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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운용과 소방행정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1년부

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으로 측정하고,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토빗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광역차지단체의 소방행정 평균 효율성은 규모수

익불변 기술 효율성이 82.78 ± 18.12%로, 규모수익가변 기술 효율성(순수 기술 효율성)이 89.31 ± 12.46%로, 규모 효

율성이 91.72 ± 10.56%로 나타났다. 측정된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의용소방대 운용의 관계에서 의용소방대의 인력 비

율, 예산 비율, 그리고 법령의 시행은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하여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는 예산 비율이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의용

소방대 법령 시행은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의용소방대는 광

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and the efficiency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s. To this end, the efficiency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s of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ere measur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from 2011 to 2018.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 efficiency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fire administration was analyzed using 

a Tobit regression model. DEA found that the technical efficiency based on constant returns to scale was 82.78 ± 18.12%, 

the technical efficiency based on variable returns to scale was 89.31 ± 12.46%, and the efficiency of the scale was 91.72 

± 10.56%. Tobit regression analysis found the ratio of volunteer fire brigade personnel, the budget ratio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when the ratio of volunteer 

fire brigade personnel or ratio of budge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the enforcement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statute exerted a positive adjustment effect. This study thus shows that volunteer fire brigad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Keywords : Efficiency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 Civilian fire-fighting assistant, Volunteer fire brigade, Data 

envelopment analysis, Tobit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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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 지

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이 급

격하게 변화되었다(1). 건축물은 고층화가 되었고, 인구 밀

집도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화재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

고는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로 변화되었으며, 과거와 비교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2).

화재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행

정조직은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6).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사고를 안정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 소방인력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가외성을 반영한 정규 소방인력이 항상 

확보되어 있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

어, 충분한 규모의 정규 소방인력을 항상 보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행

정조직은 민간소방보조인력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소방기본법｣(법률 제11690호)(7) 일

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의

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44호)(8)로 

2014년 1월 28일 제정하게 된다. 법령제정 이후, 지역 민간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소방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정규 소방대의 활동을 보조

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행정안전부령 

제170호)(9). 

국내 학계에서는 다수의 학자가 의용소방대를 민간전문

봉사단체로 해석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리더십, 직

무만족도, 조직문화 등을 연구주제로 다루어 왔다(10-18). 이

에 대해 일부 학자는 소방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의용소방

대를 행정말단조직으로 해석해야 하고(19-20), 의용소방대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다루어질 때는 조직의 정체성을 고

려하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의용소

방대의 학술적 개념이 민간자원봉사조직이든 행정말단조

직이든 관계없이 선행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 자체의 활성

화 또는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

용소방대의 현실태를 기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지만, 소방보조인력의 운용과 소방

행정의 효율성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의용소방대의 도입 배경과 목적은 민간소방인력을 소방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방행정의 실현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사고의 대응이다. 그렇다면 넓게는 

‘소방보조인력의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 좁게는 

‘민간소방인력의 운용과 소방행정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

체의 규모에 의한 비효율성이 제거된 순수 기술 효율성과 

민간소방보조인력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소방보조인력으로 구분되는 의용소방

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소방행정의 개념과 범위

소방행정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행정학을 바탕으로 소방행정을 정의한다면 ｢소방

기본법｣(법률 제16770호)(21)에 의해 ‘화재를 예방ㆍ경계하

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공익 조직의 행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방행정에 대한 범위는 소방업무의 변천, 재난관리 생

애주기와 연계 등으로 논의할 수 있다(22,23). 재난관리 생애

주기를 이용하여 소방행정을 구분하면 예방소방행정, 대비

소방행정, 대응소방행정, 복구소방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

다(5,6,23,24).

재난관리에서 예방(mitigation) 활동은 미래에 발생할 가

능성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을 감

소시키며, 발생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

동을 의미한다. 소방행정과 연계하면, 예방소방행정으로는 

건축허가동의, 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고층건축물 등)의 현황 분석, 대형화재취약

대상 분석, 소방특별조사 등이 있다. 

재난관리에서 대비(preparedness) 활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발생 후 효

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활동을 위

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등 운영적인 준비장치를 갖추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방행정과 연계하면, 대비소방행정으로

는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체험관 운영 등이 있다.

재난관리에서 대응(response) 활동은 재해가 발생하고 나

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

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의미한다(5,6,23,24). 소방행정과 연계하면, 대

응소방행정으로는 화재진압, 구조ㆍ구난, 의료환자 보호 

및 후송,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재난관리에서 복구(recovery) 활동은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단계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방행정과 연

계하면, 복구소방행정으로는 급수ㆍ배수 지원, 제설 지원, 

이재민 지원 등이 있다. 

