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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ters performing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such as Fire SuppressionㆍRescueㆍ

First Aid in fire are being exposed in various adverse factors, heat, smoke, toxic gases,

emotional stress, biological toxic factors and physical overload by unnatural ergonomic

posture required for firefighters. But so far, there is the study for this problem only

separately. There is no study about comprehesive analysis of exposed adverse factors

in fire-related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and counter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iribute to solving the health problems and prevention of accidents of

firefighters by extracting hazardous agents in disaster such as fire and by proposing

countermeasures. After analyzing circumstances such as fire-suppression, rescueㆍfirst

aid and life-environment, exposure factors of fire are derived and exposure status is

suggested according to physicalㆍchemicalㆍbiologicalㆍpsychological aspects.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noise of the physical exposure factors are proposed. The

countermeasures such as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n room in chemical factors,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vaccination and periodic check system in biological

factors, PTSD alleviation booth and mentoring in psychological factor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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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진압ㆍ구조ㆍ구급활동

을 하는 동안 열, 연기, 유독가스에 노출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리

고 화재 진압 시 요구되는 인체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육체적 과부하 등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 수준에서는

일부 존재해 왔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대책까지 제안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현장에서의 안전 및

유해인자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그 대응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노출로 인

한 건강장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방업무환경별

로 화재진압분야, 구조 및 구급분야, 생활환경분야로 나누어 환경분석을 하고 물리적ㆍ화

학적ㆍ생물학적ㆍ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화재현장의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노출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유해인자 중에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케이이스수를

차지하는 소음분야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보호장비와 클린

룸 운영방안을,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감염예방교육과 예방접종, 주기적 관리점검 체계확립

을, 심리적 유해인자는 PTSD 경감 부스 설치와 멘토링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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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은 긴급출동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출동대기를 하는 불규칙적이며 불안정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박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특수 상황에 근무하는 직종이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을 하는 동안 열, 연기 유독가스, 건물붕괴 등의 장애요인이 많은 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어,

타 공무원 직군에 비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 연소의 부산물인 치명적인 화학적 유해인자부터 통제

불능의 고열(화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리고 화재 진압 시 요구되는 인체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육체적 과부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소방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소방관들은 호흡기질환, 심혈관계 질환, 생식기능의 장애,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직업병 질환에 걸릴 확률이 대단

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암에 노출되는 직업군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현장에서의 안전 및 유해인자 노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분류를 알아보고 이러한 유해인

자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질환과 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체력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학상 유해인자 위험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유해인자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화재현장 소방공무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을 기존 문헌과 실험결과들을 종합하여 도출하고 그 노출현황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결과들과 소방조직의현황을 바탕으

로 대응가능한 일부 노출인자에 대하여는 그 대응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유해인자의 이론적 정의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 활동 중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유해인자들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질병과 부상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측면 또는 근본적으로 현장 활동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질병과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질병과 부상을 일으키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 유해인자가 재난현장에서 노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열 피로와 소음 등 물리적 유해요인과 산소저하 및 화재현장 연소가스 등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되며 감염 등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및 근골격계 등 인간공학적 요인에 노출

되고 있는 직업군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보건안전 백과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15)

국제노동기구(ILO) 보건안전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활동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체공학적, 정신학적(심리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인자가 소방관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

쳐 직업병 및 직업성 질환을 발생 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유해요인

물 리 적 인 자 소음, 고온, 분진, 진동, 육체적과부하

화 학 적 인 자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벤조피린, 석면

정신적(심리적)인자 스트레스, 생체리듬 파괴

생 물 학 적 인자 전염성병원균

기 타 사고(안전, 교통) 위험

Table 1. Adverse Factors Bringing about Health Disorders to Firefighters in Disaster Situation

15) Tee L. Guidotti (2012). “열 피로와 소음 등 물리적 유해요인, 산소저하 및 화재현장 연소가스 등 화학적 유해요인, 감염 

등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 근골격계 등 인간공학적 요인”,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4 edition (ILO) Fire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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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리적 유해인자

