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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의 작업자세에 따른 족저압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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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foot pressure according to the firefighter's work postures for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9 male firefighters. Work postures were selected for 
rescuee handling, fire hose and hydraulic rescue equipment work postures. These were divided into 3 position, "High", "Middle" and the 
postures of taking out and letting down hydraulic rescue equipment were analyzed as starting point and end point respectively. Foot Pressure 
was used to analyze contact area, peak pressure, and maximum force in terms of work postures, and compared between fire hose and 
hydraulic rescue equipment work postures. The results of foot pressure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cuee handling work 
postures, one person handling posture showed wide contact area and foot pressure showed the highest at right foot. Accoridng to the (High), 
(Middle), (Low) postures of fire hose, the results didn't show the difference among the contact area, peak pressure and maximum force. As the 
results of hydraulic rescue equipment work postures, (Low) postures showed the highest in terms of the right foot of contact area, peak 
pressure and maximum force and (High) postures showed the highest in left foot. The increase of foot pressure lead to be inconvenience of 
low extremity and muscle fatigue for maintaining postural control cause pain. Thus, it is necessary to design insole-equipped working shoe for 
reduce the impulse and effect of foot during the rescuee handling work which standing out as foo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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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방대원들은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육체

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많아1) 상해에 대한 위험성

이 매우 높다2). 소방대원들은 고열,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인자, 육체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힘,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 환경, 반복적인 동작 등에 노출되고 있고, 이
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 등

이 발병할 수 있다3). 그 중 누적 외상성 근골격계 질환은 

소방대원들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4), 인간공학적 작업자세 분석에서도 소방대원

들의 작업 자세가 정밀조사와 즉 각적인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5).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소방대원들의 작

업 자세는 주로 소방호스 작업 자세, 화재시 구조 장비 사

용 작업 자세 등이 있으며, 사다리를 오르거나 중량물을 들 
경우, 몸통을 비틀거나 쭉 뻗게 되는 자세, 무리한 진화작

업과 현장에서 구조자 이송자세 등에 의해서 근골격계 질

환이 발생하게 된다6). 그 원인은 생체역학적자세의 불량, 

퇴행성 변화, 심리적 원인 등 다양하지만, 주원인으로 기

계적 스트레스에 의한 생체역학적 원인, 특히 중량물 취급

으로 인한 과격한 근육작업으로 신체에 과도한 힘이 가중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7,8).
이러한 중량물에 의한 과도한 힘과 체중부하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에 작용하게 되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어9) 소방대원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고,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기반의 

부족과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처 능력의 미흡으로 인해 각

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어10) 소방대원들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11). 이러한 부상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 부하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족저압력 분석이 적용될 수 
있다9).

족저압력은 운동과학의 임상분야, 연구분야에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측정 방법 중 하나로12) 정적, 동적 족저압력의 
정확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일상생활 동작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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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활동 중 발의 특정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관찰할 수 

있다13). 족저압력 분포의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부상의 

진단 및 평가,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9). 압력은 힘에 의

한 손상의 발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이며14-15), 뉴톤의 제

3법칙에 의해 바닥과 족저간에 같은 양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4,16). 소방업무 현장의 조건은 위험요소가 매우 많으며 
지면이 딱딱하여 소방대원들이 장시간 작업할 경우 발전

체에 받게 되는 압력과 충격은 증가한다17). 이러한 압력

과 충격의 증가는 조직의 손상의 위험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14,18-19). 그러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방대원들의 족

저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14,20-21).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성, 긴급성, 출동환경의 이

상성 및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의 작업 자세에 따른 근골

격계 질환과 족저압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5,7).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대원들의 작업 자세 중 빈번하게 

취하는 자세의 족저압력의 차이를 밝혀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B시 소재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소방대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

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 방법

2.2.1. 작업 자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 자세 분

석 연구5)를 토대로 인간공학적 분석결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방 업무 중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서 작업 자세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구조자 구조시 이송 
작업, 방수작업, 유압구조장비 작업 자세를 선정하였다. 각 
작업 자세는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게 하였으며, Table 1
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2.2. 측정 방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을 정

