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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
방과 관련한 안전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법이다. 소방시
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는 화재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유지･관리토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둠으로서 화재발생시 설치
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정상 작동토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체적으로 화
재의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안전 확보와 검증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위험정도를 기준하여 소방시설을 설
치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적인 요인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하게 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화재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1. 이 법의 제정 배경
이 법의 제정 배경은 먼저 소방법의 분법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8년에 제정되
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활
동에 관한 사항, 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
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
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 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
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전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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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하고,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6년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함께 규정하게 되었다.

2. 이 법의 구성
이 법 또한 대부분 법률의 그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칙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기존 소방법을 분법하면서 기존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2장 (화재의
예방)과 제4장 (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 및 제5장(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
승인)에 규정된 28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4개의 조문 신설 및 9개 조문에 대한 정리
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문 8장 본칙 47조 및 벌칙 6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내용은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등)와 건축허가
동의 등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
여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권인 소방특별조사 등에 대한 사
항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제도 및 소방시설유지관리업 등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등
이 법은 전체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의무규정과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3주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도록 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고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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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총 칙

법령의 총칙은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 본칙의 앞부분에 두며, 규정하는 내용으로서는 목적규정･
용어의 정의규정･해석규정･적용범위 등이 규정되고 이 외에 이념규정이나 책무규정 등
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들을 총칙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규정과 이 법 전체에서 법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및 이 법과 연관이 있는 소방관련법 중 안전관리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 의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이것은 제명(題名)과 함
께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의미 및 존재이유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법규적 해석의 기능을 지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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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과 수단
이 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
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수단으
로 하여 일차적으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이 법
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목적규정의 기능
가. 법률의 합헌성 확보
이 법의 목적규정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근본취지가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
전과 복지증진 이라는 헌법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표
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이 법 이하의 법률은 전체적으로 헌법의 유보 하에 있는 합헌
성이 담보되어 있는 법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합헌성에 근거한 본 조의 목적규정은 그 목적인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유보된 법률
본 조의 목적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규정으로서 이
는 동시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단(방법의 적정
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다.
특히, 본 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 이
는 헌법 제37조 제2항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법률
임을 표현하고 있다.

2)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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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규 해석의 기능
본 조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규정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표현하고 있어 이하
이 법의 규정을 운용･해석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표현
목적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단의 내용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정 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 활
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
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
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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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정의규정이란 법률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당해 법률
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
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
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조의 정의규정은 이하 법률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어려
운 용어를 미리 한 곳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
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용어의 정의〔시행령 별표 1〕
가. 소방시설(시행령 제3조 관련)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소화기구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다)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등
가)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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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물 분무 소화설비
나) 미분무소화설비
다) 포소화설비
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마)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사) 분말소화설비
아) 강화액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
가) 비상벨설비
나)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9)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피난기구
가) 피난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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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대
다) 완강기
라)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가) 방열복
나) 공기호흡기
다) 인공소생기
3) 유도등
가) 피난유도선
나) 피난구유도등
다) 통로유도등
라) 객석유도등
마)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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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일
반인 및 자체의 자동체계에 의하여 동작토록 되어 있으나, 소화활동설비는 관계인 및
일반인 사용목적이 아니라 관설 소방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시설이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나.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별표 2)
“소방대상물3)” 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
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
건을 말하며, 이러한 소방대상물 중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 이라 하여 새로이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 조의 특정소
방대상물은 기존 소방법에 있어서는“특수장소” 라는 법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모와 용
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화재의 위험정도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적정의 소방시설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일 규모의 소방대상물인 경우 사용자와 사용 방식 등에 따라
화재의 위험정도가 다를 수 있는 바, 소방대상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위험정도 등을
구분하며 그에 따른 적정의 소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 적정의 소방시설을 적용 하고 있다.

3)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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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30개 용도별 구분)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
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
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
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
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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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타.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
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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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
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
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
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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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
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
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
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
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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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
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
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
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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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
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
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
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
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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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
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
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
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
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
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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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 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
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2017.1.26.신설 / 2018.1.27.시행>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
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
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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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라.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
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
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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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
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
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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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
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
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
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
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
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
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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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
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
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라.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제6조)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
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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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한다)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
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마. 국가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없으나 이 법 및 소방관련 법령에서 “화재
안전기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 이라 함은 각종 소방시설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 소방법에 있어서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기술기준규칙을 법령화함으로서 개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급변하
는 소방기술을 규정하기에는 그 경직성과 비신축성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던 바, 종전
소방법을 분법 하면서 기술기준규칙을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 이라는 개념을 정립
하여 세부 안전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총리령의 고시로 하도록 함으로서 급변하
는 소방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용어의 뜻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
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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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
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용어의 정의와 타법의 준용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령은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법률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여러 관련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본 조에서
도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
용토록 함으로서 입법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본 조 제2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이 법이 규
정하고 있는 주된 대상인 건축물과 관련이 깊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
토록 함으로서 입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입법권자의 입법공백으로 인한 사항
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
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
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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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법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의 포괄적인 개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달리 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
하고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
는 규정을 둠으로서 입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입법상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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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Ⅱ

제

3장

소방특별조사 등

최근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 시 소방특별조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
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
임을 실현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시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방특별조사,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 등 소방행정기관의 권한행사로 인하
여 관계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그 요건과 절차 및 방
법 등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와 공정성이 요구된다.

제1절 소방특별조사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
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
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
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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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
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
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
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
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
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
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
시설 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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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
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
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
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
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
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
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의 의
소방특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
스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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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
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소방특별조사의 법적근거
가. 법 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소방특별조
사)

나. 명 령
대통령령 : 이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소방관련 법
이 법 제46조(감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31조 (감독),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

3. 소방특별조사의 수단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소방상 관계사항에 대하
여 설명･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1) 명령의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의 성격 : 행정상 작위하명
3) 명령의 객체 : 관계인

나. 특별조사의 방법
특별조사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사업이나 영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
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상 필요한 때 관계 공무원이 관계지역에 직접 출입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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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소방관련 사항을 검사･질문･파악함으로서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소
방행정 활동을 말한다.
통상의 소방특별조사라 함은 사실상 출입검사를 소방특별조사라 함이 일반적이며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근거인 이 법 제4조의 각 항들도 출입검사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1) 특별조사의 주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관계공무원이며 관계공무원의 자
격 등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정한 공무원은 특별조사
업무를 행하는 사실적 주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사업무의 주체는 소방청
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 할 수 있다.
2) 특별조사의 성격
소방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게 명령을 할 여유가 없거나 성질
상 명령에 의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의 주체(관계공무원)
가 직접(통보 없이) 국민의 신체･재산(특수장소 및 관계인)에 실력(검사, 조사, 관계
장부열람 등)을 가하여 이 법상 필요한 목적(화재예방, 경계)을 실현하는 행위인 행
정상 즉시강제의 성격이 있다. 이외에도 출입검사 시 관계인에게 현장교육 등을 하
는 행정지도･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인 행정조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
령 등의 하명, 현장에서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사실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이다.
3) 특별조사의 범위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계지역 : 관계지
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
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4)
4) 출입검사의 제한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
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소방기본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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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조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
이때의 증표는 출입검사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절차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
다. 즉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출입검사 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증표 제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다) 출입검사 수행 시 업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
라) 사전통보의 의무(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
6) 벌칙
가) 관계인의 출입 특별조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법(벌칙)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폭행･강압･협박 등에 의한 출입검사의 거부 : 형법 제136조5) 공무집행방해
죄의 성립
7) 기타사항
소방특별조사를 목적으로 관계장소에 출입 시는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외에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한다. 이는 이 법상 규정은 없지만 특별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적절한
소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 질 문
질문은 본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주체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
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로서 특별조사를 위
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1) 질문권의 주체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관계공무원
5)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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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의 성격 : 소방특별조사권자의 질문자체는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질
문에 대답하여야 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불성실한 답변 혹은 질문의
회피 등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질문의 객체 :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외의 사용인 대리인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의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4) 질문의 범위 :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에 관련 있는 사항전반에 대해 가능

4.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시행령 제7조)
소방특별조사는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
사할 수 있다.

가.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라.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마.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시행령 제7조의2)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
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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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
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방특별조사위원의 제척 등(시행령 제7조의3)
가. 소방특별조사위원의 제척(除斥)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
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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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

나. 소방특별조사위원의 기피(忌避)
-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소방튺별조사위원의 회피(回避)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7. 소방특별조사위원의 해임･해촉(시행령 제7조의4)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
우
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마.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한다.

8.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편성･운영(시행령 제7조의6)
가. 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나. 조사단의 임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청장이 임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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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촉(*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시행령 제8조)
가.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
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 소방특별조사 방법(시행령 제9조)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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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
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
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
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절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
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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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은 종전 소방법의 제정(제정소방법 제5조)때부터 있
었던 조항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장에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명령은 당해 소방대상물에 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소방상의
장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본 조에 근거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하명의 행정형
식을 통하여 배제토록 함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인명의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하고 있다.

2. 특 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은 그 성격상 여타의 규정에서도 찾
아보기 힘든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권(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함과 동
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 명령의 요건에 있어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필요하거
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여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주었다는 점과
둘째 : 일차적으로 법률상 요건징표에 해당한다는 포섭(包攝)6)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결정, 선택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령의 문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6) 포섭(包攝) : 어떤 개념이 보다 일반적인 개념에 포괄되는 종속 관계를 이름
- 화재예방을 위하여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식하였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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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자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원칙에 부합 되도록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며,
셋째 : 이러한 해석 및 적용 또한 그 나름의 한계(이 법 제5조에 주어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여지에 대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넷째 : 본 조는 실제 적용 시에 부담을 받는 행정객체의 수인(受忍)의 정도에서 볼 때
여타의 어떠한 규정보다도 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에 상응하는 명령의 정도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의 한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다섯째 : 본 조는 법령에 위법한 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도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인한 이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손실보상과 관련하
여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가. 명령의 요건
본 조의 명령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무엇이 법인가(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 즉 요건규정-불확정개념에 대한 확립)를 판단한 후 2차적으로 명
령을 발하는 효과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건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행정주체에게 의존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후에 관계되는 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형식을 행정상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의 성격이라고
한다.
1) 요건규정
본 조에 근거한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등의 발효요건은 첫째 : 소방대상물의 위
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 둘째 :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라고 규정함으로
서 이때의 필요성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개념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유를 인
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불확정 개념은 객관적이고 경험칙
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그 성질상 법해석권자 (본 조의 경우 명령권자인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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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당연히 수반되는 바, 일정한 범위에서 불확정
개념의 해석 및 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으로
존중된다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필요성의 정도 및 피
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근거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조에 있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 및 예상성”은 일반 추상적
인 위험성으로는 부족하고 명령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축척된 경험･전
문지식 및 객관적 판단에 의한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이고도
구체적 개연성 있는 위험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효과규정
위에서 언급한 요건규정이 일차적으로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하의 규정에 따른 명령권의 발동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즉, 요건규정이 성립되었을 경우“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
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령의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마지막 규정인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때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재량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
지 아니면 기속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문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응 행정주체에게 본 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재량권(결정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만, 위의 요건규정에 합치되는 위험성 및 피
해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시 화재예방 상 필요성이 있음이 경험칙 상 또는
객관적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이는 소방상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본 조의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행하여 소방상 장애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가) 소방상의 장애가 계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나) 이 법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음은 그 또한 재량권의 판단을 그르친(남용)것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행정상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할 수 있
다”라는 재량적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는 판단의 여지를 두지 않는 내용적으로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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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건규정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가
판단되어서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이 되어지면
본 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행하도록(하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명령의 내용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
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라 함은 화재 예방상 또는 화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다. 명령권 행사에 있어서 한계
이 법 제5조에서 규정에 부합되는 소방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그 명령을 발함
에 있어서 법 문구에 의한 한계 외에 또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조리상의 한계라고 한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이 당연히 행정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법의 일반원칙이라 하며, 이에는
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상의 한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 제5조에 근거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에의 위험을 배제
하기 위한 소방대상물의 조치･이전･제거･공사의 정지･중지 또는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첫째 :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화재예방 및 인명 및 재산에의 위
험성 배제)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둘째 : 그 명령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관계인에게 최소한의 침해가 가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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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화재의 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에의 위험제거라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
적과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해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넷째 : 이외에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재의 예
방과 인명에의 위험제거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관계인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 이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7)

나) 평등의 원칙상의 한계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앞에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재량권의 한
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의 법리의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지역 어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장이 화재의 발생시 인
명의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어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을 발하였다고 가정하
였을 시 동종･동류의 다른 소방대상물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소방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일한 명령을 발할 요건이 구비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 제6조의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제약
이 법 제6조는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여 손실보상에 있어 필요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
한 당사자간의 협의 등 손실보상의 절차적인 문제가 뒤따름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
약이 내재되어 있다.

