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1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Original Research

Evaluation of Korean Firefighters’ Fitness Using 
Candidate Physical Ability Test: Pilot Study

Ji-Been Kim, Ph.D.1*, Kyung-Tea Kim, MS1, Young-Seuk Cho, Ph.D.2, Dong-Il Seo, Ph.D.3, Wook 
Song, Ph.D.4,5, Han-Joon Lee, Ph.D.6, Hyun-Joo Kang, Ph.D.7, Chung-Gun Lee, Ph.D.4, Yeon-
Soon Ahn, MD.8, Jung-Jun Park, Ph.D.1,**

1 Division of Sports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Statist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3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Republic of Korea
4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Institute of Spor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5 Institute on Ag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6 School of Sport Science, University of Ulsan, Ulsan, Republic of Korea
7 Department of Sports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8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Genomic Cohort Institute, Yonsei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Republic of Korea

Received: April 21, 2022
Accepted: June 17, 2022
Published online: July 31, 2022

Keywords:
Candidate Physical Ability Test
Firefighter
Physical Fitness
VO2max

ABSTRACT

OBJECTIVES The Candidate Physical Ability Capability Test (CPAT) is a complex performance test to assess 
whether firefighters have sufficient ability to meet the physical demands of firefighting, and is widely used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North America. In South Korea, however, simple basic physical fitness 
assessments are still used for firefighters’ fitness evaluation. Here, we report the physical fitness of Korean 
firefighters using the CPA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METHODS Eighteen male Korean firefighters aged between 20 to 30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measured for maximum oxygen consumption (VO2max) by using gas analyzer and cycle 
ergometer before CPAT. On a separate day, each subject performed CPAT with the best effort. Each subject’s 
oxygen consumption (VO₂), heart rate (HR) and completion time were measured during the CPAT. The results 
of CPAT were analyzed based on VO2max and HRmax and compared to the those of previous study from North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RESULTS VO2max was significantly (p< .001) lower and HRmax was significantly (p< .05) higher in Korean 
firefighters (45.4±4.6 ml/kg/min and 194.2±2.1 beat/min) than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53.0±7.4 ml/
kg/min and 188.0±8.0 beat/min). During CPAT, Korean firefighters showed 69.4±15.8 %VO2max and 87.6±7.8 
%HRmax and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had 73.1±8.0 %VO2max and 90.1±5.3 %HRmax, but thes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completed time of CPAT was significantly slower in Korean firefighters 
than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726.8±84.6 sec vs. 512.0±51.0 sec, p<.001).

CONCLUSIONS Korean firefighters have lower cardiorespiratory endurance capacity and CPAT performance 
than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In addition, Korean firefighters did not complete the CPAT within 
the pass time limit. It suggests that Korean firefighters need to improve more physical ability for physical 
demands of fire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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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10년간 한국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사고는 꾸

준히 증가하였다[1]. 이는 사회 발전으로 인해 소방 활

동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현장 출동 건수가 증가하여 소

방 직무 시 신체적 부담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 특히 화재 현장에서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

를 보호하기 위해 22-30 kg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

고 직무를 수행하면 산소섭취량(VO
2
)이 0.8-1.2 l/min 

증가하고 심박수(HR)가 최대심박수(HR
max

)의 90-99%

까지 증가한다[3-6]. 

이처럼 고강도의 소방 직무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등이 

요구된다[7-10]. 여러 체력 요소 중 심폐지구력의 경

우, 최대산소섭취량(VO
2max

) 45-48.5 ml/kg/min 정도

의 체력 수준이 요구된다[11,12]. VO
2max

가 43 ml/kg/

min 미만인 경우 부상 위험이 2.2배 높아지며 심폐지구

력을 1 MET 증가시키면 부상 가능성을 14%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소방 직무에 필요한 높은 체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

해 주기적인 체력 평가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한국 소

방관은 기초체력평가(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20 m 왕복 오

래달리기)를 활용해 체력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소방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체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14]. 특히, 소방 현

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체력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방 업무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 동작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체력검사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소방 직무 관련 활동으로 구성된 체력평가를 활용해

오고 있다[9,15].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소방관의 직

무 관련 체력검사를 위해 국제소방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 IAFF)와 국제소방기관

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Chiefs; 

IAFC)가 공동 개발한 소방관선발체력검사(candidate 

physical ability test; CPAT)를 사용하고 있다[16]. 