2.2 소방력과 의용소방대의 개념

소방력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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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21)을 바탕으로 소방력을 

정의한다면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수의 학자는 법령

에 따라 소방력의 요소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포함시킨

다.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해석

하는 관점이 달라 다양한 요소를 소방력에 포함시킨다. 

Yang 등(25)은 소방력을 ‘소방활동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

력과 장비 및 소화용수’로 정의하고 있다. Kim(26)은 소방력

을 ‘화재⋅구조⋅구급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소

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로 정의하고 

있다.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27)은 소방력을 

‘소방예산,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 소방 대응장

비, 구조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소방력이란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과 활동을 위한 모든 물적 자원 및 지원 요소도 

소방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소방력을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이 정의를 

사용하면 소방행정은 소방력 배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설

명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를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21)과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09호)(28)에 

이용하여 정의하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소방대’로 정의가 가능하다. 의용

소방대는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21) 제37조와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09호)(28) 제2

조에 근거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에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법률 제14809호)(28) 제7조에서 명시하는 의용소방

대의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다.

2.3 소방행정의 효율성 개념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효율성을 정의하여 사용하여

왔다. 효율성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원리

가 포함되어 있다(29-32).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성이란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

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파레토 최적성(pareto efficiency)이라 한다(33,34).

행정학적 관점에서 효율성에 대한 개념은 1970년 이후 

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사용하는 생산성의 개념을 차용하

면서 활용되기 시작했다(35). 그러나 행정학에서 생산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

어 사용되어왔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생산성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정부조직이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물과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소

방행정조직이 소방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물과 산

출물의 비율’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이는 능률성과 효과

성을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생산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효율성의 개념은 능률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

었으나 현대 공공행정부문은 생산성을 단순히 투입에 대한 

산출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 없어, 산출이 행정목표나 

사회적 기대수준의 충족 여부까지 효율성에 포함시켰다.

2.4 선행연구 검토

2.4.1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연구주제로 다룬 선행연구

는 극소수이며, 모두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Kim과 Lee(36)는 소방력(인력, 장비, 예산)의 효율적 배분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16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2006년부

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투입요소는 소방인

력, 소방예산, 소방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산출요소는 화재피

해경감액과 구조 건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 (CCR) 모형을 사용하였다. 

Cho(37)는 일선 소방서의 소방력의 적정 배분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경남 소재 소방서 18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투입요소는 소방인력, 소방예산, 소방장비를 사

용하였으며, 산출요소는 화재출동건수, 구조건수, 구급건

수, 소방검사대상물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CCR모형

과 모형과 Banker, Charnes and Cooper (BCC) 모형을 사용

하였다. 더하여 소방예산(예산구조)가 소방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Namgung과 Ha(38)도 일선 소방서의 소방력의 적정 배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에 있는 소방서 25개의 효율성

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1999년의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투입요소는 인력, 소방파출소수, 구급차수, 소방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산출요소는 화재출동건수, 구급건수, 

구급건수, 화재인명피해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CCR모형을 

사용하였다. 

2.4.2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행연구는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

구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질적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Lee 등(10), Byun 등(12), Han 등(39), 

Kim과 Lee(13), Woo(15)은 소방청 간행물과 참고문헌을 활용

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Yang 등(11), Choi와 and Choi(40), K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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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14)은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이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Lim(18)는 대전ㆍ충남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관리 및 교육ㆍ훈련, 소방공무원 관계, 봉사 

대상자 관계, 동료관계, 사회적 인정, 참여 동기, 참여 만족

이 의용소방대원의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Lee 등(16)은 세종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집단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합리

문화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Kim 등(41)도 세종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참여동기, 대인관계, 인정 및 보

상이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Lim 등(17)은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 만족

도 및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Shin(42)은 미국 

오클라호마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

하고,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방임형 리더십이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Woo 등(43)은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참여, 규범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aek 등(44)은 근접성이 불리한 대학 

기숙사에 대해 화재모의실험을 실시하고, 학생 의용소방대 

도입을 제안하였다. 

