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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와 소방서 내 체력단련 환경이 소방

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교대

근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근무주기

별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는 3조 2교대로 주로 6, 9, 21주기 형태로 시행되

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과한 근무형태로 24시간 근무 후 48시간을 쉬

는 형태인 ‘당비비(3주기)’ 운영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당비비와 현재 시행중인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

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방공무원의 근

무주기는 출동건수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상이하게 시행된다. 이는 소방

공무원 개인이 소방조직에 내재된(nested) 형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

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분석을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의 224

개 지역을 대도시와 소도시로 구분하여 도시규모를 집단수준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출동건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상이한 점을 고

려하여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역시 집단수준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출동건수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규모에 따라 근무주기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에 따라 근무주기

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수준과 개인수

준 간의 수준 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체력단련 환경 변인의 경우,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의 규모가 적합한

지, 동료 중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지도해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근

무 중 체력단련의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 세 가지 환경적

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처’의 2017년 온라인 익명 설문

조사「소방공무원 활동체계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 연구」의 2차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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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화재출동건수를 사용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

로 21주기, 9주기가 다른 근무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므로 21주

기, 9주기와 당비비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였다.

분석결과, 9주기와 21주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당비비

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의 경우,

소도시일 때 대도시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는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준 간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로는 9주기와

21주기는 도시규모가 대도시일 때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였고, 당

비비는 소도시일 때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에 따라 근무주기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는 도시규모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체력단련 환경의 경우, 동료 중 체력단련을 지도해줄 사람이 있

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과 근무 중 체력단련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소방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소방공무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력단련 시설의 규모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강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 요

인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방

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참여, 근무주기, 체력단련환경, 도시규모, 다층

모형분석

학 번 : 2017-25059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5

제 3 절 연구의 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소방공무원과 체력 ················································7

제 2 절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13

제 3 절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 ······························23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9

제 1 절 연구모형 ·································································29

제 2 절 연구가설 ·································································30

제 4 장 연구 방법 ·······················································31

제 1 절 연구자료 및 대상 ···················································31

제 2 절 자료수집 ···································································32

제 3 절 측정도구 및 방법 ···················································34

제 4 절 변인구성 ···································································35

제 5 절 자료분석 ···································································37

제 5 장 연구 결과 ·······················································39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39

제 2 절 다층모형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42

제 6 장 논의 및 결론 ··············································· 53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3



- iv -

제 2 절 논의 ··········································································54

제 3 절 결론 ··········································································59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61

참고문헌 ··········································································63

Abstract ·········································································74

부록 ··················································································77



- v -

표 목 차

[표 1-1]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근무형태 ······························· 18

[표 1-2] 당비비 시행 현황 ······················································· 21

[표 2-1] 통제변인 ······································································· 40

[표 3-1] 기술통계분석결과 ······················································· 46

[표 4-1] 모델1 ············································································· 50

[표 4-2] 모델2 ············································································· 51

[표 4-3] 모델3 ············································································· 53

[표 4-4] 모델4 ············································································· 56

[표 4-5] 모델5 ············································································· 5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모형 ··································································· 31

[그림 2-1] ICC계산식 ································································ 48

[그림 3-1] 도시규모*9주기 ······················································· 60

[그림 3-2] 도시규모*21주기 ····················································· 60

[그림 4-1] 집단별 화재출동건수*9주기 ································· 61

[그림 4-2] 집단별 화재출동건수*21주기 ······························· 61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은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으로 규정된

다(소방기본법, 2011). 소방공무원은 이러한 소방기본법 규정에 따라 화

재진압 및 구급·구조 활동을 수행해야하므로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오동원, 2010). 특히 화재진압 시에는 불편한 방화복과 무거운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약 25kg이 넘는 호스를 들고 장시간 관창을 하

거나 직접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해야 하므로 소

방공무원의 체력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Staley

& Weiner, 2011). 이 외에도 인적 재난, 각종 자연재난, 그리고 행정직

(내근)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생활민원에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지성연, 2018). 소방공무원은 직업적 특

성으로 인해 사건, 사고 등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언제 어디로 출동할지

모르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김전수, 2015) 심리적

압박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된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군보다 강하고 높은 수준의 체력을 지녀

야만 한다(오치업, 2015). 또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

고들로 인한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돌연 심장사와 같은 심각한 질병 및

질환, 더 나아가 사망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고 위험성 직업임과 동시

에 체력단련을 통한 적정수준의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Staley & Weiner, 2011). 이전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체력이 높은 수준일수록 현장에서의 구조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오치업, 2015; Myhre, L. G., Tucker, D. M., Bauer, D. H.,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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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J. R., & Grimm, W. H. , 1997),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

중의 임무수행능력과 체력에 관한 상관성 또한 규명되었다(오치업, 2015;

Michaelides, Parpa, Thompson, & Brown, 2008). 이처럼 소방공무원에

게 체력단련은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관련하여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해 24시간 활동체계를 유지

해야 하므로 경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과 같이 특수한 교대근무형태의

시스템이 정해져 있다. 교대근무는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생체리듬의 교란으로 인한 심혈관계, 내분비계 질환 등을 일으키고 유방

암, 전립선암 등 암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연순, 2010). 또한 소방공무원과 같은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

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비슷한 증상의 심

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다(Dolezal,

Waite, Neufeld, Boland, & Cooper, 2015). 이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Dolezal, Waite, Neufeld, Boland, & Cooper, 2015).

특수한 직업적 특성을 지닌 소방공무원은 응급 상황과 돌발 상

황에 대비하여 24시간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근무형태나 근무주기

로 인한 피로도가 체력단련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할 근거로는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자의 70%가 1일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다른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제약

에 관한 연구에서는 근무형태로 인한 여가적 제약이 운동생활습관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강수택, 2012). 이러한 소방공무원

의 근무형태는 주기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3주기(이하 당비비),

6주기, 9주기, 21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2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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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를 띄고 있으나 지역의 규모나 출동건수에 따라 다른 근무주기

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특히, 당비비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던 교대근무

형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방공무

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근무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소

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주

기 21주기와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결과

적으로 21주기가 당비비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이어 당비비, 21주기, 그리고 현재 21주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9주기의 체력단련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개선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업이므

로 근무환경에 있어 충분한 휴식 공간과 운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박경

효, 2002). 그러나 현재 국내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은 만족할만한 수준

이 아니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체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내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서가 체력단련실은 있지

만 비좁은 공간과 낡은 기구 탓에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경효, 2002). 최근 김대원(2016)의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분석 및 인식

조사를 통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방공무원 566명을 대상으로 직무환경특성과 관련하여 개

인별 인식의 차이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소방공무원

이 인식하는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시행되길 희망하는 복지제도’

항목에 ‘소방병원 또는 의료지원 협력 병원 확대’가 276명(49.64%), ‘체력

단련 PT(Personal Training) 프로그램’이 166명(29.85%)으로 ‘직장 어린

이집 운영’ 86명(15.47%),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

램’ 28명(5.04%) 보다 약 두 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만 보더라도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 행위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은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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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 운동시

설과 기구를 갖춰야 하며 해당 직무에 맞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체력관

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오치업, 2015). 현재 이와 관련한 법령으로 2010

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소방공무원의 체

력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제3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

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

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령과 제 26조(직장훈련에 내용) 제3항에 ‘소방

공무원 체력향상 훈련’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오치업, 2015). 또한 제28

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3번 문항에 따르면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

설·교재 등의 준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과는 달리 체

력단련이 필수인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과 기구

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국내 대다수의 소방서가 가진 현실이다.

