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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현대사회는 재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고도의 산업사회로서의 특
징이 있지만, 이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방사능오염, 각종의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등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미지의 위험이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러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생활속 안전사고(교통사고, 화재, 가스․전기
사고, 익사, 승강기 사고, 등산 사고, 놀이시설 사고 등)가 증가 추세
에 있고,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다
음의 사항으로 유형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 식생활 및
약품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 유효
기간 유형화, ② 생활 화학용품 관리 대상의 확대, ③ 제품 위해성 조
사 공표를 통한 국민 피해예방조치, ④응급의료기관에서의 마취제 실
명제의 도입, ⑤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 표시기준의 강화, ⑥ 국
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기농화장품의 함량기준 강화, ⑦ 원터치캔의
개봉주의표시의 강화), (2) 주거 및 시설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
안(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사고보고의무 도입, ② 소방안전관리 공
백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제도 개선, ③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④ 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정기검사 실시시기 단축 방안, 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안전교육신청제도의 개선, 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
리대상 오염물질의 제한성, ⑦ 고층건물에 대한 피난설비 강화, ⑧ 석
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안전관리교육 강화), (3) 교통 및 여가 관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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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행정지명령 정비방안,
② 비행기 탑승후 돌발요청에 대한 제재, ③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상호

표기 의무화, ④ 자동차야영장 안전관련 지침 규정 마련, ⑤ 이동식
방갈로에서 안전 기준 강화, ⑥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강화), (4) 기
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일원화, ② 인
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규제)을 유형화
하여 개별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의 법제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
는 다음의 사항으로 유형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 어린
이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유치원 급식 등 관리기준 강화, ② 트
램펄린 키즈카페 제도 개선, ③ 어린이보호구역 내 애완동물 관련 안
전조치의 강화, ④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적정성 확보 방안, 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강화, ⑥ 라면의 어
린이기호식품 선정, ⑦ 어린이통학버스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
속, ⑧ 어린이치즈 표지에 오메가-3 허용오차 표시), (2) 청소년 생활
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지하공공보도시설 관련 범죄예방 기능 강화,
② 학교출입 방문자정보의 이용보호,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

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작성 업무 부과), (3) 노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급식위생관리 강화, ③ 고령자의
경제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의무화, ④ 고령친화식품
에 관한 저작 표시의 구체화, 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관련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4) 임산부, 장
애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산후조리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
한 안전대책 강화, ②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교
육 대상 확대, ③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바코드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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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시, ④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작성 의무 부과), (5) 외국인,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①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②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외국인 안전확
보를 위한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시 방안, ③ 출입국관리법상의 미등
록 이주아동 생활안전 보호, ④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
사 강화)으로 유형화 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현행 법령체계 내에
서의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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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식 요약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현재 생활속 안전사고 증가 및 현실과의 괴리 등 문제

- 교통사고, 화재, 가스․전기 사고, 익사, 승강기 사고, 등산 사고,
놀이시설 사고 등이 증가
- 생활안전 관련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한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
강화의 필요
○ 생활안전 관련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법제 개선의 제시

- 안전 관련 현행 법령 속에서 불합리한 현상 또는 제도적 취지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제화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생활 속 안전 분야 관련 법제 및 문제되는 사례의 정리와
관련 외국의 입법례 검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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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1. 일반 생활안전 범위
(1) 안전 관련 개념
○ 용어의 다양화

-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인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요인, 가
능성, 그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혼용 사용
- 위험, 위기, 재난은 단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함
○ 생활 안전의 범위

- 생활안전 범위의 문제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위해, 환경, 피해
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생활안전은 가해요인 중심의 접근(재난 관련, 교통 관련, 전기․가
스 관련, 치안 관련, 질병 관련, 제품 관련), 피해자 중심의 접근
(소비자 안전 관련, 취약계층 안전 관련), 환경 중심의 접근(직장
환경, 가정생활 환경, 학교생활 환경, 교통 환경, 다중이용시설 관련,
놀이, 레저 환경 관련, 사이버 공간), 복합적 접근(가해요인-취약계
층, 가해요인-환경, 환경-취약계층)으로 그 범위를 구분할 수 있음

2.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1) 식생활 및 약품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 유효기간 유형화

-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국민(농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텃밭을
가꾸는 국민 증가)의 경우 신체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유효기간에
대한 탄력성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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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의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품목등록 유효기간과
제품등록 유효기간을 농약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탄
력적으로 규정
○ 생활 화학용품 관리 대상의 확대

-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 방
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의 화학물질의 경우
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 관리의 측면에
서의 한계점
- 방부제와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에 대한 관리 문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자
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의 화학물질을 추가
○ 제품 위해성 조사 공표를 통한 국민 피해예방조치

-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것
이 아닌 보관과 더불어 사업자에게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해
성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불일치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
고,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표하
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원화
○ 응급의료기관에서의 마취제 실명제의 도입

- 마취제는 응급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국민의 신체
적 안전과 직결되는 데, 마취제가 불법으로 유통되어 국민들의 정
신 건강을 해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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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관에서의 마취제 사용의료인에 대한 실명제 규정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비상진료체계)제4항에 둘
필요가 있음
○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 표시기준의 강화

- 학교급식에 국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기준 강화뿐만 아니
라 향후에는 일반 가공식품과 외식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
품에 대한 표시 규제 강화가 필요
-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에 대한 표시에 굵은글씨체 또는 색
상강조하고, 알레르기 유발 등의 위해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
서는 ‘~함유할 수 있다’ 또는 ‘~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메
시지로의 표시방법의 개선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기농화장품의 함량기준 강화

- 유기농화장품의 성분ㆍ함량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야 소비
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음.
- 유기농화장품 전체 성분에 대한 유기농 함량기준을 현재의 10%에
서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산원료는 반드시 95% 이
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도록 현행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
이드라인｣개정
○ 원터치캔의 개봉주의표시의 강화

- 원터치캔 표시 표준문구는 개봉시의 안전만을 당부하고 있으나,
실제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전체 이용과정에서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
기준｣제6조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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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및 시설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사고보고의무 도입

- 전기용품의 특성상 감전으로 인한 상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
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발생
-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사고, 화재사고 등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고체계와 동 정보를 이용해서 생활문화안전에 대한 국
민들에게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 필요
○ 소방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제도 개선

- 소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관
리자를 30일 이내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30일이라는 동안의
소방안전관리의 공백 발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재선임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최근 소방안전시설 등의 발전으로 국민의 안정에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 평가 필요
- 시험방법에 실무능력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소방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출 도모
○ 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실시시기 단축
방안

- 호텔, 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에너지전기
설비의 경우에는 화재, 누전, 감전사고로 인한 사고는 막중한 인
명피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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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보다는
1년마다 실시로 개정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신청제도의
개선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의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
- LPG 사용차량의 등록 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후 차량등록의 인정
및 교육이수와 관련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개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제한성

- 석면이나 라돈과 같이 발암성이 아주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기준만 설정되어 있음
- 현재 석면, 라돈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권고기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유지기준으로 변경
○ 고층건물에 대한 피난설비 강화

- 현실적으로 11층 이상 15층 이하까지 피난기구의 설치에 인명구조
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규정된 피난기구를 11층 미만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16층 이상
으로 개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안전관리교육 강화

- 우리나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보수교육이 없어 문제가 됨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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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및 여가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행정지명령 정비방안

-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하
여 사전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법률적 규정 미흡
-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위험성이 판단되
는 경우에 수상레저기구 사용자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정지명령규정의 신설 필요
○ 비행기 탑승후 돌발요청에 대한 제재

- 비행기 탑승후 돌발요청에 의한 비용 및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큼
- 비행기 탑승 후 돌발요청에 의한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제재
를 부과하도록 함
○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상호 표기 의무화

- 고압가스운반차량에 상호나 전호번호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차
량의 사업자 중 허가시설도 없이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회사명까지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고
압가스 사업자들에게 가스운반차량에 일정 크기 이상의 글씨로
전화번호와 함께 상호도 표기하도록 함
○ 자동차야영장 안전관련 지침 규정 마련

- 관련규정이 모호하게 규정됨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야영장의 관
리․감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기준을 적용받는 야영
장영업자 모두 규정 적용과정에서 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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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야영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
영장의 위생․안전․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근거
규정 마련
○ 이동식 방갈로에서 안전 기준 강화

- 이동식 방갈로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는 상황
- 이동식 방갈로와 관련한 안전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
조의2 관련 별표 1에 제시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강화

- 국외여행 인솔자의 경우, 그 등록과 자격에 관한 규제와 교육 등
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솔자의 자격은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60시간 이상 소양교육을
받도록 함

(4)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일원화

-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
의 진흥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적이
지 못함
- 현재와 같이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규제

- 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면 등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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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
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규제를 가함

Ⅲ.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1.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범위
○ 취약계층의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

- 소득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
애인, 노령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 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
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의
인구학적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2. 취약계층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1)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유치원 급식 등 관리기준 강화

- 현안 유치원의 급ㆍ간식 운영실태는 유아기 생활안전의 기반이
되는 먹거리 안전에 미흡한 실정
- 원장, 교사 등 급ㆍ간식 비전문가에 의한 취사 등 금지하고, 유치
원(어린이집) 내에서 실제 급ㆍ간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 조리
사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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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펄린 키즈카페 제도 개선

- 트램펄린 키즈카페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트램플린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의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애완동물 관련 안전조치의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목줄을 채우고 있다고 하
여도 한사람이 맹견 또는 거대한 개를 2-3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의 취약계층 보호
구역내 애완동물 관련 안전조치의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적정성 확보 방안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존재이므로, 운전자 채용 시 건강진단서만을 제출하도록 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개정하
여 운전자에게 건강진단서 이외에 안전교육 수료증 및 운전 면허
증을 제출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에 알레르기 표시를 눈에 뛰게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의3에 알레르기 유발 함유
어린이 기호 식품의 표기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고, 고시로써 구
체적인 표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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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의 어린이기호식품 선정

- 어린이․청소년은 김치 다음으로 라면을 통해 많은 나트륨을 섭
취하고 있음
- 근 국가 차원의 나트륨 저감화 운동의 효과적 집행차원에서도 라
면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 과도한 선팅은 운행 중 탑승한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차량에 영유아가 홀로 남겨질 경우 외부에서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큼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
면 창유리에 대한 과도한 선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어린이치즈 표지에 오메가-3 허용오차 표시

- 표시된 오메가-3 함유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일
권장량을 준수하려고 하는 과대섭취 또는 과소섭취의 우려
- 표시된 오메가-3 함유량과 실제 함유량의 오차비율 표시

(2) 청소년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지하공공보도시설 관련 범죄예방 기능 강화

-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범
죄예방의 고려가 필요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지하공공보도시설
은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
용을 추가하고, 유아동반자를 추가하고, 지하보행로에는 범죄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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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출입 방문자정보의 이용보호

- 방문자에 대한 출입통제의 법적 근거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방문대장의 작성을 방문
자에게 의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방문기록은 담당자에게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방문자는 방문기록
대장을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방문증과 교환하여 제출했다
가 귀가시 돌려받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점검사항 작성 업무 부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점
검사항 작성 업무를 의무부과 할 명확한 근거조문이 없음
-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시설에서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3) 노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서비스에 관한
안전점검표의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 6. 장부 등의 비치에 입
소자에 대한 안전점검표의 비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급식위생관리 강화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특성에 맞는 식사의 제공,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음식의 제공, 일반식사가 어려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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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경관급식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부재하
여 위생상의 문제 등이 제기 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급식을 보조해주는 직원이 존재하는 바, 이
러한 보조자들도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 고령자의 경제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의무화

- 고령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가 다름 아닌 고령기의 경제생활안전
과 관련한 취업과 고용불안 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사업
주가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 함
○ 고령친화식품에 관한 저작 표시의 구체화

- 고령친화식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규격
과 식품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
- 일반식품의 표시기준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저작․연하기능을
고려한 특별한 구분표시를 둠으로써 고령자가 신체의 훼손 없이
식품을 저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관련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서는 안전점검표 작성에 관한 사항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대상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섭비스에 대한 안전표점검표 작성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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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부, 장애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산후조리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안전대책 강화

-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문제 중 안전문제는 사업자가 영업배상보
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음
- 산모 및 그 가족이 산후조리원에서 안전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
우에 치료 등 경제적인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의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의 감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
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도 감염물
질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문제
-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교육을 현행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시기도 1년에 1회로 개정
○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바코드 등의 의한 표시

-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의약품과 관련하여서는 바코드와 RFIDtag
부착이 규정화되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점자표기만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바코드와 RFIDtag
에 대한 규정 함

xviii

○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 장애인복지시설와 관련하여 시설물 자치가 아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점검표 작
성에 대한 규정 없음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중 시설운영의 기준 6. 장부 등
의 비치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점검
표 비치를 규정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사항 작성 의무 부과

-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하는 안전점검사항에 대한 부분이 빠
져 있음
- 급여지원활동을 하는 전문가로서의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신체
적․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안점점검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5) 외국인,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통역이 가능한 관련한 의료전문인력의 배치나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을 둠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외국인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시 방안

-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긴급상황 발생시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에
있어서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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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
안내도 외국어 표시 규정 도입
○ 출입국관리법상의 미등록 이주아동 생활안전 보호

