의 관계성을 연구한 논문들 중 Collee, 

Clarys, Geeraerts, Dugauquier, Mullie (2014)는 4,959명의 벨기에

군인들의 IPAQ을 통해 측정된 신체활동 MET-min 값을 3분위수로

분류하여 체력과 비교하였다. 신체활동이 1분위수 에 속한 그룹에 비해

2, 3분위수에 속한 그룹들은 각각 50%, 70% 체력 검정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었다. Sarah et al. (2019)은 2007년 실시된

‘Longitude Millennium Cooperative’ 연구에서 10,105명의 미국

공군 군인들의 신체활동과 체력검정결과 및 허리둘레와 비교하였다. 

높은 신체활동과 낮은 영상매체시청 시간은 높은 VO2max와 연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높을 수록 허리둘레도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신체활동과 체력검정결과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연구와 같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체활동 수준은 계급, 

병과 등에 의해 맡겨진 임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군인들을 조사한 HRBS와 같은 연구들이 아니면 대표성

있는 신체활동 값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 군인의 신체활동은

한국군만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한국인만의 사회경제적, 인체 측정학적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군인의 유산소성

신체활동 형태에만 집중되어 분석되었고, 근력운동과 같은 군인에게

중요한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첫번째 연구목적은 한국 군인의 유산소성 신체활동과



38

근력운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연구목적은 그러한 한국 군인의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을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인 및 군 환경을 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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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자료수집절차는 Kim (2017)과 Kim et al. (2017)에서 기술된

부분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4년과 2015년에

실시된 한국군 건강조사(Military Health Survey [MHS])를 통해

수집되었다. MHS는 한국군인의 건강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국군의무학교에서 2014, 2015년 매년 한번씩 총 2회 실시한

횡단조사이다. MHS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를 군 환경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조사내용은 군 관련 정보, 건강행동, 손상(사고, 

중독) 및 안전의식, 삶의 질,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의료 지원, 여 군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사 설문지는 직업군인을 위해 총 170문항, 

용사들을 위해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층화 단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군인들을 대표하기위한 샘플수를 예측하여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추출과정에서 군 우편 주소목록을 이용하여 성별, 계급, 군

부대 종류, 군 부대 지역을 고려한 다층 군집 무작위 추출방법이

사용되었다. 참여자는 설문에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한 이후 해당 부대

책임자에게 전달하였고, 책임자는 완료된 설문지를 국군 의무학교로

전달하였다. 국군의무학교의 MHS 담당 부서는 조사된 내용을 정리 및

코딩하여 원 자료를 완성하였다. 2014년 조사는 5월에서 7월 사이

진행되었고, 2015년은 7월에서 9월 사이 진행되었다. 모든 참여자가

조사참여를 위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본 연구자료는 국군의무사령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2014년 AFMC-14-IRB-004, 2015년 AFMC-

15060-IRB-15-049)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이용을 위해 국군의무학교 관련 실무자에게 개별 접촉하여

원시자료 이용에 관한 서약 동의서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군의무학교의 승인을 거쳐 실무자로부터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와 함께

SAS 확장자 형식으로 된 원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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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은 IPAQ을 통해 측정되었다. 한국어 IPAQ설문은

Oh, Yang, Kim, Kang (2007)에 의해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IPAQ은 10분 연속적으로 실시된 지난 1주일 간의 중강도 및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일 수 및 시간을 측정한다. 또한 신체활동 유형 중

지난 1주일간 특별히 최소 10분 이상 걸었던 일 수 및 시간을 측정하고, 

근력운동 일 수도 측정한다. 신체활동 원자료는 IPAQ 분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IPAQ Committee, 2005). 

신체활동 시간은 중강도 시간과 2배의 고강도 시간을 서로 합하였는데, 

이것은 고강도 활동 강도를 8MET로 정의하고 중강도를 4MET로

정의한 근거를 토대로 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은 연속 변인과 비연속

변인 두가지 형태로 바꾸어 분석되었다. 연속 변인으로써 신체활동은

1주일 간 각 강도 별 실시된 시간(분)으로 정의되었다. 비연속

변인으로써 신체활동은 Piercy et al. (2018)의 기준으로 그룹을 분리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해당 기준은 1주일 간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 150분 미만, 150-299분, 300분 이상으로 정의하여 각

4가지 그룹을 비 활동, 불충분한 활동, 활동적인, 높은 활동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비연속 변인으로써 150분 미만 중고강도 그룹과 그

이상 그룹으로도 분류하여 추가 분석되었다. 

근력 운동은 지난 1주일 간 실시한 일 수로 정의되었다. 근력운동

일 수는 미국 HRBS를 참고하여 전혀 실시하지 않은 그룹, 1~2일, 

3일이상 실시한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Meadows, 2018). 

또한 근력 운동은 2일 미만, 2일 이상실시한 그룹으로도 나누어 추가

분석하였다. 

유산소 및 근력운동 형태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충족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4 그룹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하였다.

n 1주일 간 150분 이상의 유산소성 형태의 중고강도 신체활동만 달성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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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주일 간 2일 이상의 근력운동 형태의 신체활동만 달성한 그룹

n 위에 제시된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그룹

n 위에 제시된 1과 2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 그룹

3) 공변인

신체활동과 한국군 특성과의 독립적인 비교를 위해 잠재적

혼동변인들을 공변인으로 고려하여 통제하였다. 지난 유사 연구들을

참고하여 공변인은 나이, 성별, BMI, 교육수준, 흡연, 결혼여부로

선정하였다 (Hruby et al., 2018; Lindquist & Bray, 2001; Mullie et al., 

2013; Sarah et al., 2019; Schulze et al., 2016). 또한 지난 연구들을

참고하여 군 특수환경을 고려했을 때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변인을 추가로 포함하였는데 해당 공변인은 군 부대 유형, 계급, 부대

지역, 병과로 선정하였다 (Hruby et al., 2018; Lindquist & Bray, 

2001; Mullie et al., 2013; Schulze et al., 2016). 음주는 고려할만한

공변인이지만 용사들은 음주가 통제된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설문자체에서 음주 관련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나이는 25세 미만, 25-34세, 35-44세, 4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73.5%의 참여자들이 25세 미만이었지만, 나이를 4그룹으로 구분한

것은 미국 HRBS를 참고하여 비교하기 위해서 였다 (Meadows, 2018). 

또한 이러한 연령대의 구분은 군 계급, 나이를 고려한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학적 구조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형태의 분류 방법이라 생각된다. 

BMI는 설문으로 기입된 체중(kg)에 신장의 제곱(m2)을 나누어

계산되었다. BMI는 미국 HRB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과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Hruby et al., 2018). 

이러한 자가보고식 방식은 참여자가 넓은 지역에 분포된 대규모

역학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Lassale 

et al., 2013; Lindquist & Bray, 2001). BMI는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기준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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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미만을 저체중, 18.5-24.9를 정상, 25-29.9를 과체중, 30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여 그룹화 하였다 (WHO, 2000).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3가지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비 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자로 나누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자, 기혼자로

나누었다. 군 부대 유형은 MHS에서 조사된 형태대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계급은 용사, 부사관, 장교 3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병과는 전투, 기술, 행정, 특수병과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군 부대 지역은 대도시, 도시, 시골, 군사분계선 인근

격오지 4가지로 나누었다.

4) 참여대상자

전체 참여대상자는 14,291명이며 2014년에 8,009명, 2015년에

6,382명이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신체활동 데이터와

결측값을 포함한 인원 3,932명을 제외하여 10,35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5) 통계분석

연속변인 형태의 유산소성 신체활동 변수는 평균 및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계산하였다. 각 공변인 별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연속변인 형태의

유산소성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변수는 비율 및 95%CI를 계산하였다. 

비연속변인 형태의 신체활동 변수와 공변인과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공변인들과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써 모든 이분형

신체활동 변수만 포함하였는데, 공변인 별 기준 그룹에 비해 다른

그룹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가 몇배 정도 연관되는지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고, 원자료 가공 및 통계분석은 모두 STATA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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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 U.S.)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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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변인 별 신체활동 시간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한국군은 평균

주당 708분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245분, 중강도는 218분이었다. 걷기 활동은 주당 402분 실시하

였다.

나이대별로 살펴봤을 때, 용사들의 연령이 포함된 25세 미만 그룹에

서 전체적으로 신체활동 시간이 많았다. 중고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평균은 44세 초과 그룹이 더 높았지만 25세 미만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걷기는 25세 미만 그룹(426분)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시간을 보였다. 남 군은 여 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배정도 신체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 신체활동

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신체활동 시간은

BMI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그룹이 가장 많은 신체활동 시간을 보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자들이 다

른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신체활동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인 군인이 기혼자에 비해 신체활동시간이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 해병대는 중고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에서 다른 군보다 많은 신체

활동 시간을 보였다. 중강도 신체활동 및 걷기활동은 육군과 해병대가

비슷한 수준의 시간을 보였다.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점차 낮아졌고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고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용사, 부사관, 장교 순으로 점차 낮아졌고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투병과 군인들이 다른 병과에 비해 전반

적인 신체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 신체활동과 걷기가 다른

병과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부대 위치는 걷기의 경우 격오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높은 시간을 보였다. 

네 그룹으로 나눈 신체 활동량을 공변인 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든 공변인들의 하위 그룹과 신체활동 네 그룹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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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모든 공변인 하위 그룹에서 가장 활동적인 그

룹(주 300분 이상 신체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장 활동적이었던 군인

들의 공변인 하위 그룹 간 최소 및 최대 차이는 성별, 교육수준, 군 유

형, 계급, 병과에서 10%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가장 활동적이었던 남

녀 군인들의 차이가 23% 정도로써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공변인 별 근력운동일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3에 제시되었다. 근

력운동은 전체 군인의 약 52% 정도가 주당 3일 이상 실시한다고 응답

하였다. 모든 공변인의 하위 그룹과 구분된 근력운동일 수는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다. 주당 3일 이상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던 그룹은 여

성(22%)이었다. 또한, 35-44세 나이대가 다른 나이대에 비하여 주당

3일 이상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34%). 그 외 40% 

미만을 차지한 비율만 확인하였을 때 특히, 비만(35%), 기혼(38%)인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주당 3일 이상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

장 낮았다.

유산소성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가이드라인 준수의 공변인 하위그룹

별 비교는 Table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산소성 신체활동 가이드

라인은 81.4%, 근력운동은 67.8%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신체활동을 모두 준수하는 비율은 60.7%로 나타났다. 근력

운동은 가장 젊은 나이대에 비해 25-34세 그룹, 35-44세 그룹에서 가

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가 각각 1.24배, 1.59배 유의하게 높았다.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35-44세 나이대에 1.32배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가지 유형의 활동 모두 실천하지 못할 경우가

2.65배, 유산소성 신체활동은 1.88배, 근력운동은 3.26배나 높았다. 

BMI에서는 정상 수준 보다 저 체중 그룹인 경우 유산소성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그리고 두가지 가이드라인 모두 준수하지 못할 경우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육군에 비해 해군 및 공군일 수록 두 가

이드라인 모두 실천하지 못할 경우가 높았고, 해병대의 경우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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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운동은 0.67배, 두가지 유형 모두 하지못하는 경우는 0.71배 낮게

나왔다. 두가지 유형의 신체활동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사관, 

장교로 갈수록 각각 1.23배, 1.39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

투병과에 비해, 비 전투 병과일수록 유산소성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가

이드라인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근무지역

특성은 특히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격오지는 두 가이드라인 모

두 실천하지 못할 위험이 1.42배 증가하였다.

Figure1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신체활동유형 별로 나타낸 것이다. 

약 10%의 군인들은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어떤 유형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유산소성 신체활동 가이드라인만 실천하는 경우

는 20%이며, 근력운동 가이드라인만 실천하는 경우는 약 8% 였다. 

한국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신체활

동 실천율을 나타냈다(Figur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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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ctivity time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covariates

S.E., standard error; MVPA, VPA, MPA and Walk were measured in minutes per week; Proportion was expressed 
as percentage in parenthesi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Covariates Total (n) MVPA VPA MPA Walk 
Total 10,359 707.9 (7.2) 244.8 (2.6) 218.3 (3.1) 401.8 (6.3)

Age <25 7,617 (73.5) 733.8 (8.6)bc 254.1 (3.2)bc 225.6 (3.8)b 426.1 (7.8)bcd
25-34 1,682 (16.2) 619.6 (15.3)a 213.5 (5.5)ad 192.6 (6.4)a 368.2 (13.9)ac
35-44 660 (6.4) 622.3 (25.7)a 211.6 (8.9)ad 199.2 (10.1) 266.9 (13.7)a

>44 175 (1.7) 764.7 (59.2) 278.4 (23.1)bc 208.0 (18.5) 272.8 (23.2)a
missing 225 (2.2)

Sex Male 10,070 (97.2) 717.3 (7.3)b 248.4 (2.7)b 220.5 (3.2)b 405.2 (6.4)a
Female 278 (2.7) 371.1 (26.0)a 114.3 (8.7)a 142.5 (14.5)a 287.2 (26.0)b
missing 11 (0.1)

BMI
(mean±S.E.)

Underweight 

(17.9±0.05 kg/m2)
157 (1.5) 573.1 (66.8) 198.4 (28.7) 176.2 (20.3) 276.5 (32.7)

Normal

(22.1±0.02 kg/m2)
7,611 (73.5) 721.9 (8.4) 249.6 (3.1) 222.7 (3.7) 408.8 (7.4)

Overweight

(26.8±0.03 kg/m2)
2,146 (20.7) 686.1 (15.3) 236.5 (5.5) 213.0 (6.4) 395.9 (13.7)

Obesity

(31.5±0.10 kg/m2)
218 (2.1) 644.1 (42.4) 220.0 (15.2) 204.0 (20.4) 379.1 (42.5)

missing 227 (2.2)

Education <High school 1,857 (17.9) 737.5 (18.0)bc 255.8 (6.5)c 225.9 (7.4)c 466.7 (17.0)bc
<College 8,187 (79.0) 705.9 (8.0)a 243.9 (3.0)c 218.1 (3.5)c 390.5 (6.8)ac

<Graduate school 205 (2.0) 515.6 (36.9)a 177.4 (13.0)ab 160.8 (15.3)ab 230.9 (25.0)ab
missing 110 (1.1)

Smoking Non-smoker 4,629 (44.7) 638.0 (10.0)bc 218.6 (3.7)bc 200.9 (4.3)c 362.3 (8.6)c
Past-smoker 1,114 (10.8) 729.7 (22.0)a 258.6 (8.2)a 212.5 (8.8)c 351.4 (16.3)c

Current-smoker 4,198 (40.5) 783.4 (12.0)a 271.0 (4.4)a 241.4 (5.3)ab 462.4 (11.1)ab
missing 418 (4.0)

Marital status Unmarried 8,836 (85.3) 719.7 (7.9)b 248.8 (2.9)b 222.1 (3.5)b 416.8 (7.0)b
Married 1,438 (13.9) 635.8 (17.7)a 219.8 (6.3)a 196.3 (6.7)a 309.8 (12.6)a
missing 85 (0.8)

Military unit Army 6,078 (58.7) 758.8 (9.6)bcd 263.4 (3.5)bcd 232.1 (4.2)bc 433.8 (8.7)bc

Navy 1,458 (14.1)
632.0 

(17.1)acd
220.1 (6.3)ad 191.8 (7.2)ad 373.5 (16.1)a

Airforce 2,341 (22.6)
589.1 

(13.8)abd
200.2 (5.0)ad 188.7 (6.3)ad 334.1 (10.9)a

Marine 482 (4.7)
873.7 

(41.6)abc
302.5 

(15.7)abc
268.7 (16.6)bc 412.5 (29.6)

Rank Enlisted soldier 6,249 (60.3) 760.5 (9.8)bc 229.1 (4.7)bc 231.0 (4.3)c 419.1 (8.6)c
NCO 2,784 (26.9) 672.6 (13.0)ac 175.5 (5.5)ac 214.3 (5.7)c 410.1 (11.6)c

Officer 1,148 (11.1) 508.2 (15.0)ab 27.8 (22.6)ab 157.2 (6.1)ab 295.3 (12.8)ab
missing 178 (1.7)

Branch Combat 6,341 (61.2) 741.8 (9.3)cd 257.8 (3.4)bcd 226.2 (3.9)cd 434.7 (8.6)bcd
Technique 2,662 (25.7) 703.9 (14.5)cd 237.8 (5.3)acd 228.2 (6.7)cd 375.2 (11.2)ad

Administration 681 (6.6) 570.9 (24.4)ab 200.4 (8.6)ab 170.2 (10.7)ab 314.0 (18.1)a
Special 402 (3.9) 493.1 (24.1)ab 178.6 (9.7)ab 136.0 (8.6)ab 247.4 (20.8)ab
missing 273 (2.6)

Service area Metropolitan 1,573 (15.2) 715.3 (17.5) 249.6 (6.6) 216.1 (7.1) 386.2 (15.4)d
City 3,631 (35.1) 668.2 (12.2)c 230.5 (4.4)c 207.1 (5.3)c 361.6 (9.7)cd

Rural area 4,512 (43.6) 737.7 (11.0)b 254.4 (4.1)b 229.0 (4.9)b 428.1 (10.0)bd

Remote area 546 (5.3) 720.2 (31.2) 249.9 (11.3) 220.4 (12.6)
508.4 

(32.6)abc
missing 9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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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ortion of aerobic physical activity volume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covariates, proportion (95%CI)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d test; Proportion refers to the groups divided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y intensity

Covariates Inactive
Insufficiently 

active
Active Highly active p-value

Total 0.10 (0.09, 0.11) 0.09 (0.08, 0.09) 0.13 (0.12, 0.13) 0.69 (0.68, 0.70)

Age <25 0.10 (0.09, 0.11) 0.08 (0.08, 0.09) 0.12 (0.11, 0.13) 0.70 (0.69, 0.71)

0.008
25-34 0.10 (0.09, 0.12) 0.10 (0.09, 0.12) 0.14 (0.13, 0.16) 0.65 (0.63, 0.67)

35-44 0.10 (0.08, 0.12) 0.10 (0.07, 0.12) 0.13 (0.10, 0.16) 0.67 (0.64, 0.71)

>44 0.07 (0.03, 0.11) 0.06 (0.03, 0.10) 0.15 (0.10, 0.21) 0.71 (0.65, 0.78)

Sex Male 0.10 (0.09, 0.10) 0.08 (0.08, 0.09) 0.13 (0.12, 0.13) 0.69 (0.68, 0.70)
<0.001

Female 0.19 (0.15, 0.24) 0.17 (0.13, 0.21) 0.17 (0.13, 0.22) 0.46 (0.41, 0.52)

BMI Underweight 0.17 (0.11, 0.23) 0.12 (0.07, 0.17) 0.10 (0.05, 0.15) 0.61 (0.53, 0.68)

0.02
Normal 0.10 (0.09, 0.10) 0.08 (0.08, 0.09) 0.13 (0.12, 0.13) 0.69 (0.68, 0.70)

Overweight 0.09 (0.08, 0.11) 0.08 (0.07, 0.09) 0.13 (0.12, 0.14) 0.70 (0.68, 0.72)

Obesity 0.11 (0.06, 0.15) 0.12 (0.08, 0.17) 0.12 (0.08, 0.16) 0.65 (0.59, 0.71)

Education <High school 0.13 (0.11, 0.14) 0.08 (0.07, 0.09) 0.12 (0.10, 0.13) 0.67 (0.65, 0.70)
<0.001

<College 0.09 (0.09, 0.10) 0.09 (0.08, 0.09) 0.13 (0.12, 0.14) 0.69 (0.68, 0.70)

<Graduate school 0.11 (0.06, 0.15) 0.14 (0.09, 0.19) 0.18 (0.12, 0.23) 0.58 (0.51, 0.64)

Smoking Non-smoker 0.11 (0.11, 0.12) 0.10 (0.09, 0.11) 0.14 (0.13, 0.15) 0.65 (0.64, 0.66)

<0.001Past-smoker 0.09 (0.07, 0.10) 0.08 (0.06, 0.10) 0.12 (0.10, 0.14) 0.71 (0.69, 0.74)

Current-smoker 0.09 (0.08, 0.09) 0.07 (0.07, 0.08) 0.12 (0.11, 0.13) 0.72 (0.71, 0.74)

Marital status Unmarried 0.10 (0.09, 0.11) 0.08 (0.08, 0.09) 0.12 (0.12, 0.13) 0.69 (0.68, 0.70)
0.017

Married 0.09 (0.08, 0.11) 0.10 (0.08, 0.11) 0.15 (0.13, 0.16) 0.66 (0.64, 0.69)

Military unit Army 0.09 (0.08, 0.09) 0.08 (0.07, 0.08) 0.12 (0.11, 0.12) 0.72 (0.71, 0.73)

<0.001
Navy 0.10 (0.09, 0.12) 0.09 (0.08, 0.11) 0.14 (0.12, 0.16) 0.66 (0.64, 0.69)

Airforce 0.13 (0.12, 0.15) 0.12 (0.10, 0.13) 0.15 (0.14, 0.17) 0.60 (0.58, 0.62)

Marine 0.10 (0.07, 0.13) 0.04 (0.02, 0.06) 0.09 (0.06, 0.11) 0.77 (0.73, 0.81)

Rank Enlisted soldier 0.09 (0.09, 0.10) 0.08 (0.07, 0.08) 0.12 (0.11, 0.13) 0.71 (0.70, 0.72)

<0.001NCO 0.10 (0.09, 0.12) 0.10 (0.08, 0.11) 0.13 (0.12, 0.14) 0.67 (0.65, 0.69)

Officer 0.12 (0.10, 0.13) 0.11 (0.10, 0.13) 0.16 (0.13, 0.18) 0.61 (0.59, 0.64)

Branch Combat 0.09 (0.08, 0.10) 0.08 (0.07, 0.08) 0.12 (0.11, 0.13) 0.71 (0.70, 0.72)

<0.001
Technique 0.10 (0.09, 0.11) 0.10 (0.08, 0.11) 0.13 (0.12, 0.14) 0.68 (0.66, 0.69)

Administration 0.14 (0.11, 0.16) 0.11 (0.09, 0.13) 0.16 (0.13, 0.19) 0.60 (0.56, 0.63)

Special 0.14 (0.11, 0.18) 0.15 (0.11, 0.18) 0.13 (0.09, 0.16) 0.58 (0.53, 0.63)

Service area Metropolitan 0.10 (0.09, 0.12) 0.08 (0.06, 0.09) 0.12 (0.10, 0.13) 0.71 (0.68, 0.73)

0.002
City 0.11 (0.10, 0.12) 0.09 (0.09, 0.10) 0.13 (0.12, 0.15) 0.66 (0.65, 0.68)

Rural area 0.09 (0.08, 0.10) 0.08 (0.07, 0.09) 0.13 (0.12, 0.14) 0.70 (0.69, 0.72)

Remote area 0.10 (0.08, 0.13) 0.10 (0.07, 0.12) 0.11 (0.09, 0.14) 0.69 (0.65,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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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ortion of muscle-strengthening day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covariates, proportion (95%CI)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d test; Proportion refers to the groups divided according to the muscle-
strengthening days

Variables Not at all 1-2 days 3 or more p-value

Total 0.21 (0.20, 0.21) 0.27 (0.26, 0.28) 0.52 (0.51, 0.53)

Age <25 0.19 (0.18, 0.20) 0.25 (0.24, 0.26) 0.56 (0.55, 0.57)

<0.001
25-34 0.25 (0.23, 0.27) 0.32 (0.30, 0.34) 0.43 (0.41, 0.46)
35-44 0.29 (0.26, 0.33) 0.37 (0.33, 0.41) 0.34 (0.30, 0.38)

>44 0.23 (0.17, 0.29) 0.30 (0.23, 0.36) 0.47 (0.40, 0.55)

Sex Male 0.20 (0.19, 0.21) 0.27 (0.26, 0.28) 0.53 (0.52, 0.54)
<0.001

Female 0.45 (0.39, 0.51) 0.33 (0.27, 0.38) 0.22 (0.17, 0.27)

BMI Underweight 0.36 (0.28, 0.43) 0.25 (0.18, 0.31) 0.40 (0.32, 0.48)

<0.001
Normal 0.19 (0.18, 0.20) 0.25 (0.24, 0.26) 0.56 (0.55, 0.57)

Overweight 0.24 (0.22, 0.26) 0.33 (0.31, 0.35) 0.43 (0.41, 0.45)
Obesity 0.28 (0.22, 0.34) 0.36 (0.30, 0.43) 0.36 (0.30, 0.43)

Education <High school 0.23 (0.21, 0.25) 0.26 (0.24, 0.28) 0.52 (0.49, 0.54)
0.001<College 0.20 (0.19, 0.21) 0.27 (0.26, 0.28) 0.53 (0.52, 0.54)

<Graduate school 0.29 (0.23, 0.35) 0.30 (0.23, 0.36) 0.41 (0.34, 0.48)

