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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및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포항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적 수단 및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
조리원과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나 법규미준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법제도적 미비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
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관련 일반법제와 개별법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법률과 개별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는 법률 각각에 대하여, 법제정비 방안과
함께 안전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소비자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으로,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8. 12.
한국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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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는 안전 불감증, 법규미준수 등의 행태적 요소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도적 미비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제적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도출한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법제와 개별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을 규율하는 법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중이용시설 일반법제에 관하여는 다중
이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분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시설이 포함
되어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용 범위에 공공시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경우 다른 법령에 비해 액수가 낮아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에서 시설을 제외
하거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실내공기질법, 건축법에 비해 낮은 과태료 상한과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경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고기준이 적용되는

❚ⅲ

문제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일산화탄소 등은 1년에 1회, 라돈
등은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내공기질법 제4조 및 제11조의 가지조항 사이에 관련성이 적어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측정횟수를 상향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개별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안전법제는 고층건물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고 비상시 대피를 위한 직통계단 설치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신고제도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촉탁의사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고층건물에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비상시대비를
위한 직통계단을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규정하고 촉탁의사제도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후조리원 관련 법제의 경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모자보건법의 무과실책임과는 다르게 과실책임
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등에 대한 진단과
대처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제외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사고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간호
사나 간호조무사를 의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촉탁의
사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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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한 안
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붕괴사고
(2014),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2014),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7)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로 이어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
는 사고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는 이러한 대규모 피해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
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정책적 수단 및 법제
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
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는 관
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가 없거나 관리주체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제도적인 미비점이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
거나 피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제도적인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안전을 강화할 수

1)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연간 400여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고 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
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어 전
년도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기동민, “불안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꾸준한 증가”, 2018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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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는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개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수
평적 규제법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개별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는 수직적
규제법제가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개별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다
른데,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보건법」이 이에 해당한다. 수평적
규제에 해당하는 법률 사이에도 각 법률들 사이의 적용범위, 집행력 등에 있
어서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며, 수직적 규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다중이용시
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한, 법제적 관점에서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인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
용시설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안전한 사회구현
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다중이용시설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상당히 광
범위한 대상이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중이용시설
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규제 법률에서도 다중이용시설 개념을 한정하거나 적
용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법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서
도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제와 규율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물리
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목적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고사례
를 검토하여 개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소비자 안전문제를 도출한다. 사례분
석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의 수평적 규제 법률의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서 발생한 사고로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이 다른 시설의 안전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사례에서 문제가 된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를 개별
다중이용시설 법제분석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고 있
는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법체계, 적
용범위 등을 중심으로 법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사례분석에서
다중이용시설 일반에 적용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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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시설이 포괄하는 범
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범위 한정을 통하여 다중이
용시설 법제 중 일부만을 다루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
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서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문제와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는 법제의 현황 및 법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통해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을 찾는데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법적 개념을 조사･검토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서 발생한 사고 현황과 주요 사고사례를 사고개요 및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
로 살펴본다. 사고사례는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한 사고로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하여 법제현황을 조사하고 법제분석을 수행한
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법제에 관하여도 동일한 조사 및 분
석을 수행한다. 개별다중이용시설의 법제현황은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기
준,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법제분석은 다중이용시
설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정합성, 집행력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와 함께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적 미비점 또는 개선점에 관한 부분도 검토한다.
또한, 법제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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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중이용시설과 소비자안전 문제
제1절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및 범위
1.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다중이용시설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
하는데2), 다중이용시설을 다루는 개별 법률에서는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있
다. 각 법률의 규율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을 정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인데, 각 법률상의 개념과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절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이란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
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영업을 말한다.”3)

이러한 정의를 보면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시설적인 관점이 아닌 업종적
인 관점을 중심으로 법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다중이
2) https://ko.dict.naver.com/user.nhn?docid=9e8012b1338fa4ba65d78a0fe2e9c854 (최종방문
2018. 11. 20)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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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설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
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다중
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법의 정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의 개념상 핵심적 요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
은 것’이다. 따라서 동 법상 다중이용업이란 단순히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이 아니라 평가적인 요소로서 재난 발생 시 생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결합되어 정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이란 사실적 요
소만이 아니라 그러한 영업 중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능성)’이란 평가적
인 요소를 결합하여 다중이용업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업은 사실적 요소인 ‘불특
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과 평가적 요소로서 ‘재난 발생 시 피해발생 우려
가 높은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자는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
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은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 법의 적용대상인 다중이
용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
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정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2항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5)의 규정을 종
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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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화재위험유발지수가 D 또는 E 등급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다중이용업의 평가적 요소로 정
의한 ‘재난 발생 시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것’의 기준 중 하나는 화재위험유발
지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평가적 요
소의 의미와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중 하나로서 화재위험유발지수를 규
정할 뿐, 그것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사실, 화재는 재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재난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의
의미와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다중이용업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보다는 법 적용대상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것으로 대
응하고 있다. 법에서 다중이용업을 정의하면서 그 개념요소 중 하나를 명확
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6)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 ‘실내공기질법’)제2조제1호는 “다중이용
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여 다중이용시
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단순히 불특
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만 정의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이 평가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을
정의한 것과는 다르게 사실적인 요소로만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또
한,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를 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6) 법률의 내적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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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접적인 정의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내공기질법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정의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법 제3조에서 법의 적
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을 나
열하고 그 중에서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것만을 적용범위
로 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고 있고, 평가적인 요소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란 요소
만을 개념정의에 사용하고 있어 간결하고 명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중이용업소법과 유사하게 다중이용시설이
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에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7) 이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2조 제17호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각 목
에는 ‘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나목: 16층 이상인 건축
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조항임에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가지는 일반적･추
상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정의가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조항은 실질

