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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fire investigation are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auses of fire and, using the 

results in promoting fire fighting policies, ultimately to prevent fires caused by similar causes and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ies from fire. However, although the patterns of fire are getting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complicat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fire fighting organizations are continuing traditional superficial fire investigation without 

operating a fire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the reason of insufficient manpower, equipment and budget, 

losing public confidence.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propose plans to improve the technicality 

of fire investigation and win public confidence in fire investigation. First, the technicality of fire 

investigation should be improved by operating a department and personnel exclusively for fire 

investigation. Second, fire investigation should be more scientific and precise using high tech fire 

investigation equipment. Lastly, responsible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should be realiz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uses of fire and computer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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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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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산업의 발달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주거활동  생산 

활동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과 산업시설은 형화, 고층화, 

복잡화, 심층화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움직여야 할 

원동력인 기, 가스, 유류, 원자력 등 각종 에 지원도 다

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며 사용량도 속하게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도로, 지하철, 철도 등의 확 와 더불어 다양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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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화학제품  첨단 과학의 발달로 산업활동에 수반되

는 기기는 복잡ㆍ다양화되어지는 등 생활 환경이 속하

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끊임없이 수

반되는 형화재의 발생은 귀 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 

버리는 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른 안 에 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가 되고 있으나 정부의 소방 정책은 

과 다름없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우선순 를 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 재난 응능력 제고라는 견

지에서 수많은 공무원을 증원하여 앙정부에 소방방재청

을 설립하면서도 소방 서의 화재 방 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화재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  낼 수 있는 화재조

사 담부서의 미설치로 소방서 화재원인 조사  피해조

사의 비과학성으로 화재로 인한 방 책 등 소방정책 수

립의 올바른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한 개선책

으로 일선소방서에 화재조사 문인력  조사장비를 보

강하고 화재조사 담부서를 신설하여 각종 화재발생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상응한 화재 방 책

을 수립하여 화재발생을 최 한 억제함으로서 귀 한 인

명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며 사회 안녕질

서 유지  21세기 선진 복지사화건설 구 에 이바지하고

자 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별 소방행정의 지역별 내지 특

수성을 고려하여 2006년도 1월 재 경상북도 소방서 화

재조사 운 체제를 모뎀으로 연구의 범  상으로 정하

으며 논문의 구성 차는 소방행정의 이론  측면과 본 

연구자가 경상북도 소방기획 부서  일선 소방행정 기

에서 다년간 근무한 실무  경험과 소방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화재발생 황과 통계를 근거로 하여 소방서 

화재조사 체제 운 에 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을 도

출하고 화재조사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화재조사의 이론  고찰

1. 화재조사의 의의

1) 화재조사의 개념

화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 한 손해를 끼

치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소 확 에 의하여 피해규

모가 확 되면 사회에 큰 향을 미치고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화재를 방하고 발생된 화재에 의한 피

해를 최소한도로 그치게 하기 해서는 재까지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

책이다. 따라서 화재조사란 “화재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

게 해서 발생, 확 하고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 되었는

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즉 발화원, 경과, 착화물, 발

화부 에서 나타난 화재의 원인, 화재에 의한 피해상태를 

증가시킨 원인, 사상자 발생원인 등 폭 넓은 조사가 필요

하다1)
.

2) 화재조사의 목적
2)

소방기 에서 행하는 조사는 경찰기 에서 행하는 사법

업무상의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화재 방을 심으로 

하는 소방행정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자료 수집을 

그 목 으로 하고 단순한 조사뿐만 아니라 인 , 물  원

인 등 화재 방의 시책과 조치의 성과를 검토하여 시정ㆍ

개선을 하기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가.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

경감에 이바지한다.

나.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방행정의 자료로 한다.

다. 연소 확  원인을 규명하여 방  진압 책상의 

자료로 한다.

라. 사상자의 발생원인과 방화 리 상황을 규명하여 

방  진압 책상의 자료로 한다.

마. 화재의 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 하여 

리 알리고 소방 행정 시책의 자료로 활용한다.

