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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ergonomic risk factors for absence from work of fire fighters in

Korea.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prepar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veral

parts such as 'general information', 'work-related factors', 'physical & chemical risk factors', 'ergonomic risk

factors', and 'absence information'. A total of 7,098 fire fight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was mainly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A total of 856 out of 7,098 fire fighters experienced absence from work. The risk factors such a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total work year, work area. position, job rotation, noise, dust, organic

solvent, skin contact with chemical substance, toxic waste, regional vibration, manual material handling,

continuous standing posture, awkward working posture were associated with absence from work. Specifically,

awkward working posture and manual material handling from ergonomic risk factors were major risk factors

for absence fro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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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골격계 질환은 국내·외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질환자의 관리를 비롯한 작업

공정의 유해요인 조사 등을 법제화하는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2]. 국내의 경우 2003년 7월 산업안전

보건법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책 마련 의무화가 시행 되

면서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한 유해요인조사, 예방프

로그램 시행, 교육 및 훈련 등의 관리 대책이 3년마다

수행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업무 형태

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행정,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근골

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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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인간공학적

요인으로는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과 불편하고 부자

연스러운 작업 자세, 강한 노동 강도, 과도한 힘 등이

있으며, 물리·화학적 요인으로는 추운 작업 환경, 진동

등과 불충분한 휴식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

한 작업 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신체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이 생기고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근육과 골격

의 만성적인 건강 장해로 이어지게 된다[3].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

해야 하는 긴장 상태에 있으며,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각 분야별로 무거운 장비 및 인력 운반, 부적절한

자세 등 인간공학적 요인과 현장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

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근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결근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계획한 작업장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며, 쉽게

객관적으로 측정되어 건강상태의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5][6]. 특히, 근로자의 결근은 생산성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을 예고하고 근로자 개인, 가족, 사업장 및 국가적

으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결근의

원인을 찾는 것이 근로자 건강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7].

결근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건강한 근로자에 비

하여 만성적 질병을 지닌 근로자들의 결근율이 더 높

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쉽게 결근을 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되지만 실제 건강 이상 증상 및 사고로 인하여

결근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8][9][10][11][12].

최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요통 발생 요

인, 3교대 근무의 실효성 등 작업 관련 위험 요인에 영

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소방공무

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고 및

질병 결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13][14][15][16][17].

그러나 아직까지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결

근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 관련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노출과

결근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노출이 근

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책 마련

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취

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실태 및 건강상태를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작

업강도 및 생리적 변화분석’ 연구를 위해 수행된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조사’는 성별, 연령별, 근

무처, 업무 등에 따른 작업강도 요인과 생리적 변화 차

이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 추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8,368명 중 ‘무응답’, ‘모름’ 등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7,098명(84.8%)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조사’

설문 문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서 개발되어 시행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 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Park J,

Lee N, 2006).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질병 관련 결근과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내용에 따라 각 변수들을 정

의하고 분류하였으며, 설문 문항 중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 이상 및 사고로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결근자로 정의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흡

연 여부, 음주 여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업무 관

련 특성은 근무 경력,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교대 근

무로 구성하였다. 물리․화학적 작업 요인은 소음, 고

온, 저온, 분진(연기, 흄 등을 들이마심), 유기용제(솔벤

트, 신너 등 들이마심), 피부접촉(화학제품/물질), 감염

물질(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취급)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은 국소진동, 신체 부담 자세,

인력 운반, 중량물 이동, 계속 서 있는 자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노출 특성은 개별 유

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비노출(절대노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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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안됨), 근무시간 1/4노출, 근무시간 1/2노출, 근무

시간 3/4노출 이상으로 4분화 하여 결근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2.3 통계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은 결근에 따른 각 요인별 교차비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결근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업무 관련 특

성(근무 경력,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교대 근무), 물

리․화학적 작업 요인(소음, 고온, 저온, 분진, 연기, 흄

등을 들이마심), 유기용제(솔벤트, 신너 등 들이마심),

피부접촉(화학제품/물질), 감염물질(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 등 취급)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보정된 비차비

(Adjusted 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였다.