John Alexander Staley(2008)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

련 방해요인이 소방서 내의 환경 즉, 시설의 상태나 협소한 공간, 그리고

장비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체계적 절차를 통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홍성기, 한상철, 2010).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인 근무환경 개선이나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연구, 혹

은 직무특성에 따른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박경효, 2002)

소방서 내의 체력단련 환경이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체력단련 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과 근거에 의거하여

소방공무원의 물리적·사회적 체력단련 환경이 직접적인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및 근무주기에 따른 체력단련 참

여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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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소방공무원은 육체적으로 부담이 크고 화재 현장 등의 직무환경

특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큰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Baur, Christophi,

Cook, & Kales, 2012).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

지를 소모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질병의 위험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물리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오동원, 2010; 김광석, 2008)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순직

하는 경우도 있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공상자 발생률도 상당한

직업이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에 의해 소방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며, 꾸준한 체력단련 참여가 권장된다. 반면, 이와 같은 직업적 특

성과 권장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주기의 형태와 시간에 따라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시간의 제약으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체력수준을 요구하는 것

에 비해 체력단련 시설은 낡은 건물, 협소한 공간 그리고 기구의 부족

등으로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관련하여 환경

적인 요인들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

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분석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에 따라 체력단

련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

가 출동건수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상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집단수준과 개인수준 간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

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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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문제

소방공무원은 소방 활동 특성상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이 요

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체력단련 참여 증진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꾸준히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대부분의 소방서 청사에는 소방공무원이 운동하기에

충분한 체력단련 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다. 특히 청사가 오래된 경우

위와 같은 환경적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

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체력단련 시설, 한정된 운동 기구, 그리고 협소한 공간문제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는

주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주기는 출동건수에 따라 소방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 출동건수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근무주기, 체력단련 환경 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가 소방공무원

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1. 소방서 내 체력단련 환경 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가?

2. 근무주기별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가 달라지는가?

3.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출동건수를 고려함에 따라 근무주기가 소방공

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4. 집단별 화재출동건수가 근무주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

를 설명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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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소방공무원과 체력

1. 체력의 정의

체력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체적 기능 및 능력을 의미한다(김

필승, 2015). 근무 또는 직무 상황에 있어서 체력이란 신체적 작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며(김필승, 2015; Updike &

Johnson, 1970), 여가시간을 즐겁고 활기차게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의 2017년

‘체력테스트와 방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체력을 활기차고 주의력 있게 일

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임과 동시에 충분한 에너지로 예기치 못

한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여가 시간을 추구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Retrieved

from https://health.gov/paguidelines/second-edition/). 체력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체력은 개인이 자신의 업무 및 일상생

활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능력을 의미하는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방위체력과 행동체력으로 구분된다

(Caspersen, C. J., Powell, K. E., & Christenson, G. M. 1985; Pate,

1983).

(1) 방위체력

방위체력은 물리적·화학적인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능력으로써

환경적 스트레스(고온, 고압), 질병(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생리적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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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배고픔, 갈증, 피로, 불면), 정신적 스트레스(긴장, 불안, 공포, 압박

감)을 견디는 능력이다(오치업, 2015). 또한 세균 및 병균의 침입을 막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필

승, 2015). 소방공무원은 극한의 환경에서 소방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신

체리듬의 불규칙으로 일상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오치업,

2015).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은 환경적, 생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모

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위체력이 필요하다.

(2) 행동체력

방위체력과 달리 행동체력은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

로 근육, 골격, 관절, 신경계를 주체로 하는 기능이며, 형태상, 기능상으

로 구분된다(오치업, 2015). 형태상으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키,

몸무게 등의 체력의 제한은 없으나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

야 하는 것을 말한다(오치업, 2015). 즉, 행동체력은 체력의 요소 두 가지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일상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힘

을 일컫는다(김필승, 2015).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

반인보다 우수한 신체조건이 요구되며 고도의 심폐지구력과 근력 및 근

지구력, 그리고 민첩성과 순발력 등과 같은 행동체력이 요구된다(김성곤,

2002).

2. 체력의 중요성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 능력이 감소

되고 체력이 약화되면서 체력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지윤,

2008).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직무수행 환경과 물리적으로 위

험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타 민간기업의 직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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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향상과 유지는 필수적이다(고

병구, 2006). 그러나 화재 현장이나 구급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체력의

한계로 인한 신체안전사고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김종명, 2005). 특

수한 환경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특정 수준의

체격 및 체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체력과

업무수행 간의 상관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려면 일반인 체력의 60백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능력과 힘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고(오치업, 2015; 고병구, 2005), 현장에서 일하는 소

방대원의 체력이 강할수록 구조의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오치업,

2015; Myhre, L. G., Tucker, D. M., Bauer, D. H., Fisher Jr, J. R., &

Grimm, W. H. 1997). 또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구조

활동을 위해 사다리 설치 및 고압의 소방호스를 다루어 화재를 진압해야

하며 무거운 장비로 특정 물건 등을 파괴해야 하는 근력과 근지구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구조를 위해서는 민첩성과 순발력도 갖춰야 한다(김종명, 2005). 소방공

무원에게 있어 심폐능력은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평소

체력관리가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Cameron et al., 2018).

소방공무원의 체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소방공무

원의 체력단련 행위는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현 국민

안전처)은 2011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체력

단련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였으며 단체훈련과 개인훈련으로 나누어 실시

횟수와 장소, 시간 등을 계획하고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청사 내 분위기나 근무 상황에 따라 체력단

련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안전센터의 경우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근무 중에 체력단련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창원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력관리운영과 개인별 체력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소방조직의 체력관리 운영

시스템에 관한 설문의 응답으로 60.2%가 현재 체력관리 시스템이 적절

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36.1%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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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119소방정책컨퍼런스, 2017). 이는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체력관

리 및 체력단련 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해외 사례

국제 소방조직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IAFF)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Chiefs(IAFC)는 소

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과 근골격계 손상을 비롯한 건강과의 연관성을

주목하여 Fire Service Joint Labor Management Wellness-Fitness

Initiative(WFI)를 창설하였고 American Council on Exercise(ACE)와 파

트너십을 체결하였다(Cornell, 2016). 이는 국제적 소방조직에 미국의 제

도가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NFPA 1500(Standard

on fire depart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gram)’과 ‘NFPA

1583(Health-Realated Fitness Programs For Fire Department

Members)’, 두 부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체력단련 프로그

램과 관련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부처에서 제시하는 주된

내용으로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체력단련의 목적, 체력평

가, 체력관리담당자 및 지도자의 자격 등이 있다. 이러한 지침은 소방공

무원의 현장대응능력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강화와 질병, 돌연사,

그리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여 각 소방관

서와 소방대의 근무환경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국민안전119소방정책컨퍼

런스, 2017). 또한 미국 소방공무원의 체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성

원은 신체 능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인에게 할당된 의무와 책임

에 비례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사항도 제시하고

있다(NFPA1500, 2006). 미국은 또 주마다 각기 다른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주에서 지정한 적정 수준의 체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Palm Beach County Fire Rescue(PBCFR)를 포

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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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장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단순 업무정지

를 넘어 해고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법제화 하였다

(PFCFRWP, 2002). 이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양

호한 미국에서도 소방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가 소방공무원 개인의 건

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상철, 2017). 이

와 같이 미국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율과 방침

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소방조직 ‘Chief Fire Officers Association(CFOA)’도 미

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영국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와 관련하여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은 영국의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체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건강 및 안전 법에 따라 직무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

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개인의 직무역할에 적절한 체력

수준을 유지할 책임과 개인의 건강 보험과 관련하여 고안된 정책과 절차

(예: 7가지 건강 보험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과실 치사 혐의 및 징계, 또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CFOA Publications Ltd, 2012).

그러나 국내 소방법에는 체력테스트와 관련된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미국의 경우처럼 소방공무원을 위한 체력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관리

하는 개별적인 부처가 없을뿐더러 영국처럼 강력한 징계나 법이 고안되

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외국의 시스템이 국내 소방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으

로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소방조직의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소방공무원은 공공의 안

전을 위해 체력단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Lovejoy, Gillespie, & Christianson, 2015). 또한 국내 소방관련 조직에

도 미국과 같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프로그램 및 체력관리에 관한 정

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체력관리 전담 조직 및 부서를 만들어 소방공무원

의 체력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오치업, 2015). 앞서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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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몇몇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실태와 관

련 방안 등의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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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1. 교대근무의 특징

교대근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포괄적으

로 사용되는 교대근무의 정의로는 ‘근무의 지속성 유지’로 근로시간역량

이론에서 주로 언급하는 정의다(김종우, 2016).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정

의로는 국제노동기구의 “교대근무는 개별 노동자가 작업장의 다른 노동

자에게 업무를 인계함으로써 개별 노동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시간 보

다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조직방식”이 있으며(김종우,

2016) 이 외에도 각 조직 및 단체마다 정의를 달리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종사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김윤규 등, 2002).

인간은 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생체리듬

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이다(김현경, 이태용, & 김광환, 2010).

