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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gas explosion accident. A gas smell from a underground coffee shop in the 

two-story building was reported to 119. A fire brigade was turned out, turned off the main valve of 

LPG gas cylinder on the roof, and checked the turning off of middle valve in the coffee shop. The fire 

brigade required a gas supplier and gas installer who arrived at the spot to take safety actions. Gas 

explosion occurred seven minutes after the fire brigade was withdrawn and two people died and 21 

people were injured. A court decided that because the causes for gas explosion were not found, 

compensation responsibility could not be charged with the gas supplier, the gas installer, or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In this reason, the court judged that only the fire brigade who was withdrawn 

without taking safety actions shall compensate victims or bereaved families. Therefore, fire brigades 

who turn out after a 119 report of a gas leak should take safety actions such as escaping people or 

preventing people’s access and ventilating and be withdrawn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fire or 

explosion.

Keywords: Catastrophic Accident, Gas Explosion Accident, State Compensation, Fire Station-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

요 약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

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가스가 

누설된다고 119신고가 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접근

하지 못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 

핵심용어: 대형사고, 가스폭발사고, 국가배상, 소방기관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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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형사고 발생 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문제가 되며, 공무원의 책임에는 형사상 책임 외에 징계책임, 변상책임 및 국가

배상책임 등이 있다(Chung,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 대표들은 사고 발생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가해자와 배상협

상을 벌이기보다는, 사고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 또는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다반사다(Jang, 

2016).

대형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와 관련된 배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017. 21. 21. 발생한 제천스포

츠센터화재에 대해 충청북도와 유가족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청북도의 배상책임 인정을 요구한 반면, 충청북도

는 소방현장 지휘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도 법원이 기각했으므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피해발생 주된 책임이 충청북

도에 있지 않음에도 충청북도에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주된 책임이 있는 건물주가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화재나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고 사고발생 원인 제공자 측에 배상 능력이 없거나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보험금이 만족

스럽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등을 물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방공무원은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소방공무원의 위법한 소방활동 등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Kang, 2010). 이러한 소송 제기 사례들의 쟁점에 대해 

해당 소송을 담당한 소방공무원들 외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기본법이 2017. 12. 26. 개정되어 제16조

의5에서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이 신설되었지만 소방활동에 한정되며 그 소방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소방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왔고 소송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되고 있지만 소방기관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된 국가

배상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관할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 보고서 외 법원

에 제출한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보고서, 검찰 작성 공소장, 경찰서 작성 진술조서, 형사 및 민사재판 판결문(1심, 2심, 

대법원) 등을 토대로 한다.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

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힐 것(직무행위관련성), ③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④공무원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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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Park, 2013).

따라서 소방기관 공무원의 위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검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국민은 해당 소방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지금까지 소방검사, 화재진압, 구급활동 등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들 소송 사례의 대부분은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지만(Jung, 2003; Baek, 2014; Lee, 2007; Oh, 2014) 일부는 인정되었다.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국

가배상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 군산 윤락가화재 사건(Beobryulnamu, 2017)을 들 수 있다.

2002년 1월 29일 11:50경 군산 개복동 소재 ‘아방궁’ 유흥주점에서 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

하여 동일 건물이지만 건물 중간에 벽을 쌓아 분리된 형태로 운영해 오던 ‘대가’ 유흥주점으로 번져서 감금당한 채 ‘대가’ 1

층에서 잠자고 있던 여종업원 등 15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 화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가족들이 제기한 전라북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하였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

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을 하였다.

군산소방서가 주관한 “유흥주점 밀집지역 업소 합동 소방점검”이 2001. 4. 9., 군산경찰서에서 주관한 “월동기 대비 유흥

주점 밀집지역 안전시설 점검”이 2001. 10. 19. ‘대가’와 ‘아방궁’에 각각 실시되었는데, 군산소방서 소방관 ⓐ는 두 차례의 

합동점검 모두, 소방관 ⓑ는 2001. 4. 9. 합동점검에 참여한 후 특별소방안전검검부를 작성하면서 ‘대가’의 1층과 2층 사이에 

잠금 장치가 있는 새시 출입문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실제 영업 현황에 유의하여 구 소방법 제11조의 특수장소의 방염 규정을 적

용하고, 비방염제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구 소방법에서 특수장소에 대하여 방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위반사항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화재 및 사망자들이 사망에 이른 경위, 위 합동점검이 계획되고 