7)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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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적용
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한 적용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등이 소방관련법령8)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방관계법 외의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
용하여 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방대상물은 사실상 여러 관련 법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가스･전기･소방 등) 각각의 개별법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
적에 부합한 법의 적용 및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개념에 있어서는 소방관련 법규만을 구체
적으로 적용받는 특정의 개념이 아닌 여타의 여러 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 즉, 하
나의 대상물의 개념이 강하다 할 것이다.
이는 화재의 개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는 비단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
정의 사안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닌 대상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이의
예방 진압 등의 차원에서도 이 법령의 규정에 한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등
이 아닌 전체적인 소방대상물 (즉, 여타의 법규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의 대상물)의 견
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본 조의 화재의 예방상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
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이라 함은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화재의 예방상 또는 화재로 인
한 인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
이다.
또한,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
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권자가 조치･이전 등 및 공사의 정지･중지 등의 용어를 선택한 것은 소방관련 시
설 또는 소방관련 설비에만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소방대상
물 전체에 대한 것임을 법의 논리해석상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은
이 법령과 관련된 사항 외에 타법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서도 요건이 구비되면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방관련 법규에서
8)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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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있어 특정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법 제5조와 관련한 규정 외에도 다른 이 법의 조항을 적용(적법한 소방시설
등은 예외로 함)함으로서도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
고 따로 이 법 제5조의 규정은 두고 있는 입법권자의 취지는 명령요건의 대상이 소방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치･구조･설비 등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규의 적용
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도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타법에 있어 적법한 사항에 대한 적용
적법 적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한편으로 각각의 개별법이 추구하
고 있는 목적에 맞는 소방대상물인 바, 상황 (주변 소방환경 또는 건축물의 경우 개
축･대수선･증축 등)의 변화가 없는 한 안전한 소방대상물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가스설비와 관련하여 가스 관련법상 적법･적정한 설비라면 안전한 가
스설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이
고도 합리적인 검증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
조 등에 대한 본조에 근거한 명령권의 발동은 소방 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2) 타법에 불법한 사항에 대한 본 조의 적용
화재예방상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대상물 위치･구조･설비가 이 법 사항이 아닌 전
기･가스 등 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본 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다. 전기･
가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이 법령 사항에 있어 본 조의 적용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있어 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 또는 이 법령 적법한 경우에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1) 위치･구조･설비 등이 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이 법령상 불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이 법 제5조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조항이 아닌 다른 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임으로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우선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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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구조 설비 등이 이 법령에 적법할 경우
이 법령에 적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본 조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법상 적법･적정한 소방대상물은 한편으로는 화
재예방상 또는 인명의 위해상안전한 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을 이 법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화재의 예방 또는 화재 등
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소방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법령에 적법･적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
비 등은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며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대상물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함은 주변 환경의 변화 또는 특별한 정황
등 고도의 개연성과 검증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조치명령 등의 절차(시행규칙 제12조)
가. 조치명령서 발부
1) 발부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발부대상 :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나. 조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시 조치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손실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명자료를 함께 보관

6. 조치명령 미 이행 사실 등의 공개(시행령 제10조)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미 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
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때 부터 소방청
장,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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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
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라.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
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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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Ⅱ

제

4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이 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주된 수단으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법률로 규정하여 주된 소방대상물인 건축물 등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
지 및 관리의 의무를 관계인에게 부과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언제
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장은 가장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될 당시부터 적정한 소방시설이 적용･설
치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인 절차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하 각 소방대상물의 규모별･용도별･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와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이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
요한 물적 요소가 되고 있는 방염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이 법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은 관
계인에게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위반
시 각종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장의 각종 규제적･명령적 규정들은 대표적인
규제행정법의 일종으로서 대상물 및 인적요소의 통제를 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본 장의 규정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
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담보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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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제1절이 특정소방대상물에 각종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규정이라면 본 절은 소방시
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외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
치된 소방시설은 소방대상물에 있어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적
정･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절은 이러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확
보(이 법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으로 관계인
에게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이 쉽
게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준수될 수 있다.)하고 있다.

제2-1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
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
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
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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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립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방 관련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코
자 하고 있다.
본 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
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되며 이 법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결정하는 요인, 즉, 화재의 위험정
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으로 하고 이의 기준에 의하여 화재
위험정도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 중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1972년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었다가 1992
년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지금의 용도분류 형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가 1999년 화
성씨랜드 사건9)을 계기로 다시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어 소방법 개정 시(2001.1.12 법률 제6387호)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 하였으며, 각각의 분류방법과 분류번호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코드를 정하
고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장애인등에 적
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신설하였다.

2.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시행령 제15조 별표 4)
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
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9) 화성씨랜드 화재사건
- 발생일시 : 1999. 6. 30 (01:30)
- 장 소 :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 청소년 수련의 집
- 피해 : 사망 : 23명, 부상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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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나.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1)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
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2)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
어 얻은 수
※ 비 고
가.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
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
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시행령 제15조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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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
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
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
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
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2017.1.26.공포 / 2018.1.27.시행>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
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
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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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
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
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
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
용기준을 적용한다.<2017.1.26.공포 / 2018.1.27.시행>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
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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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
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
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
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
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
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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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
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
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
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
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
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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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로 사용되
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2017.1.26.공포 / 2018.1.27.시행>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
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
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
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
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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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
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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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
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
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
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
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
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
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
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
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
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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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
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
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
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
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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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
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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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
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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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
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
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
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
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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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
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
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4. 소방시설 등의 종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
하며 설치되는 소방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설 세부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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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
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
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최근 이법이 개정되면서(2016. 1.27. 기준)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던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이 고려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하던 내용을 본조로 이
전하여 세분화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
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
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8.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
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
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시설에도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적용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
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방시설
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연수 소방용품은 분말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시행령 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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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
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
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의 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립 시부터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시 화재의 급속한 확산의 방지
및 내부에 상주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
조)･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지하층의 구조(건축법 제53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
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
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
과하여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장애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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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
건축물에 있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법의 규정과 소방관계법의 규정에 있어서 그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의무와 그 피난계단의 기술적인 기
준에 대한 많은 규정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관계법은 그 설치된 피난계단이 유사
시 적정하게 피난에 이용될 수 있도록(상품적치 등의 제거 등) 그 용도상의 장애를 제거
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유지에 대한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3. 피난･방화시설의 연혁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법의 영역이 확장된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건축물들의 복잡화･고
층화로 인해 화재 시 피난장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
라 과거 소방법 개정 시 (2000.1.26. 법률 제6387호) 본 조항을 삽입하여 건축물의 피
난･방화시설 기능의 유지･관리의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새로이 제정된 이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의 피난･방화에 관한 규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
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
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
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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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생략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
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
불연재료･직통계단의 설치기준･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회전문의 설치기준･헬리포트
의 설치기준･방화구획의 설치기준･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
조･방화벽의 구조･건축물의 내장･지하층의 구조･방화문의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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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
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
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
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
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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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본 조는 특정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의 배제 또는
소급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항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용함으로써
관계인에게 주는 부담보다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특정
한 조건하에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된 소방시설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무의미하거나 불
합리 할 때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배제토록 함으로서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소방시설 적용기준
헌법 제 第13條 제2항은 “모든 國民은 遡及立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
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도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
한 법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소방시
설의 적용기준을 행위시법주의에 의거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건립 당시(건축허가 당시)
를 기준하여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그 시행이전의 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는 원칙(법률은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며, 기득권 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 및 기존 법질서의 존중 또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한 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
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
도 침해하더라도 신법을 소급 적용시킬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
정할 수 있으며, 이 법 후단에 있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화재
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득권자가 가지고 있는 법익의 과다한 침
해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가. 변경(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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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10)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은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 (2000.2.18)
를 계기로 전력선･전화선･초고속통신망･케이블선･수도관 등 현대사회의 중추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 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본
조에 근거하여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동구의 통합감시체
계구축 등이 있다.

3) 노유자(老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3. 유사기능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면제라 함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설치하여야 하나 기능의 중
복, 불필요한 재산권의 침해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의
무를 배제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16조 관련) : 시행령 [별표 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
치가 면제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
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103 -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3.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
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또는 단독
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경보형 감지기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5. 비상경보설비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6. 비상방송설비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
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
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
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
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9.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
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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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
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
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
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
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중 노대(露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
10. 비상조명등 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
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
11. 누전경보기
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
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무선통신
보조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
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
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3. 상수도소화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
용수 설비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
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
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연소방지
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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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
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
15. 연결송수관 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
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
설비
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2017.1.26.공포 /
2018.1.27.시행>
16.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7. 옥외소화전 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설비
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18.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
가 면제된다.
19. 자동소화
장치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
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가. 증축과 용도변경에 있어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증축에 있어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7조 제1항)
건축물의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의 산
정 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는 바, 증축은 규모의 증가로 인하
여 당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화재 등 소방상 위험의 정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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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에 대해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는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부분 및 증축
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하나 증축되는 건물
의 구조에 따라 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증축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소방시
설 기준의 적용
- 증축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바로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
재 위험성이 전체적으로 변동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법령은 변경된 화재
의 위험을 기준하여 전체에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 기존부분에 있어서의 증축 당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면제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
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
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
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있어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기존의 특수장소가 용도변경 되는 경우 또한 변경된 용도의 성격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변화되었음은 당연하며 그러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
여...”(법 제9조)라는 조항을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은 이에 대하여도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되, 그 범위는 용도변경 되는 부
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기존부분과 용도변경 부분 전체에 대한 재용도의 분류를
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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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
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
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
되는 경우
※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특례에 대한 고찰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수장소가 용도변경 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 전체에....”라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라는 규정을 함으로써 실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되어야 할 소방시설의
적용이 문제 된다 할 것이다.
예컨대, 4층의 근린생활 시설에 2층(300제곱미터) 전체를 교회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당해 층의
면적 즉, 300제곱미터를 기준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유도등이며 기존에 옥내소화 전이 설치되어 있
었다면 2층에 있어서는 옥내소화전은 법적인 소방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 300제곱미터의 교회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건물 전체는 사실상 복합건
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적용은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
점이 있을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항은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여 둠으로
서 화재위험이 현저하게 낮아 소방시설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조그만 화재 시
소방시설의 동작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상 또는 법정소
방시설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이한 구조 또는 용도로 인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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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 설치의
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시행령 제18조)
가)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
방대상물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
2)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및 소방시설(시행령 별표 7)
구 분

특 정 소 방 대 상 물

소 방 시 설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건축
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
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비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화재위험도가 낮은
스프링클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 ◦옥내소화전,
물분무 소화설비, 비상방송
정에 의한 소방대가 조직되어
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
및 차고
결살수설비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
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 ◦스프링클러, 상수도소화용
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 수 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로 사용하는 것
하기가 어려운 특정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
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
설비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원자력발전소,
적용하여야 하는
핵폐기물처리 시설
특수한 용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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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구 분

특 정 소 방 대 상 물

소 방 시 설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
제19조의 규정에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
의한 자체소방대가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결송수관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다.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특례11)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의 실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적용이 현저하게 곤
란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외에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
록 하여 법정 시설설치의 불합리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화재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4절 방염(防炎) 등
방염(防炎)이라 함은 불꽃의 전파를 차단 또는 지연하는 것을 말하며 방염성능이라 하
면 특정의 물품이 가지고 있는 방염의 능력을 말한다. 방염제도는 1942년 미국의 나이
트클럽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가연성 직물에 대한
규제로 1953년 Flammable Fabric Act가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1969년 소방법
개정으로 섬유제품･커텐 등에 대한 방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1) 소화기 및 수계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의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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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12) 사건을 계기로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개정되
면서 호텔･고층건축물에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규제가 시작되었다.
본 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의 방지를 통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한 규정을 하고 그 대상에 있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설
치하도록 하고 함으로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특정소방대상물을 화재
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4-1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
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화재는 그 성질상 급격히 연소･확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
라는 개념에서 볼 때 화재의 급격한 연소･확대의 방지는 한편으론 피난시간의 확보 및
진압 또는 구조 가능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물
질 또는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물품에 관한 규제
의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관한 규정이며, 소방관련법의
12)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
로는 1백65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 화재 원인 : 지하 2층 커피숍에서 유출된 LP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상층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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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방염에 관한 규정이다.
방염이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에 방염 가공하여 난염성화 하는 것을 말하며, 방
염성능이 있다는 것은 불꽃의 전파는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말한다.
이 법은 방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당해
방염대상의 실내장식물･커텐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각종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의 불연재료와 이 법의 방염
건축법상의 불연재료와 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염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하는 목적
이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아니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연성이라도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동
일한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권원･범
위･방식 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건축법령에 있어서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규정대상은 거실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내부마감에 대하여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 법령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합
판 또는 목재에 대하여 방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
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
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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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
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나. 방 식
건축법에 있어서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구분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그 시험방식으로는 표면시험･가열시험･부가시
험･가스유해시험 등의 시험에 의하여 난연1급의 경우 불연재료, 난연2급의 경우 준불
연재료, 난연3급의 경우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령에 있어서의 방염의
규정은 탄화면적･탄화길이･잔염시간･잔신시간･용융시험･내세탁성 등을 거쳐 방염성
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19
조)
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바. 가호부터 라호 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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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제외한다)
사. 별표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방염대상물품(시행령 제20조)
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
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
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
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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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5. 방염제품의 권장(시행령 제20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
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 방염제품의 권장과 행정지도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
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국가의 기능 확대에 따
라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을 탄력성 있고 신속
하게 수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내지 협력에 의하여 임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찰이
나 저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 법령은 소방서장에게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
서 행정지도(화재예방 및 인명안전이라는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행위)형식을 통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행위라는 점과, 타 관할소
방서 및 지방소방기관과의 소방행정의 형평성, 행정책임의 불명확 및 민원발생시의
구제수단의 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의 실행에 있어서는 행정상대방의 설득과
자발적인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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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이 법은 제3장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 설치된 소방
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및 제4장이 소방시설과 관련
된 물(物)적인 사항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그에 대한 소방시설 등이 중점적인 규율사항이
었다면, 이 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인(人)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사람에 의하여 적정･적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 장에서 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
라, 화재 등 유사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
유로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의무 뿐 아니라 실제 소방대상물 내에 거주하고 관리
하는 관계인에 대하여서도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
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소
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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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
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
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
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
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
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
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
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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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
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
(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
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의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로부터의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이라는 소
방의 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소방업무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이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속성상 민간자율에 의함은 전문성 부족 및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 관리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소방상 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겸비
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정의 소방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한편으로는 민간자율 소
방역량의 강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의 효과적인 대처를
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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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자기책임
방범･소방안전 등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보는 원리와, 특수장소의 관
계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 화재의 특성상 초기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됨으로 민
간자율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율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는

가. 화재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는 점
나. 화재는 일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다. 민간의 화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어서 화재 예방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한다는 속성이 있으며
자. 민간자율의 소방역량의 강화를 꾀하고, 관설 소방업무의 폭증 등 업무의 한계를 극
복한다는 점 등이 있기에
이 법은 화재예방의 일환인 각종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자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소방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를 통한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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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기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화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적정한 소
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바, 이때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
이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13)이라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인 이 3가지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법령 전
반에 걸쳐서 각종 기준을 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규모(층 및 면적)와
용도의 개념이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소방안전관리등급의 구분을 보
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은 소방법령 전반에 걸쳐 화재위험요인을 결정하
는 인자라 할 수 있다.