7) 「건축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중이용건축물이 무엇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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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을 열거하면서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법 시
행령의 적용범위를 의미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도 다중이용업소법
과 같이 정의와 적용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7호의 2에서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목에는 “문화 및 집회시
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다중
이용건축물로 열거된 건축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8) 그 외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이 추가되어 있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과는 규모에 있어서 차
이가 있어 구분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나열하고
있는 시설들의 특징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불특정
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사람들
이 사용하는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역시 다중이용 건축
물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보다 소규모인 것
을 지칭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과 개념정의상 차이는 없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법, 실내공기질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8)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의미함.

18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 다중이용시설 -

2.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1)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으로 하여 다중이용업에 대한 법상의 일반적 정의와 함께 적용범위로서 다
중이용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업이란 개념을 법상 별도로 정의하
는데, 개념정의를 하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다중이용업을 정
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다중
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와 법 적용대상으로서 다중이용업
이 정의조항에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다수의 법률에서 이러한 규정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다중이용업법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중이용업소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
업종 관련 법령

세부업종 또는 시설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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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과외교습에 관한
미만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법률」제2조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수용인원 합이 300명 이상
이상 있는 경우
목욕장업(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중 맥반석･황토･옥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등을 직접 또는 간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제1항제3호가목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목욕장업으로서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제1항제3호나목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법률」
경우 지상1층, 지상과 직접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접하는 층에 있는 경우는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노래연습장업
법률」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
시행령」제2조
「체육시설의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에
설치･이용에 관한
골프연습장업
한정
법률」제10조제1항제2호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시원업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의료법」
안마시술소
출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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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는 위의 표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타 위험유발지수가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
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하고 있다.9) 이에 따라 추가되는 다중이용업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업
업종

세부요건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
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구획된 실(室)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출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

2)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3>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
구분

시설

면적 및 규모 기준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지하시설물 및
공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9)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8호.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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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 점포

장사시설

장례식장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극장

영화상영관(실내에 한정)

모든 영화상영관

학원

학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전시시설(옥내에 한정)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의료 및
어린이집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목욕장업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도시철도차량

대중교통차량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

출처: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100세대 이상

22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 다중이용시설 -

3) 건축법시행령
상술한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
의 정의조항에서 법령의 적용대상을 함께 열거하고 있고,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4> 건축법시행령상 다중이용시설
구분

시설종류

면적기준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
광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
준다중이용
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건축물
중 종합병원,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및 제17호의2

3.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검토
상술한 각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실질적으
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로 포괄하
여 지칭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이용시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
면“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지만, 사전적
정의가 가지는 개방성에 따른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법률
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정의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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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법상 다중이용시설로 한다는 문구를 통해 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10)

각 법률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형식에는 차이
가 있다. 실내공기질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정의 조항과 별개로 적용대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열거하는 형식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동
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다중이용업’을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만을 다중이용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의조항 자체에서 적
용범위를 제한하여 논리적으로 보면 정의와 적용범위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각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업종이
나 시설의 규모나 위치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시
설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나 위치의 특수성이 있는 경
우에만 각 법령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각 법령의 규율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법상 학원의 경우를 보면, 수용인
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라도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법이 재난 발생 시 위해우려가 높은 다중이
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이란 동일 업종에서도 그러한 정책목적

10)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중이
용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보면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사전적 의미를
기본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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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것만을 법 적용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각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중복되는 것도 있다. 다중이용업소법과 실내공기질법에서 중복되는
시설로는 ‘산후조리원, 영화상영관, 학원, pc방,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
습장, 목욕장업의 영업시설’이 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의 경우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시설 중
공물에 해당하는 것이 제외되고 있다.11) 여기서 공물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
에 의하여,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시설)”을 의미한다.12) 종래 통설은
공물을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로 정의
하였으나, 이런 정의에 따르게 되면 물건의 집합체인 시설이나 관리가능한
유체물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13)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인 다중이용
시설은 이런 공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물(私物)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실내공기질법에서는 공물에 해당되는 지하역사, 박물관, 도서
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 같은 견해로 김원중･양철호,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법제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토지
공법연구 제83집(2018), p.174. 다만, 김원중･양철호의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이 영
조물을 제외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조물의 전통적
개념인 ‘행정주체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사
용하여 종래 공물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영조물과 공물은 구분되
어야 하며, 영조물을 행정조직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다중이용업
소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영조물이 아닌 공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김원중･양
철호의 논문에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다중이용시설을 사적소유물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박영사(2012), p.371.
13) 같은 견해,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pp.370~ p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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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 법률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다중이
용시설의 문언적 의미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개별 법률의 정
책목적이나 규율목적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되
지 아니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물건 등의 집합체
로서 시설이 본래적 의미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시설이 재
난 발생시 가지는 위해도, 위험도와 같은 평가적 요소나 특정한 면적, 규모
등의 기준은 본래적 의미의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정책적 수
단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하는 시설”이란 본래적 의미(①)와 ①의 개념을 한정하기 위하여 ①의 개념에
위해도와 같은 요소를 추가한 정책적 의미의 다중이용시설(②)이 있게 된다.
개별 법률에서는 ①의 개념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기도 하고 다중이용업
소법처럼 ②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에
는 본래적 의미의 다중이용시설과 정책적 의미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필
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건축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규율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건축법전
시행령 제123-2는 다중이용시설(E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ERP)을
“자유롭게 또는 요금 등 어떠한 부담금을 조건으로 출입이 허용되거나, 유료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거나 초대된 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건축
물, 장소 및 구역”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에 출입한 모든 자는 종업원 자격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4)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이 정의되어 있어서 영화관, 공연장, 상점, 도서관, 학교, 호텔,