시행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합동점검 시 ‘대가’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의 방염 규정 위반1)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자들이 화재로 사망한 결과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위 소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 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철

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 

1) 구 소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연면적이 100m2 이상인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구 소방법 제11조 소정의 특수장소에 해당되어 방염

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바, 이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방염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수

의 사람이 이용하게 되어 화재 시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 및 그에 대비한 안전도모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위 방염규정이 적용되는 유흥주점의 면적은 허가면적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가’의 경우 영업허

가를 받은 1층만으로는 연면적이 80.7m2이지만 실제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2층 부분 80.7m2까지 합하면 총 160.14m2로서 기준바닥면적 100m2가 

초과되어 방염대상이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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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앞서 본 제반 법리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

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역시 사망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전라북도(소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8나42975)을 하였다.

가스폭발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폭발사고 전후 상황 및 피해 상황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소재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 지하층 다방(19.5m2)의 업주는 2008. 9. 22. 21:49경 119에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여주소방서 가남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3명; 소방교 2명, 소방사 1

명)이 5톤 중형펌프차량(이하 ‘소방차’라 함)으로 21:57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도착했더니 주민들이 건물 밖에 모여 있었고, 

한 아주머니가 “뒤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가스냄새가 올라온다”라고 하였다. 

2명(소방교 - 74년생, 소방사 - 75년생)은 지하 다방으로 내려갔는데, 가스 냄새가 나서 가스레인지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

지 확인하였는데 잠겨 있었고, 뒤에서 펑! 소리가 났다고 하였으므로 부탄가스통이 터진 것은 아닌가 하고 구석구석 살폈으

나 사용 흔적이 없었다. 그런 후 내실을 둘러보고 소파 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다방 밖으로 나와 그 맞은편

에 있는 분식집을 확인하려 들어가려고 했으나 손잡이의 시건장치가 잠겨져 있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철문으로 되어 있

어 확인이 불가하여 1층으로 올라갔다. 그런 후 1층 건물 뒤쪽으로 가서 LPG 용기를 보관할 장소나 가스를 사용할 공간이 있

는지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흔적이 없어 밖으로 나왔더니 소방차 운전요원이 “옥상에서 LPG 용기 밸브를 잠그고 내려왔다”

고 말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차 운전요원(소방교, 73년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LPG 가스통 위치를 물어보자 2층 옥상에 설치되

어 있다는 말을 듣고 다방 업주와 2층에 살고 있는 건물주 등의 안내로 옥상에 올라갔더니 한쪽은 가스통 2개가 설치되어 있

고, 다른 한쪽은 가스통 4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스통 6개의 밸브를 모두 잠갔다. 4개 가스통 중 오른쪽 2개 가스통의 아래

쪽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배관에서 가스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Fig. 1 참조). 계단으로 내려오며 다방 업주와 건물주에게 가

스가 유출되었을 때 전기사용 위험성과 스파크 등에 의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밖으로 나왔더니, 가스배달 

기사2)(이하 ‘A’라 함)가 배달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잠시 후 지하 다방에 내려갔던 소방대원들이 올라와 옥상에 설치

되어 있는 밸브를 잠가 차단시켰다는 말을 해주었고, 지하 다방에 다녀온 소방사 대원이 지하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하였다. 

도착한 A를 보고 한 아주머니가 “저희 건물에 가스공급을 해주는 사장님입니다”라고 하여 소방차 운전요원이 “옥상 가스

통에 문제가 있어 내가 밸브를 잠갔다”라고 하자 A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A를 소방사 대원이 옥상으로 따라가서 A가 가스

통 4통을 만져보는 등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A가 배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소방사 대원은 다시 1층을 거쳐 지하로 내려가 다방으로 들어가 가스연결 부위를 살펴보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처음 출동했을 때보다 냄새가 덜 나는 것을 확인하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와 

있던 A에게 “가스통 4개 모두 밸브를 차단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2) A는 후술하는 LPG 설치 및 판매업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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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ur LPG cylinders and the pressure regulator on the rooftop

소방사 대원과 A가 확인 점검차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밸브를 잠그고 내려온 소방차 운전

요원은 소방차에 탑승하여 여주소방서 상황실에 안전조치 완료하였다고 무전으로 알렸다. 잠시 후 옥상에 올라갔던 소방사 

대원과 A가 내려왔고, 소방차 운전요원이 A에게 “가스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위험하니 점검한 

