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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한 학술적 

개념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정의, 유래, 변천사, 활동사항, 특징 등을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과 동일한지 재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그리고 제9조(의용

소방대원의 근무 등)에 의해 의용소방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was dealing with the change of academic meaning for activities of volunteer firefighter by enforcement of  ｢Act 

on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For that, we checked the references including definition, origin, 

history,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volunteer firefighter.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differentiating activit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volunteer firefighter and the general volunteer. In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lunteer 

firefighter activities did not have with the spontaneity of the general volunteer activities due to Article 3 (appointment of 

volunteer firefighter), Article 4 (dismissal of volunteer firefighter), and Article 9 (working conditions of volunteer firefighter, 

etc) of ｢Act on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Finally, we could not interpre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ies of volunteer firefither is same with the general volunteer activities. The result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research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Keywords : Volunteer Firefighter, Volunteer Fire Department, Implement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Volunteer, Research Interpretation

1.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존선행연구에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대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의 설치이념과 특

징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을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법령

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의용소방대 구성원

의 신분 및 활동은 과거와는 현격하게 다르게 변화하였으

며 의용소방활동의 운영 및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않고 있다. ｢소방기본법｣
(2)
에서 의용소방대는 의

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하여 의용소방활동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의용소방대

의 이론적 고찰과 자원봉사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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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활동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를 되었는지 분석하려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
에서 명시하는 자원봉사의 

특징인 자발성과 무급성을 중심으로 의용소방활동의 특징

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의용소방대가 자

원봉사활동단체가 아닌 소방활동 조직체로서 소방안전의 

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안전 지지체계로 정립되고 구축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1.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재양상의 변화와 소방현실의 급격한 변화에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01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1)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

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

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

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

방기본법｣ 일부와 시 · 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

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는 것이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

로는 의용소방대의 정의,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복무와 교육훈련, 경비 및 재해보상, 그리고 전국의

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이 있다.

1.3 의용소방대의 사전적 정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소방업무를 돕기 위

한 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

방대를 의미한다.
(4-6)

 ｢소방기본법｣제37조
(7)
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8)
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에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의용소방

대를 구성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7조
(9)
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명

시하고 있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기본법｣제2조
(10)

에서 명시하는 ‘소방대’(消防隊)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서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

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여기서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

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을 의미한다. 

즉, ｢소방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1.4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정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학술적 정의, 설치 이념, 그리고 특징

에 관한 이론적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다. 김형도와 이시영(2017)
(11)

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논

의되었던 의용소방대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

이 발표하였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정의’에 대한 자료이다. 정영찬

(2016)
(12)

은 선행연구 우성천(2015), 류창진(2013), 오대순

(2009), 이혜미(2008)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소방서

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사용하였다. 우성천

(2015)
(13)

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단위별 

일선의 소방조직이라 하였다. 이 조직은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 적극 참여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

을 가진 자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단체라고 

하였다. 류창진(2013)
(14)

은 소방기관장이 관장하는 소방업

무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이라고 하였다. 오대순(2009)
(15)

은 공적인 소방업

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라 하였으며, 지역주민

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직된 무보수의 민간봉사단체라 

하였다. 이강일(2006)
(19)

과 허남길(2008)
(16)

은 소방업무를 돕

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

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인용하였는데, 의용소방대원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된 충의와 용기를 갖춘 날쌔고 

과감한 자들로 주로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혜미(2008)
(17)

는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

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이용하여, 의

용소방활동은 공공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치이념 아래 민주

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 협동적인 실천노력으로 지역사회

의 재난예방과 진압활동,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 ·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

라 정의하였다. 제진주(2008)
(18)

는 의용소방대는 스스로의 

희망에 의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며, 의용소방대

원은 우리나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부족한 

관설 소방력의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자원 소방인력이라

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선재(2005)
(20)

는 소방서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

방대라고 사전적 의미를 이용하였다. 김형도와 이시영

(2017)
(11)

은 화재진압, 구조 · 구급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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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비하고자, 자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

인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법률상의 보조 조직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박찬석(2011)
(21)

은 국가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설립취지와 활동에 있어 관변 단

체로 정의할 수도 없다고 하였으며, 순수한 의미의 자원 봉

사단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여 지는 특수성을 지닌 조직

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

하지 않고 있다.