14) 김현희, 「프랑스의 건축안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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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병원만이 아니라 유람선과 같은 시설도 포함되고 임시구조물과 같은
시설까지 포함하게 된다.15) 프랑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 소유자
및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은 대상 시설의 성격, 장소의 크기, 건축방
식 및 출입가능 인원수에 따라 결정된다.16) 프랑스의 이러한 정의도 다중이
용시설이 가지는‘불특정성’과‘다수성’을 포함한 것으로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15) 김현희, 앞의 책, p.56.
16) 김현희, 앞의 책,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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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비자안전 문제
1. 다중이용시설 사고 현황
1) 화재사고
2016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는 2건으로 인명피해는 6명
이었으며, 대형 붕괴사고는 1건으로 인명피해는 2명이었지만, 최근에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그 피해규모가 심각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
을 당했으며,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
상을 당했으며, 2018년 6월에는 수원 대형마트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부상당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규모
가 상당한 것이었다.17) 최근 10년(2007~2016)간의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의
일시, 피해규모 등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 5>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2007~2016) 현황18)
사고일자

재난 명

2007.8.9.
의왕시 원진산업 폭발화재사고
2008.1.7.
코리아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고
2008.7.25.
용인타워 고시원 화재
2008.12.5.
로지스올 물류창고 화재사고
2009.1.14.
부산시 신창동 실내 사격장 화재사고
2009.11.19.
웰로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2009.12.4.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주) 록스코리아 폭발사고
2010.3.1.
경남 창원시 남성동 화재사고

인명피해
사망

부상

재산피해
(억원)

6
40
7
7
10
3

2
10
11
6
6
3

2
79
1
721
1
20
1
2

17) 김원중･양철호, 앞의 논문, pp.180~181.
18) 행정안전부, ｢2017 재난안전통계연보｣, pp.170~174.에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로 표기된
재난의 피해상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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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4.
2010.11.12.
2011.7.20.
2013.10.10.
2014.5.26.
2014.5.28.
2014.11.15.
2014.11.9.
2015.1.10.
2015.3.22.
2015.5.25.
2016.3.29.
2016.11.30.

태안읍 서부상가 화재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코리아냉장물류창고 화재사고
엠파크 화재 발생
고양종합터미널 지하공사장화재사고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
담양대덕팬션 화재사고
구룡마을화재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강화군 아름다운 캠핑마을 화재
김포시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대전세영빌라 가스폭발화재사고
대구중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10
8
21
4
1
5
5
1
-

2
116
8
6
125
2
3
3

5
0.1
989
1
145
15
0.1
2
46
0.05
319
1.6
469

한편, 2017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발생건수와 원인 현황을
보면 <표6>과 같다.
<표 6> 2017년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현황19)

19)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 현황에서 장소를 ‘다중이용시설’로 하여 2017년(2017.1.1.
~2017.12.31.) 기간 동안 통계를 검색한 결과를 캡처한 그림임.
https://www.nfds.go.kr/fr_pos_0201.jsf (최종방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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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전체 건수는 607건 이었다. 화재원
인 별로 보면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268건이었으며 그 외에는 전기적 원인
246건, 기계적 원인 35건, 원인미상이 39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부주
의에 의한 실화가 전체의 44.1%, 전기적 원인이 4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20)

2) 붕괴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화재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를 발
생시키는 것에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있는데, 특히 건물붕괴에 의한 사고
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10년(2008~2016) 동안 발생한 다중이용시
설의 붕괴사고는 총 4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연도별(2008~2017) 다중이용시설 붕괴사고 현황21)
구분

발생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2
1
1
4

인명피해

피해액(억)

사망

부상

3
10
0
13

9
105
2
116

20) 같은 견해, 김원중･양철호, 앞의 논문, p.182.
21) 행정안전부, 「2017 재난연감」, p.130.

4.8
0.98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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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붕괴사고는 이처럼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발생할 경우 대
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을 보면, 폭발 1건, 무리한 구조변경 2건, 시공 및 관리부실 1건으로 분
류되었다. 장소별로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주거시설 각각 1건씩
발생했다.22)

3) 감염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사고 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많았
던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피해자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으며 감염자 대부분은 신생아였다.23)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에 있다
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최근 산후조리원의 주요 감염질환과 감염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및 주요 질환 현황24)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합계
RS바이러스감염
로타바이러스 감염
감기

88
0
20
36

414
124
78
70

489
54
138
120

491
138
142
106

385
226
70
43

총합계

1867
542(29.0%)
448(24.0%)
375(20.1%)

22) 행정안전부, 위의 책, p.134.
23) 국회의원 기동민, “불안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꾸준한 증가”, 2018년 국
정감사 보도자료(2018.10.17.)
24) 국회의원 기동민, “불안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꾸준한 증가”, 2018년 국
정감사 보도자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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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기관지염
폐렴
잠복결핵
요로감염
뇌수막염
배꼽감염
결막염
엔테로바이러스감염
패혈증