CPAT는 계단 오르기, 호스 끌고 당기기, 장비 이동하

기, 사다리 올리기 및 전개하기, 강제 진입하기, 수색하

기, 구조하기, 천장 밀고 당기기로 구성된 8개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검사이며 남녀 구분 없이 10

분 20초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 CPAT의 모든 작업에

서 높은 수준의 유산소성 능력이 필요하며, 10분 20초 

이내에 통과한 집단이 통과하지 못한 집단보다 최대산

소섭취량, 근력, 근지구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된 바 있다[17]. 이러한 결과는 CPAT가 소방 직무

에 필요한 체력 요소인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체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CPAT와 같은 소방 직무 관련 

활동으로 구성된 체력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소방관의 

체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CPAT

를 통해 소방관의 체력을 평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한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CPAT를 이용해서 소방 직무 관련 체력을 평

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B 광역시 남성 신입 소방관 21명으

로 선정하였다. 신체활동준비설문지(Revision of the 

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PAR-Q & 

YOU)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위험이 없는 대상자를 모

집하였다[18]. 연구 대상자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Y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No. CR318031)

을 받은 동의서에 서명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3명의 최대운동부하검사 결과가 VO
2max 

판

정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8

명의 결과만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ge, height and weight in Korean and North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KFa) NFb) t p

Age (yrs) 25.7±2.1 24.3±5.6 1.017 0.314

Height (cm) 177.2±3.9 180.0±6.9 -1.555 0.127

Weight (kg) 73.5±6.3 81.8±12.2 -2.008 0.051

Values are M±SD
a) Korean Firefighters
b) North America Firefighter candidates

실험 절차

본 연구는 CPAT를 통해 한국 소방관의 소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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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체력을 평가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최대운

동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최대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여 

VO
2max

와
 
HR

max
를 측정하였다. 이 후 48시간 이상의 휴

식을 취한 후, CPAT를 실시하여 소방 직무 관련 체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휴대용 가스 분석기와 무선 심박수 

측정계를 이용하여 VO
2
와 HR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는 북미 소방관 지원자를 대상으로 CPAT을 실시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 분석하였다[17].  

측정 항목 및 방법

1) 최대운동부하검사

(1) 한국 소방관의 최대운동부하검사

VO
2max

와 HR
max

는 휴대용 가스 분석기(K5, 

COSMED, Rome, Italy)와 무선 심박수 측정계(H10, 

Polar, Kempele, Finland)를 착용하고 Åstrand 

protocol에 따라 자전거 에르고미터(Corval, Lode BV, 

Groningen,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9]. 

휴대용 가스 분석기는 30분 동안 예열한 후 16% 혼합

가스(High Cal. O
2
 16%, CO

2
 5%)와 실린더(3 ℓ)를 이

용하여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하였다. VO
2max

의 판

정 기준은 HR이 예측된 최대심박수의 90% 이상이거나, 

호흡교환율이 1.15 이상인 경우, 또는 운동 부하가 증

가함에도 VO
2
의 변화가 없는 고원현상이 나타나는 경

우로 결정하였다[20]. 

(2)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최대운동부하검사

VO
2max

와 HR
max

는 휴대용 가스 분석기(K4, 

COSMED, Rome, Italy)와 무선 심박수 측정계(H10, 

Polar, Kempele, Finland)를 착용하고 트레드밀

(Quinton, Aimcardio, Washington,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VO
2max

 측정을 위해 트레드밀 위에서 4분 

준비운동을 실시 후 2분 마다 속도를 1.6km/h씩 증가

시키고, 경사도를 2%씩 높여 연구대상자가 체력적 한

계 상태에 도달하여 중단을 요청할 때 검사를 종료하였

다. VO
2max

는 검사 마지막 1분 동안 가장 높은 20초의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17].

2) CPAT

(1) 한국 소방관의 CPAT

연구대상자의 CPAT 수행 이전에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8개 작업 중 구조하

기 작업의 더미 무게와 천장 밀고 당기기 작업의 구조

물 무게가 한국 소방관에게는 다소 무거워 CAPT 완료

하지 못하였다. CPAT 수행완료 자체가 불가능하였으

므로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두 작업의 

무게를 표준 CPAT의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

시하였다. 한국 소방관이 수행한 CPAT는 약 22 kg 소

방용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8개의 작업을 연속적으

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작업 사

이의 이동 거리는 25 m이며,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였

다. CPAT 수행 중 연구 대상자의 VO
2
 및 HR은 휴대용 

호흡 가스 분석기(K5, COSMED, Rome, Italy)와 무선 

심박수 측정계(H10, Polar, Kempele, Finland)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스탑워치를 활용해 수행 시간을 기

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AFF와 IAFC에서 개

발한 CPAT를 한국 소방서의 공간 및 장비 등의 물리적 

여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original and modified CPAT

Type Original CPATa) Modified CPATa)