확히 주지시킨 후, 10분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여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측정 시 

모든 장비와 방열복을 착용하였다.
구조자 구조시 이송작업은 1인 운반과 2인 운반으로 

구분하였으며, 방수작업과 유압구조 장비사용 작업자세

는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유압구조장비를 꺼내는 작

업은 (시점), (종점)으로 구분하였는데, 작업시 시작되는 

첫 지점을 (시점)으로 꺼내는 자세의 마지막 부분 동작을 (종
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방장비를 착용 후 Table 
1과 같이 작업 자세를 30초간 맨발로 측정장비의 중앙에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접지면적은 각 영역의 접지면적

을 백분위로 표현한 것이며,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은 최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postures extinguishing the fire

Postures Classification

Rescuee
handling

work
postures

1 person
handling

2 person
handling

Firehose
work

postures

High

Middle

Low

Hydraulic
rescue

equipment
work

postures

High

Middle

Low

Tak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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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re hose work posture 

Foot Firehose Contact area(Unit:cm2) X2 p-value Peak pressure(Unit:kpa) X2 p-value Maximum force(Unit:N) X2 p-value

Right
(n=3)

High 3.72±14.43

1.063 0.588

63.33±100.37

5.449 0.066

49.14±177.77

0.025 0.988Middle 8.67±7.95 71.11±74.28 57.75±110.36

Low 7.06±19.79 157.22±103.41 45.83±226.34

Left
(n=3)

High 0.44±12.41

1.166 0.558

58.89±85.32

3.348 0.188

99.72±140.88

4.222 0.121Middle -2.50±12.25 40.56±93.52 30.44±172.49

Low -4.78±9.55 -7.78±39.54 -59.47±122.43

**p<.01, *p<.05

Table 3. Rescuee handling work posture 

Foot Rescuee handling Contact area(Unit:cm2) Z p-value Peak pressure(Unit:kpa) Z p-value Maximum force(Unit:N) Z p-value

Right
(n=3)

1 person handling 38.44±7.30
-3.223 0.001**

356.67±226.85
-2.796 0.004**

297.00±63.09
-1.502 0.136

2 person handling 21.78±9.86 126.67±98.87 232.63±138.69

Left
(n=3)

1 person handling 31.67±4.78
-2.121 0.032* 304.44±293.93

-1.687 0.092
345.97±95.45

-1.104 0.297
2 person handling 24.61±8.13 103.33±94.87 281.31±144.02

**p<.01, *p<.05

Fig. 1. EMED foot pressure measuring system.

대압력분포가 특정방향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대압력은 각 영역에 가해지는 압력의 최대값이며, 수치에 

따라 충격흡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된다. 또한, 
최대힘은 발의 각 부위별 받는 힘의 최고치를 말하며, 충
격력을 평가할 수 있다22). 족저압력 분석은 30초 동안의 

발 전체 부위의 접촉면적, 최대압력, 최대힘의 평균을 측정

하였다. 자세의 움직임에 따른 족저압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비를 메고 차렷 자세를 한 자세의 데이터를 뺀 

값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족저압력 측정을 위해 Novel 
(독일)사 EMED 판형식 정밀 압력분포 측정기를 사용하

였다. 압력분포 측정기의 Peda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

한 결과물의 각 항목별 자료는 엑셀로 처리하였다.

