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사회재난이 커지고 예방, 대

응, 수습 방법이 달라진다. 화재는 사회재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구분된다. 화재

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정책 수립하고 시행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화

재 현장을 감식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주도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소방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화재 원

인을 조사하고,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획일적인 기관 주도형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은 신뢰성이나 객관성 성립에 문제는 없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기관 주도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화재 유형이 

다양하고 모든 화재 현장에서 관련 자격자나 학위전공자를 

배치하여 조사하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목적은 유사 화재를 방지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

를 수사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있다. 화재 현장을 조사

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관 주도

형 조사제도에 대한 발전방안과 제도적, 개방형 조사방법

을 제시하고, 화재피해자를 지원하여 실생활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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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화재조사 제도는 기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제도나 학계 산업계의 조사

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획일적 기관 주도형 화재 원인 규명에 오류가 발생 하더라도 실체적 진술의 규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식과 감정이 분류되어야 하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 관, 산, 학계가 합동으로 감식

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 조사제도보다 개방형 조사제도를 도입하

여 정보를 공유하여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cause of a fire at a fire site is to prevent fire-related disasters and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anger. Currently, the domestic fire investigation system is institution-led, and there are 

no private or academic industry investigation systems. Moreover, if a uniform institution-led fire investigation is erroneou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actual cause of fi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emotions and emotions, and to 

minimize errors, it is crucial to introduce a system where people, government, industry, and academia can jointly identify 

and investigate fir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an open rather than a closed survey system and share 

information to provide guidance for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e systemic problem of identifying the cause of fires.

Keywords : Fire investigation, Cause of fire, Victim, Discernment,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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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화

재조사 제도와 방법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선행 연구사례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고기봉

은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에서 구조적 측

면과 운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법령의 제정이나 화재조

사 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유기적

으로 화재조사 업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

였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이 

소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운영 측면은 화재조사

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현재 화재조

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화재조사 현

실과 외국 화재조사를 비교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

율적인 화재조사 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권현석은 ‘소

방의 화재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이 조직문화에 미

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2)’에서는 화재조사 직무

역량에 대하여 논하였다. 사법경찰 업무와 화재현장 조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전문화되어

야 한다고 논하였다. 현행 화재조사제도는 화재조사관의 

비전공 분야를 보충하고자 학자나 전문가를 ‘화재조사 전

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화재조사 운영 방법과 주도권

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김영철은 ‘한국의 화재 원인조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3)’

에서 화재조사 운영체계, 형법, 소방법에 관련하여 논하였

고, 화재 현장에 잔류한 흔적으로 발화지점을 축소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에 대한 연구는 있

었으나 화재조사 제도나 화재 현장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는 없었다. 획일적인 조사제도나 기관주도형 조

사제도를 다방면 개방형 조사제도로 개선하여야 하고, 제

도개선에 필요한 화재조사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화재조사 제도에 관하여 논하였고 현장에서 발생

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화재조사의 제

도적인 부분을 여러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화재 현장에 

대한 획일적, 폐쇄적 조사 방법이나 사전적, 개방적 조사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 

1.3 연구 방법

현재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조사

목적과 선행된 연구를 고찰하고, 기관이나 공사 또는 공공

단체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법률적 근거와 활용 목적

을 확인하여 가장 효율적인 화재조사 방법을 논하고자 한

다. 화재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유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화재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발화지점, 화재 원

인, 가해자, 피해자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획일적 기관 주도형 화재조사 방법보다는 다방면에서 검토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화재 원인 규명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2. 화재조사 제도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관

에서 현장을 감식한다.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감식은 소방

청장과 경찰청장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식기관에서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 화재 신고와 동시에 시작하여 화재진압 완료, 복귀 시

점까지 조사하는 즉시 조사방법이다. 둘째 사후조사 방법

이다. 화재 발생당 시 국가기관에 신고가 없고, 이후 화재 

사고를 인지하거나 화재복구과정에서 화재증명원이나 사

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여 감식기관에 사후조사를 의뢰하

는 조사제도이다. 즉시 조사제도나 사후조사 제도는 국민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두 가지 조사