1.5 의용소방대의 설치이념

의용소방대의 ‘설치이념’은 조직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특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정영찬(2016)
(12)

의 설치이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의 중심적 역할 확립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초기 관설

소방대 설치이전부터 마을단위의 자율적 방재조직으로서 

화재 진압은 물론 다양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재난예방 활

동에 크게 기여해 왔다. 법률의 근거로 설치되는 조직이라

고 하였다. 둘째,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이라고 하

였다. 의용소방대 구성원은 모두가 그 지역사회의 주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자율의지로 입대한 비상근 조직원으로,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사회의 재난분야 자원봉사단체로서

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 나가는 조직이라고 하였다. 이선재

(2005)
(20)

는 ‘설치이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성을 강화하여 지역방재

의 구심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인 참여와 협

조는 사회전체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그리고 읍 · 면에서는 소

방관서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의 구심체로서 소방활동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인

명구조, 피해방지 등 소방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 

무보수 자율적인 봉사조직이라고 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사

회적 안정과 통합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하였다. 어떠한 강

제적인 조직이 아닌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참여하는 무보수 자율적인 봉사조직이라는 것이다. 셋

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시 소

집되어 소방안전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 사회적인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

다가 유사시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소방 

활동 또는 보조 활동을 하게 되는 비상시성 조직으로 정리

하고 있다. 김형도와 이시영(2017)
(11)

은 주민 참여의 한 형

태로서 안전의 선도적 봉사조직체, 자율적 조직 운영을 바

탕으로 한 주민 친화적 조직활동, 사회복지의 실현과 각 지

역 여건에 따르는 요구(needs)를 보완해 주는 활동으로 설

치이념을 정의하였다.

1.6 의용소방대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서 논의하는 의용소방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류창진(2013)
(14)

은 의용소방대의 특성을 자원봉사의 특

성으로 결부시켜 무급성, 자발성, 지속성, 복지성, 헌신성, 

전문성, 협동성, 이타성, 자아실현성, 학습성으로 나누고 있

다. 허남길(2008)
(16)

은 의용소방대 성격을 크게 소방업무 보

조자로서 역할, 무보수 자원봉사 조직, 지역에서의 구심적

인 자율방재조직, 헌신적 자원봉사 조직 등 4가지로 나누

고 있다. 제진주(2008)
(18)

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용소방대

의 성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력 보

조자로서 성격,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 지역 방재의 지도

자로서 성격이다. 이선재(2005)
(20)

는 의용소방대의 특성을 

자발성의 원칙, 무보수의 원칙, 양보와 희생봉사의 원칙, 

사회성의 원칙, 약속준수와 연속성의 원칙으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원칙은 하나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간적 여유와 관심과 노력 그리

고 희생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형

도와 이시영(2017)
(11)

은 의용소방대의 특징으로 자발적 참

여성, 사회적 참여성, 사회복지 실현과 보완성, 전문성과 

발전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특성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은 자발성, 무급성, 공익성, 지속성, 헌신성, 협동성, 전

문성, 이타성, 자아실현성, 학습성 등으로 논의되어지며, 이 

중 자원봉사활동의 대표적 특징은  자발성, 무급성, 그리고 

공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발성(free will)이란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남에

게 억지로 강요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아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22,23)

 따라서 타인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하여 마지

못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여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써 타

인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을 스스로 돕고자 하는 이타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 

의용소방대원은 입대와 탈퇴가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자발성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4,24,25) 

무급성이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스스

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2,23)

 선행연구에서는 의용소방활

동은 일정한 그리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

문에 무급성에 부합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4,24,25)

 

공익성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

모하는 성질을 말한다.
(22,23)

 선행연구에서 의용소방대는 특

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4,24,25)

 의용소방대의 정의와 설치이념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자발

성, 무급성, 공익성 등의 자원봉사활동 차원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2014년 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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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Group Person

2013 3,631  95,025

2014 3,628  94,617

2015 3,802 110,245

Table 1. Group and Person of a Volunteer Fire Department
(27-29)

Year Category Dispatched Performance Frequency (Case/Person) Active Performance Frequency (Case/Person)

