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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장활동  구 은 화재나 재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요구조자를 신속하게 응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장에서 발생하

는 여러 유해요소들에 노출되기 쉽다.

  구 원들의 출동횟수는 2012년 기  2백만회 이상으로 이송건수는 과거 10년 에 

비하여 약 50%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동횟수 한 진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주 5일 근무정착으로 활동 인구  차량이동 증가, 고령화 사

회 진입, 국민들의 안 욕구 증가로 인해 구 수요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구 원들의 장활동은 많은 출동과 험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행하는 구  업

무는 높은 에 지 소비와 그에 따른 험도가 높아 구 원이 겪는 세부 작업에 한 

작업강도를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당량(MET)를 이용하여 구 원의 장활동에 한 정량

인 평가를 목 으로 수행하 다. 이를 하여 소방공무원이 공통 으로 수행하는 7개 

작업과 구  분야에서 수행하는 11개 작업에 하여 심박측정기(Polar RS 400)를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 으며, 심박수를 칼로리 변환하여 사당량(MET)을 산출하

다.

  공통 으로 수행하는 단  작업에 한 MET 결과는 Table 1과 같이 개인 체력단련 

상 작업에서 등도 작업으로 가장 큰 강도를 나타냈으며, 휴식, 취침 작업 좌식작업에 

해당되었으며 가장 작은 강도가 나타났다.

단 작업
소요시간

(분)
MET 작업 평가 구분

화통화, PC작업, 기타 문서작업 60 2.06 좌식 작업

개인 체력단련 상 30 5.96 등도 작업

개인 체력단련 30 3.69 등도 작업

개인 체력단련 하 30 1.88 좌식 작업

휴식, 취침 30 1.51 좌식 작업

방업무 30 2.11 좌식 작업

경계업무 30 3.07 가벼운 작업

Table 1. 공통 작업에 한 단 작업에 따른 MET  작업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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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구 분야의 세부작업에 한 MET 결과는 Table 2 와 같이 사용장비 세

척  소독 작업이 낮은 작업강도로 좌식작업에 해당되었다. 이송 작업은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확인, 1차(즉각 인)평가, 재평가, 반응의 확인, 순환

(가슴압박), 기도, 호흡, 심폐소생술, 환자 고정, 이동(강도下), 사용장비 검이 증등도 

작업으로 나타났다.

단 작업
소요시간

(분)
MET 작업 평가 구분

교육훈련 60 2.46 가벼운 작업

장비 검 10 1.97 좌식 작업

출동  처치장비선별 10 3.07 가벼운 작업

장확인, 1차(즉각 인)평가,
재평가

5 4.71 등도 작업

반응의 확인, 순환(가슴압박)
기도, 호흡, 심폐소생술

10 5.44 등도 작업

환자 고정 5 5.51 등도 작업

이동(강도上) 5 5.15 등도 작업

이동(강도下) 5 4.67 등도 작업

이송 5 5.54 등도 작업

사용장비 검 10 4.02 등도 작업

사용장비 세척  소독 10 1.73 좌식 작업

Table 2. 구  분야에 한 단 작업에 따른 MET  작업구분

  본 연구를 통하여 구  분야의 소방공무원의 단 작업에 한 사당량의 측정과 업

무 구분에 따른 작업 강도를 정량 으로 악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

여 소방공무원의 장 활동으로 인한 작업 리  건강 리 방 로그램의 기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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