그러나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간호사와 같은 직업의 경우 직무의 특수

한 성격상 교대근무를 해야 하므로 낮과 밤이 뒤바뀌는 생활환경에서 지

내는 것이 현실이다. 교대근무는 수면, 식습관 그리고 업무의 생물학적

리듬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Saijo, Ueno, & Hashimoto, 2008), 단기적

으로는 각성 기능의 저하로 인해 근무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의도치 않은 위험을 가하거나 심한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

으로는 교대근무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신체기능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용, 1996). 소방공무원의 교대근

무와 암 발생률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전의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야간 교

대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일반 인구집단보다 고환암, 전립선암,

비호지킨림프종 등의 질병 발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숙,

유철인, 안연순, 박형욱, & 김양호, 2010). 교대근무 간호사의 건강증진행

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로 인해 각종 운동 프로그램 및 여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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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고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결과적으로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이태용, & 김광환,

2010). 소방공무원 관련 연구 역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

의 양과 교대근무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문유석 & 허철행,

2011).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45%가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사망의 원인 중 한 가지로 교대근무를

꼽았다(Kales, Soteriades, Christophi, & Christiani, 2007). 국내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제도가 시행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소방공

무원은 직업적 특성상 여전히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하재혁 등, 2008). 이러한 교대근무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

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연구 또

한 보고된 바 있다(김윤규 등, 2002; Cole, Loving, & Kripke, 1990). 특

히 외근직 소방공무원과 같이 주·야간 근무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순환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신체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다(김종우, 20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대근무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악화뿐만 아니라 여가 및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한 운동이나 체력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소방공무원의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경찰공무원이나 교정공무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국래, 2007). 2017년 고용노동부에

서 진행된「소방·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

한 일자리 창출 효과」연구에서는 현장근무(외근직) 소방공무원들의 주

당 평균 실질 근로시간이 약 67.4시간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 이는 근무

교대를 위한 시간, 대기시간, 인수·인계, 장비 점검 등을 위한 시간을 모

두 포함하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 전체를 계산하여 응답한 것이 아닌, 초

과근무수당이 책정된 시간만을 기입하여 주당 평균 실질 근로시간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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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교대 근무제의 소방공무원의 1주

당 근무시간은 84시간내외로(문유석, 허철행, 2011; 김국래, 2007) 평균

근로시간인 67.4시간에 비해 약 17시간 가까이 길다. 3부제하의 경찰의

경우 50~56시간, 교정직은 64~68시간으로 2교대인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유석, 허철행,

2011; 김국래, 2007).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근로시간과 교대근무 형태는

직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적 위험 요소들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현, 2015; 김광

석, 2008).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형태 및 직무환경이 소방공무원의 신

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적잖게 진행되어 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근로시간이나 교대근무 형태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직(내근)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근직 소방공무원이 더욱 심각하다(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외근직 소방공무원은 주·야간, 공휴일의 개념 없이 상시적

으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근무와 특수한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송용선, 2014). 내근직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에 의해「국가공

무원 복무규정」 제9조 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

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근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국가공무원법, 2011; 지방공무원법, 2010). 이러한 내근직과는 달리 외근

직 소방공무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화재 및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시 출

동대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교대

제근무) 1항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

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교

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는 3

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

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2017). 또한「소방공무원 근

무규칙」제2장 제13조 1항 (119 안전센터의 근무방법)에는 ‘119 안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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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3교대제(3조 2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

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2교대제(2조 1교

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와 같이 명시되어있다(소방공무원법, 2018).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현장근무를 하는 외근직 소방공무원들은 현

재 대부분이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 중에 있다(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3교대 근무체제는 2004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방 방

재청의 출범과 동시에 처음 제시되었다(송용선, 2014; 오대원, 2010). 그

러나 2교대제로 운영되어 왔던 근무체제를 3교대로 바꿔 시행한 후 심각

한 인력부족사태를 낳았다. 3교대에는 한 개의 팀(조)이 추가적으로 구

성되어야 하므로 2교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교대 근무를 시행한 것은 인력부족현상을

무시한 주먹구구 방식의 운영방식이라는 불만을 불러일으켰다(송용선,

2014).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방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지출로 이루어

지고 있어 추가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문제는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인원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송상

훈, 이용환 & 김진덕, 2016). 3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책적인

문제 외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감도 적지 않았다.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인원 충원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교대가 시행되는 바람에 기존의 적은 인원으로

3교대 근무방식에 맞추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문제와 소방공무원들의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소

방공무원 대부분이 3교대 운영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3교대 근무형태는

주기에 따라 시도별로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야 형태와 3,

6, 9, 12, 15, 21주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근무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송용선, 2014). 국내 외근직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근무

주기는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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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근무형태

자료: 소방청

위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국내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가 21주기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1주기는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야비야비당비’로

21일 순환근무를 의미한다. 박선근(2015)은 각 근무 주기별 장단점에 대

해 알아보았다. 6주기의 경우, 야간 근무가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밤

구분 근무형태 3교대 비율

서울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부산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대구 6주기 3교대: 주-주-야-야-비-비 100%

인천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광주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대전 6주기 3교대: 주-주-야-야-비-비 100%

울산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세종 6주기 3교대: 주-주-야-야-비-비 97%

경기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86%

강원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충북 6주기 3교대: 주-주-야-야-비-비 100%

충남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97%

전북 9주기 3교대: 주-주-주-야-비-야-비-야-비 100%

전남 9주기 3교대: 주-주-주-야-비-야-비-야-비 100%

경북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제주 6주기 3교대: 주-주-야-야-비-비 96%

경남
2 1 주

기

3교대: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100%

창원 6주기 3교대: 주-주-야-야-비-비 100%

주: 주간근무(09:00~18:00), 야: 야간근무(18:00~익일 09:00), 비: 비번(휴무)



- 18 -

낮이 바뀌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근무주기 형태 중 피로도가

가장 높은 점을 지적하였다. 9주기는 짧은 휴식과 일과의 반복을 필요로

하여 휴무일을 충분하게 가질 수 없다는 단점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근무주기인 21주기의 경우에는 주간 근무 중 이틀의 비번을 위해 두 번

이나 주말에 당번근무를 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3. 당비비

위와 같은 근무주기의 단점과 교대근무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문제인식이 지속되면서 2018년 4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비비 근무를 확대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해당

글은 현장대원들 즉, 외근직 소방공무원들 중 82% 정도가 당비비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는 중앙소방본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당비비

근무를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었다(나현준, 2018). 이러한 주

장의 대표적인 이유로는 현행되고 있는 3교대제가 대부분 21주기로 돌아

가는데 비번이 겨우 9번으로 주·야간을 오가는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에

넉넉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나현준, 2018). 6주기, 9

주기의 경우에도 21주기와 같은 3교대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대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근

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주야 3조 2교대 21주기와 같은 근

무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으며, 홍콩, 프랑스, 스웨덴, 독일, 미국,

싱가폴이 모두 3조 1교대 당비비 형태 또는 4조 2교대 시스템으로 운용

되고 있다(송용선, 2014).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2교대 평

균 근무시간에 비해 30시간 가까이 적은 주42시간, 이틀 간 9시간 당번,

15시간 비번, 다음 이틀 간 15시간 당번, 다시 9시간 비번, 4일 간 휴무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김상철, 2017; 조선주, 2006). 이러한 문제점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방안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당비비’ 근무형태이다. 당비비는 3조 1교대 근무형태

로 24시간 근무 후 이틀 연속 휴무 형태로 1달 기준 10일을 출근하는 형



- 19 -

태다(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이러한 근무형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 유사직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

는 제도로(김대원, 2016) 현재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충북, 전북을 비롯

한 7개 지역의 일부 소방서에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표1-2는 2017년 기준 당비비 시행 현황을 정리

한 것이다.