제도 모두 민사불개입 원칙에 따라 개인 간 이익 다툼에 

감식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2.1 행정적 조사제도

행정적 측면에서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화재 원인을 규

명하는 목적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있다. 규명된 화재 원인

을 토대로 예방정책과 진압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되도록 한다. 화재 현장 조사가 일원화된 방법으로 

획일적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행정목적 실현

을 목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2.2 수사적 제도

범죄 관련성 여부에 따라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사한다.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규명된 화재 원인이 방화

죄 또는 실화죄 성립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을 달리한다. 

규명된 화재 원인이 방화죄, 실화죄 성립이 없다면 수사는 

종결된다.

2.3 화재조사 전문위원 조사제도

화재 원인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화재조사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연소 현상과 

관련한 전공자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학계, 산업계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 제도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

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자 국가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2.4 민간 조사제도

민간 조사제도에 관한 규정이나 법령이 없다. 현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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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설업체나 사설 감정인이 있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기관에서 현장을 발굴하고 증거

물을 수거한 후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증거수집의 한계가 

있고, 훼손된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신뢰성

을 확인할 수 없다. 민간조사자 개입은 피해당사자 개인 간 

민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외국 화재조사 제도

3.1 미국 조사제도

미국은 연방국으로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주 정부 고

유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주 정부 실정에 맞게 화재조사 

사무에 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화재 현장

에 대한 조사권, 수사권이 모두 소방본부장에게 있고, 화재 

현장에 대한 사법권과 형사소추권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

다. 2~3개 화재수사팀, 2~3개 조가 근무한다(4). 미국은 연방

정부로 이루어져 있어 주마다 화재조사 제도에 대한 부분이 

상이하다. 대부분 소방당국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고, 

방화범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는 시의회가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3.2 영국 조사제도

영국은 행정 중심적 체계로 화재 현장을 조사한다. 지방

자치 소방 체계이며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재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해 조사하고 있다. 화재조사 제

도는 우리와 같이 이원화되어있다.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와 수사기관 및 과학 기술기관 등 전문가가 공동

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 주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조사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하다.

3.3 독일 조사제도

독일은 주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른 특색이 있다. 화재진압

은 소방기관, 화재조사는 경찰기관에서 조사하고 수사한다. 

독일의 경우 화재에 대한 형사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화재피해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고 방화 및 실화의 경우도 보험조사관이 화재 원

인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전

담 경찰은 전문가로 구성하여 배치되어 있고, 범죄 관련 여

부만 수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제도가 유사하다.

3.4 일본 조사제도

소방조직은 지방 자치행정으로 업무를 나눠 시행하고 있

으며, 소방조직은 국가직, 지방직, 기초단체 직으로 조직되어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서에 2인 1조로 우리나라와 같은 근무

체계이지만 본부 단위에 화재조사계가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다. 화재조사는 기초단체,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

며, 소방서에는 화재조사팀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 

이목 집중 화재는 본부 화재조사계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한

다. 화재 현장 조사는 대부분 소방기관에서 하고, 범죄 관련

성은 경찰로 통보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

기관의 화재 원인 규명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고 신

뢰하여 민ㆍ형사 사건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필요에 

따라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때도 있으나 대부분 소방에

서 규명한 원인으로 수사한다. 소방기관에서 현장을 조사하

고, 발굴한 화재증거물은 각 지방의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그

리고 국립소방과학연구원에서 전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다.

4. 국내 화재조사제도 문제점

현재 화재조사 제도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여 문서기

록과 공식적인 화재 발생 통계작성은 국가 감식기관인 소

방청에서 하고 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

는 법률적 권한을 가진 감식기관은 소방청과 경찰청 외 없

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의거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의거,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법죄 여부를 수사한다. 민사적 문제가 발

생하면 소방청이나 경찰청은 민사불개입 원칙에 따라 사건

에 개입하지 않는다. 화재피해에 대한 민사적 분쟁은 피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화재 원인 규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때 피해당사자

들도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수긍할 수 없는 화재 원인이라면 현행 조사제도에서는 화

재 원인을 번복하기 어렵다. 국가 감식기관에서 규명한 원

인을 번복하고자 하는 절차나 법령 근거가 없다. 법령이나 

규정에 재조사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감식

기관에서 조사가 끝나고 원인이 규명되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 더 관여하지 않는다. 발화지점이나 화재 원인에 관하

여 의문이나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조사를 요청하지만 현 

조사제도에서 현장을 재조사하는 근거 법령이 없다. 