2. 외국의 화재원인 조사제도

1) 미국

미국은 연방국가이며 연방은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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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부터 양되어 성립한 국가이다. 따라서 연방과 각 

주가 제각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형

식상으로는 연방과 각 주가 각각 별개의 법역을 소유하고 

연방법과 각 주법이 병존하는 법의 이원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의 조사권한은 우선

으로 소방본부장에게 있고 본부장이 없을 경우는 경찰청

장에게 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소방서

장에게 임하고 있다. 소방서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

를 담하는 방화조사 을 운 하고  내에는 경찰서에

서 훈련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재 을 비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간부들이 소속되어 있다. 화재조사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은 소방서에서는 조사

가 불가능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방화사건은 인  도시

로 넘겨진다. 일선 시ㆍ군의 소방서장은 화재, 방화, 폭발 

등의 사고에 한 조사  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1차

인 조사는 Fire Marshal ( 방과장에 해당)이 행하게 되

며 그의 산하에 보통 2~3명으로 구성된 화재수사  (Fire 

investigation Unit or Team)이 2~3개조가 있고 실제 으로 

수사담당 State Fire Marshal(주정부의 화재방호 담당 ) 산

하에 수명의 화재수사 이 있어 시ㆍ군의 화재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 등 개의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업

무에 한 사법권(Fire Marshal) 제도로서 형사소추권을 갖

고 있다. 그 다고 무조건 이를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사법부마다 다양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운 상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도(Task Force)

원회는 단독제에 응하는 개념으로서 여러 사람이 

정책결정에 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면서 합의 으로 결정

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소방기 에서 방화사건을 처리

하기 한 제도  보완으로 방화조사를 명문화 시키고 

1994년  방화 방지법을 통해 소방기 에서 하는 화재조

사 업무의 제도  보장을 갖추게 되었다.

나. 뉴욕시(New York City Fire Department)의 화

재원인 조사제도

뉴욕시 소방국의 화재조사 은 화재 장사진 촬

으로 방화, 실화 등의 범죄 의자 등의 정황증거를 확보하

여 법정에까지 제출하고 있다. 화재 장의 치 한 증거조

사를 하기 해서 장도착 직 부터 장주변, 구경인

는 물론 화재건물의 안, 밖 타는 물건 등 발화지 에 이르

기까지 신속하고 세세한 사진촬 으로 화재 장 증거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충실하게 작성된 조사서는 검찰, 법

원 등의 신뢰를 받아 경찰서 등에서의 사건송치 기소한 방

ㆍ실화범에 한 검찰의 공소유지에 인 역할을 하

고 있다.

다. 샌프란시스코시(San Francisco City Fire 

Department)의 화재원인 조사제도

샌 란시스코시 소방국의 화재원인 조사담당 부서는 운

부 소속의 방조사과 조사계에서 총 18명의 조사요원

이 담당하고 있으며 방화범의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의 책

임으로 되어있다.

라. 시카고시(Chicago City Fire Department)의 화

재원인 조사제도

시카고시의 화재조사 담당부서  업무에 하여는 행

정조례에 “소방국장은 모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

다. 다만 원인불명의 경우로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는 

시의회가 조사를 행하기로 한다. 어느 경우에도 국장은 그 

조사를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

2) 영국

국의 소방업무는 경찰 업무와 함께 내무부의 심

인 업무로 우리나라의 소방행정 체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

를 취하고 있다. 화재 방과 진압을 기본업무로 하는 국

의 소방행정은 기본 으로 지방자치소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서비스제공의 지침과 기 은 앙에서 결정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 런던 소방대(London Fire Brigade)

런던자치구와 런던시에서 각각 선출된 33명의 시의원들

로 구성된 화재 민방 원회 소속아래 런던 소방 가 있으

며 소방 는 최고 소방 책임자의 책임하에 본부, 인사훈련 

행정국, 재정정보 기술국, 기술자산국이 있으며 이외에 런

던 소방 에는 행정지원그룹, 법률 서비스국, 사무국, 법인

리 원회와 지역별 지휘본부가 있다. 런던소방 의 화재

원인 조사업무는 방부에서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소방행정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 의 하나이다. 

