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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이재욱*, 정기성**

Jae Wook Lee*, Gi Sung Jeong**

요 약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
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
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
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
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주요어 : 소방검사, 소방시설, 관계인, 소방특별조사, 민간자율점검

Abstract Under the Act amended on August 4, 2011,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relevant person (owner, manager, oil refineries), and the responsibility was also given to the relevant person. 
Instead of directly entering all existing fire-fighting targets and investigat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e fire-fighting agency selects and visits some targets every year, check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corrects them, and imposes fines, etc.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re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fficials, lack of firefighting professionals, possible corruption due to frequent 
public contact, and responsibility of fire agencies. However, many problems arose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system.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one of the fire safety systems, checks whether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especially fire officials are properly installed, maintain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s were introduced as firefighting inspections at the time the 
firefighting law was enacted in 1958, and have undergone a revised process more than 30 times until recently.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existing firefighting inspection 
was changed to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and accept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Fire Service Act in 1958,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introduced 
as a firefighting inspection, and until recently, more than 30 revisions have been made. In 2003, as the existing 
fire fighting system was divided into four laws, it was approved by changing the existing fire fighting 
inspection to a special fire fighting investigation in the "Fire 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

Key words :  Fire inspection, Firefighting facilities, Related person, Firefighting special investigation, Private Self-Check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 546 -

Ⅰ. 서 론

최근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축물이 대형화, 초고층

화 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의 사용이 다

양화됨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행정이나 소방활동 등은 그 대응과정이나 결과

보다 사전에 불행한 결과를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시설을 화재나 재난·재해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

이나 유지·관리가 매우 중시된다. (“소방시설”이란, 소

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방대상물에

방문하여 소방 시설의 고장이나 정상 작동 여부, 유지·

관리 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2013년 5월에 소

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

시설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그 명칭을 소방특별조사

로 바꾸었다.

그리고 화재나 재난·재해 발생 시에 소방시설이나 건

축물 등의 위치·구조 등에 관한 유지·관리의 책임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소방기관의 소방특별조사의 적정성과 건물소유자의 소방

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책임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기관에 대한 큰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예방 등 차원에

서 소방행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예컨대, 일

정한 안전성을 감추지 않은 소방대상물을 그대로 방치하

는 경우 건축물의 관계지 등이 화재위험에 대한 희박한

인식으로 인한 부주의 등은 건축물의 안전성 결여로 연

결됨으로써 화재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손실의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1].

소방특별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

서 전체소방대상물 중 20% 정도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

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이

전의 소방기관 주도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을 검

사하던 제도에서 탈퇴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자율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소방공무원이 주관이 되어 전체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던 기존의 제

도와 현재 운행 중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시

설관리업자 등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중에서

20% 정도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소방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 분석하고, 화재예방이

라는 측면에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과 완벽한 소

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인과 소방기관이 만

족할만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소방특별조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소방특별조사 의의

소방특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하며, 소방청장,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관계법

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

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소방

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30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소방검사는 전(全) 소방대상물을 검사하였으나

소방특별조사는 전(全) 소방대상물 중 일정비율만을 조

사한다. 이는 소방검사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

법이다. 기존의 소방검사는 전체 소방대상물을 검사하

는 관계로 소방점검이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면이 있었

으며, 소방대상물의 일정 비율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내

용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3]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

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

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으로 특

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한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정

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존의 소방검사제

도는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으로하여금자체점검을실시할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545-552, August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47 -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당국이 소

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4].

이를 종합하면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소방기관등이 준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소방특별조사의 법적 근거

소방특별조사는 1958. 03. 11. 소방법 제4조에 근거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소

방검사제도가 변화되고 2003. 05. 29. 기존의 소방법이

4개의 법률로 나누어지면서 소방검사는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왔다. 기존

의 소방검사가 2011. 08. 04.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되

면서 현행의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련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 시설 등이 법령

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

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

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전체

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소방검사 체계를 선택과 집

중을 통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상세하

게 조사하기 위하여, 2011. 08. 04. 법률 제 11037호로

개정되어 2012. 02. 05.부터 시행되었다[5].

소방시설법 제25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자체검사를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

게 하도록 하고,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서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자체점검

구 분 기 존 소 방 검 사 소 방 특 별 조 사

절차
-검사개시 24시간 전 통보
-검사반 편성 검사 실시
-현장에서 검사서 부본 송부

-조사개시 7일전 문서로 통보
-조사반 편성 조사 실시
-조사결과 문서로 결과 통보

주기

-필요한 경우 실시
-정기 소방검사(매년 소방관서의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특별소방검사(화재발생 또는 언론보도등긴급을 요하는
경우 실시)

-특별히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계절별, 화재취약시기별, 대형화재발생등에 따라 조사 필
요

자격
-시·도 소방공무원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정검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검사항목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에 관한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검사방법
-인명피해우려가 있는 층이나
-장소 중점 실시
-수신반, 소화펌프,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 실시

-자료제출 요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 조사

주요특징 -소방본부또는소방서에서자체계획에의거정기적실시
-필요시선정위원회를구성소방특별조사대상을선정하여
실시
-외부전문가 참여

표 1. 기존 소방검사와 소방특별조사 비교[2]
Table 1. Comparison of existing fire inspections and special fir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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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하고, 이 자체점검이 법령대로 유지·관리 등

이 이루어지고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소방특별조사이다.