소방관이 노출될 수 있는 물리적 유해인자로는 고열, 육체적인 과부하, 소음, 진동 등 다양하며, 이들은 화재진압 뿐

아니라 화재 현장으로의 출동과정, 사상자 이송과정 등 화재에 연관된 모든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고열은 화재현장

에서 소화 및 방호 활동 중에 화염에 의한 직접적인 노출과 복사열에 의해서 노출된다. 고열에 의해서는 직접적인 화상

외에도 탈수, 열통증, 열탈진, 열경련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계 부담을 증가시켜 혈관계 질환 및 악화를 유

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기도 열 손상, 각종 피부 질환 등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육체적인 과부하는 화재진압 과정에

서 소화 ․ 방호 ․ 인명구조 활동 등에서 발생하며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키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진압과정에서의 보호복, SCBA(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공기호흡기) 및 기타 화재

진압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했을 때 활동의 불편감 및 장비의 무게감으로 인해 육체적인 부담은 더욱 증가된다.

육체적인 과부하는 근육통, 요통, 관절손상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심혈관계 및 기타 질환 유소

견자의 질병을 악화시킨다. 소음은 청력이상을 초래하고 고혈압, 정신질환 등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각종 감

염성 질환, 발생증가, PTSD 발생 위험증가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6).

2.2 화학적 유해인자

소방관이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유해인자로는 화재 현장에서 가연물의 연소에 따라 생성되는 화학물질과 산소 부족

등이다. 건축환경 및 건축자재의 다변화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와 각종 합성 건축자재 사용은 화재시 원자재에

따라서 각종 독성물질을 발생시킨다.

화재진압 및 잔화정리 현장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를 문헌정리를 통하여 알아본 바, 화학적 인자는 입자상 물질

(호흡성분진, 석면), 중금속(납, 카드뮴, 철 ,망간 등), 알데하이드류(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등 33가지 물질), 다

핵방향족탄화수소(나프탈렌 등 16종), 산류(염화수소, 불화수소), 가스상물질(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이산화

황), 시안화수소 등이 있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화재현장에서는 현장의 특성상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하기는 쉽지 않고, 화재 현장마다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다르며, 또한 지역별, 임무별, 직책별 화재현장에 노출되는 정도

도 매우 다양하다.

2.3 생물학적 유해인자

감염된 환자나 불특정 사람들을 만나는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각종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 5년간 1일 평균 구조 활동은 197건, 구급활동은 1,078건이며, 2013년 한 해 동안 구조

건수 96,623건, 구급건수 410,202건으로 매일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요구조자와 환자들을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진

압대원들과는 달리 생물학적 유해 인자인 각종 병원균 및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물질은 공기 또는 혈액

등을 통하여 전염되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피부손상, 주사침 손상 등에 의하여 HIV,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될수 있으며, 공기를 통하여 결핵 등 호흡기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생물학적 노출가

능성이 높은 각종 감염 세균(바이러스 포함)을 병원에서처럼 소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4 정신적ㆍ심리적 유해인자

정신적 유해인자는 출동 대기시, 화재출동시, 진압도중, 진압 후 각종 스트레스, 구조․구급 활동 중․후 등 화재와

그리고 반복되는 출동에 연관되는 모든 업무가 정신적 유해인자요인으로 인식되어 진다. 화재 발생에 따른 진압 및 구

조 활동은 그 자체가 다양한 위험과 공포를 발생하며, 반복되는 교대 근무와 비상근무, 잦은 구급이송, 감염 등에 대한

공포, 요구조자로 부터의 정신적인 충격 등을 경험하는 구급출동은 정신적 유해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진압과정에 발생하는 동료의 사사, 시신 목격, 구조요청의 절규 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 또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유발할 수 있다.