2
9
7
0
1
0
0
0
5
1

21
10
20
45
6
7
5
0
3
0

31
30
16
0
16
20
9
11
11
13

18
19
8
0
7
6
10
5
0
3

7
4
5
0
5
0
1
6
0
2

79(4.2%)
72(3.9%)
56(3.0%)
45(2.4%)
35(1.9%)
33(1.8%)
25(1.3%)
22(1.2%)
19(1.0%)
19(1.0%)

2. 다중이용시설 주요 사고 사례분석
1) 사례분석 범위문제
다중이용시설의 소비자안전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위
해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해는 자연재난이나 사회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재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
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사회재난은“화재･
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
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
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
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소비자안전에는 자연재난에 따른 위해로부터의 안전
도 포함되지만, 자연재난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원인이므로 이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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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경우는 제외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즉, 인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위해
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으로 하여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의 위해로부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는 교통사고와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에 따른 것도 포함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란 시설에서 발생
하는 소비자안전을 다루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를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부터의 안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이 다른 시설의 안전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밀집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해가 이용자 다수에게 피해를 야
기하게 되어, 피해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피해의 예방과 확산의
방지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의 주요 대상은 이러한 다
중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2010년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은 제1절에서 살
펴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본
래적 개념이 포괄하는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적용
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2)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1) 사건 개요25)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50(하소동 71-7)에
25) 이하 사건 개요는 행정안전부, 2017 재난연감, pp.344~348; 권설아･이재은･반영은･이혜
진･유성은･유현정,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 극복과 안전대책-밀양 화재참사와 제천 화
재참사의 비교분석“, Crisisonomy Vol.14 No.5,(2018), p.157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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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복합스포츠센터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화가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
다. 이 화재로 69명의 인명피해(29명 사망, 40명 부상)을 입었으며, 20억원의
재산피해, 해당 건물 1~9층 내부가 전소되고 1층 주차차량 15대가 전소되는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후 3,540명(소방 564, 시청 325, 경찰
1361, 병원 15, 보건소 34, 국과수 25, 의소대 195, 기타 588 명), 장비 241대
(소방 82, 시청 13, 경찰 76, 병원 6, 보건소 1, 국과수 7, 의소대 9, 기타 26)
가 동원되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에서는 상황관리반을 구성･운영하였으
며,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제천시에서는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구호물품 지원과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
였다. 사고 후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2017.12.22.~2018.2.24.) 되어 12,515
명이 조문하였고, 화재 성금모금도 있었다.26) 화재원인으로는 1층 필로티 주
차장 천정 부근 열선 손상으로 인한 과열로 추정되었다.

(2) 사고 관련 문제점
사건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화재진압 대응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
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 취약성의 물리적 요인
으로 불법증축, 건물구조, 안전시설을 제시하고, 경제적 요인으로 제천시의 소
방력 부족을 사회적 요인으로 화재당시 의사결정 및 커뮤니케인션의 문제를 마
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한 환경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27) 여기서 물리적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화
재의 초기대응 어려움, 필로티구조의 건축물로 인한 출입구로의 탈출의 어려움,

26) 모금된 성금의 규모는 258건, 673,219,780원이었다.
27) 권설아･이재은･반영은･이혜진･유성은･유현정, 앞의 논문,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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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재질로 만들어진 건물의 화재취약성,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수행한
소방안전점검이 올바로 수행되지 못한 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였다.28)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자료에서는 대응시 문제점으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가연성 마감재(드라이비트) 사용, 무허가 증축 및 용도 변경으로
유독가스 배출, 불법 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 도로 폭(7-8m) 확보 곤란, 셀
프소방점검으로 미비점 보완의 어려움(대피로 표시 없고 방화셔터 작동불량
및 완강기 부족, 비상구 안내 등이 꺼져 있고 비상구는 장애물로 막혀있음, 방
화벽이 열리지 않고 스프링클러 및 화재경보기 미작동)’을 제시하고 있다.29)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사항으로 ‘시･유관기관･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마련(시에 사회재난대응 TF 상설 운영 및 안전점검 전담부서 신설, 시
민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다중이용시설 합동시설 점검), 사회재난 방지 및
질서유지 시민의식 전환(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 교육프로그램에 안전교육
강화 등), 화재발생시 소방차 접근성 확보(다중이용시설 주변 주차구역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백서 발간, 추모사업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 사업 시행 검
토’을 제시하고 있다.30)
3)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1) 사건개요31)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
28)
29)
30)
31)