- 출입국관리법상의 미등록 이주아동 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 및
향후 국민들의 치안상의 문제
- 이주근로자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아동․청소
년에게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여 줌
○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 강화

-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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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재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고도의 산업사회로서의 특
징이 있지만, 이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방사능오염, 각종의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등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미지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러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
러한 위험은 우리가 직접 지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수치 또는 화학
공식 등의 기호에 의하여 관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
에서 가시성이 없다. 현대사회에 리스크사회로서의 특징을 부여한다
면, 그 본질은 리스크의 불가피성 및 불가시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1)
이러한 리스크사회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서 날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 자체가 리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리스크의 생산의 과제, 리스크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정의가 가능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에 따라 정의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리
스크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리스크의 정의의 문제,
그리고, 부의 분배가 사회적으로 상층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반해, 리스크의 경우에는 하층에 있는 사람이 그 분배에 관여하는 경
향에 있다고 하는 리스크 분배의 문제가 중요하다2).
무엇보다, 이러한 불안의 공유를 기초로 한 안전성이라는 이념은 위
와 같은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머무
르지 않고, 범죄피해와 자연재해와 같은 종래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향되기 마련이다. 분명히 이러한 종래의 위험은 우리가 아직 그것
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일정한 불가시성을 가지고
1) 安達光治, “生活安全条例 : ｢
リスク｣と ｢
監視｣の意義に関する一考察(I 課題研究 リス
ク社会と犯罪)”, 犯罪社会学研究 第31号, 日本犯罪社会学会, 2006.10, 7面.
2) 安達光治, 前揭論文,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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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광범위성
이 있다. 그러나 리스크사회의 불안감은 리스크가 우리 생활내부에서
편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반하여, 재래의 리스크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외재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생활속 안전사고3)(교통사고, 화재, 가스․전기 사고, 익
사, 승강기 사고, 등산 사고, 놀이시설 사고 등)가 증가 추세에 있고,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종
합적이고 조성적인 예방 시스템의 구축 차원이 아닌, 안전 관련 현행
법령 속에서 불합리한 현상 또는 제도적 취지에 관계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제화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안전 법제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안전 규제의 합리화 및 안전 관
련 법령의 간결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국내의 대다수 안전 관련 법령에서 사고․안전에 대한 정의가 부재
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선 “위험 그 자체가 없는 자유의 전제로서의 상태”
라는 의미에서의 안전과 “위해를 받지 않을 자유”로서의 안전이라는
3) 일반적으로 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상해’를 뜻한다. 이러한 사고개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알아 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 사건’, 미국 공중위생부(National
Health Survey)에서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일상활동이 제한되는 손상’으로 정의하
고 있다[행정안전부, fin안전교육표준교재, 행정안전부, 2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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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
서의 안전은 위험하지 않은 것 또는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
태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안전은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한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은 자연적 또는 인적 위험요인
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 중 생활안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사고의 위
험요인이 없거나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확대된 범위의 생활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 속 안전 분야 관련

법제 및 문제되는 사례의 정리와 관련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시도한
다. 둘째, 안전 법제 일괄 정비 검토(issue paper 별도)를 하고자 한다.
▢ 생활안전 관련 주요 법률 [대표 법률 예시]
번 호

법령명

소관부처

1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학교보건법

교육부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5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6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4) 이순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재난관리법제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20면.
5) 행정안전부, 안전생활 길잡이, 행정안전부, 2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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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령명

소관부처

8

도로법

국토교통부

9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10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11

도로교통법

경찰청

12

하천법

국토교통부

1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5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1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7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18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19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20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7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30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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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법령명

소관부처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34

민방위기본법

안전행정부

3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안전행정부

3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3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행정부

3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40

하수도법

환경부

41

도로교통법

경찰청

42

도로명주소법

안전행정부

4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4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46

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47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4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49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

51

수난구호법

해양경찰청

52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5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54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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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제 1 절 일반 생활안전 범위
1. 안전 관련 개념
(1) 위험, 위기, 재난 등 관련 용어
m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인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요인, 가
능성, 그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혼용
표 1. 중요 관련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취약 지역에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자연 및 인위 현상
(D&E Reference Center 1998)
인명 및 재산 피해, 기반시설의 파괴, 농업의 손실, 환경 피해,
사업의 중단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혹은 상황

위 해

(FEMA 1997, xxi).

(Hazard)
재난 상황을 유발할 정도로 인류의 생명과 재산, 각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자연 혹은 인위 현상 (WHO, 2002)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위협 요인
(U.N. 1992, 4)
어떤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 결과와
위 험

발생가능성으로 측정한다(Aus/NZ Standard).

(Risk)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 (WHO World Health Repo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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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행동이나 사건이 긍정적 기회가 될지 부정적 위협이 될지 결과
가 불확실한 상황. 이것은 발생가능성과 결과의 결합이며, 지각
된 중요성도 포함한다(UK Government Handling Risk Report).
주어진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발생할 확률
(US Presidential/Congressional Commission)
짧은 시간의 극한 위험, 중대한 비상사태 (D&E Reference Center

위 기

1998)

(crisis)

어떤 일이 극적으로 (보통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결정적
인 순간 혹은 전환점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 심각한 혹은 갑작스러운 불행.
참사(calamity). 재난은 재산과 인명 손실을 유발하는 거대하고
갑작스런 불행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재 난
(disaster)

공동체에 재산의 손실 혹은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고
(FEMA)
피해를 당한 공동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광범위
한 인명, 재산 혹은 환경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기능
의 붕괴(disruption) (UN Glossary, 1992)

- 사고(accident), 위해(hazard), 위험(risk), 위기(crisis), 비상사태
(emergency), 재난(disaster), 재앙(catastrophe) 등

(2) 단계적 용어의 정의
m 위험, 위기, 재난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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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험, 위기, 재난의 단계적 정의

조
직
활
동
의
수
준

Preparedness

Response

위기의 극복

Prevention
정상상태

정상상태

위기극복 실패

취약성
Recovery

위험

재난

위기

협의의 위험관리
광의의 위험관리
광의의 위기관리

협의의
위기관리
협의의 재난관리
광의의 재난관리

- 위험(risk) :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기의 배아(胚芽) 상태
로서 이는 아직까지 위기로 현실화된 상태가 아님
* 결국 위험(risk)의 개념은 미래의 가능성이란 의미를 담고 있
기 때문에 미래전략의 중심적 개념으로 상정이 가능함
* 위험(risk) = 가능성(probability) * 실제 영향, 피해(impact)
- 위기(crisis): 위험 요인이 현실화 된 인지된 혼란의 상황
- 재난(disaster): 결과론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그 결말이 부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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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안전(safety): 위험의 반대. 위해를 받지 않는 상태, 위험하지 않은
상태.
m 분야별 대상의 차이
표 2. 위기관리의 대상적 구분

구 분
비상(emergency)
관리
보안(security)관리

위험(risk)관리

내 용

평상시 상황이 아닌 비정상 상황의 관리

안보, 보안, 경호 등 보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산업 및 학문
분야
소방, 응급
외교, 국방,
정보통신
금융, 보험,
과학기술

안전(safety)관리

산업,노동,생활 등에서의 인명,재산 보호

산업, 노동

재난(disaster)관리

자연재난, 인위적재난, 사회적재난 관리

소방, 방재

위기(crisis)관리

재난 및 전쟁, 테러 등 폭넓은 상황 관리

행정, 국방

(3) 법적 용어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 재난 정의(제3조 1항):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
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
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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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m 현행 재난 정의는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발생원인(태
풍, 화재 등)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m 안전에 대한 정의: ‘안전’에 대한 정의는 없는 대신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 제시(제3조 4항)
*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m 안전문화: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 가
치관, 환경, 체계 등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산물
□ 현행 행정부의 생활안전 관련 총괄 업무

m 정부의 3개 분야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6)
구 분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①
②
4대악
③
범죄 등
④
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자 연
재 난
사 회
재 난

⑥ 조류인플루엔자
⑦ 유해화학물질
⑧ 산업단지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⑪ 자 살

⑫ 풍수해

⑲ 지 진

⑬ 산 불

⑳ 원자력
대형화재

6)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2013.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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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안 전
사 고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⑨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⑩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⑭
⑮
⑯
⑰
⑱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전기(감전)‧가스
붕 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 2010년 원유철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을 시도한 ｢국민생활 안전
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
* 이 법은 다양한 안전 부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
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도시, 안전디자인, 안전지
수 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2. 생활 안전의 범위
m 전체 위험의 구분
위험의 구조적 수준

위험의 주요 사례
- 수질오염 (상수원 오염, 공장폐수 등),

지구적 생태 위험

- 대기오염 (자동차배기, 황사 등)
- 토양오염 (화학물질, 쓰레기 등)
- 해양오염 (폐유방류, 적조 등)

자연적 재해 위험

- 태풍, 폭설, 가뭄, 기근, 폭염, 지진, 쓰나미,
- 한반도에서의 전쟁, 북한 핵문제
-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가적 안보 위험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
료, 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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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구조적 수준

위험의 주요 사례
- 일반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건강의 위험

- 신종 질병(SARS, 조류독감, 광우병, AIDS 등)
- 먹거리안전사고 (유해식품, 비위생적 식품, 식중독 등)
- 생명윤리침해사고 (장기매매, 유전자 조작 등)
- 빈부격차,

경제적 생계 위험

- 불안전 고용과 취업난,
- 급격한 경기변동
- 농산물 수입개방
- 산업재해, 직업병
- 자동차교통사고 (충돌, 음주운전, 뺑소니 등), 대형교
통수단 사고 (열차전복, 비행기추락 선박침몰 등)
-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
터 사고 등)
- 화재 (가정집, 사무실, 공장 등), 산불,

기술적 재난 위험

- 건축물 붕괴사고, 대형폭발사고, 가스사고, 감전 등
의 전기사고
- 화생방사고(화학물질, 방사성물질, 핵폐기물 유출사고)
- X-ray,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 컴퓨터바이러스 확산,
- 몰카 CCTV, 도청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 사이버범죄(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기, 해킹 등)
- 학교폭력, 부정부패, 여야갈등, 노사갈등

사회적 해체 위험

- 살인, 강간, 성폭력, 유괴,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및
알콜중독

□ 생활안전으로서 위해, 환경, 피해자

m Agent, Host and Environmental model of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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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결국 재난(사고)의 발생은 위해(agent), 환경(environment), 피해자
(host)의 결합으로 발생
- 태풍이 온다하더라도 방재역량으로서 환경적 대비와 주민 대응
역량이 갖추어지면 태풍은 재난이 아닌 자연 현상
-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부주의한 운전자(agent), 위험한 환경, 그리
고 안전불감증의 피해자가 결합해야 발생
m 결국 생활안전 범위의 문제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위해, 환경,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생활안전범위 - 가해요인 중심의 접근

m 재난 관련: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대응
m 교통 관련: 가해요인으로서의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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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기․가스 관련 : 전기안전, 가스안전
m 치안 관련 : 범죄 대응
m 질병 관련: 전염병, 식중독 등
m 제품 관련: 제조물 책임 등
□ 생활안전범위 - 피해자 중심의 접근

m 소비자 안전 관련: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m 취약계층 안전 관련: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안전 관련
□ 생활안전범위 - 환경 중심의 접근

m 직장 환경 : 산업 안전
m 가정생활 환경 : 가정 내, 놀이터 등
m 학교생활 환경 : 학교 안전
m 교통 환경 : 보행, 건널목 등
m 다중이용시설 관련 : 승강기, 극장, 찜질방 등
m 놀이, 레저 환경 관련: 물놀이 안전 등
m 사이버 공간 : 전자상거래, 해킹 등
□ 생활안전범위 - 복합적 접근

m 가해요인-취약계층: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여성 범죄 등
m 가해요인-환경: 학교주변 교통안전(스쿨존) 등
m 환경-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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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1. 식생활 및 약품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농약관리법｣상 품목등록 유효기간 유형화
1) 현황 및 문제점
농약을 관리하는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약관리법｣이 기본
적인 법률이고, 농산물의 농약잔류방지를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환
경보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 폐기농약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
법｣, 농약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이 있다. 이 중 ｢농약관리법｣
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
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농약은 외형으로는 그 효과와 독성을 알 수 없으며, 만약 가짜제품
이 생산․출하되어 사용되었을 때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구체적
으로 보면, 농약의 안전상의 문제는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안전성
(농약살포에 의한 중독사고), 농작물의 안전성(식품중의 잔류농약), 농
약에 의한 자연환경상의 안전성(농약에 의한 환경파괴)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 농약진흥청장에게 등록하도
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
로 되어 있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품등록의 유효기간도 10년으
로 되어 있다(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 이와 같이 등록농약의 등록
기간을 장기화한 것은 개발자 권리 보호와 특허를 연계하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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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7)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국민(농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텃밭을 가꾸는 국민 증가)의 경우 신체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유효기간에 대한 탄력성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참고조문
○ ｢농약관리법｣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농약관리법｣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약사법｣제31조의 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원료의약품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
하는 의약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농약단속법(農藥取締法)｣제5조(등록의 유효기간)에서 등

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7) 농림수산부/농정연구센터, 농약 안전사용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농림수
산부/농정연구센터, 2011,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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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등록된 농약은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이 없다. 다만, ｢농

약법｣에서 주기적으로 재평가(registration review)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8) 또한 이 밖에도 법에 정한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는 특별재평가(special registration review)를 실시하여 오히
려 더욱 강력한 등록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9)
○ EU의 경우 신규농약은 10년 이내, 저위험농약 및 재등록 농약

15년 이내, 고위험 농약은 5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10)
3) 개선방안
농약의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품목등록 유효기간과
제품등록 유효기간을 농약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탄력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농약관리법상의
10년과 고위험 농약의 경우에는 EU와 같이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농
약 사용자와 일반 소비자들의 신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농약관리법｣제11조(품목등록의 유

｢농약관리법｣제11조(품목등록의

유

효기간 및 재등록)

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고위험 농약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농약관리법｣제17조의3조(제품등록

｢농약관리법｣제17조의3조(제품등록

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8) 농림수산부/농정연구센터, 전게서, 67면.
9) 농림수산부/농정연구센터, 전게서, 69면.
10) 농림수산부/농정연구센터, 전게서,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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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고위험 농약의 경우에는 5년
으로 한다.