4.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이 법령에서는 기타소방안전관리 대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특급·1급·2급 또는 3급
및 공동소방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관계인은 소방안전
관리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소방안전관리의 대상을
특급·1급·2급 및 3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급·1급·2급 및 3급 또는 공동소방안전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기타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구분 한
다.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전
문지식과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화재예방 등과 관련하여 교
육을 받은 자, 또는, 일정수준의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방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의 실효성을 확
보하도록 하고 있다.
13) 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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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과다한 경제적인 부담
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정도에 따라 위험정도가 커서 특히, 소방안전관리업
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규
정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인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있어
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되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2)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
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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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
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
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피난계획과 소방계획의 작성
(1)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④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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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 그 밖의 방화구
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⑦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⑧ 법 제22조를 적용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
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⑨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⑬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
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나) 자위소방대의 조직
다) 이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라)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상시근무 또는 거주인원이
10인 이하는 제외)
마)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바) 화기취급의 감독
사)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및 고층건축물14)은 여
14) 고층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 구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상의 소방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의 높이를 대략 11층 또는 31m정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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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대형화 및 각종 설비의 복잡화 등으로 설비기능의
관리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막대한 수용인원과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 등으로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상가, 개별업종의 특성과 음식점에서의 화기취급의 다양
화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험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건물의 연소특성 및
피난 등 소방상의 제반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이 법은 특히, 이러한 대상을 일정수준 이
상의 자격과 관리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업
무의 의무를 두고 있다.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
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
트
나)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
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행령 제23조 제2항)
라)~바)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
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위
험물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며, 이 이상의 높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지상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스프링클러, 방염, 피난계
단 등의 강화된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유사시 자체의 각종 설비 등으로 안전을 확보토록 하기 위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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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제1항 또는「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
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
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
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
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
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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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5 제1호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나)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
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2) 2급 소
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3항)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가)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
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광산보안법」제
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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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
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
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
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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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2)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4항)
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
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
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7)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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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 대상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나) 가)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물
다) 가) 및 나)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
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최소 선임기준
가) 시행령 22조의2 1항1호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
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시행령 22조의2 1항2호의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
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22조의2 1항3호의 경우 : 1명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
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
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특급, 1
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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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
1) 대상 :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또는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 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다) 화기취급의 감독
라)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3) 소방안전관리의 주체(자격자) : 관계인
4) 기타의 이 법령상의 의무
이 법령에 의한 소방훈련실시 및 소방안전교육 참석 등

5.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
가.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선임(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라.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감독자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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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업
무를 하게한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
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이때 소방시설관리업체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관련시설 유
지관리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한다

바. 건물관리 용역업체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이는 실무상 행하여지는 형태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건물관리를 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였을 경우 용역업체의 직원이 이 법령상의 자격을 겸비하고 해당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에 상주 근무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
의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소방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2) 기타 특례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
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
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
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
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
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
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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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
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
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
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
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
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
보안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
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
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
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
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
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
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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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
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
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
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
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
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
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
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
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
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
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
야 하는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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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
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
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
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
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
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
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
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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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
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가. 대지경계선 및 인접한 대지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시행령 제22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
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
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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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
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
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
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
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
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 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
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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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연기 신청자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2) 선임연기 사유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 및 2급 또
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연기신청서 접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표 사본 첨부
4)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
5) 연기일의 통보(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본 조 제5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자의 해임시기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첨부 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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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7.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
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
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서 첨부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소방안전관리자 규정의 준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기간(법20조 4항), 해임사실의 확인(법 20조 5항),관계

- 138 -

인의 지도감독규정(법20조 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준용한다.

8. 공동소방안전관리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
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의 의
하나의 소방대상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
다. 하지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권원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
우 관리권 및 소유권의 다양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
며, 책임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관계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히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
함으로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소홀･혼란 및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
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25조)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
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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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
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
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
23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는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 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소방안전규정”이 있어 왔으나, 본 조가 신설되면서 소방안전
규정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는 최근의 대구지하철역사15)･천안초등학교합숙소16) 등 공공
기관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화재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05. 8. 19 대통령령 제19009호)이 제정되었다.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 제1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15) 대구지하철화재
- 발생일시 : 2003년 2월 18일
- 인명피해 : 사망 182, 부상 106
16) 천안초등학교합숙소 화재사건
- 발생일시 : 2003년 3월 20일
- 인명피해 : 사망 8, 부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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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
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관장의 책임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제외)
1) 임명권자 : 기관장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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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같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
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
임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
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
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감독자적 직위에 있는 자(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
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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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보기간 : 선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통보방법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
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및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8조)
1) 이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2)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예방
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사. 자위소방대의 편성 등(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2조)
1) 주체 : 기관장
2) 조직 : 대장. 부대장 각1인,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 으로 구성

아. 소방교육 및 훈련
1) 교육주체 : 기관장
2) 교육대상 :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
3) 교육횟수 : 연2회 이상
4) 교육방법 : 연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실시(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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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기타 : 2년간 교육 및 훈련기록 보관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
우 교육 및 훈련제외)

10.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
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
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
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
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
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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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
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가. 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
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
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
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1)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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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나)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다)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라)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마)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1)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
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
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계획시
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특별관리시행계획의 내용
가)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
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
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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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나 의정부 아파트화재 등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화재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인에 의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하며 특히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명대피 유
도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법에서는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피해
롤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건물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피난계획의 수립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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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
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
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화재는 그 성격상 발화 후 급격히 연소 확대되며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기 등은
화재의 급속한 확산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화재의 속성은 바로 화재의 예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피
난 및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대규모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고, 건물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많은 일정규
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화재와 관련하여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화재 등의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바, 화재로부터의 안전
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관계인이 일정한 소방훈련 또는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유사시 즉각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
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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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연 1회 이상(소방서장이 2회의 범위 내에서 요청 시 추가 실시)

다. 훈련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1)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자체훈련 : 자체 계획 수립에 의거 실시
3)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
유지 한 후 이를 2년간 보관(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제4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
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전
문지식을 겸비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로 하
여금 소방교육 및 각종 소방훈련을 실시 할 수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
는 대상이 아닌 기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화재예방 등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기타 소방안전관
리대상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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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있는 바, 본 조는 이에 대한 법
률적인 권원을 둠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교육의 합법성 및 정당성을 확보
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교육
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
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고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나. 교육대상자 :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관계인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교육 통보(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
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소방분야
소방시설

Contents

소방시설
제1장 소화설비
제2장 경보설비
제3장 피난설비
제4장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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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소화설비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가. 개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화재초기에 사람이 손쉽게 이용하여 직접 화재
를 진압하거나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하면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기의 구조는 호스, 노즐, 손잡이, 안전핀, 가압용기, 가스도입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종류
(1) 수동식소화기 :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
(2) 자동소화장치 :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경보 하고
소화약제를 방출
(3) 간이소화용구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팽
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다.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1)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
기
(2) 대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A급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 소화기는 20단
위 이상인 소화기

라. 적응화재표시
화재의 특성에 따라 A･B･C･K급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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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급화재 : 종이, 나무등과 같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
(2) B급화재 :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유류나 Gas화재
(3) C급화재 : 전기설비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의미하며 화재의 특성에 따라
각각 그에 적응되는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화기의 표
면에 그 적응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4) 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하
며,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한다.
A
일반화재용
(백색)

B
유류화재용
(황색)

C
전기화재용
(청색)

[소화기의 적응성표시색]

마. 점검사항
(1) 소화기의 적응성 확인
설치장소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성을 확인하고 대상에 맞도록 비치한다.
(2) 약제충전규정기간 및 충전일자 표시여부
약제의 충전은 내구성이 약한 약제일수록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여 충전하
여야 한다. 오래 방치된 소화기의 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
에 충전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소화기의 청소와 부식상태 등
소화기는 대부분 고압가스 용기화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외관상 부식의
정도를 확인하여 사용 중의 2차적인 안전사고 요인도 파악하여야 한다.
(4) 안전핀의 탈락 및 봉인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노즐의 막힘과 연결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소화기의 비치장소 적정여부를 파악하고 비상구 등 탈출로 부근에 비치하
여 유사 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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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
가. 개념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상물의 소
방관계자 등에 의하여 발화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고정설비로
서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송수구, 제어반, 비상전원, 호스 및
노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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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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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류
(1) 기동방식에 따른 분류
(가) 수동기동방식
학교, 공장, 창고 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소화전함의 펌프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작동되어 방수가 이루어진다.
(나) 자동기동방식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하여 소화전함의 앵글밸브를 열면 배관 내 압력
이 감소하면서 압력장치에 의하여 펌프가 작동되어 방수되는 방식이다.
(2) 가압송수방식에 따른 분류
옥내소화전의 노즐에서 법정방수압력인 0.17Mpa이상 0.7Mpa이하를 확보하
기 위한 가압송수장치는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이
있다.

[고가수조]

[가압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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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수조]

[펌프방식]

다. 점검항목
(1) 수원 : 법정방수량 및 수조설치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2) 가압송수장치의 구성 및 설치기준의 적정여부 확인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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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올림장치의 유효수량 및 감수경보장치의 적정 여부 확인
(4) 전동기 제어장치의 적정 여부 확인
(5) 기동장치
(가) 기동조작부 : 직접조작 및 원격조작부의 기능 정상여부 확인
(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압력스위치의 단자가 고정되어 있으며 설정압력
치가 적정한지 여부 확인

[기동장치]

(6) 배관
(가) 밸브류 : 개폐조작이 쉬운지의 여부 확인
(나) 여과장치 : 여과망의 변형, 손상, 이물질의 축적 등의 유무확인
(다) 순환배관 : 배수의 적정여부 확인
(7) 호스함
가) 호스 및 노즐 :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결합이 쉬운지의 여부 확인
나) 소화전개폐밸브 : 개폐조작이 쉬운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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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수압, 방수량
(가) 방수압력 : 규정 압력범위내인지 여부 확인
(나) 방수량 : 규정량 이상인지 여부 확인

[압력측정]

3. 스프링클러설비
가. 개념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소화설비로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천장부근에 설치되
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자동적으로 작동, 살수되어 소화하는 설비로서 수원, 가
압송수장치, 자동경보장치, 배관, 스프링클러헤드, 송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폐쇄형스프링클러 설비
(가) 습식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있는 가압된 물이 분출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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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변동으로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발화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경
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수원의 물이 헤드를 통
하여 연속적으로 살수되는 방식이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나) 건식
습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나 습식은 전 배관 내 가압된 물이 채워져 있
는 것에 비해, 건식은 건식밸브를 중심으로 헤드 쪽에는 공기를 압축시키고
펌프 쪽에는 물을 충압시키는 것이며 주로 급수관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곳
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 준비작동식
이 방식은 대기압 또는 가압된 공기를 관내 충전하고 이를 프리액션밸브
에 연결하여 급수본관에 접속시켜두고 감지기가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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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이 밸브가 열려 주배관 내에 송수하는 방식이며, 화재가 다시 확대
하여 헤드가 자동적으로 개방되었을 때 비로소 살수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헤드가 오동작으로 개방되거나 살수관이 파열되면 수손이 클 것이 예상되는
경우나 건식의 대용으로 이용되며, 감지기의 동작으로 대부분의 화재에는 경
보를 발하므로 신속히 사람이 달려가 헤드가 개방되기 전에 초기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2)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로서 극장
의 무대부 등 천장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일제살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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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살수식은 각 경계구역마다 설치된 감지기에서 화재발생을 감지하면 자
동적으로 델류지밸브(Deluge Valve)를 열어 주어 그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모
든 개방형헤드로부터 일제히 살수하는 방식이다.

[개방형(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다. 점검항목
(1) 화재감지장치
(가)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내용에 준해서 확인
(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 화재 감지에 지장이 없고 도장, 이물질의 부착 등
으로 인한 작동장해 여부 확인
(2) 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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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밸브본체 등 :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나) 리타링챔버 : 자동배수장치 등에 의한 배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가
의 여부 확인
(다)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라) 일제개방밸브(전자밸브 포함) : 전자밸브의 단자는 고정되어 있으며 탈
락 등이 없고 일제개방밸브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유수검지장치]

(3) 송수구
(가) 주위상황 : 주위에 사용상 또는 소방자동차가 출입하는데 장애물이 없
고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표시 및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의 적정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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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형 :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이물질 혼합여부
(다) 패킹의 노화 등이 없고 호스 등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

[연결송수관 송수구]

(4) 헤드
(가) 외형 :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다른 물건을 기대거나 매는데 이
용되고 있는가의 여부
(나) 감열 및 살수분포장해 : 헤드 주위에 감열 및 살수분포의 방해물 설치
유무 확인
(다) 미경계부분 : 칸막이 등의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헤드의 미설치 부분
의 유무 확인

[스프링클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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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밸브
(가) 위치 : 시험밸브함의 위치가 적정 여부 확인
(나) 압력 : 배관 내 압력이 적정 여부 확인

[스프링클러시험밸브]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작동점검
(1) 자동경보밸브의 작동점검
밑의 그림의 압력계를 확인하면 2개의 압력계가 동일한 압력을 계기하고 있는
데 이것은 알람밸브의 클래퍼를 중심으로 1차측과 2차측의 압력이 같음을 의미
하며 정상상태를 의미한다.
유수검지장치를 작동하는 방법은 배수밸브를 열면 클래퍼 2차측의 압력을 감소
시키므로 클래퍼가 열리면서 압력스위치가 작동되어 경보가 발령되고 수신부에
해당번호구역에 대한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를 지속시키
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방식의 경우에는 잠시후에 가압송수장치가 작동되며 기동
용수압개폐장치방식이 아니고 압력스위치 직결형의 경우에는 배수밸브를 열자마
자 즉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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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보밸브]

복구방법은 배수밸브를 다시 잠그기만 하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어 가압송수
장치가 멈추지만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경보를 중지시키
는 방법은 수신부의 복구나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선 우선 유수검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수신부의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놓고 배수밸브를 열면 경보가 울리고 다시 잠그면 경보도
자동으로 복구된다.
물론, 시설기준상에는 말단시험밸브를 가지배관의 말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
어서 말단시험밸브를 열면 유수검지장치의 배수밸브를 열었을 때와 똑같은 작동
이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는 가압송수장치의 측근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에서 실
시하는 것이 보다 복합적으로 확인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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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스프링클러설비 작동점검
밑의 그림을 참고하여 ③테스트밸브를 잠근 후 배수밸브 ④를 열어 배수를 시
킨 후 수신부의 자동복구, 복구스위치를 눌러 복구시키면 경보가 중지된다.