3. 결 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근 여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중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 이상 및 사고로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결근자는

856명(12.1%)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결근과의 관련성은 성별에서 남성

801명(11.9%), 여성55명(15.9%)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

성의 결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연령은

20-29세 54명(7.1%), 30-39세 356명(11.3%), 40-49세

332명(13.9%), 50세 이상 114명(14.4%)으로 연령이 높

을수록 결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결혼

여부는 미혼 169명(8.35), 기혼 697명(13.5%)으로 기혼

의 결근이 많았으며(p<0.001),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251명(13.9%), 전문대학 졸업 275명(11.7%), 대학

교 졸업 이상 330명(11.2%)으로 차이를 보였고(p<0.05),

흡연 여부와 금연 여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

았다<Table 1>.

<Table 1> Abs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Absence (+)

p-value *
n %

성별 0.028남성 6752 801 11.9

여성 346 55 15.9

연령(세) 0.000

20-29 765 54 7.1

30-39 3143 356 11.3

40-49 2396 332 13.9

50 794 114 14.4

결혼 여부 0.000미혼 1926 159 8.3

기혼 5172 697 13.5

교육 수준 0.016
고등학교 졸업 1803 251 13.9

전문대학 졸업 2346 275 11.7

대학교 졸업 이상 2949 330 11.2

흡연 여부 0.876흡연 안함 4788 580 12.1

흡연 2310 276 11.9

음주 여부 0.148음주 안함 1448 191 13.2

음주 5650 665 11.8

*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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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업무 특성에 따른 결근 여부

업무 특성과 결근과의 관련성은 근무경력은 1년 미

만 5명(1.0%), 1년 이상 10년 미만 376명(11.5%), 10년

이상 20년 미만 294명(14.1%), 20년 이상 181명(14.3%)

으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결근이 많았으며(p<0.001), 근

무처는 소방본부 20명(15.9%), 소방본서 174명(14.4%),

안전센터 550명(11.3%), 구조대 112명(12.3%)으로 차이

를 보였다(p<0.05). 직위는 소방사 166명(7.7%), 소방교

229명(13.4%), 소방장 273명(13.7%), 소방위 143명

(15.3%), 소방경 이상 45명(14.5%)으로 차이를 보였고

(p<0.001), 교대 근무는 주간근무(비교대) 135명(14.4%),

2교대 30명(8.8%), 3교대 634명(11.7%), 24시간 격일 57

명(14.8%)으로 차이를 보였다(p<0.01). 담당 업무는 결

근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Absence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N
Absence (+)

p-value *
n %

근무 경력(년) 0.000

＜1 477 5 1.0

1-9 3268 376 11.5

10-19 2089 294 14.1

20 1264 181 14.3

근무처 0.017

소방본부 126 20 15.9

소방본서 1212 174 14.4

안전센터 4848 550 11.3

구조대 912 112 12.3

직위 0.000

소방사 2153 166 7.7

소방교 1714 229 13.4

소방장 1988 273 13.7

소방위 933 143 15.3

소방경 이상 310 45 14.5

주요 업무 0.118

진압대원 1963 212 10.8

구조대원 718 94 13.1

구급대원 1354 162 12.0

운전요원 1835 216 11.8

행정 1049 150 14.3

화재조사 179 22 12.3

교대 여부 0.008

주간근무(비교대) 937 135 14.4

2교대 339 30 8.8

3교대 5438 634 11.7

24시간 격일 384 57 14.8

* by chi-square test.

3.3 물리․화학적 작업 요인 노출 특성에

따른 결근 여부

물리․화학적 작업 요인 노출 특성과 결근과의 관련

성은 소음에서 비노출군 488명(10.9%), 근무시간 1/4

노출군 253명(13.4%), 근무시간 1/2노출군 53명(16.9%),

근무시간 3/4노출군 62명(15.2%)으로 근무시간 1/2노출

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으며(p<0.001), 분진(연기, 흄 등

을 들이마심)은 비노출군 383명(10.2%), 근무시간 1/4

노출군 329명(13.5%), 근무시간 1/2노출군 77명(17.5%),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67명(14.5%)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다(p<0.001). 유기용제 노