Smoking Non-smoker 0.21 (0.20, 0.23) 0.28 (0.27, 0.29) 0.51 (0.49, 0.52)
0.036Past-smoker 0.19 (0.16, 0.21) 0.25 (0.23, 0.28) 0.56 (0.53, 0.59)

Current-smoker 0.20 (0.19, 0.22) 0.27 (0.25, 0.28) 0.53 (0.51, 0.54)

Marital status Unmarried 0.20 (0.19, 0.20) 0.26 (0.25, 0.27) 0.55 (0.54, 0.56)
<0.001

Married 0.27 (0.25, 0.29) 0.35 (0.32, 0.37) 0.38 (0.36, 0.41)

Military unit Army 0.17 (0.16, 0.18) 0.26 (0.25, 0.27) 0.57 (0.55, 0.58)

<0.001
Navy 0.23 (0.21, 0.25) 0.33 (0.31, 0.35) 0.44 (0.42, 0.47)

Airforce 0.29 (0.27, 0.31) 0.27 (0.26, 0.29) 0.43 (0.41, 0.45)
Marine 0.12 (0.09, 0.15) 0.23 (0.19, 0.27) 0.65 (0.61, 0.70)

Rank Enlisted soldier 0.19 (0.18, 0.20) 0.23 (0.22, 0.24) 0.58 (0.57, 0.60)
<0.001NCO 0.25 (0.23, 0.26) 0.35 (0.33, 0.36) 0.41 (0.39, 0.43)

Officer 0.21 (0.19, 0.24) 0.32 (0.29, 0.35) 0.47 (0.44, 0.50)

Branch Combat 0.18 (0.17, 0.19) 0.27 (0.26, 0.28) 0.56 (0.54, 0.57)

<0.001
Technique 0.25 (0.24, 0.27) 0.28 (0.27, 0.30) 0.46 (0.44, 0.48)

Administration 0.25 (0.22, 0.29) 0.26 (0.22, 0.29) 0.49 (0.45, 0.53)
Special 0.26 (0.22, 0.31) 0.30 (0.25, 0.34) 0.44 (0.39, 0.49)

Service area Metropolitan 0.21 (0.19, 0.23) 0.27 (0.25, 0.29) 0.52 (0.50, 0.55)

<0.001
City 0.23 (0.22, 0.25) 0.27 (0.26, 0.29) 0.49 (0.48, 0.51)

Rural area 0.18 (0.17, 0.19) 0.27 (0.26, 0.28) 0.55 (0.53, 0.56)
Remote area 0.18 (0.15, 0.21) 0.29 (0.25, 0.33) 0.53 (0.49,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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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of risk not being follow the aerobic PA, muscle-strengthening 
guidelines, and combined according to the covariates, odds ratio (95%CI)

It was expressed how many times of odds higher or lower the case of not adhering to the guidelines than the 
reference group

Variables
Not at all

(11.4%, 10.8-12.1)
Aerobic

(81.4%, 80.6-82.1)

Muscle-
strengthening

(67.8%, 66.9-68.7)

Both
(60.7%, 59.8-61.7)

Age <25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25-34 1.02 (0.81, 1.28) 0.89 (0.73, 1.07) 1.24 (1.05, 1.45) 1.16 (0.99, 1.36)
35-44 1.40 (0.96, 2.03) 0.91 (0.66, 1.27) 1.59 (1.22, 2.08) 1.32 (1.02, 1.72)

>44 0.66 (0.32, 1.36) 0.55 (0.30, 1.01) 1.07 (0.69, 1.66) 0.94 (0.61, 1.44)

Sex Male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Female 2.65 (1.90, 3.69) 1.88 (1.38, 2.54) 3.26 (2.41, 4.40) 2.85 (2.09, 3.88)

BMI Underweight 1.79 (1.13, 2.82) 1.60 (1.08, 2.36) 2.21 (1.55, 3.15) 2.27 (1.58, 3.24)
Normal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Overweight 1.10 (0.93, 1.31) 0.95 (0.83, 1.09) 1.36 (1.22, 1.53) 1.24 (1.11, 1.38)
Obesity 1.44 (0.95, 2.17) 1.27 (0.89, 1.81) 1.81 (1.34, 2.44) 1.71 (1.27, 2.29)

Education <High school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College 0.72 (0.60, 0.86) 0.72 (0.62, 0.83) 0.89 (0.79, 1.01) 0.84 (0.75, 0.95)

<Graduate 
school

0.87 (0.54, 1.40) 0.94 (0.62, 1.40) 1.04 (0.72, 1.48) 1.05 (0.74, 1.50)

Smoking Non-smoker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Past-smoker 0.78 (0.61, 1.00) 0.73 (0.60, 0.88) 0.85 (0.72, 0.99) 0.79 (0.68, 0.92)

Current-smoker 0.91 (0.78, 1.06) 0.77 (0.68, 0.87) 1.04 (0.94, 1.15) 0.92 (0.84, 1.02)

Marital status Unmarried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Married 0.97 (0.73, 1.29) 1.03 (0.81, 1.31) 1.17 (0.96, 1.43) 1.17 (0.96, 1.42)

Military unit Army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Navy 1.37 (1.10, 1.72) 1.17 (0.97, 1.40) 1.49 (1.28, 1.73) 1.40 (1.21, 1.62)

Airforce 1.71 (1.39, 2.09) 1.56 (1.33, 1.85) 1.54 (1.34, 1.77) 1.63 (1.42, 1.86)
Marine 0.83 (0.56, 1.25) 0.82 (0.61, 1.12) 0.67 (0.51, 0.87) 0.71 (0.56, 0.90)

Rank Enlisted soldier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NCO 1.23 (1.01, 1.50) 1.14 (0.97, 1.35) 1.08 (0.94, 1.24) 1.08 (0.94, 1.23)

Officer 1.39 (1.08, 1.79) 1.48 (1.21, 1.81) 1.02 (0.85, 1.22) 1.12 (0.94, 1.33)

Branch Combat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Technique 1.03 (0.85, 1.25) 1.01 (0.86, 1.17) 1.23 (1.08, 1.39) 1.17 (1.04, 1.32)

Administration 1.56 (1.20, 2.01) 1.39 (1.12, 1.73) 1.28 (1.05, 1.55) 1.27 (1.05, 1.53)
Special 1.90 (1.41, 2.56) 1.85 (1.44, 2.37) 1.27 (1.00, 1.61) 1.42 (1.13, 1.78)

Service area Metropolitan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City 1.21 (0.98, 1.50) 1.27 (1.07, 1.51) 1.18 (1.02, 1.36) 1.24 (1.08, 1.42)

Rural area 1.18 (0.94, 1.49) 1.18 (0.99, 1.42) 1.11 (0.95, 1.29) 1.16 (1.01, 1.34)
Remote area 1.42 (1.01, 2.00) 1.44 (1.09, 1.90) 1.08 (0.86, 1.37) 1.21 (0.9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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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ortion for adherence to not at all, aerobic only, muscle-
strengthening only, and both groups respectively in total participants.

Figure 2. Trends in weighted adherence rates to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erobic activity by KNHANES and the Korea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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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ends in weighted adherence rates to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muscle-strengthening by KNHANES and the Korean military

Figure 4. Trends in weighted adherence rates to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both aerobic activity and muscle-strengthening by KNHANES 
and the Korea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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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 결과 한국군은 주당 약 12시간 정도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5세 미만, 남자, 고등학교 졸업 미

만, 흡연자, 미혼, 해병대, 용사, 전투병과에 속할수록 중고강도 신체 활

동량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

근력운동은 전체 군인의 52%가 주당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25세 미만, 남자, 정상 체중, 미혼, 해병대, 용사, 전

투병과에 속할수록 주당 3일 이상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산소성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가이드라인을 모두 따르는 군인은 약

60.7% 였다. 비교그룹에 비해 여자, 저 체중, 해군 및 공군, 부사관 및

장교, 행정 및 특수 병과, 격오지에 근무할 수록 두 가이드 라인을 모두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용사들이 간부들에 비해 중고강도 신체활동이 높은 것은 Schulze et 

al. (2015)에서 간부들은 직무상 신체활동이 적은 관리직이 많기 때문이

라고 언급한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군 부대 업무 특성상 공군과 해군은 신체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

무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근력운동을 세부 그룹별로 살펴봤을 때는 여자, 35-44세, 비만, 기

혼에 속할 수록 주당 3일 이상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더 적었다. 

35-44세는 군 간부들이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바쁜 시기이므로 별도

근력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일반인에 비하면 높은 편

이지만, 여전히 18.2%의 군인들은 유산소성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33%의 군인들은 근력운동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유

산소체력 및 근력이 군인들에게 모두 중요하지만, 군인들 중 40%는 두

가지유형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두가지 유

형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사관,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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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각각 1.23배, 1.39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사관 및 장교 직책이 가지는 업무 특성 때문일 것이라

고 생각된다. 대도시에 비해 격오지에 근무할 수록 두가지 가이드라인을

모두 실천하지 못할 위험이 1.42배 증가하였다.

각 공변인별 하위 그룹 간의 신체활동 차이는, 격오지 지역 군인들이

다른 지역 군인들보다 걷기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차량이동이 어

려운 지형특성과 전방정찰 등 지역에 따른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기타 학력, 나이, 결혼상태에 따른 신체활동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계급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 HRBS에서 보고된 미군들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시간(150분

73.7%, 300분 25%)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50분 81.4%, 300분 69%) (Meadows, 2018). 고강도 신체활동을 1

주일 75분 이상 하는 비율도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많았다(미군 50%,

한국군 68%) (Meadows, 2018). 

주당 300분 이상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은 미 육군보다

한국 육군이 높았다(미 육군 29.8%, 한국 육군 72%). 양 국가 모두 공

군은 가장 낮은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보였다(미 공군 20%, 한국 공군

60%) (Meadows, 2018). 

적어도 1주일에 3일 이상 근력운동에 참여한 비율은 미군보다 한국

군이 더 높았다(미군 46.5%, 한국군 52.0%) (Meadows, 2018). 양 국

가 모두 해병대가 근력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미군 54.9%, 한국

군 65%), 미군은 해군이(38.5%), 한국군은 공군(43%)이 가장 적게 참

여하였다 (Meadows, 2018).

본 연구는 횡단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지만, Bae et al. 

(2011)은 2002년부터 2008년 6년간 군 간부들의 BMI 변화와 신체활

동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연구에서 사용한 간부정기 신체검사

자료에서는 군인들에게 1주일에 얼마나 많이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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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하였다. 연구 결과 6년간 신체활동은 일정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불

규칙적이고 상당히 자주 바뀌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시간에 따

라 개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급, 보직, 부임지 등 기타 상황에 의해

신체활동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외국군 연구인

Tomczak (2012)에서는 군인들의 신체활동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로 군인들은 체력측정과 가까운 시기에 신체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한국군의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경우 연간 신체활동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

다. 꾸준한 신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군인들의 신체활동 경향도 중요하지만 군 내에

서 주목해야할 집단인 신병과 같은 특정 집단들의 신체활동을 세부적으

로 분석해야 한다. 신병들은 군에 입대 하자 마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였던 신체 활동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량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점

진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게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신병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외국 군 선행연구에서는 신

병 기초군사훈련과 같이 특정 훈련기간 동안 군인들의 신체활동을 분석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J. Knapik et al., 2007; Rintamäki et al., 

2005; Simpson et al., 2013; Wyss et al., 2012).

한편, Aandstad (2016)에서는 예비군과 현역군인의 신체활동을 비교

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예비군 병력이 전시에서 중요한 전력요소이다.

따라서 평소 어느정도 신체활동을 하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활동량을 유

지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간부의 평균 중고강도 신체활동량 신뢰구

간이 용사에 비해 컸다. 계급적 특성상 용사의 환경이 간부에 비해 통제

되어 있어 신체활동량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군의 경우 앞서 설명한 HRBS 이외에도 미국 공군의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을 종단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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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arah et al., 2019). Sarah et al. (2019)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미국 공군들이 신체활동을 늘리고 좌식생활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현재 한국군의 경우에는 좌식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차후 자료수집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연구들처럼 한국 군에서 신체활동 자료 수집이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른 부대와의 비교가 가능하고, 종

단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매년 개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구자료는 훈련이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게 하고, 분석된 신체활동량은 군인들의 건강과 체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각종 교육, 훈련, 중재, 상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 높

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Hruby et al., 2018).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군건강조사는 2015년의 과거 자료이기때문에, 현 시점의 신체활동량은

알 수 없다. 둘째, 군 집단 특성 상 신체활동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 신체활동보다 과대추정 될 수 있다.

셋째, 횡단조사로 인해 자료가 조사된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

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자료 희소성과 새로운 주제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세부 집단 별 신체활동 비교를 통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대상

이 어디인지 식별한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한국 군이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적으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최소기준조차 달성하

지 못한 집단에 대한 신체활동 중재방법 마련 일 것이다. 반대로 너무

과도한 신체 활동량으로 인해 부상위험이 클 수 있는 집단에 대한 부상

예방 중재방법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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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군 부상 위험요인(소논문 2)

1. 서론

군인들은 임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육체적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체력 요소를

갖추고 질병 없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인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 및 유지하며, 일부 체력요소는 정기

체력검정을 통해 점검 받는다. 한편, 군인들은 업무 특성상 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부상에 취약하다. 낮은 훈련량은 운동수행능력을 더디게

향상 시키고, 많은 훈련량은 부상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Knapik et al., 

2009; Simpson et al., 2013). 군인의 부상은 국가 의료비용 부담 및

소속부대 인력 부담을 가중시키고, 즉각적인 전투가용 병력을 제한 시켜

궁극적으로 군 전체 전투 즉응력을 약화시킨다 (Knapik et al., 2012; 

Knapik et al., 2009; Scott et al., 2012; Simpson et al., 2013). 

그러므로, 부상예방은 군대를 위한 필수 과업이다. Jones, Canham-

Chervak, Sleet (2010)의 공중보건학적 부상예방업무의 절차를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연구는 부상역학(epidemiology)과 부상위험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상에 취약한 군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외 연구들은 대부분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발생했던 신병 또는 초임 간부들의 부상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봤었다. 부상관련 연구들은 연구설계방법, 부상의 정의, 

대상자 특성, 통계방법 등에서 서로 간 차이가 있기때문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특정 부상이 아닌 모든 종류의 부상과 관련된

전향적 또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부상은 인구학적, 체력적요인과, 

과거 신체적 상태 및 기타 군 부대 과업 특성과 관련 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Jones, Bovee, et al., 

1993), 나이가 많을수록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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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Sulsky et al., 2018),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Anderson et al., 2015;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Knapik et al., 2001), BMI가 높을 수록 (Anderson et al., 2015; 

Jones, Bovee, et al., 1993)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체력적으로 달리기 기록이 빠를 수록 (Blacker et al., 2008; 

Jones, Bovee, et al., 1993; Robinson et al., 2016), 팔굽혀 펴기 및

윗몸일으키기 기록이 좋을 수록 (Knapik et al., 2001), 유연성 능력이

중간 수준의 그룹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록 (Knapik et al., 2001) 부상

위험은 높아 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과거 신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거 신체활동 정도가 낮을

수록 (Jones, Bovee, et al., 1993;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Knapik et al., 2001), 과거 부상을 경험한 경우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Sulsky et al., 2018) 부상 위험이 높아

지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군 부대 별 신체적 요구량이 높은 과업특성이 있는

곳일수록 (Hollander & Bell, 2010; Knapik et al., 2011) 부상이 높아

지는 경향이 있었다. 위와 같은 위험 요인들을 Jones, Hauschild, 

Canham-Chervak (2018) 에서는 개인적 특성에서 오는 내재적

요인과 외부환경과 관련된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2020 한국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군 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는 각각 36,431건(남 36,079건, 여 352건), 1,624,417건(남

1,577,575건, 여 46,842건) 발생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경향을 살펴봤을 때 군 병원 입원환자는 감소하였지만

외래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방부, 2020b). 한편, 2019년

현역병들의 건강보험 상 확인된 민간병원 입원 및 외래 이용 횟수는

각각 36,092건 및 1,353,801건 이었으며, 2015년 이래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국방부, 2020b). 앞서 언급한 군 및 민간 병원 입원

및 외래 이용 횟수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2015년 대비 2019년 입원

및 외래 환자 수는 각각 5.3%, 35.6%씩 증가하였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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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들의 민간병원 이용관련 국가 건강보험 부담액은 2015년 약

514억원에서 2019년 약 805억원으로 약 3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다

(국방부, 2020b). 그런데 국방백서에 보고된 2014년부터 2020년

까지의 한국군 병력은 63만에서 55.5만명으로 약 8만여명 감소되어

왔다 (국방부, 2014, 2020a). 종합해 봤을 때, 총 군 병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실제 환자발생 비율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자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료 정보가 추가로 필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부상 역학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군 부상 관련 국내 연구가 부족 하며, 그나마 출간된 연구 (Kim et 

al., 2017; 전병찬, 2009)들도 조사된 부상 변수는 의사진단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아니라 설문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확보가

어렵다는 연구 한계점이 있다.

전병찬 (2009)은 922명 육군병사의 손상경험과 계급, 1주간 격렬한

운동일수와 각각 비교하였다. 1년 간 1,000명 중(1,000 person-year) 

98건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병에 비해 상병과, 병장이 각각 3.2배

(95%CI 1.68-6.39), 2.9배(95%CI 1.46-6.04) 손상 발생 위험이

높았다. 1주간의 격렬한 운동일수가 0일인 그룹에 비해 5-7일로 응답한

그룹이 2.2배(95%CI 1.68-6.39) 손상 발생 위험이 높았다. 손상발생

장소는 근무지(26%), 스포츠 및 운동장소(30%)가 가장 많았고, 

손상발생 시 활동은 근무(34%), 운동경기(30%) 가 가장 많았다. 또한

손상 발생 시 와병 일수가 없는 인원(52%) 및 3-9일(21%)이

대다수였고, 10일 이상 및 1-2일이 다음 순이었다. Kim et al.

(2017)은 2014-2015년 한국군 건강조사를 통해 부상횟수와

개인보호장비 활용여부가 관련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부상횟수가 높을 위험이

컸다(Relative Risk [RR] 1.34, p<0.0001). 김재우, 성호용, 이상원, 

서성혁 (2017)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체력훈련 간 발생한 근골격계

부상현황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생도 65명을 포함한 전체



60

862명의 생도들 중 군사훈련 및 체력단련으로 인해 생도생활간 적어도

1회 이상의 부상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30.2%(260명) 였다. 성별간

부상위험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부상부위로는 발목과 무릎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부상유형으로는 인대 및 건의 염좌가 57%, 근육

타박상이 15.2%를 차지하였다.

국내 부상관련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적은 피험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군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 또한 국내외 모두 고려했을 때

부대 배치된 군인들의 부상과 관련위험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군인들이 각 부대로 배치가 되면 신병훈련 때와는 달리 각자

서로 다른 부대 환경 및 임무에 따라 생활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군인들의 부상위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 등이

담긴 국방개혁 2.0 과제를 위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총

300.7 조원 정도의 재원 규모가 계획되어 있다 (국방부, 2020a). 실제

과제 추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예산기준 약 16조를

확보하였다 (국방부, 2020a).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군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기술기반 혁신을 위한

국방 인프라 조성과, 무기체계 지능화 및 고도화를 통한 미래 전 대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방부, 2020a). 역설적으로 미군의 경우 과거

시민혁명 및 세계대전부터 이라크 전 까지 기술은 혁신되어 갔지만

미국군이 전투시 감당해야했던 군장 및 무기들의 평균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Nindl et al., 2013).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인들에게 육체적으로 요구되는 화력, 방호, 통신 등의

과업관련 장비들의 하중을 증대 시켰다. 따라서, 한국군은 앞으로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

미래 전투력 구성원인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으로써

하루 60분 주 5일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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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래 전투원들에게 요구되는 체력과 실제

입대자원의 기초 체력 수준 차이는 점점 더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영양조사과, 2019). 또한 이러한 격차로 인해 부상 발생

위험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부상은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일정기간 전투력 공백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인적

및 물질적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부상을 당한 전투원이 회복시까지

각종 훈련을 비롯한 부대일정에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 및 전우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군의 부상 발생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목적은 부상과 잠재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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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자료수집 절차는 다른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Kim, 2017; Kim et 

al., 2017). 본 연구 대상자들은 국군의무학교에 의해 수행되었던

2014년, 2015년 한국군 건강조사(Military Health Survey [MHS])에

참여한 14,291명이다. MHS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군 환경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으로

인적정보, 건강행동, 손상(사고 및 중독), 안전인식, 삶의 질 및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의료, 그리고 여군 관련 변인이 포함되었다. 

조사설문지는 총 17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간부들을 위한 설문과

100개의 용사들을 위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군 전체 대표성을 위해

층화임의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수가 추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성별, 계급, 군

부대, 복무 지역을 고려한 층화 다단계 군집 임의 추출(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random sampling)법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들은 부대 별 조사자에게 제공된 설문지를 전달받아 작성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국군의무학교로 담당 조사자가 우편 방식으로 보내어

자료가 수집되었다. 2014년 조사는 5월에서 7월사이에, 2015년 조사는

7월에서 9월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연구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본 연구자료는 국군의무사령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2014년

AFMC-14-IRB-004, 2015년 AFMC-15060-IRB-15-049)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이용을 위해

국군의무학교 관련 실무자에게 개별 접촉하여 원시자료 이용에 관한

서약 동의서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군의무학교의 승인을 거쳐

실무자로부터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와 함께 SAS 확장자 형식으로 된

원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다. 

  2) 부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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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건으로 정의되었다. 개인 별 5회의 경험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부상 발생

시기(월), 부상 시 활동, 부상 원인, 부상으로 인한 와병 유무 및

기간(일)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간부들과 관련된 질문 중 부상으로

인한 결근 일 수에 관한 자료도 함께 조사되었다. 부상 시기는

세부적으로 1년을 4개 분기로 나누어서 그룹화 하였다. 부상 원인은

설문지 구성대로 운전, 낙상, 충돌, 열상, 화상, 기도 막힘, 중독, 기타로

나누었다. 와병 및 결근 일수는 0일, 1~3일, 3일 초과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상은 2가지 형태로 정의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모든 부상(any injury)은 단어 그대로 제한된 기준 없이 모든 부상을

의미한다. 두번째, 활동관련 부상은 부상관련 경험 중 전투, 군사훈련, 

체력단련, 스포츠활동에 해당되는 부상을 의미한다. 

  3) 부상 위험요인

부상 위험요인은 나이, 성별, BMI, 교육수준, 흡연, 결혼유무, 계급, 

병과, 근무지역, 신체활동으로 선정하였다. 나이는 사전 연구를 참고하여

4개의 연령대로 나누어(25세 미만,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분석하였다 (Hruby et al., 2018). 군대의 피라미드식 계급 및 연령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범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BMI의 설문측정방법은 미국 국군 건강조사, 미국 국가

건강 면접 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미국

건강위험요인 조사(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피험자 수가 많고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된 경우

실시하게 되는 역학연구에서 적절하며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Lassale et al., 2013; Lindquist & Bray, 2001). BMI는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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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8.5 미만을 저체중, 18.5-24.9를 정상, 25-29.9를 과체중, 

30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WHO, 2000).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이하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흡연은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분류되었다. 결혼유무는 미혼 및 기혼자로 나누었다. 계급은 용사, 

부사관, 장교 3가지로 구분하였다. 병과는 전투, 기술, 행정, 특수 병과

4가지로 나누었다. 근무지역은 대도시, 도시, 시골, 군사분계선 인근

격오지 4가지로 나누었다. 신체활동은 한국어판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으로 측정되었다 (Oh et al., 2007). 

신체활동은 지난 7일간 10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한 유산소성

신체활동시간에 대해 중강도 및 고강도 각각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추가로 걷기운동시간과 근력운동 일수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신체활동

설문지는 분석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데이터정리를 실시하였다 (IPAQ

Committee, 2005). 신체활동 변수는 주당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으로

계산되었고, 고강도 시간의 경우 2배를 곱하여 중강도 시간과

합산하였다. 이것은 고강도 활동 강도를 8MET로 정의하고 중강도를

4MET로 정의한 근거를 토대로 하는 분석 권고사항을 참고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시간은 전혀 없음, 주당 150분 미만, 150-299분, 300분

이상으로 나누어 범주형 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Piercy et al., 

2018). 근력운동일수는 전혀 하지 않음, 1-2일, 3일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Meadows, 2018).

  4) 통계분석

   공변인 하위 그룹별 인원 구성은 군 부대 유형(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별로 나누어 인원 수 및 비율을 계산하였다.