2013
Case 160,670

0.08
70,085

0.09
Person 2,101,672 775,190

2014
Case 254,408

0.16
113,487

0.17
Person 1,620,619 676,065

2015
Case 111,606

0.11
99,810

0.19
Person 1,028,254 529,445

Table 2. Dispatched and Active Performance of a Volunteer Fire Department
(27-29)

률에 의거한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조직체에 대한 논의는 미

흡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용소방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도구 그리고 절차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용소방활

동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에 있어 의용소방대의 의미, 활동사항 등을 활용

하고 분석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특징은 법령, 도서자료, 학

위논문, 학술기사 등을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활동사

항을 살펴보았으며, 의용소방활동의 특성을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연계하여 조사, 비교, 분석, 그리고 재해석하였다.

2.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에 대

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가? 

둘째,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급성에 대

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가? 

2.4 연구의 한계

한국의 의용소방대는 외국의 의용소방대와 특징이 다르

므로 본 연구결과를 외국의 사례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3. 연구결과

3.1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26)

에 근거

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

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

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정기적

으로 발간하는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7,28)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는 한해의 자료를 누

계 처리하여 그 다음해에 발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

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누계 처

리한 자료이다. 

Table 1은 2014년, 2015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7,28)

와 

2016년 국민안전처의 내부 통계자료
(29)

를 인용하여, 우리나

라 의용소방대의 대수와 대원수를 정리한 자료이다. 2013

년과 비교하여 2014년의 전국의 의용소방대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15년에는 의용

소방대의 대수 및 인원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하는｢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 의

용소방대의 실적은 그 활동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의용소방대 본연의 소방관련 업무

인 ‘출동실적’이다. 여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근무, 교육훈련, 그리고 화재홍보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소방관련 업무 외에 자원봉사관련 업무인 ‘활동실

적’이다. 여기에는 자연보호, 불우이웃위문, 청소년선도, 교

통질서 그리고 농촌일손돕기가 포함된다. Table 2는 2014년 

그리고 2015년의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그리고 국민안

전처 내부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출

동실적과 활동실적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실적 건

수 및 인원으로 누계 통계 처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건/

명’으로 단순 산술처리 할 수 있다. 2013년 전국 의용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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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출동실적은 0.08건/명이고 활동실적은 0.09건/명이다. 

2014년 전국 의용소방대의 출동실적은 0.16건/명이고 활동

실적은 0.17건/명이다. 2015년 전국 의용소방대의 출동실적

은 0.11건/명이고 활동실적은 0.19건/명이다. 

Table 1과 Table 2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13

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전국의 

의용소방대의 대수와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의용소

방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감소했으며, 의용소방의 활동사항

에 대한 실적(출동실적+활동실적)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전년도 대비 의용소방

대의 규모(대수 및 인원)는 소폭 증가하였다. 실적에서 출

동실적은 감소하였으며, 활동실적은 증가하였다. 

3.2 의용소방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자(Volunteer)의 어원은 라틴어의 Voluntu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발성, 복지성, 무급성, 계속성으로 행하

는 서비스 개념으로써 볼런터리(Voluntary)에 사람을 표현

하는 접미어 eer를 붙인 말이다.
(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7)
(31)

에서 정의하는 자원활동

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

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

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총람｣에서 정의하는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나 기관의 책임 

일부를 감당하는 자로 노력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자발

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32)

미국의 사회사업가협회(NASW)가 발행한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77)에서 정의한 자원봉사자란 개인, 집

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영

향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

는 공, 사의 여러 조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참여활

동에 대한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사람이다.
(33,34)

다빌(Giles Darvill)과 먼데이(Brian Munday)가 편집한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1987)에서 정의한 

자원봉사자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자발적으

로 무보수로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는 일반적으

로 비공식적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공식조

직을 통해서 서비스 하는 사람이다.
(3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정의)
(36)

에서는 자원봉사활

동,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 국

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

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내

용과 의미는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들을 종합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자원봉사란 ‘자발성

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무급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이타성을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신적인 보

람과 만족 외에, 공익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한다는 개척 사명의

식으로 실천되어지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애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volunteerism), 자발적인 복지활동(voluntary action), 그리고 