후 교체하라”하였더니 모여 있는 상가 주민들 중 한명이 “그러면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나요?”라고 하여 A가 “사용하려고 해

도 가스가 잠겨 있어 사용을 못 할 거다”라고 하였다. 소방대원들은 상가 주민들에게 가스누출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고

지하였으나 따로 출입 통제 및 대피는 시키지 아니한 채 22:06경 철수하였다. 소방차에 탑승하여 외곽으로 돌아서 119안전

센터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조수석에 승차한 대원이 후방을 보니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말을 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U턴하여 

그쪽으로 가던 중 여주소방서 상황실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는 지령(22:13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화재는 발생해 있지 않았고, 가스폭발로 인하여 다방 천장이 붕괴되어 있었고, 주변은 가스폭발로 

인하여 건물 잔해가 튕겨 널려 있었고, 건너편 건물도 유리창 등 건물이 파손되어 아수라장이었으며, 건물 앞쪽에 주민 5명 

정도가 쓰러져 있었고, 사진관 안에 1명이 있었고, 다방 계단에 1명이 쓰러져 있어 구급차량 등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망자 중 1명은 다방 안으로 들어

가다가, 또 다른 1명(중화상)은 다방 안에 있다가 가스폭발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건물(연면적 165.2m2)은 Fig. 2의 정면도에 나타낸 것처럼 지하층에는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분식집(78.1m2)

과 다방이 있고, 1층은 왼쪽부터 완구점, 농약사, (계단실), 사진관, 문구점이 있으며, 2층은 계단의 왼쪽은 주택으로 사용 중

이었고 오른쪽은 교회와 가정집이 있었는데 교회로 사용된 공간은 공실이었다. 1층 완구점과 농약사 아래 지하층에 분식집

이 있으며, 사진관 아래 지하층에 다방이 있고, 문구점 아래는 지하층이 없었다. 

지하층 다방의 천장(사진관 바닥)은 Fig. 3에 나타낸 것처럼 아래로 내려앉았으며, 1층 사진관의 철제 셔터문은 종이가 말

리듯 둘둘 휘감겨 미사일을 발사한 듯 7~8m 앞 건물 2층 다방의 창문을 뚫고 날아올라 떨어졌다. Fig. 4는 맞은편 건물 2층 다

방 내부에 떨어져 있는 사진관 철제 셔터 구조물이다. 사진관은 물론 옆 건물의 완구점과 농약판매점도 폐허로 변했고, 사고 

건물 뒤편의 가정집은 폭발 충격으로 담장이 허물어져 뚫렸다. 또한 반경 약 20m 내 건물들의 철골구조물과 셔터, 주차된 차

량들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흉물이 되었으며, 깨진 유리창 파편과 철골 구조물들로 주변 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Fig. 5

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맞은편 건물을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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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ont view

Fig. 3. The scene of the building where the explosion occurred

Fig. 4. Photo studio and the shutter structure of the photo studio found on the second floor of the opposi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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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building opposite the building where the explosion occurred

가스폭발사고 원인 조사

가스폭발사고 원인은 여주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두 아래와 같이 옥상에서 지하 다방으로 연결된 가스배관 중 2

층 교회(공실)의 주방 부분에 설치된 염화비닐호스와 금속배관 접속부위가 이탈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된 후 불상의 점

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주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의 원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운전요원에 의하면 최초 안전조치를 위하여 옥상에 설치된 LP가스 용기 밸브를 잠금 조치 할 

당시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된 LP가스 20kg×4통 중 오른쪽 2통의 배관에서 가스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Fig. 1 참조).

지하 1층 다방 천장이 붕괴되었으며, 다방 실내의 파손정도가 다른 부분보다 심하며, 다방 내부 주출입구 주변의 집기류 

등이 분식가게 방향으로 비산하였으며, 다방 내실의 벽체가 분식가게 방향으로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다.

지하 1층 다방에 저류되어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폭발 압력에 의하여 천장이 붕괴되고 건물 외장재 및 집기류 등

이 건물 외부로 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상에서 지하 다방으로 연결된 가스배관 중 2층 교회(공실)의 별도 구획된 방 부분에 설치된 배관의 염화비닐호스와 금

속배관 접속부위가 이탈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대부분의 누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닥트(벽지 마

감)를 통하여 지하 다방으로 하강하여 저류ㆍ확산되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있던 중, 미상의 열원에 의하여 착화

ㆍ폭발하면서 다방 천장이 붕괴되고 건물 외장재 및 내장재 등이 외부로 비산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Figs. 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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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gas piping from roof to basement level

Fig. 7. Rubber hose on the zinc panel

Fig. 8. disconnected rubber 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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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tached metal pipe and rubber hose

Fig. 10. End face of rubber hose and metal pip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하층을 제외한 1층의 가게들과 2층 주택 및 교회(공실) 등은 폭발사고 원인 제공에서 배제가 가능하다.