권설아･이재은･반영은･이혜진･유성은･유현정, 앞의 논문, p.158.
행정안전부, 2017 재난연감, p.347.
행정안전부, 2017 재난연감, p.348.
이하 사건개요는 조선닷컴(2018.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37명 사망 등 160여명 사
상”; 머니투데이(2018.1.26.), “스프링클러 없었다...작은 병원, 법적 의무도 없어”; 매일신
문(2018.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 막을 수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밀양소방서 안전
경고 ‘예고된 인재’”; 노컷뉴스(2018.1.26.), “밀양병원화재 요양원 전원 대피...4년전 ‘장성
참사’ 반복은 아닌 듯” 등 당시 언론보도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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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38명 포함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
자 가운데는 당직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의료진 3명도 포함되어 있
었다. 밀양 세종병원은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6층 건물로 세종
병원은 100여명, 병원 뒤쪽의 요양병원에는 94명 총 194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대부분 대피해 큰 부상자
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는 오전 9시 29분 경 초기 진압, 10시 26분
완전 진압되었다. 사고당시 중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연기를 많이 마신 상황에
서 이동하거나 치료 중 사망하여 사망자가 초기발표 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사
고원인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초 증언자들인 간호사들이 1층
응급실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증언했고 2차 감식 결
과 응급실 옆 탕비실 천장의 전기합선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탕비실에는 냉
장고 1대, 전기온수기 1대, 멸균기 2대, 전기포트 2대 등이 있었다.
최초 화재신고(7시 32분) 후 3분 만에 소방인력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인명피해가 큰 것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입원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천참사와 동일하게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되어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되어, 사망자들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도 피
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됐다.
사고발생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한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합동지원단을 구성
하여 사고수습에 나섰다.
(2) 사고관련 문제점
사건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피해발생 장소가 병원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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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중환자들이 사망자의 다수를 구성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중이
용시설 중 병원의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시 일반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적은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고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
하여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된 것이 대규모 사망자를 낳게 한 것이다. 사고
당시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세종병원의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이 제천
스포츠센터의 드라이비트와 유사하지만 더욱 열악한 구조였다.32) 천장 이외
에 세종병원 응급실 외벽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었지만, 소방관서의
선제적 대응으로 외벽의 스티로폼으로 불이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한다.33)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중
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세종병원은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인
의료시설이 아니었는데, 화재발생 초기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초 소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빠르게 불이 번진 것이다.34) 화재사고 후 관련 전문가들은 거
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특성상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 기
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당시 1층에서 2층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35)
한편, 화재사고 당시 3층 중환자실의 환자 대부분이 한쪽 손이 침대에 결

3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탕비실 천장은 상부부터 외벽 콘크리트-스티로폼-모르타르
(난연재)-전기배선-석고보드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제천 스포츠센터의 천장은 외벽-스티
로폼-유리섬유(난연재)-전기배선-시멘트 구조인데, 세종병원 탕비실 천장구조가 난연재와
가장 바깥 자재 등에서 더 취약하다고 한다. 경남신문(2018.1.29.),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드라이비트 마감’ 피해 키워”
33) 경남신문(2018.1.29.),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드라이비트 마감’ 피해 키워”
34) 머니투데이(2018.1.26.), “스프링클러 없었다...작은 병원 법적 의무도 없어”
35) 계단이용시 불편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
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면 문이 닫히는 장치가 있지만, 중소규모 건물은 비용 문제로 설
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머니투데이(2018.1.26.), “스프링클러 없었다...작은 병
원 법적 의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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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되어 있었다는 소방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 비상벨이 울리는 데도 간병인
등의 대처가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인명피해를 확산
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다.

4)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고
(1) 주요 사고 개요
①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
2010년 11월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의 화재로 27명의 사상자(사망 10
명, 부상 17명)가 발생한 사고였다. 인덕노인요양센터는 당시 1층 11명, 2층
16명 등 총 27명의 중증치매 및 중풍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1층에서 수면중인 11명의 노인 중 10명이 유독성 가스에 의해
질식되어 사망한 사건이었다.36) 발화지점은 1층 사무실 분전반 주위로 전기
적 원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시 건물은 포항시 소유로 1973
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되어 2007년 9월 5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2008년 3월부터 노인요양센터로 사용되어 왔으며, 입소자 27명과 사회복지
사 8명 등 총 36명이 생활하였다.37)
② 서울 노원구 하계동 실버센터38)
2012년 1월 5일 오후 8시 39분경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에 소재한 실버센
터 지하1층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식기건조기가 소실되고 식당 60제곱미터
36) 이원주,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석사학
위청구논문(2017.8.), p.24.
37) 이원주, 앞의 논문, p.24.
38) 이하 사고 개요는 이원주, 앞의 논문, p.27; MBN 뉴스(2012.1.5.), “하계동 실버센터 불...70여명
대피”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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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제곱미터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되었고 당시
실버센터에 있던 70여 명은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③ 경북 안동 경동로 노인요양시설
2015년 10월 20일 오전 2시 9분께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의 8층 건물에
서 원인미상의 불이 나 1층 내부에 있던 0씨와 5~7층 노인요양시설에서 잠자
고 있던 80~100대 노인 38명(남 7명, 여 31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사고
가 발생했다.39)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5대와 소방관 등 120여명을
투입, 20여분 만에 진화하고 요양시설에 있던 노인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
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40) 화재당시 요양센터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이용
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건물 5~7층에 분산되어 있는 노인들을 일일이 이불
에 싸서 안거나 업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한다.41)
④ 전북 익산시 신용동 노인요양시설 화재
2016년 11월 4일 오후 6시 27분께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소재 노인요양
시설 지하 1층 변전실에서 불이 나 입소해있던 노인들이 대피하는 사고였
다.42) 불은 지하1층에 있던 변압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
되었고, 화재발생 당시 시설 입소자인 노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여 변압기
1대를 태우고 진화되었으며 건물 내 입소해 있던 노인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노인요양시설은 원불교가 운영하는 수도원의 일부로 전
체 3층 규모의 건물에 총 60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었다.43)

39)
40)
41)
42)
43)