표1-2. 당비비 시행 현황

시행 여부

시행 기관 당비비 시행 비율

세부 

기관

시행 단위
현업

인원

당비비

인원

비율

(%)

B/A

관할서, 센터(구

조대), 출동대

전체

시행(7), 미시

행(9), 검토중

(2)

8소방서(전체), 26센터(전

체), 4구조대 1특구단, 1정

대, 4지역대, 8구급 출동대

35 ,1

44

1 ,48

6
4.2

서울 당비비 미시행 -
5 ,41

6
- 0

부산 당비비 미시행 -
2 ,23

6
- 0

대구 당비비 미시행 -
1 ,85

0
- 0

인천 B등급 내 시행
1센터, 8구

급출동대

출동대단위

(8구급출동

대)

1 ,90

0
54 2.8

광주 당비비 미시행 - 950 - 0

대전 당비비 미시행 -
1 ,04

2
- 0

울산 당비비 미시행 - 721 - 0

세종 당비비 미시행 - 233 - 0

경기 당비비 미시행 -
6 ,45

6
- 0

강원 B등급 내 시행

2 소 방 서 ( 고

성, 인재) 

본부특구단

소방서 전체

(본부특구단  

별도)

2 ,08

5
239 11.5

충북 B등급 내 시행
13센터, 3구

조대
센터전체

1,19

8
306 25.5

충남 B등급 내 시행

1 소 방 서 ( 청

양)

6센터 1정대

센터전체
1,71

0
17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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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외근직 소방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인 당비비

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위 2017년 기준 표와 동일하게 시범운영 단계

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B등급(일일 출동 진압대 1건, 구조대 3건, 구급대

4건 이하) 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재홍, 2017). 2017년 4월

대구를 비롯한 몇 개 시·도에서 당비비를 시행하였으나 B등급을 충족하

지 못하여 시범운영 열흘 만에 다시 3조 2교대 형태로 원상복귀 되었다

(권혁준, 2017). 당비비의 경우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다른 근무주기에

비해 선호도가 높고, 선진국들도 이미 비슷한 근무형태를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업무형태를 원상복귀

시키는 행정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권혁준, 2017). 외국의 몇몇 국가들의 경우, 교대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소

방공무원의 건강과 직무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이미 3부제 근무가 실시되어 관

련 분야의 연구가 다수 축적된 상태이다(송용선, 2014).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 당비비를 전면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출동이 많은 지역이나

여성의 경우 24시간 연속 근무에 따른 급격한 피로도 상승과 집중력 저

하 등 현장대원들의 건강과 안전, 대국민 119서비스 유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재홍, 2017).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전북 B등급 내 시행

3 소 방 서 ( 고

창, 부안, 무

진장)

소방서전체
1,75

0
394 22.5

전남 B등급 내 시행
6센터 1구조

대, 4지역대

센터전체

(4지역대

   별도)

1 ,94

3
172 8.9

경북 당비비 미시행 -
2 ,60

5
- 0

경남 B등급 내 시행
2소방서

(남해, 거창)
서 단위

1 ,94

4
149 7.6

제주
B등급 내 검토

중
* 549 - 0

창원 당비비 미시행 5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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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3조 2교대 형태인 21주기 3교대 근무형태와 3조 1교대 형태인 당비

비 중 어느 것이 소방공무원의 인권 존중과 건강관리, 여가생활 장려 등

을 위해 더 효율적일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근무주

기와 체력단련 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근무주기가 체력단

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당비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무주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21주기 중 어느 주기에 속한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

에 더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당비비 근무형태

에 속한 소방공무원이 21주기에 속한 근무자보다 체력단련을 더 적게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비비가 24시간을 근무 후 48시간 연속

으로 쉰다고 해서 체력단련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당

비비 교대근무체제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24시간을 내리 근무

하면 피로도가 가중되고(한성대학교 산악협력단, 2016), 이로 인해 다음

날 비번일에는 수면만 취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

도 있었다(이재홍, 2017). 게다가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개편을 위한 노동

시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직장생활로 인해 가장 부족한 시간을 조사하

였는데 당비비가 2교대, 3교대(21주기, 9주기, 6주기)보다 ‘운동 취미 등

개인시간 부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채준호, 노광표, 이

지연 & 임주환, 2017). 한편 김대원(2016)의 연구에서는 ‘휴무의 어려움’

을 직무환경특성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앞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복지제

도로 ‘체력단련 PT프로그램의 선호도’를 선택하였고 이는 의료 및 건강

과 관련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짧은 휴무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없는 체력단련을 근무 중 PT프로그램

등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주야(주간, 야간)형태의 3

부제보다 24시간 연속근무 형태인 2부제 근무가 체력단련에 더 적합하다

는 연구 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 24시간 연속 근무가 3부제에 비해 여유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주된 이유였고 이러한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중 체력단련과 체력관리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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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오치업, 201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방공무원들 사이

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당비비와 상대적으로 휴식시간이 짧

은 21주기 중 어떤 근무형태가 체력단련 참여에 적극적일지 알아보는데

주요한 지표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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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

1. 환경의 중요성

인간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주변 환경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존재하

는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김춘종, 박상수, 황종

문, 2012; Haywood & Getchell, 2001). 물리적인 환경은 신체활동의 기

회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참여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Giles-Corti &

Donovan, 2002). 반대로 운동시설이나 장소와 같은 물리적 자원이 부족

할 때에는 운동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chutzer &

Graves, 2004). 체력단련은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환경

적 요인은 체력단련을 지속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물리적 환경요인에는 운동시설의 공간 및 접근성과 시설의 편리성이 포

함된다(강수진 & 김영호, 2011; Troped, Saunders, Pate, Reininger, &

Addy, 2003).

2.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실태

환경적 요인들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활발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th, Owen, Bauman, Clavisi, & Leslie, 2000). 앞서 소방공무원의 체

력단련이 중요한 이유를 기술하였듯이 소방공무원이 체력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는 것은 직업적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소방청사 내의 체력단련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능동적인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과 시설의 확충

이 당연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이유준, 1999). 이용하

기에 적합한 체육시설은 체력단련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효율 면에 있

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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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련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질 높은 체력단련 시설 및 기구의 확충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유준, 1999).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지역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비해 지방의 중

소도시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준이다(하강훈, 소수현

& 이경선, 2017). 일부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 신축 당시 자치단체로부터

특정 부지를 확보하여 농구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췄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이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활동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이 충분히 갖추

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이나 운동을 위한 시설이 현저히 부족

하다(성도경 & 김경호, 2008). 이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의 현장 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려 72.6%가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요인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보다 근무환경요인, 안전관리

요인 등과 같은 주로 외적인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응답하였다(김종서,

박종태 & 이동호 2014). 여기서 ‘근무환경’과 ‘외적인 요인’은 소방공무원

의 체력단련 환경도 포함한다.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체력단련 방해요인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좁은 공간과 낡은

기구가 체력단련에 방해되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John Alexander

Staley, 2008). 오치업(2015)의 연구에서는 체력단련 시설과 기구의 협소

함을 지적하였으며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시간보

다 근무시간 외 체력단련 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는 강한 체력과 기력에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의 확보가 필요하고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개선의 필요하다(김종서, 박종태 & 이동호, 20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12조(복지시설 등

의 설치·운영)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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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또한 부득이하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7). 제23조 2항에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공간의 확보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체력단련 시간이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시간보다 훨씬 길다는 것은 이와 같은 법률이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근무 중에도 체력단련

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Pawlak,

Clasey, Palmer, Symons, & Abel, 2015). 반면 국내의 경우 법률의 내용

만 보더라도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

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의 소방서청

사는 체력단련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각 119안전센터마다 전부 설치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황지영 & 조근자,

2017). 특히 119안전센터는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 근무환경도 일반

청사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경기도의 한

안전센터의 경우 체력단련실 내부 환경의 열악함과 기구의 협소함으로

인해 여러 명이 같은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이며, 경기도의 또 다른 안전센터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장소조차 없어

근무지 내에서는 아예 체력단련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치업,

2015). 소방공무원 스스로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

으로 할 수 있는 체력단련 프로그램, 장비, 시설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체력단련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성시경, 2014). 즉, 청사 내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체력단련시설이 있는지의 여부와 사용 가능한 운동 기구 등의 적절성 여



- 26 -

부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소방공무

원은 근무 중 체력단련을 실시하려고 해도 근무지 밖의 사설 헬스클럽이

나 다양한 운동기구들과의 질적인 차이로 인해 근무지 내의 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근무 중에 체력단련을 하더라도 주로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치업, 2015).

