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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 단독·다중·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설치

건물 신축 시
꼭 확인해야 할 소방법령

《新建建筑物时, 应必须确认消防法令》

- ｢소방시설공사업법｣ 중심으로 -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불법 주차 단속(과태료 최대 6만원 부과)
•다음과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소화전에서 5m 이내
- 시장 및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 상습 통행곤란 지역

소방서 전화번호
제주소방서 729-0183 서귀포소방서 730-7172
서부소방서 795-0174 동 부 소 방 서 780-9172

Jeju fire safety headquarters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연동)

제주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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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建筑物主人应该遵循的法律义务

소방시설공사 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建筑物主人在消防施工时，应与已注册的消防施工单位签约。
●

건축시공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OO종합건설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주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주 OOO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종합건설에 소방시설
공사를 포함하여 건축공사 일체를 도급 계약한 사례

포함하여 건축공사 일체를 도급받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한 사례
★ 핵심 포인트 → 소방시설업은 전문업종로서 소방시설업을 별도로

★ 핵심 포인트 → 주 1회의 의미는 단순한 기간이 아닌 감리의 성실도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주요 소방시설공사 시에는

등록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를 하는 것이 중요

★ 핵심 포인트 → 종합건설 등 건축시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지 건축주가 직접 확인

소방시설 착공 전, 소방공사감리업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建筑物主人在消防设施开工前，应与消防施工监理公司签约。
●

도급받은 소방시설 중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OO종합건설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
설공사 일체를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한 사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임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핵심 포인트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건설, 주택건설, 전기공사, 정보
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소방시설 중 ‘일부’를

소방시설공사 전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음

① 도급계약 의무 위반

②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

위반 사건 수

22건(피의자 34명)

13명(피의자 19명)

용접ㆍ용단 시,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시정보완 명령이 발부되고, 명령위반 시
벌칙 부과

●

임시소방시설 종류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위반 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최근 2년간 건축주 의무 위반 건수
구 분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건축주 OOO은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인 옥내

★ 핵심 포인트 → 소방시설공사 시작 시점은 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3차(등록취소)

위반사례
소화전 배관,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선관 등을 시공한 사례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술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중, 신고된 소방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벌칙 : 과태료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