16) 소방방채청 (2008). 소방보건안전관리 연구논문집, GOVP1200960171, 353.979-9-4, 서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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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현장 대응활동시 유해환경 분석

화재현장의 유해인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방공무원의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

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화재진압활동, 구조ㆍ구급활동, 출동전후의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유해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화재진압활동의 유해환경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화재 시 연소되는 물질에 따라 소방관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즉 유해인자를 모두 알아내

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화재 진화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정성화된 측정 자료가 제대로 없

어 정말로 소방관이 화재진압시 어떠한 유해인자에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 유해인자가 소방관의 건강장

애에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평가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김경란(2001)의 기고문을 통해 잔화정리 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노출되는 벤젠과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PAHS) 및 염화비닐 등에 의해 임파선 암 및 백혈병 등 혈액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내용 등을 소개하고 관

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화재현장 내 화학적 유해인자 노출에 대하여 김정인(2007)은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김정인은 광진 소방서에서 2007년 2월에서 11월까지 42일 동안 대기 중 화재에 대한 출동 73건과 화재 9건

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실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후 잔화정리 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비닐글로라이드,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 알데하이류, 산류,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AHS) , 석면, 호흡성분진등 7

가지의 유해인자가 노출되었으며,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등의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의 화재에

서 아크롤레인과 포름알데히드가 각기 Ceiling(천정값, 단한번이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값, NIOSH 0.1 ppm, ACGIH

0.1 ppm)값을 초과하였고, 벤젠이 1개 화재에서 TWA(ACGIH 0.5 ppm)를 초과 하였다. 다른 시료들은 노출기준을 넘지

않았으나 벤존에이피렌이 4개 화재에서 확인되었다.

호흡기 자극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가작용에 아크롤레인과 포름알데히드 등을 적용하여 얻어진 산출 값이 허용기

준인 1을 초과하는 15.7로 확인되었고, 복합물질 중에서는 알데히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향방향족탄화수소가 허용기

준인 1을 초과하였다.

국내에서 화재 잔화정리 현장의 발암물질 등 화학적 유해인자 노출특성이 규명되었고 화학물질들의 상가 작용이 확

인되어, 기존의 제한된 측정으로 과대평가된 자료나 국외 자료의 인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2 구조ㆍ구급활동의 유해환경

1989년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클로로 피크린산 유출사고로 출동 소방관 27명 전

원이 부상(호흡곤란)을 입은 사례가 있다. 강방식(2005)에 따르면 사고 당시 10톤 가량 누출된 클로로피그린산(틀리클

로로 니트로메탄)은 누출 시 휘발성이 강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낮게 퍼지므로 호흡기 등에 강한 자극을 가

져오는 유해물질이다. 이처럼 유독물 누출 등 위험물질관련 사고 시 구조작업은 대원들의 건강에(또는 안전에)항상 위험

이 수반되는 활동이다. 또한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업무특성상 전염성이 높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S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결핵, 간염 등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다루는 구급대원들도 환자들을 응급처치할 때 치명

적인 질병에 감염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포틀랜드(Portland)의 EMS대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1000번의 EMS호출 중 44건이나 감염성 질환에 노

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노출이 반드시 전염성 질환으로 이환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근

119구조(구급)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중되어 혈액이나 호흡기 또는 기타 감염성 물질에 의

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늘어가고 있다. 이철호 등(1999)의 연구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 시 유해환경을 정

리하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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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해요인 건강(인체)에 미치는 영향

구급

감염 질병에 피부, 호흡기 등 노출

(B형간염 전염성 높은 질병)

○ B형간염에 전염 가능성

○ 혈액을 통한(부상환자구출시) 기타 질병(결핵 등) 감염가능성

폭력 ․ 상해 ○ 직접적인 신체 부상 초래

구조

구조 활동시 무리한 직업 ○ 피로누적, 탈수, 탈진으로 인한 생리적 현상

패닉현상 ○ 정신적 이상, 안전사고 초래

유독물(황산, 염소 등)에 노출
○ 두통, 구토, 가려움등 화학물질에의노출휴유증(즉각적인증상 없는 경우

도 포함)

기타 붕괴사고 등 구조작업시 ○ 건물붕괴, 추락, 전기감전 쇼크

Table 2. Adverse Environments in Rescue․First Aid Activities

3.3 생활환경

소방관은 직무상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을 할 때는 고위험의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방관