   부상에 관한 기술통계를 위해, 모든 부상에 대해 부상 시기, 부상

원인, 와병일수 별 발생 건수와 비율을 계산하였다. 부상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서 횡단으로 정리된 군인 별 최대 5건의 부상자료는 종단

형식으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또한, 부상 시 활동을 전투 관련,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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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 스포츠만 포함한 신체활동 관련 부상만 별도로 분류하여

계산하였다. 부상횟수에는 응답하였지만, 응답한 횟수대로 부상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부상횟수만을 유효한 자료로 사용하였고, 

세부내용이 연계되어야 하는 분석에서는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

   지난 1년 동안의 부상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인원수를

고려한 부상 발생률(injury incidence rate)을 계산하였다. 부상

발생률은 지난 1년간 발생한 부상 횟수에 대해 인원수를 나누어

계산하였고 (Phillips, 2000), 이것을 1,000명으로 다시 나누어 ‘1년간

1,000명에게 발생한 부상횟수(부상횟수/1,000 person-year)’로 정의

하였다. 또한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부상발생 시 활동을 전투관련, 

군사훈련, 체력단련, 스포츠만 포함한 신체활동 관련 부상만 별도로

분류하여 부상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각 위험요인별 하위 그룹과 부상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모든 부상(any injury)은

부상이나 중독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였다. 

활동관련 부상은 한번이라도 활동관련 부상이 있었던 사람만 포함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주 관심 위험요인 외 나머지 위험요인들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계산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으로 설정하였고, 데이터 분석 및 통계치

계산과정에서 STATA (version 16.1, 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 U.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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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군 유형별 공변인 하위 그룹에 따른 인원 수는 Table 1, 부상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시기상 4-6월에 가장 많은 부상이 발생했다. 

부상 원인은 충돌, 낙상이 가장 많았다. 약 40%의 부상은 병상 생활을

해야 했었고, 병상 생활을 해야 했던 부상 중 63%는 3일 이상

소요되었다. 활동관련 부상은 전투와 관련된 활동 208건(17.2%), 

군사훈련 491건(40.5%), 스포츠 및 체력단련 513건(42.3%) 있었다.

공변인 하위 그룹별 부상 건수와 부상 비율은 Table 3에 제시되었다. 

모든 부상을 고려했을 때, 25세 미만, 남성, 비만, 대학 졸업 미만, 

흡연자, 미혼, 용사, 전투 병과, 대도시, 해병대에 속한 군인들의

부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사분위 그룹 중 높은

그룹으로 갈수록 부상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근력운동은 5일

이상 하는 그룹의 부상비율이 가장 높았고, 또 반대로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그 다음으로 부상비율이 높았다. 

활동관련 부상을 고려했을 때, 25세 미만, 남성, 과체중, 대학 졸업

미만, 흡연자, 미혼, 용사, 전투 병과, 시골, 해병대에 속한 군인들의

부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사분위 그룹 중 높은

그룹으로 갈수록 부상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근력운동은 5일

이상 하는 그룹의 부상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4일, 하지

않는 그룹, 1-2일 순으로 높았다. 

공변인 하위 그룹별 기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부상에

당할 위험이 높아지는지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모든

부상을 고려했을 때 정상체중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으로 갈수록 부상에

당할 위험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비흡연자에 비해 이전 흡연자였거나, 

현재 흡연자가 모든 부상 및 활동관련 부상에 당할 위험이 높았다. 

용사들에 비해 간부들은 부상에 당할 위험이 낮았다. 신체활동

사분위수에서 가장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그룹이 적게 하는 그룹에 비해

모든 부상 및 활동관련 부상에 당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해병대는

육군에 비해 모든 부상 및 활동관련 부상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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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size of soldiers according to the military unit

All data was presented as n (%);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d test

Covariates Total Army Navy Airforce Marine p-value
Total 14,286 8,391 (58.7) 2,104 (14.7) 3,182 (22.3) 609 (4.3)

Age <25 9,969 (69.8) 5,828 (69.5) 1,474 (70.1) 2,115 (66.5) 552 (90.6)

<0.001
25-34 2,631 (18.4) 1,579 (18.8) 359 (17.1) 654 (20.6) 39 (6.4)
35-44 1,051 (7.4) 563 (6.7) 200 (9.5) 279 (8.8) 9 (1.5)

>44 308 (2.2) 203 (2.4) 37 (1.8) 65 (2.0) 3 (0.5)
missing 327 (2.3) 218 (2.6) 34 (1.6) 69 (2.2) 6 (1.0)

Sex Male 13,807 (96.6) 8,122 (96.8) 2,050 (97.4) 3,036 (95.4) 594 (97.5)
<0.001

Female 484 (3.4) 269 (3.2) 54 (2.6) 146 (4.6) 15 (2.5)

BMI Underweight 211 (1.5) 122 (1.5) 18 (0.9) 64 (2.0) 7 (1.1)

<0.001
Normal 10,326 (72.3) 5,984 (71.3) 1,479 (70.3) 2,363 (74.3) 500 (82.1)

Overweight 3,042 (21.3) 1,845 (22.0) 511 (24.3) 605 (19.0) 81 (13.3)
Obesity 339 (2.4) 214 (2.6) 54 (2.6) 67 (2.1) 4 (0.7)
missing 368 (2.6) 226 (2.7) 42 (2.0) 83 (2.6) 17 (2.8)

Education <High school 2,582 (18.1) 1,586 (18.9) 416 (19.8) 502 (15.8) 78 (12.8)

<0.001
<College 11,196 (78.4) 6,466 (77.1) 1,642 (78.0) 2,561 (80.5) 527 (86.5)

<Graduate 
school

339 (2.4) 234 (2.8) 21 (1.0) 83 (2.6) 1 (0.2)

missing 169 (1.2) 105 (1.3) 25 (1.2) 36 (1.1) 3 (0.5)

Smoking Non-smoker 6,343 (44.4) 3,367 (40.1) 941 (44.7) 1,771 (55.7) 264 (43.3)
<0.001Past-smoker 1,506 (10.5) 806 (9.6) 214 (10.2) 427 (13.4) 59 (9.7)

Current-smoker 5,805 (40.6) 3,841 (45.8) 863 (41.0) 853 (26.8) 248 (40.7)
missing 632 (4.4) 377 (4.5) 86 (4.1) 131 (4.1) 38 (6.2)

Marriage Unmarried 11,832 (82.8) 6,896 (82.2) 1,691 (80.4) 2,672 (84.0) 573 (94.1)
<0.001

Married 2,335 (16.3) 1,418 (16.9) 402 (19.1) 486 (15.3) 29 (4.8)
missing 119 (0.8) 77 (0.9) 11 (0.5) 24 (0.8) 7 (1.1)

Rank Enlisted 7,904 (55.3) 4,611 (55.0) 1,130 (53.7) 1,643 (51.6) 520 (85.4)
<0.001NCO 4,301 (30.1) 2,300 (27.4) 863 (41.0) 1,075 (33.8) 63 (10.3)

Officer 2,003 (14.0) 1,437 (17.1) 98 (4.7) 445 (14.0) 23 (3.8)
missing 78 (0.6) 43 (0.5) 13 (0.6) 19 (0.6) 3 (0.5)

Branch Combat 8,716 (61.0) 6,441 (76.8) 1,393 (66.2) 440 (13.8) 442 (72.6) 

<0.001
Technique 3,611 (25.3) 1,285 (15.3) 318 (15.1) 1,905 (59.9) 103 (16.9) 

Administration 986 (6.9) 316 (3.8) 117 (5.6) 533 (16.8) 20 (3.3)
Special 594 (4.2) 247 (2.9) 86 (4.1) 226 (7.1) 35 (5.7)
missing 379 (2.7) 102 (1.2) 190 (9.0) 78 (2.5) 9 (1.5)

Service area Metropolitan 2,207 (15.5) 929 (11.1) 569 (27.0) 702 (22.1) 7 (1.1)

<0.001
City 5,009 (35.1) 1,558 (18.6) 1,133 (53.8) 1,781 (56.0) 537 (88.2)

Rural area 6,119 (42.8) 5,246 (62.5) 168 (8.0) 643 (20.2) 62 (10.2)
Remote area 810 (5.7) 581 (6.9) 213 (10.1) 16 (0.5) 0 (0)

missing 141 (1.0) 77 (0.9) 21 (1.0) 40 (1.3) 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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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injury incidence and proportion of injury

Activity-related injury: operation, military training, sports and other exercises

Variables Number of injury cases (%)

Any injury Activity-related injury 

Time of injury Jan-Mar 401 (20.8) 258 (21.9)

Apr-June 824 (42.7) 512 (43.4)

Jul-Sep 440 (22.8) 249 (21.1)

Oct-Dec 267 (13.8) 160 (13.6)

Injury Causes Driving 57 (5.0) 24 (3.0)

Fall 372 (32.3) 294 (36.9)

Collision 517 (44.9) 391 (49.1)

Laceration, stab,
amputation, penetrating

156 (13.6) 71 (8.9)

Burned 29 (2.5) 11 (1.4)

Obstruction 4 (0.4) 2 (0.3)

Drowning 16 (1.4) 3 (0.4)

Ill in bed No 1,160 (59.6) 715 (60.0)

Yes 762 (40.4) 476 (40.0)

1 day 168 (22.1) 106 (23.1)

2 day 109 (14.3) 63 (13.7)

3 or more days 485 (63.6) 290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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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incidence rate of injuries according to the covariates

No., number; IR, incidence rate (1,000 person-year);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d test

Covariates
Any injuries Activity-related injuries

n (%) No. (%) IR p-value No. (%) IR p-value

Age <25 9,969 (69.8) 1,587 (83.2) 159.2

<0.001

999 (84.4) 100.2

<0.00125-34 2,631 (18.4) 205 (10.7) 77.9 121 (10.2) 46.0

35-44 1,051 (7.4) 92 (4.8) 87.5 50 (4.2) 47.6
>44 308 (2.2) 23 (1.2) 74.7 14 (1.2) 45.5

Sex Male 13,807 (96.6) 1,877 (98.4) 135.9
<0.001

1,203 (99.3) 87.1
<0.001

Female 484 (3.4) 30 (1.6) 62.0 9 (0.7) 18.6

BMI Underweight 211 (1.5) 25 (1.3) 118.5

<0.809

18 (1.5) 85.3

0.880
Normal 10,326 (72.3) 1,419 (73.9) 137.4 890 (74.2) 86.2

Overweight 3,042 (21.3) 427 (22.2) 140.4 266 (22.2) 87.4

Obesity 339 (2.4) 50 (2.6) 147.5 25 (2.1) 73.7

Education <High school 2,582 (18.1) 321 (16.7) 124.3

<0.001

197 (16.4) 76.3

<0.001<College 11,196 (78.4) 1585 (82.3) 141.6 993 (82.8) 88.7

<Graduate 339 (2.4) 20 (1.0) 59.0 9 (0.8) 26.5

Smoking Non-smoker 6,343 (44.4) 749 (40.3) 118.1

<0.001

449 (39.0) 70.8

<0.001Past-smoker 1,506 (10.5) 205 (11.0) 136.1 136 (11.8) 90.3

Current-smoker 5,805 (40.6) 903 (48.6) 155.6 566 (49.2) 97.5

Marriage Unmarried 11,832 (82.8) 1,745 (90.5) 147.5
<0.001

1,097 (91.3) 92.7
<0.001

Married 2,335 (16.3) 184 (9.5) 78.8 104 (8.7) 44.5

Rank Enlisted 7,904 (55.3) 1,498 (77.3) 189.5

<0.001

974 (80.4) 123.2

<0.001NCO 4,301 (30.1) 330 (17.0) 76.7 175 (14.4) 40.7

Officer 2,003 (14.0) 111 (5.7) 55.4 63 (5.2) 31.5

Branch Combat 8,716 (61.0) 1,246 (65.9) 143.0

<0.001

817 (69.0) 93.7

<0.001
Technique 3,611 (25.3) 480 (25.4) 132.9 258 (21.8) 71.4

Administration 986 (6.9) 121 (6.4) 122.7 74 (6.3) 75.1

Special 594 (4.2) 43 (2.3) 72.4 35 (3.0) 58.9

Service area Metropolitan 2,207 (15.5) 300 (15.6) 135.9

0.461

182 (15.2) 82.5

0.034City 5,009 (35.1) 655 (34.1) 130.8 383 (31.9) 76.5

Rural area 6,119 (42.8) 863 (44.9) 141.0 566 (47.1) 92.5

Remote area 810 (5.7) 104 (5.4) 128.4 70 (5.8) 86.4

MVPA (mean [SE]) 1st (76.8 [1.5]) 2,621 (18.3) 245 (21.3) 93.5

<0.001

158 (21.5) 60.3

<0.001
2nd (386.7 [1.9]) 2,919 (20.4) 302 (26.3) 103.5 175 (23.8) 60.0

3rd (756.6 [2.4]) 2,339 (16.4) 266 (23.1) 113.7 176 (23.9) 75.2

4th (1,707.2 [16.3]) 2,480 (17.4) 337 (29.3) 135.9 227 (30.8) 91.5

Muscle-strengthening        NO 2,904 (20.3) 407 (21.6) 140.2

<0.001

239 (20.3) 82.3

<0.001
1-2days 3,927 (27.5) 464 (24.7) 118.2 276 (23.4) 70.3

3-4days 3,776 (26.4) 484 (25.7) 128.2 317 (26.9) 84.0

5days or above 3,206 (22.4) 526 (28.0) 164.1 346 (29.4) 107.9

Military unit ARMY 8,391 (58.7) 1,217 (62.6) 145.0

<0.001

773 (63.8) 92.1

<0.001
NAVY 2,104 (14.7) 351 (12.9) 166.8 156 (12.9) 74.1

AIRFORCE 3,182 (22.3) 342 (17.6) 107.5 191 (15.8) 60.0

MARINE 609 (4.3) 133 (6.8) 218.4 92 (7.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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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odds ratio of being injured according to the covariates

ref, reference; the bol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ny injuries Activity-related injuries
Age <25 ref ref

25-34 1.05 (0.78, 1.40) 1.12 (0.77, 1.63)
35-44 1.31 (0.82, 2.11) 1.14 (0.61, 2.15)

>44 1.16 (0.55, 2.42) 1.04 (0.40, 2.73)

Sex Male ref ref
Female 1.49 (0.85, 2.61) 0.88 (0.35, 2.22)

BMI Underweight 0.66 (0.35, 1.23) 0.90 (0.45, 1.79)
Normal ref ref

Overweight 1.22 (1.03, 1.44) 1.20 (0.98, 1.48)
Obesity 1.66 (1.08, 2.56) 1.34 (0.74, 2.40)

Education <High school ref ref
<College 1.14 (0.95, 1.37) 1.17 (0.93, 1.47)

<Graduate 1.48 (0.80, 2.74) 0.97 (0.39, 2.39)

Smoking Non-smoker ref ref
Past-smoker 1.29 (1.03, 1.62) 1.36 (1.04, 1.79)

Current-smoker 1.31 (1.13, 1.52) 1.30 (1.08, 1.56)

Marriage Unmarried ref ref
Married 1.00 (0.69, 1.44) 1.22 (0.77, 1.95)

Rank Enlisted ref ref
NCO 0.40 (0.31, 0.51) 0.32 (0.23, 0.45)

Officer 0.30 (0.21, 0.42) 0.26 (0.17, 0.41)

Branch Combat ref ref
Technique 1.22 (1.02, 1.46) 1.00 (0.80, 1.25)

Administration 1.14 (0.85, 1.52) 0.89 (0.61, 1.31)
Special 0.70 (0.46, 1.07) 1.06 (0.68, 1.65)

Service area Metropolitan ref ref
City 1.02 (0.82, 1.26) 1.00 (0.76, 1.32)

Rural area 1.05 (0.85, 1.30) 1.16 (0.88, 1.52)
Remote area 1.03 (0.73, 1.45) 1.08 (0.71, 1.64)

MVPA (mean [SE]) 1st (76.8 [1.5]) ref ref
2nd (386.7 [1.9]) 1.11 (0.91, 1.36) 0.98 (0.77, 1.26)
3rd (756.6 [2.4]) 1.16 (0.94, 1.43) 1.12 (0.87, 1.45)

4th (1,707.2 [16.3]) 1.38 (1.12, 1.69) 1.35 (1.05, 1.73)

Muscle-strengthening NO ref ref
1-2days 0.81 (0.66, 0.99) 0.86 (0.67, 1.12)
3-4days 0.82 (0.67, 1.01) 0.90 (0.70, 1.16)

5days or above 0.83 (0.67, 1.02) 0.94 (0.72, 1.22)

Military unit ARMY ref ref
NAVY 0.86 (0.68, 1.08) 0.82 (0.60, 1.10)

AIRFORCE 0.75 (0.60, 0.93) 0.81 (0.61, 1.07)
MARINE 1.44 (1.07, 1.94) 1.75 (1.25,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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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결과 한국군 부상 원인은 충돌과 낙상이 가장 많았다. 모든

부상을 고려하면 25세 미만, 남성, 비만, 대학 졸업 미만, 흡연자, 미혼, 

용사, 전투 병과, 해병대에 속할수록 부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록 부상비율이 높아지는 선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근력운동은 양 극단에 있는 5일 이상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 순으로 부상비율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위험비는 정상체중 그룹에 비해 과체중, 비만 그룹 일수록 부상에 당할

위험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4-6월인 이유는 주로 체력검정을

준비 및 실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날씨가 좋기때문에 야외 체육활동과 같은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한가지 이유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른

제한 상, 시기별 신체활동을 확인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것은 군인들의 시기별 신체활동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료와 부상발생을 연계한다면 부상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주기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상의 50%는 병상 생활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고, 한번 병상생활을

하면 63% 부상은 3일 이상 쉬어야 할 정도 라는 것은, 전체부상의

25%이상은 큰 부상으로 생각된다.

25세미만, 대학 졸업 미만, 미혼, 용사 그룹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룹의 특성이 있으므로 부상이 높을

것이다. 해병대는 모든 부상 및 활동관련 부상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부상비율이 가장 높은 군 유형이었다. 

비흡연자에 비해 이전 흡연자 및 현재 흡연자일수록 부상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또한 간부들은 용사들에 비해 부상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Grier, Canham-Chervak, Bushman, Jones (2015)

에서도 본연구와 유사하게 군인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부상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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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군인 일수록 관리자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신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들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비교적 젊은 성인 그룹만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연령이

증가할 수록 부상위험이 커진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20세

미만에 비해 30세 이상에서 남군은 2.29배(95%CI 1.49-3.53) 여군은

2.56배(95%CI 1.19-5.49) 부상위험이 높았다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Hollander, Bell (2010)에서는 21세 미만에 비해, 

40세 초과 그룹의 부상위험이 0.47배(95%CI; 0.4-0.56) 적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상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Anderson et al. (2015)은 보병에 비해 기갑(OR 1.53, 95%CI

1.13-2.07) 및 화학병과(OR 2.82, 95%CI 1.19-6.68)에서 부상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병과 분류방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외국군과 한국군의 병과 별 실제 임무가

유사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체활동이 많은 그룹일수록 부상이 높게 발생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Hollander, Bell (2010)에서는 신체활동 요구량이 적은

부대보다 많은 부대가 부상위험이 1.45배(95%CI 1.34-1.57) 높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이 낮은 여자 군인들에 비해 높은

여자 군인들의 부상위험이 1.43배(95%CI 1.14-1.78) 높았다

(Knapik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상에 취약한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대부분 군 부상연구에 참여한 군인들의

부상비율을 살펴보면, 여군이 남군에 비해 약 1.5-2배정도 부상위험이

높았다 (Hollander & Bell, 2010; Jones, Bovee, et al., 1993; Sulsky 

et al., 2018).

본 연구에서 BMI가 높을수록 부상 위험도 높아 졌는데, Anderson 

et al. (2015) 에서도 BMI가 정상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그룹의

부상 위험이 높았다(OR 1.61, 95% CI 1.20-2.17).

Sulsky et al. (2018)에서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군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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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부상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OR: 

male 1.12 [95%CI 1.09-1.16], female 1.27 [95%CI 1.18-1.37]).

본 연구의 상황과 선행연구 기초군사훈련 상황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조사대상자의 나이 및 계급분포도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 공변인 보정 이후에도 흡연이 부상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Anderson et al. (2015)

에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부상위험이 높았다(OR 1.34, 95%CI 

1.11-1.63). Knapik et al. (2001)은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흡연을 많이 하는 그룹(하루 20개 초과)에서 남여 모두 부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OR: male 2.8 [95%CI 1.4-5.6], female 4.4 [95%CI 

1.9-10.0]).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조사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몇가지 부상위험요인이 존재한다.

Sulsky et al. (2018)은 과거 부상경험이 있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부상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OR 1.10, 95%CI 1.05-1.15).

다른 연구에서도 부상경험이 없었던 사람보다 있었던 사람의 부상위험이

1.97배(95%CI 1.16-3.37) 더 높았다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Robinson et al. (2016) 또한 지난 1년간 부상경험이 없었던

그룹에 비해 있었던 그룹에서 1.19배(95%CI 1.01-1.39) 부상위험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Knapik et al. (2001)은 입대 전 운동 또는 스포츠 빈도가 주당 2회

이상 그룹에 비해 1회 미만이었던 그룹에서 부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OR 1.8, 95%CI 1.0-3.1). 다른 연구에서는 남군의 경우 훈련

전 신체활동이 많았던 사람보다 가장 적었던 사람이 1.46배(95%CI

1.01-2.10) 부상위험이 높았다 (Knapik, Graham, Cobbs, et al., 

2013). 해당 연구에서 여군의 경우 훈련 전 7개월 이하로 달리기나

조깅을 꾸준히 하였던 그룹보다 1개월 이하 밖에 하지 않았던 그룹이

1.61배(95%CI 1.14-2.26) 부상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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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et al. (2015)은 2마일 달리기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던

그룹에 비해 안 좋은 그룹의 부상위험이 1.61배(95%CI 1.19-2.19) 더

높게 나왔다. 또한 2분 팔굽혀펴기 기록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부상위험이 높았고(OR 1.18, 95%CI 1.02-1.37), 2분

윗몸일으키기 기록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부상위험이

높았다(OR 1.28, 95% CI 1.11-1.47). Knapik et al. (2001)은

팔굽혀펴기 기록이 가장 좋았던 그룹에 비해 가장 낮았던 그룹의 부상

발생이 높았다(OR: male 1.8 [95%CI 1.2-2.8], female 1.6 [95%CI 

1.1-2.5]). 해당 연구에서 윗몸일으키기는 오직 남성에서만 기록이

좋지 않았던 그룹이 좋았던 그룹에 비해 부상위험이 높았다(OR 1.6,

95%CI 1.0-2.4). 3.2km 달리기는 기록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해 부상위험이 높았다(OR: male 1.6 [95%CI 1.0-2.4], female 1.9 

[95%CI 1.2-2.8]).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오직 남성에게서만

중간 그룹과 비교해 낮거나(OR: 2.4 [95%CI 1.1-5.0]) 높은 그룹(OR: 

2.2 [95%CI 1.0-4.8])에서 각각 부상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Blacker, Wilkinson, Bilzon, Rayson (2008)은 2.4km 달리기 기록이

느릴 수록 가장 빠른 그룹에 비해 부상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HR 

2.61, 95%CI 1.53-4.44). Robinson et al. (2016)도 2.4km 달리기가

빨랐던 그룹에 비해 제일 느렸던 그룹이 1.6배(95%CI 1.29-1.99) 

부상위험이 더 높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 체력은 근거

높은 부상 발생 위험요인이다. 군 환경에서는 개인의 체력에 맞추어

훈련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환경적 상황 또한

부상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부상 연구들이 진행 되었지만, 각 연구에서 피험자의

특징, 훈련환경 등에 따른 훈련강도 및 빈도 등에 의해 부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상에 대한 정의, 연구설계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간 비교와 일반화가 제한된다. 추가적인

연구 제한점은 부상이 설문지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설문을 통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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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회상오류 등으로 인해 질문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군 부상자료의 희소성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비록 지난 1년간의 부상을 기억에 의존하여 묻고 있지만,

부상 발생의 ‘snap shot’을 확인하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Ruscio et 

al., 2010).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국내 군 부상관련 정책적 의사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만한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군 부상연구를 위해 질 높은 부상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한국군 신체활동이 측정되고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확보된 기록이 연구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다양한 부상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부상예방을 위한 신체활동량 상한선(cut-

point)을 설정하는 연구를 통해 적정수준의 신체활동량을 권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상자료는 보안성 문제 상 연구자가 사용하기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체계화 시켜 많은 연구논문들이 출판될 수 있었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군에 있는 정보를 연구자가 활용하여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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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골격계 부상예방을 위한 운동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소논문 3)

1. 서론

군인들의 부상예방은 언제나 전투에 준비 되어있는 병력을 보유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군병원 입원진료는

남군 36,079건, 여군 352건 있었다 (국방부, 2020b). 외래진료는 남군

1,577,575건, 여군 46,842건 있었다 (국방부, 2020b). 한국 군인들의

입원은 외래진료 간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 민간 병원 및 군 입원

합하여 69,479건에서 2019년 72,523건으로 늘어났다. 민간 위탁

진료횟수도 2015년 3,939건에서 2019년 4,589건으로 늘어났다

(국방부, 2020b). 비용적 측면에서는 2015년 약 514억원에서 2019년

약 805억원으로 300억원 정도의 국가 건강보험 부담액이 증가하였다

(국방부, 2020b). 한편 한국군 현역병 자원은 2015년 328,974명에서

2019년 263,338명으로 약 6만 여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를 보는 절대적 횟수와 인원대비 상대적 비율이

모두 늘었다 (국방부, 2014, 2020a).