2.4.3 종합 및 한계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의

와 한계가 있다.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소방행정의 효

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는 투입요소를 소방인력, 소방

장비, 소방예산 등 소방력에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

며, 산출변수는 화재진압, 구조출동, 구급출동 등 재난관리 

생애주기에서 대응소방에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선행연구들은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에 있어 거시적 

관점을 활용함으로써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는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더하여 기존에 활용되지 않

은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다수의 투입요소와 다수의 산

출요소를 가지는 생산조직이 비모수적 분석법인 효율성을 

측정하여 방법론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효율성 측

정에 있어 투입요소의 소방인력을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

고 소방행정의 산출물을 대응소방행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행정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적인 소방행정의 효

율성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에 있어 투입변수는 소방보조인력으

로 분류되는 민간소방인력(의용소방대)을 고려해야 하며, 

산출변수에는 확장된 소방행정의 업무 영역을 반영할 필요

성이 존재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를 민간전문봉사단체로 해석하고 소방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자체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 방향은 모두 동일하였다. 의용소방

대의 도입목적이 소방보조인력으로서 민간소방인력을 활

용한 효율적인 소방행정의 실현과 예측하지 못한 재난사고 

대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소방보조인력과 소방행정의 효

율성 관계’ 또는 ‘민간소방인력의 운용과 소방행정 효율성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방법론적으로는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횡단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계열적 영향을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는 패널분석 등의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 인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방보조

인력으로서 민간소방인력으로 분류되는 의용소방대의 운

영과 소방행정 영역의 변화가 반영된 광역자치단체 소방행

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이 소방행정 효

율성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지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이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사용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

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는 토빗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서 Efficiency Measurement System, Stata 14.0, Excel 등의 프

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

계처리방법이 사용되었다.

3.2 자료수집

자료포락분석과 토빗회귀모형에 사용된 자료는 문헌으

로 수집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22).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자료는 2011년부

터 2018년까지 소방청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소방

청 통계연보의 변화로 인해 자료가 일부 없는 의용소방대

의 예산 등은 소방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시간적 범위

를 최근 8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연구에 사용되는 일부 자

료가 2011년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선정된 변인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사용된 인구, 면적 등의 

자료는 소방청 통계연보, 통계청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3.3 연구모형 및 변수선정

Figure 1은 본 논문에 사용된 연구 흐름을 나타낸 것이

다.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포락분석에서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예산이 투입변수로 사용되었으며, 

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구조출동, 화재피해경감,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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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및훈련, 소방특별조사가 산출변수로 사용되었다. 토빗회

귀분석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인력 비율, 예산 비율, 의용소

방대 법령을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자료포락분석에서 

측정된 순수 기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3.3.1 소방행정의 효율성 측정 모형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에 대한 조작

적 정의를 Table 1에 나타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투입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예산을 사용하였다. 

소방인력은 소방행정조직이 시민에게 안정적인 소방행

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원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21) 제2조와 ｢소방력 기준

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70호)(9) 제8조에 의하면 소

방인력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으로 나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수를 

소방인력으로 사용하였다. 의무소방원 수는 소방공무원 수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수와 비교하여 크게 작은 값으로 소

방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

고 소방인력에서 제외시켰다(22).

소방장비는 소방행정조직이 시민에게 안정적인 소방행

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펌프차 + 물탱크차 + 

화학차 + 고가차 + 굴절차 + 조연차 + 조명차 + 배연차 + 

무인방수 + 구급차 + 구조차 + 장비운반 + 굴삭기 + 행정

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체험차 + 화물차 + 오토

바이 + 소방헬기 + 소방정 + 기타차)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다만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본부 소방대

응장비 및 충남 임대헬기는 광역자치단체가 평상시 사용하

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에서 제외했다. 

소방예산은 소방행정조직이 시민에게 안정적인 소방행

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화로 정의하고 사용하였

다. 소방예산은 각 항목에 따라 인건비, 기본경비, 정책사

업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방예산

은 이러한 예산들의 전체 총합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45).

2) 투입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 화재진압출동, 구급출

동, 구조출동, 화재피해경감,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특별조

사를 사용하였다. 

화재진압출동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에 의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한 것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화재진압출동 건수는 소방대가 시민의 119신

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로 정의하였다. 

구급출동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위한 구급대의 출동으로 정의하고 사

용하였다. 구급출동 건수란 구급대가 시민의 119신고를 받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researc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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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동한 건수로 정의하였다. 

구조출동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위한 구조대의 

출동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구조출동 건수란 구급대가 

시민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로, 화재가 발생한 건

물 내에 수용되어 있던 중 자발적으로 대피한 자를 제외하

고, 화재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자

를 소방활동으로 사망자검색, 부상자구출, 인명구조 또는 

피난시킨 활동 실적을 산입한 수치로 정의하였다. 

화재피해경감액은 화재발생조사 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량과 소방대상물이 전소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피해액을 합산하여 그 차액을 경감액

으로 나타낸 지표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소방교육 및 훈련은 소방조직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

ㆍ통보ㆍ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

육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소방대

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했다.