지하 분식점 내부로 이어지는 가스배관이 폭발에 의해 일부 파손되어 있으나, 다른 배관 부분에서 가스 누출 흔적이 식별

되지 않고, 옥상에서 지하 분식점으로 가는 가스라인 중 2층 가정집 주방 바깥쪽 벽면 상단에서 식별되는 자동가스 누출 차단

기가 잠겨있고, 동 부분에서 인위적 차단 흔적이 식별되지 않고, 분식점 주방에 설치된 가스 검지기의 가스 차단 버튼이 닫힘 

상태이며, 지하다방 쪽과 인접한 분식점 내부 안방 쪽 천장이 폭발압력에 밀려난 형상인 점은 지하 다방 쪽에서 가스 유입 등

에 의한 폭발에 의한 형상으로 분식점 내부 가스라인 및 기구의 가스 누출시 폭발로 형성될 수 있는 형상과 배치되는 점으로 

보아, 분식점은 사고 원인 제공에서 배제가 가능하다. 

옥상의 지하 다방으로 연결되는 4개의 LPG 가스통들 중 좌측 2개는 1차 가스압력조정기 하단 전환레버 위치가 우측인 점

으로 보아, 우측 2개의 LPG 가스통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 다방으로 연결된 가스라인은 2층 교회 주방 지

붕 상단 옥상까지는 가스배관으로 연결된 상태이고, 2층 교회 주방 지붕에서부터 주방 내부까지는 가스호스로 연결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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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스호스와 가스배관과 연결되어 지하 다방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나, 교회 주방 내부 가스호스와 가스배관 연결부가 불상

의 원인에 의한 이탈된 상태이다(Figs. 6~9 참조). 

동 이탈 부위인 가스배관 말단부 안쪽은 흰색 이물질이 박혀 있으나 가스배관 말단부에서 수직 방향의 긁힌흔이 식별되고 

흰색 이물질 표면이 아주 깨끗한 점으로 보아,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이물질이 가스배관 안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Fig. 10 참조). 

동 가스배관 연결부위가 가스호스 연결 부위가 폭발 당시 충격에 의해 빠질 경우, 가스배관과 연결 부위인 가스호스 내부

는 가스배관이 빠지면서 손상되어야 합리적이나 가스호스 내부에서 식별되는 이물질들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고 옥상의 

LPG 가스통과 연결된 1차 가스 압력조정기에서 파손되는 등과 같은 결함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탈된 가스호스 부

분이 1차 가스 압력조정기의 과도한 이상 압력 또는 폭발 당시 충격에 의해 가스호스가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사고 이전에 가

스배관에서 빠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 다방 가스메타기 이전 가스배관이 일부는 폭발에 의해 파손된 형상이나 싱크대 좌측 개폐식 밸브가 차단된 상태이고, 

가스레인지 점화스위치가 소화된 상태 및 동 가스라인들에서 가스누출이 식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다방 지하 가스라인에 

의한 사고 원인은 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상의 검사 및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2층 교회 출입문 우측 상단 가스호스와 가스배관이 연결되는 부위가 사고 

이전에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어 지하 다방 및 분식점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되어 다방 천장이 사

진관 천장까지 충격한 후 소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분식점은 다방에서 유입된 가스에 의해 다방 출입구 앞쪽 천장과 안

쪽 방 우측 벽면이 폭발 압력에 의해 각각 들려 올려지고 밀려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 다방에서 폭발된 압력에 의해 1층 사진관 배관 통로 및 2층 교회 주방 가스배관 통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관계법규 관련 규정

LPG 설치 및 판매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를 설치하고, ②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은 1m마다, 13mm이상 

33mm미만의 것은 2m마다, 33mm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당시 사용한 배관이 15mm로 벽에 2m 

간격으로 고정을 하여야 하고, ③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④배관이음부와 전자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와는 60cm 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부와는 30cm 이상,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가스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⑤배관 

이음쇠는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⑥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⑦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위 개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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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

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소비

시설안전점검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 배포하고,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체적판매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송 및 국가배상 결과

지금까지 대형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는 직접 사고원인 제공자들에게 대부분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 1심에서는 LPG 설치 및 판매업자 A와 종업원(이하 ‘B’라 함),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하 ‘C’라 함)

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19)하였지만,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수원지방

법원 2010. 9. 28. 선고 2010노948)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

13493)하였다. 