(2) 생활 화학용품 관리 대상의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의 생활에 있어 화학물질만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많지는 않다고 보인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 생활화학용품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용품뿐
만 아니라 공업제품과 재료, 비료와 살충제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정
보산업기술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화학물질은 매우 다양한 용
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고 유아들의 질병의 상당 정도가 화학물질과 관련을 맺고 있
다는 보도가 지속됨에 따라 이의 안전성에 대한 자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이로 인한 적지 않은 피
해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는 국
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과 사고 발
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있더라도 사후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나아가 그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의
사전 예방의 필요성과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22일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는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활화학용품 중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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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물티슈, 화장비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미생물 탈취
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
색제 등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
아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11) 또한
방부제와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에 대한 관리도 문
제가 된다.
※ 참고조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ㆍ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의 안전ㆍ 품질표시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
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

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

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
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11) 스티커제거제, 방충제, 소독제 등 8개 제품에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산업
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생활화학용품 비관리 품목 안전기준 등을 마련
해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다음 기사 참조)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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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

준․ 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
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
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외국의 입법례의 경우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

률은 아래와 같다.
○ EU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 ｢EU 화장품 지침｣(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 미국 Consumer Product Safety Act(15 U.S.C. CHAPTER 47),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C. CHAPTER 9)
○ 일본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消費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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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製品安全法｣,｢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3) 개선방안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 방지
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적지 않
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방부제와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
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위해 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속에 가장 많이 접하는 화학물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스
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의 화학물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2 조(정의)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

16. -----------------------------------------

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

--------------------------------------------

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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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

가. ---------------------------------------

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

-----------------------------------------

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

-----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용하는 제품

김서림 방지제, 자동차용 스
프레이, 물체 염․ 탈색제 등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3) 제품 위해성 조사 공표를 통한 국민 피해예방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조

사한 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
한 위해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당해 제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평가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품
에 대한 위해성 정보의 제공은 위해성있는 제품으로 평가된 제품에
대한 구입을 억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위
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자 허위의 정보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방해
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
는 것이 아닌 보관과 더불어 사업자에게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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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위해성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 참고조문
○ ｢식품위생법｣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알리고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제 9 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
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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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
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

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보건법｣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
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구 분
관련법

미 국

일 본

영 국

｢
소비자제품

｢소비생활용제품

｢
건강안전노동에

안전법｣

안전법｣

관한 법｣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건강안전위원회

(NITE)

(HSE)

소비자제품
기관명

안전위원회
(CPSC)
․중대결함

정보
제공
의무

제품에 ․중대 제품사고에 대한 ․관계자에 정보제공

대한 사업자의 보
고의무

사업자의 보고의무

의무

․제품위해정보망 운영 ․EC 회원국간 제품

안전 네트워크 구

․사망, 중상으로 인

축, 운영

한 민사소송 보고
의무

3) 개선방안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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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표 등을 규정하여 위해성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
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과 더불어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
에 의한 경우 해당 소비자단체 등에게 그 결과를 알림과 더불어 인터
넷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결과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위해성있는 재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확대방지
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조의 개정을 통하여 위해성있는 재품으
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확대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환경부고시 중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
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12-93호)가 있는데 이는 어린이가 주로 사
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를 고시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대한 환경유해인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확인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표할 수 있음(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행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제 9 조(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 4 조(안전

등) ① (생 략)

성조사의 절차 등) ① (현 행)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

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
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해성
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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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③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
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응급의료기관에서의 마취제 실명제의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수술 중 발생하는 사망 외의 합병증인 마취 관련 질환은 크게 경증,
중등도, 주요 질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증 질환은 병원입원이나
영구적인 손상의 지속이 없는 중등도의 문제로 수술 후 오심, 구토
등이 해당된다. 중등도 질환은 병원입원을 연장시키나 영구적 손상이
없는 심각한 질환이며 치아 손상 등이 있다. 주요 질환은 영구적인
장애나 손상이며 척수 손상 등이 있다.
마취 관련 질환 유병률은 1만명당 0.8~3.3명이며 마취시술, 마취관련
뇌손상은 1만명당 0.15~0.9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전신 마취 중 마
취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0.23%, 국소 마취는 0.05% 정도로 알
려져 있다. 이 중 3분의 1은 기계의 문제, 4분의 1은 사람의 실수와
관련돼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법원, 경찰서, 보험공단 등에서 대
한의사협회에 의뢰한 마취관련 의료사안 40건 중 29건(72.5%)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였다. 생존한 11명은 영구적 심각한 장애(6명), 영구적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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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하 장애(3명) 외에 뇌손상과 일시적인 신체장애 각 1명이었다.12)
이러한 문제의 해결 중에 마취제 사용의료인에 대한 실명제제도를 구
상할 수 있다.
※ 참고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

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

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
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
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국은 NPI(national provider identifier)를 청구시 의무적으로 기재

12) http://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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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있으며, NPI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종에
도 부여되어있다.
○ 일본은 의사 실명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마취관리료를 받기 위해

서는 마취의사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 독일은 질병금고와 계약한 의사가 평생의사번호(lebenslange Arztnummer,

kurz LANR)을 부여받아서 청구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3)
3) 개선방안
마취제는 응급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마취제가 불법으로 유통되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의 마취제 사용의료인에 대한 실명제 규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비상진료체계)제4항에 둘 필

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마취제

사용의료인에 대한 실명을 보관하
여야 한다.

(5)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 표시기준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1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 2012,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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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알레르기 사고 사례
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 부문에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그 성분, 이를 사용한 식
품첨가물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9조의 별지 1에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세

부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조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6 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

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
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 품
가. 육류 등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체
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
니다” 등의 표시
나.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14) http://m.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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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라.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
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마.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
라는 내용의 표시
바.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선천
성대사이상환자용식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등의 표시
사.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의 표시
아.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자.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
한 경고문구 표시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
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
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카.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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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
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파.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

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식품첨가물
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
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
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
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
게 사용하도록 표시
다.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
지 않도록 표시
라.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
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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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영국 BRC의 ｢알레르겐 표시지침｣과 규정 1169(2011)에서는 알

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제품(알레르겐)은 글꼴이나 배경색
등을 사용해서 성분표의 다른 성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조판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3) 개선방안
학교급식에 국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일반 가공식품과 외식음식(패스트푸드점 등을 포함한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표시규제 강화가 필요
하다. 이에 대한 방향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알레르겐)에 대한 표시
에 굵은글씨체 또는 색상강조하고, 알레르기 유발 등의 위해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함유할 수 있다’ 또는 ‘~에게는 적합하지 않
다’와 같은 메시지로의 표시방법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제 5 조(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기준｣제 5 조(표시방법)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서
는 굵은글씨체 또는 색상강조를
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제 6 조(소비자 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제 6 조(소비자 안

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 (생 략)

1.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

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

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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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

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

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

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

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

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

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

(예시) “이 제품은 메밀성분을

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

함유할 수 있습니다” 등의

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

표시

의 표시
카. ~ 파. (생 략)

카. ~ 파. (현행과 같음)

2.~ 3.

2.~ 3.

(6)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기농화장품의 함량기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USDA(미국 농무성), Soil Association
(영국 토양협회), ACO(호주유기농인증기관) 등 다른 나라의 대표적
인 유기농 인증기관에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 성분 중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해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비율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인증표시 수준을
달리하거나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국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
이드라인｣에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면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국에 비
해 유기농 함량기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2013년 6월 소비자안
전센터에서 발간한 ‘유기농 화장품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제품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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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 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이 있었다.15)
※ 참고조문
○ ｢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제12조(유기농화장품 구성 성

분기준) 유기농 화장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만, [별표3]의 합성원료는 5%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제4조
의 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성성분에서 10%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
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유럽연합(EU)에서는 화장품에 최초로 유기농을 인증을 도입한 프

랑스민간 인증기관인 에코서트(ECOCERT)를 비롯한 5개 기관이 COSMOSstandard라는 유기농 인증기준을 공동개발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성분 중 최소 20%
이상 은 유기농 성분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3) 개선방안
유기농화장품의 성분ㆍ함량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야 국내에
서 인증받은 유기농화장품의 해외 수출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소
비자들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다.
15) http://fashion.mk.co.kr/view.php?no=889830&year=2013
16) 소비자안전센터, 유기농화장품 안전실태조사, 201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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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기농화장품 전체 성분에 대한 유기농 함량기준을 현재의
10%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산원료는 반드시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도록 현행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
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

인｣제12조(유기농화장품 구성 성

인 제12조｣(유기농화장품 구성 성

분기준) 유기농 화장품은 다음 각

분기준) -----------------------------------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

----------------------------------------------

다. 다만, [별표3]의 합성원료는

----------------------------------------------

5%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

1.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1. -------------------------------------------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

제4조의 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

구성성분에서 10%이상이

--------------------------------20%-------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

한다.

------.

전체

2.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2. -------------------------------------------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95%---------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

(7) 원터치캔의 개봉주의표시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원
터치캔 46개 중 이지필(Easy Peel)방식 5개를 제외한 41개 제품은 ｢식
품등의 표시기준｣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따라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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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표시된 부분도 문구가 현재 표준문구는 개봉시의 안전만을
당부하고 있으나, 실제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조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6 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 식 품
다.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
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
의 표시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1조(현재 삭제 됨)

3) 개선방안
전체 이용과정에서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를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주의를 하여 신체적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6 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

제 6 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

항 표시)

항 표시)

1. 식 품

1. 식 품

다.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다.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

대하여는 “개봉시 캔 절단부

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

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로우므로 개봉 또는 보관․

하십시오” 등의 표시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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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표시

2. 주거 및 시설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사고보고의무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전기용품의 특성상 감전으로 인한 상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
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의 하자로 인
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고의 분석, 예방을 꾀하
고 위험의 내용, 사용상 주의의무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014년 7월 31일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안전인
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
품, 그 박의 전기용품 등과 관련하여 인전인증(제3조), 정기검사와 자
체검사(제4조), 안전검사(제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제6조),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신고(제11조), 안전검사(제12조),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제13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14조의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제14조의4),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15조), 개선.파기.
수거명령 등(제19조), 보고와 검사 등(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
자있는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감전, 화상 등의 사고에 대
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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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기용품, 그 밖의 전기용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
업자에게 보고의무규정이 없다.
전기용품의 부품이나 재표의 하자로 인한 감전, 화상 등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 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예방책을 강구하여 향후 동일한 사고
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전기용품안전관
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참고조문
○ ｢소비자기본법｣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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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

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안전행정부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
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
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

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
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

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

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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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
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
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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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

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
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
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전기용품 유통 후 불량전기용품

으로 인한 위해의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
시행령(政令)에서 정한 바에 의해 필요한 한도에서 전기용품의 제
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전기용품을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17)
3) 개선방안
17) 김상태,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
책학회, 2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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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사고, 화재사고 등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
는 보고체계와 동 정보를 이용해서 생활문화안전에 대한 국민들에게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 및 부품의 하자로 인한 감전․누전으로 인한 화
재사고의 경우 제조업자 등을 일정한 양식에 의해 관계기관에 사고보
고할 의무규정을 신설한다. 사고 재발방지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직접 또는 타기관에 의뢰하여 사고원
인․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제
47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6조의4),｢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20조(보고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20조(보고와

검사 등)

검사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

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전기용품, 그 밖의 전기용
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
매․대여업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폭
발 또는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산

업자원부장관은 사고재발방지나 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사고 예방을 위

71

제 2 장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
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소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
자를 30일 이내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30일이라는 동안의 소방안
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소방안전관
리자를 재선임 할 경우 재선임할 때까지의 업무공백 허용기간에 관해
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
조제1항에서 30일 이내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정 준수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임기간을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병원, 호텔, 할
인매장, 시장 등 24시간 영업 중인 건축물에서의 업무공백은 화재발
생시 인적․물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방안
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 해임사실을 즉각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여 최대한 빨리 재선임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18)

※ 참고조문
18) 이상팔/배재현,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
구, 2013, 63-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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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
건축법｣제22조에 따
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
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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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
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
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
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

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
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
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
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
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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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삭 제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
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
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
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
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
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주요국가의 입법례 중 재선임기간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는 것