[건식밸브]

건식밸브를 작동시킬 때는 건식밸브 2차측의 주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②배수밸브를 열면 클래퍼 2차측의 압축공기가 감압되면서 가압송수장치작
동, 경보발령, 수신반에 화재표시등 점등, 에어콤프레셔 작동, 감압경보발령의 현
상이 나타난다. 작동 후 복구는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식밸브의 1
차측 주밸브를 잠그고 에어콤프레셔를 중지시킨 다음 ②배수밸브를 통해서 가압
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잠그고 에어콤프레셔를 재작동시킨 다음 2차측의 압력
계를 확인하여 정상압력이 충전되면 가압송수장치를 작동시킨 후 건식밸브 1차
측 주밸브를 서서히 열어 1차압력이 충전되고 건식밸브가 재작동되지 아니하면
건식밸브를 열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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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작동식 및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밸브의 2차측에서 말단헤드 까지는 일
반적으로 무압의 공기상태인 설비가 대부분이다. 정상상태에서 1차 압력계는 가
압수의 압력을 지시하고 2차압력계는 0상태이다. 그러므로 점검작동 시 준비작
동밸브의 2차측으로 급수가 되면 배수작업시간이 소요되므로 준비작동밸브의 2
차측의 주밸브를 잠그고 실시하여 2차 배관으로의 송수를 막아야 한다. 작동방법
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방법은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함으로 수신반에서
감지회로를 2회로 이상 복수로 동작시키면 밑의 그림에서 ⑤번 솔레노이드밸브
를 개방시켜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된다.
둘째 방법은 ①번 긴급해제밸브를 열면 ⑤번 솔레노이드밸브를 열었을 때와
똑같은 작용을 하여서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된다.
세번째 방법은 슈퍼바이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솔레노이드를 동작시
켜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는 데는 위의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
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키기 전에 ③번 배수밸브를 열어놓고 작동을 시켜야 한
다. 이와 같이 한 다음 준비작동밸브가 작동되면 2차측 압력계가 0상태에서 실
제 방출압력을 지시하게 되며 경보발령, 가압송수장치기동, 수신반에 화재표시등
점등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점검 후 복구방법은 우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멈추고 준비작동밸브의 1차
측 주 밸브인 ⑩번 밸브를 잠그고 준비작동밸브 내의 가압수가 완전히 배수되기
를 기다려서 1차측과 2차측 압력계가 0상태가 되면 ③번 배수밸브를 잠근후 가
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킨다. 가압수가 완전히 충전되면 준비작동밸브 1차측의 압력
계가 실제압력을 지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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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

칭

평

상

시

상

태

A

개폐표시형밸브

꼭 열어둠

①

긴급해재밸브

꼭 닫아둠

②

1차 셋팅밸브

④번 압력계에 압력이 걸린후 닫아둠

③

드레인밸브

시험이 끝난 후 2차측 물을 배수시킨 후 닫아둠

④

1차측압력계

⑤

솔레노이드밸브

닫혀있어야 함

⑥

오토드림밸브

시험이 끝나고 2차측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배수됨

⑦

2차측압력계

⑧

압력스위치

경보벨과 연결되어 밸브가 작동되면 작동함

⑨

경보벨시험밸브

밸브작동과 관계없이 경보LINE만을 점검할 때 사용,
꼭 닫아둠
[준비작동밸브 조작]

다음으로 준비작동밸브의 1차측 주밸브인 ⑩번 밸브를 서서히 열면서 1차측과
2차측의 압력계를 계속 확인하는데 정상상태는 1차압력계는 가압수의 압력을 계
속 유지하고 2차 압력계가 상승하면 준비작동밸브가 개방된 상태이므로 앞에서
서술된 방법을 다시 되풀이 하여야 한다. 주밸브를 완전히 열어 놓은 후 1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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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는 가압수의 실제압력을, 2차압력계는 0상태의 압력을 계기하면 정상상태로
복구된 것이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잠그었던 준비작동밸브의 2차측 주밸브를 열
어주면 완전복구된 것이다. 단, 경보발령의 복구는 습식과 마찬가지로 수신반의
복구나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름으로써 복구되며 작동점검 시작 전에 자동복구스위
치를 눌러놓고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복구가 된다. 물론 자동복구가 된 후에는 자
동복구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주어 자동복구스위치 자체도 복구시켜 주어야 함
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점검
모든 설비에서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는 개방형의 형태
즉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과 외부의 기류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개방밸브
가 일단 작동되기만 하면 그대로 방호구역에 방수가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
다. 그러므로 작동점검을 할 때에는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주밸브를 잠그어서 2
차측의 헤드로 송수됨을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가압수의
배수를 위해서 배수밸브를 열어놓고 밸브를 작동시킨다.
(5) 말단시험밸브 작동점검
말단시험밸브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구조원리상 습식 및 건식스프링클러
설비에만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준비작동식, 개방형(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
비에는 기능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작동방법은 밑의 그림과 같이 ②번 압력계를 확인하면 말단배관까지 충전

된

물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고 ①번 개폐밸브를 열면 배수가 시작되면서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되어 경보가 발령되며, 잠시 후 감압에 의해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
고 수신반에는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어 당해 방호구역의 화재표시를 하게 된다.
다시 개폐밸브를 잠그면 원상태로 복구가 되나 경보는 계속 발령된다. 따라서 작
동을 시작하기 전에 수신반의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놓고 개폐밸브를 잠그면
동시에 경보발령도 중지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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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시험밸브 상세도]

4. 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는 화재발생시 분무노즐(헤드)에서 물을 미립자의 무상으로 방사
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냉각작용, 질식작용, 희석작용으로 주로 가연성액체, 전기
설비 등의 화재에 유효하여 소화 및 화재진압 또는 연소의 방지목적에 사용된다.

5. 포소화설비
가. 개념
포소화설비는 포 방출구를 통하여 포 수용액을 방출시키면 방출된 포는 거품을
형성하여 연소부분을 덮어 질식 또는 냉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원, 가압
송수장치, 포방출구, 포원액탱크, 혼합장치, 배관, 화재감지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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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항목
(1) 포방출기
(가) 외형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막힘 등이 없고 다른 물건을 기대거나
매다는데 이용되는지의 여부 확인
(나) 분포장해 : 포 헤드는 주위에 포의 분포를, 고발포용 포 방출구는 포의
유동방해물의 유무 확인
(다) 미경계부분 : 칸막이등 의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포 헤드의 미설치 부
분의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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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방출기]

(2) 약제저장 탱크
(가) 소화약제저장탱크 : 변형, 손상, 누액, 현저한 부식 등 유무 확인
(나) 소화약제량 : 규정량 이상의 저장여부 확인
(다) 압력계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지시치의 적정여부 확인
(라) 밸브류 :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개폐위치의 정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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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면계 ② 안전밸브 ③ 약재출구 ④ 물공급구 ⑤ 배수구 ⑥ 표시판
⑦ 운반고리 ⑧ 반침대 ⑨ 통기밸브 ⑩ 혼합기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3) 혼합장치
(가) 약제혼합장치 : 조정기구가 있는 곳에서 그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나) 가압송액장치 : 현저한 누액이 없고 가압용에 펌프를 필요로 한 것은 가
압송수장치에 준한 점검으로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다) 호스･노즐 및 호스접속구 : 손상･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결함이 쉬운가
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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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가. 개념
질식작용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농도를 저하시
켜 연소작용을 정지시키는 소화설비이며 소화약제로서의 이산화탄소는 부식, 손
상의 우려가 없고 소화 후에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으며 기체이기 때문에 어떠
한 장소에도 침투 확산되어 소화가 가능하며, 비전도성의 불연성 가스로서 전류
가 통하고 있는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체의 압력으로 배관을 통하여 어느
곳이든 방출할 수 있어 니트로셀룰로스나 활성금속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연
성물질의 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저장용기, 화재감지장치, 분사헤드, 기동장치,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자동폐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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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계통도]

나. 점검항목
(1) 고압식
(가) 소화약제량 : 규정량 이상 저장 여부 확인
(나) 용기개방장치
1) 전기식 : 단자의 풀림･파괴침에 변형, 손상 등이 없고 확실한 작동여부 확
인
2) 가스가압식 : 피스톤로드 및 파괴침에 변형, 손상 등이 없고 확실한 작
동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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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압식
(가) 소화약제량 : 규정량 이상 저장여부 확인
(나) 액면계･압력계 : 정상 작동여부 확인
(다) 경보장치등 : 작동압력치가 적정하고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라) 자동냉동장치 : 작동온도가 적정하고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3) 연결관⋅집합관 : 접속부의 풀림 등의 유무 확인
(4) 기동용 가스용기 등
(가) 가스량 : 규정량 이상 저장 여부 확인
(나) 용기개방밸브장치 : 단자의 풀림･파괴침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확실한
작동여부 확인
(다) 선택밸브 : 고정부의 풀림이 없고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가압용가스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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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동장치
(가) 수동식조작함
1) 조작함 : 문짝의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2) 경보용스위치 : 변형･손상･단자의 풀림, 탈락 등의 상태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3) 누름버튼 등 : 방출용스위치 및 비상정지용 누름버튼 등의 변형･손상등
이 없고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나) 자동식 기동장치
1) 화재감지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준하여 확인
2) 자동･수동 절환장치 : 절환기능의 정사 여부 확인

[기동용기함]

(6) 경보장치
(가) 음향 : 정상으로 울리고 그 음향의 적정 여부 확인
(나) 음성 : 정상으로 울리고 그 음량이 적정하며 또한 기동한 경우 반드시
주의음을 발한 후 음성을 발하는가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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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어장치 및 방출표시등
(가) 지연장치 : 설정 및 작동시간의 적정 여부 확인
(나) 결선접속 : 단선･단자의 풀림･탈락･손상 등의 유무 확인
(다) 점등 : 정상적인 점등 여부 확인

[선택밸브 및 방출표시등]

(8) 분사헤드 등
(가) 주위에 방사장해의 유무 확인
(나) 손상･부식 등이 없고 다른 물건을 기대거나 매다는데 이용 여부 확인
(다) 축전지설비의 단자전압 및 절환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
환여부 확인

[분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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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불소, 염소, 취소와 같은 할로겐화합물의 원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의 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한정되고 우수한 성능을 가
지고 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은 중량 및 용적이 적어도 단위용적당의 소화
력이 크고 또한 액체연료가 화재에 대하여는 소화시간이 짧다. 한편 내성이 크고
내금속부식성, 안정성, 휘발성 등이 크며 방사 후에는 오염과 소화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가의 소화약제이므로 사용용도는 항공기, 컴퓨터실, 전
기실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 액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가스로 방사한
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하론1211, 하론2402, 하론1301 등이 주로 사용되
며 소화설비의 구성은 소화약제 저장용기, 가압용가스용기, 기동장치, 분사헤드,
화재감지장치, 음향경보장치, 배관, 전자개방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가 어려운 위험물이나, 고압의 전기설비 등으로
전기의 절연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서 가압용가스의 압
력으로 분말소화약제를 배관을 통해 배출시키는 구조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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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경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개념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화재의 초기현상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
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고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 등 제반설비를 효과적으로 운
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배선 및 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나. 점검항목
(1)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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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위치류 : 단자의 풀림 등이 없고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나) 퓨즈류 : 손상･용단(溶斷) 등이 없고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 여부
확인
(다) 계전기 : 탈락･단자의 풀림･접점의 손상･먼지 등의 부착이 없고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라) 표시등 : 정상적인 점등 여부 확인
(마) 통화장치 : 수신기 상호간 또는 발신기등과의 통화가 명료하게 이루어
지는가의 여부 확인
(바) 화재표시 : 화재표시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적인 화재표시의 여부 확인
(사) 회로도통 : 회로도통시험을 하였을 때 시험용 계기의 지시 또는 확인
등의 점검에 의한 도통의 여부 확인

(복합형 수신기)

(P형수신기)

(R형수신기)

[수신기]

(2) 발신기
(가) 주위상황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의 장애물의 유무 확인
(나) 외형 : 변형･탈락･부식 및 누름버튼의 보호판의 손상 여부 확인
(다) 표시등 : 변형･손상･탈락･전구단선 점등여부 확인
(라) 상태 : 누름버튼 또는 송수화기를 조작한 때 확실하게 작동하고 확인등
이 있는 것은 점등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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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3) 감지기
(가) 부착높이 및 설치장소 등의 적정여부 확인
(나) 시험작동에 의한 경계구역의 표시 및 작동여부 확인

(광전식연기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감지기]

(4) 경종
(가) 음량등 :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소음등과 구별되는가의 여부 확인
(나) 경보방식 : 일제경보･구분경보 또는 상호경보의 기능을 가진 것은 경보
방식대로 지구 음향장치가 울리는가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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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5) 배선
(가) 배선방식 :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 확인
(나) 내열전선 :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전선 사용 확인
(다) 절연저항 : 1경계구역마다 0.1㏁이상인가 확인
(6) 소화설비 확인
(가) 동시작동 : 동시 작동시험을 한 경우 기능의 정상여부 확인
(나) 종합작동 :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임의의 감지기를 가열 또는
가연한 경우 화재표시 및 음향장치의 작동이 정상인지 여부
확인

2. 누전 경보기
누전경보기는 600V이하인 전기배선이나 전기기기의 부하측이 사고로 인하여 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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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 설비로서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변류
기(CT), 누설전류를 받아 증폭하는 수신기,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 및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전경보기)

(영상변류기)
[누전경보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시 신속히 소방관서에 통보하기 위한 설
비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119 화재신고를 소방관
서에 통보하는 설비이다.

[자동화재속보기]

- 188 -

4.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그 외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감
지된 화재를 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하여 피난의 개시 및 초기 소화활동을
신속히 전개토록하기 위한 설비이다.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가 있다.

[비상경보설비]

5.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누설경보설비는 연료용 가스 또는 자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탐지하여 방화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경보하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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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유도등설비라 함은 화재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탈출구 또는 피난을
위한 설비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등화나 표지 등을 이용한 피난구유도
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등을 말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종류]

2.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
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것을 포함한다.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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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기구
피난기구란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대피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설치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 피난기구는 그 특성상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제조되어야 하
고, 조작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그 종류로서는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미끄
럼대, 피난교 등이 있다.