일본의 화재원인 조사제도는 정ㆍ  소방을 제외하고는 

미국 소방제도와 흡사하며 단지 틀린다는 것은 방화, 실화

범에 한 형사 소추권이 없다는 것과 미국은 앙정부에 

속한 소방청의 기능이 지방정부에 어떠한 향력도 미치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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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3)

1) 피해조사의 의무 (소방기본법 제 29조)

화재조사 상은 화재가 발생된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

를 말한다. 피해는 화재로 인한 피해와 소화활동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포함한다. 소화를 해 필요로 했던 경비, 피해복구경비, 

복구를 한 휴업 등의 간 인 피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임을 밝히고 있다. 조

사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

시 조사해야 하는 기속 행 에 속한다.

2) 피해조사의 권한 (소방기본법 제 30조)

본 조항은 화재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조사 활동

상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료제출 명령권, 출입

조사권, 질문권과 증표제시  비 설 지 의무에 하

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권한은 조사를 하기 

하여 라는 제로서 횟수, 기간, 출입원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화재의 원인  피해조사에 한 불응과 항을 

강제 으로 극복하는데 충분한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

3) 화재조사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소방기본법 

제 32조)

화재가 발생한 건물 등의 계자로부터 화재발생시 상

황 등에 한 진술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은 화재원인과 

방화 는 실화의 의를 규명하는데 무엇보다 요하다,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계

자의 신병  증거물 등의 확보가 첨 하게 경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력토록 한 것이다.

Ⅲ. 화재 조사의 운 실태와 문제

1. 화재 조사의 운영실태

1) 2005년도 화재 발생분석

표 1에서와 같이 2005년도 경상북도 화재발생 황은 

건수가 1,901건으로 인명피해가 123명(사망 36명, 부상 87

명)이며 재산피해는 8,395백만원, 이재민 113가구 246명, 

건물 1,223개동에 소실면 은 96,090㎡(29,118평)로 하루 

평균 화재 5.2건에 인명피해 0.33명, 재산피해 2,300만원, 

건물은 3.3개동 면 은 263㎡(80여평)가 소실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기로 인한 화

재가 525건(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티 

148건(7.7%), 담뱃불 132건(6.9%), 아궁이 116건(6.1%), 방

화 101건(5.3%) 불장난 35건(1.8%), 난로 26건(1.4%) 순으

로 발생하 다.

표 3에서와 같이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주택ㆍ아 트가 

500건(26.3%)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다음으

로 차량 427건(22.4%), 공장ㆍ작업장 147건(7.7%), 창고ㆍ

사업장 114건(6.0%), 포 104건(5.4%), 음식  70건(3.7%) 

순으로 발생하 다. 

2) 화재조사 실적

경상북도는 소방공무원 1938명으로 1소방본부, 1소방학

교, 14소방서, 17구조 , 68소방 출소, 1항공 의 조직으

로 23개 시ㆍ군을 할구역으로 하여 화재 방ㆍ홍보, 화

재의 경계, 진압, 119구조ㆍ구 활동, 산불, 풍ㆍ수해ㆍ설

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화재조사 업무는 소방본부에는 방호구조과 소속으로 

화재조사 (인원 3명, 장 1, 원 2)이 구성되어 형화

재ㆍ특수화재ㆍ사회이목 화재발생시 사후 출동으로 소방

서 화재조사 요원과 합류하여 화재원인  피해조사, 문제

제기 는 민원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 소방시설유지 리, 

험물 리, 건축, 기, 가스 등 자체 방화 리 실태를 조

사, 분석하여 소방 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방호구조과 방호담당소속으로 화재조사요원 2명이 격일근

무체제(1일 1명 24시간 근무)로 화재발생과 동시에 진압요

원과 함께 장에 출동하여 화재원인  피해조사, 사진촬

, 정보수집, 문제  발굴, 장감식, 상황보고, 화재보고

서 작성 등 표 4와 같이 2005년도 15개 소방서(소방본부포

함) 화재조사요원 32명이 1,901건 15개 소방서별(소방본부

포함) 평균 127건을 처리하 다.

3) 화재조사 장비 보유 실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4항에서는 소방서별 

화재조사 담부서에서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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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제시하고 있다. 총 5개 종류별 70종 이상을 소방서

별로 갖추어 화재 조사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표 5와 같이 2005.12.31 기 으로 1소방본부 

14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화재조사 장비는 총 230종으로 

보유기  1050종 비 2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2005년도 경상북도 화재 발생 현황
4)
.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1,901건 123 36 87 8,395 3,582 4,812

표 2. 2005년도 경상북도 화재발생 원인
5)
.