가족, 직장동료,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은 신체활동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신체활동 참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

다(Belza et al., 2004). 특히 친구와 가족의 지지는 특정 연령대와 관계

없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강수진 & 김

영호, 2011; Pis, 2006). 이처럼 사회적 환경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

여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만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

원의 건강과 체력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면 그 한 명으로 인해 다

른 동료들도 건강하고 활동적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Lovejoy, Gillespie,

& Christianson, 2015; Mabry, Elliot, Mackinnon, Thoemmes & Kuehl,

2013).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supervision’이 있다. 이는 전문적인 운

동 트레이너나 코치 등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활동에 투입되어 전문

강사로써 직접적인 운동 가이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은

‘non-supervision’에 비해 더 나은 운동효과 및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활동에 있어 향상된 결과를 불러온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Cormell,

2016; Coutts, Murphy, & Dascombe, 2004; Mazzetti et al., 2000). 대표

적인 예로, Peer Fitness Trainer가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과 동시에 프

로그램의 지휘자로써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자극제가 되어주고 목표 설

정을 돕는 전문적인 역할을 의미한다(Pawlak, Clasey, Palmer, Symons,

& Abel, 2015). 최근 (Lovejoy, Gillespie, & Christianson, 2015)의 연구

에서는 체력단련 참여의 촉진제로써 소방서 내의 운동 프로그램인 ‘Peer

Fitness program’을 언급하였다. ‘Peer Fitness program’은 미국 소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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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체력관리를 위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의 일부가 나머지 동료들에게 운동을 지도 편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프

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만족해온 프로그램이다(Storer et al.,

201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구 참가자로부터 다른

소방서의 동료 소방관들에게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소

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위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체력단련 참여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주된 요인으로는 청사

내 전문지도자의 상주여부가 있다. 소방공무원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방법과 체력관리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고 전문 인력의 트레이닝을 통해 효율적인 체력향상 및 유지를 위

한 제도수립과 정책이 필요하다(오치업,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자격을 얻은 지도자나 강사의 강습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운동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Cornell, 2016; Coutts, Murphy, & Dascombe, 2004; Mazzetti et

al., 2000). 특히 소수의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방법이나 기초 지식 등의 부족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치업, 2015). 그러나 국내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

루어지는 체력단련이 아닌 개인훈련 또는 체력검정을 위한 훈련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의 경우 이조차도 행해지지 않는 경

우가 허다하다.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체력검정 시험만으로는 소방공

무원 개인이 체력단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 자체에 변화를 주지는 않

는다(McDonough, Phillips, & Twilbeck, 2015). 오히려 소방서 자체 내

에서 진행하는 개인별 코칭과 상담, 영양 교육, 세부 운동 내용이 포함된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소방관들의 주요 건강 지수를 변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전문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McDonough, Phillips, & Twilbeck, 20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은 근무주기 및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배윤정, 2015), 근무환경과 근무주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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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에

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

게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관련한 물리적·사

회적 환경 요인들에 관한 연구 역시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일

하게 ‘소방공무원의 체력향상 프로그램 실태 및 발전방안’을 연구한 오치

업(2015)의 연구가 20명이라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양적 연구 분야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론적 배경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과 근무주기가 소방공무원

의 자발적인 체력단련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각 지역별 출동건수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규모와 출동건수에 의해 소방공무원의 체

력단련 참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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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모형

종속변인

체력단련 참여

독립변인

{개인수준}

체력단련 환경

근무주기

{집단수준}

도시규모

집단별 화재출동건수

통제변인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위

음주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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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가설1-1.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지도해줄 동료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1-2. 체력단련 참여가 근무시간에 가능한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

무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1-3. 체력단련 시설의 규모가 적합하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2-1.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9주기일 때, ‘당비비’ 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2-2.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21주기일 때, ‘당비비’ 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3. 도시규모가 소도시일 때 대도시일 때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

이 할 것이다.

가설4.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가 적을수록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5-1. 도시규모에 따라 9주기와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2. 도시규모에 따라 21주기와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1. 집단별 화재출동건수에 따라 9주기와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2. 집단별 화재출동건수에 따라 21주기와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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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전국 현직 소방공무원 40,000명을 대상으로 실

시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로 국민안전처의 「소방공무원 활동체계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7년 실시된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design)이다. 총 7차 년도까지의 연구 계획

을 바탕으로 전국소방공무원의 ‘수면장애의 예방 및 치료’와 ‘신체활동능

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관

리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31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고, 현재 근무 중인 소방공무

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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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1. 데이터 수집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교대근무 주기를 찾아 소방공무원 4만 명에 대해 교대근무 형태와 업종

및 직종에 따른 현재 건강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소방공무원의 활동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

터는 무응답, 불성실한 답변 등을 제외한 총 9,812명의 소방공무원이 응

답한 내용을 전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 활동체계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는 일반적·직업적 특성과 소방활동체계에 대한

질문, 신체활동능력에 대한 질문, 체력단련 환경, 수명장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질문으로 크게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되어 있다. 일반적·직업적 특성에는 직종, 근무형태(주기), 학력, 결혼유

무, 생활습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방활동체계에 대한 질문에는 직무체

계 및 근무형태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체활동능력에

대한 질문에는 체력단련 활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력

단련 환경에는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참여에 대한 선호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직업적 특

성과 소방활동체계에 대한 질문, 신체활동능력에 대한 질문, 체력단련 환

경,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응답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

문은 연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설문 전 개인정보보호

등의 동의를 구한 후 자료가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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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역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모델개발 및 추

진 방안 연구의 지역유형별 모델을 사용하였다. 지역유형별 모델은 인구,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유사한 지역별로 그룹화한 후, 군집분석을 바

탕으로 이를 재구조화하고, 지역특징을 반영한 모델이다. 최종 모델은 도

시 성장형, 소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특화형으로 총 4개의 모

델로 분류되어있다. 지역유영화 분석 대상은 2018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로 자치구 69개, 77개 시, 82개 군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설문에 응답한 소방공무원 개인의 근무지를 시·군·구 단위로 분류 후,

4개의 모델을 대도시와 소도시로 그룹화 하여 크게 두 도시로 구분했다.

3.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는 주로 소도시

일 때 당비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각 소방서의 출동건수에 따라 결

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각 지역의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출동건수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화재 출

동건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전국 시·도별

출동건수는 나타나 있으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였다. 출동건수는 화재, 구급, 구조 출동으

로 구분되어 있으나 화재로 인한 출동 시, 구급과 구조를 맡은 출동대원

도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화재 출동건수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화재 출동건수는 오인 신고를 포함한 출동건수로 집계되었고, 228

개의 지역 중 화천군과 양구군, 금천구, 순창군의 경우, 춘천소방서, 구로

소방서, 남원소방서에 각각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224개 지역의

출동건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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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1차 년도

소방공무원 활동체계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체계와 신체활동능력 조사 자료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개인수준 변인이 집단수준 변인에 내재되어

(nested)있는 위계적 구조로서 1수준의 변수와 2수준의 변수가 혼합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분석(손성철, 정범구, & 주지훈, 2013)이 요

구되었다. 1수준 연구대상자는 2수준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224개에

속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층연구모형인 위계적 선형모형

(Hierarchial Linear Modeling)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

구의 종속변인 체력단련 참여가 집단수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집단 간 변량의 지표인 ICC(Intra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상관계수)를 검증하였다. ICC는 종속변인의 총 분산에서 집단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이지혜 & 허태영, 2014). ICC값은 0에서 1사

이로 계산되는데 주로 0.5에서 1사이가 다층모형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Sommet & Morselli, 2017). 첫 번째로 ICC값을 도출하기 위해

설명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분석하여 다층모형분

석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

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SAS9.4와 HLM7.0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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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인구성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 여부로써 설

문 내용 중 ‘신체활동능력에 대한 질문’ 카테고리의 체력단련 활동 문항

을 이용하였다. 문항은 “귀하는 현재 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체력단련 참여 기준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주일에 150분 이상 체력단련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그 이하 혹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로 구분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먼

저 개인수준 독립변인인 근무주기의 경우, 일반적·직업적 특성의 현재

근무형태(근무주기)인 당비비, 6주기, 9주기, 21주기, 당비비의 빈도를 파

악한 후 당비비와 가장 많은 빈도수인 21주기, 9주기를 각각 ‘1, 0, 0’, ‘0,

1, 0’, ‘0, 0, 1’로 코딩 하였다. 또 다른 개인수준 독립변인인 체력단련 환

경요인의 경우, ‘체력단련 환경’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문항인 “현재

근무지(소방서 또는 안전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들만 추출하였다.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답변한 응

답자들에 한해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근무시간에 가능

합니까?”라는 하위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 “시설의

규모가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하기에 적합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 마지막으로“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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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인을 구성하였

다. 각 문항에 대해 “예”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1’로,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0’으로 코딩 하였다. 독립변인 체력단련 환경을 근무지 내에

체력단련시설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 추출한 이유는 본 연구의 설문에

서 체력단련 관련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근무지 내의 운동시설을 이용

하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대다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무지 내 체력

단련시설 유무에 따라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이라는 전제 하에 독립변인의 예측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체력단

련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다음 체력단련 환경과 관련한 하위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집단수준 변인인 도시규모의 경우, 도시 성장형과 도

시 특화형에 해당하는 시군구 도시들을 대도시로, 소도시 성장형과 소도

시 특화형에 해당하는 시군구 도시들을 소도시로 각각 ‘1’과 ‘0’으로 코딩

하였다. 또 다른 집단수준 변인인 집단별 화재출동건수는 연속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인은 아래 표(2-1)와 같다.