은 찾을 수 없었음
○ 영국의 The Regulatory Reform Order 2005
○ 일본의 ｢소방법｣

3)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혹은 사임 즉시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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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과도한 부담
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재선임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들이 화재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① ------------------------------------------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15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 행)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3)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목적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차원에서 일정규
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
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여, 자체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
행케함으로써 자체소방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19)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제1
19) 이종영,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방안,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방안 포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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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급, 1급, 2급 모두 필기시험만으
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론․필기시험만으로는 소방
시설점검능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소방안전관리 업
무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격시험에 소방시설별
점검 실무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격시험 시 소방시설
조작․점검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소방시설점검 실무능력평가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IT기술을 적용한 첨단 소방장비가 개발됨으로 인해, 소방
안전관리자가 소방기기 표지판이나 상황실의 계기판 등의 변화를 이
해할 수 있는 능력(literacy)과 이에 대해 반응(대응조치)할 수 있는 능
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된
환경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20)
※ 참고조문
○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
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
20) 이상팔/배재현, 전게논문, 82-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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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
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
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자로 한다.
⑦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

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국 New York City Fire Code FC 113.4 Rule of The Fire Department

of The City of Nwe York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① 최
소 18세 이상, ② 영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및 구사능력, ③ 성격,
습관, 경력의 근거 제출, ④ 자격 또는 자격증의 근거 제출, ⑤ 소방
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 ⑥ 5년 이상의 화재방지의 경험 또는 3년
이상의 FDNA 유관부서의 경험, ⑦ FDNA에 의해 공인된 소방학교로
부터의 교육이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일본의 ｢소방법 시행령｣제3조에서 갑종, 을종 방화대상물에 대하

여 각각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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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에서 일정한 정도의 실무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
방안전시설 등의 발전으로 국민의 안정에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는 소
방안전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험방법에 실무능력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소방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

제1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

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

격자 결정 등) ① ---------------------

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

----------실무능력평가 및--------------

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

----------------------------------------------

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

----------------------------------------------

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실시시기 단축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 사용의 확대로 말미암아 에너지전기설비로 인한 사고의 가
능성은 꾸준히 증폭되고 있으며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막중
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의 필요성과 이의 효
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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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에너지전기설비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
한 정기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기설비와 관련하
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
기설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가
스터빈, 보일러, 연교환기기 및 발전기계통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그
리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정기검사를 예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점포,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탕,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
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즉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해당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마다 2월을 전
후해서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호텔, 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에너지전기설비의 경우 화재, 누전,
감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21)
※ 참고조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

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
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
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 김종천, “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
지공법학회, 2010,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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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
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

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

기검사 신청서를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국․일본․대만․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전력회사

자체 자율점검을 시행중이다.22)
3) 개선 방안
호텔, 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에너지전기설
비의 경우에는 화재, 누전, 감전사고로 인한 사고는 곧 막중한 인명피
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의 강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특징을 반영한다면 장마 혹은 태
풍 등의 변수가 직접적으로 전기시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22) https://www.kesco.or.kr/kescoweb/user/jisa/sboard/UserBoardArticleView.action?boardArticle.article
Seq=7383&boardArticle.boardSeq=1104&mi=070501&curPage=52&searchWhere=&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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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에너지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보
다는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대규
모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점검의 경우에는 굳
이 시기를 정하여 정기점검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특
히 다른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전기시설의 경
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실현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0] 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0] 정

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

전설비

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

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

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

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

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

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1년마다

(5) 액화석유가스(LPG)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신청제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1조에 따라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
국가스안전공사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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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 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법 제28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
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을 둔 이유는 LPG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나 경우 등 타 연료를 사용
하는 자동차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LPG 자동차는 2011년 16만216대, 2012년 17만1,695대
가 판매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교육 수료자는 2011년 11만
2,979명, 2012년 7만8,648명으로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23) 또한 액화석
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는 대상자 파악
의 어려움도 있지만, 교육 신청만 하고 수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참고조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안전교육) ① 액화석

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
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
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3)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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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안전교육)
①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

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교

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액화석유가스보안규칙(液化石油ガス保安規則)｣별표 제5 등

에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훈련의 실시(효과를 포
함한다.)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어 보존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
전교육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하게 운
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특히 액화석유가스 운행자 현행과 같이 차
량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LPG 사용차량의 등록 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후 차량등록을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수강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이수와 관련한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다.
이렇게 안전교육 이수를 확보함으로써 액화석유사업의 사고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도 직결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전관리및사업법 시

｢액화석유가스의 전관리및사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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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행규칙｣
[별표 22] 안전교육실시방법

행규칙｣[별표 22] 안전교육실시방법

(제51조제1항관련)

(제51조제1항관련)

1. ~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교육이수의 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제한성
1) 현황 및 문제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미세먼지 등 10개 오염물

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
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
있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석면이나 라돈과 같이 발암성이 아
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
기준만 설정되어 있다.
※ 참고조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 5 조(실내공기질 유지기

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
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
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 6 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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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
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 3 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1.12.19>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미세
오염물질 항목 먼지
다중이용시설

(㎍/
㎥)

이산화

폼알데

탄소

하이드

(ppm)

(㎍/㎥)

총부
유세균
(CFU/
㎥)

일산화
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
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
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150
이하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0
1,000

100

이하

이하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

100

800

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이하

이하

실내주차장

200

25

이하

이하

비 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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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1.12.19>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총휘발

이산화
질소
(ppm)

성유기

석면

오존

화합물

(개/cc)

(ppm)

148

0.01

이하

이하

이하

라돈
3

(Bq/m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
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500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
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이하

0.05
이하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

400

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이하

실내주차장

0.06

0.30

1,000

0.08

이하

이하

이하

비 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 국
① 석 면

1986년 10월, ｢
석면위험긴급대응법｣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AHERA 제정.24) 미 환경보호처(EPA)로 하여금 1년 내에 학교의
석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제공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도
24) TSCA §§201-215, 15 U.S.C. §§2641-265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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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규칙에 포
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ⅰ) ACM(석면함유물질) 사용 건물의 조사;
(ⅱ) 석면저감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 (ⅲ) 석면저
감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 운영 및 유지 프로그램; (ⅳ) 정기적인 석면
조사, 운송 및 폐기; (ⅴ) 학교를 위한 운영계획; (ⅵ) 6개월 내에 각
주가 활용할 수 있는 석면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등이다.
이 법은 모든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종교단체의 학교 포함)로
하여금 교내 건물을 대상으로 ACM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발견된
ACM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ⅰ) 교내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초기 조사 및 매 3년마다의 재조사 의무;
(ⅱ) 석면관리계획의 수립, 유지 및 갱신 의무; (ⅲ) 학교석면관리대책
및 교내에서 이루어진 석면저감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학부모,
교사 및 교직원단체에게 통지할 의무; (ⅳ) 교내의 적절한 책임자 지정
의무; (ⅴ) 석면함유 또는 석면함유가능 건축물의 정기적인 감시의무;
(ⅵ) 인증된 전문가에 의한 조사 및 대응책을 포함하는 관리계획 수립
의무; (ⅶ) 석면관련 관리직원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제공의무 등이다.
이 법은 주 차원의 이행과 관련하여, EPA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기
준 이행계획을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주정부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
며, 각 주로 하여금 EPA가 작성하는 석면조사자 인증을 위한 프로그
램 및 이들의 운영계획과 저감작업 실시 등에 대한 계획을 이 법이
통과된 의회의 회기 종료 후 6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에 제출되는 학교운영계획서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학교는 제출한 운영계획을 2년 8개월 내에 이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대응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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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라돈저감법｣(Indoor Radon Abatement Act: IRAA)으로 알려져

있는 1988년 TSCA 개정법에 따르면, 의회는 외부공기 중의 라돈 농
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약 0.4pCi/l)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유지한다
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25) 이에 따라 EPA는 주실내라돈보
조금(State Indoor Radon Grants: SIR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26)
1988년에는, EPA와 연방의무감이 모든 가정으로 하여금 라돈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994년에는, IRAA에 따라 신축 주거용 건
물에서의 라돈 통제에 관한 모범 기준 및 기술이 최종기준으로 공표
되었다.27) 2009년에는, EPA가 가정에서의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라돈 안내서28)와 주택 양도인 및 양수인을
위한 라돈 안내서29)를 발간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라돈 검사를 받
은 주택에서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에 관한 소비자 안내서를
발간하였다.30) 또한, EPA는 매년 1월을 라돈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는
달(National Radon Action Month)로 지정하고 있다.31) 2006년에는 라돈
저감시설을 설치한 주택의 수가 1990년 대비 308%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라돈저감시설 설치 주택에서는 적정한 라돈 농도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2)
1996년 개정 SDWA는 먹는 물과 실내공기 중의 라돈 저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EPA로 하여금 제1차 연방음용수규칙(National

25) TSCA §301, 15 U.S.C. §2661.
26) State Indoor Radon Grants, 54 Fed. Reg. 36,857.
27) See supra note 115.
28) EPA, Citizen's Guide to Radon: The Guide to Protecting Yourself and Your Family
from Radon, EPA 402/K-09/001, January 2009.
29) EPA, Home Buyer’s and Seller’s Guide to Radon, EPA 402/K-09/002, January 2009.
30) EPA, Consumer’s Guide to Radon Reduction How to Fix Your Home, EPA 402/K-10/002,
January 2010.
31) http://www.epa.gov/radon/nram/index.html
32) 18 No. 5 Air Pollution Consultant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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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 NPDWR)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EPA는 2002년 8월, 최종적으로 최대허용오염기준치(maximum
contaminant level goal)와 NPDWR을 마련하였다.33) 한편, 이 법에 따르
면, EPA는 NPDWR을 마련하기에 앞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34) 음용수에 함유되어 있는 라돈의 영향
으로 실내공기 중의 라돈 농도가 일반 대기 중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EPA는 대체최고허용오염기준(alternative maximum contaminant level)
을 적용할 수 있다.35)
3) 개선방안
현재 석면, 라돈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권고기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유지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어도 석면이나 라돈과 같
이 발암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의무적
으로 일정한 기준 이하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필요 있
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라돈, 석면에 관한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로 이동하여 규정 필요. 석
면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서, 유지기준으로
의 전환이 필요할지 여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내용을 검
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라돈의 경우에는 국내 어떤 법령을 통해
서도 규제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공기
에 대한 국민생활안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별표 2] <개정 2011.12.19>

33) http://www.epa.gov/safewater/standard/review/process.html
34) See 42 U.S.C. §300g-1(b)(13)(B).
35) See 42 U.S.C. §300g-1(b)(13)(F).

90

제 2 절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이산화

먼지

탄소

(㎍/㎥) (ppm)

폼알

총부

데하

유세균

이드

(CFU/

(㎍/㎥)

㎥)

일산화

석면

탄소

(개/cc)

(ppm)

라돈
(Bq/m3)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
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
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

150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

이하
10

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

1,000

100

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이하

이하

이하

0.01

148

이하

이하

제공업 영업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
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100

800

이하

이하

200

25

이하

이하

비 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7) 고층건물에 대한 피난설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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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고층 건축물의 높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유명 초고층 건축
물은 이미 500m넘어 현재는 1,000m가 넘는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62동이 있으
며, 현재에도 계속 진흥 중이다.
2011년 현재 소방이 보유한 고가사다리차는 총 179대이며 전개가능
최대높이가 52m로 초고층 건축물의 14～15층이 적정 활동영역이다.
16층 이상 층은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36)
그런데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 할 의무가 없
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11층 이상 15층 이하까지 피난기
구의 설치에 인명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참고조문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9 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
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36) 김해소방서, 고층건물(16층이상)화재 소방활동 안전대책, 2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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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
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

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

소방시설 적용기준

의 종류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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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3. 피난
설비

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
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
외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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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소방시설 적용기준

의 종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
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
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
방대상물(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에, 객석유
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
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
설만 해당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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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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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소방법시행령｣(消防法施行令) 제25조에 의하면 피난시

설에 대한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 개선방안
현재와 같이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고 소방시설의 발달로 현재 소
방활동과 관련하여 14～15층이 적정 활동영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
재와 같이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피난기구를 11층 미만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16층 이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충실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난관리 대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

소방시설 적용기준

의 종류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3. 피난

2층 및 층수가 16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비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나. ~ 바. (생 략)

(8)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안전관리교육 강화
95

제 2 장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석면은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석면의 건축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
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석면안전
관리법｣제23조).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위해성분을 관리하는 석면건축
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교육시간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
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수교육이 없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수강생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현장 업무 수행에 적용하
는 데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강사의 질, 실습장비, 실습교육, 교육시
간 단축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참고조문
○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

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
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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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국의 환경보호청의 경우 석면조사자는 매년 4시간, 해체․제거

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이 유지되며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37)
3) 개선방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게 함으
로써 석면건축물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의 유해물질에서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1년에

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4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

아야 한다.

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
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 교통 및 여가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37)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석면업무 종사인력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
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2,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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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행정지명령 정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
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
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안전관리,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수상레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한 레저기구 보급은 사고 발생
도 증가시켜 2011에는 33건, 2012년에는 2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
생하기도 했다.38)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관련하
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소유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
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51
조 제4호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51조 제4호), 수
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
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8호) 부과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
하여 사전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법률적 규정이 미흡하다.