계 기 유류 가스 난로 아궁이 담뱃불
성냥

양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1,901 525 1 2 26 116 132 8 148 35 101 807

표 3. 2005년도 경상북도 화재발생 장소
5)
.

계 
주택

아 트
차량

공장

작업장
포 음식

창고

사업장

호텔

여
기타

1,901 500 427 147 104 70 114 14 525

표 4. 2005년도 경상북도 화재조사 실적
5)
.

계(15) 소방본부(1) 소방서(14)

배치인원 조사실 배치인원 조사실 배치인원 조사실

32명 1,901건 3명
20건

( 체화재의 1.0%)

29명

(1소방서

2~3명)

1,881건 (1소방서당 

평균 127건)

표 5. 경상북도 소방서 화재조사장비 보유현황(2005.12.31 현재)
6)
.

구분
보유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보유 황 보유율

계
1050 종

(70종 ☓ 15 서)

230 종

(1소방본부, 13소방서)
22%

발굴용구 15 종 15 종 100%

기록용기기
195 종

(13종 ☓ 15)
78 종 40%

감식용기기
675 종

(45종 ☓ 15)
72 종 11%

조명기기
75 종

(5종 ☓ 15)
27 종 36%

그 밖의 장비
90 종

(6종 ☓ 15)
38 종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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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조사 전담요원 교육실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화재

조사 담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교육 기

( 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 등)에서 6주 이

상의 화재조사에 한 문교육 이수자, 국립과학수사 연

구소 는 외국의 화재조사기 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

에 한 문교육을 이수한 자 등으로 하여  화재조사업

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 그러나 재 소방교육기

의 여건상 화재조사 문교육은 앙소방학교 1개교에

서만 표 6과 같이 문교육과정을 개설, 운 하여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교육인원 80명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

무원 3명이 교육을 이수하 다.

표 6.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전문교육과정
8)
.

구분 과목 시간 비고 

계 238 6주

소양교육 15

문교육

(15분야)

① 화재조사 련 법령

② 출화개소 정

③ 발화원 정

④ 화재유형

⑤ 방화 감식

⑥ PL법과 화재조사

⑦ 촬 기법 

⑧ 차량화재감식

⑨ 기화재 감식

⑩ 화학물질 화재감식

⑪ 미소화원감식

⑫ 기 화학

⑬ 기 기

⑭ 가스화재감식

⑮ 화재폭발감식기법

166

실습

(4분야)

① 화재조사실습 

② 장실습

③ 사례연구․토론실습

④ 자기학습

51

기타
① 평가 

② 교육효과측정
6

2. 화재조사에 따른 문제점

1) 화재조사 전담 부서 미설치 및 전문인력 부족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피해를 산정하기 

하여 화재의 출동과 동시에 화재발생 상황에 한 정보

수집, 자료의 확보, 계자 등에 한 질문, 장 확인, 필

요한 증거물의 확보, 소방 상물의 내역, 사진, 비디오 촬

, 감식, 감정  실험 명 보고 등 일련의 행동을 하여야 

하며 장에 남아있는 물건의 상태를 찰하고 직 기기

를 이용하여 과학 이고 합리 으로 단을 하여야 하는 

고도의 종합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정 청의 가장 

요한 행정행 이며 사후 법원, 검찰, 경찰, 보험회사, 제

조물 책임법에 따른 계자  화재로 인한 상호 계인 등

의 사법 , 민사  행 에 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여야 하며 소방 서의 화재 방, 진압활동 등 소방시책과 

소방행정의 개선자료 내지 지표가 되어야 하는 요한 행

정 행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화재원인 조사업

무는 문능력을 갖춘 인력과 첨단장비를 보유한 담 부

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 과 변함없이 2명의 인

력으로(1일 1명 24시간 격일근무제) 소방서별 연평균 127

여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화재발생별 정확

한 원인도출과 피해산정을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원인조사  피해 액산정에 하여 국민

신뢰도는 떨어져 있고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 분석  통

계자료를 소방시책의 업무지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을 지속시키고 있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감식장비 부족