한국군 세부 진료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세부 질병

종류를 알 수 없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1년 간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설문에서 862명의 생도 중 군사훈련 및 체력단련으로 인해 적어도

1회 이상 부상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30.2%(260명) 였다. 부상부위로는

발목과 무릎이 약 50% 정도 차지하였고, 부상유형으로는 인대 및 건

염좌가 57%, 근육타박상이 15.2%를 차지하였다 (김재우 et al., 2017).

장은욱, 정은진, 김양태 (2018)는 2년간 해양의료원 정형외과 환자

기록을 통해 741명 입원환자의 근골격계 부상을 분석하였다. 스포츠

활동으로 입원한 것이 39.8%로 가장 큰 이유였고 업무(27.9%), 

체력단련(21.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무릎이 29.7%로 가장 많이

발생한 부상 부위였고, 그 다음 발목(25.5%) 순이었는데 김재우, 

성호용, 이상원, 서성혁 (2017)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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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역학을 보였다.

최근 한 논문은 군대에서 발생한 정형외과적 골절만 2017년

6월에서 2019년 5월 까지 군 의료정보체계(New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N-DEMIS])를 통해 분석하였다 (An et al., 

2021). 총 23,687명의 골절 환자가 발생했고, 골절관련 증상은 전 군

병력 약 6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1,000명 중(1,000 

person-year) 남자가 12.96명, 그리고 여자가 0.19명의 발생비율을

보였다. 골절부위는 가장 많은 부위가 손(8.38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발(3.91명), 하지(3.33명) 순으로 높았다. 미국에서는 골절이 가장 큰

입원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Jones, Canham-Chervak, Canada, et 

al., 2010).

앞서 언급한 국내 군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군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적은 피험자 수, 그리고 설문 및 의무기록과 같은 부상 정보에

대한 출처의 타당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군 부상역학에 대한 대표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체 부상 중 근골격계

부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기 힘들다. 하지만 한국군 선행연구와 미군

부상역학자료를 참고했을 때, 전반적으로 군인들의 근골격계 부상이

많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O'Donnell, 2021; Zambraski & 

Yancosek, 2012). 부상역학연구가 제한되는 환경이라면, 우선적으로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부상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 훈련과 관련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과훈련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증거들이 많은

예방전략으로 추천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다방향성의 근 신경 및

고유수용성 민첩성 트레이닝을 추천하였다 (Bullock et al., 2010). 

Wardle, Greeves (2017)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체력 향상, 

지휘관 인식 변화, 신체 활동량 감소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체력단련을 통한 부상예방연구는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였지만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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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체계적문헌고찰 연구에서 모든 가능한 부상예방방법에

대해 다뤘다면, 최근 발간된 체계적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부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Dijksma et al., 2020). 해당연구에서는 3개의 스트레칭 운동

연구만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Relative Risk 

[RR] 0.93, 95% Confidence Interval [CI] 0.79-1.09). 또한 스트레칭

방법 외 다른 운동 연구들의 부상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운동방법별로

분류하여 개략적인 설명만 했을 뿐, 피험자 특성, 연구환경, 운동 강도, 

운동 빈도 등 부상예방 효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작위 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만 조사되었다. 군 환경에서의 부상연구는

실제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환경

에서 그룹을 무작위로 배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작위로 배치된

연구가 아닌 연구들도 포함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운동을 통한 부상예방을 도모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현실적으로 한국 군 환경에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부대계획과 관련된 훈련 량 축소, 지휘관 인식변화 등과 같은

다른 방법들은 군 전체적인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고, 기타 행정 및 예산

소요가 있어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까지는 군

부상예방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자체가 부족하며, 

부상예방을 위한 운동효과와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운동을 통한 부상예방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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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체계적문헌고찰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PRISMA)의 지침을 준수하였다 (Moher 

et al., 2009). 본 연구를 위한 논문검토 프로토콜은 International 

Prospective Register of Systematic Reviews (PROSPERO, 

CRD42021271757)에 등록되었다.

  1) 문헌 선택 기준

① 연구대상자(Participants)

모든 군인 및 생도를 포함하였다.

  

   ② 부상예방 프로그램(Intervention)

모든 형태의 운동을 포함하였다. 부상예방 목적으로 구성된 워밍업, 

스트레칭, 근 신경, 민첩성, 근력, 고유수용성 감각 트레이닝, 복합운동과

같은 유형의 운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중재는 훈련 전에

실시하였든지, 훈련 중에 실시하였든지 시간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켰다. 

   ③ 비교 그룹(Control)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방식의

운동을 한 그룹(usual care, standard exercise), 부상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부위의 운동(masking group)과 같은 모든

경우를 비교그룹으로 인정하였다.

   ④ 주요 결과(Outcome)

설문으로 조사되었거나 전문의료진에게 진단받는 형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획득한 부상을 주요 결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

크기인 부상 비율의 비(incidence rate ratio [IRR])를 계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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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IRR을 도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

저자들에게 연락하였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논문들만 포함하였다.

IRR 도출을 위해서 각 그룹별 전체 부상횟수(number of incidences)가

제시되었거나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인원수와 훈련 노출시간이 명시된

연구들을 포함시켰다. 각 그룹 별 부상횟수에서 훈련 노출 시간 및

인원수의 곱(person-month)을 나누어 계산된 각 그룹 별 비율

(incidence rate [IR])과 각 그룹별 비율을 서로 나누어 계산된 부상

비율의 비(incidence rate ratio [IRR])가 직접 제시된 연구들도 모두

분석을 위해 포함되었다. 

   ⑤ 연구 디자인(Study design)

전향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중재가 포함된

형태의 RCT 및 cluster-RCT 연구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또한 군 환경

특성 상 완벽한 무작위 배정이 어렵기때문에 quasi-RCT 연구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⑥ 제외 기준

영어로 쓰여진 논문만 확인하였다. 초록, 학회발표 보고서,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하지 않은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2) 문헌 검색 및 선택 방법

문헌 검색 및 선택 방법은 Cochrane 지침을 참고하였다 (Higgins 

et al., 2019). 2명의 연구자가(Sung, Kim) 검색한 논문의 제목 및

초록을 확인하고, 문헌 선택 기준에 의해 잠재적으로 포함 가능한

논문을 선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목 및 초록으로만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본문내용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자들은 각 논문의 저자

이름, 소속을 가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헌 검색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래 데이터베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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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였다. 이 외에도 이전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참고문헌 목록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Dijksma et al., 2020).

n PubMed/MEDLINE

n EMBASE

n CINAHL

n SPORTDiscus

n Cochrane Library

검색어는 군인, 부상예방, 운동 3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별 세부 검색어는 Appendix B에 명시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추출

검색된 문헌을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Endnote 

(version 20, Clarivate corp., Philadelphia, PA, U.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조사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먼저 제거하고, 논문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문헌 선택 기준에 벗어나는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그

이후 논문들의 본문을 확인하여, 문헌 선택 기준에 벗어나는지

검토하였다. 최종 논문 선정에서 2명의 연구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토의를 거쳐 논문 포함 여부를 확정하였고, 필요시 제 3의 연구자가

함께 의논하여 확정하였다. 

자료추출을 위해서 먼저, 최종 선정된 연구들의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저자, 연구국가, 피험자 특성(성별, 나이), 훈련 특성 및 기간,

중재그룹 운동(운동유형, 운동량), 통제그룹 운동여부, 결과변수 특성,

부상 추적기간, 연구디자인, 중재운동 준수 비율, 중도탈락 비율을

테이블 형태로 요약하였다. 두번째, 메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계산에

포함된 그룹별 부상 빈도(number of incidences), IR, IRR을 테이블

형태로 요약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모든 테이블 형태의 정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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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은 1명의 주 연구자가 작성한 이후 다른 연구자가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상호 토의하여 결정하였고

이견이 있을 경우 제 3의 연구자가 함께 의논하여 확정하였다.

  4) 데이터 분석

   ① 비뚤림 위험 평가(Risk of bias)

문헌 질 평가 기준은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Furlan, Pennick, 

Bombardier, Tulder (2009)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비뚤림 위험은

2명의 연구자가 평가하였으며, 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불확실한 경우 ‘?’으로 표시하였다.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 별도로 저자에게 관련정보를

획득하기위해 연락하지는 않았다. 최종 점수를 위해 12개 중 몇 개가

부합하는지를 비율(%)로 계산하였다.

   ② 메타분석(Meta-analysis)

모든 분석을 위해 R version 4.0.3 (https://cran.r-project.org)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 중재효과크기는 IRR 값과 95%CI로 제시되었다.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R-package ‘metainc’를 사용하였다. 그룹 별

부상 발생률과 IRR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IR (100 person-month) = (부상횟수/(인원 수*훈련 및

부상추적기간[월]))*100

   IRR = 중재그룹의 IR / 비교 및 통제그룹의 IR

위 통계치의 의미는 만약 IRR이 0.80인 경우, 중재방법으로 인해

중재그룹은 비교그룹에 비해 20% 부상율이 감소했다 라는 의미가 된다. 

각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본래 한 모집단에 속해 있지 않고, 각자

다양한 특성과 환경을 가진 다른 성격의 모집단으로부터 온 것으로

가정하여 랜덤효과(random-effects)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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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간 이질성은 숲 그림(forest plot)의 모양, I2 통계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I2은 50% 미만일 경우 충분히 연구 간 동질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추가적으로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통해 연구 간

이질성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하위그룹분석은 이질성이 각 연구의

어떠한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즉 IRR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조절인자가 무엇인지 가늠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탐색적인 하위그룹분석을 위해 랜덤효과 모델을 적용한 하위그룹 별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각 분석 별 통합 IRR을 제시하였다.

하위그룹분석을 위해 성별, 위험평가 점수, 중재 운동량, 부상 부위,

운동 형태, 연구 디자인을 잠재 조절인자로 고려하였다. 나이, 피험자의

체력상태 등과 같은 가능성 있는 다른 잠재 조절요인은 논문에서 구체적

으로 구분하기가 제한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③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깔때기 도표(funnel plot)를 이용하여 출판 편향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Egger 검정을 통해 도표의 편향성을 확증하고 (Egger et 

al., 1997), ‘trim and fill’ 방법 (Duval & Tweedie, 2000)을 이용

하여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을 근거로 한 전체적인 IRR값의 조정이 요구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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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1) 검색결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총 8,598건의 연구가 확인되었다. 연구 선택

과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Flow diagram of retrieved, screened and included studies.

중복 논문들을 제거 한 이후 6,112건의 연구들이 남았다. 이 연구들

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6,074건의 연구가 제외되었고, 전문(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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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r abstract

(n=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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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을 확인해야 하는 연구들은 최종 38건으로 확인되었다(k 

agreement 98.68%, S.E. 0.0128). 전문 확인 후 22건의 논문들은 필

요한 정보 부족(n=3), 포함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설계(n=10), 결

과변수(n=4) 및 중재방법(n=5) 으로 인해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건

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논문 별 세부 제외이유는 부록(Appendix 

C)에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연구들의 PICOS 정보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2) 연구 특성

그룹별 남, 녀 피험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연구는 연구에 제시된

대로 표기하였다. 나이는 평균 또는 범위로 제시하였다. 중재된

부상예방 운동종류는 근력운동, 유산소성 운동, 스트레칭으로 구분

하였고, 그 외 연구별로 특별히 다르게 명시된 운동은 연구에 명시된

대로 표기하였다. 통제그룹과 중재그룹이 대조적으로 운동 부위가 상지

및 하지로 구분된 경우에 한해 상지 및 하지 운동이라는 것을 추가로

표기하였다. 각 연구에서 언급한 통제그룹의 운동명칭을 그대로

명시하였다. 운동량의 경우 한 달을 4주로 환산하여 중재기간 계산에

반영하였다. 연구디자인의 경우, 저자가 cluster-RCT 라고

명시하였지만, 무선표집 방법이 잘못된 경우 quasi-RCT로 고쳐

정의하였다. 운동량이 중재 및 통제그룹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

표시하였고, 같은 경우 하나로 표기하였다. 운동량은 세션(session) 

횟수와 세션 별 시간을 곱하여 분으로 환산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모두 기초군사훈련간 실시된 연구들

이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나이는 주로 20대가 대부분이었다. 성별은

남자군인 들로만 포함된 연구(4개)와 남자 및 여자군인들이 함께

포함된 연구(6개)들이 있었다. 포함된 연구들은 호주(4개)를 제외하고

미국(4개) 및 유럽권(2개)에서 진행되었다. 훈련기간의 전체평균은

11.8주였고, 짧게는 6주부터 길게는 16주까지 있었다. 중재 부상예방

운동프로그램들은 스트레칭만(3개)한 연구들이 있었고, 나머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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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근력운동을 비롯한 밸런스, 민첩성 및 유산소 운동을 복합적으로

실시하였다. 통제그룹의 경우 중재그룹이 부상예방운동을 하는 동안

별도 운동을 하지 않은 연구(2개)가 있었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상부위와 다른 부위의 운동(masking)을 하거나(3개), 기존에 하던

방식의 운동(5개)을 실시한 연구들이 있었다. 부상은 모든 근골격계

부상을 확인 한 연구(4개)와, 하지 부상만 확인 한 연구(5개), 그리고

특정 무릎 부상만 확인한 연구(1개)가 있었다. 부상 확인 추적 기간은

대부분 훈련 기간과 동일 했지만, 한편의 연구에서만 훈련기간 이후

10.5개월 동안 부상을 추적하였다. 연구디자인은 quasi-RCT(5개), 

cluster RCT(4개), RCT(1개)로 구분되었다.

Table 2는 중재 부상예방운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운동량, 

운동중재 준수율, 운동 시 지도자의 감독 유무, 연구 간 탈락률을 제시

하였다. 운동 개수로만 정량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보가 부족하여

확인할 수 없는 연구(1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는 적게는 2개, 

많게는 39개의 운동까지 중재 되었다. 평균적으로 약 14.3개의 운동을

중재하였다. 세부적인 운동내용은 Appendix C에 정리하였다. 운동량은

강도구분 없이 운동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922.5분 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게는 51분, 많게는 3,005분까지도 실시하였다. 운동

참여율은 정보가 없는 한개 연구를 제외하고, 75%이상(1개), 91%

이상(1개), 100%(7개)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중도 탈락률은 평균

19.2% 수준이었고, 적게는 0%, 많게는 73.5%까지 탈락한 연구들도

있었다. 

3) 비뚤림 위험 평가

두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각 연구들에 대한 비뚤림 위험평가를

12개의 기준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각 연구별 비뚤림 위험평가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 53.7%의 점수를 보였고, 

낮게는 25%, 높게는 75% 점수의 연구가 있었다. 비뚤림 위험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Appendix D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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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중재 효과 및 이질성(메타분석)

메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상예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2, IRR 0.82, 95%CI 0.62 to 1.09). 연구간 이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2=83%). 

5) 출판편향

Funnel plot 분석결과 우측 하단부에 비대칭성이 나타났다(Figure 

3). 하지만 Egger test결과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intercept=0.26, 

S.E.=0.19, p=0.12). 비록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은 샘플

수를 사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연구들이 출판되지 않았거나 본 연구의

검색방법을 통해 검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Trim and 

fill’방법을 사용해 2개의 연구가 추가되어 보정된 IRR은 0.97(95%CI 

0.65 to 1.44)이었다. 보정된 값은 원래 값과 거의 유사하였다.

6) 하위그룹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을 고려했을 때 유의한 결과는 없었지만 남자

들로만 이루어진 연구(Figure 4, IRR 0.95, 95%CI 0.77 to 1.18)보다, 

성별이 혼합된 연구(Figure 5, IRR 0.72, 95%CI 0.43 to 1.20)에서

효과크기가 많이 감소하였다.

비뚤림 평가 결과가 50% 이하인 연구들(Figure 6, IRR 0.83, 

95%CI 0.63 to 1.10)과 초과인 연구들(Figure 7, IRR 0.79, 95%CI 

0.40 to 1.59)에서는 부상예방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량이 중위수 미만인 연구들(Figure 8, IRR 1.09, 95%CI 0.98 to 

1.23)에서는 부상예방효과가 유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운동량이

중위수 초과인 연구들(Figure 9, IRR 0.56, 95%CI 0.32 to 0.97)은

부상을 44%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모든 부상을 고려한 연구들(Figure 10, IRR 0.85, 95%CI 0.55 to 

1.32)과 하지부상만 고려한 연구들(Figure 11, IRR 0.79, 95%CI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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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1.20)에서 유의한 부상예방효과는 없었다.

스트레칭 운동만 중재한 연구들(Figure 12, IRR 0.85, 95%CI 0.55 

to 1.32)과 복합적인 운동을 중재한 연구들(Figure 13, IRR 0.78, 

95%CI 0.50 to 1.21)에서 모두 유의한 부상예방효과는 없었다.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RCT 또는 cluster RCT 연구들은(Figure

14, IRR 0.70, 95%CI 0.36 to 1.36) quasi-RCT 연구(Figure 15, IRR 

0.87, 95%CI 0.69 to 1.08)보다 부상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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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ICOS of included studies

Author
Participants 

(baseline characteristics)
Training

(duration)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follow-up duration)

Study 
design

Brushoj et al.
(2008)

Denmark army recruits 
(intervention: 507 [male],

control: 513 [male], age: 19-26)

Basic military training
(12wks)

Strengthening and 
stretching

(lower body)

Strengthening 
and stretching
(upper body)

Any musculoskeletal injuries
(12wks)

Quasi 
RCT

Burley et al.

(2020)

Australia army recruits

(intervention: 117 [male: 87, female: 30], 

control: 97 [male: 75, female: 22], age: 21.7)

Basic military training

(12wks)

Strengthening, 

stretching and aerobic

Standard running and 

circuit training

Any musculoskeletal injuries
(12wks)

RCT

Carow et al.

(2016)

U.S. military new cadets

(total: 1,313 [male: 1,070, female: 243], 

intervention: 654, control: 659, age: 18-22)

Cadet basic training

(6wks)

Strengthening and 

stretching
Active warm-up

Lower-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10.5mths)

Cluster 

RCT

Childs et al.

(2010)

U.S. army soldiers

(intervention: 2,153, control: 2,160, age: 18-35)

Combat medic training

(16wks)

Strengthening and 

balance
Upper body strengthening

Any musculoskeletal injuries
(16wks)

Cluster 

RCT

Coppack et al.

(2011)

U.K. army recruits

(intervention: 759 [male: 556, female: 203], 

control: 743 [male: 536, female: 207], 

age: 19.6)

Basic military training

(14wks)

Strengthening and 

stretching
Traditional training

Anterior knee pain

(12wks)

Cluster 

RCT

Goodall et al.

(2013)

Australia army recruits

(total: 867 [male: 815, female: 52], 

intervention: 380, control: 487, age: 17-50)

Basic military training

(12wks)

Balance and agility 

with normal physical 

training

Control

(only normal 

physical training)

Lower-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12wks)

Cluster 

RCT

Hartig et al.

(1999)

U.S. army recruits

(intervention: 150 [male], 

control: 148 [male], age: 20)

Basic military training

(13wks)

Additional stretching 

with normal routine of 

stretching

Control

(only normal routine of 

stretching)

Lower-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13wks)

Quasi 

RCT

Knapik et al.

(2005)

U.S. army recruits

(intervention: 829 [male: 486, female: 343], 

control: 1138 [male: 656, female: 482], 

age: 21.8)

Basic combat training

(9wks)

Strengthening, 

stretching and aerobic
Traditional training

Any injuries

(9wks)

Quasi 

RCT

Pope et al. 

(1998)

Australia army recruits

(intervention: 549 [male], control: 544 [male], 

age: 17-35)

Recruit training

(12wks)

Stretching (lower 

body)

Stretching

(upper body)

Lower-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12wks)

Quasi 

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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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articipants 

(baseline characteristics)
Training

(duration)
Intervention Control

Outcome
(follow-up duration)

Study 
design

Pope et al. 

(2000)

Australia army recruits

(intervention: 735 [male], control: 803 [male], 

age: 17-35)

Recruit training

(12wks)

Stretching (lower 

body)
Warm-up

Lower-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12wks)

Quasi 

RCT

wks, weeks; mths, months;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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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Author
Type of exercise

(number of exercises)
Volume of exercise

Compliance rate
(supervision)

Dropout rate Final sample size

Brushoj et al.
(2008)

Intervention: lower-body strengthening (4),
dynamic lower-body stretching (1),

static lower-body stretching (1)

Control: upper-body strengthening (4),

static upper-body stretching (1)

36 sessions
(15min for 1session,

total 540mins)

75.0%
(only first 6wks)

4.21%
(Intervention: 20,

Control: 23)

Intervention: 451
Control: 480

Burley et al.

(2020)

Intervention: warm-up (12), cool-down stretching (4), 

lower-body resistance (4), upper-body resistance (4), 

high-intensity interval (1), load-carriage (1)

Control: high-intensity running (1), circuit training (1), 

load-carriage (1)

Intervention (total 3,005mins):

- Warm-up and cool-down: 40 sessions

- resistance: 17sessions

- high-intensity interval: 8 sessions

- load-carriage: 2 sessions

Control (total 3,010mins):

- moderate to high intensity running:

9 sessions

- circuit training: 7 sessions

- load carriage: 7 sessions

100%

(All sessions)

31.3%

(Intervention: 39,

Control: 28)

Intervention: 78
Control: 69

Carow et al.

(2016)

Intervention: lower-body strengthening (5), upper-body 

strengthening (3), dynamic lower-body stretching (1)

Control: lower-body strengthening (3), upper-body 

strengthening (4), dynamic whole-body stretching (2)

18 sessions
(10min for 1 session, total 180mins)

100%

(All sessions)
0%

Intervention: 654
Control: 659

Childs et al.

(2010)

Intervention: lower-body strengthening (1), upper-

body strengthening (3), whole-body strengthening (1)

Control: upper-body strengthening (5)

48 sessions

(5mins for 1 session, total 240mins)

100%

(All sessions)

73.5%

(Intervention: 

1,611, Control: 

1,561)

Intervention: 542
Control: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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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ype of exercise

(number of exercises)
Volume of exercise

Compliance rate
(supervision)

Dropout rate Final sample size

Coppack et al.

(2011)

Intervention: lower-body strengthening (4), static lower-

body stretching (4)

Control: upper-body strengthening (2), upper and lower body 

stretching, aerobic (1)

98 sessions

(15min for 1 session, total 1470mins)

91%

(All sessions)

20.0%

(Intervention: 154, 

Control: 239)

Intervention: 605
Control: 504

Goodall et al.

(2013)

Intervention: normal physical training (8), balance (18),

agility (13)

Control: normal physical training (8)

43 sessions for balance, 13 sessions for 

agility

(5min for 1 session, total 280mins)

100%

(All sessions)

10.1%

(Intervention: 33, 

Control: 55)

Intervention: 347
Control: 432

Hartig et al.

(1999)

Intervention: normal routine of stretching (not specified),

stretching (1)

Control: normal routine of stretching (not specified)

273 sessions

(2.5min for 1 session, total 682.5mins)
unsure

9.4%

(Intervention: 18, 

Control: 10)

Intervention: 132
Control: 138

Knapik et al.

(2005)

Intervention: conditioning drill (13), movement drills (3),

aerobic (2), stretching drills (10)

Control: stretching, upper-body strengthening (2), aerobic (1)

45 sessions

(60min for 1 session, total 2,700mins)

100%

(All sessions)

17.3%

(Intervention: 149, 

Control: 192)

Intervention: 680
Control: 946

Pope et al. 

(1998)

Intervention: static lower-body stretching (2)

Control: static upper-body stretching (2)

38 sessions

(80secs for 1 session, total 51mins)

100%

(All sessions)

14.8%

(Intervention: 98, 

Control: 64)

Intervention: 451
Control: 480

Pope et al. 