민원요청이 있어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여 현장을 재조

사하는 방법이 있다. 재조사에서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한번 규명된 원인을 번복할 수 없다. 또한, 한번 규

명된 원인을 쉽게 번복한다는 것은 자칫 국가기관의 공신

력을 실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사로 인한 화재 원인 번

복은 수월하지 않다. 기관 주도형 획일적 화재 원인 규명에 

따른 문제점은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되고, 화재 사고에 대한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문제점이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연간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

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 모든 피해당사자가 만족할 수 없고, 

화재 원인 규명이나 발화지점에 불복이 있어도 현장을 재

조사하는 것 또한 현행 제도나 법령, 화재조사 인력배치 측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취

득한 화재조사관들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지만 모든 

현장을 명쾌하게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방청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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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목적으로 조사하고 예방정책에 활용할 뿐 민사적 목적

과는 관련이 없고, 경찰청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면 발화지

점이나 화재 원인은 큰 문제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다. 피해

당사자 간 피해구제에 관한 절차는 가해자, 피해자 간의 합

의가 이루어지면 쉽게 종결되지만, 이견이 있는 때에는 사

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감식기관에서 조사한 기록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민간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과 입증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민간 조사, 민간감

정, 학계, 산업계 등의 정보와 의견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

하여 민사소송법령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4.1 국가 감식기관

법령에 의거 화재조사는 소방청과 경찰청에서 하고 있

으며, 공통된 화재조사 목적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한 행정이다. 다만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 현장을 감

식하는 방법은 기관주도형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하다

면 2회, 3회에 걸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한다. 국가감식기관에서 획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가 현장을 조사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 

화재조사 제도나 화재조사 전문위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

나 조사 기간의 시간적 문제와 현장을 발굴하는 인력과 장

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4.2 국가 감정기관

국립소방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증거물

을 감정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증거물 감정 외 화재

진압 및 조사기술을 연구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정책 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화재 현장을 직접 

감식하고, 증거물을 수집하여 감정하는 기능도 있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증거물과 범죄증거물을 감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현장을 감식하기도 한다. 감

정기관이 현장을 감식하고, 증거물을 수집하여 감정하는 

제도적 측면은 화재 현장 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으로 이

어지는 획일적인 부분은 선입견에 의한 오류가 이어질 수 

있다. 감식기능과 감정 기능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4.3 공공기관의 화재조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사업장에서 화재

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전기시설의 안전을 점검

하고 있다. 전기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화재 사고에 대

한 통계를 작성, 관리, 분석하여 전기화재 사고 예방을 목

적으로 전기화재를 조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

스 저장, 판매, 운반 등에 관한 사항과 가스 안전의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

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스누출, 폭발, 

화재 사고, 시설의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유사 사고 재

발 방지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조사 목적은 국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나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다만 가스공급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어 있다.

5. 화재조사 제도개선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수사 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과 

화재조사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5.1 기관별 인식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지증진에 있다. 기관

별 책임 의식을 갖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연소 패턴, 

물리적 증거, 정황증거, 목격자, 화재지점 관계자 등 현장

에 대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로 

수집하여 정확하고 의문 없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화

재 원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관별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위민행

정으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기관별 목적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행정이어야 한다.