화재원인 조사에 있어 경험, 측, 육안,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 로 화재의 원인을 밝 내는 것은 일정부분에 속

하며 한계가 있다. 날로 증가하는 복잡 다양한 화학물질과 

가 제품, 건축물, 산업시설 등은 과학  감식장비가 구비

되지 않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고 한 화재

장 도착시 원인 제공을 한 증거가 화재로 인하여 다수 

소실되고 화재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화재조사업무의 요성 미인식으로 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소요 산의 미확보로 소방서별 조사장비

의 보유율이 소방 련 법규에서 규정된 기본장비도 확보

하지 못한 채 화재조사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표 5에서와 같이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조사장비

는 발굴 용구와 조명기기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한 감식용기

기 보유율은 1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감식용기기의 

확보가 어려운 것은 발굴용기, 기록용기기, 조명기기 등 

보다 구입비용이 높은 때문이다. 즉 감식용기기의 속

미경 1종만 하더라도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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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천만원의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숙련된 조사

요원이라 할지라도 과학  장비를 갖추지 않고 화재조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화재통계를 활용한 소방정책 추진 미흡

화재원인 분석은 화재 방  홍보 책에 극 으로 

반 하기 한 것이며 한 진압활동의 효율화와 소방정

보, 소방 산 확보 등 소방정책의 기  자료에 필요한 

요한 업무이다. 그러므로 화재조사는 화재가 발생한 후 화

재진압과 동시에 조사에 임하여 연소 상에 따른 찰, 이

해 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기 로 하

여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 정확하게 화재의 발생, 화

재의 진행상황,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 ㆍ물  피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통계 자료화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서 궁극 으로 화재를 방하고 억제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가 담

부서 미설치, 문인력  첨단과학 장비의 부족 상은 화

재의 통계, 분석에도 그 향을 미치고 있다. 화재발생 원

인의 평균 27.6%를 차지하는 기화재의 경우, 소방서 화

재통계는 단순하게 합선, 과부화 등을 발생 원인으로 분류

하는 반면 기안  공사의 기 화재원인별은 합선, , 

과부하, 스 크, 정 기, 부 과열, 기기 발열, 발열 

도, 기타 분류 불능 등 10여 항목으로 좀더 세분화되어 있

으며 이외에도 설비별 원인, 리  원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스 화재도 역시 소방서 화재통계는 폭발, 열 등

을 발생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가스 안 공사의 

경우 가스종류별( 로  가스, 도시 가소, 일반 가스, 기

타), 원인별, 사용처별, 형태별, 피해 등 별로 기 을 두고 

사고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사용자 취  부주의, 공 자 

취  부주의, 제품 불량, 시설 미비, 고의 등으로 분류하고 

형태별로는 설, 폭발, 화재, CO 독, 산소 결핍, 흡입 등 

세 하게 분류하고 있다. 결국 소방서 화재원인 조사의 경

우 정확성이 떨어지고 통계의 단순 분류는 화재의 방

책수립 등 소방활동의 자료로 충분하게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 이 두되고 있으며 화재의 방, 진압담당 부서에

서도 화재통계를 바탕으로 한 소방정책을 극 으로 수

립하지 않고 통계로서의 활용은 소극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소방행정 청에서 발 되는 화

재증명서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문제 도 

아울러 발생하게 한다.

Ⅳ. 화재조사 운 에 따른 개선방안

1. 소방환경 전망

1) 국민안전 욕구 증대

우리 사회는 고 기술화, 정보화, 도시화, 고학력화, 져

화 등이 진 되고 새로운 에 지 이용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서게 되면 국민생활수 이 

질  양상으로 향상되면서 개인의 건강, 생명과 신체에 

한 심과 이의 안 서비스 요구가 격히 증  될 것이

다. 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진되어 국가에 

한 사회보장  국민복지 증진의 요구와 함께 무의탁 노인

과 노환 등의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요구 등 국민이 국

가에 기 하는 신체에 한 안 에 한 사행정 분야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9)
.