38) 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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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

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②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
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
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

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
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

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

는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99

제 2 장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

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
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
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

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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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

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
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領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
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
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
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01

제 2 장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호주의 수상레저 관련 법규는 ｢해양안전법｣(Marine Safety Act

1998)에 의해 보트 면허증이 발급되며 각 주정부의 해사안전 또는 해
사국(예: NSW Maritime)에서 면허 및 등록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39)
그리고 검사기관은 교통국으로서 보조엔진장치를 포함한 4마력 이상
의 기구는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에는 면허취소 및 벌금의 제재를 받는다.
3) 개선방안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에 수상레저기구 사용자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수상레저안전법｣에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인 수상레저기구가 탑승자의 생명․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
권으로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운행정지에 이르지는 않지만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명하거나
재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행정비명령이나 정비명령, 재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39) 조우정/장보영,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도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013,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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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안전검사)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안전검사)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기간

도래 전이라도 탑승자의 생명․신
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운행정지 또는 정비, 재검사를 명
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제56조(벌칙)

｢수상레저안전법｣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한 자

(2) 비행기 탑승후 돌발요청에 대한 제재
1)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여름 대한항공의 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한 30대 여성 승
객 A씨는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며 객실승무원을 불
러 세웠다. 남자친구와 통화 도중 다툼이 생겼는데 당장 해결하러 가
야 한다는 것이었다.
103

제 2 장 일반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A씨를 만류하던 객실승무원은 결국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문제
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명의 탑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더라도
공항과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다시 해
야 한다. 결국 남은 50여 명은 약 15분 늦게 목적지로 출발했다.40)
이처럼 비행기 탑승 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승객이 최근 늘면서
항공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모 항공사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이 같은 사례가 총 52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4% 늘었다.41)
문제는 본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변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내리겠다는 승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술이 덜 깨 속이 불편해 못 타겠다거나 탑승 전에
놓고 온 소지품을 찾아야 한다는 등 개인적인 이유가 37%를 차지했다”
고 설명했다.42)
항공사 관계자는 “피해가 크지만 내리겠다는 승객을 설득하는 것 외
에 딱히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 참고조문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3조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

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40) http://www.sportsworldi.com/
41) http://www.asiae.co.kr/
42) http://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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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법｣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

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

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

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
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

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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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① 항공운송사업

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영국 - Civil Aviation Act 1982 §61(2A), Air Navigation Order

2009 Part 19, Article 139, 142(최대 2,500파운드 의도적
인 경우 최대 5,000파운드 벌금형 또는 5년 징역)
- Aviation (Offences) Act 2003
○ 독일 - ｢형법｣(Strafrechts) Section 315, 316C (항공기 안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난동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승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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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 캐나다 - ｢형법｣(The Criminal Code) Section 77, 78, 175, 180,

264.1, 264(2), 265, 430 (최대 10만 달러 벌금 또는 5년
의 징역)
- Aeronautics Act Paragraph 7.3(1)(d)
3) 개선방안
항공사로선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기름을 다시 넣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대형 항공기가 탑승구로 돌아올 경우 그 손
실액은 수백만 원에 이른다. 또한 다른 승객들도 모두 내리게 한 뒤
보안 검색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선의 경우 최대 한 시간, 국
제선은 두 시간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 또한 비행기 운행지연
으로 인한 비행기관계자(기장 등) 및 승객의 피로도 누적 및 불만으로
인하여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비행기 탑승 후 돌발요청에 의한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불편
을 최소화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행

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① <현 행>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생 략)

1. ~ 3.

1. ~ 3. (현 행)
4.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하기 요청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② ∼ ④ (현 행)

제5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의로 기장등에게 거짓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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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제공하여 제22조제1항2제1호에 따
른 허용을 받아 항공기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상호 표기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에서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
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과일이나 배추를 싣고 다니는 차량의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
는 제품이 아니므로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
스운반차량은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스운반차량 가운데 간혹 회사명과 전화번호
를 표기하지 않은 차량이 있는가 하면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새겨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나 전호번호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차량의 사업자 중 허가시설
도 없이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조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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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 등”이
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 ｢고압가스보안법(高圧ガス保安法)｣제23조(이동)

1. 고압가스를 이동하려면 그 용기에 대해서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차량(｢도로운송차량법｣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도로 운송 차량을
말한다.)에 의해 고압가스를 이동하려면, 그 적재 방법 및 이동 방법
에 대해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도관에 의해 고압가스를 수송하려면,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도관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1종
제조자가 제5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에 따른 도관에 의해 고압
가스를 수송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개선방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스운반차량에 전화번호를 표기

하라는 것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물론 가스안전과 직결된 가스운반차량에 명
찰을 달아줌으로써 보다 조심스럽게 운행하고 안전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취지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회사명까지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압가스 사업자들에게 가스운반차량에 일정 크기 이상의 글
씨로 전화번호와 함께 상호도 표기하도록 한다면 안전관리를 제고하
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 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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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0]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법

[별표 30]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법

제50조 관련)

제50조 관련)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 기준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1) 운반차량

1) 운반차량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

나)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

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

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

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

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한

위해를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

예방하기

위하여

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수 있도록 붉은 글씨로 “위

있도록 일정 크기(320㎜×220

험 고압가스” 또는 “독성

㎜ )의 붉은 글씨로 “위험

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위

고압가스” 또는 “독성가스”

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

라는

번호를 표시할 것

알리는 도형 및 상호와 전

경계표시와

위험을

화번호를 표시할 것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야영장 안전관련 지침 규정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규모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안전․위생․환경에 관한 기준은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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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에서는 자동차야영장등록기준 중
안전․위생․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
동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규
정이 모호하게 규정됨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야영장의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기준을 적용받는 야영장영업자 모두 규
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참고조문
○ ｢관광진흥법｣제 5 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

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
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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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자연공원법시행령｣(自然公園法施

行令), ｢자연공원 등 시설기술지침｣(自然公園等施設技術指針) 등에서
야영장에 대한 관리 및 안전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 개선방안
등록된 야영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영
장의 위생․안전․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정책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시한 이후에 실질적인 야영장등록및관리업
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의 방식으로 현지사정
에 부합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
한 등록된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관광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관광

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관광객시설이용업

4. 관광객시설이용업

가. 나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차양영장업

다. 자동차양영장업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안전․위생․환경에 관한 기준

라. 마 (생 략)
5. (생 략)

라. 마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이동식 방갈로에서 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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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유명한 하천 등지에는 불법인 시설물인 이동식 방갈로가 굉장
히 많이 설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단속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14개월 된 아이가 방갈로 옆 용수로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
가 일어났다.43) 문제는 이런 방갈로는 언제든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고, 평상 위에 천막 지붕만 얹은 방갈로는 난간이 없어
추락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안전규정도 없는 상황이다.44)
※ 참고조문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 3 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5. 생 략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
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
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
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
설 등을 운영하는 업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
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3) http://www.ytn.co.kr/
44) http://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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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ㆍ 유기기구의

안전ㆍ 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
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유원시설업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
설업

한다.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
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
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
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
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
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
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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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경우 여관업은 다시 호텔영업, 여관영업, 간이숙소영업

(캡슐호텔, 캠핑장, 방갈로 등이 여기에 해당함). 하숙영업(1월이상
기간의 단위로 하는 숙박시설로 현재 동경에는 거의 없다고 함)으
로 세분되며, 다른 영업은 법적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45)
3) 개선방안
이동식 방갈로와 관련한 안전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
의2 관련 별표 1에 제시하여 이동식 방갈로의 안전기준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동식 방갈로에서의 이용자들의 안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5) 조재국 외, 국민생활건강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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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구 분

시설 및 설비기준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다. 기타유원시설업

한다.
(3) 이동식 유원시설 중 사람이 점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관광진흥법｣제13조는 국외여행인솔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

으며, 이를 근거로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3는 국외여
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근
거를 기초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시로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요령, 국외여행 인
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이 있다.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의 관점
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련 여행업 관련 규
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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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여행 인솔자의 경우, 해외여행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등록과 자격에 관한 규제
와 교육 등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외관광을 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조문
○ ｢관광진흥법｣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

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
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

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 현지 관광업에 종사하는 전문 강사로부터 법적으로 이수해

야하는 60시간의 TC교육과정 수료해야 한다.
3) 개선방안
인솔자의 자격은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15시간을 최소시간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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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만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며(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
시요령 제6조제1항), 여행업체 6개월 근무(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
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 제2조제2항)라는 형식적인 기간규정 등
의 요건은 법률이 요청하는 엄격한 규제라는 점과는 일치하지 않는
규제의 정도라고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제 6 조(소양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제 6 조(소양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① 국외여행인솔자의 소양교육기

① 국외여행인솔자의 소양교육기

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기간은 각 소양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은 각 소양교육기관에서

정한다.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체적 방안중 하나로 법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은 노력조항에 불과하며, 제2항은 자원봉
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다시 해당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보험가입을 임의조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구
체적 사항을 조례에 재위임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현황(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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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인원(만명)
275

보험금 수령

1인당
평균보험료

수령인

수령금

환급율

(원)

(명)

(백만원)

(%)

2,547

668

772

11.0

※ 참고조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
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
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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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
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에서 직접적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란티어 활동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첨부 > 보란티어 활동보험
2. 補償金額・掛け金（平成20年度）
加入プラン・補償金額
保険金の
種類

保険金の内容

偶然な事故によってケガをさ
れ、そのケガのため事故の日

死亡保険金

Aプラ

Bプラ

Cプラ

ン

ン

ン

1,418万 2,553万 4,098万
円

円

円

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
に亡くなられた場合､死亡保険
金額の全額をお支払いします｡
偶然な事故によってケガをさ

傷

れ、そのケガのため事故の日

害
事

後遺障害

故

保険金

(注1)

1,418万 2,553万 4,098万
円

円

円

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 (限度額) (限度額) (限度額)
に身体の一部を失ったり､その
機能に重大な障害を永久に残
された場合、その程度に応じ
て後遺障害保険金額の3 ～ 10
0％をお支払いします｡
偶然な事故によってケガをさ

入院保険金

れ、そのケガのため入院した

（１日につき）

場合、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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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入プラン・補償金額
保険金の
種類

保険金の内容

Aプラ

Bプラ

Cプラ

ン

ン

ン

含めて1,000日以内の入院日数
に対し、１ 日につき入院保険
金日額をお支払いします。
偶然な事故によってケガをされ、その入院保険金をお支払い
する場合で､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000日以内にその
ケガの治療のために所定の手術を受けられたとき、入院保険

手術保険金

金日額に手術の種類に応じて定めた倍率(10倍・20倍または40
倍)を乗じた額をお支払いします。ただし、１事故につき１回
の手術に限ります。

偶然な事故によってケガをさ

4,500

7,000

9,000

れ、そのケガのため医師の治

円

円

円

5億円

5億円

5億円

療を受けた場合、平常の生活
または業務ができる程度に

通院保険金
（１日につき）

治った日までの通院日数 （ 往
診日数を含みます。） に対
し、90日を限度として １ 日に
つき通院保険金日額をお支払
いします。ただし、事故の日
からその日を含めて1,000日以
内の通院が対象となります。

賠

賠償責任

償

保険金

事

(対人・対物

故

共通）

第三者の身体または財物に損

害を与え､ 法律上の賠償責任を (限度額) (限度額) (限度額)
負ったとき保険金をお支払い
します｡(注3)
免責金額はありません｡

基本タイプ
掛金（年間）
天災タイ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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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円

590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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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入プラン・補償金額
保険金の

保険金の内容

種類

Aプラ

Bプラ

Cプラ

ン

ン

ン

460円

770円

1,130円

3) 개선방안
현재와 같이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
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화에 대한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안전 및 자원봉사를 받
아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경제적인 안전조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① (현행과 같음)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
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
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

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내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과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의 신체적 보호

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
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
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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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

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

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

한 보호

한 보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수 있다.

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

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

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

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

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폭발물을 사용한 테
러사건이 있었고,46) 우리나라에서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자해소동이
나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제 무기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46) http://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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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제폭발물 자체의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해서는 입법안 등이 나와 있다.
그런데 사제폭발물은 인터넷 등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3D 프린터의 개발로 설계도면
만 있으면 쉽게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의 사용이나 그 예비․음모행위와 선동
행위는 가능하지만, 인테넷 등을 통하여 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면 등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
가 발생한다.
※ 참고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
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
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
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
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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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
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
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
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
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
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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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EU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또는 유해한 컨텐츠’ 즉 불

법유해정보는 보호법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예시하고 있는데,
이 중 폭탄제조가 포함되어 있다.47)
3) 개선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와의 관련성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
의 게시․유포 규제를 가하거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든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를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테러 등의 위협에
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개정 방안
현 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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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
로 게시․ 유포한 총포․ 화약류
제조정보

4. (생 략)

4.

5. (생 략)

5.

6. (생 략)

6.

7. (생 략)

7.

8. (생 략)

8.