[피난기구(완강기)]

4.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
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로서 당해 기구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취급 및 조작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평상시 충분한 조작 및 사용,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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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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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1. 비상콘센트 설비
고층건축물은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창문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건축물 내부를 가득 채우게 되므로 내부에
있는 사람의 피난이나 초기 소화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고층
부분에는 사다리차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대의 소화활동에도 장해를
받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건축물에는 당연히 다른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보
다 많은 방재 설비가 필요하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이러한 고층건물이나 지하층의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용으로 사
용하거나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비상콘센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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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대가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이 사용되는데,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는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지므로 무선연락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방재센터
또는 지상에서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사람과 지하가에서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간에
원활한 무선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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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는 판매시설 및 지하가 또는 건축물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이
상인 곳에 설치하는 본격 소화를 위한 소화활동 설비이다. 지하가, 건축물의 지
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생성물인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소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초기소화용으로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만으로는 화재
의 소화가 어려워 건축물의 1층 벽에 설치된 연결살수설비용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연결살수설비는의 주요구성은 송수구, 선택밸브,
배관, 살수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살수설비의 계통도]

4. 연결송수관설비
가. 개념
연결송수관설비란 고층건축물, 지하건축물, 복합건축물, 아케이드용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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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여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이 설
비는 자체의 수원으로부터 수원을 공급받거나, 소방대로부터 건축물의 벽면에 설
치된 송수구로부터 수원을 공급받아 건축물내의 화재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3층부터 설치한 방수구에 소방용 호스와 방사형 노즐을 연결하여
연결된 노즐로 물을 방사한다.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 층마다 방수기
구함을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은 송수구, 배관, 방수기구함, 방수구, 소방용 호스, 방사형노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계통도]

나. 점검항목
(1)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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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상황 : 주위에 사용상 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에 장애물이 없고 송
수구 표지의 적정한 설치여부 확인
(나) 외형 : 누설･변형･손상 등이 없고 이 물질의 혼입여부 확인
(2) 방수구
(가) 주위상황 : 주위의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방수구 표지의 적
정설치여부 확인
(나) 누설･변형･손상 등의 유무 확인
(3) 송수구 함
(가) 호스･노즐 :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결합이 쉬운지 여부 확인
(나) 개폐밸브 : 개폐조작이 쉬운지 여부 확인

5. 제연설비
가. 개념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하나로서 화재 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
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제연설비는 크게 자연제연방식과 기계제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연설
비의 구성은 배출기, 방화댐퍼, 제연댐퍼, 제연풍도, 배출구, 공기유입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제연방식의 동작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
하는 연기나 열에 의한 감지에 의해 기동하는 자동기동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송풍기 등이 작동하여 연기를 배출하게 된다. 건축법에서는 복도와 계단실
의 피난을 위한 배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연설비와는 개념이 다른 것
으로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 주가되고 배연설비는 피난을 위주
로 한 것으로서 그 역할상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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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기본계통도]

나. 점검항목
(1) 제연구획
(가) 고정벽 : 손상 등이 없고 칸막이의 변경 등으로 인한 철거부분의 유무 확인
(나) 가동벽 : 변형･손상 등이 없고 주위에 가동장애물의 유무 확인
(2) 송풍기, 배연기
(가) 전동기 회전축 : 원활한 회전 여부 확인
(나) 베어링부 : 윤활유의 현저한 오염･변질 등이 없고 필요량의 충전여부
확인
(다) 동력전달장치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풀림, 브이벨트의 기능이 정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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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동장치
연감지기에 의해 자동기동이 가능하며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
고 조작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4) 풍도
(가) 지지부 : 푸림등의 유무 확인
(나) 방화댐퍼 : 부착부에 풀림 등이 없고 도장･이물의 부착 등으로 인한 개
폐의 불량여부 확인
(다) 접속부 : 패킹 등의 손상･탈락 등의 유무 확인
(5) 급기구⋅배연구⋅흡연구
댐퍼의 손상･풀림 등 주위에 장애물의 유무 확인

(수동조작함)

(전실급배기댐퍼)

(휴즈댐퍼)

[댐퍼의 외형]

6.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란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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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및 길이 50m 이상의
급배수관용(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의 지하공동구내에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막설비와 유사한 설비로 기본적인 구성은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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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위험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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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위험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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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ڵۊԪ ڗɄ ٷЕ к ٷ00

ⶾⵣ❊ⴖ ጪ⍂
⯣ᙲⶾⵣ❊

ⶾⵣ❊ⴖ ≒Ⳃ
ᦃύ᧚ ቁ⳾ ሲ㍓ ᦗ ᢦⳂ
⊳㬧ሲ㍓ ᙲⴖ ቁ⳾ ⢢ ᢦⳂ

⯣ⰶ㚯㘪ⶾⵣ❊

㚯㘪ᢦⳂ

⯣ᙲ㚯㘪ⶾⵣ❊

ⷂⱧ⢢ ᢦⳂ

⽾㬖㚯㘪ⶾⵣ❊

ⷂⱧ⢢ ᙲⴖ ቁ⳾ ⷂⱧ⢢ ᢦⳂ
ⷂⱧ⢢ ⰶⴖ ቁ⳾ Ꮾ㋆ ᯎᡒ ᱚᒏᢦⳂ

ᇂⴲ㚯㘪ⶾⵣ❊

ⷂⱧ⢢ ᙲⴖ ቁ⳾ ⯣ᙲ㚯㘪ⶾⵣ❊⮎ ⺾㬦
ⷂⱧ⢢ ⰶⴖ ቁ⳾ 6Ꮾ ⴲ㬖ⴖ ᢦⳂ

ⴲᦗ㚯㘪ⶾⵣ❊

㚯㘪ᢦⳂ

⯣ⰶⶾⵣ❊

ቻኂ㨚⢚ ᢦⳂ

⬒⇖㚯㘪ⶾⵣ❊

㚯㘪^簻纮`ᢦⳂ

Ⳃ㮖≓⯾ ኾᷦ ⢞ኞ↺Ⲏ㉖Ὢ ⬆ᙲ
㐔Ḕ 䚡⯝

⇨

㟝

ἰᶤ 㦤䚡

㥐㦤㋀☥㢌
㫴㠸㏭᷸

㥐㦤㋀☥㢌 㛅⓸SG㛅㍌ᴴ 㢼㡸 ⚀⏈ 㛅㍌㢬
❄⏈ 㛅㍌⪰ ⵏ㡴 㣄⏈ 䛼ᴴ⪰ ⵏ㡴 㣄㢌 㫴
㠸⪰ ㏭᷸䚌⮤ ZW㢰 㢨⇨ 㢨㇠㐘㡸 㐔Ḕ䚌
㜠㚰 䚐␘

ⷉ 㥐XW㦤

㠸䜌Ɒ 䖼⮹S㍌⣽ ❄
⏈ 㫴㥉㍌⣽ ⵤ㍌㢌
ⷴᷱ

㥐㦤㋀☥㢌 㠸㾌SGẠ㦤 ❄⏈ ㉘⽸⪰ ⷴᷱ䚌
㫴 㙾Ḕ 㤴㣙 ❄⏈ 㼜Ἵ䚌⏈ 㠸䜌Ɒ㢌 䖼⮹SG
㍌⣽ ❄⏈ 㫴㥉㍌⣽㢌 ⵤ㍌⪰ ⷴᷱ䚌⥘Ḕ
䚌⏈ 㣄⏈ ⷴᷱ䚌⥘Ḕ 䚌⏈ ⇔㢌 ^㢰㤸ᾀ㫴
㐔Ḕ⪰ 䚨㚰 䚐␘U

ⷉ 㥐]㦤 㥐Y䚡

㥐㦤㋀☥㢌 䔄㫴

㥐㦤㋀☥㢌 㟝⓸⪰ 䔄㫴䚐 ᷱ㟤 䚨 㐐㉘
㢌 Ḵ᷸㣄⏈ X[㢰 㢨⇨ 㐔Ḕ䚨㚰 䚐␘

ⷉ 㥐XX㦤

㠸䜌Ɒ㙼㤸Ḵ⫠㣄
㉔SG䚨㢸 ❄⏈ 䌨㫵

㥐㦤㋀☥㢌 㙼㤸Ḵ⫠㣄⪰ ㉔㢸S䚨㢸䚌ᶤ⇌
㙼㤸Ḵ⫠㣄ᴴ 䌨㫵䚐 ᷱ㟤 Ḵ᷸㣄⏈ X[㢰
㢨⇨ 㐔Ḕ䚨㚰 䚐␘

ⷉ 㥐X\㦤

㜼ⵝἐ㥉 㥐㻐

ⷉ⥭㜄 㫴㥉═ 㥐㦤㋀☥㜄 㢼㛨㉐ 㜼ⵝἐ㥉
㡸 㣅㉥ ❄⏈ ⷴᷱ䚌⏈ ᷱ㟤 Ḵ᷸㣄⏈ 㜼ⵝ
ἐ㥉㡸 㥐㻐䚨㚰 䚐␘

ⷉ 㥐X^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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ⷚ⸮❊ⴖ ⽾Ⳃ⡷ኂ
㶜 ⽾Ⳃ⡷ኂⱒሲ ⇍ ⽾Ⳃ ⡷ኂⵎ
0 ⷚ⸮❊ⴂ ⛢㐖㬚 ⵎⴖ ♪ᾛ ⢚ Ꮆ ♿❋ⴶ
0 ⷚ⸮❊ⴂ ⛢㐖㬚 ⵎᆾ ᢷ㬲 ⷚ⸮❊ⴂ ⭏ᦂ/#ⴶ⟖⢚ ⭏⟖㬚ⵎ ⇍ ⴶ⟖ⵎ
0 ≓ⴶⴶ ⷚ⸮❊ⴖ ⛢㐖ⵎⴖ 㬧⊏ⴲ ⵆᡒ ᬊ 㬧⊏ 㲂 ⸲❋㬖ᡒ ≓ⴶ ᯎᡒ
㬧⊏⮎ ⴖ㬖⮪ ⛢ύ᧖ᡒ ≓ⴶ
0 ⷚ⸮❊ⴂ ⛢㐖㬚 ⵎⴖ ⷚ⸮❊ⴲ ቻᾢ/#㰖ᆾ/#⬓♮ⴖ ᾢᆿ Ꮆ ⇔⮎
ⴲ⮎ ⺾㬖ᡒ ⷆ⮎ ᴺ ⷚ⸮❊ⴖ ⢚⛢⮎ ⷂ⌾Ἲ ⴶ⟖㬚ⵎ

㶜 ⽾Ⳃ⡷ኂ ⢞ኞᏮᇂ = ⛢㐖ⵎⴖ ⽾ⳂἺ ⡷ኂ㬚 ᙞ⌾㛮 63ⴺ ⴲᙲ
㶜 ⢞ኞ⛚ =#⽾Ⳃ⡷ኂ⢞ኞ⛚
+㉦⌾⛚ =#ⷚ⸮❊ Ⰲኳሾ♪㬂⽛/#⽾Ⳃ⡷ኂἺ ⽛⁃㬞 ⟖ ⵆᡒ ⛚,#
㷀 ⽾Ⳃ⡷ኂ⢞ኞἺ Ꮾᇂ ⴲᙲ⮎ 㬖⽾ ⬂ᢆ㬖ሮᙖ 㮆ⳂḚ 㬚 ⵎ
=#5⇯ᾊⲎ ⴲ㬖 ኺ㚚Ẋ

Ⳃ㮖ⴖ 㩆⁃/⟖ᶇ ⇍ ⇮⟖≾ቻ
㶜 ⢞ኞᏮᇂ =#≾ቻ㬖ኞⵎ 㬖ᡒ ᙞⴖ :ⴺ ⷂᐊ⽾
㶜 ⢞ኞ⛚ =#㩆⁃ ⴖ ≾ቻ⢞ኞ⛚ +㉦⌾⛚ =#ⷚ⸮❊ Ⰲኳሾ♪㬂⽛,#

㷀 㩆⁃ ⴖ ≾ቻ⢞ኞἺ Ꮾᇂ ⴲᙲ⮎ 㬖⽾ ⬂ᢆ㬖ሮᙖ 㮆ⳂḚ 㬚 ⵎ
=#5⇯ᾊⲎ ⴲ㬖 ኺ㚚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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ⷚ⸮❊ⴖ Ⱨᦂ㦎⽾
Ⱨᦂ㦎⽾ᴾ =#Ⳃ㮖⢚⛢ⴂ ♪Ⱨ㬖⽾ ⬈ⴂ ⳺Ḛ ⷚ Ꮾᡣⴂ
♿⢢ ⢚㙢ᡒ ቁ
㶜 Ⱨᦂ㦎⽾ ⇧≓ = 㚯㘪ᙲ Ⳃ㮖 ⇍ Ⳟ⽛Ꮾ Ⰲⷂ ⷚሮ㲂 㚯㘪 ⇍ ⇮ኾ ㉞ሮ
0 ♪Ⱨⴲ ⍆ᆾ㬚 ♿㚚Ḛ 㦎⽾
㷀 ⺺ⴖ♪㬫
㬖ᙖⴖ Ⰲኳሾ♪㬂⽛⮎ 5ᇚⴖ 㚯㘪ᆾ Ꮾ᧚ ቻⱮ ᾊ⬻ 4ᇚⴖ 㚯㘪ᾊ ㉞ሮ
㬖ᷢ 㬞 ቻⱮᡒ 㷀 Ⱨᦂ㦎⽾ᆾ ⬂ᢊ ≾ቻ㮆ᆾἺ 㬖⮪⬺ 㬦
+㉞ሮ ⷂ ⇍ ㉞ሮ 㲂 ᦂ′ ⴂ ㉦⌾㬖⮪ ≾ቻ㮆ᆾ ⷆ⮎ ᴺ 㦎⽾,
㶜 㦎⽾ ⢞ኞᏮᇂ =#㦎⽾㬚 ᙞ⌾㛮 47ⴺ ⴲᙲ
㶜 ⢞ኞ⛚ =#ⷚ⸮❊ Ⱨᦂ㦎⽾ ⢞ኞ⛚ +㉦⌾⛚ =#ⷚ⸮❊ Ⰲኳሾ♪㬂⽛,#
㷀 ⷚ⸮❊ 㦎⽾⢞ኞἺ Ꮾᇂⴲᙲ 㬖⽾ ⬂ᢆ㬖ሮᙖ 㮆ⳂḚ 㬚 ⵎ
=#5⇯ᾊⲎ ⴲ㬖 ኺ㚚Ẋ

Ⳃ㮖⬆ⷂኾὪⵎ ⛞/㬲ⵂ ⢞ኞ
㶜 ⛞ⵂⴖ =#ⷚ⸮❊ⴖ ኾኂⴶ
㶜 ⷚ⸮❊ ⢞⛢ⴖ ቻⱮ
0 Ⰲኳሾ♪ 㲂 ⷚ⸮❊ⴖ ♪Ⱨኺ ᦗ⢚⮎ ⛞ⵂ㬖ኞ ⛞ⵂ㬚 ᙞḚ⌾㛮 47ⴺ ⴲᙲ