(2000)

Intervention: static lower-body stretching (6)

Control: normal warm-up

38 sessions

(2mins for 1 session, total 76mins)

100%

(All sessions)

11.1%

(Intervention: 69,

Control: 101)

Intervention: 666
Control: 702

hrs, hours; secs,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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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jury statistics of included studies

Author Injury definition
Injury frequencies

(number of incidence cases)
Incidence rate

(100 person-month)
Incidence rate ratio

Brushoj et al. (2008) overuse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119

Control: 104

Intervention: 8.15

Control: 7.07
1.15

Burley et al. (2020)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6

Control: 17

Intervention: 2.56

Control: 8.21
0.31

Carow et al. (2016) lower extremity musculoskeletal injuries and
acute traumatic knee-joint injury

Intervention: 189

Control: 189

Intervention: 2.75

Control: 2.73
1.01

Childs et al. (2010) any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331

Control: 309

Intervention: 15.3

Control: 12.9

1.18

Coppack et al. (2011) overuse anterior knee pain
Intervention: 10

Control: 36

Intervention: 0.47

Control: 2.04
0.23

Goodall et al. (2013) lower 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178

Control: 179

Intervention: 17.1

Control: 13.8
1.24

Hartig et al. (1999) lower extremity, overuse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25

Control: 43

Intervention: 5.83

Control: 9.59
0.61

Knapik et al. (2005) any injuries
Intervention: 208

Control: 407

Intervention: 13.6

Control: 19.1
0.72

Pope et al. (1998) lower 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23

Control: 25

Intervention: 1.70

Control: 1.74
0.98

Pope et al. (2000) lower limb musculoskeletal injuries
Intervention: 158

Control: 175

Intervention: 7.91

Control: 8.31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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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sk of bias for included studi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Total Rate

Brushoj et al. (2008) - + + - + + - + ? ? + + 7 58.30%

Burley et al. (2020) ? ? ? - + - - + + ? + + 5 41.70%

Carow et al. (2016) ? ? ? - + + + + ? - + + 6 50.00%

Childs et al. (2010) + ? ? - + - - + + ? + + 6 50.0%

Coppack et al. (2011) + + + - + + - + + + ? + 9 75.00%

Goodall et al. (2013) + + ? - + + + + ? ? + + 8 66.70%

Hartig et al. (1999) - - ? - ? + - + ? ? ? + 3 25.0%

Knapik et al. (2005) - ? ? - ? + - + + ? + + 5 41.70%

Pope et al. (1998) - - + - ? + - + ? ? + + 5 41.70%

Pope et al. (2000) - + ? - + + + + ? ? + + 7 58.30%

+ yes; - no; ? u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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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rest plot of included studies

Figure 3.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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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sex: only male)

Figure 5.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sex: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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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quali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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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quali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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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volum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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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volum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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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injured body: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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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injured body: lower 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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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exercise type: stretching)

Study

Common effect model
Random effects model
Heterogeneity: I

2
 = 28%, t

2
 = 0.0167, p = 0.25

Hartig (1999)
Pope (1998)
Pope (2000)

Events

 25
 23

158

Time

 42900
135300
199800

Experimental
Events

 43
 25

175

Time

 44850
144000
210600

Control

0.5 1 2

Incidence Rate
Ratio IRR

0.89
0.87

0.61
0.98
0.95

95%-CI

[0.74; 1.08]
[0.67; 1.12]

[0.37; 1.00]
[0.56; 1.72]
[0.77; 1.18]

(common)

100.0%
--

17.8%
10.2%
72.0%

Weight
(random)

--
100.0%

21.8%
17.4%
60.7%

Weight

Figure 13.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exercise type: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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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research design: 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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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research design: quasi-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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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운동을 통한

부상예방 효과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부상예방운동은 18% 정도 부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유의 하진 않았다. 하위그룹분석 결과 운동량이 많았던

연구들이 부상을 44%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외 잠재요인들로 구분된 연구들 간 유의한 부상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은 운동량이 적거나,

중재기간이 예방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짧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부상예방운동을 비교적 오래 지속해야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Carow et al., 2016). 분석된 모든 연구에서의

훈련상황은 기초군사훈련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신병과 같은

집단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다른 집단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 결과해석이 필요하다. 기초군사훈련은 피험자들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중도 탈락자를 추적하기도 쉽고, 부상이 자주 발생

하기 때문에 부상예방연구에 활용되기 적절한 훈련환경이다. 대부분의

군사훈련기간은 12주에서 16주였는데 이 기간은 부상예방을 위해

충분한 운동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훈련에서 첫 4주간 많은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훈련초반에는

운동프로그램이 충분한 부상예방 효과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rushøj et al., 2008). 

한편, Coppack, Etherington, Wills (2011)은 모든 연구 중에서

가장 부상예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중재그룹이 통제그룹에 비해 77% 

유의하게 부상이 감소하였다. 해당 연구자들은 운동량이 많았던 것이

부상예방 효과의 중요한 이유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Coppack et al.

(2011)은 다른 연구와 달리 전방 무릎 통증만을 부상의 범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간 비교가 어려운 점이 존재하지만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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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통증이 군사 훈련 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Coppack 

et al. (2011)은 다른연구에 비해 구체적인 부상을 한정하였고, 관련된

부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방법 개발에 집중했다.

부상과 관련된 대퇴사두근(quadriceps), 골반(pelvis), 둔부(hip)의

근육동원에 집중하는 운동을 통해 하중이 부하되는 활동 간 둔부와

무릎의 운동제어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다. 향상된 운동제어 동작은

군인들의 군사훈련 간 움직임 패턴을 효율적으로 하여

슬개대퇴(patellofemoral) 관절에 부하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생각하였다. 운동량 뿐만 아니라 부상기전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방법을

고안했던 것이 부상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부상예방운동으로써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트레칭

은 거의 모든 연구에 포함되었다 (Australia et al., 1997; Hubley-

Kozey & Stanish, 1990; Pope et al., 1998). 스트레칭 운동만 실시한

연구는 3편 있었는데 유의한 부상예방 효과가 없었다. 스트레칭 운동의

부상예방 효과는 유연성이 부상위험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Pope, Herbert, Kirwan (1998)은

유연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활동 능력 감소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인들은 훈련 간

움직임에 필요한 정도의 가동 범위만 보유하더라도 부상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훈련 간 움직임들이 높은 유연성을 요구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Pope, Herbert, Kirwan, Graham(2000)은 260시간은 유연성

운동을 해야 겨우 하나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통계적 계산 결과를

통해 운동예방 효과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스트레칭만 실시했던 연구

중 유일하게 Hartig, Henderson (1999)에서만 39% 유의한 부상감소를

나타냈다. 해당 연구에서는 햄스트링(hamstring) 스트레칭만 하루 3번

실시했는데, 이것은 햄스트링과 뒤꿈치(heel cord)의 뻣뻣함(tightness)

이 군 보병 기초 군사 훈련에서의 하지 과사용 부상원인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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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생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Hartig & Henderson, 1999). 

Burley, Drain, Sampson, Nindl, Groeller (2020)에서는 운동량은

줄이는 대신 강도를 높여 66%의 부상예방효과를 얻었다. 또한 Burley 

et al. (2020)은 축구에서 사용되는 부상예방프로그램인 ‘FIFA11+’

를 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고려하여 동작을 수정적용 하였다

(Burley et al., 2020). 움직임 분석을 반영한 것은 높은 부상예방효과의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Carow et al. (2016)은 운동중재간 감독(supervision) 여부가

부상예방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부상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감독의 존재자체가 부상예방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운동자세를 익히는 것과 더불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Carow 

et al. (2016)은 다른 연구와 달리 연구대상자가 육군사관생도이다. 

사관학교는 일반 훈련시설과는 다르게 자치지휘근무제도를 통해

상급생도들이 하급 생도들의 운동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다른 군

환경에서도 운동을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감독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난이도 높은 운동은 완전히 숙달되기까지 연습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운동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목표한 움직임 대로

단련되지 않으므로 계획했던 부상예방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Carow 

et al. (2016)은 적어도 6주정도 운동동작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첫 6주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익숙하거나 쉬운 전통적인(traditional)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더

부상자수가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Coppack et al. (2011)에서는 감독의

필요성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평형성(stability)과 민첩성(agility) 트레이닝은 고유 수용성 (propri

-oception) 감각 향상 및 근 신경(neuromuscular) 조절 향상과

관련되므로 하지 부상예방에 중요한 운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Bullock 

& Jones, 2003). 하지만 Goodall, Pope, Coyle, Neumay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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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Hrysomallis (2007)가 언급한대로 평형성 및 민첩성

트레이닝으로 정의된 훈련들은 평형성 및 민첩성 운동 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방법을(multi-faceted) 함께 포함하고있다. 따라서, 평형성 및

민첩성 운동만이 부상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Goodall et al. (2013)에서 언급된 대로 Batterham and 

Hopkins (2006)는 이러한 평형성 및 민첩성 훈련이 오히려 하지

부상을 25%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Goodall et al. (2013)의

연구결과도 중재그룹의 부상이 통제그룹에 비해 24%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Brushoj et al. (2008)과 Childs et al. (2010)의 경우에는

통제그룹에서 상체 운동이 플라시보 운동으로써 적용되었다. 그런데

주요 결과 변수는 모든 근골격계 부상이었다. 따라서 통제그룹에서

실시한 상체운동이 상체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제그룹에 실시된 운동들이 오히려 부상예방효과로 작용된 결과

유의한 부상예방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에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군 연구환경 특성 상 올바른 방법으로 무선 할당된 RCT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quasi-RCT를 포함하였기에 연구 결과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비뚤림 위험평가에 반영하였고, 각

연구 오류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구 (Soomro et al., 2016)를 참고하여

중도 탈락된 사람들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Pope et al. 

(1998)에서는 중도 탈락된 사람의 부상횟수가 최종 분석에 반영되었고

탈락자의 부상 횟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부상이 과 추정

되었을 수 있다. 그 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자의 부상은 제외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Pope et al. (1998)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효과크기 변화에 큰 영향이 없었다(IRR 0.80, 95%CI 0.58 to 1.10). 

또한 Childs et al. (2010)의 경우에는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도

중도탈락에 포함하였기에 중도 탈락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중도 탈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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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 부상으로 탈락된 비율이 두 그룹간 달랐다면 결과해석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상기전이 사람의 접촉(contact)과 같은 외상(traumatic)성

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 이러한 접촉 및 외상성 부상은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상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접촉 및 외상성 부상이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았고, 

중재 및 통제 그룹 간 비슷한 확률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가 더 누적된 이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상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Pope et al. (1998) 

에서는 군사훈련에 3일 연속 정상적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부상인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1일을 기준으로 설정한 다른 연구에

비해 부상횟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 민감도 분석 결과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Carow et al. (2016)의 경우 생도들의 학기 중 부상을

추적하였다. 모든 생도들이 비슷한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생도 별 진행한 스포츠 종목 특성 및

신체활동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부상은 군입대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있고, 개인 건강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및 운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다시 부상당할 위험이

있다. 유사시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군인들은 이러한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군 부상예방 운동을 고안할 때

운동량증가 외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별도의 부상예방프로그램을 고안하기 보다는, 미 육군 신체

즉응 훈련(Army Physical Readiness Training)이나 ETAP(Eagle 

Tactical Athlete Program)와 같은 종합 프로그램들처럼 체력단련

프로그램 자체에 부상예방운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별도로 부상예방운동을 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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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 패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필요 분석을 통해 자주 쓰이는 움직임을 알아야 해당되는 부상예방

운동의 움직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셋째, 군 환경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단기간에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체력 및 수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적 제약과 같은 군

특유의 문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운동은 시간 효율적이며, 체력 및

수행력의 정체 또는 낮은 향상을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부상은 감소시키지만 오히려 수행력을 정체시키거나 낮춘다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할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기초군사훈련 환경처럼 개인의 신체활동이 갑자기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운동강도(intensity)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부분의 부상예방운동은 기초군사훈련과 같이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제적으로 군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몸운동과 같이 저비용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쉽게 행해질 수 있는 운동이 적절할 것이다. 

여섯째, 군인들의 운동수준에 맞추어 운동방법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 군인들은 적절한 난이도의 운동에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으며, 

올바른 방법의 운동을 통해 부상예방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Knapik (2005)에서 강조한 것처럼 운동의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미 육군 신체 즉응 훈련이나 ETAP는 위 일곱가지

요소들이 반영되어 종합한 완성형 모범사례이다. 한국군은 아직

권고되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부상예방프로그램이 없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군 환경에서 이루어진 부상예방 운동 연구를 종합하여

잠재요인 별 부상예방효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세부적인 분석과 제한점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은 차후 군 환경에서 부상예방운동을 고려할 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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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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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al Activity, Injury Risk Factors, 
and Injury Prevention Exercises for 

Korean Military

Sung, Hoy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e current study were to analyze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in the Korean military and to confirm the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military unit type, rank, unit area, and branch, anthropometric of BMI, and health 

behavior of smoking variables. 

Second, it analyzed injuries in the Korean military and confirmed the 

associations with those sociodemographic, anthropometric,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Third, it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s for injury prevention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METHODS: Th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n Military Health Survey during 2014 and 2015 to achieve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objectives. In the analysis of physical activity and injury 

occurrence epidemiology,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continuous variables 

were calculated. In the case of categorical variables, each group'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presented, and the p-value was calculated through the 

chi-squared test when comparing the two categorical groups. Odds ratios and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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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adjusting covariates to analyze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variables of interests, and injury occurrence and variables of interests. 

Data analysis for above mentioned two research purposes used STATA (version 

16.1, 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 U.S.).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p<.05.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of exercise-related studies for 

injury prevention were conducted for the third research purpose. As for the effect 

size, the injury incidence rate ratio between groups was used. When the 

heterogeneity among studies was high, the possible heterogeneity factors were 

analyzed through subgroup analysis. The degree of heterogeneity was determined 

through forest plots, T2-test, and I2. A funnel plot was analyzed to confirm 

publication bias. Furlan et al. (2009)’s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risk of bias 

in the collected papers. All statistical analyses used version 4.0.3 (https://cran.r-

project.org).

RESULTS: As a result of the first study,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military had 

an average of 12 hours of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a week. Under the 

age of 25, me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s, smokers, unmarried, marine, 

enlisted, and combat branch groups tended to have more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The report showed that 52% of Korean soldiers exercise more 

than three days a week for muscle-strengthening. Under the age of 25, men, normal 

(BMI), unmarried, marine, enlisted, combat branch groups tended to exercise more. 

It was found that 61% of the Korean military satisfies both guidelines for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muscle-strengthening exercise. Women, 

underweight (BMI), Navy and Air Force,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officers, 

administrative and special branches, and groups working in remote areas were less 

satisfied with both guidelines.

According to the second study, the Korean military was mainly injured by 

collisions and falls. Under 25 years of age, men, obese, less than college graduation, 

smokers, unmarried, enlisted, combat branch, and Marine groups tended to have 

more injuri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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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e injury ratio. The more groups that do not do muscle-strengthening 

exercise or do too much (more than five days), the higher the injury rate.

As a result of the third study, exercise had an injury reduction effect of about 

18%, although it was not significant through a meta-analysis of the ten selected 

previous studies. Among the potential factors that can affect injury prevention, the 

only studies with a high exercise volume significantly reduced injury by 44%.

CONCLUSION: Overall, the Korean military's physical activity is at a high. 

However, some soldiers do not comply with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dult health. For groups that lack the physical activity to improve health and 

physical fitness, exact causes should be identified, and intervention should be 

applied. On the other hand, excessive physical activity increases the risk of inju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and injury occurrence 

was examin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ross-sectional surveys of the current 

study. Since the physical activity of soldiers is inevitable in the circumstances of 

military duties, it is not easy to reduce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itself. 

Soldiers should always maintain a healthy body, s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juries. Exercise is cost-effective and easy to apply among the various injury 

prevention methods. As a result of meta-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njury prevention exercises should be included in soldiers' training programs, and 

the amount of exercise should be set relatively high for effectiveness.

This study achieved three objectives. Through this,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of the Korean military was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injury occurrence was suggested, and the effect of exercise was 

summarized as a method of preventing injury.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d 

as primary data for future research on injury prevention in the Korean military.

Keywords : Korea Military Health Study, Physical Activity, Injury Prevention, 

Military, Injury Epidemiology

Student Number : 2018-3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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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Appendix A: Physical activity characteristics among covariates

A-1. Age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24yr

(n=7,617)
25-34yr 

(n=1,682)
35-44yr 
(n=660)

45yr or over 
(n=175)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33.8 (8.6)bc 619.6 (15.3)a 622.3 (25.7)a 764.7 (59.2) <0.001

PA level

Inactive 9.9% (0.3) 10.3% (0.7) 10.0% (1.2) 6.9% (1.9)

0.008
Insufficiently active 8.2% (0.3) 10.3% (0.7) 9.7% (1.2) 6.3% (1.8)

Active 12.2% (0.4) 14.4% (0.9) 13.0% (1.3) 15.4% (2.7)

Highly active 69.7% (0.5) 65.0% (1.2) 67.3% (1.8) 71.4% (3.4)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18.7% (0.5) 25.0% (1.1) 29.2% (1.8) 23.1% (3.2)

<0.0011-2 days/week 25.3% (0.5) 31.8% (1.2) 36.8% (1.9) 29.6% (3.5)

3+ days/week 56.0% (0.6) 43.3% (1.2) 34.0% (1.9) 47.3% (3.8)

PA Guidelines

Not at all 10.3% (0.4) 14.1% (0.9) 16.4% (1.5) 8.9% (2.2)

<0.001
Aerobic only 18.7% (0.5) 25.5% (1.1) 31.2% (1.8) 29.6% (3.5)

Muscle-strengthening only 7.6% (0.3) 6.7% (0.6) 3.6% (0.7) 4.1% (1.5)

Both 63.4% (0.6) 53.8% (1.2) 48.8% (2.0) 57.4% (3.8)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81.9% (0.4) 79.4% (1.0) 80.3% (1.5) 86.9% (2.6) 0.019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71.0% (0.5) 60.5% (1.2) 52.4% (2.0) 61.5% (3.7) <0.001

MPA mins/week [mean(SE)] 225.6 (3.8)b 192.6 (6.4)a 199.2 (10.1) 208.0 (18.5) 0.0112

<150 mins/week 53.7% (0.6) 57.1% (1.2) 55.2% (1.9) 53.1% (3.8)

0.004150-299 mins/week 19.1% (0.5) 20.6% (1.0) 19.5% (1.5) 17.1% (2.8)

300+ mins/week 27.2% (0.5) 22.2% (1.0) 25.3% (1.7) 29.7% (3.5)

VPA mins/week [mean(SE)] 254.1 (3.2)bc 213.5 (5.5)ad 211.6 (8.9)ad 278.4 (23.1)bc <0.001

<75 mins/week 27.7% (0.5) 32.3% (1.1) 30.9% (1.8) 21.7% (3.1)

<0.00175-149 mins/week 14.7% (0.4) 15.4% (0.9) 16.4% (1.4) 18.3% (2.9)

150+ mins/week 57.6% (0.6) 52.3% (1.2) 52.7% (1.9) 60.0% (3.7)

Walk mins/week [mean(SE)] 426.1 (7.8)bcd 368.2 (13.9)ac 266.9 (13.7)ab 272.8 (23.2)a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935.1 (34.5)bc 2478.6 (61.1)a 2489.3 (102.8)a 3058.9 (236.6)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341.1 (47.3)bc 3693.6 (86.5)a 3370.2 (127.1)a 3958.9 (275.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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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Sex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Male (n=10,070) Female (n=278)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17.3 (7.3) 371.1 (26.0) <0.001

PA level

Inactive 9.8% (0.3) 19.4% (2.4)

<0.001
Insufficiently active 8.3% (0.3) 16.9% (2.2)

Active 12.6% (0.3) 17.3% (2.3)

Highly active 69.3% (0.5) 46.4% (3.0)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19.9% (0.4) 45.4% (3.0)

<0.0011-2 days/week 27.0% (0.4) 32.8% (2.9)

3+ days/week 53.1% (0.5) 21.8% (2.5)

PA Guidelines

Not at all 10.9% (0.3) 30.6% (2.8)

<0.001
Aerobic only 20.4% (0.4) 34.3% (2.9)

Muscle-strengthening only 7.1% (0.3) 5.5% (1.4)

Both 61.6% (0.5) 29.5% (2.8)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81.9% (0.4) 63.7% (2.9)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8.7% (0.5) 35.1% (2.9) <0.001

MPA mins/week [mean(SE)] 220.5 (3.2) 142.5 (14.5) 0.001

<150 mins/week 54.0% (0.5) 70.9% (2.7)

<0.001150-299 mins/week 19.4% (0.4) 15.5% (2.2)

300+ mins/week 26.6% (0.4) 13.7% (2.1)

VPA mins/week [mean(SE)] 248.4 (2.7) 114.3 (8.7) <0.001

<75 mins/week 27.9% (0.4) 54.7% (3.0)

<0.00175-149 mins/week 14.9% (0.4) 14.7% (2.1)

150+ mins/week 57.2% (0.5) 30.6% (2.8)

Walk mins/week [mean(SE)] 405.2 (6.4) 287.2 (26.0) 0.0061

(MVPA) MET-min/week  [mean(SE)] 2869.3 (29.3) 1484.4 (103.9)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206.4 (40.0) 2432.2 (15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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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MI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Underweight 

(n=157), 
17.9 (0.05)

Normal 
(n=7,611),
22.1 (0.02)

Overweight 
(n=2,146),
26.8 (0.03)

Obesity 
(n=218),

31.5 (0.10)
p-value

MVPA mins/week [mean(SE)] 573.1 (66.8) 721.9 (8.4) 686.1 (15.3) 644.1 (42.4) 0.0107

PA level

Inactive 17.2% (3.0) 9.8% (0.3) 9.4% (0.6) 10.6% (2.1)

0.02
Insufficiently active 12.1% (2.6) 8.4% (0.3) 7.9% (0.6) 12.4% (2.2)

Active 10.2% (2.4) 12.7% (0.4) 13.0% (0.7) 11.9% (2.2)

Highly active 60.5% (3.9) 69.0% (0.5) 69.7% (1.0) 65.1% (3.2)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35.8% (3.9) 18.8% (0.5) 24.2% (0.9) 27.7% (3.1)

<0.0011-2 days/week 24.5% (3.5) 25.3% (0.5) 32.7% (1.0) 36.2% (3.3)

3+ days/week 39.7% (4.0) 55.8% (0.6) 43.1% (1.1) 36.2% (3.3)

PA Guidelines

Not at all 21.2% (3.3) 10.6% (0.4) 12.1% (0.7) 16.4% (2.5)

<0.001
Aerobic only 28.5% (3.7) 18.8% (0.5) 26.5% (1.0) 29.6% (3.1)

Muscle-strengthening only 8.6% (2.3) 7.5% (0.3) 5.2% (0.5) 6.1% (1.6)

Both 41.7% (4.0) 63.1% (0.6) 56.1% (1.1) 47.9% (3.4)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70.7% (3.6) 81.8% (0.4) 82.7% (0.8) 77.1% (2.8)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50.3% (4.1) 70.6% (0.5) 61.3% (1.1) 54.0% (3.4) <0.001

MPA mins/week [mean(SE)] 176.2 (20.3) 222.7 (3.7) 213.0 (6.4) 204.0 (20.4) 0.2018

<150 mins/week 60.5% (3.9) 53.6% (0.6) 55.6% (1.1) 57.8% (3.3)

0.079150-299 mins/week 16.6% (3.0) 19.3% (0.5) 20.1% (0.9) 16.5% (2.5)

300+ mins/week 22.9% (3.4) 27.1% (0.5) 24.2% (0.9) 25.7% (3.0)

VPA mins/week [mean(SE)] 198.4 (28.7) 249.6 (3.1) 236.5 (5.5) 220.0 (15.2) 0.0123

<75 mins/week 39.5% (3.9) 28.2% (0.5) 27.7% (1.0) 33.5% (3.2)

0.02375-149 mins/week 15.9% (2.9) 14.9% (0.4) 15.2% (0.8) 13.3% (2.3)

150+ mins/week 44.6% (4.0) 56.9% (0.6) 57.1% (1.1) 53.2% (3.4)

Walk mins/week [mean(SE)] 276.5 (32.7) 408.8 (7.4) 395.9 (13.7) 379.1 (42.5) 0.0818

(MVPA) MET-min/week  
[mean(SE)]

2292.2 (267.2) 2887.8 (33.7) 2744.6 (61.1) 2576.5 (169.6) 0.0107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3204.8 (301.0)b 4236.9 (46.0)a 4051.0 (84.8) 3827.4 (252.6) 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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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ducational status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High School 

(n=1,857)
<College 
(n=8,187)

<Graduate school 
(n=205)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37.5 (18.0)c 705.9 (8.0)c 515.6 (36.9)ab 0.0006

PA level

Inactive 12.7% (0.8) 9.3% (0.3) 10.7% (2.2)

<0.001
Insufficiently active 8.1% (0.6) 8.5% (0.3) 14.1% (2.4)

Active 11.7% (0.7) 12.8% (0.4) 17.6% (2.7)

Highly active 67.5% (1.1) 69.3% (0.5) 57.6% (3.5)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22.7% (1.0) 19.9% (0.4) 29.0% (3.3)

0.0011-2 days/week 25.7% (1.0) 27.4% (0.5) 29.5% (3.3)

3+ days/week 51.5% (1.2) 52.7% (0.6) 41.5% (3.5)