형사소송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A와 B, C의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2008. 9. 22. 22:13경 이 사건 

장소에서 강관과 고무호스 연결부위를 조여 주는 이음새가 부식, 헐거워지는 등의 이유로 빠지게 하고, 건물 옥상의 가스통

에 있던 가스가 2층 닥트를 통해 1층 굴뚝을 타고 지하로 급격히 내려가게 하여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를 발생

하게 하였다고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A와 B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여주군으로부터 기존 중량거래방식에서 체적거래방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가스시설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8. 6. 18.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있는 다방에 LPG 가스사용시설을 전체 구간 금속배관 등

으로 교체하는 체적거래제로의 가스시설 변경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위 변경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되

어 있던 교회 주방의 조립식 패널 지붕 부분을 통과하여 배관연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옥상 소형저장탱크에서 2

층 처마 밑까지 배관을 연결하고, 그곳에서 2층 교회 내 닥트 안까지 약 152cm 가량을 고무호스로 연결한 다음 다시 그곳에

서 금속배관을 연결하여 1층 벽을 타고 지하층의 다방으로 향하는 가스배관공사 등을 하였다(Figs. 6, 7 참조). 분식점은 전체 

구간을 법규에 맞게 금속배관으로 하였다(Fig. 6 참조).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A와 B가 시공한 건물 옥상에서 지하층 다방으

로 연결되는 가스배관 중 Figs. 8, 9와 같이 고무호스로 된 부분이 이탈되고, 지하층 다방의 압력조정기 입구측 니플이 풀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설비가 법에서 정한대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98년에 제대로 된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하였다. 또한 C가 2008. 9. 5.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청에 이를 통보하여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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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가스배관을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지 않고 공사가 어려운 일부 구간을 고무호스를 사용한 사실을 점검하지 않고, ② 닥트 부분과 1

층 굴뚝 부분 약 4m 가량의 배관이 벽에 고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점검하지도 않고, ③ 지하 환기통으로 통하는 굴뚝 

및 닥트 안에 배관을 설치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외부에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부분과 

교회 닥트 안에 가스배관만 설치해야 하나 그 안에 에어컨 실외기 동선, 교회 내 전선 등을 함께 통과되도록 한 부분을 지적하

거나 점검하지도 않고, ④ 배관 이음쇠는 1990년에 생산된 것으로 노후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언제든 그 이음쇠가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및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스 사용자들로부터 정기검사비

만을 수령하고, 안전점검 자체를 전혀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 건물에 대한 정기검사도 약 2분 내지 

3분 만에 끝내 형식적인 검사만을 하는데 그쳤다.

1심 법원은 위 범죄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A와 B, C에게 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2. 5. 선고 2009고단19호)하였다.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와 B, C에 대해 무죄를 선고(수원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노948호)하였다. 

2010. 9. 28. A와 B가 법령에 위반하여 가스시설 변경공사를 하고, C가 정기검사를 하면서 위 법령 위반 사항을 묵인한 업무

상 과실은 존재하나 지하 다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의 연결부가 이 사건 이전에 분리되어 가스누출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하 분식점 내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

죄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와 B,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민사소송

유가족과 다방 업주 등 피해자 36명은 A와 B, A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여주시, 여주소방서 소

방공무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 A의 가스배상책임보험자인 현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2009년 3월 2일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 6억 5,600여만 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다방 업주 등 34명에게 3억 

9,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09가합22865)하였다. 

항소심(2심) 소송에서 유가족과 다방 업주 등 피해자들은 17억 5천만으로 청구금액을 늘렸고, 2심 법원은 A와 B, 현대화

재해상보험(주),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배상책임이 없고 경기도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1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51652)하였다. 경기도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기각 판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8108)하였다. 

A와 B, 현대화재해상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와 B, 현대화재해상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

결하였다. 