자발적인 기관(voluntary agencies)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3대원칙으로 (1) 활동의 초점을 기본적 인

권변호에 두며, (2) 활동함에 있어서 시민적 성격을 견지하

는 것이고, (3) 활동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나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7) 

자원봉사활동의 원칙과 함께 그 특징으로는 자발성, 무

급성, 공익성, 지속성, 헌신성, 협동성, 전문성, 이타성, 자

아실현성, 학습성 등이 있다.
(22,23)

 이 중 자발성, 무급성, 그

리고 공익성은 자원봉사활동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

다.
(36)

 이처럼 어떤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표현을 하

려면 자발성, 무급성 그리고 공익성을 반드시 내포해야 한

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용소방활동이 자발성과 무급성을 포

함한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10,14,16,18,20,21)

 이에 본 연구는 의용소방활동의 자발성과 

무급성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3.2.1 의용소방활동과 자발성 

자발성(free will)이란 법이나 강제되거나 남에게 억지로 

강요를 받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기반으로 스스

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

다. 그러므로 외부의 구속 또는 타인의 명령에 의하여 행동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의지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강요나 억압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스스로 돕고자 

하는 이타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 의용소방대원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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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탈퇴가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자발성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0,14,24,25)

 

한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제3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0조에서 명시하는 의용소방대원

의 임명,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그리

고 재난현장 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

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

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

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

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

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

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

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 제2

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

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

압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은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가 임명한

다. 즉,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의용소방대의 입대가 본인

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률 제9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와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에서

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

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그리고 법률 제

4조1항4호에서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을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 내

부 통계자료
(29)

에 의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해

당조문 위반으로 해임사항에 해당되어 해임된 의용소방대

원은 총 2646명이며, 이 중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해임은 254명(9.6%)이나 된다. 이들을 종합하면, 의용소방

활동은 명령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타

인의 명령에서 의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발성에서 논의하는 자유의지와 그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의용소방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자발성을 내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결론을 이끌 수 있다.

3.2.2 의용소방활동과 무급성 

무급성이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스스

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용소방활동은 

일정한 그리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에 부합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10,14,24,25) 

한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제15조

에는 소집수당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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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 의하면 의용소방활동을 하는 사람, 즉 의용소

방대원은 소집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특징 

중 무급성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

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중 발

생하는 실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실행되었다. 여기서 실비란 

급여나 보수가 아닌 식사비나 교통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실비

를 받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가리켜 아르바이트(arbeit)와 

발런티어(volunteer)의 합성어인 알바이티어(arbitreer)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알바이티어를 ‘유급자원봉사자’라고 표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원은 순수자원봉자가 아닌 

유급자원봉사자로 해석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무급과 유

급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급자원봉사자를 자원봉

사자로 칭하느냐는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의용소

방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무급성을 완전히 충족시

킨다고는 볼 수는 없다.

4. 결론 및 제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용소

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그리고 제9

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에 의해 의용소방활동은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자발성을 내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동법 제

15조(소집수당 등)에 의해 의용소방활동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무급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무급과 유급의 경계선이 모호

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유급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칭하느냐 안하느냐는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용소방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무급

성을 만족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제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에 대

한 특징을 내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급성에 대

한 특징을 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의용소

방대의 특징이 자원봉사활동 특징과 동일하다는 견해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한편, 박찬석(2011)
(21)

은 의용소방대의 특

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국가재원에 의

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설립취지와 활동에 있어 관변 

단체로 정의할 수도 없다. 더하여 순수한 의미의 자원 봉사

단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여 지는 특수성을 지닌 조직이

다. 관계법령의 근거로 설치 운영되며 소방기관장의 지시

에 따라 화재진압 ·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보조업무를 비상

근적으로 수행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조직이라고 하

였다. 본 논문은 박찬석(2011)
(21)

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

용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용소

방활동의 특징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성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용소방활동 및 의용소방대에 대

한 특징의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에서는 자원봉사단체보다 조금 더 큰 개

념으로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제3섹터 등을 제

시하고 있다. 김형도와 이시영(2017)
(11)

이 제안한 법률상의 

조보 조직체의 개념도 있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의 특징

에 대한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학계에서 다시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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