출(솔벤트, 신너 등 들이마심)에서는 비노출군 632명

(11.5%), 근무시간 1/4노출군 148명(13.4%), 근무시간

1/2노출군 39명(19.4%),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37

명(13.3%)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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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p<0.01), 피부접촉(화학제품/물질)에서는 비노출군

675명(11.6%), 근무시간 1/4노출군 111명(13.5%), 근무

시간 1/2노출군 42명(16.1%),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

군 45명(14.5%)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다(p<0.05). 감염물질 직접 노출(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 등 취급)에서는 비노출군 641명(11.4%), 근무시간

1/4노출군 128명(13.9%), 근무시간 1/2노출군 42명

(16.1%),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45명(14.5%)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으며(p<0.05),

저온과 고온 노출은 결근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Absence according to the exposure characteristics to physical and chemical work factors

Variables N
Absence (+)

p-value *
n %

소음 0.000

비노출 4493 488 10.9

근무시간 1/4 노출 1882 253 13.4

근무시간 1/2 노출 314 53 16.9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409 62 15.2

고온 0.184

비노출 5640 656 11.6

근무시간 1/4 노출 952 129 13.6

근무시간 1/2 노출 218 31 14.2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288 40 13.9

저온 0.071

비노출 4119 461 11.2

근무시간 1/4 노출 1848 244 13.2

근무시간 1/2 노출 540 71 13.1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591 80 13.5

분진 0.000

비노출 3754 383 10.2

근무시간 1/4 노출 2440 329 13.5

근무시간 1/2 노출 441 77 17.5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463 67 14.5

유기용제 0.002

비노출 5517 632 11.5

근무시간 1/4 노출 1101 148 13.4

근무시간 1/2 노출 201 39 19.4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279 37 13.3

피부접촉 0.001

비노출 5843 675 11.6

근무시간 1/4 노출 821 111 13.5

근무시간 1/2 노출 185 38 20.5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249 32 12.9

감염물질 0.014

비노출 5604 641 11.4

근무시간 1/4 노출 923 128 13.9

근무시간 1/2 노출 261 42 16.1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310 45 14.5

* by chi-square test.

3.4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노출 특성에 따른

결근 여부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노출 특성과 결근과의 관련성

은 국소진동은 비노출군 421명(10.9%), 근무시간 1/4노

출군 268명(12.6%), 근무시간 1/2노출군 74명(17.2%),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93명(13.7%)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으며(p<0.001), 신체 부담

자세에서 비노출군 352명(9.9%), 근무시간 1/4노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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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명(13.9%), 근무시간 1/2노출군 94명(14.6%), 근무시

간 3/4 이상 노출군 95명(15.0%)으로 근무시간의 노출

이 길수록 결근이 많았다(p<0.001). 인력 운반은 비노

출군 380명(10.6%), 근무시간 1/4노출군 290명(13.1%),

근무시간 1/2노출군 96명(15.0%),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90명(13.4%)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으며(p<0.01), 중량물 이동은 비노출군 327명

(10.3%), 근무시간 1/4노출군 334명(12.7%), 근무시간

1/2노출군 99명(15.6%),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96

명(14.6%)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

다(p<0.001). 계속 서있는 자세는 비노출군 433명

(10.4%), 근무시간 1/4노출군 293명(13.7%), 근무시간

1/2노출군 80명(18.3%), 근무시간 3/4 이상 노출군 50

명(14.6%)으로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가장 많았

다(p<0.001)<Table 4>.

<Table 4> Absence according to the exposure characteristics to ergonomic risk factors

Variables N
Absence (+)

p-value*
n

국소진동 0.000

비노출 3864 421 10.9

근무시간 1/4 노출 2125 268 12.6

근무시간 1/2 노출 431 74 17.2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678 93 13.7

신체부담 자세 0.000

비노출 3554 352 9.9

근무시간 1/4 노출 2265 315 13.9

근무시간 1/2 노출 646 94 14.6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633 95 15.0

인력운반 0.002

비노출 3573 380 10.6

근무시간 1/4 노출 2210 290 13.1

근무시간 1/2 노출 642 96 15.0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673 90 13.4