A와 B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지하층 다방까지의 가스배관을 설치하였으므로 A와 B, 현대화재해상보험, 여주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A와 B가 설치한 가스배관 부분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당시 지하층 다방 옆에 있던 분식점에서도 폭발이 있었는데 분식점보다 다방에서 폭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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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일어난 점, ②이 사건 직후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지하층 다방으로 연결되는 가스배관 중 고무호스로 된 부분이 이탈

된 상태로 발견된 점, ③소방공무원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펑’하는 소리가 들린 후 가스냄새가 났

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지하층 다방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에서 가스누출이 일어났을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다방 옆에 있던 분식점에서도 폭발이 있었던 점, ②이 사건 

당시 분식점 가스배관의 중간밸브와 주물렌지의 각 버너밸브가 열려 있었던 점, ③분식점과 다방은 다방 주방 쪽의 비상구, 

출입문, 환풍기 등을 통하여 서로 공기가 통하는 점, ④분식점 내의 가스자동누출차단기 밸브는 잠긴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가스자동누출차단기는 2층에 부착되어 있었는바, 분식점에서 상당한 가스의 누출이 있은 후 가스자동누출차단기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⑤분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21:10경 퇴근한 후 다방 업주가 21:49경 가스 냄새를 확인하고 소방서

에 가스누출 신고를 한 점, ⑥다방 업주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은 후 가스냄새가 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진술한 점, ⑦이 사건 당시 다방에만 사람의 출입이 있어 다방에서 먼저 폭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벽면이 어느 쪽

으로 많이 무너졌는지에 따라 가스누출을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분식점에서 누출된 가스가 비상구 등을 통하

여 다방으로 이동하여 가스폭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이 A와 B가 설치한 가스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A와 B가 설치한 가스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A와 B, 현대화재해

상보험, 여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경기도에 대해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은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21:57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였다. 가스냄새가 나

는 것을 확인한 뒤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지하에 내려가 다방 내부를 살핀 뒤 마침 도착한 A에게 ‘가

스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하라.’는 말과 함께 주민들에게 가스누출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고지한 뒤 22:06경 철수한 사실, 다방과 분식점에 가스를 공급하던 가스통은 냉각(4개 중 2개의 아래쪽에 성애가 있

음)된 상태이었고 그에 연결된 가스배관으로 가스가 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던 사실, 위 소방공무원들이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

가 누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로서는 가스탐지기 등을 사용하

여 누출된 가스의 양을 확인하거나 가스누출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점화원(불씨)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

을 차단하거나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후 자연적인 환

기만 되도록 한 채 현장에 도착한 A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경기도 소속 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 

사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철수한 때로부터 약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방과 분식점에 누출된 

가스 이외에 이 사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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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

한 손해를 입은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훈 및 대책

가스냄새가 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가스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누출된 가스의 양을 확인하거나 가스

누출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점

화원(불씨)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대원들이 철수 한 후 7분 만에 폭발하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으므

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

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7조 제2항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동

한 소방대의 재량에 맡겨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가스냄새가 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소방기본

법 제26조 1항에 따른 조치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2017. 12. 26. 소방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에서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

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서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

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

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참조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ㆍ구급활동

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함을 쉽게 입증할 수 있겠지만, 화재예방

활동이나 소방검사 등은 불가피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면책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으니 화재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줄어들거나 면

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생활안전활동(소방

기본법 제16조의3)은 면책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이더라도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

는바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에 대해서도 면책을 인정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불가피’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는 한 국

가배상 청구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누출 신고 등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전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어 안전이 확보된 후

에 철수해야 함은 물론 화재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은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의 문구 중 ‘소방활동의 불가피성’을 삭제하고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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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생활안전활동도 면책되도록 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가스폭발에 대한 사고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가스폭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LPG 설치 및 공급업

자와 종업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를 하러 현장에 출동한 소방에게만 배상책임을 물었

음을 감안하면, 화재나 폭발사고 시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의 지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 3명이 출동하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 다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

을 입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

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가스폭발사고 사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가스냄새가 난다는 등의 119신고가 되어 출동한 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

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하고, 제27조 제2항에 따라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

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완전히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

둘째,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소방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화재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을 하

는 소방대원은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의 문구 중 ‘소방활동의 불가피성’을 삭제하고, 소방활

동 외에도 소방안전활동과 생활안전활동까지 면책을 확대하는 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형사고 시 화재나 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면 직접적인 사고원인 제공자가 아닌 소방기관에만 국가배

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방기관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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