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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대원의 현장 작업자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소방대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의 남자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소방 현장에서 많이

하는 자세 중 요구조자 이송작업자세, 방수작업자세, 유압구조장비 작업자세, 만능도끼작업 자세를 인

간공학적 평가 기법인 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 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와

NIOSH Lifting Equation(NLE)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자세 분석결과, RULA 분석에서 모든 작업

이 최고 점수인 7점으로 평가되었고 REBA는 5점에서 10점까지로 RULA분석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방대원들의 작업환경과 자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소방대원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소방은 단순 화재진압

에서 부터 다양한 사건․사고의 수습과 건물붕괴, 홍수

등 대규모 인위적, 자연적 재난의 초동 수습조치 및 긴

급복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적 긴급 구

조기관으로 거듭났고 특히 구조․구급업무의 활성화로

인하여 소방의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소방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 그러나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기반이 부족하며 재난현장

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능력의 미흡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고, 사

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2]. 따라서 소방대원

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안전대책의 수립

과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의 산업 재해율은 작업관련성 질환에 의한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하

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요통, 경

견완 장해 등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소방대원은 무거

운 방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진화작업과

구조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방대원의 업무관

련 질환 중 가장 큰 원인은 근골격계질환이고,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하여 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

소방대원의 근무환경은 타 직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성, 긴급

성, 출동환경의 이상성 및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

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

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

는 소방대원의 현장 작업자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소방대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의 남자소방대원에게

소방 현장에서 많이 하는 자세 중 요구조자 이송작

업자세, 방수작업자세, 유압구조장비 작업자세, 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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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작업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인간공학적 평가 기법

인 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 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와 NIOSH Lifting

Equation (NLE)를 이용하여 작업자세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2.2. 통계방법
REBA, RULA, NLE의 분석은 시각적인 그림 제시

와 함께 점수를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9세, 키 171.8cm, 몸

무게 71.6kg, 경력 11년이었다.

3.2. 화재진압 작업자세 분석결과
 3.2.1 요구조자 이송 작업자세 분석결과
요구조자 이송시 작업 자세는 인명피해 발생시 긴

급하게 요구조자를 소방대원의 인력에 의해 이송하

는 자세를 말하며, 2인 운반법과 1인 운반법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1인 운반 자세에서, 무릎 굽힘,

허리 굽힘, 상완각도, 피운반자의 무게 등으로 인해

2인 운반법보다 REBA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1].

[표 1] 요구조자 이송 작업자세  분석                  (단위:점)
분류 작업자세 결과 분석

2인
운반법

REBA:8
AL:3

높음
곧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1인
운반법

REBA:10
AL:3

높음
곧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3.2.2 방수작업 자세 분석 결과
방수작업 자세는 소방호스를 이용한 화재 진화 작

업시의 자세를 말하며, 소방호스는 진압장비에 속하

며 길이 15m, 중량 5kg, 사용압력 20kg/㎠의 규격으

로 소방 작업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어

진다[5]. 화재 발생 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2].

방수작업(하) 자세에서 목 굽힘 및 허리 굽힘 각도

가 크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인다.

또한, RULA 분석에서는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

이 요구됨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 착용 장비 무

게(16kg)의 영향으로 모든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표 2] 방수 작업자세  분석                         (단위:점)
분류 작업자세 결과 분석

방수작업
(상)

REBA:5
AL:2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방수작업
(중)

REBA:6
AL:2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방수작업
(하)

REBA:8
AL:3

높음
곧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3.4.3 유압구조장비 작업 자세 분석 결과
유압구조장비(Hydraulic rescue equipment)는 구조

장비에 속하며 길이 37cm, 중량 18kg, 작동압력

600-900bar의 규격으로 절단기, 스프레다 등의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로 각종 철근이나 구조물의

절단, 중량물의 전개 및 인장에 사용되어 진다. 유압

구조장비 꺼내기 작업 자세는 콤비절단기가 무겁고

(18kg) 꺼내는 위치가 낮아 과도한 허리 굽힘의 발

생과 상완이 어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3가지 평가

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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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압구조 장비 작업자세 분석                         (단위:점)
분류 작업자세 결과 분석