표 2-1. 통제변인

변인 문항

성별 □남=1   □여=0

나이 연령:   (  )세

교육수준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

직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이상

음주 음주여부:   □마신다=1 □마시지 않는다=0

흡연 흡연여부:   □현재 피운다=1 □핀 적 없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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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자료 분석

1.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 요인들이 체력단

련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에 따라 체

력단련 참여가 각각 차이를 보이는지, 도시규모에 따라 체력단련 참여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일반적·직업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체력단련 환경 변인과 통제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술 통계 분석

은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표본

수와 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2.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환경과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

치는 영향과 소방공무무원의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수준변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AS 9.4와 HLM 7.03

을 사용하여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인이 두 범주로 나뉜 경우, 이분변인(Dichotomous

Variable)일 때 사용하는 통계기법으로(Peduzzi, Concato, Kemper,

Holford & Feinstein, 1996) 선형 회귀분석에서 착안된 분석 방법이다.

이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종

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검증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의 종

속변인은 이분변인이기 때문에 이분변인의 특성상 최소자승법의 가정인

오차의 등분산성을 만족시키기 어렵다(최진이, 2005; 박광배, 1999; 2000;

Mertler& Vannatta,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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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Estimation)이 아닌,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이분형 종속변인의 분포를 독립변인이 다

수준으로 설명해주는 형태의 구조화된 분석방법이다(최진이, 2005).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임의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모

집단평균모형(population-average models) 분석을 통해 관심 독립변인의

1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

수준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

해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

향력을 알아보았다.

3.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근무주기가 소방공무원의 체

력단련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현재 소방

공무원의 근무주기는 소방서별로 출동건수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

다. 도시의 규모가 작으면 대체로 출동건수가 낮고 도시의 규모가 크면

출동건수가 높기 때문에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와 같은 집단

수준 변인의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작용효과는 두 개 혹

은 그 이상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결합효과로서 독립변인의

개별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인과의 결합효과도 동시에 가져야하는

효과를 의미한다(박정선, 2011). 다층모형분석에서의 상호작용효과는 일

반 단수준분석 상호작용효과와 달리 상위수준의 변인과 하위수준의 변인

간에 결합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정선,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 변인의 영향력이 집단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준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근무주기별로 체

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출동건수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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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

과는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분류하였고 표(3-1)과 같다. 전체 연구대

상자 수는 5,248명으로 내근을 제외한 외근 근무자만이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체력단련 참여 비율은 체력단련에 참여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2.548명(48.6%),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대상자가 2,623명(50.0%)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91.0%와 8.5%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나이는 평균연령이 38.11

세였으며, 표준편차는 8.6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가 고등학교, 2년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대상자에 비해

2.291명(43.7%)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위에 있어서는

소방교 이하(소방사, 소방교)가 2.998명(57.1%), 소방경 이하(소방장, 소

방위, 소방경)가 2,184명(41.6%), 그리고 소방준감 이하(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가 37명(0.7%)으로 소방교 이하의 직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개인수준의 또 다른 변인으로 음주와 흡연 여부를 분석했을 때,

음주를 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3,828명(72.9%)로 월등히 높은 반면, 흡연의 경우에는 흡연자가 비흡연자

에 비해 1,442명(27.5%)으로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주기의 경

우, 당비비 420명(8.0%), 9주기 761명(14.5%), 21주기 4,038명(76.9%)으로

3조 2교대인 21주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

요 변인인 체력단련 환경 요인은 체력단련실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한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추출하였다. 세 가지 요

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체력단련 시설의 규모가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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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 대상자 2,913명(55.5%), “아니

오”라고 답한 대상자 2,306명(43.9%)으로 체력단련 시설의 규모가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약 1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지도해줄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예”라고 답한 대상자가 2,353명(44.8%), “아니오”라고 답

한 대상자가 2,866명(54.6%)으로 이 역시 약 10%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

막으로 “근무 중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예”라고

답한 대상자가 “아니오”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약 11%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수준의 도시규모 변인의 경우 대도시 소재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1,953명(37.2%), 소도시 소재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2,887명(55.0%)으로 소도시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집단수준의 또 다른 변인으로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를

분석했을 때 평균 화재 출동건수는 823.4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1099.04로 나타났다.

표 3-1. 기술통계분석결과

N 비율(%)

개인수준 (n=5,248)

체력단련

예

아니오

2,548

2,623

(48.6)

(50.0)

성별

남성

여성 

4,775

444

(91.0)

(8.5)

나이(평균, 표준편차) 38.11 (8.6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000

1,738

2,291

71

(19.1)

(33.1)

(43.7)

(1.4)

직위

소방교 이하(사, 교) 2,998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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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 이하(장, 위, 경)

소방준감 이하(령, 정, 준감)

2,184

37

(41.6)

(0.7)
음주

예

아니오

3,828

1,389

(72.9)

(26.5)

흡연

예

아니오

1,442

3,775

(27.5)

(71.9)

근무주기

3주기

9주기

21주기

420

761

4,038

(8.0)

(14.5)

(76.9)

체력단련 환경 요인

시설 규모의 적합성 

예

아니오

동료 중 운동지도 가능

예

아니오

근무 중 운동 가능

예

아니오

2,913

2,306

2,353

2,866

2,910

2,309

(55.5)

(43.9)

(44.8)

(54.6)

(55.4)

(44.0)

집단수준 (n=224)

도시규모

대도시 

소도시

1,953

2,887

(37.2)

(55.0)

집단 별 화재 출동건수

(평균, 표준편차)

823.41 (10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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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층모형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 내의 체력단련 환경이 소방공무원의 체력

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근무주기별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으로 변인

을 분석하기에 앞서 종속변인 체력단련 참여가 집단수준 변인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변량의 지표인 ICC(Intra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상관계수)를 검증하였다. ICC값을 도출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쓰이는 ICC 계산 공식을 이용하였

다(그림2). 본 연구의 ICC값은 0.014로 이는 집단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0.1%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5에서 1%가 적합한 모형으로 간

주되는 ICC값이 0.1%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한 이

유는 본 연구와 같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방서라는 집단에 속한 위계적

자료의 경우, 집단 내 표본수가 크면 1종 오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노

언경, 이현정, 이은수 & 홍세희, 2017; Barcikowski, 1981). 분석 시 각

모델에 변인을 추가했을 때 이전 모델 변인의 회귀계수에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건강행동 변인, 집단수준 독립변인과

개인수준 독립변인, 근무주기, 그리고 수준 간 상호작용효과 순으로 총 5

개의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

(Standard error)로 나타내고 계수에 유의값(p-value)을 표기하였다. 다

층모형분석을 통한 결과 모델은 아래와 같다.

(Sommet, & Morselli, 2017)

그림2-1. ICC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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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차이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위

가 포함되었다. 모델1의 평균 회귀계수는 -0.198로 나타났다(표4-1). 성

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계수=0.728, p=<0.001). 나이는 체력단련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

업 이하인 대상자가 2년제 대학 졸업과 4년제 대학 졸업을 한 대상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292,

p=<0.001, 계수=-0.324, p=<0.001). 반면, 대학원 졸업의 경우, 체력단련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직위 역시 체력단련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모델1

*P<0.05 **P<0.01 ***P<0.001

모델1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상수) -0.198 0.221

성별

남성(ref)

여성 0.728*** 0.117

나이 -0.008 0.0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ref)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0.292***

-0.324***

-0.215

0.088

0.073

0.262

직위

소방교(사, 교) (ref)

소방경(장, 위, 경)

소방준감(령, 정, 준감)

0.097

-0.004

0.09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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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행동 변인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차이

모델2는 건강행동 변인인 음주와 흡연 여부를 포함하였다. 모델2

의 경우, 회귀계수가 -0.216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방향

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표4-2). 음주 여부는 체력단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흡연의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

에 비해 체력단련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305,

p=<0.001).