News
News
News
News
News

1(2015.10.20.), “안동 8층 건물화재...5~7층 요양시설 노인 38명 부상”.
1(2015.10.20.), “안동 8층 건물화재...5~7층 요양시설 노인 38명 부상”
1(2015.10.22.), “안동 노인요양시설 화재, 신속 조치로 대형참사 막아”
1(2016.11.4.), “익산 원불교 운영 요양시설서 화재...노인 60여명 대피 소동”
1(2016.11.4.), “익산 원불교 운영 요양시설서 화재...노인 60여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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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관련 문제점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의 문제점으로는 초기 신고지연, 야간 취
약시간 관리인력 부족, 소방시설 미비가 지적되었다. 순차적으로 간략히 살
펴보면, 화재발생 후 신고까지 9분이 소요되어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들의 화
재발생시 대응에 대한 교육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화재발생 당시 관리인이
1명으로 야간근무자에 대한 확충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재 당시
소방시설법은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
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설치대상이 아
니었다. 이에 사고 후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강화되었다.44)
노원구 하계동 실버센터 화재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
수의 입소 노인이 대피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
한 침상환자를 업거나 침대를 끌고 이동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45)
안동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고는 요양시설 직원과 소방대원들의 민첩한 대
응으로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막아 모범사례로 보도되고 있
다. 하지만 노인들을 계단을 통하여 일시에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계단이외 별도
의 경사로, 피난기구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46)
전북 익산시 신용동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고는 변압기 1대만 태우고 입소해
있던 노인 6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었다. 신속한 화재
발견과 신고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막아낸 것이다. 다만, 당시
1층으로 대피한 노인들은 연기가 가득한 현관입구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에 대하여 사전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공간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
44) 이상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사고의 문제점은 이원주, 앞의 논문, p.26.을 정리한 것임.
45) 이원주, 앞의 논문, p.27.
46) 이원주,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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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적이 있었다.47)

5) 종로고시원 화재사고
(1) 사건개요48)
2018년 11월 9일 오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
천 인근 00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어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소방당국은 관할 종로소방서의 역량을 총동원
하여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해 사고 발생 당일 오전 7시쯤 화재를
진압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사망자가 6명으로 발표되었으나 인근 서울대 병
원으로 후송된 환자가 사망하여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화재가 발생
한 고시원은 주로 인근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사상자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로 파악되었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
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층별로 2층에는 24명, 3층
에는 26명, 옥탑방에는 1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3층에는 주로 남성이 2층
에는 주로 여성이 거주하고 있어 여성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인 301호, 302
호, 303호 쪽에서 발생하여 대피로를 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로가 거센 불길에 막혀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47) 이원주, 앞의 논문, p.30.
48) 이하 사건개요는 연합뉴스(2018.11.9.),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
망･11명 부상’; 뉴스타운(2018.11.22.), ‘종로 고시원 화재, 건물 관리 소홀했나 “비상벨 미
작동, 스프링클러 없었다.”’; 한겨레신문(2018.11.9.), ‘종로 화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신청했으나 건물주가 거부’ 등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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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목격자들은 화재발생 당시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큰 화재
가 아니었는데, 영세한 고시원이라 소방방재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피해
가 커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목격자는 고
시원에 화재감지기나 비상벨은 설치돼 있었으나 건물이 낡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주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되어 고시원의 주거난민이 사회적 화
두로 등장하였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49)

(2) 사고관련 문제점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큰 규
모의 화재가 아니었음에도 상당히 많은 사상자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화재방지시설이 없어 피해가 확대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82년 12월에 건축허가를, 1983년 8월 사용승인을
받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래되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고시원은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
다.50) 다만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49) 주택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228만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2018.11.17.).
“평당 30만원 고시원의 주거난민..화재위험 알아도 못 막아”.
50) 연합뉴스(2018.11.9.),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뉴스
타운(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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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진술했듯이,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사고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제분
석을 하는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
었고, 건축대장상의 기재사항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
에 화재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51) 또한, 고시원의 경우 영세한 개인사
업자다 보니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기가 어려워 스프링클러 같은 방재
시설이 그 필요성에 비해 설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52)

6)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1) 사건 개요 및 주요조치사항53)
2014년 2월 17일 21시 6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에 위치
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된 2층 체육관 건물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부산 외
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약 500명의 학생들이 사고장소에 모여
있었고, 이 사고로 115명의 인명피해(사망 10, 중상 2, 경상 103)와 철골 샌드
위치 패널 1개동(연면적 1,205 제곱미터)이 전파되는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수습을 위해 1,575명(소방 412, 공무원 200, 의소대 150, 경찰 500, 군
인 263, 기타 50), 장비 104대(지휘 1, 구조 12, 펌프 8, 구급 58, 기타 25)가

51) 이러한 주장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2018.11.17.). “평당 30만원 고시원의 주거난
민..화재위험 알아도 못 막아”에 출연한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이 언급한 내용이었다.
52) 오마이뉴스(2018.11.9.), “사망자 날 정도로 큰 불아니었는데”.
53) 사건 개요 및 주요조치사항은 행정안전부, 2017 재난연감, pp.362~364; 2014 재난연감,
pp.103~105; 박정민･류상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소고”,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호(2015), p.28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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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되었다. 건물이 붕괴될 당시 체육관에 있던 30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했으나, 120여 명은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
려 변을 당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는 2009.3.6. 허가 받아 2009.9.9.
준공된 운동시설로서 샌드위치 패널 철골조 구조의 시설이었다. 사고원인으
로는 유례없는 폭설과 습설 발생, P.E.B. 공법의 설계 및 시공불량 등 자연
적･인위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발생 당일 초기 대응단계로 관할 경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
되었고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다.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으로 현장응급의료소가 가동되고, 현장에 대한 전기안전조치가 있었다.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고 긴급구조 및 현장수색작업이 종료되었
다. 사고수습단계로 중앙대책본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이 있었고,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 및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2) 사고관련 문제점
사고 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이 각 부처별로 수립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를 보면 당시 사고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54) 교육부의
경우 교외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집단연수 시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사관
련 보험가입 또는 시설점검 등 안전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국토부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해우려가 크지만 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4) 이하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은 행정안전부, 2014년 재난연감, pp.106~107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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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시특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종 시설물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특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주기를 강화했고, 건축구조기준 개정을 통
해 적설하중을 강화하였다. 사고당시 PEB공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를 반영하여 PEB 건축물 건축심의 의무화 및 감리를 강화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이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체육관 등 운동시설이 시특법 및 재난
안전법에 누락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을 확대하였고, 특정물관리대상 시설물의 민간 관리주체의 정기적인 안전점
검을 의무화 했다. 또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국
토부소관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표준매뉴얼을 제정하였다.