소방특별조사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46)을 바탕으로 소방

특별조사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

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중 계획에 관계 공

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하는 

소방활동 행위’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3.3.2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 효율성의 관계 분석모형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 여부를 사용

Factor Variable name Definition Variable operation 

Input

Fire manpower 
Fire-fighting officer + Volunteer fire 

fighter

Population / 

(No. of fire-fighting officer + 

No. of volunteer fire fighter)

Fire-fighting equipment 

Pumper + Water tank car + High 

ladder vehicle + Ladder truck + Light 

and smoke control car + Light car + 

Smoke control car + Manless water 

truck + Ambulance + Rescue car + 

Transportation equipment car + 

Excavator + Administrative car + 

Command car + Patrol car + Safety 

test car + Fire experience car + Truck 

+ Motorcycle + Helicopter + Ship + 

Other

Fire manpower / 

Fire-fighting equipment

Fire service budget 
Personnel expenses + Basic expense + 

Policy project cost
Fire service budget / Population 

Output

Preventive fire 

administration

Special fire 

investigation 

Special fire investigation with annual 

plan

No. of investigation case / 

No. of subject to investigation

Prepared fire 

administration

Fire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Fire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of 

related persons of public use facilities 

and public use facilities

No. of person education / 

No. of education target

Response fire 

administration

Dispatch of fire 

suppression
No. of dispatch of fire suppression

No. of dispatch of fire 

suppression / Population 

Dispatch of 

first-aid
No. of dispatch of first-aid

No. of dispatch of first-aid / 

population 

Dispatch of 

rescue
No. of dispatch of rescue

No. of dispatch of rescue / 

population 

Fire damage 

mitigation

Property amount of damage mitigation 

+ Movable assets amount of damage 

mitigation

Amount of fire damage 

mitigation / Population density 

Table 1. Explanation of Variable for Efficiency Analysis of Fi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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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종속변수는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을 사용

하였다.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2에 나타냈고, 그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은 소방공무원 수 대비 의용소방

대원 수의 비율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예

산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소방예산 대비 의용소방대

의 예산 비율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의용소방대 법령 시

행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

다. 여기서 의용소방대 관계 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치단체 

법규 등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이란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으로 나

눈 값을 의미한다(29-31).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은 규모수익불변 기술적 효율성(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규모수익가변 기술적 효율성(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SE)이 있다. CCR 

모형에서의 효율성을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TE)이

라고 부르며, BCC 모형에서의 효율성을 순수 기술 효율성

(pure technical efficiency, PTE)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다음

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투입요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

해서 발생하고, 규모 비효율성은 산출수준이 규모수익 불

변에서 결정되지 않고 규모수익의 변화에서 균형이 이루어

질 때 발생한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로 발생하

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

용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순수 기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이 소방행정의 효율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인구, 면적, 

도시화, 의무소방대를 사용하였다. 소방력에 대한 고찰에

서, 인구, 면적, 도시화는 기준 소방력 산출과 소방력 배치에 

고려되는 변수이다(22). 이 때문에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

정의 효율성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3.3.3 연구가설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이 소방행정의 효율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은 소방행정의 순수 기

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은 소방행정의 순수 기

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actor Variable name Definition Data collection Variable operation 

Independent 

variable 

Ratio of human resource Ratio of VFF and FFO
2011-2018 Annual 

report of statistics of 

fire fighting

inside data of fire 

department 

No. of VFF

/ No. of FFO

Ratio of budget 

Ratio of volunteer fire 

brigade budget and fire 

service budget

Budget of volunteer fire 

brigade / Fire service 

budget

Enforcement of statutes

Implement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Dummy variable 

before 2013 year: 0

after 2014 year: 1

Dependent 

variable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DEA analysis Pure technical efficiency

Control 

variable

Population 
Popul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Statistical office 

Area Population of area

Urbanization Level of urbanization

(No. of industry-No. of 

1st industry) / No. of 

industry

Obligatory fire brigade Ratio of OFB and FFO
No. of OFB

/No. of FFO

Note) VFF: Volunteer fire fighter, FFO: Fire-fighting officer, OFB: Obligatory fire brigade,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Table 2. Explanation of Variable for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Analysis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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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소방행정의 순수 기

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이 소방행정의 순수 기

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

령 시행은 정(+)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이 소방행정의 순수 기

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정(+)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연구결과

4.1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소

방본부를 대상으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

물단위를 기초로 다투입 다산출 구조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인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자료포락분석법

은 최적화 방법에 따라 투입 최소화(input minimization) 방

식과 산출 최대화(output maximization)로 나뉠 수 있다. 투입 

최소화 방식은 동일한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을 최소

화하는 방법이며, 산출 최대화 방식은 현재의 투입하에서 산

출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자료포락분석법은 규모 방법에 

따라 CCR모형과 BCC모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29-31). CCR

모형은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고 있으며, BCC모형은 규모

수익변화를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행정의 효

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투입 최소화 방식과 BCC모형을 사

용하였다. 투입 최소화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소방행정의 

효율성 측정을 통해 순수 기술 효율성과 거시적 관점에서

의 소방력 재배치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BCC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조직