2.3. 자료분석 및 통계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

으며, 방수 작업, 유압구조장비 사용 작업 자세를 분석하

기 위해서 Kruskal-Walls 비모수 독립 K-표본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구조시 구조자 이송 작업 자세를 분석하기 위

해서 Mann-Whitney 비모수 독립 2-표본 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통계처리는 한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결 과

3.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나이 41.0 세,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구분 Age(yrs) Height(cm) Weight(kg) Career(yrs)

Total(N=9) 41.0±1.2 173.7±5.0 71.7±3.0 13.4±1.8

Rescue(N=3) 44.3±6.0 171.3±2.0 71.0±0.6 16.7±4.4

Firefighting(N=3) 35.0±1.0 175.5±0.5 73.0±1.0 5.5±0.8

First aid(N=3) 40.2±5.1 173.5±3.2 71.9±1.9 12.0±5.7

키 173.5 cm, 몸무게 71.7 kg, 경력 13.4 년으로 나타났다. 
화재진압 부서의 근무경력이 가장 작았으며, 구조 부서의 

근무경력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Table 2).

3.2. 작업별 족저압력 분석

3.2.1. 구조자 이송작업 자세

구조자 구조시 이송작업 자세의 접촉면적은 왼발과 오

른발에서 1인 운반과 2인 운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구조자 이송작업 자세에

서의 접촉면적은 1인 운반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조자 이송작업 자세의 최대압력 분석에서는 오른발의 

1인 운반과 2인 운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왼발의 1인 운반과 2인 운반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따라서, 이송작업 자세에서는 1인 운반시 
오른발에 최대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자 이송작업 자세의 최대힘은 오른발과 왼 발의 1인 

운반과 2인 운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구조자 이송시 1인 운반과 2인 운반에서 오

른발과 왼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2. 방수작업 자세 

방수작업 자세의 접촉면적에서는 오른발의 (상), (하), (중) 
자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왼발의 (하), (중), (상) 자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양발의 (상), 
(중), (하) 위치에 따른 접촉면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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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ydraulic rescue equipment work posture

Foot Hydraulic rescue 
equipment Contact area(Unit:㎠) X2 p-value Peak pressure(Unit:kpa) X2 p-value Maximum force(Unit:N) X2 p-value

Right
(n=3)

High -4.22±15.18

18.721 0.001**

31.67±51.23 

17.321 0.002**

-69.25±184.69

19.901 0.001**

Middle 8.67±27.72 120.00±135.53 115.58±170.76

Low 29.56±7.30 236.67±155.54 362.42±115,04

꺼내기시점 11.33±6.38 15.56±51.08 68.64±137.70

꺼내기종점 11.72±9.85 70.00±74.41 90.44±161.13

Left
(n=3)

High 17.11±15.31

11.724 0.020*

118.33±145.75

6.956 0.138

245.11±145.22

22.066 0.000**

Middle 8.67±12.67 63.33±159.61 63.44±141.75

Low -15.61±27.09 -38.89±123.76 -228.08±207.98

꺼내기시점 2.78±12.19 -7.22±85.55 -13.22±139.66

꺼내기종점 6.28±14.49 32.78±135.33 80.94±169.79

**p<.01, *p<.05

타났다.
방수작업 자세의 최대압력과 최대힘은 오른발과 왼발의 

(상), (중), (하) 자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Table 4).

3.2.3. 유압구조장비작업 자세

유압구조장비작업 자세의 접촉면적 분석에서는 오른발

의 (상), (중), (하), (시점), (종점), 자세 순으 로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왼발의 (하), (시점), (종점), (중), (상) 자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5). 
따라서, 오른발의 (하) 자세와 왼발의 (상) 자세에서 접촉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유압구조장비작업 자세의 최대압력은 오른발의 경우 (하) 

자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왼발의 경우 (상) 자세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압구조장비 작업자세의 최대힘은 오른발의 경우 (하) 

자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왼발의 경우

(상) 자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오른발의 (하) 자세에서, 왼
발의 (상) 자세에서 최대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방수작업, 유압구조장비작업 비교 분석

방수작업 자세와 유압구조장비 작업은 자세는 유사하나,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 따라서, 장비의 하중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변할 수 있으므로 두 자세를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3.3.1. (상) 자세비교

(상) 자세에서는, 접촉면적의 경우 오른발의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왼
발에서는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은 통계적인 차이