2) 소방행정 수요와 화재조사 전망

소방 상물 한 고층화, 지하화, 신화학물질 등과 에

지원의 다양한 증가는 화재 발생의 방  측면과 진압

활동은 더욱 복잡화, 다양화, 입체화 등 특수형태로 변모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강화로 소방 서 화재조사의 책임

성이 더욱 표면화, 공론화 되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재

조사 업무는 과학화 된 장비와 문 인력의 확보가 필연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성과 공정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소방행정업무 체가 연계되어 지속 인 소방조직의 

발 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소방서 화재조사 전담부서 신설

화재조사업무의 문성 확보를 하여 경상북도 14개 

소방서에 화재조사 문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화재조사 

담부서의 신설이 필연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전문 인력의 확보

(1) 소방공무원 임용시 화재조사 업무와 련 있는 건축, 

기, 자, 소방, 화학, 물리, 기상, 가스 등 련학과 공 

는 기술자격 소지자를 임용하여 화재조사 문교육과정

을 이수토록 한다.

(2) 기존 소방공무원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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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교육과정 이수자로 하여  화재조사와 련 있는 학 

는 과학수사연구소, 기, 가스안 공사  산업체 등 

련기  기업체 등에 탁교육의 실시로 문성을 높인다.

(3) 경찰공무원 화재감식업무 유경험자, 수사과학 문

학  이수자, 기ㆍ가스안 공사 등에서 화재조사에 한 

연구직 는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하여 문 인력을 보강

한다.

2) 화재조사 전담팀 구성

소방서 화재조사 문인력 확보와 더불어 화재조사 

담 을 설치하여 화재 원인조사에 필요한 첨단 감식장비

를 갖추어 화재의 원인과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므로서 

화재조사의 목 에 부합되는 화재의 방, 홍보, 교육, 진

압 활동 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귀 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감소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제조

물 책임법에 의한 화재발생원인의 철 한 규명으로 제조

물 책임자의 의식을 환시켜 제조물의 잘못된 생산으로 

인한 화재를 사 에 차단하고 나아가 기업  기술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화재발생으로부터 발

생하는 행정  사법  민사  등 사회 반의 분쟁요건에 

한 책임성 있는 행정행 로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

고 소방행정 업무의 발 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며, 소방서별 화재조사 담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요인력 : 7명 ( 장 1, 원 6)

(2) 근무구분 : 장은 일근으로 하며 원은 1일 3명 

근무, 24시간 교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사무분장

∙ 장(1) : 화재조사 지휘  보고

∙ 원(6) : 화재원인  피해조사, 화재통계분석 등

- 화재원인조사 2명(1일 1명 근무) : 화재원인에 필요

한 정보, 자료수집, 원인규명에 필요한 각종 실험, 

화재 진행경로 등

- 화재피해조사 2명(1일 1명 근무) : 화재피해조사에 

필요한 소방 상물별 고정자산, 동산, 부동산 내역

리  건물, 물품 등 시장가격 정보자료 수집, 화

재출동경로 등

- 화재통계부석 2명(1일 1명 근무) : 화재조사장비 

리, 사진촬 , 기록정비 리, 화재조사  화재진압 

보고서 작성 등 화재조사 분야별 문성 확보로 화

재조사의 목 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화재조사장비의 보강

경상북도 소방본부  14개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장비를 

갖추어야 할 소요기 은 표 7과 같이 소방기본법 시행규

칙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1050종이어야 함에도 총 230

종의 보유로 확보율이 22%에 불과하며 그나마 소방서 보

유품종은 화재원인 조사의 용도에 합한 기기가 우선 구

입된 것이 아니고 소요 산이 게 투입된 기기가 우선 

구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구입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소요 산의 확보이지만 시 히 개선되어야 하

는 것이 화재조사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계자의 

의식과 의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부족한 장비의 78%

를 한해년도에 구입하기란 쉽지가 않다. 화재조사 장비의 

화, 과학화, 3개년 계획 등 다년도에 걸쳐 소방기본법 

별표 7에서 규정한 화재조사장비를 구입 소방서별로 배치

하여 화된 장비의 사용으로 과학  실험을 거쳐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 하기 하여서는 

화재조사업무에 련되는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획

산업무의 계 공무원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화재 통계자료의 활용화, 전산화 추진