표 4-2. 모델2

*P<0.05 **P<0.01 ***P<0.001

모델2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상수) -0.216 0.219

성별

남성(ref)

여성 0.809*** 0.119

나이 -0.008 0.00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ref)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0.297***

-0.336***

-0.229

0.089

0.074

0.267

직위

소방교(사, 교)(ref)

소방경(장, 위, 경)

소방준감(령, 정, 준감)

0.080

-0.033

0.099

0.308

음주 0.058 0.073

흡연 -0.305***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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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수준 변인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차이

본 연구의 집단수준 독립변인은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 출동건

수로 구성되었고, 이 두 변인을 모델3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표4-3). 모

델3의 회귀계수는 -0.305로 모델1과 2의 회귀계수에 비해 더 높아졌으

며,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모두 체력단련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을 추가했을 때, 모델1과 2의

변인들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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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모델3

*P<0.05 **P<0.01 ***P<0.001

모델3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상수) -0.305 0.242

성별
남성(ref)
여성 0.727*** 0.122

나이 -0.005 0.0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ref)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0.278**

-0.327***

-0.205

0.089

0.077

0.268

직위
소방교(사, 교) (ref)
소방경(장, 위, 경)
소방준감(령, 정, 준감)

0.091

-0.006

0.101

0.311

음주 0.035 0.072

흡연 -0.308*** 0.078

도시규모 -0.065 0.073

집단별 화재출동건수 -0.000 -0.000

체력단련 환경 요인
시설 규모의 적합성 
동료 중 운동지도 가능 
근무 중 운동가능

-0.337***

0.289***

0.245***

0.059

0.06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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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력단련 환경 요인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차이

본 연구의 개인수준 독립변인인 체력단련 환경 요인은 시설규모

의 적합성, 동료 중 운동지도 가능 여부, 근무 중 운동 가능 여부로 총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4-3). 동료 중 운동지도 가능 여부와 근

무 중 운동 가능 여부 요인의 경우, 체력단련 참여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282, p=<0.001, 계수=0.252, p=<0.001).

반면, 시설 규모의 적합성은 체력단련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계수=-0.335, p=<0.001).

5. 근무주기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차이

모델4에는 본 연구의 또 다른 개인수준 독립변인 근무주기가 포

함되었다(표4-4).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근무주기 비율에 따라

대다수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인 21주기, 9주기와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주기가 9주기일 때 당비비에 비해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계수=0.329, p=0.020), 21주기 역시 당비비에 비해 체력단

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275, p=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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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모델4

*P<0.05 **P<0.01 ***P<0.001

모델4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상수) -0.560* 0.264
성별

남성(ref)

여성 0.726*** 0.121

나이 -0.004 0.0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ref)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0.277**

-0.326***

-0.219

0.089

0.077

0.266

직위

소방교(사, 교) (ref)

소방경(장, 위, 경)

소방준감(령, 정, 준감)

0.866

-0.004

0.101

0.310

음주 0.038 0.072

흡연 -0.306*** 0.078

도시규모 -0.088 0.076

집단별 화재출동건수 -0.000 0.000

체력단련 환경 요인

시설 규모의 적합성

동료 중 운동지도 가능

근무 중 운동가능

-0.335***

0.282***

0.252***

0.060

0.065

0.059

근무주기

3주기 (ref)

9주기

21주기

0.329*

0.275*

0.14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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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차이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가 각 소방공무원 개인이 속

한 근무지의 출동건수에 따라 지정된다는 점과 출동건수 등급제 시행으

로 인해 주로 소도시에서 당비비가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근무주

기에 도시규모 변인과 화재 출동건수 변인을 통제하여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주

기와 21주기를 각각 당비비와 비교하여 총 4개의 결과 그래프로 보고하

였다. 먼저 9주기가 ‘1’, 당비비가 ‘0’인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

는 영향에 도시규모 변인을 고려했을 때, 도시규모에 따라 9주기와 당비

비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

=0.849, p=0.060)(표4-5). 흥미로운 점은 9주기는 대도시가 체력단련 참여

를 더 많이 하는 반면, 당비비는 소도시가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1). 또한 21주기가 ‘1’ 당비비가 ‘0’인 근무주기

역시 도시규모를 고려했을 때, 각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계수=1.010,

p=0.011). 21주기 역시 대도시가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반면, 당

비비는 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3-2). 또한 21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계

수=0.275, p=0.027)이 도시규모 변인을 고려했을 때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계수=1.010, p=0.011). 근무주

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를 고려했을

때는 9주기, 21주기 모두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1, 4-2). 즉,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는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해주지 못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집단별 화재출동건수는 도시규모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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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모델5

*P<0.05 **P<0.01 ***P<0.001

모델5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상수) -0.530† 0.270
성별

남성(ref)

여성 0.733*** 0.120

나이 -0.004 0.0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ref)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0.276**

-0.324***

-0.221

0.090

0.077

0.265

직위

소방교(사, 교) (ref)

소방경(장, 위, 경)

소방준감(령, 정, 준감)

0.087

-0.016

0.101

0.311

음주 0.386 0.719
흡연 -0.367*** 0.078

도시규모 -1.132** 0.414

화재 출동건수 0.000 0.000

체력단련 환경 요인

시설 규모의 적합성

동료 중 운동지도 가능

근무 중 운동가능

-0.339***

0.282***

0.248***

0.059

0.065

0.060

근무주기

당비비 (ref)

9주기

21주기

0.312†

0.204

0.182

0.152

수준 간 상호작용

9주기*도시규모

9주기*화재출동건수

21주기*도시규모

21주기*화재출동건수

0.849†

-0.000

1.100*

-0.000

0.449

0.000

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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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도시규모*9주기

Exercise training participation 체력단련 참여, 9-circuit 9주기, City size 도시

규모

그림3-2. 도시규모*21주기

Exercise training participation 체력단련 참여, 21-circuit 9주기, City size 도

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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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집단별 화재출동건수*9주기

Exercise training participation 체력단련 참여, 9-circuit 9주기, Fire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그림4-2. 집단별 화재출동건수*21주기

Exercise training participation 체력단련 참여, 21-circuit 9주기, Fire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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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체

력단련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소방서 내 체력단련 환경 요인, 근무주기

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 내 체력단련

환경과 근무주기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인 소방공무원이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을 졸업한 소방공무원에 비해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흡연의 경우, 음주와는 다르게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

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수준 변인으로 도시규모

와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를 고려했을 때, 체력단련 환경 세 가지 요인

모두 체력단련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무주기 역시 주기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9주기와 21주기를 당비비와 비교했을 때, 두 근무

주기 모두 당비비 보다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수준 변인을 고려하여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

였다. 도시규모를 고려했을 때, 9주기 21주기 모두 대도시에 속한 대상

자가 소도시에 속한 대상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당비비의 경우, 소도시에 속한 대상자가 대도시에 속

한 대상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도시 출동건수가 대도시 출동건수 보다 더 적고, 당비비가 출동건수가

적은 B등급 내에서만 시행된다는 점이 근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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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타 직종에 비해 높

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체력단련 참여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 전혀 없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대부분의 연

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을 주로 다루거나 직무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중 개인수준 변인과 집단 수준 변인을

나누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다. 따라서 개인수

준 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건강행동 변인, 체력단련 환경 변인, 근무주

기 변인)과 집단수준 변인(도시규모, 집단 별 출동건수)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것은 학술적으

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준

변인과 개인수준 변인 간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단순

히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매개효과까지 알

아보았다. 즉, 기존 선행연구에 없었던 접근 방식으로 소방공무원의 체력

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강점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과 체력단련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주 적용

되지 않았던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 분야의 방법론적 발전에 기

여하였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지를 도시규모 변인으로 통제하고 근무지

별 화재 출동건수를 각 도시규모에 반영한 것은 연구 참여자 개인이 상

위수준인 지역에 내포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를 적절하게 받아들인 것이

다. 이는 일반 로지스틱 회귀분석만으로 분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류

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해보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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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소방공무원 여성의 체력검정 기준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Noh et al., 2018). 공하성, 이란희 & 이성철

(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대원은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체력적인 한계

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대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체력단련 참여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향후 남성보

다 현저히 낮은 여성대원의 체력단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는 소방공무원에 비해 흡연을 하지 않

는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력단련 참여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으면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서진교

(2000)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고강도의 심폐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소방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직무수행 자체가 고강도의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흡연을 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

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인 때문일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소방공무원이 고

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인 소방공무원에 비해 체력단련을 더 적게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통

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경우, ‘공개채용’과 ‘경력

경쟁채용’으로 구분되는데 공개채용의 경우 체력검정 기준이 60점 만점

에 40점으로 60점 만점에 60점인 경력경쟁채용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특수부대나 간호사 출신이 주로 지원하는 특채에 비해 공채는 직종

과 관련이 없는 지원자가 대다수이다. 이는 체력단련이 일상인 특채 지

원자와 체력단련과는 무관한 공채 지원자의 채용 방법에서부터 체력단련

참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직종의 특성을 이

해하고 보면 외근직 내에서도 어느 채용방법으로 지원했느냐에 따라 체

력단련 참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조직 및 채용방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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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체력단련 환경 요인들의 경우, 함께 일하

는 동료 중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지도해줄 동료가 있다고 답한 사람

과 근무 중 체력단련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 사람에

비해 체력단련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1-1과 1-2는 채택되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peer fitness program’의 효과 혹은 동료 중 한 명이라도 건강

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도 동기부여

될 수 있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료 중 운

동을 지도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체력단련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고강

도의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휴무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휴

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채준호, 노광표, 이지연 & 임주환, 2017).