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유압구조장비작업에서 왼발의 
접촉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최대압력과 최대힘은 오른발과 왼발의 방수작업과 유

Table 6. The comparison of“High”work posture between handling 
fire hose and hydraulic rescue equipment

Variables Foot Classification M±SD Z p-value

Contact 
area

Right
Firehose 3.72±14.43

-1.325 0.190 
Hydraulic rescue equipment -4.22±15.18

Left
Firehose 0.44±12.41

-2.209 0.024* 
Hydraulic rescue equipment 17.11±15.31

Peak 
pressure

Right
Firehose 63.33±100.37

-0.443 0.667 
Hydraulic rescue equipment 31.67±51.23

Left
Firehose 58.89±85.32

-0.575 0.605 
Hydraulic rescue equipment 118.33±145.75

Maximum 
force

Right
Firehose 49.14±177.77

-1.192 0.258 
Hydraulic rescue equipment -69.25±184.69

Left
Firehose 99.72±140.88

-1.810 0.077
Hydraulic rescue equipment 235.11±145.22

*p<. 05

Table 7. The comparison of“Middle”work posture between handling 
fire hose and hydraulic rescue equipment 

Variables Foot Classification M±SD Z p-value

Contact 
area

Right
Firehose 8.67±7.95

-0.751 0.489
Hydraulic rescue equipment 8.67±27.72

Left
Firehose -2.50±12.25

-1.810 0.077
Hydraulic rescue equipment 8.67±12.67

Peak 
pressure

Right
Firehose 71.11±74.28

-0.707 0.489
Hydraulic rescue equipment 120.00±135.53

Left
Firehose 40.56±93.52

-0.309 0.796
Hydraulic rescue equipment 63.33±159.61

Maximum 
force

Right
Firehose 57.75±110.36

-0.927 0.387
Hydraulic rescue equipment 115.58±170.76

Left
Firehose 30.44±172.49

-0.397 0.730
Hydraulic rescue equipment 63.44±141.75

압구조장비작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 작업의 최대압력과 최

대힘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3.2. (중) 자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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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세에서는, 접촉면적의 경우 오른발과 왼발의 방수

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최대압력의 경우에서도 오른발과 왼발의 방수작업과 유

압구조장비작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 작업의 최대압력은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대힘의 경우도 오른발과 왼발의 방수작업과 유압구조

장비작업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방수작

업과 유압구조장비 작업의 최대압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Table 7). 
따라서, 중 자세에서는 오른발과 왼발의 방수작업과 유

압구조장비작업에서 족저압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3.3. (하) 자세비교

(하) 자세에서는, 접촉면적의 경우 오른발의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5). 
왼발의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에서, 통계적으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따라서, 오른발의 유압구조

장비작업에서 접촉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압력의 경우 오른발과 왼발의 방수작업과 유압구

조장비작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서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 작업의 최대압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최대힘의 경우 오른발의 방수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5). 왼발의 방수

작업과 유압구조장비작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른발의 경우 유압구조장비작업에서 
최대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comparison of“Low”work posture between handling 
fire hose and hydraulic rescue equipment

Variables Foot Classification M±SD Z p-value

Contact 
area

Right
Firehose 7.06±19.79

-3.095 0.001**　
Hydraulic rescue equipment 29.56±7.30

Left
Firehose -4.78±9.55

-0.618 0.546　
Hydraulic rescue equipment -15.61±27.09

Peak 
pressure

Right
Firehose 157.22±103.41

-0.841　0.436　
Hydraulic rescue equipment 236.67±155.54

Left
Firehose -7.78±39.54

-0.889　0.387　
Hydraulic rescue equipment -38.89±123.76

Maximum 
force

Right
Firehose 45.83±226.34

-3.046　0.001**　
Hydraulic rescue equipment 362.42±115.04

Left
Firehose -59.47±122.43

-1.810 0.077
Hydraulic rescue equipment -228.08±207.98

**p<. 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대원들의 작업 자세에 따른 족저압력을 

알아보아서, 작업 자세에 따른 피로도를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자 이송작업 자세 분석결과에서 1인 운