9. (생 략)

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개정 방안
현 행
<신 설>

개정안
제 8 조의2(인터넷을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 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안된다.
재73조(벌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
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2 ~ 4. (생 략)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
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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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제 1 절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범위
취약계층의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①
소득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②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애인, 노령
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③ 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
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의 인구학적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등 세 가지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48)
구 분

법령명

내 용

1)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보호
제48조의3 통학버스 특별보호통학버스 정차 시 일
시정치 및 통학버스 통행 시 앞지르기 금지
제48조의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도로교통법

고 및 필증 교부 받아 운행
제48조의5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승하차시만
점멸장치가동, 표지판부착 및 승하차 안전
확인
제48조의6 보조탑승자 탑승의무운전자외의 보
호자를 탑승시켜 운행지
제25조 ②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가로, 세로 각
각 27cm 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46cm이상

48) 이준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법제처, 2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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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제25조의2 ② 어린이 운송 차의 접이식의자조
건외부에서 이를 조작 가능하여야 함.
제27조 ⑥ 어린이 운송 차의 좌석안전띠구조어
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가능 해

차량관계
법규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야함
제29조4 어린이 운송 차의 승강구발판높이는
30cm 이하,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cm
이하.
제48조 ④ 어린이 운송 차등화 기준앞면과 뒷
면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
시등(분당60~120회 점멸)정지직전 출발 시
황색점멸, 정지 시 적색점멸
제50조 어린이운송차후사경차체 바로 앞 장애
물을 확인 가능한 후사경 설치가능
제48조의2(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
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 자에게도 좌석안전
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착
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
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린이
카시트
관련 법

도로교통법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본조
신설 1990.8.1]
제62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모든 승차 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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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제 9 조(안전검사) ①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
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
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

자동차용
어린이보
호 장치의
안전검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

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우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있거나
유통 중인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보육환경,
안전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

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
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차별도 받
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지도․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여성 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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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영성가족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
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4.12.31,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원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9 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

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
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

어린이
놀이터
관련법

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아동복지법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

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
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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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제 3 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의 안전기준은 별표1과같고, 아동용품의 안
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1.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한다.
2.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
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

아동복지법
시행령

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4.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
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아니
하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그 힘을 점검하
여야 한다.
5.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
의 깊게 디자인하여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한다.
6.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에 놀이
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
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7.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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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은 각 놀이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우고 이
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한 모
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②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 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
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
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
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
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
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
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유치
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

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
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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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
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
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 당 3제
곱미터(시․군 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
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시․군 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 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

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
터(시․군

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
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

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 유아원․보육시
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
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
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
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
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
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
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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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내 용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

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하는 대신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
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
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 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의 완화
①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

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
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
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
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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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
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
여는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
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
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
설의 안전성을 학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어린이공원: 유치거리-250미터 이하, 규모-1천
500제곱미터 이상.
제 6 조 공원 시설의 설치기준
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
라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
한다), 유회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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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실․음수장 및 공중전화실에 한한다)로 하
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
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
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9.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
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 영유아(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
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도 가능함)에 대 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

138

제 1 절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범위

구 분

법령명

내 용
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
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
를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
에 의하여 놀
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
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
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
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
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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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내 용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
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는 대상 기구에 대하
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검사 실시 이후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
았을 경우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없다.
경로당의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제36

경로당

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에

안전관련

는 경로당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제시되어

법률

있으나 안전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
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아동을 위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4가지 항목을 제시,
첫째, 제품의 성분, 함량, 구조 등에 대한 정보

중독 및
기타
안전과
관련된 법

제공. 둘째, 제품사용이 적당한 연령 표시 및
아동복지법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 명기. 셋째, 제품의 사
용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 제공. 넷째
기타 위해 필요한 사항 표시 등이다. 이 항목
에서 아동을 위한 제품과 아동의 이용을 만들
어진 제품의 중독 및 질식 사고를 막고, 기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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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서는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
전기준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추락을 제
외한 7가지 항목에서 놀이시설물에서 빈번하
게 발생하는 끼이는 사고, 옷이 걸려서 질식되
거나 교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돌출부분
의 크기와 구멍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였
다. 놀이시설물의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아동놀이시설물 안전기준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들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
분, 모서리, 뽀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볼
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데는 그
높이가 1/8인치(3.2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

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
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그 힘을
점검해야 한다.
․놀이시설물 사이에 매달리기 위한 줄 또

는 바닥과 놀이시설에 45° 이내로 연결
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과 관련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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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내 용
보드, 작동완구, 젖병,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

품질경영 및

통, 이륜자전거, 가스라이터 등 약 20여종에

공산품

이른다. 이런 안전검정대상 품목들은 기술표준

안전관리 법

원장이 고시하는 안전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은 1958년 7월 법률 제1382호로 제정되
어 1991년 12월 법률 4419호로 전문개정 되었
다. 같은 법 특수 장소의 방염(제11조), 특수
장소의 소방시설(제30조) 조항에서 학교 등 노
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설비와 방염된 커텐 및
실내장식을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청

화재
안전과

소방법

관련된 법

소년시설, 노유자 시설에는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002.3.30일
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와 청소
년시설, 노유자 시설에는 소화설비(제28조), 경
보설비(제29조), 피난설비(제30조)를 설치하도
록 규정하여,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
소년수련시설과 노유자 시설 등에 화재 안전
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서 수

청소년기본법

련시설의 안전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
하고 있다. 제정 당시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은
1999년 6월30일 씨랜드 화재 사고의 발생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와 시설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시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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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 대피경로 등의 게시
내용이 개정되었다. (1999.9.21 개정).
수련시설의 시설기준도 1999년 씨랜드 화재사
고 이후, 폐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사용할 경우,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
항 (1999.9.21 개정)과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
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또는 소방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지 확보(2002.8.24 개정)와 청소년야
영장에 대피시설까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
를 갖추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2002.8.24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33조 ‘보험가입’을 의
무화하고 있는데 2001년 12월31일 전문개정에
서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여, 사망의 경우와 부상의 경우에 따
른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2년 7월
25일 3차 개정 때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 벽은 견고

주택건설

한 구조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발생

기준 등에

시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재 등의

관한 규정

경우에 이웃집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발
코니의 세대 간 경계 벽에는 피난 구를 설치
하거나 이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
하는 (제14조 제4항)조항을 신설하였다.
2000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아동복지법

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화재와 관련되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피난 및 연소방지시설 설
치, 위험한 장소에 위험 표지물 등 안내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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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치,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14일 법률 제4328
호로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
육시설의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규
정에서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화재관련 법적
정책은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 즉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등에만 국한하여 소

영유아보육법

방시설과 대책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방시설과 대책을 갖추도
록 요구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지의 화재안전에
대한 법조항은 전혀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택화재사고에 대한 아동
안전을 강화하여 연기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
고 있다. 연기탐지기의 기능은 가정화제에서
어린이와 성인간의 사망의 위험을 60%이상까
지 낮춘 것으로 보고되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
법 제3조, 제31조, 제45조의 3규정에 의하여

추락

주택건설기준

안전과

등에 관한

관련된 법

규정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1년
1월 법률 제13252호로 제정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내의 난간의 안전
을 위하여 난간의 높이와 난간의 간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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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 4월 22일부터 난
간의 높이가 기존의 바닥의 마감 면 110센티
미터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
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도 기존의 15센티미터
이하에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되어
아동의 추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곤
고히 했다.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조항을 신설하였
다,(2000년). 동 조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동이 이용
하는 놀이시설물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
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
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추락 시
아동의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닥에 충
격흡수제를 충분히 깔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되어 1984년
8월 법률 제3477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
은 도로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장지, 제
거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제11조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

도로교통법

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31회
개정되는 동안, 어린이보호자의 보호규정, 운
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으로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규정
등이 신설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아동의 안전
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규정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

145

제 3 장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구 분

법령명

내 용
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
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개정했으며
(1997.8.30),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위험
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킥보드, 롤러블레
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를 탈 때
에는 보호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어린이에게
착용하도록 할 것을 신설하였다.(2001.1.26)
1995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1조2조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유치원
과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
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
고, 교육 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의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에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도록 당초에 규정했는데(제48조2항), 이후
제48조 2항의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서
어린이의 안전승차를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착하도록 개정하였다(1990년 신설, 1999.1.29
개정)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9년에 제정된 법
으로 이법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

교통안전법

시행되고 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
치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인 추진 방안을 담은 것으로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46

제 1 절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범위

구 분

법령명

내 용
수살레저안전 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1999년 2월 법률 제5910호
로 제정되었다. 같은 법에서는 제3장 안전준수
의무로 제13조 ‘안전장비의 착용’조항에서 수
상레저 활동 자는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에 필
요한 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4장
안전관리를 위해 제19조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의 지정’ 조항에서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

익수
안전과
관련된 법

레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수상레저
안전 법

제28조 ‘보험 등의 가입’ 조항에서는 수상레저
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제29
조 ‘안전검사’조항에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는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제31조 ‘사업자의 안전 등 조치’조
항에서는 이용자는 탑승 또는 대여 전 수상레
저 기구의 안전점검과 안전장비 착용을 하여
야 하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
승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법률 4106호로 제정되어 1994년 6월 전면
개정 되면서 제29조 안전위생기준이 동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수영장 업 종사자들은 조약대의 높이, 수심,

설치 이용에

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를

관한 법률

참작하여,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
지 않고, 5인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장중인 실외수영장에는 간
호사나 간호조무사가 1인 이상 배치, 수영조안
의 수영 자를 1시간마다 밖으로 나오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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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내 용
고, 수영 조 점검,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인
이상 배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기타 – 일반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유해화학

(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물질 관리법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유해물질과

위해성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한 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산업안전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

보건법

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주변
방사선

방사선
안전관리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 품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
식품위생법

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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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취약계층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1.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유치원 급식 등 관리기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전국 유치원의 97.6%(8천 218개)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
반 원아라 27만 2천 234명(45.2%)에 달하는 등 장기간 유치원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유치원의

급ㆍ간식 제공이 필수사항이 되었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49)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치원
(N=349)에서 조사대상 유치원 중 급식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 전체의
30.4%, 조리사를 두지 않는 유치원은 10%로 나타났다. 특히 원생이
100명 미만인 소형 유치원은 아예 영양사를 두지 않거나 한 명의 영
양사가 여러 유치원을 순회ㆍ관리하는 방식으로 공동고용 중인 경우
도 있다. 또한 급식관리책임자가 원장인 경우가 47.3%였는데, 사립유
치원에서는 원장이 급식관리를 책임지는 비율이 82.9%에 달했다. 병
설유치원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기타인력(45.3%)이나 교사(39%)가 주
로 간식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 영양섭취 권고 기준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립병설 유치원의 97.5%는 초등학교와 식단을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기는 신체와 정신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양적ㆍ질적으로 충분하
고 균형잡힌 영양공급이 필수이다. 그리고 유치원이 반일제에서 대부
분 종일제로 운영형태가 대부분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
원에 다니는 원아 대부분은 1일 1식 이상을 유치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49) 김은설/이영미/김문정,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
구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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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유치원의 급ㆍ간식 운영실태는 유
아기 생활안전의 기반이 되는 먹거리 안전에 미흡한 실정이다.
※ 참고조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 3 조(급식 시설ㆍ 설비기준 등) ① 법 제

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

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
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 본 : 유치원에서는 급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한다.
○ 영 미 : 미국의 ｢학교급식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원장, 교사 등 급ㆍ간식 비전문가에 의한 취사 등 금지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내에서 실제 급ㆍ간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 조리사를
명시하므로써, 유치원의 급ㆍ간식 운영실태는 유아기 생활안전의 기
반이 되는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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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

3.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

3.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

가. (생 략)

가. (생 략)

나. 급식관리

나. 급식관리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3) 원장등은(한 번에 100명 이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

법｣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

받은 조리사 1명) ------------

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

-------------------------------------

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

-------------------------------------

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

있다.

------

현 행

개정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 3 조(급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 3 조(급식

시설ㆍ 설비기준 등)

시설ㆍ 설비기준 등)

① (생 략)

① (생 략)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

② -----------------------------------------

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

｢식품위생법｣제53조에 따라 면허

----------------------------------------------

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

--------- 영양사 1명과 조리사------

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

----------------------------------------------

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

----------------------------------------------

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

----------------------------------------------

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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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램펄린 키즈카페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5월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
수된 트램펄린 사고 건수는 지난 2010년 37건에서 올해는 1분기에만
45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트램펄린 사고 급증은 2010년 37건에서 2011년 84건, 2012년 111건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1분기에만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 15건보다 3배나 늘어났다.
실제 연령대별 사고 발생 비율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6세 미
만의 영유아(32.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26.0%), 고
학년(22.4%) 등의 순이다.
부상 부위는 팔과 다리가 69.0%로 다수를 차지했고 부상 내용 역시
부위와 관련된 골절과 탈구(28.5%)가 가장 많았다.
심지어는 전신마비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 시 머리부
터 떨어지면서 신경을 다친 결과로 풀이된다.50) 다만 트램펄린 키즈
카페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 참고조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50)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
ean.bbsSeq=1023699&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
n.category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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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 2 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3.3.23>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
이시설
1.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특수학교
1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
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건축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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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영국 : 유럽연합의 CEN(TheEuropeanCommitteeforStandardization)을

근간으로 영국 내 관련법을 통해 실내․외 놀이시설은 물론 유
기기구관련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51)
○ 일본 : 어린이놀이기구와 유기기구의 기술기준은 ｢건축기본법｣을

중심으로 미국 ASTM과 유럽 EN기준을 준용한다. 안전관리의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JPEA-2008을 통한 일본 어린이에게
맞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유희시설(유기기구 및 유원시설)은 설
치 시 ｢건축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유희시
설(유기기구)의 경우 설치 시 모두가 ｢건축기본법｣의 관리를 받
고, 검사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52)
3) 개선방안
트램펄린 키즈카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놀이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53) 다만, 현재 이 경우 트램플린이 어린이놀
이시설에 대한 정의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
전인증대상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
체적으로는 기술표준원장이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51) 한국생활안전연합,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 한국생활안전연합, 2012, 40면.
52) 한국생활안전연합, 전게서, 45면.
53) 한국소비자원, 트램펄린(Trampoline)시설 안전실태조사결과, 소비자안전국 생활안
전팀, 2013.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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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
칙｣제2조제5항). 그러므로 기술표준원장이 트램펄린을 포함하는 고시
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애완동물 관련 안전조치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애완견과 맹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애완견이 반려동물로 자리 잡으면서 애완견
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외에서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하고, 대형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
지 않는 개 주인들이 많아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해당 구청의 애완견 단속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정작 불편을 느끼는 시간은 주말이나 밤
인데도 이 시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54)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목줄을 채우고 있다고
하여도 한사람이 맹견 또는 거대한 개를 2-3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조문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
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
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4) http://news2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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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
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
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
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
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외국의 입법례
○ 일본 : 1973년 ｢동물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정동물 등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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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002년)을 마련하였다. 애완동물 관련 개별법(개)이 있다. 애
완동물의 판매업자와 사육자에 대한 등록제, 광견병예방접종의
의무화가 되어 있다. 애완동물의 출입금지구역은 지정하지 않고
있다.
○ 미국 :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985년 ｢
동

물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각 주별로 야생동물 및 애완동물에 대
한 관리규정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애완동물관련 개별법이 있
다. 위험한 애완동물 특히 개의 경우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애완동물의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3) 개선방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를 개정하여 맹견이 아닌 거대견이나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고 있는 맹견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등의 취약계층 보호구역내에서는 주인
1인이 1마리의 애완견만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한사람이 맹견 또는 거대한 개를 2-3마리씩 데리고 다
니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위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제12조(안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안전

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

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

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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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

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

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

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법상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역구역에서 한사람이
맹견 또는 거대한 개를 2이상을
동반하지 못한다.