이라는 직업은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직업인 것이다. 그리고 진화작업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상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기전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방관이 심혈관계 질환, 예를 들어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

색, 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최근 외국에서는 화재나 응급구조 시 신체적 손상을 받은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PV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불길과 싸웠던 소방관은 그러한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소방관에

비하여 사고 후 심리적 고통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자기 스스로 호소하는 심리적 고통은 일

반인에 비해서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진압 활동이나 응급구조 활동 시 다친 경험들이 이후에 아주 오

랫동안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인체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첫째 물질대사에 의한 노폐물 즉 피

로물질의 축적, 둘째 산소․영양소 등 에너지원의 소조, 셋째 체내의 물리 화학적 변화, 넷째 여러 가지 신체 조절 기능

의 저하 등을 둘 수 있다. 이러한 피로의 원인들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활동함으로서 영양소가 분해되어 에너지원으

로 공급받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생리적인 피로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해과정이 지나치면 피

로현상이 병적으로 되어 과로 또는 곤비(困憊)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체가 피로하게 되면 자각적인 피로감과 더불어 점차 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나는데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호소하게 된다.

인간은 오랜 기간 주간활동, 야간휴식의 생활행동이 관습으로 되어있어 생리기능이나 체내물질대사가 주야에 생체파

동성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생활의 전도에 의해서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연구자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교대제에 따라 활동과 수면의 생활리듬의 전도에서 오는 영향은 자연히 기존 생체의 자연적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자연히 생체의 생리, 리듬의 기능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화재현장 대응활동시 노출가능 유해인자 도출 및 노출현황

4.1 물리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는 고열, 육체적인 과부하, 소음, 진동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질환중 가장 많은 케이스수를 나타내었던 소음부분에 대하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인자 현

황을 제시하였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특수건강검

진 결과 자료에서도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 검진대상자 5,744명중 53%(3,063명)가

질병관리대상자였고, 이중 35.4%(1,084명)이 눈, 눈 부속기의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성 난청

으로 직업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27.0%(828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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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요관찰자(추적관찰) 유소견자(사후관리필요)

소계
직업병

(C1)

일반

질병

(C2)

소계
직업병

(D1)

일반

질병

(D2)

계 3,063 2,631 883 1,748 432 27 405

A. 특정감염성 질환 113 100 40 60 13 1 12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125 118 118 7 7

C. 악성신생물 11 11 11 -

D.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78 354 354 124 124

E. 정신 및 행동장애 158 151 12 139 7 7

H. 눈, 눈부속기의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1,084 991 760 231 93 26 67

I. 순환기계의 질환 625 480 8 472 145 145

J. 호흡기계의 질환 146 137 18 119 9 9

K. 소화기계의 질환 185 152 152 33 33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 -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 1 1 -

N. 비뇨생식기계 질환 41 41 12 29 -

O. 임신, 출산 및 산욕 3 3 3 -

Q.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58 58 16 42 -

Y.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7 7 2 5 -

Table 4. Disease Details in Relation to Special Medical Examination Results of Seoul Fire Disaster Headquarters (2013)

2013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 속

소방공무원수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결과

정원 현원

대상

인원

(특수)

실시

인원

(특수)

계

유소견자(관리필요) 요 관찰자(의심)

소계
직업병

(D1)

일반

질병

(D2)

소계
직업병

(C1)

일반

질병

(C2)

인원 비율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계 5,814 5,814 5,814 5,744 3,063 53 432 27 405 2,631 883 1,748

Table 3. Special Medical Examination Results of Seoul Fire Disaster Headquarters (2013)

이처럼 소음성 난청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사이렌소리․경적․경보장치․소방차 엔진소리․동력절단기나 파

괴 장비 사용할 때 과다하게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

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소방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음성난청에 관한 연구」결과 “소방관은 노출시간은 짧으나 9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고 사무직 근로자보다 청력 손실이 크며 특히 고주파 영역(4,000 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어 업무와 관련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 하였다.17)

소음성 난청이란 지나치게 시끄러운 소리 또는 장시간에 걸친 시끄러운 소리 등 해로운 소리에 노출되어 내이의 신

경이 손상되어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85 db 이상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큰 소리에 익숙해