PA Guidelines

Not at all 13.3% (0.8) 10.8% (0.3) 17.1% (2.7)

0.001
Aerobic only 20.8% (1.0) 20.7% (0.5) 25.4% (3.1)

Muscle-strengthening only 7.5% (0.6) 7.0% (0.3) 8.3% (2.0)

Both 58.4% (1.2) 61.5% (0.5) 49.2% (3.6)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79.2% (0.9) 82.1% (0.4) 75.1% (3.0)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5.9% (1.1) 68.5% (0.5) 57.5% (3.6) 0.001

MPA mins/week [mean(SE)] 225.9 (7.4)c 218.1 (3.5)c 160.8 (15.3)ab 0.0267

<150 mins/week 53.7% (1.2) 54.5% (0.6) 59.5% (3.4)

0.134150-299 mins/week 18.6% (0.9) 19.3% (0.4) 21.0% (2.8)

300+ mins/week 27.7% (1.0) 26.2% (0.5) 19.5% (2.8)

VPA mins/week [mean(SE)] 255.8 (6.5)c 243.9 (3.0)c 177.4 (13.0)ab 0.0013

<75 mins/week 29.4% (1.1) 28.2% (0.5) 36.6% (3.4)

0.04975-149 mins/week 14.6% (0.8) 15.0% (0.4) 16.6% (2.6)

150+ mins/week 56.0% (1.2) 56.8% (0.5) 46.8% (3.5)

Walk mins/week [mean(SE)] 466.7 (17.0)bc 390.5 (6.8)ac 230.9 (25.0)ab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950.1 (71.9)c 2823.5 (31.9)c 2062.4 (147.7)ab 0.0006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490.3 (101.0)bc 4112.0 (43.3)ac 2824.2 (191.6)ab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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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Smoking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Non-smoker 

(n=4,629)
Past-smoker

(n=1,114)
Current-smoker

(n=4,198)
p-value

MVPA mins/week [mean(SE)] 638.0 (10.0)bc 729.7 (22.0)a 783.4 (12.0)a <0.001

PA level

Inactive 11.4% (0.5) 8.5% (0.8) 8.6% (0.4)

<0.001
Insufficiently active 9.8% (0.4) 8.1% (0.8) 7.4% (0.4)

Active 13.7% (0.5) 11.9% (1.0) 11.7% (0.5)

Highly active 65.1% (0.7) 71.5% (1.4) 72.3% (0.7)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21.4% (0.6) 18.8% (1.2) 20.4% (0.6)

0.0361-2 days/week 27.8% (0.7) 25.3% (1.3) 26.8% (0.7)

3+ days/week 50.8% (0.7) 55.9% (1.5) 52.8% (0.8)

PA Guidelines

Not at all 12.6% (0.5) 10.1% (0.9) 10.4% (0.5)

<0.001
Aerobic only 20.6% (0.6) 20.7% (1.2) 21.3% (0.6)

Muscle-strengthening only 8.4% (0.4) 6.6% (0.8) 5.5% (0.4)

Both 58.4% (0.7) 62.5% (1.5) 62.7% (0.8)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78.8% (0.6) 83.4% (1.1) 84.0% (0.6)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6.9% (0.7) 69.1% (1.4) 68.3% (0.7) 0.223

MPA mins/week [mean(SE)] 200.9 (4.3)c 212.5 (8.8)c 241.4 (5.3)b <0.001

<150 mins/week 57.4% (0.7) 52.5% (1.5) 51.6% (0.8)

<0.001150-299 mins/week 18.7% (0.6) 22.0% (1.2) 19.1% (0.6)

300+ mins/week 23.9% (0.6) 25.5% (1.3) 29.3% (0.7)

VPA mins/week [mean(SE)] 218.6 (3.7)bc 258.6 (8.2)a 271.0 (4.4)a <0.001

<75 mins/week 32.6% (0.7) 25.7% (1.3) 24.8% (0.7)

<0.00175-149 mins/week 15.6% (0.5) 13.6% (1.0) 14.6% (0.5)

150+ mins/week 51.8% (0.7) 60.8% (1.5) 60.6% (0.8)

Walk mins/week [mean(SE)] 362.3 (8.6)c 351.4 (16.3)c 462.4 (11.1)ab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552.0 (40.0)bc 2918.6 (88.1)a 3133.6 (47.8)a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3747.6 (54.4)bc 4078.2 (114.4)ac 4659.4 (66.3)ab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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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Marital status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Unmarried 
(n=8,836)

Married 
(n=1,438)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19.7 (7.9) 635.8 (17.7) <0.001

PA level

Inactive 10.1% (0.3) 9.4% (0.8)

0.017
Insufficiently active 8.3% (0.3) 9.9% (0.8)

Active 12.4% (0.4) 14.6% (0.9)

Highly active 69.2% (0.5) 66.1% (1.2)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19.5% (0.4) 27.0% (1.2)

<0.0011-2 days/week 25.9% (0.5) 34.8% (1.3)

3+ days/week 54.6% (0.5) 38.3% (1.3)

PA Guidelines

Not at all 10.9% (0.3) 14.4% (0.9)

<0.001
Aerobic only 19.3% (0.4) 29.8% (1.2)

Muscle-strengthening only 7.4% (0.3) 4.7% (0.6)

Both 62.3% (0.5) 51.0% (1.3)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81.6% (0.4) 80.7% (1.0) 0.424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9.8% (0.5) 55.7% (1.3) <0.001

MPA mins/week [mean(SE)] 222.1 (3.5) 196.3 (6.7) 0.0132

<150 mins/week 54.2% (0.5) 56.0% (1.3)

0.053150-299 mins/week 19.1% (0.4) 20.3% (1.1)

300+ mins/week 26.7% (0.5) 23.7% (1.1)

VPA mins/week [mean(SE)] 248.8 (2.9) 219.8 (6.3) 0.0021

<75 mins/week 28.3% (0.5) 30.2% (1.2)

0.01875-149 mins/week 14.7% (0.4) 16.7% (1.0)

150+ mins/week 57.0% (0.5) 53.1% (1.3)

Walk mins/week [mean(SE)] 416.8 (7.0) 309.8 (12.6)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878.8 (31.4) 2543.4 (70.9)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254.4 (43.2) 3565.6 (9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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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Military unit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Total 

(n=10,359)
Army 

(n=6,078)
Navy

(n=1,458)
Airforce 
(n=2,341)

Marine 
(n=482)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08.0 (7.2) 758.8 (9.6)bcd 632.0 (17.1)ad
589.1 

(13.8)ad
873.7 

(41.6)abc
<0.001

PA level - - - - -

Inactive 10.0% (0.3) 8.6% (0.4) 10.4% (0.8) 13.5% (0.7) 10.2% (1.4)

<0.001
Insufficiently active 8.6% (0.3) 7.6% (0.3) 9.1% (0.8) 11.6% (0.7) 4.1% (0.9)

Active 12.7% (0.3) 11.7% (0.4) 14.1% (0.9) 15.2% (0.7) 8.9% (1.3)

Highly active 68.7% (0.5) 72.1% (0.6) 66.4% (1.2) 59.7% (1.0) 76.8% (1.9)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 - - - - -

<1 day/week 20.6% (0.4) 17.4% (0.5) 22.8% (1.1) 29.3% (1.0) 11.9% (1.5)

<0.0011-2 days/week 27.1% (0.4) 26.0% (0.6) 33.0% (1.3) 27.5% (0.9) 22.8% (2.0)

3+ days/week 52.3% (0.5) 56.6% (0.6) 44.3% (1.3) 43.3% (1.0) 65.3% (2.2)

PA Guidelines - - - - - -

Not at all 11.4% (0.3) 9.5% (0.4) 13.1% (0.9) 16.3% (0.8) 7.4% (1.2)

<0.001
Aerobic only 20.8% (0.4) 18.9% (0.5) 25.0% (1.2) 24.7% (0.9) 12.1% (1.5)

Muscle-strengthening only 7.1% (0.3) 6.6% (0.3) 6.2% (0.6) 8.7% (0.6) 7.6% (1.2)

Both 60.7% (0.5) 65.0% (0.6) 55.7% (1.3) 50.3% (1.0) 72.9% (2.1)

PA Guidelines - - - - - -

MVPA at least 150 mins/week 81.4% (0.4) 83.7% (0.5) 80.5% (1.0) 75.0% (0.9) 85.7% (1.6)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7.8% (0.5) 71.6% (0.6) 62.0% (1.3) 58.9% (1.0) 80.5% (1.8) <0.001

MPA mins/week [mean(SE)] 218.3 (3.1) 232.1 (4.2)bc 191.8 (7.2)ad 188.7 (6.3)ad 268.7 (16.6)bc <0.001

<150 mins/week 54.4% (0.5) 51.8% (0.6) 56.2% (1.3) 61.6% (1.0) 47.1% (2.3)

<0.001150-299 mins/week 19.3% (0.4) 19.5% (0.5) 21.5% (1.1) 17.5% (0.8) 19.5% (1.8)

300+ mins/week 26.3% (0.4) 28.7% (0.6) 22.3% (1.1) 20.9% (0.8) 33.4% (2.1)

VPA mins/week [mean(SE)] 244.8 (2.6) 263.4 (3.5)bcd 220.1 (6.3)ad 200.2 (5.0)ad
302.5 

(15.7)abc
<0.001

<75 mins/week 28.7% (0.4) 25.6% (0.6) 30.7% (1.2) 36.3% (1.0) 23.4% (1.9)

<0.00175-149 mins/week 14.9% (0.3) 13.9% (0.4) 16.8% (1.0) 16.6% (0.8) 13.5% (1.6)

150+ mins/week 56.5% (0.5) 60.4% (0.6) 52.5% (1.3) 47.2% (1.0) 63.1% (2.2)

Walk mins/week [mean(SE)] 401.8 (6.3) 433.8 (8.7)bc 373.5 (16.1)a 334.1 (10.9)a 412.5 (29.6)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831.8 
(28.7)

3,035.2 
(38.4)bcd

2,528.2 
(68.5)ad

2,356.3 
(55.1)ad

3,494.7 
(166.2)abc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157.6 
(39.2)

4,466.6 
(53.1)bc

3,760.9 
(94.7)ad

3,458.7 
(73.2)ad

4,855.9 
(211.7)bc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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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Rank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Enlisted soldier 

(n=6,249)
NCO 

(n=2,784) 
Officer 

(n=1,148)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60.5 (9.8)bc 672.6 (13.0)ac 508.2 (15.0)ab <0.001

PA level

Inactive 9.5% (0.4) 10.4% (0.6) 11.6% (0.9)

<0.001
Insufficiently active 7.6% (0.3) 9.6% (0.6) 11.5% (0.9)

Active 12.1% (0.4) 13.0% (0.6) 15.5% (1.1)

Highly active 70.8% (0.6) 67.0% (0.9) 61.4% (1.4)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

<1 day/week 18.6% (0.5) 24.5% (0.8) 21.1% (1.2)

<0.0011-2 days/week 23.0% (0.5) 34.5% (0.9) 32.0% (1.4)

3+ days/week 58.4% (0.6) 40.9% (0.9) 46.9% (1.5)

PA Guidelines -

Not at all 9.5% (0.4) 14.5% (0.7) 14.1% (1.0)

<0.001
Aerobic only 18.5% (0.5) 25.8% (0.8) 20.6% (1.2)

Muscle-strengthening only 7.4% (0.3) 5.6% (0.4) 8.8% (0.8)

Both 64.6% (0.6) 54.1% (1.0) 56.5% (1.5)

PA Guidelines -

MVPA at least 150 mins/week 83.0% (0.5) 80.0% (0.8) 76.9% (1.2)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72.0% (0.6) 59.7% (0.9) 65.3% (1.4) <0.001

MPA mins/week [mean(SE)] 231.0 (4.3)c 214.3 (5.7)c 157.2 (6.1)ab <0.001

<150 mins/week 52.9% (0.6) 54.5% (0.9) 62.5% (1.4)

<0.001150-299 mins/week 19.0% (0.5) 19.8% (0.8) 19.9% (1.2)

300+ mins/week 28.1% (0.6) 25.7% (0.8) 17.6% (1.1)

VPA mins/week [mean(SE)] 264.7 (3.6)bc 229.1 (4.7)ac 175.5 (5.5)ab <0.001

<75 mins/week 26.1% (0.6) 31.4% (0.9) 34.9% (1.4)

<0.00175-149 mins/week 14.1% (0.4) 14.9% (0.7) 19.0% (1.2)

150+ mins/week 59.8% (0.6) 53.7% (0.9) 46.1% (1.5)

Walk mins/week [mean(SE)] 419.1 (8.6)c 410.1 (11.6)c 295.3 (12.8)ab <0.001

(MVPA) MET-min/week  [mean(SE)] 3042.0 (39.2)bc 2690.3 (52.0)ac 2032.9 (59.9)ab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425.2 (53.1)bc 4043.4 (72.9)ac 3007.5 (81.9)ab <0.001



131

A-9. Rank (Enlisted soldiers)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Recruit, 
Private
(n=738)

Private first 
class (n=2,424)

Corporal 
(n=2,119)

Sergeant 
(n=968)

p-value

MVPA mins/week [mean(SE)] 666.8 (27.7)cd 728.7 (15.5)cd 806.7 (17.0)ab 810.6 (25.4)ab <0.001

PA level - - - - -

Inactive 8.5% (1.0) 9.7% (0.6) 8.6% (0.6) 11.4% (1.0)

<0.001
Insufficiently active 11.5% (1.2) 8.1% (0.6) 6.4% (0.5) 5.7% (0.7)

Active 14.2% (1.3) 13.2% (0.7) 10.9% (0.7) 10.3% (1.0)

Highly active 65.7% (1.7) 68.9% (0.9) 74.0% (1.0) 72.6% (1.4)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20.0% (1.5) 20.5% (0.8) 16.5% (0.8) 17.1% (1.2)

<0.0011-2 days/week 26.2% (1.7) 25.3% (0.9) 21.2% (0.9) 18.7% (1.3)

3+ days/week 53.8% (1.9) 54.2% (1.0) 62.3% (1.1) 64.2% (1.6)

PA Guidelines

Not at all 10.8% (1.2) 10.2% (0.6) 8.4% (0.6) 9.1% (0.9)

<0.001
Aerobic only 20.1% (1.5) 21.1% (0.8) 16.9% (0.8) 14.3% (1.1)

Muscle-strengthening only 8.9% (1.1) 7.7% (0.5) 6.4% (0.5) 7.9% (0.9)

Both 60.1% (1.8) 61.1% (1.0) 68.3% (1.0) 68.7% (1.5)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79.9% (1.5) 82.2% (0.8) 84.9% (0.8) 83.0% (1.2) 0.008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9.1% (1.7) 68.7% (1.0) 74.7% (1.0) 76.5% (1.4) <0.001

MPA mins/week [mean(SE)] 205.4 (11.3) 230.2 (6.8) 239.6 (7.6) 234.0 (11.1) 0.0209

<150 mins/week 56.9% (1.8) 54.2% (1.0) 50.6% (1.1) 51.9% (1.6)

0.043150-299 mins/week 18.7% (1.4) 18.5% (0.8) 19.4% (0.9) 19.2% (1.3)

300+ mins/week 24.4% (1.6) 27.3% (0.9) 30.0% (1.0) 28.9% (1.5)

VPA mins/week [mean(SE)] 230.7 (10.4)cd 249.2 (5.6)cd 283.6 (6.4)ab 288.3 (9.5)ab <0.001

<75 mins/week 30.9% (1.7) 27.6% (0.9) 23.4% (0.9) 24.7% (1.4)

<0.00175-149 mins/week 16.3% (1.4) 15.6% (0.7) 12.5% (0.7) 12.5% (1.1)

150+ mins/week 52.8% (1.8) 56.8% (1.0) 64.1% (1.0) 62.8% (1.6)

Walk mins/week [mean(SE)] 387.6 (24.2) 452.5 (15.3) 407.6 (13.7) 384.9 (19.6) 0.0115

(MVPA) MET-min/week  
[mean(SE)]

2667.1 
(110.9)cd

2914.6 (62.0)cd 3226.8 (67.9)ab3242.4 (101.7)ab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3946.3 
(148.4)cd

4407.9 (88.0) 4571.8 (90.4)a 4512.7 (129.4)a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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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Rank (NCO)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Staff sergeant 

(n=1,325)

Sergeant 1st

class 
(n=826)

Master 
sergeant 
(n=477)

Sergeant major 
(n=156)

p-value

MVPA mins/week [mean(SE)] 686.0 (19.4) 640.6 (22.2) 682.9 (31.8) 696.2 (57.9) 0.1212

PA level - - - -

Inactive 11.3% (0.9) 10.0% (1.0) 9.4% (1.3) 7.7% (2.1)

0.061
Insufficiently active 10.9% (0.9) 8.1% (0.9) 8.8% (1.3) 9.0% (2.3)

Active 11.5% (0.9) 15.7% (1.3) 11.5% (1.5) 14.7% (2.8)

Highly active 66.3% (1.3) 66.1% (1.6) 70.2% (2.1) 68.6% (3.7)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 -

<1 day/week 21.9% (1.2) 26.5% (1.6) 28.6% (2.1) 23.5% (3.5)

0.0011-2 days/week 33.2% (1.3) 37.5% (1.7) 34.3% (2.2) 30.2% (3.8)

3+ days/week 44.8% (1.4) 36.0% (1.7) 37.1% (2.2) 46.3% (4.1)

PA Guidelines - -

Not at all 14.6% (1.0) 14.3% (1.2) 15.4% (1.7) 12.1% (2.7)

<0.001
Aerobic only 20.8% (1.1) 30.0% (1.6) 32.0% (2.2) 25.5% (3.6)

Muscle-strengthening only 7.6% (0.7) 4.2% (0.7) 2.8% (0.8) 4.7% (1.7)

Both 57.0% (1.4) 51.4% (1.8) 49.9% (2.3) 57.7% (4.0)

PA Guidelines - -

MVPA at least 150 mins/week 77.8% (1.1) 81.8% (1.3) 81.8% (1.8) 83.3% (3.0) 0.052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4.6% (1.3) 55.7% (1.8) 52.7% (2.3) 62.4% (4.0) <0.001

MPA mins/week [mean(SE)] 223.3 (9.2) 203.4 (9.4) 214.4 (11.6) 194.8 (19.5) 0.1837

<150 mins/week 54.5% (1.4) 55.8% (1.7) 51.6% (2.3) 56.4% (4.0)

0.555150-299 mins/week 19.9% (1.1) 20.3% (1.4) 19.7% (1.8) 16.7% (3.0)

300+ mins/week 25.6% (1.2) 23.8% (1.5) 28.7% (2.1) 26.9% (3.6)

VPA mins/week [mean(SE)] 231.3 (7.1) 218.6 (7.7) 234.2 (11.3) 250.7 (20.9) 0.1409

<75 mins/week 32.8% (1.3) 32.3% (1.6) 27.9% (2.1) 26.3% (3.5)

0.38675-149 mins/week 14.3% (1.0) 14.9% (1.2) 16.1% (1.7) 16.0% (2.9)

150+ mins/week 53.0% (1.4) 52.8% (1.7) 56.0% (2.3) 57.7% (4.0)

Walk mins/week [mean(SE)] 474.6 (18.6)bcd 396.4 (22.1)ac 302.9 (17.9)ab 261.1 (25.0)a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743.9 (77.6) 2562.5 (88.8) 2731.5 (127.1) 2784.6 (231.7) 0.1212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310.2 (112.1)c 3870.8 (129.9) 3731.3 (156.0) 3646.1 (2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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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Rank (Officer)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Second 

lieutenant 
(n=275)

Lieutenant 
(n=442)

Captain 
(n=279)

Major 
(n=118)

Lieutenant 
colonel or 

higher (n=34)
p-value

MVPA mins/week [mean(SE)] 457.9 (27.4) 543.9 (27.0) 511.5 (27.6) 497.1 (47.9) 463.7 (62.2) 0.112

PA level

Inactive 12.4% (2.0) 14.3% (1.7) 7.9% (1.6) 10.2% (2.8) 5.9% (4.0)

0.235
Insufficiently active 11.6% (1.9) 9.3% (1.4) 13.6% (2.1) 14.4% (3.2) 11.8% (5.5)

Active 16.7% (2.3) 13.6% (1.6) 15.4% (2.2) 17.8% (3.5) 23.5% (7.3)

Highly active 59.3% (3.0) 62.9% (2.3) 63.1% (2.9) 57.6% (4.5) 58.8% (8.4)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

<1 day/week 15.6% (2.2) 19.9% (1.9) 24.7% (2.6) 29.7% (4.3) 23.5% (7.3)

<0.0011-2 days/week 33.3% (2.9) 27.2% (2.2) 35.4% (2.9) 39.6% (4.6) 29.4% (7.8)

3+ days/week 51.1% (3.0) 52.9% (2.4) 39.9% (3.0) 30.6% (4.4) 47.1% (8.6)

PA Guidelines -

Not at all 11.1% (1.9) 15.7% (1.8) 12.9% (2.0) 20.7% (3.8) 5.9% (4.0)

0.001
Aerobic only 18.5% (2.4) 15.7% (1.8) 26.9% (2.7) 26.1% (4.2) 29.4% (7.8)

Muscle-strengthening only 13.0% (2.0) 7.5% (1.3) 8.1% (1.7) 4.5% (2.0) 11.8% (5.5)

Both 57.4% (3.0) 61.1% (2.4) 52.0% (3.0) 48.6% (4.7) 52.9% (8.6)

PA Guidelines -

MVPA at least 150 mins/week 76.0% (2.6) 76.5% (2.0) 78.5% (2.5) 75.4% (4.0) 82.4% (6.5) 0.864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70.4% (2.8) 68.6% (2.2) 60.1% (3.0) 53.2% (4.7) 64.7% (8.2) 0.004

MPA mins/week [mean(SE)] 144.7 (10.3) 167.8 (10.8) 161.5 (13.3) 146.7 (17.9) 121.9 (20.2) 0.293

<150 mins/week 64.7% (2.9) 61.5% (2.3) 60.6% (2.9) 64.4% (4.4) 64.7% (8.2)

0.925150-299 mins/week 19.3% (2.4) 19.0% (1.9) 22.2% (2.5) 19.5% (3.6) 20.6% (6.9)

300+ mins/week 16.0% (2.2) 19.5% (1.9) 17.2% (2.3) 16.1% (3.4) 14.7% (6.1)

VPA mins/week [mean(SE)] 156.6 (10.3) 188.1 (10.1) 175.0 (10.0) 175.2 (16.7) 170.9 (27.5) 0.1633

<75 mins/week 40.0% (3.0) 33.0% (2.2) 33.3% (2.8) 34.7% (4.4) 32.4% (8.0)

0.39675-149 mins/week 21.1% (2.5) 18.1% (1.8) 17.9% (2.3) 18.6% (3.6) 23.5% (7.3)

150+ mins/week 38.9% (2.9) 48.9% (2.4) 48.7% (3.0) 46.6% (4.6) 44.1% (8.5)

Walk mins/week [mean(SE)]
376.9 

(33.6)cd
313.0 (20.3)d 243.8 (21.7)a

179.8 
(22.7)ab

229.6 (31.0) <0.001

(MVPA) MET-min/week  
[mean(SE)]

1831.5 
(109.4)

2175.6 (108.2)2045.9 (110.5)
1988.5 
(191.8)

1854.7 (248.7) 0.112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3075.2 
(173.6)

3208.4 (143.8)2850.6 (143.8)
2581.9 
(238.8)

2612.3 (29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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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Branch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Combat 

(n=6,341)
Technique 
(n=2,662)

Administration
(n=681)

Special
(n=402)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41.8 (9.3)cd 703.9 (14.5)cd 570.9 (24.4)ab 493.1 (24.1)ab <0.001

PA level - - - - -

Inactive 9.2% (0.4) 10.0% (0.6) 13.7% (1.3) 14.4% (1.8)

<0.001
Insufficiently active 7.5% (0.3) 9.5% (0.6) 10.9% (1.2) 14.9% (1.8)

Active 12.2% (0.4) 13.0% (0.7) 15.9% (1.4) 12.7% (1.7)

Highly active 71.2% (0.6) 67.5% (0.9) 59.6% (1.9) 58.0% (2.5)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 - - - -

<1 day/week 17.6% (0.5) 25.4% (0.9) 25.5% (1.7) 26.4% (2.3)

<0.0011-2 days/week 26.8% (0.6) 28.4% (0.9) 25.6% (1.7) 29.8% (2.3)

3+ days/week 55.6% (0.6) 46.3% (1.0) 48.9% (1.9) 43.7% (2.5)

PA Guidelines - - - - -

Not at all 9.9% (0.4) 12.2% (0.6) 16.4% (1.4) 19.6% (2.0)

<0.001
Aerobic only 18.8% (0.5) 25.6% (0.9) 22.0% (1.6) 19.1% (2.0)