Ⅲ. 소방특별조사의 주요내용

3.1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소방시설법시

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있다. 세부항목으로 ① 소방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

항 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만 소방특

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

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항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전 예고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3.2 소방특별조사의 대상 선정 방법

소방시설법 제4조 제3항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

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

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

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

원, 소방기술사 등 소방이나 방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

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동법 시

행령 제7조의6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

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한 대상이 중복적으로 선정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3 소방특별조사의 절차

소방시설법 제4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

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서면

으로 알려야 하며 다만, ①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 계획 수립

·특별조사대상 선정
·조사단(반) 편성
·조사기간및조사방법등
결정

관계인에게 통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관계인이 연기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통지

조사 수행

·소방특별조사계획에의거
하여 실시
·필요 시 전문가 참여

결과 조치

·조사결과관계인에게통지
·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개수명령) 등 조치

표 2. 소방특별조사의 과정[6]
Table 2. The process of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구분
조사
대상

적발
대상

적발률(%)
조치내역

조치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시·도 소방본부
(16~20년)

955,626 288,002 30.1 133,655 44,209 935 5,640 136,490

중앙소방특별조사단
(17~20년)

716 698 97.5 3,204 2,817 3 193 8,698

주 : 2021 소방청 자료

표 3.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지방소방특별조사 운영실적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Operational Performance of Special Loc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ith the Central Firefighting Special
Investiga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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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에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의 조

치가 필요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항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

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동법제3항은관계인은대통령령에정하는바에

따라소방특별조사를연기하여줄것을신청할수도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 중에서 소방특별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20% 정도를 선정하고 연간, 월간, 주

간으로 나누어 조사일정을 수집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에 공지된 소방대상물에 직접 방문

하여 서류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나 안전관리자

의 업무 등을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가 끝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을 관계인에

게 교부하고 조사를 마치게 된다.

3.4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운영

소방시설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

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② 소방

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하다면 관계 중앙행정 및 시·군·자

치구나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특별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친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

하거나 취득한 자료나 비밀을 다른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는 통상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관련 자

격증보유자나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2명 정도로 구

성하여 소방대상물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나 연

간 20% 조사 시 적발 실적이나 조치 내역이 저조하고

조사자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부실조사의 개연성이 있

다는 평가이다.

3.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

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

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

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

분야에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방행정

의 주체인 소방기관에게 강력한 조치명령권을 부여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

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

시설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

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계

인에게 위의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시

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이 사실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Ⅳ.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4.1 소방특별조사 인력 전문성 강화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특별조사의 목적은 건축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의해 적법하

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함으

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

안전기준 등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소방대상물에 설치

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구조 및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하려면 먼저 조사대상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구별하여

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별소방대상물의 규모 등

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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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화재안전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이해하고 이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

치‧작동되고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소방특별조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산업

기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방교육기관의 전문교

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을 소방특별조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관리

경력을 갖춘 자격자에 대한 경력채용을 강화하여 부족

한 소방시설 전문가를 충원‧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2 소방특별조사단 상설‧확대 운영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는 2

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원으로 하여금 한정된

시간동안 다수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조사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식으로는 대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로인

해 대부분의 경우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범위가 특정

장소나 소방시설에 국한 될 수밖에 없고 부실한 소방특

별조사는 행정기관의 책임 등 대처가 곤란해 질 수 있

고 종국적으로는 소방조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문책

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

기관별 조사단의 규모와 점검반 인력을 차등화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4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따

라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

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는 민

간전문가가 포함된 소방특별조사단(21명)을 구성하여

국가기반시설,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 대형화재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정례

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해 졌다.

따라서, 현재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광역소방특

별조사단을 법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규모가 1급 방화

관리대상 등 대형시설은 시‧도소방본부의 광역소방특

별조사단에서 조사요원 4 ~ 5명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

고 나머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소방특

별조사반이 조사하도록 소방특별조사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4.3 소방특별조사단의 기획조사 활성화

소방특별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부터

현장조사와 결과보고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특정소방대상물 중 20% 이내로 점검대상을 선

정하되 규모, 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화재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1~2개 정도로 탄력적인 점검대상수의 가

감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

한 대상이나 동일업체에서 연속하여 점검한 대상, 적발

사항이 없는 대상 순으로 자체점검(종합+작동) 결과의

20% 이내로 대상별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동일대상

의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을 20%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화

재안전정책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위험도, 사회적 이슈, 건축물의 노후도, 다중이용시

설의 수용인원 등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통해 소방대상물의 선별적 안전관리를 실시하

여야 한다.

예를 20년 이상 된 노후 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지역(대상), 지하연계 고층건축물, 기타 화재발

생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

상물(시설) 등은 기획조사를 통해 소방특별조사의 내실

화를 가해야 한다.

4.4 소방특별조사 운영 매뉴얼 활용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이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기

존 매뉴얼을 분석하고 내용을 보강하여야 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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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상

세하게 설명하여 관계인에게 잘 설명하고 상충되는 문

제점에 대하여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재안

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 방법이나 구조 등에

대하여 동영상,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가미하여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매뉴얼은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유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점

검내용은 소방시설 등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피난경로

나 비상구, 대피방법 등에서는 차이도 있다.

Ⅴ. 결론

최근 밀양병원화재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다

른 대형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하

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의구

심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후에 소방대상물에 설치

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소방특별조사

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다. 소방업무 중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분야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는 언론이나 국민

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책

임은 1차적으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있고 소방시

설의 점검등도 관계자가 수행을 하고 소방기관은 선택

과 집중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소방검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고, 현행 소방특별조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방특별조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방관련 전문

자격증 소유자의 채용을 늘리고,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

하여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규

모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반 인력 등을 차등화해

정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단의 운영을 상설화하고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

다. 셋째, 소방특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사

대상선정부터 현장조사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중

복조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의항목이나절차·방법 등을매뉴얼로상세하게제작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등

의소지를사전에제거한다는 의미에서그 중요성을 인식

하고향후이러한문제점에대하여개선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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