유압
구조장비
꺼내기

5

REBA:10
AL:3

높음
곧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개선

NLE 분석 결과
RWL(시작점) : 9.482kg, LI(시작점) : 1.898
RWL(시작점) : 12.65kg, LI(시작점) : 1.423

유압구조
장비작업
(상)

REBA:6
AL:2

보통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개선

유압구조
장비작업
(중)

REBA:7
AL:2

정밀조사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개선

유압구조
장비작업
(하)

REBA:7
AL:2

정밀조사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개선

NLE 분석에서는 시작점의 RWL(Recommended

Weight Limit)값이 9.48kg, LI(Lifting Index)가 1.90

으로 나타났으며, 종점의 RWL 값이 12.65kg, LI가

1.42로 시작점과 종점 모두 관리적 개선책이 필요하

다고 나타났다. 유압구조장비 작업 과정 중에는 꺼

내기에서 가장 높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때 작업자인 소방대원의 허리 자세가 하부 등

근육에 부담이 높은 자세로 요통의 발생이 증가될

수 있는 자세이다. 따라서, 보관대의 위치개선과 장

비의 경량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3].

3.4.4. 만능도끼작업 자세 분석 결과 
만능도끼는 구조장비에 속하며 길이 103cm 이하, 중

량 4kg 이하의 규격으로 소방 작업시 파괴용으로

사용되어진다[5]. 만능도끼작업 자세는 만능도끼를

이용한 구조 작업시의 자세를 말하며, 대상 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만능도끼작업(하) 자세에서는 타점을 보기 위해 목

이 굽혀지면서 옆으로 구부려져 있고, 허리 또한 옆

으로 구부려져 있어 REBA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만능도끼 작업에서도 RULA 점수는 개인 착용장비

의 영향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만능도끼 작업자세 분석                         (단위:점)
분류 작업자세 결과 분석

만능도끼
작업(상)

REBA:9
AL:3

높음
곧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만능도끼
작업(중)

REBA:6
AL:2

보통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만능도끼
작업(하)

REBA:10
AL:3

높음
곧 필요함

RULA:7
AL:4

정밀조사
즉각적인 개선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대원들의 작업 자세를 평가하여

소방대원들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분석

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세분석에서는 요구조자 구

조시 이송자세 분석에서는 1인 운반법과 유압장비

꺼내기, 만능도끼 작업(하)에서의 REBA 분석은 위

험단계는 ‘높음’, 조치단계는 ‘곧 필요함’으로 나타났

으며, RULA 분석에서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세들은 모두 허

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소방대원들의 높은 요통

경험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김규상 등

(2010)[6]에 의하면,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자는 상지

질환 등의 신체부담 작업보다 요통 근골격계 질환자

가 3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요통에서는 사고성

요통을 감소하는 반면에 비사고성 요통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압장비 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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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비의 무게로 인해 작업자인 소방대원의 허리의

자세가 하부 등의 근육에 부담이 높다. 그러므로 보관

대의 위치개선과 장비의 경량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구조장비를 소방차에 비치할 경우, 가장 무거

운 장비를 수직높이와 수평거리를 감안하여 허리의 굽

힘 및 팔의 뻗음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화재진압 작업 자세 분석결과, RULA 분석에서 모든

작업이 최고 점수인 7점으로 평가되었고 REBA는 5점

에서 10점까지로 RULA분석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이는 업종, 작업 내용, 하지 자세에 관계없이

REBA는 RULA에 비하여 작업 자세 부하를 저평가하

는[7]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RULA와 REBA의 특

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의 작업환경과 자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방대원은 어떠한 직업보다도 신체적인 손상을 받기

쉬운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특히 요부손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그러므로 환경적인 개선과

더불어 평상시 요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의 제시와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급·구조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인 업무 부담정도

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소

방대원들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경량화

와 함께 성능의 고급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배치 위치와

보관함의 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

는 현실적인 방법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자세 분석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

원을 상대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가 없고, 긴급한 화재현장에서 소

방대원의 자세를 평가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진압 경험이 많

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화재진압을 가장하여 시뮬레이

션으로 자세를 평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대원

의 화재진압 훈련 시 자세를 평가하여 이번 연구와 비

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를 토대로 하여 장비의 배치위치와 보관함의 개선후의

작업자세 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소방대원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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