(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적정성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과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안전교
육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별표8). 이때 통학
버스를 신고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력이나 사고 이력 등을 알 수 없어,
어린이를 보호하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도로교통법｣
에서 규정한 운전자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운전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55)
55) 함진규/문대성, 어린이교통안전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입법조
사처, 2013,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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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캘리포니아 주의 스쿨버스 운전자 조건(California Vehicle Code)

에서는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취득, 추가교육 등을 통해
스쿨버스 운전자격인 ‘S’인증을 취득, 응급처치 등의 별도 교육도 이
수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3) 개선방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존재이므로, 운전자 채용 시 건강진단서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을 개정하여 운
전자에게 건강진단서 이외에 안전교육 수료증 및 운전 면허증을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별표 8]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가. ~ 다. (생 략)

3.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라.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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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서와 안전교육 수료증

3). ~ 7). (생 략)

및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
여야 한다.
3). ~ 7). (현행과 같음)

(5)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중 10세 미만 아동의 신고건수
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난해는 전체의 23.7%(276건)를 차지했다.56)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알레르기 표시를 눈에 뛰게 표시할 수 있
는 표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조문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의 3 신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영국 BRC의 알레르겐 표시지침과 규정 1169(2011)에서는 알레르

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제품(알레르겐)은 글꼴이나 배경색 등을 사용
해서 성분표의 다른 성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조판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3) 개선방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의3에 알레르기 유발 함유

어린이 기호 식품의 표기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고, 고시로써 구체
56)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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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식생활안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

12조의3 <신 설>

12조의3(알레르기 유발 함유 어린이
기호 식품의 표시)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알레르기 유발 함유 어
린이 기호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
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
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 가
공․ 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라면의 어린이기호식품 선정
1) 현황 및 문제점
패스트푸드보다 2배 이상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라면’을 어린이 기
호식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
별법｣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
식물’ 로 정의하고 있다.
라면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2배가 넘
는 섭취 빈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컵라면 등 용기면만 어린이 기호식
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약 1.5배
높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김치 다음으로 라면을 통해 많은 나트
륨을 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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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따라서 최근 국가 차원의 나트륨 저감화 운동의 효과적 집행차원에
서도 라면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1. 가공식품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바. 면류

중 -------------------------

-------------------------------

유탕면류 및 국수
사. ~ 아. (생 략)

사.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 어린이통학버스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
1)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8조에서는 자동
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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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년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육안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 유리가 과도하게 어두운 색으로 선팅되어 내부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이 24대(32.4%)나 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선팅은 운행 중
탑승한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차량에 영유아가 홀로 남
겨질 경우 외부에서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57)
※ 참고조문 :
○ ｢도로교통법｣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

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 제 <2008.12.31>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국 알라바마주 ｢썬팅법｣(Alabama Window Tint Law)에서는 전

유리에 빛이 32% 이상 투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8)
3) 개선방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면

창유리에 대한 과도한 선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 행
｢도로교통법｣제28조(자동차

개정안
창유리

｢도로교통법｣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① 1.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57) 소비자안전국, 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 2012, 18면.
58) http://www.tintlaws.com/al.php

163

제 3 장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1.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뒷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② 전조 3.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한다

(8) 어린이치즈 표지에 오메가-3 허용오차 표시
1)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소비지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치즈 제품별 오메가-3 지
방산 함량이 1회 제공량 당 적게는 0.8mg, 많게는 9.8mg으로 제품간
다소차이는 있으나, 오메가-3 함량이 제품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1
일권장량(40~70mg)의 1~25%를 차지하는 양이다.
다만, 표시된 오메가-3 함유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일 권장량을 준수하려고 하는 과대섭취(비만, 내출혈 발생 가능) 또
는 과소섭취의 우려가 있다.
※ 참고조문 :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1) 강화우유는 강화한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1리터
당 비타민A는 2,000IU, 비타민D는 400IU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라.
유가
공품

강화우유로 표시할 수 있다.
2)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
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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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
시할 수 있다.
4) 우유류 중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에는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디제이션” 등을 표시하고 유지방함
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저지방우유류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지방
분의 함량이 0.5퍼센트이하일 경우에는 “탈지우유”․”탈지강화
우유” 또는 “환원탈지유”로 표시할 수 있다.
6) 저지방가공유중 유지방분이 0.5퍼센트이하인 제품은 탈지가공
유로 표시할 수 있다.
7) 발효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후 가열처리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멸균된 농축우유 또는 탈지농축우유는 각각 “무가당연유” 또
는 “무가당탈지연유”로 표시할 수 있다.
9) 농축유류, 자연치즈, 유청류, 조제분유의 경우 특정성분을 제
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농축유류 중 가당제품은 사용한 당류의 종류 및 함량을 표
시하여야 한다.
11) 유크림류는 조지방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혼합분유는 조제분유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3) 유단백가수식품의 경우 조단백질‧
아미노산성 질소의 함유비
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4) 조제분유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조제분유는 조산아 또는 미숙아용은 각각 “조산아용” 또
는 “미숙아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유아에 먹이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때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
유류의 경우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양은 재수유하
지 말고 버리십시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100킬로칼로리(kcal)당 철 1밀리그램이상 함유된 제품은
“철강화조제유”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다)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
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12포인트 이상의 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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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제유류의 영양성분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조유했을 때의 100㎖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별표1]1.가.(10)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영
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조제분유 및 기타조제우유는 아래의 영양소에 대하
여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조단백질, 조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
타민B₁, 비타민B₂, 니코틴산, 비타민 B6, 엽산, 판토텐
산, 비타민 B12, 비타민 K1, 비타민 E,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15)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밀크믹스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저지방아이스크림과 저지
방아이스크림믹스는 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6) 아이스크림류에는 보존조건과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실중량을 부피로 표시할 수 있다.
17) 아이스크림분말류에는 제품단위중량당 가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권장가수량은 제품중량의 2배임)
18)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유산
균함유제품은 유산균 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으로 구분하
고, 아이스크림류는 함유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NRVs(Government Nutritional Reference Values)6)는 13세 이하 어린

이의 경우 omega-3 지방산의 1일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을 40mg70mg으로 권고하고 있다.
○ EFSA(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7)는0~6개월영아의경우

omega-3 지방산의1일 섭취량을20~50mg, 6~24개월 영아는 100mg, 2~18
세 어린이는 250mg을 권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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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Foundation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의경우, 하루에 오메가-3
지방산을 500mg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어린이
에 대해서는 권장량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개선방안
표시된 오메가-3 함유량과 실제 함유량의 오차비율을 표시함으로써
오메가-3의 과대 또는 과소복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라. 유가공품

라. 유가공품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오메가-3지방산 등 기능성
분의 표시치에 대한 허용
오차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청소년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지하공공보도시설 관련 범죄예방 기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데,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이용자
의 안전과 범죄예방의 고려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
은 규칙 제5조에서는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167

제 3 장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있는데, 지하보행로는 유아동반자의 이용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며,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조명 CCTV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조문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4 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공공보도시설
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등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
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

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

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외국의 사례
○ 미국은 1970년대부터 도시지역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법무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아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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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로 변경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CPTED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그 후 이를 확대하여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가, 교통운송수단, 학교,
지하공간 등에까지 확대시켜 적용하고 있다.
○ 영국은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CCTV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을 활용하고 있다.
○ 일본은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신주쿠에서는 강간, 강도, 살인 등

의다양한 강력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해 그 방안 중 하나로 CCTV를 이용한 CPTED를 도입하였다.
3) 개선방안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해서 규정한 ｢지
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지하
공공보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에 유아동반자를 추가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지하보행로
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
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

개정안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5 조(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5 조(지

하보행로의 설치기준) ① 지하 보

하보행로의 설치기준) ① 지하 보

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

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

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

태이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

태이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산부․유아동반자․어린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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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개정안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 지하보행로에는 범죄예방을 위

하여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학교출입 방문자정보의 이용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방문시 방문기록대장에 기재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방문기록대장
의 양식이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며, 대개의 경우 실제에 있어 출입하
는 교문부터 통행을 통제하고 있지 않고 방문대장은 학교의 행정실에
서 비치 관리하고 있어 행정실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 방문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고도 용무를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우연한 기회에
행정실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에 비로소 방문기록대장의 작성을 요구
받게 되는데 방문기록대장은 방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증의 양식과 방문기록대장의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
부는 2013년3월에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
정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자에 대한 출입통제의 법적 근거가 이른바 가이드라인
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급 학교가 출입관리의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학교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방문증을 패용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방문대장의 작성을 방문자에게 의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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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 조(공공기관의 범위) ｢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0.5.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한 문
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각급 학교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제 9 조(일일방문증

발급)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
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방문자의 신분

증을 대조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일일방문증은 학교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적정한 수량을 경비실에 발급 및 비치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방문기록은 담당자에게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방문자는 방문기록대
장을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방문증과 교환하여 제출했다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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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돌려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방문자가 직접 방문대장에 기입하
면서 기 방문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
교에의 출입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방문자에 대한 통제가
정문 출입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문을 통과하여 학교건물에 위치
해 있는 행정실에서 통제하는 것으로는 방문자에 대한 출입통제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관련 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도에 기여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제 9 조(일일방문증 발급)

가이드라인｣제 9 조(일일방문증 발급)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자는 경비실에서 [별지 제 8호 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식]에 의거 경비원이 일일방문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관리대장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3)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작성 업무 부과
1)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즉 청소년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및 폐쇄 등의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되
어 있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배치 등에 대
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대상청소년들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도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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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복
지시설에서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 참고조문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
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

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
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

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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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작성 업무를 의무부과 할 명확한 근거조문이 없다. 다만, ｢청소
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3]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에 안전점검사항 작성 업무
를 적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대상청소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
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가. 관리규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1) 시설운영 관리규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

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

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여야 한다.

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방침

영하여야 한다.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3)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

방침

4)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나)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

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요령
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마)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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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3]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이용자 안전 관리규정
가) 응급상황 대응
나) 안전관리 대응

3. 노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운영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서비스에 관한 안전점검표의 작성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참고조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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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싱가포르

싱가포르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가
족 및 노인을 위한 국가정책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노인 주거복지시설
을 마련하였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싱가포르 노인주거시설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
설로 중앙부처인 커뮤니티개발및스포츠부의 감독 하에 운영됨. 주로
빈곤층이나 연고가 없는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수용하고 보행이 가
능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기준 전국적으로 총19개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다.
3) 개선방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 6. 장부 등의 비치에 입소
자에 대한 안전점검표의 비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
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에도 안전점검표 비치 여부를 첨가항목에 삽
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6. 장부 등의 비치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 카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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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
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
의 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 및 관계 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
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
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타. 입소자 안전관리점검표

[참고] 안전점검표 구성내용 예시

심장정지․호흡정지․의식장애․심한화상․대
안
전

응급상황

응급상황

대응

대응

출혈․독극물 섭취 등의 긴급 상황 시 대처,
넘어짐․미끄러짐․구름의 예방과 대처, 사고

지

시 대처(외상, 골절 등), 질식․경련․화상에

원

대한 응급처치
안전관리

안전관리

화상, 낙상, 화재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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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급식위생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운영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특성에
맞는 식사의 제공,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음식
의 제공, 일반식사가 어려운 의식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경관급식 등
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부재하여 위생상의 문제 등이 제기 된다.59)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관련하여 급식위생관리와 관
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급식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급식을 보조해주는 직원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보조자들도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다.
※ 참고조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 개호보험(介護保.: long-term care
insurance)제도 시행(2000. 4월)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급식위생
관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59) 장영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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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 2. 급식위생관리와 관련하
여 입소자의 급식 보조자에 대한 위생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자의 위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품위생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2. 급식위생관리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가. ~ 다 (생 략)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
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
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
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
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
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
및 급식을 보조하는 자는 항상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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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의 경제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고령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가 다름 아닌 고령기의 경제생활안전과
관련한 취업과 고용불안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고령자고용안정법｣
에 따른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기업 등의 사업주를 고려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계
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조성금 등을 제공하고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를 촉진해왔다. 이로써 2011년의 통계로 대기업에서는
99.0%, 중소기업에서는 95.3%을 이행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면서, 이 제
도가 강력한 고령자 고용의 효과를 확보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60)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고령근로자의 경제생활안전에 도
움이 될 것이다.
※ 참고조문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사

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제 9 조(고령자고용확보조치)

2. 계속고용제도에는 사업주가 특수관계사업주(해당 사업주의 경영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사업
주, 기타 해당 사업주와 특수의 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 후생노
60) 이경희, 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5면.