5.2 법령에 의한 조사제도

화재조사에 관한 법령은 소방기본법이 유일하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행정행위이다.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화재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도록 강

제하고 있고,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서 화재감식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조사 세부 절차와 수사에 대한 절차가 

규정된 법령의 제정으로 소방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사와 수

사를 공조할 수 있도록 절차법이 필요하다. 화재 신고, 현

장 발굴, 증거수집, 목격자 진술 등 현장 조사 종료 시까지 

수집한 증거를 공유하여야 한다. 기관 주도형 조사제도에

서 오는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화재조사 제도를 전문가 주도형으로 개

선되어야 하고, 전문가를 구성할 때 화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립과 민(民), 관(官), 산(産), 학(學)이 합동으

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5.3 화재조사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 화재조사제도는 기관 주도형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감식기관에서 기관 목적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다. 감식기관별 목적이 다르더라도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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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행정기관은 행정 목적에 따

라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진압대책을 마련하여 소방정책

에 활용하고,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해 현장을 감식하고 수사 정책을 마련한다. 다만 개방된 조

사가 아니라 폐쇄적인 기관 주도형 형태를 취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범죄관련 외 화재 현장 조사는 민간주도형 

전문가가 참여하고, 경제적 실익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6. 화재 원인과 법적책임

화재 발생지점과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화

재 발생 열원의 지배ㆍ관리에 관한 권한과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한으로 나누어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화재 원인에 

대한 행위자를 규명하여야 하며, 발화 열원에 대한 지배ㆍ

관리권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지배ㆍ관리권에 따라 

민사적 책임의 한계가 정해진다. 또한, 사용ㆍ수익에 관한 

부분까지도 정확한 분류와 화재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지

배ㆍ관리권과 사용ㆍ수익 부분이 규명되어야 당사자 분쟁

도 해결할 수 있다.

6.1 민법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무과실책임을 인

정하고 있으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

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자본주의가 발달

하고 사회정의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재 사

고 피해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

고, 발화지점의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6.2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

조물 결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상, 설계상, 표

시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권

을 인정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6.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1961년 4월 28일 제정 시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하였다. 

발화지점의 소유자, 점유자의 피해를 가중하지 않기 위해 

제정되었고, 연소 확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하였다. 

2003년 6월 15일 부산 가야동 동산화학 화재가 위헌법률심

판 청구의 계기가 되었고, 2007년 8월 30일 헌법불합치 판

결 및 적용이 중지되었다. 2009년 5월 8일 전부 개정되어 

현재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경

감사유 특례를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6.4 형법

형법은 범죄 성립, 처벌을 규정하고 범죄성립 시기를 규

정하고 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한 

자에게 실화죄 적용을 규정하고, 실화죄는 현주건조물, 공

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연소시키는 죄로 추상적 위험

범으로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방화는 고의로 건조물

을 연소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6.5 당사자 분쟁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진

다. 화재 손해는 화재 원인이 된 물건이나 물질의 지배, 관

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로 구분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접피해자도 발생하는데 

피해구제를 위해 가해자와 분쟁이 발생한다. 당사자 간 원

만한 합의나 해결이 최우선이지만 경제 논리에 의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7. 결  론

화재조사 제도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기록이 전부이

고, 대부분 화재 현장 조사는 기관주도형으로 획일적 조사

로 종결지어진다. 화재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실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화재조사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

에 의한 참여기관을 소집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

다. 또한 관계자의 요청이 정당하다면 화재 현장을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화재조사관 보직의 전보 제한을 두고, 전공자나 관

련 자격자를 배치하는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현행 

화재조사관 제도는 승진이나 원에 의해 인사이동 하는 제

도를 채택하고 있다. 화재조사관의 전보는 전문성을 고려

하여 수직적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ㆍ관ㆍ산ㆍ학이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 화재 원인이 미상인 경우나 연소 피해자가 다수

일 경우 초기부터 민ㆍ관ㆍ산ㆍ학이 합동으로 감식하여 발

화지점이나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분쟁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민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동종 기술사자격 소지자, 

산업체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계는 교수 또는 연

구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넷째 화재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

다. 기관에서 특수시책이나 정책으로 시행하는 반짝 행정

이 아닌 계속 행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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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융자지원이나 이자 감면 등 사회적 지원제도가 법령으

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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