7) 산후조리원 신생아 폐결핵 집단 감염사건
(1) 사건 개요55)
서울 은평구 소재 00산후조리원 녹번점에서 2015년 5월 21일경부터 2015년
8월 18일경까지 머문 신생아 및 산모들이 폐결핵에 집단 감염된 사건이다.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신생아들의 급식과 요양
등 업무를 하면서 신생아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신체접촉도 있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A씨가 같은 해 6월 29일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
고 7월2일 충수염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당시 A씨는 6월 23일자 CT검사 결
과에서 결핵가능성이 의심되어 이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받았었다.
7월 2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결핵검사 권고를 받았지만, 7월 14일부터 8월9
일까지 근무했다. 당시 A씨는 7월 23일 결핵 여부에 관한 가래검사를 받았
55) 이 사건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하 사건개요에 관한 사항은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과 뉴시스(2015.12.21.),
“유명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결핵...피해부모 230명 집단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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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56)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8월19일 배양검사 결
과는 양성으로 나왔으며, 2015년 8월 24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
씨는 8월10일부터 13일까지는 휴가를 냈지만 8월 14일부터 근무를 다시 시
작했다가 8월 19일 배양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이 사건 산후
조리원 근무를 중단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결핵확진 판정이 나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물
렀던 신생아 12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생아 30명이 잠복
결핵 감염으로 판정되었다. 이 후 감염된 신생아들은 2개월 이상 항생제(항
결핵제)를 복용하였다. 신생아들과 부모들은 산후조리원 운영법인,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2016년 12월 모두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처
분을 받았고, 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
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57)

(2) 사건관련 문제점
이 사건은 감염사고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승소 판결까지 받
아내어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건전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핵심문제는 감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였다. 감염
에 취약한 신생아들을 돌보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58)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경우는 간
호조무사 스스로가 결핵감염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경우로서 이러한 주의의
56) 가래를 슬라이드에 얇게 발라 결핵균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할하는 방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58)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
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
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
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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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 운영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59) 이
는 산후조리원이 관련 법상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
생아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사고방지의 필
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인 2018년 3월 26일 경상북도 포항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신생아 13명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60) 포항 산후
조리원 사건의 경우 감염원인은 외부 면회객의 바이러스 전파로 추정되었지
만, 관할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정밀역학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산후조리
원에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170만원의 행정처분을 했다.61) 이처럼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산모
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
은 일정기간 일반에 공개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6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감염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
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은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사고사례를 보면 몇 가지 문제를 도출할 수
59)
60)
61)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노컷뉴스(2018.4.2.), “포항 산후조리원 ‘신생아 폐렴감염’ 13명으로 늘어”
노컷뉴스(2018.4.2.), “포항 산후조리원 ‘신생아 폐렴감염’ 13명으로 늘어”
연합뉴스(2018.4.26.), “감염사고 끊이지 않는 산후조리원...9월부터 명칭･주소공개”

제2장 다중이용시설과 소비자안전 문제 ❚ 47

있다. 우선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 화재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되지 않아 사고가 확대되었다. 이런 이유로 사고
발생 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이 있
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유독가
스가 다량 배출되어 사고피해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화재사고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
고 여기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숫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별다
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별도의 법제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붕괴사고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건축
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사고 후 대책마련을 통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PEB 공법의 위험성 문제가 지적되어 PEB 건축물
건축심의 의무화 등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사례는 종사자의 부주의가 사고원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소송으로 까지 이어진 특징이 있다.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의 경우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신생아란 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감염사고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염사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다중이용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경우에
도 별도의 법제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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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제
1.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 개관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전반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다. 개별 법률
조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는 법률은 다수가 있지만, 법률 전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은 이들 법률이 전부이다.63) 다
중이용시설의 개념정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법」의 경우 법률에서는
한 개 조항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의
경우 다수 조항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래적 의미
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다수의 시설물이 포함되는데, 개별 시설물에는 해당 시
설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모자보건법 등에서 해당 시설의 인허가요건,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이처럼 개별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는 것을 다중이용시설의 종적규
제라고 본다면, 이와는 반대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을 규율하는 횡적규제가 있
다. 횡적규제에 해당되는 법률이 바로 다중이용업소법과 실내공기질법이다.
이들 법률은 개별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발생시 대량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종적규제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횡적규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6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다중이용’을 검색어로 하여 법령을 검색할 때,
이들 법률이 검색결과로 표시된다. 법령의 본문내용에 ‘다중이용’이 포함되도록 검색하면
93건의 법령이 검색결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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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로 법령을 검색하면 “실내공기
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만이 결과로 등장하며, 다중이용으로 검
색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함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결과로 등장한다.64) 검색조건을 조문제목으로 하여 다중이용을 검
색하면 25건의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해당 조문이다. 이 두 법률에 해당하지
않은 조문이 포함된 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다.65) 이런 검
색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횡적규제에 해당되
는 법률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다. 그 외의 법령은 개별 조항에서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
을 뿐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횡적규제법제의 분석은 이들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횡적규제에 해당하는 법률인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에 대한 법제분석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64)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EB%8B%A4%EC%A
4%91%EC%9D%B4%EC%9A%A9 (최종방문, 2018.10.27.)
65)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규율과는 관련
이 없는 사항이다.
http://www.law.go.kr/lsOrdinJoTtlAstSc.do?tabMenuId=tab4&query=%EB%8B%A4%E
C%A4%91%EC%9D%B4%EC%9A%A9# (최종방문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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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은 목적조
항에서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6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및 화재발생시 배상책임의 확보를 위한 법률이
다. 다중이용업소법은 2006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07년 3월 25일부터 시
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의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
는 것임”67)라고 한다. 찜질방, 노래방, 전화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의 등장과
대형화･밀집화에 따라 정부가 취해온 화재안전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
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개별 법
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66) 다중이용업소법 제1조.
67) 당시 다중이용업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이유를 이와 같
이 밝히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보고서」(2006.2), p.2.