은 규모에 따른 수익(return to scale)이 가변 된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 BCC모형은 CCR모형의 확장된 형태로써 규모

수익변동을 가정하는 모형으로, CCR모형과 BCC모형에서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할 경우 ‘기술적 효율

성의 효율 계수 값의 차이’를 통하여 규모의 효율성 유무

를 판단할 수 있다. 즉, CCR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이라는 가정하에 모형이 도출되기 때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CCR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규모수익불변

을 완화하여 규모수익가변이란 가정을 적용하고 볼록성

(convexity) 필요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BCC모형으로 소방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Table 3은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소방행정의 CRS, VRS, 

그리고 SE의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결과이다. Figure 2는 

Table 3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3과 Figure 2에서 CRS는 82.78 ± 18.12%, VRS는 

89.31 ± 12.46%, SE는 91.72 ± 10.56%를 나타냈다. CRS가 

100%로 나타나는 의사결정단위(DMU)는 33개(25.78%)이

며, VRS가 100%인 DMU는 52개(40.63%)이다. 즉, 규모수

익불변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19개의 DMU는 규모수익 

가변에서 효율적인 DMU로 나타나면서 규모의 비효율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수익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소방행정의 효율성

(Figure 3)을 살펴보면, 규모수익불변(CRSe)이 33개(25.78%), 

규모수익체증(IRS)이 16개(12.50%), 규모수익체감(DRS)이 

Figure 2. Summary of efficiency analysis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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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61.72%)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은 모든 투입요소의 단

위증가에 따른 산출물의 증가 정도를 반영하는 장기개념이

다. CRSe는 모든 투입요소의 단위증가에 따라 산출물도 동

일한 비례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소방력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경우 산출물도 두 배로 증가하면 CRSe

라는 증거이다. IRS는 모든 투입요소의 단위증가에 따라 

산출물의 증가가 비례 이상인 경우이고, 반대로 DRS는 모

든 투입요소의 단위증가에 따라 산출물의 증가가 비례보다 

작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전체 128개 DMU 중 12.50%에 해

당하는 16개의 DMU는 소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규모수익

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생산구조의 투입분이 

적정 규모에 비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소투자 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DMU는 투입요소의 

증가율보다 산출요소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투입요소를 

증가시킬수록 생산 활동의 비효율성이 더 커짐을 뜻한다. 

이는 해당 DMU의 과잉투자 상태의 생산구조에 있음을 나

타낸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규모수익체감을 보인다. 

특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

산광역시는 DRS가 100%로 현재의 생산구조의 투입분이 

　Efficiency score
CRS efficiency VRS efficiency SE efficiency

No. of DMU Ratio (%) No. of DMU Ratio (%) No. of DMU Ratio (%)

100 33 25.78 52 40.63 33 25.78

Less than 90-100 31 24.22 27 21.09 49 38.28

Less than 80-90 14 10.94 9 7.03 22 22.66

Less than 80-70 14 10.94 29 22.66 16 12.50

Less than 70-60 17 13.28 11 8.59 0 0

Less than 60-70 18 14.06 0 0 0 0

Less than 50-40 0 0 0 0 0 0

Less than 40-30 0 0 0 0 0 0

Less than 30-2 0 0 0 0 1 0.78

Less than 20-10 1 0.78 0 0 0 0

Mean(%) 82.78 ± 18.12 89.31 ± 12.46 91.72 ± 10.56

Note) CRS: Constant return to scale, VRS: Variable returns-to-scale, SE: Scale efficiency, DMU: Decision making units 

Table 3. Results of Efficiency Analysis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Figure 3. Efficiency analysis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by returns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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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규모에 비교해 과잉투자 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소방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

킬 수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순수 기술 효율성에 대해 평균

을 살펴보면 Figure 4와 같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

은 순수 기술 효율성을 보이는 곳은 제주도(평균 99.08%)였으

며,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곳은 대구광역시(평균 

72.05%)였다. 순수 기술 효율성은 규모로 인한 비효율을 제

거하고 순수하게 기술적인 효율성만을 보여준다. 즉, 순수 

기술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4.2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

4.2.1 기초통계분석

Table 4와 Figure 5는 소방공무원 수, 의용소방대원 수, 

소방예산, 의용소방대 예산,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의용소

방대 예산 비율, 순수 기술 효율성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

과이다. 소방공무원 수와 의용소방대원 수의 합은 자료포

락분석의 투입변수에 사용되는 소방인력이다. 소방전체예

산에는 의용소방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의용소방대 인

력 비율은 [의용소방대원 수/(의용소방대원 수+소방공무원 

수)]이며,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은 (의용소방대 예산/소방

예산)으로 계산되었다. 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의 소방력 운용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값이다. 