㶜 ⽾Ⳃ⡷ኂ⢚ Ⳃ㮖⬆ⷂኾὪⵎᆾ ⛞ⵂ᧖⭲ ⵆ⽾ ⬈⳾ ቻⱮ
0 ⡷ኂ㬚 ᙞḚ⌾㛮 ⛞ⵂ㬖⮪⬺ 㬖ኞ ⛞ⵂ㬚 ᙞḚ ⌾㛮 47ⴺ ⴲᙲ ⢞ኞ

㶜 ⛞ⵂ᧚ ⬆ⷂኾὪⵎⴖ 㬲ⵂ ᯎᡒ 㞲⽿㬚 ᬊ
0 㬲ᢷⴺḚ⌾㛮 63ⴺ ⴲᙲ ⛞ⵂ㬖ኞ ⛞ⵂ㬚 ᙞḚ⌾㛮 47ⴺ ⴲᙲ

㶜 㬲ⵂ ⇍ 㞲⽿⢞ኞ
0 ⷚ⸮❊ⴖ ኾኂⴶ⳾ ⬆ⷂኾὪⵎⴖ 㬲ⵂ ᯎᡒ 㞲⽿㬚 ᬊ⮎ᡒ 47ⴺ ⴲ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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㶙 ⛞ⵂ ⇍ 㬲ⵂ⢞ኞ 㬖ኞⵎ ❊⇧⛚⮎ ⇧ ⢚⮎ᡒ ⵎቧ⟖㉧⮎ᡒ Ꮊ
㬖ኞ ⵆᡒ ⮃㉲ⴖ Ⳃ㮖⬆ⷂኾὪⵎḚ ⛞ⵂ ᯎᡒ 㬲ⵂ᧖⮆
ᢢᡒ ♪㬫ⴲ Ꮾ᧖⭲ ⵆ⭲⬺ 㬦

㵲 33⮃㉲ Ⳃ㮖⬆ⷂኾὪⵎḚ ⛞ⵂ㬦 ᢾ㨚RRR ᦂⵣ+⢶ⴶ, ˉ
ˉ 33⮃㉲ Ⳃ㮖⬆ⷂኾὪⵎἺ 㬲ⵂ㬦 ᢾ㨚RRR ᦂⵣ+⢶ⴶ, ˉ
㷀 ⬆ⷂኾὪⵎⴖ ⛞ⵂ/㬲ⵂ/㞲⽿⢞ኞἺ Ꮾᇂⴲᙲ 㬖⽾ ⬂ᢆ㬖ሮᙖ
㮆ⳂḚ 㬚 ⵎ =#5⇯ᾊⲎ ⴲ㬖 ኺ㚚Ẋ
㷀 ⬆ⷂኾὪⵎἺ ⛞ⵂ㬖⽾ ⬂ᢆ㬚 ኾኂⴶ =#8⇯ᾊⲎ ⴲ㬖 ≊Ꮖ

Ⳃ㮖⬆ⷂኾὪⵎⴖ ᢾὪ⽾ⷓ
㶜 ᢾὪ⽾ⷓⴂ 㬞 ⟖ ⵆᡒ ቻⱮ
⛞ⵂ᧚ ⬆ⷂኾὪⵎᆾ ᢢⴊኺ ᇗⴲ ⮃⟖㭇ⴲ ኢᴾ㬚 ቻⱮ⮎ ⴺ⢚ⴶ ኳ⇯
Ꮾᇂ⮎ ᢢἶ ♪ᵊⴲ ⬆ⷂኾὪ⮃Ἲ ᢾ㭇㬖ቊ 㬞 ⟖ ⵆⴊ
0⛞ⵂ᧚ ⬆ⷂኾὪⵎⴖ ⴺ⢚ⴶ ⮃⟖㭇ⴲ ⍆ᆾ㬚 ቻⱮ+⮪㭇/⾆⊏ ,
0⬆ⷂኾὪⵎ 㬲ⵂ ᯎᡒ 㞲⽿㬖ᡒ ቻⱮ ᢢἶ ⬆ⷂኾὪⵎ ⛞ⵂ ⷂ⮎ ⴺ⢚ ኳ⇯
Ꮾᇂ

㶜 ᢾὪⵎ ⵎቧ
0Ⳃ㮖ⵎቧ ㎦ⵎ
0Ⳃ㮖⬆ⷂጎⳟⴂ ⇙⳾ ⵎḚ⛚ Ⳃ㮖⬆ⷂኾὪ⮃ 4ᜂ ⴲ♿ ⹃♪㬚 ቻᷣⵎ
0ⷚ⸮❊ⴖ Ⳃ㮖⬆ⷂኾὪ ⮃⮎ ⵆ⭲⛚ ⬆ⷂኾὪⵎἺ ⽾㳖/ᇎᦃ㬖ᡒ ⵎ

㶜 ⽿ᢾ㭇 ᆾᡣᏮᇂ =#63ⴺⴂ ㋆ኺ㬞 ⟖ ⮄ⴊ
㶜 ᢾὪⵎⴖ ⽾ⷓ⇧≓
0❊⇧⛚⮎ ⢞ኞἺ ⱒ㬖⽾ ⬈⳺ ⵣ⮃♪ ᙲ⌾⛚⮎ ⽾ⷓ㬚 ♪⢢ⴂ ⬊ ⟖ ⵆቊ
Ꮾ㬲 ᝑ⳺′ ᧦+ᢾὪⵎ ⽾ⷓ♪Ⳟ/#ᢾὪⵎ ⴶ♪㬫/#ⵎቧⱒሲ/#⽾ⷓᏮᇂ ,

㶜 ⽾ⷓⴖ =#ⷚ⸮❊ⴖ ⛢㐖ⵎ
㷀 ᢾὪⵎἺ ⽾ⷓ㬖⽾ ⬂ᢆ㬖ᡒ ቻⱮ =#8⇯ᾊⲎ ⴲ㬖 ≊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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ⷚ⸮❊ⴖ 㳲⽾+趱覈,
㶜 㳲⽾ⱒሲ
0 ⷚ⸮❊ⴖ Ⱨᦂ㦎⽾Ἲ 㬖⽾ ⬂ᢆ㬖ኞ ቻ⮿⌾⾂/ᦂ♮/ᢾ ≾ቻኳ♪ ⴖ
♪Ⳟ⮎ ⴖ㬖⮪ ᢷ㬲 ⷚ⸮❊⮎⛚ Ⳃ㮖ⴖ ⶾⵣ/㎦Ꮗⴂ ⴺⷓᏮᇂ ⻏ᢦ㬖ᡒ
ቻⱮ
盱揩昄 伨圁碀注 桲喼 慬揩彄欬摌慬 倨子 歄殘撴堙͝ 碀欰兘 檤昄欩橤宄
伨圁碀注 桲喼 叄彑摌慬 倨子 歄殘撴堙 夸喼 檜楨 橈揔碄 俥様喼 眔碐碀注 桲橴

㶜 Ⱨ≒Ⳃ
0 ⷚ⸮❊ⴖ ኾኂⴶⴲ ⷚ⸮❊ⴂ 㳲⽾㬖ኞⵎ 㬖ᡒ ቻⱮ
0 ❊⇧⛚ⵣⴲ ❊⇧ሾ♪ ⮎ ⴖ㬖⮪ ⷚ⸮❊ⴖ 㳲⽾♪⢢ⴂ ⴶ⽾㬚 ቻⱮ

㶜 㳲⽾Ꮾᇂ = 㳲⽾㬖ኞⵎ 㬖ᡒ Ꮾᇂ
㶜 㳲⽾⢞㉫ = ⛢㐖ⵎ

㶜 㳲⽾ ⷚ⸮❊⮎ ᢾ㬚 ⴖⳞ⯆  㭇ⷓ♪㬫
0 㳲⽾Ꮾᇂ ⻏⮎ᡒ ⬆ⷂኾὪⵎ ⛞ⵂⴖἺ Ⳟ⯆㬦
0 㳲⽾Ꮾᇂ ⻏⮎ ⬆ⷂኾὪⵎᆾ ⛞ⵂ᧖⭲ ⵆ⽾ ⬈⳾ ቻⱮ⮎ᡒ ⬆ⷂኾὪⵎᆾ
⢢⢚㬖⮪⬺ 㬖ᡒ ᢷ㬲 ⮮ᦂⴖ ⷓᏮⷎሾⴖᡒ Ⳟ⯆㬦
+ᢦ/ 㳲⽾Ꮾᇂ ⮮ᦂ⮎ ⬆ⷂኾὪⵎᆾ 63ⴺ ⴲ♿ ⛞ⵂ᧚ ቻⱮ ⷚⰶ,

㶜 㳲⽾ᇚ⢚ ⇍ ⹃Ẋ⢚ ኾኂⵎᆾ 㬲⬺ 㬞 ⴺ
0 㰒⯆⇧♿ ⬆ⷂ⸮㐖
0 ኾኂⵎ ⰶ ㍚ⵃᏆ⽾ ⸮㐖
0 㳲⽾㬚ᙞ ⬆ⷂኾὪⵎἺ 㬲ⵂ㬖ኞ 47ⴺⴲᙲ 㬲ⵂ⢞ኞ
0 㳲⽾⹃Ẋ⢚ 63ⴺⴲᙲ ⬆ⷂኾὪⵎ ⛞ⵂ ⇍ ⛞ⵂ㬚 ᙞḚ⌾㛮 47ⴺⴲᙲ ⛞ⵂ⢞ኞ

㶜 ⢞ኞ⛚ = 㳲⽾⢞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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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㐗+4,#??
4ᜂ ⴲ㬖ⴖ ⾓⮫ ᯎᡒ 4㉚ᾊⲎ ⴲ㬖ⴖ ≊Ꮖ
ⶾⵣ❊ ᯎᡒ ⷚ⸮❊ⴲ ⬂ᢊ ⵣ❊⮎⛚ ⽾ⷓ⟖ᶇ ⴲ♿ⴖ Ⳃ㮖ⴂ ⶾⵣ ᯎᡒ
㎦Ꮗ㬚ⵎ
ⷚ⸮❊ⴖ ⛢㐖㮆ᆾἺ ⇙⽾ ⬂ᢆ㬖ኞ ⷚ⸮ ❊ ⴂ ⛢㐖㬚ⵎ
㚯㘪⢚㮖 ⵎḚ ḛ㬖⽾ ⬂ᢆ㬖ኞ 㚯㘪⢚㮖ⵎⴖ ⮃Ἲ 㬚ⵎ
ⷓᏮሾ♪Ἲ ⇙⽾ ⬂ᢆ㬚 ኾኂⴶ⳺Ḛ⛚ ⷚ9⸮ⷚ4㬫ⴖ ⷓ⮎ ἶ 㮆ᆾἺ ⇙⳾ ⵎ
ⵎ㉲❊⇧ᢾἺ ᨎ⽾ ⬂ᢆ㬚 ኾኂⴶ⳺Ḛ⛚ ⷚ9⸮ⷚ4㬫ⴖ ⷓ⮎ ἶ
㮆ᆾἺ⇙⳾ⵎ
Ⱳ⇖ⱧᏮ⮎ ᢾ㬚 ሾ♪Ἲ ⇙⽾ ⬂ᢆ㬖ኞ Ⱳ⇖ⱧᏮἺ ♪Ⱨ㬖ሮᙖ Ⳟ㝳⢚㙦 ⵎ
ኾኂኳⲎⴖ ㍚ⵃ ሾ♪ ᯎᡒ ⟖♪Ἲ ሮ⌾ ⇧㬲 ᯎᡒ Ꮾ㫺㬚ⵎ
ⷚ⸮ ❊ ⮎ ᢾ㬚 ᏲᏇ ♪Ⱨⷓ⽾ ⷚ㬚⁃᷷ⴂ Ⳃ⇖㬚ⵎ

AA ≊㐗+5,#??
833ᾊⲎ ⴲ㬖ⴖ ≊Ꮖ
Ⳃ㮖ⴖ ⶾⵣ ᯎᡒ ㎦Ꮗ⮎ ኾ㬚 ⻏ⱒᏮ⺾⮎ ἲ⽾ ⬂ᢆ㬚 ⵎ
⬆ⷂኾὪⵎἺ ⛞ⵂ㬖⽾ ⬂ᢆ㬚 ኾኂⴶ⳺Ḛ⛚ ⷓ⮎ ἶ 㮆ᆾἺ ⇙⳾ ⵎ
ᢾὪⵎἺ ⽾ⷓ㬖⽾ ⬂ᢆ㬚 ኾኂⴶ⳺Ḛ⛚ ⷓ⮎ ἶ 㮆ᆾἺ ⇙⳾ 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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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AA ≊㐗+6,#??
533ᾊⲎ ⴲ㬖ⴖ ኺ㚚Ẋ
ⷚ⸮❊ⴖ 㦎⽾⢞ኞ ᯎᡒ ⬆ⷂኾὪⵎⴖ ⛞ⵂ⢞ኞ㻘㬲ⵂ⢞ኞ ᯎᡒ 㞲⽿⢞ኞἺ Ꮾᇂ
ⴲᙲ⮎ 㬖⽾ ⬂ᢆ㬖ሮᙖ 㮆ⳂḚ 㬚 ⵎ
Ⳃ㮖ⴖ Ⱳ⇖⮎ ኾ㬚 ⛶⌾Ꮾ⺾ⴂ Ⳃ⇖㬚 ⵎ
ጫᆾᏮ⟞ⵎቧ⽛ ᯎᡒ ጎⳟ⟖Ẋ⽛ⴂ ⽾ᢆ⽾ ⬂ᢆ㬖ሮᙖ Ⳃ㮖ⴖ Ⱳ❟⮎ ኾ㬚 Ꮾ⺾ⴂ
ἲ⽾ ⬂ᢆ㬚 ⵎ

ᇎ ♪ 㬧 ᢆ ᢢ1

- 221 -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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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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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제1장 건축물의 안전대책
제2장 건축물의 방재대책
제3장 건축물의 방재기준
제1절 건축물의 피난안전 기준
제2절 화재시 구조안전 및 화염확산방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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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크기 단위

1MW = 106 W
청소기, 전자레인지 한대는 보통 1200W의 일을 함.
1MW는 청소기 또는 전자레인지 830대 정도의 일 양

1W
1초간 1J의 일을 하는양. 1W=860kcal/h

1J
1N의 힘이 물체를 그 방향으로 1m 움직이는 동안에 그 힘이 하는일
(물 한컵을 들어 마실 때 필요한 양)