중량물 이동 0.000

비노출 3166 327 10.3

근무시간 1/4 노출 2639 334 12.7

근무시간 1/2 노출 636 99 15.6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657 96 14.6

계속 서있는 자세 0.000

비노출 4147 433 10.4

근무시간 1/4 노출 2146 293 13.7

근무시간 1/2 노출 437 80 18.3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368 50 13.6

*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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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이 결근에 미치는

영향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중 국소진동, 인력운반, 중량물

이동, 계속 서있는 자세의 경우 근무시간 1/2노출군에

서 결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을 보정한

결과 국소진동의 근무시간 3/4노출군과의 관련성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과 업무 특성(근무경력, 근무처, 직위, 교대근무)을

보정 후에는 국소진동의 근무시간 1/4노출군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업무 특성,

물리․화학적 작업 요인 특성 보정 후에는 국소진동,

인력운반의 근무시간 3/4노출 이상군과의 관련성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중량물 이동의 경우 노출시간이 길수

록 비노출군에 비하여 결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Association between ergonomic risk factors and absence

Variables
Crude

*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국소진동

비노출 1.00 1.00 1.00 1.00

근무시간 1/4 노출 1.18 (1.00-1.39) 1.18 (1.00-1.39) 1.21 (1.02-1.44) 0.99 (0.80-1.22)

근무시간 1/2 노출 1.70 (1.29-2.22) 1.67 (1.28-2.20) 1.72 (1.31-2.26) 1.18 (0.83-1.68)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1.30 (1.02-1.66) 1.27 (0.99-1.61) 1.25 (0.97-1.59) 0.89 (0.63-1.27)

신체부담 자세

비노출 1.00 1.00 1.00 1.00

근무시간 1/4 노출 1.47 (1.25-1.73) 1.50 (1.27-1.76) 1.51 (1.28-1.79) 1.38 (1.14-1.67)

근무시간 1/2 노출 1.55 (1.21-1.98) 1.66 (1.29-2.12) 1.66 (1.29-2.13) 1.35 (1.01-1.80)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1.61 (1.26-2.05) 1.72 (1.34-2.21) 1.67 (1.30-2.14) 1.57 (1.14-2.16)

인력운반

비노출 1.00 1.00 1.00 1.00

근무시간 1/4 노출 1.27 (1.08-1.49) 1.34 (1.13-1.58) 1.46 (1.22-1.74) 1.31 (1.08-1.60)

근무시간 1/2 노출 1.48 (1.16-1.88) 1.61 (1.26-2.06) 1.77 (1.37-2.28) 1.42 (1.05-1.90)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1.30 (1.01-1.66) 1.39 (1.08-1.79) 1.51 (1.16-1.95) 1.33 (0.94-1.87)

중량물 이동

비노출 1.00 1.00 1.00 1.00

근무시간 1/4 노출 1.26 (1.07-1.48) 1.31 (1.11-1.54) 1.45 (1.22-1.73) 1.29 (1.06-1.58)

근무시간 1/2 노출 1.60 (1.26-2.04) 1.72 (1.35-2.21) 1.90 (1.47-2.45) 1.54 (1.14-2.08)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1.49 (1.16-1.90) 1.59 (1.24-2.04) 1.74 (1.30-2.25) 1.63 (1.16-2.29)

계속 서있는 자세

비노출 1.00 1.00 1.00 1.00

근무시간 1/4 노출 1.36 (1.16-1.59) 1.37 (1.17-1.61) 1.44 (1.22-1.70) 1.28 (1.06-1.55)

근무시간 1/2 노출 1.92 (1.48-2.50) 1.95 (1.50-2.54) 2.01 (1.54-2.63) 1.57 (1.13-2.18)

근무시간 3/4 노출 이상 1.35 (0.99-1.85) 1.35 (0.99-1.86) 1.33 (0.97-1.83) 1.17 (0.74-1.84)

*
Odds ratio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Ⅰ :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Model Ⅱ :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job characteristics

†Model Ⅲ :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job characteristics+physical and chemical wor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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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은 교대작업, 심적·육체적 부담,

작업에 따른 위험성 등의 재해 발생 요인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골절상이 많이 발생하고, 사망