Table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 수는 2,606 ± 

276명, 의용소방대원 수는 5,793 ± 44명, 소방예산은 2,281.06 

± 716.69억원, 의용소방대 예산은 36.84 ± 3.66억원, 의용소

방대 인력 비율은 64.68 ± 1.63%,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은 

1.83 ± 0.25%, 순수 기술 효율성은 89.31 ± 3.62%로 나타났다. 

Table 4와 Figure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의용소대원의 

비율은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4년도에 증가하

고 다시 2018년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이후부터 의용소방대원 비율과 의용소방대의 예산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소방공무원 수와 소방예산

이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체 의용소방

대원과 예산은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소방공

무원의 수와 전체예산이 증가하면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다.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도에 따른 순수 기술 

효율성의 변화도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4.2.2 패널토빗회귀분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역

자치단체 소방본부는 소방력 운용의 변화를 주었으며, 이

로 인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을 확

Figure 4. Mean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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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패널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6). 분

석에 사용된 모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용소방대원 비

율,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 의용소방대 법률이 순수 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토빗회귀모

형(Figure 6의 Tobit Model 1)이고, 다른 하나는 의용소방대

원 비율과 의용소방대 예산 비율이 순수 기술효율성에 영

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령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

하기 위한 토빗회귀모형(Figure 6의 Tobit Model 2와 Tobit 

Model 3)이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순수 기술 효율성 점수는 0과 1사이의 값만을 갖기 때

문에 일반적인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하면 회귀계수가 불일치하거나 편의 추정치(inconsistent 

and biased estimates)를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빗회귀모형을 사용해야 한다(47,48).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하한보다 작거나 상한보다 크면 관찰되지 않으

므로 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이라고도 불

Year

FFO

(persons)

(A)

VFF

(persons)

(B)

Budget of fire 

service (billion)

(C)

Budget of VFB 

(billion)

(D)

Ratio of VFF

(%)

[B/(A+B)]

Budget ratio

of VFB 

(D/C)

PTE

(%)

2011 2,348 5,893 1,747.75 32.16 66.18 2.037 90.86

2012 2,404 5,792 1,723.22 34.31 65.76 1.94 87.06

2013 2,399 5,758 1,691.31 32.79 65.75 1.90 84.34

2014 2,444 5,785 1,733.88 36.48 65.62 2.15 96.84

2015 2,572 5,766 1,954.47 36.78 64.94 1.93 89.11

2016 2,662 5,808 3,248.78 41.32 64.75 1.68 87.73

2017 2,900 5,779 2,915.97 39.15 62.95 1.52 88.93

2018 3,122 5,762 3,233.14 41.71 61.50 1.44 89.61

Mean 2,606 ± 276 5,793 ± 44 2,281.06 ± 716.69 36.84 ± 3.66 64.68 ± 1.63 1.83 ± 0.25 89.31 ± 3.62

Note）FFO: Fire-fighting officer, VFF: Volunteer fire fighter, VFB: Volunteer fire brigade, PTE: Pure technical efficiency

Table 4. Basic Statistics Analysis of Variable in Tobit Regression Model

Figure 5. Year-on-year variable of censored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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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자료포락분석의 효율성 관련 

영향요인 분석할 때 토빗회귀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49-51). 하지만 로지

시틱 회귀분석와 마찬가지로 토빗분석에서는 R2를 대신하

여 Pseudo R2 값이 제공된다. 토빗회귀모형은 모형적합성

을 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회귀계수 추정치(coefficient 

estimate)의 유의성을 갖고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한계

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얻은 소방력 운영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의용소방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토빗모형의 독립변인으

로는 의용소방대의 인력, 의용소방대의 예산,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빗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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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DMU의 순수 기술 효율성 점수, ′는 미지

의 모수 벡터, 

는 순수 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

명변수, 

는 평균이 0,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가진 잔차, 



와 


는 순수 기술 효율성 점수의 상하한선, 



는 직접 

관찰되지 않은 잠재변수를 의미한다. 