지 까지는 화재조사장비와 문 인력의 부족으로 화재

발생 보고서  화재발생분석을 화재건수별, 원인별, 장소

별, 피해별, 시간 별, 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 등으로 

단순, 형식 으로 분류하 고 분석하 지만 화재조사 의 

신설, 문인력의 확보, 조사 장비의 보강이 실 되면 화

재발생의 원인분석,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 등 화재발생의 

최  시 에서 화재의 진행, 화재의 완료상황 등 화재원인

의 과학  분석으로 다양화, 세분화 시켜 이를 화재 방

책, 화재 방을 한 교육, 홍보, 화재진압 책의 수립 

등 잘못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련 규정의 개정ㆍ

정비, 보완 등 소방 기본 정책 방향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하여야겠으며 한 화재통계ㆍ분석의 데이터 베이스화 

등 산화의 개발을 진하여 화재발생과 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화재원인, 규모, 종별 등에 다

른 코드화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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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3)
.

구  분 기 자 재 명

발굴용구

(1종 - 세트)

망치, 라이어, 팬치, 니퍼, 몽키스패나, 드라이버

세트, 탄화심도계, 버니어갤리퍼스, 가 , 러시, 

핀셋( ), 핀셋(소), 톱, 나무톱, 굵게, 스코 (모

종삽형), 칼, 자(2종), 검 기, 확 경, 붓

기록용기기

(13종)

고속카메라세트(카메라, 마이크로 즈, 후 시, 삼

각 , 가방), 디지털카메라세트(카메라, 스마트미

디어, 비용밧데리, 용인화지), 카메라 린터

기, 비디오카메라세트(카메라, 비밧데리, 삼각

, 가방), VTR, TV, 녹음기, 거리측정기, 휴 용

제도기, 마이크로메타(2종), 울, 비 계, 시계

감식용기기

(45종)

확 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연 항계, 후크

메타, 검류계, 정 기측정장치, 항계, 류

압 류계, 교류 압 류계, 비 항계, 설

류계, 가스채취기, 내압시험기, 력계, 인화 측

정기, 실체 미경, 마량융 측정기, 오실로스코 , 

오실로스코  린터기, 휘스톤 리지, 발화 특

정기, 온도기록계, 비교 미경, 발 분경분석기, 

분 사진투 기, 선반, 정 울, 항온항습기, 

속 미경, 스팩트라이트, 가스크로마트그라 , 자

기온습도계, 자기풍향풍수기록계, 음 세척기, 

마이크로경도시험기, 주사형 자 미경, 외선열

상장치, 원심분리기, 로드셋, 외선온도계, 조도

계, 회 계, 진동계, 데이터 기록계

조명기기

(5종)
발 기, 손 등, 이동용조명기, 밧데리, 투 기

그밖의장비

(6종)

화재조사차량, 노트북컴퓨터와 주변장치,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 용 기자재, 발굴복장 등

Ⅴ. 결론

화재의 발생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체는 불구가 되어 한평생을 장애인으

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도 한다. 한 귀 한 재산은 한 의 재로 변하여 

삶을 불운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방기 의 화재조사의 목

은 궁극 으로는 수 없이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정확

하게 찾아내고 분석하여 향후 소방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억제하고 방하

여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귀 한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하여 질병을 방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의 발  연

구의 과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속한 발 으로 사회 체

가 정보화ㆍ과학화되고 있음에도 유독 소방기 의 화재조

사업무는 변화하는 환경에 처하지 못하고 인력과 장비

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재래 이고 형식 인 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방정책의 부재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기 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

재원인조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합리한 환경요소를 과감하

게 변화시켜 문 이고도 과학 인 화재조사업무로 신

할 수 있도록 소방 계인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

히 본고에서 제시한 첫째, 소방서 화재조사 담부서의 신

설과 화재조사 문 인력의 확보로 문성을 제고하고 둘

째, 화재감식에 필요한 첨단 장비의 확보로 화재조사의 과

학화와 정확성을 기하고 끝으로 화재 원인 통계ㆍ분석의 

소방시책 활용화  데이터 베이스화 등 화재조사 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과 첨단장비 확보에 필요한 산을 투

입, 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여건 등 신  추진으로 

공신력 있고 책임 있는 소방행정의 실 으로 국민안  확

보에 이바지하여 우리 사회의 안녕을 보존시킬 수 있는 새

로운 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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