1) Stair climb Walk for 3 minutes on 
a stepmill at 60steps/
min

Climb 180steps

2) Hose drag Move 22.86m while 
dragging the 45mm 
hose and pull the hose 
15.24m

Move 30m while 
dragging the 65mm hose 
and pull the hose 15m

3) Equipment 
carry

Hold 2 
chainsaws(10kg) in 
each hand and move 
22.86m

Hold the power 
shear(10kg) and the 
chainsaw(10kg) in each 
hand and move 25m

4) Ladder raise 
and extension

Set up a fixed 
ladder(7.23m) against 
a wall, deploy and 
lower

Stand the ladder(7m) 
against the wall, deploy 
and lower

5) Forcible 
entry

Hit the force 
measuring device with 
a hammer(4.54kg)

Hit the target 3 times 
using a hammer(5kg)

6) Search Search the maze 
tunnel

Round-trip movement 
through the tunnel(10m) 
in a crawling position

7) Rescue Move 21.33m 
while dragging a 
dummy(78.4kg)

Move 20m while 
dragging a dummy(50kg)

8) Ceiling 
breach and pull

4 sets of lifting a 27kg 
door 3 times and 
pulling a 36kg door 
5 times

4 sets of lifting a 20kg 
object 3 times and 
pulling a 30kg object 5 
times

a) Candidate Physical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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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CPAT

북미 소방관 지원자가 수행한 CPAT는 약 22.68 kg 

소방용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8개의 작업을 연속적

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작업 사

이의 이동 거리는 22.9 m이며,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였

다. CPAT 수행 중 연구 대상자의 VO
2
 및 HR은 휴대용 

호흡 가스 분석기(K4, COSMED, Rome, Italy)와 무선 

심박수 측정계(H10, Polar, Kempele, Finland)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스탑워치를 활용해 수행 시간을 기

록하였다[17]. 북미 소방관 지원자가 수행한 CPAT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과 같다.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소방관의 VO
2max

, HR
max

, CPAT 수행 중 VO
2
, %VO

2amx
, 

HR, %HR
max

, 수행 시간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이 중 VO
2max

, HR
max

, CPAT 수행 중 %VO
2amx

, %HR
max

, 

수행 시간의 결과를 선행연구에 보고된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정(One 

sample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α= .05

로 설정하였다.

결과

최대산소섭취량 및 최대심박수

한국 소방관의 VO
2max

와 HR
max

의 측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VO
2max

는 선행연구에

서 권고한 소방관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45-

48.5 ml/kg/min)을 겨우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2]. 하지만 HR
max

는 예측된 최대심박수의 100%

에 가깝게 나타났다.

CPAT

한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CPAT 수행 결과

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CPAT 수행 시간

은 통과 기준인 10분 20초보다 약 1분 46초 더 소요

된 것으로 나타났다. VO
2
는 전 구간에서 최저 23.6 ml/

min/kg, 최고 34.7 ml/min/kg, 평균 30.8 ml/min/kg

으로 나타났다. %VO
2max

 기준으로는 최저 53.1%, 최

고 78.0%, 평균 69.4%이며, 이는 ACSM에서 권고하는 

고강도(64~90% VO
2max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HR은 최저 157.3 beat/min, 최고 186.9 beat/

min, 평균 170.1 beat/min으로 나타났으며, %HR
max

 기

준으로 최저 81.0%, 최고 96.2%, 평균 87.6%이다. HR

을 기준으로도 ACSM에서 권고하는 고강도 (77~95% 

HR
max

)로 나타났다. 특히, HR은 CPAT 첫번째 작업부

터 마지막 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이는 활동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 소방관과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체력 비교

본 연구는 한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CPAT를 실시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연구 결과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

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중 유일하게 본 연구와 측정 항목 

및 방법이 유사한 북미 소방 연구 결과와 단일표본 t-검

정을 이용해서 한국 소방관의 CPAT 결과를 비교 · 분

석하였다[17]. 한국 소방관과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단

일표본 t-검정 결과 중 연령, 신장, 체중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1) 최대산소섭취량 및 최대심박수 비교

한국 소방관의 VO
2max

는 북미 소방관 지원자에 비해

서 약 15% 유의하게(p= .001)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HR
max

는 한국 소방관이 북미 소방관 지원자보다 약 3% 

유의하게(p= .0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CPAT 수행 비교

한국 소방관과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CPAT 수행 결

과는 <Table 3>와 같다. CPAT 수행 시간은 한국 소방

관이 북미 소방관 지원자에 비해 약 3분 34초 유의하게

Table 3. VO2max, HRmax, and CPAT performance in Korean firefighters 
and North American firefighter candidates.