져 간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소음으로 손상된 청력은 어떤 치료나 약품․수술, 심지어

는 보청기로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다. 소음성난청은 양쪽 귀에 나타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주파수 영역인 4,000 HZ

에서 가장 심하게 청력이 떨어지고 점차 대화와 관련된 고주파수 영역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범위가 넓어진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높은음이 잘 들리지 않고, 진행되면 대화중에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며,

전화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또한 작업 중이나 모임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게 되고 이명이 생긴다. 이

와 같은 소음성 난청 증상이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다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이관, 박성준, 임현술 (2007), “소방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음성난청에 관한 연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대한민국,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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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학적 유해인자

소방관 직업군이 노출하는 화학적 유해요인의 경우,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소방관의 호

흡기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공기호흡기는 화염이 진화된 이후 잔화정리와 화재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착용되지 않고

있고, 또한 화재현장 도착 시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소규모의 화재 또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화작업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잔화정리 및 화재조사 시 제공되어야 하는 호흡보호 및 보호구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이러한 노

출이 잠재적인 건강상의 큰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시되어 진행 중인

국내 소방관의 건강실태 확인과 직업병 예방 취지의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있어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06년 결과를 보면 실

시인원의 36.6%(9.525명)가 건강관리대상으로 일반근로자 집단보다 1.5배 높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Lemaster 등(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소방관 110,000명에 대한 국제발암성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의 위험성 평가도구로 소방관에게 발생하는 20여개의 암을 평가 분석한 결과,

고환암 100% 증가 , 비 호지킨성 림프종양 및 다발성 골수종의 50% 증가 등이 확인되었고, 소방관 직업군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작업환경 노출에 대한 평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에서는 김경란(2001)의 기고문을 통해 잔

화정리 시 소방관이 현장에서 노출되는 벤젠과 PAHs 및 염화비닐 등에 의해 임파선암 및 백혈병 등의 혈액 암의 가능

성이 증가한다는 내용 등의 소개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소방서 및 관련협회에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의뢰한 화재현장관련 유해물질조사 결과보

고서(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TF(Alcohol, Tobacco, and Firearms) 사무소에서 NIOSH에 의뢰하여 5개의 화재현장에 대한 화재 조사 시 발생 가

능한 호흡성분진, 중금속, 이산화탄소, 무기산, 알데하이드류(포름알데하이드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휘발성유기화합

물에 대해 개인 및 지역시료 포집방법으로 화재조사 소방관의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검출농도가 낮거나 검

출한계 미만이었으나, 포름알데히드는 0.18 ppm까지 검출되었으며, 2개의 시료는 NIOSH 권고기준 co.1 ppm으로 초과

하였다. 시안화수소의 경우 지역시료에서는 불검출 – 0.04 ppm 검출된 반면 개인 시료에서는 trace – 0.03 ppm까지

검출되었다. 황산은 trace- 0.29 mg/㎥으로 조사되었다. 휘말성유기화합물이 경우 아세톤, 초산,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

로판올, 스틸렌, 벤젠, 톨루엔,크실렌 및 페놀 등이 검출되었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는 benz(a)anthracene이 0.09-0.29

㎍/㎥ benz(a)fluoranthene은 trace – 0.21 ㎍/㎥ 그리고 benz(a)pyrene이 0.11 – 0.39 ㎍/㎥으로 조사되었다.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은 시간가중평균농도로 각각 5.3 mg/㎥, 1.3 mg/㎥ 조사되었으나, 직독식장비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순간 최

대농도가 30 mg/㎥까지 검출되었다.(HETA 96 - 0171 - 2692)

Terrill 등(1978)에 따르면 화재현장에서 연기는 연소에 의해 발상되는 가스 ,액체, 고체의 혼합체로 불에 타는 물질의

종류, 불의 온도, 산소의 존재여부에 따라 독성이 결정된다. 유해물질을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들 중 고려할 성분들은 대

부분의 물질들에 포함된 탄소, 수소 및 산소, 다음으로 주로 염소와 질소, 소량의 황 등이 있다. 수많은 유해물질들 중

소방관들이 흔하게 노출되는 물질들에는 화학적 질식제인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아크롤레인,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불화수소 등이 있다. 그 외 유해물질들에는 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과 같은 PAH(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 비소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의 발암물질들이 있다.