180

제 2 절 취약계층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와의
사이에,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고령자로, 그 정년 후에 고용되
는 것을 희망하는 자를 정년 후에 해당 특수관계사업주가 계속
하여 고용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
거로 하여 해당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3) 개선방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사업주
가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다면 고령자의 경제생활로 인한 생
활안전 사고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사업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사업

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

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

----------------------------------------------

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

----------------------------------------------

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 고용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4) 고령친화식품에 관한 저작 표시의 구체화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1.0%(5,357천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및 식품섭취상태는
‘50세~64세’에 비해 불량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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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규격과
식품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에 어려움
이 있으며 소비자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스웰고단백 상품은
경구영양보충식으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힘들 때’ 이용하는 제품이
지만 이에 맞는 식품 유형이 없어 ‘캔디류’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저작․연하기능을 고려한 특별한 구분표
시는 없는 실정이가 없기 때문이다.61)
※ 참고조문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2 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

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

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1) 김민아, 고령친화식품의 정보제공 개선, 한국소비자원, 20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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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 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일본 개호식품협회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DF) 자체규격

3) 개선방안
일반식품의 표시기준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저작․연하기능을 고
려한 특별한 구분표시를 둠으로써 고령자가 신체의 훼손 없이 식품을
저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
현 행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①

개정안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①

1. ~ 2. (생 략)

1. ~ 2. (생 략)

3. 삭 제 <2011.6.7>

3. 고령친화식품 또는 저작․ 연하

② (생 략)

기능의 표시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 1. 총 칙

제 1. 총 칙

1. 일반원칙

1. 일반원칙

1)

1)
(1) ~ (3) ( 생 략 )

(1) ~ (3) ( 현행과 같음 )

(4)

(4)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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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에 따른 고령친화식품 또는
저작․ 연하기능의 표시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저작․ 연하기능의 기준
① 구분1(쉽게 씹음), ②구분2

(잇몸으로 으깰 수 있음), ③구
분3(혀로 으깰 수 있음), ④
구분4(안씹어도 됨)

(5)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관련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1) 현황 및 문제점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대상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유형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이 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노인주거복지시설와 관련된 것으로
앞에서 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와 관
련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관
련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안전점검표 작성에 관한 사항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에서 [서식 12] 장기요양급
여제공기록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요양, 방문목
욕, 방문간호에 있어서도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행 중에 그 수행자들
이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관련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 참고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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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
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 관리)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
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
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
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
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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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대상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관
련한 장기요양급여섭비스에 대한 안전표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장
기요양급여서비스 대상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별지
제17호 서식은 안전점검표를 새롭게 만들어 규정하고｢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보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

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장기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

----------------------------------------------

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

----------------------------------------------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

----------------------------------------------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주의) 별지 제17호 서식은 안전점

검표를 새롭게 만들어 규정해야 함
현 행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

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

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

료의 기록․ 관리)

료의 기록․ 관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④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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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부, 장애인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산후조리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안전대책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

리원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
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업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시설 특성상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지난 2005년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관
리․감독체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문제는 크게 “거래 문제”와 “안전 문제”(질
병 및 안전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안전문제는 사업자가 영업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
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62)
※ 참고조문 :
○ ｢모자보건법｣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62) 환진자/권정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안)제정 연구 조사, 한국소비자원, 20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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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산모 및 그 가족이 산후조리원에서 안전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에 치료 등 경제적인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의 영업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모자보건법｣제15조의4(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제15조의4(산후조리업

자의 준수사항)

자의 준수사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후조리원 이용 중 안전사고
와 관련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
입할 것.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에 대
해서만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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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도 2년에 1회이
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후조리원의 감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간호
사, 영양사)들도 감염물질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들은 산모들과 일차적인 접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 교
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기도 2년에 1회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1회 정도 수장
하는데 그치고 있어 감염관리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 참고조문
○ ｢모자보건법｣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
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
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
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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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

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
하도록 할 것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교육을 현행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
임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간호사, 영양사)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교육시기도 1년에 1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감염물
질의 감염에 의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저감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모자보건법｣제15조의6(감염

개정안
예방

｢모자보건법｣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

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

방 등에 관한 교육) ① --------------

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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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

----------------------------------------------

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

----------------------------------------------

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3)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바코드 등의 의한 표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용품, 전자제품, 웹 접근성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정보접근과 활용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바코드와 RFIDtag의 활용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약품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보이스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혹은 스
마트폰에 삽입된 칩을 활용하여 바코드와 RFIDtag를 인식하는 방식으
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각종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식별은 물론 복용
방법, 첨부문서 읽기가 가능하게 된다.63)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의약품과 관련하여서는 바코드와 RFIDtag
부착이 규정화(｢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
에 관한 기준｣) 되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점자표기만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못지않게 건강기능식품의 비용성 및 위험성은 크다
고 할 것이다.

6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정보제공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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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표시기준)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
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영국의 의약품 표시사항은 유럽연합 지시문서 Article 55 of Council

Directive 2001/83/EEC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글자의 크기와 색
깔, 기술방법과 내용, 용지의 크기 등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다. 영국은 이와 별도로 ‘의약품 라벨링과 첨부문서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ance 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medicines : MHRA
Guidance Note No 25)에 자국의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수요소로 간주되는
제품명ㆍ효능효과ㆍ투약법ㆍ약량ㆍ주의사항 등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동일한 지면에 표기하고 로고나 그래픽에 의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5가지 중요 정보는 순서대로 가능한 큰 폰트로 표기
하고, 읽기 쉽도록 행 간격과 여백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64)

6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게서,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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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바코드와 RFIDtag
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건강기능식품의 잘못된 섭취
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 5 조(표시방법)

제 5 조(표시방법)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

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

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

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자표기 및 바코드 또는 전자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

태그(RFID tag)를 병행할 수

자표시를 할 수 있다.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
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기록 및 보관 의무
1)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시설와 관련하여 시설물 자치가 아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점검표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활동이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
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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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중 시설운영의 기준 6. 장부 등의
비치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점검표 비치
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전성 확보를 기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

및 설치․ 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

조 관련)

조 관련)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지역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

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

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제외한다)

시설은 제외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3) 사업일지

4) 문서철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5) 문서 접수․발송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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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6) 차량 운행일지

6) 차량 운행일지

<신 설>

7) 안전점검표
(이하 생략)

(이하 생략)

(5)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작성 의무 부과
1)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9월 15일에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
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가 활동지원기
관(실제로는 활동보조인65))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활동지원급여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할 의
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때의 내용은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이고,
이에 수반하는 안전점검사항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 참고조문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야 한다.
65)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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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
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
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
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

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그런데 이때 실제로 급여지원활동을 하는 전문가로서의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신체적․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안점점검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면 장애인의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안전점검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① 별도의 안
전점검표 작성 방안과 ②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 11부터 13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에 안전점검사항을 기
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①의 방안의 경우에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

규칙｣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

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

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

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

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

196

제 2 절 취약계층 생활안전 사례 관련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

공기록지

공기록지 및 안전점검표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

공기록지

공기록지 및 안전점검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

공기록지

공기록지 및 안전점검표

②의 방안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를 개정할 필요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상의 활동지원
급여 제공기록지에 안전점검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도록 서식변경을 하
면 될 것이다.

5. 외국인,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1)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1)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종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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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나 광고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소개․알선․유인 및 광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
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자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
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의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
록 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
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
된 보증보험기관에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가입기간
은 1년 이상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험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
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과
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도록 하였다.
※ 참고조문
○ ｢의료법｣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

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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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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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
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

억원(다만,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해외 관련 입법례
- 일본은 의료 의해 외국인환자유치인증제도(外国人患者受入れ医療機
関認証制度) 시행되고 있다.
3) 개선방안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제3호과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

면 통역이 가능한 관련한 의료전문인력의 배치나 교육시간에 관한 규
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연락업무(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인이상
둘 것, 이들 전문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출입국관련법규와 소양교육
및 외국인환자유치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이수
하도록 하여 외국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

록요건)

록요건)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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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1. 외국인 관련 소양교육을 년 10시
간 이수한 통역이 가능한 상담․
연락업무 전담인력
2.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

(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외국인 안전확보를 위한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시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외국
인자녀는 총 144만5631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 달하
며, 이는 광주광역시 주민 숫자(147만명)와 비슷하다.66) 우리나라를 방
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 11,140,028명이었으며,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3,551,665명으로 집계됨.67) 따라서 금년에서 1천만명 이상이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긴
급상황 발생시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에 있어
서는 미흡하다. 특히 외국인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던 중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에서는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66) http://media.daum.net/
6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13. 1면.

201

제 3 장 취약계층 생활안전규제 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의
2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난 안내도 및 영상물 등에서 언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안내도 등은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상 영상물 등은 입장 또는 이용 개시시점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
며, 긴급상황 발생시 안내방송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긴급상
황(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
여 생명 또는 중대한 신체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참고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

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
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

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
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피난안

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
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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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
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3.1.1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
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
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의 영업장.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
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
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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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
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2) 외국의 입법례
- 해당사항 없음
3) 개선방안(별표 2의2)
○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긴급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도 및 영상물 제작의 언어에
있어서 언어 항목을 추가하고, 대피방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다. 그리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
용에 언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한글 및 영어 이외에 1개 외
국어로 작성할 것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안내방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내방송의
언어에 있어서 한국어 이외에 영어 또는 1개 이상의 외국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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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실시할 것을 추가로 규정한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이 다중
이용시설에서 화재 등의 발생시에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 6. (현행과 동일 함)
7. 외국어의 병기
가. 피해안내영상물은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
나. 피난안내도는 영어 및 그 밖에 1개의 외국어로 구성할 것

(3) 출입국관리법상의 미등록 이주아동 생활안전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이주근로자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아동․청소년
의 경우 이주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 출생하였거나 국내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거나 거주한 이주아동에
게 영주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의 필요
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
한 조치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
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확인, 의료기관 이용시의 주소기재 등으
로 인해 미등록 근로자인 부모의 신분과 거소가 밝혀질 수 있고 그
결과 강제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취학률이 매우 저조한 상
황이다. 따라서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기간 동안 그 부모 중 일인
을 강제출국시키지 않는 등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할 필
요가 있다.68)
68) 신옥주, “인권 NAP에 대한 평가 및 이행점검(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난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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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 ｢출입국관리법｣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
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
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
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
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
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
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로의 권리, 노동3권, 기업과 인권”, 인권NAP 평가 및 이행점검 토론회, 국가인권위
원회, 2012.,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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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

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
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프랑스 외국인법전 제4권의 가족재결합에 관한 규정은 내용이 구

체적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요건(제1편), 신청에 대한 업무지침(제2편), 체류권의 발급(제3편) 및
보칙(제4편)이 규정되어 있다.69)
3) 개선방안
이주근로자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아동․청소년
에게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향후 비행․불법으로 빠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치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69) 박귀천/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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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대상자)

①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

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

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

조를 위반한 사람

조를 위반한 사람. 다만, 동조
이주근로자 사이에서 출생하거
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의무교
육을 받는 아동․ 청소년의 부모
중 1인은 제외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
명의료의 환자결정권을 제도화하는 권고안을 심의하고, 올해 안으로
‘연명의료 결정’ 이후의 환자 돌봄 서비스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70)
그 동안 종교계․민간단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지역사
회 기반 호스피스는 2010년 5월 ｢암관리법｣ 전부 개정을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 기반 호스피스, 즉 완화의료로
발전되었다.71)

70) 보건복지부,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도자료), 2013.7.31
71) 이하 이만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 문제점 및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
법조사처, 2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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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주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국내 암 사망자 수가 2010년 72,046명, 2011년 71,579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한 적정성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참고조문 :
○ ｢암관리법｣제25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외국의 관련 입법례
○ 미국은 1960년대 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시행되고, 관련

서비스가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급여유형에 포함
된 후, 1983년 사회보장법(42 CFR 418.1-405)에 근거하여 거의 모
든 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었다.
○ 일본은 2006년 암대책기본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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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입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로써의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사준의 강화로 인하여 말기 암 환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예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완화의료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평가항목)법 제25조제

전문기관의 평가항목)법 제25조제

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

1. 법 제23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

행 여부

행 여부

2.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2.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
한 제공장소와 방식 및 그 질

3. 말기암환자의 가족 및 사별 가

3. 말기암환자의 가족 및 사별 가

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질

4. 법 제46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

4. 법 제46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

산의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

산의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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