KFb) NFc) t p

VO2max (ml/kg/
min)

45.4±6.6 53.0±7.4 -3.619 0.001

HRmax (beat/min) 194.2±2.1 188.0±8.0 3.213 0.002

CPATa) 
completion time 
(sec)

726.8±84.6 512.0±51.0 10.759 < 0.001

%VO2max (%) 69.4±15.8 73.1±8.0 -1.102 0.276

%HRmax (%) 87.6±7.8 90.1±5.3 -1.347 0.184

Values are M±SD
a) Candidate Physical Ability Test
b) Korean Firefighters
c) North America Firefighter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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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CPAT 수행 시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VO
2max

는 한국 소방관이 북

미 소방관 지원자에 비해 약 3.7% 낮게 나타났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HR
max

는 한국 소방관이 북미 소방관 

지원자에 비해 약 2.4% 낮게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논의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화재현장에서 진압, 구조, 구

급 등의 다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심

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등의 체력 요소를 필

요로 하며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된다[9,22]. 소방관

의 공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5%를 차지하고 있는 심

혈관질환은 심폐지구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

며[26] 심폐지구력은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보고되고 있어 소방관에게 중요한 체력지

표이다[27]. 일반적으로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는 지표

로써 VO
2max

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28,29], 소방관

의 VO
2max

 능력은 소방 직무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9,23-25]. 본 연구

에서 한국 소방관의 VO
2max

는 45.4 ml/kg/min으로 나

타났다. 해당 수치는 VO
2max

가 43-48 ml/kg/min인 경

우, 48 ml/kg/min를 초과하는 소방관에 비해 부상 위험

이 1.3-2.2배 높다고 보고한 Poplin 등[13]의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한국 소방관 역시 VO
2max

가 48 ml/kg/

min을 초과하는 소방관에 비해 부상 위험이 1.3-2.2배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VO
2max

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 소방관이 약 7.6 ml/kg/

min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VO
2max

 측정 시 트레드

밀과 자전거 에르고미터의 측정 장비 차이로 인해 한

국 소방관의 VO
2max

가 과소평가 되었음을 감안하더라

도 한국 소방관이 북미 소방관 지원자 보다 VO
2max

 수

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30]. 심지어 한국 소방관은 

북미 소방관 여성 지원자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다(p= .008)[17]. 한국 소방관의 VO
2max

는 권고되

는 수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북미 소방관 지원자보다 

낮게 나타나 소방 직무 수행하는데 체력적으로 어려움

이 예상되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CPAT를 활용해 소방 직무 관련 

체력을 평가하였는데, CPAT를 실시하기 이전에 한국 

소방서의 물리적 여건(공간 및 장비)과 CPAT 수행 체

력을 고려한 예비 검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CPAT 8개 작업 중 구조하기와 

천장 밀고 당기기 2개의 작업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CPAT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불가피하게 해당 작업의 

강도를 표준 CPAT의 무게의 80% 수준으로 하향조절

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조하기 작업에서 

이용되는 78.4 kg의 더미를 50kg으로, 천장 밀고 당기

기 작업에서는 천장 밀기는 27kg에서 20kg으로, 천장 

Table 4. VO2, HR, %VO2max, %HRmax, completion time during CPAT

CPATa) Event %V O2max (%) %HRmax (%) VO2max (ml/kg/min) HR (beat/min) Completion time (sec)

Stair climb 78.0±12.5 81.0±6.0 34.7±2.5 157.3±11.9 126.0±14.1

Hose drag 53.1±10.0 81.7±6.8 23.6±2.5 157.7±13.8 35.5±4.4

Equipment carry 71.1±13.7 85.1±6.2 31.6±3.6 165.3±12.4 27.3±5.6

Ladder raise and 
extension 67.7±15.0 86.8±6.2 30.0±4.1 168.6±12.2 85.7±14.7

Forcible entry 61.0±14.6 85.1±6.6 27.0±3.9 165.5±12.8 7.1±0.9

Search 71.9±13.4 90.6±5.2 32.0±3.5 176.0±10.0 83.1±27.0

Rescue 75.2±16.1 94.6±4.5 33.4±5.1 183.8±8.8 30.9±4.5

Ceiling breach and pull 76.9±15.9 96.2±3.7 34.1±4.7 186.9±7.7 76.1±19.2

Average 69.4±15.8 87.6±7.8 30.8±3.0 170.1±10.5 -

Sum - - - - 726.8±84.6

Values are M±SD
a) Candidate Physical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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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근력 및 근지구력이 북미 소방관 지원자 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2]. 한국 소방관과 북