4.3 생물학적 유해인자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혈액, 객담 등에 의해 간염, 후천성 면

역결핍증, 결핵 등의 전염병에 이환될 위험이 높다. 특히 매일 불특정 다수의 요구조자와 환자들을 접하고 있는데 일반

화재진압대원들과는 달리 생물학적 유해 인자인 각종 병원균 및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물질은 공기 또는

혈액 등을 통하여 전염된다.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구급 작업과정에서 피부 손상, 주사침 손상 등에 의하여 HIV,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공기를 통하여 결핵 등 호흡기 전염성이 감염될 수 있다. 또한 구급차는 많은

환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환자 중 감염위험성이 높은 중증환자, 감염성질환 환자, 소아, 노인 등과 같이 감영에 취약

한 환자,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어 구급차 이용자체가 감염을 유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

고 있다. Reed 등(1993)의 연구에서는 1,000건의 응급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4.4건의 감염성 노출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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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신적ㆍ심리적 유해인자

정신적 유해인자는 출동대비 시, 화재출동 시, 화재진압도중, 화재진압 후 각종 스트레스 등 화재와 연관되는 모든 업

무가 정신적 유해요인으로 인식되어 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진압 및 구조 활동은 그 자체가 다양한 위험과 공포를 발

생하여 정신적인 유해인자로 작용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대근무 및 비상근무는 정신적인 긴장도를 가중시

킨다. 특히,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료의 사상, 시신 목격, 구조요청의 절규 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 또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경우에도 성수대교 붕괴, 삼

풍백화점 붕괴, 원목초등학교 학부모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임병수(2008)에 따르

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피해자 624명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54.2%), 두통(31.8%), 사고를 회상시키는 물건이나 사건

을 대할 때의 극심한 고통(24.2%) 등을 받고 있었다.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0년 6월 개정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수습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외상을 입을 수 있는데, 한

예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악몽의 도시’로 변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소방관ㆍ경찰관의 퇴직 및 자살이 잇

따르고 PTSD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재난현장에서 직접적 피해자가 1차적 피해자라면 간접 목격을 통하여

피해를 입는 소방ㆍ경찰공무원 등 재난대응기관 관련자들을 2차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2차

적 피해자들이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국가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만 초

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에게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소방조직의 경우 외상과 자살자

등에 대한 공식통계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1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4년간(2008년~2011년)

소방공무원중 26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는데, 신변비관이 46.1%, 정신질환이 34.6%, 가정불화가 19.2%로 나타났으며, 경

찰의 경우에도 4년간 58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여 2차적 피해자인 소방ㆍ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과 PTSD에 대한 관

심을 기울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9년 12월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119명이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6월 30,251명에 대한 PTSD 상담결과 1,452명이 정밀 진단 대상, 9명이

치료소견자로 나타났다. 서울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2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PTSD 고위험군으로 전문가 상담대상인원

이 72명, 위험군이 205명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고위험군 194명, 위험군 254명으로 증가하였다.

5. 유해인자 별 노출 대처방안

5.1 물리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는 고열, 육체적인 과부하, 소음, 진동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험을 실제로 실시한

소음부분에 한하여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년도 서울시내 G소방 관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서 소방공무원

은 현장 활동 중에 최대 148.1 dB의 순간소음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G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Noise Dosimeter를 이용하여 직무별(화재조사, 진압, 구조, 운전) 소음노출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출동 중 차량에 탑승

하였을 때 144.6 dB에 노출되었으며, 장비 점검때는 132.5 dB에 노출되었고, 차고 앞 점검 시에는 최대 148.1dB에 노출

되었다. 또한 3번의 당번일 동안 120 dB 이상 노출된 횟수가 구조대원의 경우 181회나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18), 이