Muscle-strengthening only 6.7% (0.3) 6.9% (0.5) 8.1% (1.1) 10.5% (1.6)

Both 64.6% (0.6) 55.2% (1.0) 53.5% (1.9) 50.8% (2.6)

PA Guidelines - - - - -

MVPA at least 150 mins/week 83.3% (0.5) 80.5% (0.8) 75.5% (1.6) 70.6% (2.3)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71.2% (0.6) 62.1% (1.0) 61.6% (1.9) 61.3% (2.5) <0.001

MPA mins/week [mean(SE)] 226.2 (3.9)cd 228.2 (6.7)cd 170.2 (10.7)ab 136.0 (8.6)ab <0.001

<150 mins/week 52.4% (0.6) 55.4% (1.0) 62.0% (1.9) 64.2% (2.4)

<0.001150-299 mins/week 19.9% (0.5) 18.0% (0.7) 18.1% (1.5) 19.9% (2.0)

300+ mins/week 27.7% (0.6) 26.6% (0.9) 20.0% (1.5) 15.9% (1.8)

VPA mins/week [mean(SE)] 257.8 (3.4)bcd 237.8 (5.3)acd 200.4 (8.6)ab 178.6 (9.7)ab <0.001

<75 mins/week 26.3% (0.6) 29.8% (0.9) 36.4% (1.8) 39.8% (2.4)

<0.00175-149 mins/week 14.7% (0.4) 15.7% (0.7) 15.3% (1.4) 12.7% (1.7)

150+ mins/week 59.0% (0.6) 54.5% (1.0) 48.3% (1.9) 47.5% (2.5)

Walk mins/week [mean(SE)] 434.7 (8.6)bcd 375.2 (11.2)ad 314.0 (18.1)a 247.4 (20.8)ab <0.001

(MVPA) MET-min/week  
[mean(SE)]

2967.2 (37.2)cd 2815.5 (58.2)cd 2283.5 (97.5)ab 1972.4 (96.3)ab <0.001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401.9 
(51.9)bcd

4053.5 (76.2)acd
3319.7 

(127.0)ab
2788.8 (126.3)ab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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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Service area

SE, standard error; The difference among groups were calculated by ANOVA for only continuous variables; 
Groups were specified in alphabetical order from the top of the variable category (ex. a, b, c, d,…); Groups tha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ere marked 

Variables
Metropolitan 

(n=1,573)
City

(n=3,631)
Rural

(n=4,512)
Remote
(n=546)

p-value

MVPA mins/week [mean(SE)] 715.3 (17.5) 668.2 (12.2) 737.7 (11.0) 720.2 (31.2) 0.0614

PA level

Inactive 10.2% (0.8) 11.0% (0.5) 9.1% (0.4) 10.3% (1.3)

<0.001
Insufficiently active 7.6% (0.7) 9.5% (0.5) 7.9% (0.4) 9.5% (1.3)

Active 11.6% (0.8) 13.5% (0.6) 12.6% (0.5) 11.4% (1.4)

Highly active 70.6% (1.1) 66.0% (0.8) 70.4% (0.7) 68.9% (2.0)

Days of Strengthening Exercise

<1 day/week 21.1% (1.1) 23.4% (0.7) 18.3% (0.6) 18.0% (1.7)

<0.0011-2 days/week 26.8% (1.1) 27.2% (0.8) 27.1% (0.7) 29.0% (2.0)

3+ days/week 52.1% (1.3) 49.4% (0.8) 54.6% (0.8) 53.0% (2.2)

PA Guidelines

Not at all 11.2% (0.8) 12.7% (0.6) 10.2% (0.5) 12.4% (1.4)

<0.001
Aerobic only 21.4% (1.1) 22.4% (0.7) 19.7% (0.6) 17.4% (1.6)

Muscle-strengthening only 6.1% (0.6) 7.6% (0.4) 6.8% (0.4) 7.7% (1.2)

Both 61.3% (1.3) 57.2% (0.8) 63.3% (0.7) 62.5% (2.1)

PA Guidelines

MVPA at least 150 mins/week 82.2% (1.0) 79.5% (0.7) 83.0% (0.6) 80.2% (1.7) <0.001

Strengthening at least 2 days/week 67.4% (1.2) 64.9% (0.8) 70.1% (0.7) 70.2% (2.0) <0.001

MPA mins/week [mean(SE)] 216.1 (7.1) 207.1 (5.3) 229.0 (4.9) 220.4 (12.6) 0.3331

<150 mins/week 53.2% (1.3) 57.1% (0.8) 52.5% (0.7) 54.6% (2.1)

0.001150-299 mins/week 18.7% (1.0) 19.0% (0.7) 20.1% (0.6) 17.6% (1.6)

300+ mins/week 28.1% (1.1) 23.9% (0.7) 27.4% (0.7) 27.8% (1.9)

VPA mins/week [mean(SE)] 249.6 (6.6) 230.5 (4.4)c 254.4 (4.1)b 249.9 (11.3) 0.0484

<75 mins/week 27.1% (1.1) 30.7% (0.8) 27.2% (0.7) 29.1% (1.9)

<0.00175-149 mins/week 14.3% (0.9) 16.3% (0.6) 14.3% (0.5) 13.0% (1.4)

150+ mins/week 58.6% (1.2) 53.0% (0.8) 58.5% (0.7) 57.9% (2.1)

Walk mins/week [mean(SE)] 386.2 (15.4)d 361.6 (9.7)cd 428.1 (10.0)b 508.4 (32.6)ab 0.0011

(MVPA) MET-min/week  
[mean(SE)]

2861.3 (70.0) 2672.6 (48.7)c 2950.8 (44.1)b 2880.8 (124.9) 0.0614

(MV & WALK PA)
MET-min/week [mean(SE)]

4135.7 (94.1) 3866.0 (64.6)cd 4363.4 (61.2)b 4558.5 (185.7)b 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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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Electronic search strategies

Inclusion criteria (PICOS)
- Participant; soldier or cadet
- Intervention; any types of exercise (developed for injury prevention)
- Comparison; control, no exercise, usual care, another exercise
- Outcome; the number of injury incidences (any musculoskeletal, any

        including lower limb)
- Study design; RCT, cluster-RCT quasi-RCT

PubMed
("Military Personnel"[Mesh] OR "Military Medicine"[Mesh] OR "Naval Med

icine"[Mesh] OR "Military Health Services"[Mesh] OR “Military Health”[Mes
h] OR military[tiab] OR armed[tiab] OR soldier*[tiab] OR warrior*[tiab] OR

army[tiab] OR armies[tiab] OR navy[tiab] OR air force*[tiab]) AND ("Prim
ary Prevention"[Mesh] OR "Secondary Prevention"[Mesh] OR "Tertiary Preve
ntion"[Mesh] OR "prevention and control" [Subheading] OR "Accident Preve
ntion"[Mesh] OR prevent*[tiab] OR protect*[tiab]) AND ("Exercise"[Mesh] O
R "Physical Education and Training"[Mesh] OR "Circuit-Based Exercise"[Mes
h] OR "Cool-Down Exercise"[Mesh] OR "Warm-Up Exercise"[Mesh] OR "Pl
yometric Exercise"[Mesh] OR "Exercise Therapy"[Mesh] OR "Resistance Trai
ning"[Mesh] OR "Muscle Stretching Exercises"[Mesh] OR "High-Intensity Int
erval Training"[Mesh] OR training*[tiab] OR exercise*[tiab] OR strength*[tia
b] OR condition*[tiab] OR stretch*[tiab] OR warm-up*[tiab]) AND 
("Wounds and Injuries"[Mesh] OR "Athletic Injuries"[Mesh] OR "Ankle Injur
ies"[Mesh] OR "Accidental Injuries"[Mesh] OR "Rotator Cuff Injuries"[Mesh]
OR "Tibial Meniscus Injuries"[Mesh] OR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

es"[Mesh] OR "Occupational Injuries"[Mesh] OR "Neck Injuries"[Mesh] OR 
"Back Injuries"[Mesh] OR "Foot Injuries"[Mesh] OR "Soft Tissue Injuries"
[Mesh] OR "Wrist Injuries"[Mesh] OR "Tendon Injuries"[Mesh] OR "Stress 
Disorders, Post-Traumatic"[Mesh] OR "Spinal Injuries"[Mesh] OR "Leg Injuri
es"[Mesh] OR "Knee Injuries"[Mesh] OR "Hand Injuries"[Mesh] OR "Forear
m Injuries"[Mesh] OR "Finger Injuries"[Mesh] OR "Facial Injuries"[Mesh] O
R "Arm Injuries"[Mesh] OR "Abdominal Injuries"[Mesh] OR "Shoulder Injur
ies"[Mesh] OR "War-Related Injuries"[Mesh] OR "Pain"[Mesh] OR "Acute P
ain"[Mesh] OR "Pain Management"[Mesh] OR "Musculoskeletal Pain"[Mesh]
OR "Chronic Pain"[Mesh] OR "Patellofemoral Pain Syndrome"[Mesh] OR "

Shoulder Pain"[Mesh] OR "Neck Pain"[Mesh] OR  "Pelvic Pain"[Mesh] OR 
"Low Back Pain"[Mesh] OR "Abdominal Pain"[Mesh] OR "Back Pain"[Mes
h] OR injur*[tiab] OR pain*[tiab] OR symptom*[tiab] OR incident*[tiab] OR
accident*[tiab] OR trauma*[tiab] OR rupture*[tiab] OR fracture*[tiab] OR s

prain*[tiab] OR strain*[ti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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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E (Ovid)

# Searches

1
'military phenomena'/exp OR military:ab,ti OR armed:ab,ti OR soldier*:ab,ti OR 

warrior*:ab,ti OR army:ab,ti OR armies:ab,ti OR navy:ab,ti OR 'air force*':ab,ti

2 'prevention'/exp OR prevent*:ab,ti OR protect*:ab,ti

3
'exercise'/exp OR training*:ab,ti OR exercise*:ab,ti OR strength*:ab,ti OR 

condition*:ab,ti OR stretch*:ab,ti OR 'warm up*':ab,ti

4

'physical disease'/exp OR injur*:ab,ti OR pain*:ab,ti OR symptom*:ab,ti OR 

incident*:ab,ti OR accident*:ab,ti OR trauma*:ab,ti OR rupture*:ab,ti OR 

fracture*:ab,ti OR sprain*:ab,ti OR strain*:ab,ti

5 1 AND 2 AND 3 AND 4

CINAHL (Ebsco):
((MH "Military Personnel+") OR (MH "Military Medicine") OR (MH "Milit

ary Health Services") OR (MH "Military Health") OR (TI (military or armed
or soldier* or warrior* or army or armies or navy or air force*) OR AB

(military or armed or soldier* or warrior* or army or armies or navy or air
force*))) AND (TI (prevent* or protect*) OR AB (prevent* or protect*)) A

ND ((MH "Exercise+") OR (MH "Exercise+") OR (MH "Group Exercise")
OR (MH "Warm-Up Exercise+") OR (MH "Physical Education and Training
+") OR (MH "Balance Training, Physical") OR (MH "Body-Weight-Supporte
d Treadmill Training") OR (MH "Functional Training") OR (MH "Gait Train
ing+") OR (MH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OR (MH "Military Traini
ng") OR (MH "Physical Education and Training+") OR (MH "Resistance Tra
ining") OR (MH "Students, Athletic Training") OR (TI (training* or exercise
* or strength* or condition* or stretch* or warm-up*) OR AB (training* or
exercise* or strength* or condition* or stretch* or warm-up*))) AND ((MH
"Abdominal Injuries+") OR (MH "Ankle Injuries+") OR (MH "Anterior Cruc
iate Ligament Injuries") OR (MH "Arm Injuries+") OR (MH "Athletic Injuri
es+") OR (MH "Back Injuries+") OR (MH "Blast Injuries") OR (MH "Brain

Injuries+") OR (MH "Elbow Injuries+") OR (MH "Finger Injuries+") OR
(MH "Foot Injuries+") OR (MH "Forearm Injuries+") OR (MH "Hand Injuri
es+") OR (MH "Head Injuries+") OR (MH "Hiking Injuries") OR (MH "Hip

Injuries+") OR (MH "Injuries, Self-Inflicted") OR (MH "Jogging Injuries")
OR (MH "Knee Injuries+") OR (MH "Knee Injuries, Articular Cartilage") O
R (MH "Leg Injuries+") OR (MH "Ligament Injuries+") OR (MH "Meniscal

Injuries") OR (MH "Neck Injuries+") OR (MH "Occupational-Related Injuri
es") OR (MH "Pos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OR (MH "Running Inj
uries+") OR (MH "Rotator Cuff Injuries") OR (MH "Shoulder Injuries+") O
R (MH "Soft Tissue Injuries+") OR (MH "Tendon Injuries+") OR (MH "Ten
don Injuries, Finger+") OR (MH "Thoracic Injuries+") OR (MH "Toe Inju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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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R (MH "Wounds and Injuries+") OR (MH "Wrist Injuries+") OR (MH
"Pain+") OR (MH "Abdominal Pain+") OR (MH "Acute Pain (Saba CCC)

") OR (MH "Back Pain+") OR (MH "Chest Pain+") OR (MH "Chronic Pain
") OR (MH "Chronic Pain (NANDA)") OR (MH "Chronic Pain (Saba CCC)
") OR (MH "Elbow Pain") OR (MH "Groin Pain") OR (MH "Heel Pain")
OR (MH "Knee Pain+") OR (MH "Low Back Pain") OR (MH "Muscle Pai
n") OR (MH "Neck Pain") OR (MH "Pain (NANDA)+") OR (MH "Pain (O
maha)") OR (MH "Pain (Saba CCC)+") OR (MH "Patellofemoral Pain Syndr
ome") OR (MH "Shoulder Pain") OR (TI (injur* or pain* or symptom* or i
ncident* or accident* or trauma* or rupture* or fracture* or sprain* or strai
n*) OR AB (injur* or pain* or symptom* or incident* or accident* or trau
ma* or rupture* or fracture* or sprain* or strain*)))

SPORTDISCUS (via Ebsco):

(TI (military or armed or soldier* or warrior* or army or armies or navy 
or air force*) OR AB (military or armed or soldier* or warrior* or army or 
armies or navy or air force*) ) AND (TI (prevent* or protect*) OR AB (pre
vent* or protect*)) AND (TI (training* or exercise* or strength* or conditio
n* or stretch* or warm-up*) OR AB (training* or exercise* or strength* or 
condition* or stretch* or warm-up*)) AND (TI (injur* or pain* or symptom
* or incident* or accident* or trauma* or rupture* fracture* or sprain* or st
rain*) OR AB (injur* or pain* or symptom* or incident* or accident* or tr
auma* or rupture* fracture* or sprain* or strain*)) 

Cochrane Library
ID Search
#1 MeSH descriptor: [Military Personnel] explode all trees
#2 MeSH descriptor: [Military Medicine] explode all trees
#3 MeSH descriptor: [Naval Medicine] explode all trees
#4 militar* or armed force* or air force* or army or armies or infantr* or 
soldier* or warfighter* or naval or navy:ti,ab,kw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5 #1 or #2 or #3 or #4 
#6 MeSH descriptor: [Musculoskeletal System] explode all trees
#7 MeSH descriptor: [Musculoskeletal Pain] explode all trees
#8 MeSH descriptor: [Sprains and Strains] explode all trees
#9 MeSH descriptor: [Cumulative Trauma Disorders] explode all trees
#10 MeSH descriptor: [Athletic Injuries] explode all trees
#11 MeSH descriptor: [Leg Injuries] explode all trees
#12 MeSH descriptor: [Hip Injuries] explode all trees
#13 MeSH descriptor: [Extremities] explode all trees and with qualifier(s): 
[Injuries - IN]
#14 MeSH descriptor: [Arm Injuries] explode all trees
#15 MeSH descriptor: [Back Injuries] explode all trees
#16 MeSH descriptor: [Soft Tissue Injuries] explode all trees
#17 MeSH descriptor: [Exercise] explode all trees
#18 MeSH descriptor: [Sports] explode all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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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eSH descriptor: [Track and Field] explode all trees
#20 musculoskeletal or musculo-skeletal or overus* or overtrain* or 
overexertion* or over-exertion* or overstrain* or excessive training or cumulative 
trauma or sprain* or strain*:ti,ab,kw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21 (skeletal muscle* or leg* or knee* or ankle* or foot or feet or hip* or 
arm* or shoulder* or back* or soft tissue* or muscle* or bone* or joint*) near/3 
injur*:ti,ab,kw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22 #6 or #7 or #8 or #9 or #10 or #11 or #12 or #13 or #14 or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or #21 
#23 MeSH descriptor: [Wounds and Injuries] explode all trees
#24 injur* or trauma* or rupture* or fracture*:ti,ab,kw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25 #23 or #24 
#26 MeSH descriptor: [Physical Education and Training] explode all trees
#27 prevent* or stretch* or training or protect* or precaution*:ti,ab,kw  
(Word variations have been searched)
#28 MeSH descriptor: [Accident Prevention] explode all trees
#29 MeSH descriptor: [Preventive Medicine] explode all trees
#30 #26 or #27 or #28 or #29 
#31 #5 and #22 and #25 an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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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Reasons for excluded studies 

Study Reason for exclusion

Abbott 1969 No full text available. We could not find any contact method.

Amako 2003
Unspecific information (missing of the number of dropped participants).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Andrish 1974
Unspecific information (missing of the number of dropped participants).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Ang 2005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cross-sectional study).

Chalupa 2016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retrospective cohort study).

Croft 2005 No full text available.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Dijksma 2019 Outcome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attrition rate).

Dijksma 2020
Outcome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study design: pre-training was administered on 

the participants).

Divine 2012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one-arm study)

George 2011 Outcome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number of participants).

Grier 2015 No full text available.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Grier 2017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cross-sectional study).

Heard 2020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one-arm study)

Hofstetter 2012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time of the intervention group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Knapik 2004
Interventio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mixed intervention [with education 

program]).

Knapik 2019 No full text available.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Knapik 2020 No full text available.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Larsson 2012 Interventio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rehabilitation intervention study).

Lee 1997 No full text available.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Marcinik 1987
Unspecific information (missing of the number of dropped participants). We contacted the 

authors, but did not receive response.

Parkkari 2011
Interventio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mixed intervention [with education 

program]).

Rudzki 1997 Interventio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lower exercise volume).

Sell 2010 (23)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program development study).

Sell 2010 (24)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program development study).

Sell 2016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time of the intervention group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Sharma 2014
Outcome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Participants was not normal soldiers but those

who were at risk for Medial Tibial Stress Syndrome).

Shumway 2016 Study desig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one-arm study)

Suni 2013
Intervention does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mixed intervention [with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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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 Additional information and risk of bias table

D-1. Brushoj 2008 (Brushøj et al., 2008)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Common physically demanding activities for both groups: physical education (3hrs per week), fiel
d exercise (7hrs per week), drill exercise (13hrs per week), guard duty (0.5hrs per week)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overuse knee injuries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iliotibial band 
friction syndrome, jumper's knee), medial tibial stress syndrome, other lower-
body injuries (not including injuries caused by direct blows), upper-body injuries
2. new injuries were included
3. overuse injuries were included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location of injuries we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squats, lunges, hip abduction/external rotation, forefoot lift, coordination, q-stretch
2. Control: abdominal curl, back extensions, biceps/triceps towel curl, pectorals stretch
3. Periodization: the load of the exercises increased progressively as the number of repetitions was
increased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no

Quote: ''The conscripts were randomly divided (by 
personal registration number) into 8 companies each 
consisting of 3 platoons, with 2 companies/6 platoons 
beginning their training every fourth month.”

Comment: Inadequate method was used.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yes

Quote: ''The randomization was performed by the head nurs
e, who otherwise did not participate in the study.''

Comment: The head nurse was independent of the study.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yes

Quote: '' The recruits did not know which of the training 
programs was being tested,'' “this is the first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Comment: Placebo training was executed.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Army sergeants, who before the study
had participated in a 2-hour session where the programs
were explained and rehearsed, led the program during the
first 6 weeks of the training period.”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 All subjects with knee pain or shin pain were 
examined every
second week by one of the authors (C.B.) who was blinded 
to training group allocation.''
Comment: The outcome assessor was blinded to group

allocation.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Source: figure1

Comment: 4.2%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no

Source: figure1

Comment: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then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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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able4, table5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The platoons on average performed 27 of 36 
planned training sessions, resulting in a 75% compliance 
rate.”

Comment: The stated compliance rate of 75% is thought to 
be appropriate for showing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All subjects with knee pain or shin pain were 
examined every second week by one of the authors (C.B.) 
who was blinded to training group allocation.”

Comment: Timing of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2. Burley 2020 (Burley et al., 2020)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Common military education syllabus for both groups: weapons handling, marksmanship, 
load carriage, basic field craft, infantry minor tactics, a 10-day field training phase

Injury information

1. injury category: injury location (physical training sessions or military education lesson
s), injury type traumatic and overuse, sub-category within overuse-
stress fractures, body segment
2.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new or not
3. injuries were categorized into overuse or acute.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location of injuries we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40 sessions for military-specific 10min warm-up (progressive running [4 
× 20 m shuttles of increasing intensity], technique development [2 × 20 m shuttles of 
leopard crawl, prop-and-drop], plyometric and strength focussed exercises [broad jumps; 
then 5 repetitions of push-ups, squats or squat jumps and 30-s prone or side-prone holds], 
maximal effort running [2 × 20 m sprints], muscle stretching of four major muscle groups 
for three repetitions holding each stretch for 20–30s), 17 sessions for resistance training 
(compound exercises [deadlift, squat, chest press, high row], unweighted return activity 
[box jump, squat jump, incline push-up, prone hold] from Week 3, 8 sessions for high 
intensity running (3-min intervals, at a heart rate reserve above 80% with a 3-min rest 
period), 2 sessions for load carriage wearing combat uniform and boots (3.9 kg) carrying 
an additional 18.5 and 20 kg for 4 and 5 km respectively at a velocity of ∼1.52 m/s.
2. Periodization: “(resistance training) Three sets of each exercise were performed with 3 
min rest between set. Compound exercises were progressively loaded; Week 1 20+RM, 
Week 2 12RM and Weeks 3–12 6-8RM. Absolute resistance training load was thus 
individualized for each recruit. Free weight Olympic bars were used for lower body 
compound exercises (squat, deadlift). Upper-body compound exercises (chest press, high 
row), external loading was applied using yellow, orange, red and blue 1.04 m elastic 
resistance bands (PowerBand, IronEdge, Sydney Australia). The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monitored training loads and progression,” “(high-intensity training) two 
intervals were completed in Week 2, and then progressed to 3, 4 and 5 intervals in weeks 
3, 5 and 6 respectively.”
3. Control: “9 sessions for moderate to high intensity running (100–800 m performed 
over a variety of terrains with variable repetitions and rest periods that were dependent 
upon the level of fitness of the recruit), 7 sessions for circuit training (10 compound or 
isolated exercises [e.g. push-ups, shoulder press, jerry carry, box lift]. Training loads were 
not individualised and repetitions were performed as a best volitional effort for a 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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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at each station, 7 sessions for load carriage (wearing combat uniform and boots 

[3.9 kg] plus carrying an additional 10 to 22 kg for 2–7 km at a speed of ∼1.52 m/s.”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unsure

Quote: ''Two platoons of Australian Army recruits (N = 
214) were randomly selected to a control (CON: N = 97, 
Male 75, Female 22,age 21.1 SD 3.9 y, mass 73.4 SD 13.4 
kg, height 1.75 SD 0.8 m)or experimental (EXP: N = 117, 
Male 87, Female 30, age 21.7 SD3.9 y, mass 73.4 SD 12.4 
kg, height 1.75 SD 0.8 m) group.'' 

Comment: No statement about the method.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Due to the novel characteristics of the EXP 
regimen, EXP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received 
supplemental education sessions from the investigators on 
exercise technique, the methodology for individualized 
exercise progression and delivery of a novel military-
specific warm-up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the 
11+warm-up.”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All musculoskeletal injuries were reported, 
documented and assessed at the Blamey Barracks military 
hospital.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at the Army 
Recruit Training Centre injuries were categorized as (i) 
injury location (physical training sessions or military 
education lessons), (ii) injury type traumatic and overuse. 
Army Recruit Training Centre also report a subcategory 
within overuse stress fractures, as this injury is associated 
with greater lost training days and (iii) body segment.''

Comment: The Blamey Barracks military hospital was
considered to be independent of this study.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no

Source: “One hundred and forty-seven recruits (CON n = 
69, 71%, EXP n = 78, 67%) completed the 12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Forty three recruits were transferred 
to another platoon (CON n = 13, EXP n = 30) due to failure 
to meet training standards (e.g. fitness, marksmanship) or 
illness/injury and 24 recruits were discharged (CON n = 15, 
EXP n = 9) from basic military training.”