만인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20].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은 신체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

업자세, 강한 노동운동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현장활동 소방업무와 관련된 인간공학적 유

해요인으로는 진화작업 및 인명구조 시 발생하는 격렬

한 신체활동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방화복 등 보호 장

비 착용 및 인력 운반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약과 중량

물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노출이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결

근 경험자는 12.1%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이

질병 및 사고 결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업무 특성은 근무 경력, 근무처, 직위, 교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Kim등(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 수준, 교대근무가 결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근골격계 질환으로 1

일 이상 결근한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한 Lee등(2012)의

연구에서는 학력, 소득, 고용 조건, 근무시간, 근무일

등이 결근과 관련성을 보였으나 교대근무와는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3][2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물리․화학적 작

업 요인 노출 특성과 결근과의 관련성에서는 소음, 분

진(연기, 흄 등을 들이마심), 유기용제 노출(솔벤트, 신

너 등 들이마심), 피부접촉(화학제품/물질), 감염물질

직접 노출(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취급) 요인이 근

무시간 1/2노출군에서 높은 결근을 보였으며, 인간공학

적 유해요인 노출 특성과 결근과의 관련성은 국소진동,

인력운반, 중량물 이동, 계속 서 있는 자세는 근무시간

1/2노출군의 결근이 높았고 신체 부담 자세는 근무시간

의 노출이 길수록 결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등

(2012)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인자 노출 중 고온 노출은

전체 및 남녀 모두, 저온노출은 전체 피고용인과 여성

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노출 여부

에 따른 결근율의 차이는 전체 피고용인에서는 피로하

거나 부담을 주는 자세, 계속 서있는 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을 하는 경우에 차이를 보여 작업 관련 인간공

학적 요인이 결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및 업무 특성, 물

리․화학적 작업 요인 노출 특성의 보정 후 인간공학

적 유해요인 노출 특성과 결근의 관련성은 국소진동은

모든 노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신체부담 자세는 비노출군에 비하여 근무시간 1/4

노츨은 1.38배, 근무시간 1/2 노츨은 1.35배, 근무시간

3/4 노츨 이상은 1.57배 결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인력운반은 근무시간 1/4 노츨 1.31배, 근무시간

1/2 노츨 1.42배, 중량물 이동은 근무시간 1/4 노츨은

1.29배, 근무시간 1/2 노츨은 1.54배, 근무시간 3/4 노츨

이상은 1.63배, 계속 서있는 자세는 근무시간 1/4 노츨

은 1.28배, 근무시간 1/2 노츨은 1.57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Kim 등(2007)은 소방업무 특성이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무거운 보호 장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높을 것

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Hartman 등(2006)은 작업

속도 및 부담이 높을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결근이 증가한다고 하여 소방공무원의 결근은 업무 관

련 인간공학적 노출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2][2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결근 경험자

분류 시 건강 이상 및 사고 결근의 통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병 결근과 사고 결근 경험자로

각각 분류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일부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중 노출 특성과 관련하

여 1/2 이상 노출이 3/4 이상 노출에 비하여 높게 평가

되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업무 관련 노출 시간의 범

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출 특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초로 현장활동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인간공학적 요인에 대하여 노출 특성으

로 결근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

며,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

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작업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신

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소방공무원

조직 차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질병 및 사

고로 발생 할 수 있는 결근에 대한 주의 및 조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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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노출이 결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업무 관련 특성, 물리․화학적 작업 요인, 인간공

학적 유해요인 노출 특성, 결근 여부에 대하여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098명을 최종 분석 대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결근 경험자는 856

명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근무 경력,

근무처, 직위, 교대 여부, 소음, 분진(연기, 흄 등을 들

이마심), 유기용제 노출(솔벤트, 신너 등 들이마심), 피

부접촉(화학제품/물질), 감염물질 직접 노출(폐기물, 체

액, 실험물질 등 취급), 국소진동, 인력운반, 중량물 이

동, 계속 서 있는 자세, 신체 부담 자세가 결근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중

신체부담 자세, 인력운반, 중량물 이동, 계속 서있는 자

세의 노출 특성이 결근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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