는 노동부고시 소음노출 허용기준(115 dB)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이 높은 소음에 노출되더라도 지금 당장에 건강장애를 유발하지 않고 상당기간(5~15년)이 지난 후

에야 소음성 난청이라는 건강장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음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소음노출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비록 노출시간은 짧지만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가 많은

18) 서울특별시소방학교 (2012), “재난현장 소음노출에 따른 청력저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소방연구논문집, Vol.15. No.1, 

pp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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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보호구 착용과 원천 소음제어 및 근무체제 변경을 들 수 있다. ① 보호구 착용이

다.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소방서에서는 근무규정상 장비점검시간에 청력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만이 근무

교대 및 장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서울소방만큼은 근무교대 및 장비점검 시 우선적으로 청력보호구를

착용함으로서 소음성 난청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다.

② 원천 소음 제어를 하는 것이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 출동 벨이나 사이렌 소리의 기준을 현재 측정된 수치인 120

dB 이상에서 90 dB로 낮추자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화재출동 시 시각경보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

다. 각 소방서의 중요지점(대기실, 식당, 차고)에 시각경보기를 장착함으로서 기존의 출동벨 소리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출동 시 사이렌 소리는 고음영역 차단 보호구를 착용하여 노출되는 소음을 90 dB이하로 줄이면 청력저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③ 장기간 외근업무를 하는 사람들을(현재 2교대 또는 3교대(일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4교대 근무체제로 전환시

키는 일이다. 또한 화재진압, 구조 또는 구급 업무를 5년 이상 장시간 근무한 사람을 내근 근무 및 상황실 근무로 전환

하여 소음에 노출된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5.2 화학적 유해인자

소방관은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화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각종 암 및 질환을 유발하는 건강상의 위험

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며, Tee(1998)에 따르면 폐암, 순환기계 질환, 대동맥류, 비

뇨생식기암, 뇌암, 혈액암, 대장암, 급성폐질환, 만성폐질환에 대하여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위험도를 비교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는데, 대동맥 류, 비뇨생식기암, 뇌암, 혈액암이 비교적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① 호흡기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것이다. 화재초기 및 잔화 정리 시에는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의 미착용

으로 인한 유해인자의 노출에 무방비하며 특히 경방 직원 중 일부지만 간단한 방진마스크만 착용, 화재진압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환경과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현장 지휘관은 화재규모의 판단 유무 없이 현장 근무

규정에 의거 하여 화재 진압대원들에게 적정한 장비착용을 지시하며, 또한 근무규정상 함부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

을 시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보호 장비의 착용으로 소방관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화재 현

장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연기에 노출된 경우, 보호 장비를 착용

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 경우에서 호흡성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고, 적절한 세척과정 없

이 오염된 보호복을 탈의하는 경우 피부를 통해서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화재 진압 과정 중 불길이 잡힌

후에 하는 작업인 잔불정리 및 화재․검사단계에서도 아크롤레인, 일산화탄소, 알데히드류, PAH, 등의 농도가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 화재현장 및 잔화정리 시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물질 노출 시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내

방송(위기의 소방관 MBC 2003)에서도 보도 된 바 있다.

따라서 소방관은 화재 진압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화재조사 및 감식요원들의 근무규정상 보호 장비 착용을 강제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클린 룸(clean room)을 설치하는 것이다. 모든 출동직원들에 대하여 출동 후 클린 룸을 이용하게 하여 화재 진압

후 남아 있는 잔존 유해가스에 대한 차단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클린 룸(clean room)은 무균실 또는

먼지가 없는 방을 의미하는데 클린 룸에 고압의 맑은 공기를 주입함으로서 오염된 공기를 희석 또는 밖으로 배출시키므

로 잔존 유해가스에 대한 위험 유해인자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호흡보호구

의 철저한 착용이 예방대책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5.3 생물학적 유해인자

소방공무원중 구급대원이 생물학적 유해인자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생물학적 요인은 살아있는 생물체 또

는 그들이 배출한 독소나 사체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요인을 말한다. 바이러스, 세균, 진균, 진드기나 곤충 등이 이 부류