Comment: 31.3%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no

Source: “One hundred and forty-seven recruits (CON n = 
69, 71%, EXP n = 78, 67%) completed the 12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Forty three recruits were transferred 
to another platoon (CON n = 13, EXP n = 30) due to failure 
to meet training standards (e.g. fitness, marksmanship) or 
illness/injury and 24 recruits were discharged (CON n = 15, 
EXP n = 9) from basic military training.”

Comment: It was analyzed with just the final 
participants. There was no information stated about 
ITT analysis.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he number of injuries in EXP (6) was ∼65% 
lower than CON(17), and most commonly classified as 
overuse in CON (15) and EXP (6) which for CON included 
three overuse-stress fractures. CON recorded two trau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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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injuries with nil injuries recorded in EXP. The most 
common locations of injury were below knee (CON 5, 
EXP4), knee (CON 5, EXP 1) and hip (CON 3).”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yes

Quote: “a control (CON: N = 97, Male 75, Female 22, age 
21.1 SD 3.9 y, mass 73.4 SD 13.4 kg, height 1.75 SD 0.8 m) 
or experimental (EXP: N = 117, Male 87, Female 30, age 
21.7 SD 3.9 y, mass 73.4 SD 12.4 kg, height 1.75 SD 0.8 m) 
group, having attained a minimum physical entry standard 

of Level 7 Shuttle5 (∼38.2 mL kg−1·min−1) in the multi-
stage fitness test (MFST), 45 sit-ups and 8 or 15 push-ups 
for females and males respectively.The investigation was 
approved by the Australian Defence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with all participants providing written 
voluntary informed consent,” Table1

Comment: Baseline characteristics (age, body mass, 
height) were similar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In addition, several physical fitness 
variables of baseline were similar between those two 
groups.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A prospective between-group design was utilized 
with all participants completing a 12-week military recruit 
training regimen consisting of 40 supervised physical 
training sessions of matched total training time, 3010 min 
and 3005 min in CON and EXP respectively.”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presented for 
each group independently.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All musculoskeletal injuries were reported, 
documented and assessed at the Blamey Barracks military 
hospital.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at the Army 
Recruit Training Centre injuries were categorized as (i) 
injury location (physical training sessions or military 
education lessons), (ii) injury type traumatic and overuse. 
Army Recruit Training Centre also report a subcategory 
within overuse stress fractures, as this injury is associated 
with greater lost training days and (iii) body segment.''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3. Carow 2016 (Carow et al., 2016)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Common physical training for both groups: Group runs for 2 to 4 mi at least 2 or 3 times per 
week, A weekly foot march (a distance progressively increasing from 3 to 12 mi) with a 
rucksack weighing 35lb, strength training (pull-ups, dips, push-ups, and sit-ups) at least once per 
week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lower extremity musculoskeletal injury was defined as the first 
musculoskeletal injury to the lower extremity that was severe enough to cause him or her to seek
treatment from a medical provider (contusions, lacerations, and skin conditions were not
considered lower extremity injuries), specific risk of acute traumatic knee-joint injury and ACL 
injury (acute knee-joint injury was defined as any traumatic injury to the ligamentous or
meniscal structures of the knee).
2. new injuries were included
3. both overuse and acute injuries were included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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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ody location of injuries we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Dynamic integrated movement enhancement (double leg squat, forward lunge, si
deways hop to balance, squat jump, plank, one-leg reach, push-up, box jumps, ice skater)
2. Control: Active warm-up (side-
straddle hop, bend and reach, rear lunge, power squat, rower, power jump, push-
up, windmill, bend-leg body twist)
3. Periodization: “The intervention groups were progressed to a more advanced set. These 
exercises included a progression from bilateral jumping to unilateral hopping, progression from 
a forward-plank exercise to a unilateral plank, and from a unilateral balance exercise to a 
unilateral squat and reach.”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unsure

Quote: ''We conducted a cluster-randomized trial during 
CBT at the US Military Academy to determine if the DIME 
program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injury risk in military 
academy cadets. Each cadet is assigned by the military
academy to a company of about 160 cadets. Participants 
were cluster randomized at the level of their CBT 
companies into 1 of 2 warm-up groups.'' 

Comment: No statement about the method.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All exercise instructors in the DIME groups 
completed six 30-minute training sessions with the DPE 
faculty and the study staff to learn, practice, and provide 
feedback on the proper execution of their group’s assigned
warm-up exercises. Instructors in the AWU group were also 
trained in six 30-minute sessions. However, their training 
was conducted by staff from the USMA DPE without input 
from the study staff.”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The PTs did not ask cadets which group they were 
assigned to during their evaluations and were blinded to 
group
assignment. The orthopedic surgeons and primary care 
physicians who evaluated the cadets were also blinded to
group assignment.''

Comment: The outcome assessor was blinded to group
allocation.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Source: Figure.

Comment: 0%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yes

Source: “The population at risk for the CBT and the 
combined CBT and academic year analyses included the 
entire population at risk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period; the data for these
periods were analyzed in an intention-to-treat fashion.”

Comment: It was analyzed with those baseline 
participants.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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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no

Quote: “(1) 4 companies were assigned to the active warm-
up (AWU) group, which served as an active-control 
condition; (2) the other 4 companies were assigned to the 
DIME warm-up group. The companies in the DIME group 
were further randomized as follows: (1) 2 companies were 
assigned to the DIME cadresupervised
(DCS) group, which performed the DIME warm-up under 
the supervision of upper-class cadet
instructors only and (2) 2 companies were assigned to the 
DIME expert-supervised (DES) group and performed the 
DIME warm-up under the direction of the upper-class cadet 
instructors with the additional supervision of an AT or a
PT.”

Comment: Another intervention was designed and 
included.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Each group performed warm-up exercises 3 times 
per week for a duration of approximately 10 minutes 
immediately before physical training as part of the cadet 
physical fitness program for 6 weeks.”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presented for 
each group independently.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All cadets receive health care through the closed 
military health care system at the USMA. Injury tracking 
was performed using the Cadet Illness and Injury Tracking 
System (CIITS), an injury-surveillance database used at the 
USMA. Every cadet who is injured to an extent that causes 
him or her to seek medical care, miss training, or participate 
in training with imposed limitations due to injury is entered 
into the CIITS database. Additionally, injury tracking was 
performed using the Armed Forces Healthcare Longitudinal 
Technology Application
(AHLTA). The AHLTA serves as the Military Health 
System’s electronic medical record. All medical encounters 
for cadets are recorded in AHLTA with diagnosis 
information.''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4. Childs 2010 (Childs et al., 2010)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Not specified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Musculoskeletal injuries were injuries that affected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that might have been associated with exercise and military 
training. Traumatic injuries (eg, a femur fracture) that could not possibly be related to the 
training regimen were excluded,” “As part of the primary trial, research
staff aggregated the data on all injuries (musculoskeletal and non-musculoskeletal) 
resulting in work restrictions on the basis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dministrative 
clerks within the soldiers’ units.”
2. new injuries were included (specified)
3. any musculoskeletal and traumatic injuries
4. All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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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ody part of injuries a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abdominal drawing-in maneuver crunch, 
left and right horizontal side support, 
hip flexor squat, supine shoulder bridge, 
quadruped alternate arm and leg
2. Control: traditional sit-up, sit-up with left trunk rotation, sit-up with right trunk rotation, 
abdominal crunch, traditional sit-up
3. Periodization: no periodization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yes

Quote: “The randomization schedule was prepared by 
computer before recruitment began
and was balanced to ensure equal allocation to both 
conditions after 20 companies were recruited.'' 

Comment: The method was appropriate.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The soldiers’ drill instructors were
given comprehensive training in the study procedures by 
the research staff before the initiation of the study. The drill 
instructors were
given detailed training cards specific to each program.”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Study-related measures were collected
before training and 12 weeks later, when training was 
completed, by study personnel who were unaware of the 
randomization assignments.”

Comment: The outcome assessor was blinded to group
allocation.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no
Source: Figure 2

Comment: 73.5%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no

Quote: “Soldiers with missing data were excluded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mpact of a 
CSEP among soldiers who completed the full training 
period.”

Comment: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then analyzed.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able 3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yes

Source: Table 1

Comment: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both groups 
were similar at baseline.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The exercise regimens for both groups consisted of 
5 or 6 exercises, each of which was performed for 1 minute. 
Exercise programs were performed daily, for a total dosage 
time of approximately 5 minutes per day, 4 days per week, 
over a period of 12 weeks. Performing the exercise 
programs under the super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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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drill instructors and in a group setting helpe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ssigned program and dosage.”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presented for 
each group independently.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Physical profiles are issued by health care 
providers upon evaluation of a soldier’s physical status 
immediately after an injury is reported. Profiles were 
collected on a weekly basis by study personnel.”

Comment: Timing of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5. Coppack 2011 (R. J. Coppack et al., 2011)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Common formal daily training activities for both groups: “Endurance marching with 
backpacks (15%), military field exercises
(24%), running (4%), weapons and foot drill (7%), strength and conditioning (3%), and 
theoretical classroom lessons (23%).”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1) anterior or retro patellar knee pain arising from at least 2 of 
the following: prolonged sitting, stair climbing, squatting, running, kneeling, and 
hopping/jumping; (2) insidious onset of symptoms unrelated to a traumatic incident; and 
(3) presence of pain on palpation of the patellar facets, on the step down from a 25-cm 
step, or during a double-legged squat. 
2. new injuries were included
3. overuse injuries were included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location of injuries were specified (only knee)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Isometric hip abduction against a wall in standing, Forward lunges knee 
over the forward foot, Single-legged step downs from a 20-cm step, Single-legged 
squats to 45 degree of knee flexion with isometric gluteal muscle contraction, 
Quadriceps (hip and knee) stretches, Iliotibial band (lateral thigh) stretches, Hamstring 
stretches, Calf (gastrocnemius) stretches
2. Control: slow running, general upper and lower body stretching, abdominal curls, 
pushup drills.
3. Periodization: “During the training period, the exercise
load increased progressively as the number of repetitions
increased.,” Table 1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yes

Quote: “A simple randomization procedure based on a 
computer-generated table of random numbers was used to 
allocate the intervention.'' 

Comment: The computer-
generated method was appropriate.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yes

Quote: ''A simple randomization procedure based on a 
computer-generated table of random numbers was used to 
allocate the intervention, and an external administrator 
provided the group assignment.'' 

Comment: The external administrator was independent of th
e study.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yes Quote: “Participant blinding was attemp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dummy warm-up exercises for control group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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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Comment: The patient blinding was administered usin
g dummy warm-up method.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Fifteen qualified Army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instructed and supervised the prevention and 
control protocols. The instructors were familiarized with the 
intervention during a 1-day training workshop. No training 
was required for the control program.”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Five experienced physiotherapists
who were blinded to group assignment made
a diagnosis of AKP.''

Comment: The outcome assessor was blinded to group
allocation.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Source: Table 4

Comment: 19.9%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no

Source: Table 4 (successful completion of training), 
“Participants were thus censored at the point they were 
removed from training.”

Comment: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then analyzed.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Quote: “There were 36 new cases of AKP in the control 
group (cumulative incidence: 4.8%; 95% CI, 3.5-6.7) and 
10 in the intervention group (cumulative incidence: 1.3%; 
95% CI, 0.7-2.4).”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yes

Source: “Baseline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were recorded, and participants completed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to obtain a history of lower limb 
injury, exposure to strength training and running before 
enlistment, and current and past smoking habits. Baseline 
fitness was also assessed using a 2.4-km timed running 
test,” “Table 2.

Comment: Baseline characteristics (age, weight, 
height, baseline fitness, smoking habits, running, 
strength training) were similar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The mean individual compliance rate for the 2 
programs was 91%,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a 
difference between groups.”

Comment: The stated compliance rate of 91% is thought to 
be appropriate for showing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 The primary outcome was an incident case of 
overuse AKP occurring during the 14-week training period.
Anterior knee pain cases were captured through self-
presentation of pain at the army medical center. Participants 
were initially seen by a medical officer. Five experienced 
physiotherapists who were blinded to group assignment 
made a diagnosis of AKP.''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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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Goodall 2013 (Goodall et al., 2013)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Common physical training program for both groups: fitness assessment (5hrs), endurance 
training (9hrs), strength training (8hrs), swim (6hrs), run (4hrs), circuit training (4hrs), 
obstacle course training (5hrs), lectures (2hrs)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1) knee and ankle injuries, (2) knee and ankle ligament injuries, 
and (3) lower limb injuries. Only those records of injury that involved limitation of work 
capacity for at least one day were retained in the dataset., all other injury records were 
removed. This procedure is based on the fact that an injury was defined in this study as 
physical harm to the musculoskeletal structures of the body for which health care was 
required and which prohibited the recruit from performing normal military training, free 
of any injury symptoms, for at least one day.”
2. new injuries might be included (not specified, but assumption)
3. any injury mechanism was considered including overuse. Overuse lower-
limb injuries were specified in the study. All reported injuries involved a non-
contact injury mechanism.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location of injuries were specified. Body parts other than lower-
body were includ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Balance (Side toe reach, leg swing, stork turning, windmill, forward toe 
reach, mine sleeper, tall tree, knee up, helicopter, lateral leg swing, toe touch, hammer 
throw, high knee, aeroplane, rear sweep, lateral jump, forward hop to balance, jump and 
rotate), agility (jump and land1-2, jump and land/stop and prop/dynamic balance1-4, cut 
and turn1-2, dynamic balance 1-4, cut and turn/stop and prop, jump and land/stop and 
prop
2. Control: control
3. Periodization: No change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yes

Quote: “Based on the study design, the 10 cohorts of 
participants were allocated to IG or CG, using a concealed, 
blocked (stratified), random allocation procedure. The 
allocations were prepar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tudy, using the planned blocking procedure and a 
published random number table and randomization 
procedure.'' 

Comment: The method was appropriate.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yes

Quote: ''The allocations were prepared by one of the authors
(RP), who was uninvolved in participant recruitment, stud

y conduct or data collection. The allocations for each cohort
were recorded in a series of sequentially numbered, opaqu

e and sealed envelopes, which were provided to the leading 
author (RG) who was responsible for participant recruitmen
t, study conduct and data collection.'' 

Comment: The method used was appropriate.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For example, during the standard physical training 
lesson, ‘introduction to running’, recruits practiced cutting 
and turning techniques, and during rope climbing lessons, 
recruits practiced jumping and landing between bouts on 
the ropes. Army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PTI) were 
responsible for all CAP lessons. The PTI received four 40-
min training sessions and a training pamphlet containing 
detail of all lesson plans.”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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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The researchers played no part in this process, and 
the ARTC health staff who recorded the injuries were 
blinded to the group allocation of participants.''

Comment: The outcome assessor was blinded to group
allocation.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Source: Figure 1

Comment: 10.1%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yes

Quote: “In the subsequent inferential analysis phase, 
designed to examine the intervention effect on each 
outcome of inter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intention to 
treat, as per agree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Comment: The study described ITT analysis for the 
study.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able 5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the intervention group performed 5-min of 
specified balance exercises in every warm-up session of the 
standard 43 physical training lessons and undertook 
specified agility exercises in 5-min segments during 13 of 
the physical training lessons.”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presented for 
each group independently.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All musculoskeletal (muscle, ligament, bone or 
tendon) injuries reported by recruits of each group were 
recorded by the ARTC health facility staff, according to 
established ARTC and Defence Injury Prevention Program 
(DIPP) protocols for injury recording and surveillance.''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7. Hartig 1999 (Hartig & Henderson, 1999)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Not specified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lower extremity overuse injuries included stress fractures, 
patellofemoral knee pain, muscle strains, tendinitis, plantar fasciitis, shin splints, and 
anterior compartment syndrome”
2. new injuries might be included (not specified, but assumption)
3. Only overuse lower-limb injuries were specified in the study.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Only lower limb injuries we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hamstring stretching 
2. Control: control
3. Periodization: N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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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no

Quote: “The two companies designated as either the control 
or intervention group were assigned randomly before basic 
training. Also,
there was no special system to randomize subjects to either 
company other than the Army’s routine assignment.'' 

Comment: Inadequate method was used.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no

Quote: “The two companies designated as either the control 
or intervention group were assigned randomly before basic 
training. Also,
there was no special system to randomize subjects to either 
company other than the Army’s routine assignment.'' 

Comment: Inadequate method was used.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This stretch was taught to the company 
commander and each drill sergeant of the intervention 
group, who taught it to the recruits.”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unsure

Quote: '' Recording and monitoring of lower extremity 
overuse injuries were done by weekly reviews of the log-in 
sheets at the troop medical clinic and review of the medical 
records to determine the diagnosis of any subject seen. 
Commanders of each company were contacted weekly to 
make sure there were no injuries that were unaccounted for 
by the troop medical clinic or medical records.''

Comment: No specific explanation about the blinding
efforts.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Quote: “These results included all subjects, even though 10 
in the control group and 18 in the intervention group left 
training early for various reasons other than overuse lower 
extremity injuries and could not have their hamstring 
flexibility remeasured.”

Comment: 9.4%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no

Quote: “These results included all subjects, even though 10 
in the control group and 18 in the intervention group left 
training early for various reasons other than overuse lower 
extremity injuries and could not have their hamstring 
flexibility remeasured.”

Comment: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then analyzed.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Quote: “There were 43 injuries in the control group (29% 
of subjects), compared with 25 injuries in the intervention 
group (17% of subjects).”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unsure
Quote: “The company commander observed that the drill 
sergeants were consistent with at least two to thre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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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tretching sessions, but they were less compliant 
when they were “out in the field” for various lengths of 
time (several days to a week). These field sessions occurred 
toward the end of basic training.”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not presented.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Recording and monitoring of lower extremity 
overuse injuries were done by weekly reviews of the log-in 
sheets at the troop medical clinic and review of the medical 
records to determine the diagnosis of any subject seen.''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8. Knapik 2005 (Knapik et al., 2005)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Not specified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any injurie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9 
[ICD-9] code). 
2. new injuries might be included (not specified, but assumption)
3. any injuries were included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part of injuries are not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Table 1
2. Control: “stretching exercises followed by calisthenics, variations on push-ups and sit-
ups, and running in formation. Running in formation was performed by 4 ability groups 
that were established by dividing recruits into 4 approximately equal-size groups on the 
basis of an initial 1-mile run for time.”
3. Periodization: exercise intensity were increased progressively.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no

Quote: “The design of program evaluation was quasi-
experimental comparing a control group to an evaluation 
group.'' 

Comment: The method was not randomization.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The evaluation phase consisted of another 9-week 
BCT cycle in which no further changes in the physical 
training program were
made and the drill sergeants in the EG implemented the 
now standardized physical training program.”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Source: Table 10

Comment: 17.3%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no
Quote: “Group differences in attrition were analyzed with 
the chi-square test of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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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Comment: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then analyzed.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able 8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yes

Quo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G and EG are 
shown in Table 4. The groups were very similar on all 
physical characteristics.”

Comment: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both groups 
were similar at baseline.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Physical training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1 hour each morning from about 0530 to 0630.”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presented for 
each group independently.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Injuries were obtained from the Army Medical 
Surveillance Activity that warehouses data from the 
Standard Ambulatory Data Record (SADR), which contains 
all outpatient medical visits made by Army personnel. Each 
time a trainee saw a medical care provider at the Troop 
Medical Clinic or the hospital, a record of the encounter 
was coded and entered into the SADR.''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D-9. Pope 1998 (Pope et al., 1998)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running, route marching, obstacle course activities, and drill.”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Throughout recruit training programs, all injuries were reported 
to medical assistants or nursing staff. When the
injury was more than trivial, or when the recruit was unable to resume full duties without 
signs or symptoms within three days, these staff directed injured recruits to the regimental 
medical officer as standard procedure,” “(a) tendo-achilles lesions where there was 
prominent swelling (compared with the contralateral side), palpable crepitus, palpable 
nodules or lesions, or blistering over the tendon;
(b) lateral ankle sprains which were accompanied by pain and either
swelling or bruising over the lateral ligaments (compared with
the unaffected leg); (c) stress fractures of the foot or tibia (later confirmed by positive 
bone scans or x-rays); (d) periostitis of the tibia (later confirmed by positive bone scans); 
and (e) anterior tibial compartment pressure syndrome (diagnosis supported later by 
measured compartment pressures of more than 15 mm Hg).
2. new injuries might be included (not specified, but assumption)
3. Five pre-specified injuries were included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part of injuries a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static strethching  (soleus, gastrocnemius)

2. Control: static stretching (wrist flexor, triceps)
3. Periodization: no perio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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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no

Quote: “Those recruits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were 
allocated to stretch and control groups using a blocked, 
quasi-random allocation procedure. As male recruits arrived 
at Kapooka they were assigned by Army administrative 
staff to one of two platoons on the basis of surnames.'' 

Comment: The method was not randomization.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no

Quote: “As male recruits arrived at Kapooka they were 
assigned by Army administrative
staff to one of two platoons on the basis of surnames.”

Comment: The administrative staff has a possibility of 
identifying the participants.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yes

Quote: “A second reason for using this methodology was 
to aid in masking subjects as to the intervention being 
studied.”

Comment: The method used in the study helped the pa
tient in another group masking to each group.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The training includes an 11 week period (47 
hours) of intense physical exercise which is closely 
supervised by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Quote: “Ninety-eight of these were from the stretch group 
and 64 from the control group. A further 48 subjects (4 
percent), all from the control group, withdrew from the 
study.”

Comment: 14.8%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no

Quote: “Of the 1093 participating recruits, 162 (15 
percent) were discharged or backsquadded before the end of 
the training program, or before they experienced one of the 
five injuries of interest.”

Comment: Some of the participants were excluded, 
then analyzed.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reporting?

yes

Source: Table 8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Again the stretches were timed by a stopwatch, 
and were performed in every warm-up session preceding 
vigorous physical activity.”

Comment: The specific training volume was presented for 
each group independently.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Throughout recruit training programs,
all injuries were reported to medical
assistants or nursing staff.''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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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Pope 2000 (Pope et al., 2000)

Additional information 

Training type
“route martching (10hrs), running (10.5hrs), obstacles (12.5hrs), circuit training (7.5hrs), 
swim (4hrs), battle training (5.5hrs)”

Injury information

1. injury type specified: “any lower-limb injury that prevented the subject from resuming 
full duties, free of signs or symptoms, within 3 d.”
2. new injuries might be included (not specified, but assumption)
3. any lower-limb injury
4. no information whether the injuries were training-related or not.
5. Body part of injuries are specified.

Exercise information

1. Intervention: static strethching  (gastrocnemius,
soleus, hamstring, quadriceps, hip adductor, and hip flexors)
2. Control: warm-up
3. Periodization: no periodization

Risk of bias

Bias
Authors’

judgement
Support for judgement

Was the method of randomization 
adequate?

no

Quote: “As the male recruits arrived at Kapooka, they were 
assigned to platoons on the basis of surnames, by army 
administrative staff.'' 

Comment: The method was not randomization. 

Was the treatment allocation conc
ealed?

yes

Quote: “All allocation procedures to this point were 
conducted by administrative staff at Kapooka, without 
regard for the research to be conducted.”

Comment: The administrative was independent of the 
study.

Was the patient blinded to the inte
rvention?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as the care provider blinded to t
he intervention?

no

Quote: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PTI)
were assigned to platoon pairs, so that the platoons 
allocated to each group were matched for PTI.”

Comment: The care provider inevitably could know 
which group had prevention exercises.

Was the outcome assessor blinded 
to the intervention?

yes

Quote: “The RMO, who was masked to
patient allocation, categorized all injuries by area and type”

Comment: The outcome assessor was blinded to group
allocation.

Was the drop-
out rate described and acceptable?
(<20%)

yes

Quote: “Of the 1538 participating recruits, 170 (11%; 69 
from the stretch group, and 101 from the control group) 
were discharged or transferred to officer training before the 
end of the training program and without suffering a lower-
limb injury.”

Comment: 11.1% was dropped.

Were all randomized participants 
analyzed in the group to which 
they were allocated? (ITT 
analysis)

yes

Quote: “Data from recruits who were “backsquadded” 
(reassigned to a later platoon
because they were having difficulty with some aspect of 
training) and recruits who withdrew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analyzed by intention to treat.”

Comment: It was analyzed with those baseline 
participants.

Are reports of the study free of 
suggestion of selective outcome 

yes
Source: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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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Comment: All pre-specified outcomes have been 
adequately reported.

Were the groups similar at 
baseline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s?

unsure
Comment: No statement.

Were co-interventions avoided or 
similar?

unsure
Comment: No statement about any efforts to prevent 
co-interventions.

Was the compliance acceptable in 
all groups?

yes

Quote: “Before this study, army protocol dictated that, 
during the training program, physical training instructors 
were to ensure that all recruits performed stretches before 
they undertook strenuous physical exercise.”

Comment: The training instructors checked during the 
training program.

Was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similar in all groups?

yes

Quote: “Throughout the recruit training program, all 
injuries were reported to medical assistants or nursing 
staff.''

Comment: The timing of the outcome assessment was 
identical for al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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