반시 양발에서 접촉면적은 넓었고, 최대압력은 오른발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구조자의 체중을 지탱하

기 위하여 오른쪽에 힘을 많이 들어가는, 좌우의 균형이 맞

지 않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촉면적을 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환자 이송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피구조자의 체중을 
지탱하여 이동하게 되어 허리부위에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된

다. 이는 다른 소방업무 부서보다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

방관들이 2~3배 정도 허리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증상호

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7)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고 하겠다. 또한, 2인 운반 보다 1인 운반시 접촉면적이 증

가하여, 소지하고 있는 무게가 증가하면 접촉면적의 넓어

진다고 한 연구23)와 유사한 결과이며, 인간공학적 작업자

세 분석에서도 소방대원들의 작업 자세가 정밀조사와 즉

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나서5) 본 연구를 지지하

였다. 구급업무는 대부분 2명이 환자를 실은 들것을 들게 되

지만, 좁은 경사로나 계단을 1인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는 특히 부하가 증가하여 급성 요추질환이 발생 할 수 있

다7). 따라서,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피구조자 운

반을 위해 운반시 사용되는 장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한, 장기적으로 볼 때, 2명이 이송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할 수 있는 가옥 및 도로의 정비나 구조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방수 작업 자세에서는 (상), (중), (하) 위치

에 따른 양발의 접촉면적, 최대압력, 최대힘은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주로 방수작업은 하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체간

(trunk)이 뒤쪽으로 신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세는 

상완의 각도와 상관없이 작업수행능력이 높으며, 작업자가 
느끼는 부담정도가 낮다고 하였으나24) 상지의 무게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ULA 분석에서 방수작업은 

개인 착용 장비의 무게(16kg)의 영향으로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5). (하) 자세는 목과 허리 굽힘 각도가 크기 때문에 

방수작업 중 REBA 분석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내어

서 가장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인다. 화재시 방수작업은 
큰 관에서 나오는 물의 힘과 압력을 지탱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시뮬레이션 보다 훨씬 큰 힘이 요구될 것이

고 상지와 하지에서 지지하는 힘 또한 많이 요구 될 것이

라고 사료된다.
유압구조장비에서는 접촉면적, 최대압력과 최대힘 모두 

오른발의 (하) 자세에서 높게 나타났고, 왼발에서는 접촉

면적과 최대힘이 (상) 자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
압구조장비 사용시에는 (하) 자세에서는 오른발에 많은 체

중을 지탱하고 (상) 자세에서는 왼발에 많은 체중을 지탱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공학적인 평가에서 유압구조장비 
자세의 꺼내기 작업 자세가 가장 부담이 높은 위험한 자

세이며5), 쪼그려 앉아서 무거운 유압구조장비를 꺼집어 

낼 때, 쪼그려 앉아서 팔을 멀리 뻗는 자세로 인해 발목과 
고관절(hip joint)의 가동범위와 관절에 부담이 높은 자세

이나25) 본 연구에서의 꺼내기작업의 족저압력은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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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압

구조장비 자세에서 (상), (하) 자세에서 각각 오른발과 왼

발의 체중부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간공학적 분

석5)에서는 위험단계는 ‘보통’, 조치단계는 ‘필요함’으로 나

타나서, 인간공학적 자세와 족저압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족저압력과 인간공학적 평가와는 큰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간공학적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도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26), 인체의 운동범위 각도와 자세, 반복횟수, 진동 등에 
의해 평가되어지므로 족저압력과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족저압력의 증가는 하지에서 불편함을 증가

시키며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자세와 시간과 관련이 깊다. 
또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들의 근피로도를 증가시키

고 통증을 유발시킨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족저압력의 

증가가 두드러진 구조자 이송작업시 발에 미치는 충격과 

압력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대원들에게 인솔이 장착된 작

업화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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