에 속한다. 최근 겨울철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져 실내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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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과 같은 신종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서울은 2010년부터 일부 소방관서에 119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 17곳에서 실시하고 2012년도 하반기에는 서울의 모든 소방서마다 119감염관

리실을 설치하였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소방관들은 산업안전보건청의 “혈액으로 전파되는 병원체 지침”에 의해 혈액으로 전파되는 감염의 위험과 예

방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결핵과 같이 공기로 전파되는 질환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에 따라 결핵 예방에 관한 교육과 선별프로그램에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대처방안으로 ① 감염의 위험과 예방방법 교육실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OP 규정에 따라 매월 구급대원들이 교육에 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율성에 맡기므로 형식적인 측

면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소방관들이 혈액과 결핵 등 많이 접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유해인자

즉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예방방법을 숙달해야 한다.

② B형 간염이나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특수건강검진이 연 1회에

모든 소방관에 실시되고 있고, 구급대원에 한 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

다. 어느 정도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더욱 더 좋을 것이다.

③ 개선대책으로는 119감염관리실과 구급차의 감염상태를 매 분기 마다 정기 점검을 외부 기관 즉 한국 산업안전보

건공단 또는 공인된 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5.4 정신적ㆍ심리적 유해인자

정신적 유해인자 즉 부담요인은 말 그대로 정신적(심리적) 부담요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

인이며,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이나 자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인으로 보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방관의 근무형태나 조건을 볼 때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야간근무나 주야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이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야간근무는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 되고 있다. 조직문화는 사실 정신적 부담요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덜 부담을 줄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방조직의 경우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각 시도소방본부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정신건강관리 대책과 외상후스트

레스(PTSD)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학교 등 일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스트레스관리 및 PTSD

완화 교육이 개설되어 교육 중에 있다. 그러나 시행중인 PTSD관리 대책의 경우 대부분 단순히 체조 ․ 명상법을 소개

하거나 CISD(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활동) 절차만을 간단히 명시하거나 전문병원과

의 연계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이며, 관련교육의 경우에도 건강관리의 일부시간에 개념소개 정도로 이루어지거나 전문과

목이 편성된 소방학교의 경우에도 전문적 이론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신적․심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①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현장 출동 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가능하며 PTSD경감 효과가 뛰어난 실용적 방법을 마련해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자기진단 및 자가 치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PTSD 경감 프로그램을 활용한 PTSD경

감 부스 설치에 대하여 차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②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세가 있는 직원에 대

한 무한한 관심과 배려로써 멘토링(mentoring)을 운영하는 것인데 멘토(mentor)의 뜻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

승 역할을 하여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체계를 '멘토링'이라고 하는

데,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mentor)', 지도 또는 조언을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라고 한다. 이렇게 외상후스

트레스의 증세가 있는 직원에 대한 관심으로 멘토를 지정 활성화 시켜 정신적ㆍ심리적 으로 불안 할 때 들어주고 조언

해 주며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있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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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동안 열, 연기 유독가스, 건물붕괴 등의 장애요인이 많은

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연소의 부산물인 치명적인 화학적 유해인자 부터 통제 불능의

고열(화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리고 화재 진압 시 요구되는 인체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로 인한 육체적 과부하 까지 이 모든 것들이 소방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소방관들은 호흡기질환, 심혈관계 질환, 생식기능의 장애,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직업병 질환에 걸릴 확률이 대

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재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에 초점을 맞추어 유해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재현장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를 물리적ㆍ화학적ㆍ생

물학적ㆍ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방업무환경별로 화재진압분야, 구조 및 구급분야, 생활환경분야로 나누어 환경분석

을 하고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노출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유해인자 중에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케

이이스수를 차지하는 소음분야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화학적 유해인자는 보호장비와 클린 룸 운영방안을, 생

물학적 유해인자는 감염예방교육과 예방접종, 주기적 관리점검 체계확립을, 심리적 유해인자는 PTSD 경감 부스 설치와

멘토링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던 유해요인과 대처방안을 정리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소방공무원의 유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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