는 잠재변수 



가 1

미만 또는 1이상의 값인지 여부에 따라 


를 결정하는데 사

용된다. 1이상의 


에 대해서는 1의 값으로 절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8개 년도에 걸쳐 수집된 패널자료

를 사용하므로 이에 적합한 모형을 고려한다. 패널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횡단모형을 활용한 분석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횡단 자료분석은 변수 간의 정적인 

관계만 추정이 된다. 반면, 패널모형은 패널 개체를 반복하

여 관찰하기 때문에 동적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패널 개체

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적 특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모형설정의 오류도 

감소시킬 수 있다(52).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

공하므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독립변수를 다

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완화시키는 장점도 있다. 패널토빗모형은 다음과 같은 

오차성분 모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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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확률변수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

널의 개체 특성을 나타낸다. 패널개체의 고유 특성(이질성)

을 나타내는 

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또는 확률효과

(random effects)로 처리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

과모형은 분석에서 각 연도별로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

을 고려한다. 그에 따라 불편추정량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정효과의 경우 연도별로 변하지 않는 독립

변수는 차분을 통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효과를 추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

을 기반한 패널분석을 활용하였다. 

Table 5는 패널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ure 6의 

Tobit Model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인력 비

율, 의용소방대의 예산 비율, 의용소방대 법령의 시행은 소

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igure 6의 Tobit Model 2와 

Tobit Model 3에서는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는 예산 비율

이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때 의용소

방대 법령의 시행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의용소방대의 도입목적은 민간소방인력을 활용한 효율

적인 소방행정의 실현과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사고의 대응

이었다. Tobit Model의 분석결과로부터, 민간소방인력의 도

Tobit Model 1

Tobit Model 2

Tobit Model 3

Figure 6. Tobit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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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활용은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토빗회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의 운

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

리가 가능하다. Figure 6의 Tobit Model 1의 결과를 살펴보

면,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는 예산 비율이 증가할 때 순

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하여 의용소방대 법령의 시행으로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대비 의용

소방대 인력 비율, 예산 비율이 증가할 때 순수 기술 효율

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순수 기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대비 

의용소방대의 인력과 소방전체예산 대비 의용소방대의 예

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Figure 6의 Tobit Model 2와 Tobit Model 3의 결과를 살펴

보면,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는 예산 비율이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령의 시행은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용소방대의 인력 비율 또는 예

산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방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은 같이 

증가하는데, 의용소방대 법령의 시행은 순수기술성의 효과

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소방행정조

직이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나서, 법령의 제정비를 

할 때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토빗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가

설에 대한 검정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았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보조인력과 소방인력의 

Factor Explanation of variable Tobit Model 1 Tobit Model 2 Tobit Model 3

Ratio of human resource

No. of volunteer fire 

fighter

/No. of volunteer fire 

fighter

.3468516

(2.20)
**

.306154

(1.96)
*

.3683732

(2.27)
**

Ratio of budget 

Budget of volunteer fire 

brigade

/Fire service budget

.0646301

(4.52)
***

.065096

(4.53)
***

.049378

(3.40)
***

Enforcement of statutes
Before 2013 year: 0

After 2014 year: 1

.065354

(3.26)
***

- -

Ratio of human resource

×Enforcement of statutes
- -

.1055021

(3.32)
***

-

Ratio of budget 

××Enforcement of statutes
- - -

.0326119

(3.05)
****

Population 
Popul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2.64 × 10-17

(6.81)
***

2.48 × 10-8

(6.82)
***

2.53 × 10-8

(6.82)
***

Area Population of area
-1.76 × 10-6

(-0.61)

-1.78 × 10-6

(-0.62)

-1.98 × 10-6

(-0.67)

Urbanization Level of urbanization
-33.46019

(-3.97)*
**

-33.98261

(-4.00)
***

-33.52367

(-3.88)
***

Obligatory fire brigade 

Ratio of obligatory fire 

brigade and fire-fighting 

officer 

-.5911302

(-0.93)

-.7553088

(-1.15)

-.8389165

(-1.24)

Constant -
33.90845

(4.01)
***

34.45897

(4.05)
***

33.9986

(3.93)
***

Wald chi2 - 1.93.91
***

191.83
***

185.37
***

Log-likelihood - 33.90845 42.512545 41.824994

Note) *p < 0.1, **p < 0.05, ***p < 0.01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Analysis of Fire 
Administration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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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성 관계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소방보조

인력으로서 민간소방인력으로 분류되는 의용소방대에 주

목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업무 영역 변화가 반영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민간소방보조인력(의용소방대)의 운용과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의 관계가 어떠한지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

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으로 측정하였

고,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

의 효율성을 토빗회귀분석으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CRS는 82.78 ± 18.12%, VRS는 89.31 ± 12.46%, 

SE는 91.72 ± 10.56%를 나타내었다. CRS가 100%로 보이는 

DMU는 33개(25.78%)로 나타나고 있고, VRS가 100%인 DMU

는 52개(40.63%)로 나타나고 있다. CRS에서 나타나는 비효

율적인 19개의 DMU는 VRS에서 효율적인 DMU로 나타나

면서 규모의 비효율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수

익 측면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CRSe가 33개(25.78%), IRS

가 16개(12.50%), DRS가 79개(61.72%)로 나타났다. IRS로 

나타난 16개 DMU는 소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규모수익을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소방행정의 효율성은 중도절단된 자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의용소방대의 인