1N
1kg의 물체를 1m/s2 의ㅣ가속도를 내게할 수 있는 힘[사과 한 개가
떨어질 때의 힘(0.1kg+9.8m/s2 =0.98N)]

연소열량측정 기본원리

산소 1kg이 소모될 때 13.1MJ/kg의 열량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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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대책

1. 건축물 안전사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건축물 안에서 생활한다. 건축물은 개인의 소중한 재
산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며 국토 공간을 꾸미는 구성요소이다. 또한 건
축물은 하나의 환경장치물로서 모든 국민이 연유되고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관심사항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분야에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이며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뿐 아니라 누구나 필
수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할 사항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건축물 화재사고(전기누전, 가스폭발, 회기가열, 방화, 실화 등)
- 건축물 붕괴사고(건축물 구조안전 미비 및 대지안전 미비 등)
- 지진사고
- 복합요소에 의한 사고

《화재사고》
- 건축분야의 화재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화재건수는 44,473건, 인
명피해 2,207명(사망 333명, 부상 1,875명), 재산피해 338,960백만원이 발생
- 주거시설(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기타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전체 화재건수의 27%이며, 전체
인명피해의 44%(사망은 63%)를 차지하는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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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화재발생 추이>

- 주거시설 중에서 단독주택(1층),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화재
건수가 많으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높은 주거시설로 나타남.
※ 단독주택, 다중주택(3층 이하, 330㎡ 이하), 다가구주택(3층 이하, 660㎡ 이하),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화재장소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건

사망

부상

11,541

193

691

0.08

48,097

4,167.0

단독주택(소계)

6,248

132

344

0.08

32,233

5,158.9

단독주택

4,384

99

210

0.07

26,730

6,097.3

다중주택

66

0

7

0.11

71,841

1,088.5

1,351

23

103

0.09

3,388

2,508.0

316

6

18

0.08

959

3,035.2

합계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주택부분
에서 화재가 발생
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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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건

재산피해
(백만원)

화재장소

건수

기타 단독주택

인명피해
사망

부상

인명피해/건

재산피해
(백만원)

재산피해
/건

131

4

6

0.08

1,083

8,269.7

4,907

53

329

0.08

13608

2,773.3

2,958

34

189

0.08

7,971

2,694.7

주상복합아파트

181

0

11

0.06

443

2,449.6

연립주택

366

3

29

0.09

1,224

3346.7

1,248

13

83

0.08

3,355

2,688.5

21

0

1

0.05

101

4,810.1

133

3

16

0.14

513

3,858.9

386

8

18

0.07

2,256

5,844.8

비닐하우스

63

1

4

0.08

797

12,664.2

컨테이너(주거용)

85

3

1

0.05

426

5,023.0

238

4

13

0.07

1,031

4333.1

공동주택(소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기타 공동주택
기타주택(소계)

기타 주택

자료) 소방청, 2016년 화재 통계 연감

2. 건축물의 안전대책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의 주요 내용>
장
건축물의 건축

주요규정

하위법령

-건축허가‧신고, 설계변경, 수수료, 용도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표준계
변경, 가설건축물, 착공, 사용승인, 현 약서(설계․공사․감리), 오피스텔
장조사‧검사등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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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주요규정

하위법령

-건축물유지관리, 철거․멸실 신고, 건축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
지도원, 건축물대장
한 규칙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 조치 등,
조경,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 지정‧변
경, 건축선지정‧건축제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물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
-구조내력 등,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내
에관한규칙
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안의 건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물, 내부마감재료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설비

-건축설비기준 등, 승강기, 에너지 이용․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폐자재 활용, 관계전문기술자, 기술적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기준

보칙

-감독, 위반건축물 조치,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위임, 공작물에 준용, 면적․
-불법건축물단속지침
높이등 산정, 행정대집행, 청문, 보고․
검사, 분쟁조정위

벌칙

-벌칙, 양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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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

건축물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
칙

지방자치단체조례
<건축법의 체계>

3. 화재 시스템 분류
가. Passive System
- 구조, 시설 등 하드웨터로서 화재안전 확보(내화, 불연․준불연․난연재료, 방화구조․
구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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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tive System
- 설비로서 화재시 적극적 제어․진압(제연․배연, 소방설비 등)
구 분

개념 정의

내화구조

건축물 화재시 인명의 대피와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
위별로 요구되는 불에 견디는 성능적 개념(Passive System)

불연․난연 등
건축재료

각종 건축재료의 불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불에 타거
나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능적 개념(Passive System)

방화구조 및 구획

건축물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한 공간의 구획과 차단의 개념(Passive
System)

제연 및 배연

건축물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및 연기 등의 제어적 개념(Active
System)

소방

건축물 화재시 불에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소화설비(Active
System)

4. 화재의 원칙
가. Fail-safe
- 화재공학적 원칙 : 실패하더라도 안전해야 함(냉전시기에 미국 핵무기 발사과정
에서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작동장치를 각각 사용하여 만일의 사고 대비).
- 2중, 3중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
- 비상전원 등을 확보하는 행위, 2방향 피난경로 설치 등

나. Fool-proof
- 화재공학적 원칙 : 행동이나 판단의 능력이 저하하더라도 안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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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공간 구성(피난계단의 위치 등), 조작하기 쉬운 설비 시스템(전원스위
치의 높이 등)

5. 화재 성장

1000∼1200℃

400∼600℃

Key Word

착화

지배요소

가연물

연
기

냉각

가열

온도+연기
발생

환기
화재하중

가. 성장기(Pre-flashover)
- 연소에 따라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천장부근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갑자기
공기의 유입이 증가될 경우, 큰 화염이 되어 실 전체를 화염에 충만시킬 수
있음.

나. Flashover(F.O)
- 국부적 화재에서 구획전체로 화재의 급속한 전이
- 연료지배연소에서 환기지배연소가 되는 화재의 급격한 전이
천장의 미연소가스의 착화에 따른 화재의 급격한 확대
천장부근의 온도가 600℃ 내외로서 재실자의 피난완료 및 소방대의 구조와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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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중요.
창문,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거나 화재공간 바닥의 발열량이 20㎾ 시점

다. 최성기(Post-flashover)
- 실내 전체에 걸친 온도상승이 최고점에 도달되며(1,000℃ 이상), 아주 심한 불완
전 연소 발생

6. 화재의 종류
가. 환기지배형 화재
- 사무소, 주택 등 가연물이 많고 개구부가 작아서 환기가 제한된 화재로서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충만되어 폭발적으로 연소되는 flashover가 발생되며, 공기온도는
1,000~1,200℃에 이름

나. 연료지배형 화재
- 소량의 가연물이 특정자소에서 연소, 가연물의 양에만 영향을 받으며, 철골온도
는 통상 600℃ 이하(아트리움, 스포츠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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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재대책

건축물의 방재대책의 목적은 ① 건축물 내 인명안전 및 소방활동 등의 확보 ② 화재
확대방지와 재산보호 ③ 건축물의 도괴방지 및 이에 따른 부지주변 위험방지 등이다.

1. 화재·피난 안전대책 및 피난계획
건축물의 화재안전대책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
으로 불과 연기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피난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을 말한다.
화재는 여러 단계로 진행하고 그 양상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화재의
진행에 따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피난의 관점에서 보면 불과 연기의 확대를
표시하는 X축은 시간의 연장을, 화재발견에서 피난완료까지를 표시하는 Y축은 시간
을 단축하는 것이 피난안전의 기본방향이다.
발화방지

가능한 연장 T1

가능한 연장 T2
성 장

발 화

연기의 충만‧확대/연소 확대

t1
가
능
한

감 지

￭조기발견:자가시설‧자력대처

t2

정보전달
모
든
시
간
단
축

￭조기정보전달:자가시설‧자력대처

t3

피난행동 개시 및 피난
t4

피난 시설
교육/훈련

피난 완료
자력소화활동
공공소화활동

<화재진행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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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소
요
시
간

허
용
피
난
시
간

2. 화재안전 시스템의 단계별 전략
화재의 진행에 따른 화재안전 시스템과 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의 진행에 따른 안전대책 시스템>
목적
경보
설비
초기
소화
설비

피난
시설 및
설비

연소
확대
방지
시설

화재의
진 행
발화
⇓
감지정보전달
⇓
자력
소화
설비
⇓

피난
행동
개시
및
피난
⇓

연기
및
연소
확대
방지
⇓

도괴
방지

소화
활동
보장
설비

대응방법
(시설‧설비명)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등
▪소화기구(소화기 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직통계단의 설치/구조
▪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계단 및 복도
▪비상탈출구(소:비상구)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방화구획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면, 층, 용도)
▪방화문․방화벽
▪경계벽 및 칸막이벽
▪내부마감재료(내장재)
▪방염처리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공공
(소방관)
소화
활동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소화용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배연설비(거실)
▪제연설비, 제연구역
▪비상용승강기

진화

▪막다른 도로

건축법
관 련

소방법
관 련

-

◎

-화재의 감지 및 정보전달
-피난개시 시간단축
-초기진압시간 단축

-

◎

-피난의 여부 결정
-화재초기에 화재진압

◎

-안전한 피난

◎

◎

-안전한 피난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구조 원활한 수행

◎

-

-화염,연기 화재확대방지

피난 및 화재진압과의 관계

-건축물 붕괴 방지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화염 및 연기에 의한 피해 축소
-화염, 연기 화재확대 방지 및
화재진행속도 지연

◎
◎
◎

-건축물 붕괴방지

◎

-피난성능의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소방관 화재진압능력 향상
-효율적인 화재진압

-

-공공소방력 신속한 접근
-구조‧구급 공간의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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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 1 절 건축물의 피난안전 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옥상광장, 헬리포트>
건축물의
내부(거실)

➡ 출입구 ➡

복도

•복도의
설치기준

•배연설비

•보행거리

➡

계단

•계단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

출구

•출구 설치기준
•회전문 설치기준

➡ 건축물의 외부

•피난층
•옥상광장
•헬리포트
•대지안의 통로

1. 직통계단(영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
해야 하며,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
록 설치(단 내화구조 등인 경우는 50m이하)
◦ 직통계단은 피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서, 계단과 계단참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모든 층에 걸친 계단을 말함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건축물에 있어서 피난계획은 2방향 피난이 기본원칙.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도
일정 건축물에 대하여 직통계단을 2개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여기서 2방향
피난이란 거실 내에의 2방향 피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을 나와서 2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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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피난을 의미
※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가. 거실과 직통계단과의 거리
층의 구분

일반층(거실→직통계단)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기타

50m이하

30m이하

15층이하

50m이하

30m이하

16층이상

40m이하

30m이하

일반용도
공동
주택
용도
공장

유인화 공장
(스프링쿨러)

75m이하

무인화 공장
(스프링쿨러)

100m이하

나.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건축물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
․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 중)
주점영업(위락시설 중)

․ 관람석 또는 집회실이 200㎡이상

․
․
․
․
․
․
․
․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학원․독서실(제2종 근생생활시설 중)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
학원(교육연구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중)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중)
숙박시설

․ 당해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 층으로서 당
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 200㎡이상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
․ 오피스텔(업무시설 중)

․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 300㎡이상

․ 위 용도 외

․ 3층이상 층으로서 층의 거실이 400㎡
이상

․ 지하층

․ 그 층의 거실이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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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기준(규칙 제8조)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2. 피난계단(영 제35조, 규칙 제9조)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
므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 화재시 안전을 확
보하도록 규정

가. 설치대상
구 분

-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

직통계단의 구조
피난계단

◦

- 11층이상 층(공동주택
16층이상) 또는 지하 3
층 이하 층

비 고

특별피난계단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로서
5층이상의 층이 200㎡이하이거나, 200㎡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는 예외
-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이 판매시설로 사
용되는 층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
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 바닥면적 400㎡미만층은 제외
-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
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이내마다 1개소의 피
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은 쓰이지 않는 구조)을 설치
※ 갓복도식 공동주택 :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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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옥상광장
16F

⇑ 16층 이상 -특별피난계단(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15F

⇓ 15층 이하↰
∣-특별피난계단(공동주택 제외)

14F-12F
11F

⇑ 11층 이상↲

10F

⇓ 10층 이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9F-6F
5F

⇑ 5층 이상↲

4F-3F
2F
G.L

1F
B1F
B2F
B3F

지하1층 ↰
지하2층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지하3층 이하-특별피난계단

나. 구조
구분

건축물 안의 피난계단

건축물 밖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
을 통해 연결
-부속실 : 외부로 여는 1㎡이상의 창문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설치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시 소방법규
적용(설비규칙 제14조)

전실

구획

-계단실은 내화구조의 벽
으로 구획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은 내화구조의 벽
으로 구획

내부마감

-계단실은 불연재료(바닥
포함)

-계단실, 부속실은 불연재료(바닥포함)

-다른창으로부터 2m이상
거리를 둘 것
옥외에 접하는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좌동
창문
붙박이창으로 1㎡이하인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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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구분

건축물 안의 피난계단

건축물 밖의
피난계단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건축물 내부
로 접하는 창문 설치 금지
-계단실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
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1㎡이하로 할 것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내부에
붙박이창으로 1㎡이하로
면하는 창문
할것
계단실의
조명

출입구

계단

특별피난계단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시설

-좌동

-출입문의 유효너비 0.9m
이상
-갑종방화문 설치(피난방
-갑종방화문
향으로 열리고 항상 닫
혀있거나 화재 시 자동
적으로 닫히는 구조)

-출입문이 유효너비 0.9m이상
-건축물 내부와 노대 또는 부속실 사이의 출
입문: 갑종방화문
-노대 또는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
문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내화구조
-계단 유효너비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0.9m이상
직접 연결

-내화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 피난계단
건축물 안의 피난계단

건축물 밖의 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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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있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창문)이 있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배연설비)이 있는
특별피난계단

3. 옥외피난계단(영 제36조)
◦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집회장 등에는 옥외피난계단을 별도
설치
◦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
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이상인 것

<시카고 건축물 옥외계단(1)>

<시카고 건축물 옥외계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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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상광장, 헬리포트(영 제40조, 규칙 제13조)
가. 옥상광장(옥상을 피난의 용도로 쓰는 광장)
◦ 대상 :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
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기준 :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나. 헬리포트
◦ 대상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인 건축물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헬리포트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 22m이상(옥상광장의 길이․너비가 22m이하인
경우는 15m까지 감축 가능)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설치 금지
◦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
간은 지붕 수평 투영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일 것