이처럼 근무 외 시간은 주로 다른 활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근무 중 체력

단련이 가능한 경우 체력단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 두 요인과는 다르게 체력단련 시설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시설

의 규모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소방공

무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1-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시점만을 설문한 단

면조사연구의 특성상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 중

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체력단련을 하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시

설의 규모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을 수 있다. 반면, 체력단련을 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속한 소방서

청사의 체력단련 시설의 규모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즉, 체력

단련을 많이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의

낙후함과 협소한 규모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가설2-1과 2-2는 채택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근

무주기는 교대근무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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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기 쉽다. 9주기, 21주기의 경우, 주간, 야간, 비번이 혼합되어 있어

24시간을 근무하는 날이 없지만 당비비는 24시간 근무 후, 48시간을 내

리 쉬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적인 체력단련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9주기와 21주기가 당비비에 비해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

여하는 것은 각 근무주기에 특성이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근무

주기 시행 시, 당비비가 9주기, 21주기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적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형태의 문제점과 당비비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근무주기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준 변인으로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 출동

건수를 고려하였다. 도시규모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소도시에 속

한 소방공무원이 대도시에 속한 소방공무원 보다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소

도시에 속한 근무지의 출동건수가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도시에 속한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 참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비비는 출동건수의 등급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시행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소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집

단별 화재 출동건수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

도시에 속한 소방공무원들도 기존보다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잦은 출동가운데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

램 개발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국의 ‘NFPA1500’과 같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련 담당 부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규모와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에

따라 각 근무주기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9주기의 경우, 도시규모가 대도시일 때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당비비는 도시규모가 소도시일 때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5-1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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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비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소도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도시일 때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라

고 해석 할 수 있다. 21주기와 당비비를 비교했을 때 역시,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5-2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도시규모가 대도시일 때

21주기와 당비비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9주기와 당비비가 체

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

무주기별로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규모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더 커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의

경우, 각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차이가 없

었기 때문에 도시규모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지 못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6-1과 6-2는 모두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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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결론

소방공무원은 신체적으로 위험하고 까다로운 직업으로서 직무수

행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체력단련이 요구된

다(Pawlak, Clasey, Palmer, Symons, & Abel, 2015). 이러한 소방공무원

의 체력단련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체력

단련 환경 요인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주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는 지

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요인

들을 개인수준(인구통계학적, 건강행동, 근무주기, 체력단련 환경 요인)과

집단수준(도시규모, 집단별 화재 출동건수)으로 나누어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집단수준과 개인수준 변인 간의 수준 간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매개 효과까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인 체력단련 참여를 이끄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

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은 성별에 따라 체력단련 참여가 상이하였다.

남성대원이 여성대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이의 경우, 체력단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소방

공무원 보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인 소방공무원이 체

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 졸업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의 직위에 있어서는 소방교 이하, 소방경 이하, 소방준감 이하의 직위 모

두 체력단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행동 변인을 고려했을 때, 음주는 소방공무원의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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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흡연의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수준 독립변인을 고려했을 때, 도시규모는 체력단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 별 화재 출동건

수는 체력단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수준 독립변인 체력단련 환경 요인을 고려했을 때, 함

께 운동할 동료의 유무와 근무 중 운동 가능여부의 경우, 체력단련 참여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규모의 적합성의 경

우, 체력단련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주

기에 있어 당비비, 9주기, 21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했을 때, 9주기와 21주기 모두 당비비에 비해 체력단련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했을 때, 도시규모에

따라 9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당비비 보다 컸으며, 9주

기는 대도시일 때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당비비는 소도시

일 때 체력단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주기 역시 동일

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9주기가

체력단련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 화재 출동건

수에 따른 9주기와 21주기의 체력단련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61 -

제 4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참여와 관련하여 소방서 내

체력단련 환경 요인과 근무주기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체력단련 참여 여부

가 달라진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방서라는 집단 내에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속된 점과 출동건수에

따라 각 소방서 별로 근무주기가 상이하게 시행되는 정책적인 부분을 고

려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했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체력단련 참여를 위해

소방서 청사 내 체력단련 환경 개선 및 도시규모에 따른 차별적 근무주

기 실현을 도모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

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해

당 연구 분야의 폭넓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설문으로 현 시점과 약 1년 8개월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현 시점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과 소방관련

정책 시행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라

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design)인 2차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정 시점만을 조사하여 원인과

결과의 전후관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단면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출동건수에 따라 소방서별로 근무주기가 상

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 대원이 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화재 출동건수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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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별 화재출동건수에 따른 체력단련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주기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집단별

화재출동건수를 고려하여 수준 간 상호작용을 분석했을 때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별 화재출동건수가 도시

규모가 체력단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을 224개의 시군구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지역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지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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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for Identifying the Factors of

Effect on Firefighters’ Voluntary Exercise

Training

-Multi-level mod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Kwon, Junhy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irefighters’ shift-type and exercise training environment on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Based on arguments

of many previous studies that shift work has adverse effects on

healt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voluntary exercise training according to

their shift-type. The shift-type of firefighters is basically operated in

3 team 2-shift system in the form of 6, 9, and 21 circuit. However,

this work pattern seems overloaded, so the need for operation of

“on-off-off (3 cycles)” circuit, which is having 48 hours break after

24 hours work, has been suggest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on-off-off” circuit system and the current shift-type on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The shift-type of

firefighters is operated differently in each fire sta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Because individual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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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ested in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we carried out a

multi-level analysis in this study. For the analysis, we divided 224

regions in municipal, county, and district unit across the country into

large cities and small cities and set them as group level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set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as

another group level variab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hift-typ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mobi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variabl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ity size and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on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to examine if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varies according to each shift-type when the city

size and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are controlled.

For exercise training environment factors, this study examined if

the size of exercise training facilities is appropriate, if there is any

peer workers who can instruct exercise training, and if the exercise

training is available during work and analyzed if those three exercise

training environment factors affect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secondary data of the

online anonymous questionnaire survey, “A study for establishment of

activity system of firefighters and for securing their work continuit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2017 and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ince the number of 21 and 9 circuit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work circuit in 2017,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 of the 21 circuit, 9 circuit, and “On-off-off”

circuit on the participation of the firefighters in the exercise train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oth 9 circuit and 21 circuit

firefighters participate more in exercise training than “On-off-off”

circuit firefighter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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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firefighters in small cities participate more in exercise training

than firefighters in large cities, whereas the effect of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on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the 9 circuit and 21 circuit firefighters participated

more in exercise training when working in large cities, and the

“On-off-off”circuit firefighters participated more in exercise training

when working in small cit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in each group on the participation in exercise

training according to shift-type.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firefighting mobilization in each group did not explain the effect of

city size on the participation in exercise training. In terms of the

exercise training environment, the firefighters who answered that

there was a peer worker who could guide their exercise training as

well as that they were able to do exercise training during work

participated more in exercise training than those who did not. On the

contrary, the firefighters who answered that the scale of their

exercise training facilities were appropriate participated less in

exercise training than those who did no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u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exercise training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who are

required to have high level of physical strengt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research should better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firefighters in exercise

training.

keywords : Firefighters, Exercise training, Shift-type, Exercise

training environment, City size, Multi-levle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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