력 비율, 의용소방대의 예산 비율, 그리고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광역자치단체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는 예산 비율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정(+)의 조절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종합하여 소방보조인

력의 활용 측면에서 해석하면, 의용소방대라는 민간소방보

조인력은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

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소방보조인력으로서 민간소방인력의 운용(의용소

방대의 운용)과 소방행정의 업무 변화가 포함된 광역자치

단체의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

는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소방보조인력의 운용

과 소방행정의 업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소방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보조인력으로서 민

간소방인력으로 분류되는 의용소방대를 소방인력으로 포

함시키고, 소방행정의 업무 변화(예비소방행정, 대비소방

행정, 대응소방행정)를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효율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

의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비프론티어(non-frontier)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가

능한 집단이 없고, 다투입과 다산출의 생산구조를 갖는 소

방행정조직을 자료포락분석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소방행정 효율성을 논의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분석하였다. 의용소방대의 도입 

목적은 소방보조인력으로서 민간소방인력을 활용한 효율

적인 소방행정의 실현과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사고의 대응

이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의용소방대 자체의 활성화 방

안을 논의하거나 의용소방대와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이론

적으로만 연계하여 논의하는데 본 연구는 소방행정의 효율

성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용과 소

Hypothesis Contents

Degree of 

acceptance 

and rejection 

Hypothesis 1-1
The ratio of human resource of volunteer fire brigad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Acceptance 

Hypothesis 1-2
The ratio of budget of volunteer fire brigad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Acceptance 

Hypothesis 1-3
The ratio of enforcement of statutes related volunteer fire brigad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Acceptance 

Hypothesis 2-1

When the ratio of human resource of volunteer fire brigade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enforcement of statutes related volunteer fire 

brigade will have a positive regulation effect.

Acceptance 

Hypothesis 2-2

When the ratio of budget of volunteer fire brigade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of fire administration, enforcement of statutes related volunteer fire 

brigade will have a positive regulation effect.

Acceptance 

Table 6.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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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의 효율성 관계에서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다

수 선행연구는 사례연구나 횡단분석연구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여 시계열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

대의 인력 비율, 예산 비율,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소방

행정의 순수 기술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운

용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 조직의 일부 업무를 의용소방대 조직에 

새롭게 위임, 위탁, 또는 이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

둘째,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며, 의용소방대 인력 비율 또

는 예산 비율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때 의용소방대 법령 시행은 유의미한 정(+)의 조

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

가직화 이후 소방 관련 법령을 재정비 함에 있어, 의용소방

대의 법령 개정이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강하게 영향을 받

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측

정한 결과, 규모수익불변이 33개(625.78%), 규모수익체증이 

16개(12.50%), 규모수입체감이 79개(61.72%)로 나타났다. 

규모수익은 모든 투입요소의 단위증가에 따른 산출물의 증

가 정도를 반영하는 장기개념이다. 규모수익체증은 모든 

투입요소의 단위증가에 따라 산출물의 증가가 비례 이상인 

경우이고, 반대로 규모수익체감은 모든 투입요소의 단위증

가에 따란 산출물의 증가가 비례보다 작은 경우이다. 그러

므로 소방행정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소방력의 추가 배치, 

소방력의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보조인력으로서 민

간소방인력 운영과 소방행정의 업무 변화를 반영한 소방행

정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는 점,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논의하였

다는 점,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소방인력 운영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를 논의하였다는 점, 광역자치단체의 의용소방

대 운용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관계에서 패널분석을 실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소방행정의 효율성 측정에서 소방행정의 변천과 

업무 영역의 확대 모두 반영하지 못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

어, 예방소방행정에는 건축허가동의, 소방대상물 현황분석, 

소방특별조사 등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소방특별조사만을 예방소방행정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소방특별조사가 예방소방행

정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둘째, 자료포락분석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자료

포락분석를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 

집단, 비효율적 집단으로 구분되고, 비효율적 집단에 대해

서만 효율성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 집단에 

대해 순위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그룹의 의

사결정단위도 순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즉, 자료포락분석 결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 

집단 내에서의 순위정보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자료포락분

석으로는 이를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하여 자료

포락분석에서는 산출해 주는 효율성은 상대적 효율성일 뿐 

절대적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패널자료의 시간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

지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 자료만 사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더 넓은 시간적 

범위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민

간행정보조조직을 통제변수에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만약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개념을 자원봉사조직으로 

해석한다면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민간행정보조조직도 소방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범대, 

지역새마을운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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