5. 대지안의 통로
◦ 화재 시 피난 및 소화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지 안에 출구와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대지로 통하는 통로를 확보
-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
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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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화재시 구조안전 및 화염확산방지 기준
<내화구조, 마감재료, 방화구획, 방화문 등>
착화억제 ➡ 연소억제 ➡ 도괴방지 ➡

내외부 마감재료 제한

내화구조

인접건물 확대
방지

➡

•방화구획
•방화벽

대 화재 방지

방화지구안의
건축기준

1. 내화구조(법 제50조, 영 제56조)
◦ 내화구조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시간 노출되더라도 일정시간 동안 변형․붕
괴 등이 되지 않는 구조
- 주요구조부(기둥, 보, 바닥, 내력벽, 지붕틀, 주계단)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
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영제2조)
◦ 우리나라에서는 30분에서 1, 2, 3시간까지 성능을 가지는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화재시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내력기능과 구획기능
- 내력기능(Load bearing capacity)은 구조부재가 열을 받아 그 강도가 저하하
여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견디는 성능
- 구획기능은 화재를 당한 벽이나 바닥의 이면측의 온도가 상승하여 그 곳의 가
연물이 착화하여 그곳에서 새로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열성
(Insulation)과 구조 부재의 균열이나 구멍 등이 발생하여 화염이나 열기가 통
과함으로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염성(Integrity)을 필요
- 기타 충격과 소방 주수에 대한 강도 유지, 부재의 성능유지 및 불연성도 요구
(ASTM, UL 등)

가. 내화구조 대상
◦ 다음 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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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 중)
․주점영업(위락시설 중)

․관람석 또는 집회
실 200㎡이상

․전시장, 동․식물원(문화 및 집회시설중)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운동시설 중)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방송통신시설 중)
․화장장(묘지관련시설 중)
․관광휴게시설

․500㎡ 이상

․공장

․2,000㎡ 이상

- 건축물의 2층이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공동주택 / 숙박시설 /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용도의 시설에 한함)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중)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중)
․오피스텔(업무시설 중)

․400㎡ 이상

기 타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
로 되어 있는 2층 이
하의 공장으로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
외

․건축물의 규모가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 2층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 지하층 부분에 한함
※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
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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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관련)>
분류번호

업

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15541

얼음제조업

15542

생수 제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211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3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
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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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위별 내화구조(피난규칙 제3조 1호～10호)
①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②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
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08. 7. 21 단서신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③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
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④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⑤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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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
록 등의 두께가 5㎝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⑥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 바탕
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
록 등의 두께가 5㎝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
록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⑦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
록 등의 두께가 4㎝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 그 두께가 7㎝ 이상인 것
⑧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
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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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
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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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 제8호 관련)>
(단위 : 시간)

벽

구성 부재
외벽
용도

내벽

비내력

비내력
보 ․ 바닥
기둥

지

내 연소 연소
력 우려가 우려가
벽 있는부분 없는
부분
(가)
(나)

내
력 간막이벽 샤프트실
구획벽
벽
(다)
(라)

초과
업무시설, 판매 및 영 12／50
이하
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
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일반 시설, 운동시설, 문화
시설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 4／20 이하
설,위락시설, 묘지관
련시설중 화장장,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
공장 제외)

3
2

1
1

1/2
1/2

3
2

2
1 1/2

2
1 1/2

3
2

2
2

1
1/2

1

1

1/2

1

1

1

1

1

1/2

초과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12／50
주거 다가구주택․공관, 공
이하
시설 동주택, 숙박시설,의
료시설
4／20 이하

2

1

1/2

2

2

2

3

2

1

2

1

1/2

2

1

1

2

2

1/2

1

1

1/2

1

1

1

1

1

1/2

2

1 1/2

1/2

2

1 1/2

1 1/2

3

2

1

2

1

1/2

2

1

1

2

2

1/2

1

1

1/2

1

1

1

1

1

1/2

용도구분 (1)

용도 규모(2)
층수／최고높이
(m) (3)

초과
공장,창고시설, 분뇨
12／50
및 쓰레기처리시설,
산업
이하
자동차관련시설중 정
시설
비공장,위험물저장 및
4／20
처리시설
이하

붕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
∙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규모에 따
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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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조, 영 제61조)
가.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한 규정
◦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화재의 발생, 연소확대, 연기, 유해가스
등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화재발생시 건축물의 내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
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재료
등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있으며, 피난로, 지하층의 거실,
특정용도에 있어서는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불연․준불연재료만 사용
-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바닥․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
되는 마감재료 (규칙 제24조)
※ 실내장식물(방염재료)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브라인드를 포함)
∙ 카페트, 두께 2㎜ 미만인 벽지류로 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
◦ 외부마감재료 : 외장재를 통한 수직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이 화재확산방지구조일 경우이며, 층마다
400㎜씩 고시에 따른 화재확산방지재료 충전) 사용(2015. 10. 7 개정)
- 피난규칙 24조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
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 피난규칙 24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
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 외부마감재료 : 건축물 외부에 부착되는 마감재료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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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
◦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미만인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무마감재료 사용 규정 적용 없음.
※ 기존 6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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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4.3.5.>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규칙 제24조의2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일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43

장류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23232
23239
23311
23312
23323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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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업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비고: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256 -

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규정
◦ 불연‧준불연‧난연재료
- 불연재료 : 보통의 화재온도에서는 연소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재료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망‧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 준불연재료 : 연소현상을 나타내지만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재료
- 난연재료 : 일반적인 가연재료와 비교하여 연소의 확대가 늦은 재료
◦ 난연성능기준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불연재료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제1부:열
방출율(콘칼로리미터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및구조의난연성
시험방법)중 가스유해성 시험

◦

◦

준불연재료

◦

◦

난연재료

◦

◦

※ KS F ISO 1182 : 20분간 가열하여 가열로 내의 초고온도가 20K를 초과상승하지 않고, 질량 감소
율이 30% 이하
KS F ISO 5660-1 : 시험체를 복사열로 가열후 총방출열량, 최대 열방출률 및 시험체의 균열 및
구멍 등을 확인
KS F 2271 - 가스유해성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 257 -

다. 대상건축물
<내부마감재료>
해당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①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

∙ 200㎡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
조 또는 불연재료의 건축물의 경
우 400㎡이상)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학원․독서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②
∙ 의료시설 / 학원(교육연구시설 중)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중)
∙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중) / 오피스텔 (업무시설중)

∙ 3층 이상의 층의 합계가 200㎡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건축물의 경우 400㎡
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포함)
③
∙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자동차 관련시설
∙ 방송국․촬영소․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 중)
④

∙ 공장(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 ∙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춘 경우 제외)

⑤ ∙ 5층 이상의 건축물

∙ 500㎡이상

∙ 공연장․당구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중)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함)
∙ 수련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⑥ ∙ 여관․여인숙(숙박시설 중)
∙ 주점영업(위락시설 중)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
을 제외)
⑦ ∙ 창고(안성냉동창고 계기로 강화, 2014. 10. 14)

⑧

∙ 600㎡이상(자동식 소화설비의 경
우 1,200㎡)

∙ 필로티 구조 형식의 경우 천장 부위에 준불연 성능
∙ 영 제61조 1항의 각 호 건축물
이상의 마감재료 사용(의정부 화재사고 계기로 강
면적에 따름
화,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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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마감재료>
해당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①

∙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법 특별법」에
∙ 2,000㎡이상(불연 또는 준불연)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의 건축물
∙ 인접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불연 또는 준불연)

② ∙ 상업지역안의 공장
③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의정부 ∙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시 난연재
화재 이후 강화 2015. 9)
료 사용 가능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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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예>
국토부고시 제2012-625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3. 방화구획(영 제46조)
가. 정의
화재발생시 화염이 일정구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면적을 내화구조로 된 바
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

나. 대상건축물
◦ (대상건축물)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해야함(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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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적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등으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 부분,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부을 포함한다는 현재 삭제 입법 예고 중)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건축물의 최상층이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로 쓰이거나 피난층이 로비, 피
난안전구역으로 사용되는 부분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식물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로 쓰이는 건축물
◦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4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 대피공간은 외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의 방화
문 포함)
-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3㎡ 이상, 각 세대별
설치시는 2㎡ 이상
◦ (발코니 대피공간 제외)4층 이상의 아파
트로서 발코니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
치하는 경우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
하는 경우

<시카고 건축물 외벽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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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및 차열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규칙
제26조 개정 작업 중)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2014. 8. 27)
대피시설의 성능 기준 (국토부 지침_2015년 제정)
유형별

성 능 기 준
가.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방화
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체류형

다. 대피시설의 실내에 면하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대피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벽․천장의 경우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의 경우 준
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마.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눈과 비에 대한 방수,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피시설의 출입구 앞에는 대피에 장애가 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

2. 탈출형

야 한다.
다. 대피시설이 아래층과 연결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문 또는 덮개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눈과 비에 대한 방수,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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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피난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종류
층구획

면적구획

용도구획

구획의 기준

▪3층 이상의 층
▪지하층

각층마다 구획 할 것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3,000㎡)이내 마다 구획할 것

▪11층 이상의 층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200㎡(*600㎡)이내
마다 구획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인 경우

500㎡(*1,500㎡)이내
마다 구획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부분
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

*참고 : ( )내의 숫자는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기준면적 임,
즉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3배 완화

다. 설치기준(피난규칙 제14조)
◦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
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 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263 -

- 피난구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
-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 이상 띄울 것
- 아래층에서 바로 윗층으로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 이하까지 내려올 것
-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로 될 것
-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라. 피난약자 대피공간 신설(시행령 제46조 제6항, 2015.9.22.)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2015.9.22.>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마. 방화벽(영 제57조, 피난규칙 제21조)
◦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1천㎡ 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 제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
-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
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
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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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
상 튀어 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함
◦ 공작물 :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
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함
◦ 지붕 : 내화구조 대상이 아닌 것은 불연재료
◦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
분에는 방화문, 드렌처 등 설치

5. 방화문(영 제64조, 규칙 제26조)
방화문은 화염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화구획의 일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1시간, 30분의 성능을 확보한 것을 말한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종류

방화문

기본 사항

방화성능기준

▪KS F 3109(문세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
비차열 또는 차열 성능확보.
폐반복성, 내충격성을 확보.
- 이면에 발생한 모든 개구부(문지방 부
위를 제외)에 6㎜ 균열게이지가 관통
하여 150㎜ 수평이동하지 않아야 함.
- 이면에 발생한 모든 개구부에 25㎜ 균
열게이지의 관통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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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기본 사항

방화성능기준
- 시험중 이면에 10초이상 지속되는 화
염발생이 없어야 함.

▪방화문 인접창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
방법) : 비차열 1시간 성능확보
㎝에 설치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확보.(방화문
의 방화성능기준 참조)

▪KS F 4510(중량셔터)의 주요구성부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비차열 1시간 성능확보. (방화문의 방화
장치․규모 등에 적합
성능기준 참조)
- 연기감지기․열감지기
- 개폐할수 있는 장치
-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해 자동폐 ▪KS F 2864(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
셔터
쇄되는 장치 일체
에 따른 차연성시험결과가 KS F 3109
(일체형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
(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터 포함)
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지는 구조
▪셔터의 상부와 상층바닥이 직접 접해야
하며, 부득이한 바닥의 틈새는 방화구획
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함.

① 고장난(제거된) 도어클로져

② 쐐기설치(또는 도어 스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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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물 적치
<방화문의 부적합한 유지관리 상태>

※ 디지털 도어락 방화문 판정 기준
- 특정 디지털 도어락을 특정 방화문에 부착하여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해당 방화
문에 해당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기타 방화문에 해당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할 수 없음.
- 특정 디지털 도어락을 일명 깡통 방화문(1시간 성능을 확보하지만 가장 성능이
안좋은 철판 두께 0.8㎜, 내부 종이 허니컴 단열재)으로 시험할 경우, 해당 디
지털 도어락은 모든 방화문에 장착 가능.
- 성능을 확인하지 않은 디지털 도어락을 방화문에 장착하는 것은 불법임.
※ 방화셔터
- 연기감지기에 의해서 600㎜로 1차 하강하며, 열감지기(정온식감지기)에 의해서
2차 하강함.

6. 지하층(법 제53조, 규칙 제25조)
가.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
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03.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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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1
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 설치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
상 설치할 것

나.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주택 제외)
◦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
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
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
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할 것

7. 피난안전구역(영 제34조, 피난규칙 제8조의 2)
가. 설치대상(영 제34조)
◦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
◦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
내에 1개소 이상 설치. 단, 직통계단의 폭을 1.5m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
치 제외
※ 고층건축물(법 제2조):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 초고층건축물(영 제2조):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 준초고층건축물(영 제2조):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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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규칙 제8조의 2)
◦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
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함.
◦ 피난안전구역 구조 및 설비 기준
-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과 위층은 단열재를 설치
-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마감
- 피난안전구역을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할 것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식수공급용 급수전 1개 이상 설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통신시설 설치
-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설비를 갖출 것
[별표1의2] <신설2012.1.6.>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 및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
․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용도
문화 및 집회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인)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0.45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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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운동

교육

보육
의료
교정
주거
업무

판매

저장
산업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인)

무대

1.40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1.02

운동시설

4.60

도서관(서고)

9.30

도서관(열람실)

4.60

학교 및 학원(교실)

1.90

보호시설

3.30

입원치료구역

22.3

수면구역

11.1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11.1

호텔 등 숙박시설

18.6

공동주택

18.6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시설

9.30

지하층 및 1층

2.80

그 외의 층

5.60

배송공간

27.9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46.5

공장

9.30

제조업 시설

18.6

8. 피난용승강기(피난규칙 제29조, 제30조)
가. 설치대상(피난규칙 제29조)
◦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단,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

나. 설치 기준(피난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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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
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
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 면제(2014. 3. 5)
◦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
-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를 설치
◦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
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
-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
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설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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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용승강기(설비규칙 제9조, 제10조)
가. 설치대상(설비규칙 제9조)
◦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설비규칙 제10조)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
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
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2 -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
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
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10. 배연설비(영 제51조, 설비규칙 제14조)
가. 설치대상(영 제51조)
◦ 6층 이상의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나. 설치기준(설비규칙 제14조)
◦ 일반 설치기준(피난층은 제외)
-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
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이상으로
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
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
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

- 273 -

한다.
-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
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기준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
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
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
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11. 소방관 진입창(영 제51조 제 4항)
◦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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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 및 접지
옥내배선 및 전열기 등 기계기구
비상발전기
계측장비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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