미 소방관 지원자의 근력 및 근지구력 비교를 위해 공

통적으로 측정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

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 소방관이 더 많은 소요시간

을 보인 작업들은 주로 무게를 이동시키는 동작을 포함

하고 있어 심폐지구력 뿐만 아니라 근력 및 근지구력의 

체력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

처럼 CPAT를 활용하여 한국 소방관의 직무 관련 체력

을 분석해 보았을 때, 북미 소방관 지원자보다 낮은 체

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한 소방관은 현재 한국 소방

관의 체력평가인 기초체력검사의 합격 기준을 모두 통

과하는 수준임에도 소방 직무 관련 체력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소방관의 체력에 관한 

연구가 주로 기초체력평가를 통해 도출된 독립적인 심

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등의 신체능력과 소

방 직무 수행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루어져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기초체력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33-36]. 기초체력평가의 각각의 항

목이 소방 직무 관련 체력과 상관성을 가지지만, 개별적

인 신체능력을 평가하는 기초체력평가의 결과가 복합적

인 체력 능력이 요구되는 소방 직무에 적합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14]. 

본 연구는 한국 소방관의 VO
2max

와 HR
max

를 측정하

고 한국 최초로 소방 직무 관련 체력 평가인 CPAT를 활

용하여 체력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북미 소방관 지원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단일 표본 t 검증을 통해 한국 

소방관의 객관적인 체력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한국 소방관은 원활한 소방 직무 수행과 심혈관질환

의 공상을 줄이기 위해 VO
2max

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AT 수행 시

간이 통과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미 소방관 

지원자의 기록보다 느리게 나타나 소방 직무 관련 체력

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소방관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고 소방활동에 요구되는 

체력수준을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직무활동을 실

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 20대 남성 소방관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후속 연구들은 직무

당기기는 36kg에서 30kg으로 하향조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CPAT 수행 중 나타난 VO
2max

의 상

대적 강도와 HR
max

의 상대적 강도는 북미 소방관 지원

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CPAT 수행 강도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소방 훈련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훈련 중의 VO
2
는 33.9 ml/kg/min이고 

HR은 168 beat/min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화재 현장에

서는 63.0% VO
2max

, 88.0% HR
max

에 이르는 높은 강도

의 신체적 부담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22, 31]. 이

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CPAT 수행 중 산소섭취량

은 30.8 ml/kg/min이고 VO
2max

의 상대적 강도는 69.4%

로 나타났으며 심박수는 170.1 beat/min이고 HR
max

의 

상대적 강도는 87.6%로 나타났다. 이 또한 본 연구에

서 실시한 CPAT의 강도가 소방 직무 수행 시 나타나는 

강도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CPAT의 일부 작업에서 표준 CPAT와 비교했

을 때 동작 및 무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국 소방관

에게 소방 직무 관련 체력 평가로써 적절한 강도로 수

정되었다고 사료된다. 

CPAT는 완료시간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준거지

향평가로써 8개의 작업구간을 빠르게 통과할수록 높은 

수준의 소방 직무 관련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수정된 CPAT를 활용해 한국 소방관의 소방 직무 

관련 체력을 평가하였을 때, CPAT 수행 시간은 12분 6

초로 통과 기준 시간인 10분 20초 보다 1분 46초 더 소

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소방관의 CPAT 수행 

시간은 선행연구의 북미 소방관 남성 지원자의 CPAT 

수행 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

지어 선행연구의 북미 소방관 여성 지원자의 수행 시간

(676.0±88.0 sec)과 유사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p= .293). 이는 한국 소방관과 북미 소방관 남성 지원

자의 CPAT 수행 중 최대산소섭취량과 최대심박수의 상

대적 강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되었지만 북미 소방

관 지원자의 최대산소섭취량이 더 높기 때문에 CPAT를 

빠르게 수행 가능하여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CPAT 선행연

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호스 끌기와 사다리 올리기 및 

전개하기, 천장 밀고 당기기 작업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17], 그 이유는 해당 작업에 

무게를 이동시키는 동작이 있어 심폐지구력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근력 및 근지구력을 필요로 하여 한국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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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별, 성별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방관의 최대산소섭취량
 
및 

CPAT를 통한 소방 직무 관련 체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 소방관의 VO
2max

는 원활한 직

무 수행을 위한 권고 기준보다 낮았고 CPAT 수행 시간

은 CPAT 통과 기준 시간보다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한국 소방관의 체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

을 보이며 특히 직무 관련 체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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