54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 다중이용시설 -

구축 등 다중이용업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68)

2) 주요 규율사항
(1) 적용범위
다중이용업소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율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다
중이용업을 정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업이 공물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외되어 있고,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위치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주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는 식품접객업을 제외
한 것은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 고층에 위치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9)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하도록 하여,70)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횡적규제로서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안전관리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과 하부계획으로서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6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앞의 보고서, p.6.
69) 김원중･양철호, 앞의 논문, pp.185-186.
70) 다중이용업소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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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본계획은 5년, 집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집행계획은 소방본부장이 수립･
시행권자이다.71)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9> 안전관리기본계획 포함사항
포함사항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방향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6조

(3) 안전관리 기준, 교육 및 안전시설
개별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이 14일 이내에 해당 다중
이용업소의 소재지 관할 소방관서에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사항(상호 및 주
소, 업종 및 영업장 면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관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2)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에는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 영상음향
차단장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벽이 있는데,73) 각 시설의 설치･유
71)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 및 제6조.
72)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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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74)
특이한 점은 안전시설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
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다.75) 실내장식물의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며 단
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천장까지 구획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76) 이외에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소방안전교육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4)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이행강제수단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을 규정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
다.77)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할 때 이
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이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8)

7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7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 예를 들어,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는데,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75)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
76)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77) 제3장의2는 2012년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제･개정 이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78)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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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이용업소법의 개별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행강제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
를 대행한 경우와 소방안전교육 업무, 책임보험전산망 구축･운영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으
며,79) 그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
다. 또한, 행정상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볼 수 있는 법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0> 다중이용업소법의 행정상 이행강제수단80)
제재 대상

수단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이를 받지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자
영업장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과태료

피난안내도 미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미상영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7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
80) 다중이용업소법 제2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필자가 정리한 것임.

58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 다중이용시설 -

안전시설의 보완 등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자
실내장식물의 교체, 제거 등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이행
강제금

영업장 내부구획의 보완 등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안전시설의 보완 등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위험평가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 소방청장 등이 명한 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공개

3. 실내공기질 관리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다중이용시
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
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
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실
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원
래 실내공기질법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24호로 제정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법률 제6911호로 2003년 5월 29일 전부개정 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명 및 내용을 담게 되었다. 전면개정 당시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
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
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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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81)
이처럼 실내공기질법은 도입 당시 지하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국한되어 적
용되던 것이 다중이용시설로 까지 확대되면서 명칭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2) 주요 규제사항
(1) 적용대상, 행정계획 및 실태조사
실내공기질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을 본래적 의미로 정의하
고 있으며, 정의와는 별개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고정적인 시설만이 아닌 대중교통차량, 철도차량도 포함하여 규
정하고 있다.82)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과 이를 바탕으로 1년 마다 수립되는 시행계획이 있다.83) 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권자이며,84)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이다. 특이한 점은 시행계획의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시행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85) 따라
81)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법령연혁 부분에서 해당 개정 당시의 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9624&ancYd=20030529&ancNo=06911&efY
d=200405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 2018.10.26.)
82) 실내공기질법 제2조, 제3조.
83)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3,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84)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1
2
3
4

포함사항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85)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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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것과 이를 바
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실내공기질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86)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하
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87)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실내공기질 측정 등
실내공기질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88) 실내공기질법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면서, 시･도의 조례로 환경부령에서 정한 공기질 보다 엄격한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9) 이에 따라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
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기준과
별도로 실내공기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90)
유지기준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다중이용시설이 관리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91) 하지만, 권고기준은
86)
87)
88)
89)
90)

실내공기질법
실내공기질법
실내공기질법
실내공기질법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5
제4조의6
제12조.
제5조제3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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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 그래도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위반시 법적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및 라돈 규제
실내공기질법에서 특이한 사항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
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내공기질법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
티, 벽지, 바닥재’와 같은 건축자재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관의 준수
사항, 결격사유 및 지정 취소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가 방출기
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93) 그리고 실내공기질법에서는 실내라돈에 대
한 관리를 위하여 조사, 라돈지도의 작성,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라돈저
감공법의 사용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94) 라돈관리계획은 실내라돈조사실시
및 라돈지도 작성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관하여만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5년 마다 이를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95)

(4) 이행강제수단

91)
92)
93)
94)
95)

실내공기질법 제10조 및 제16조.
실내공기질법 제11조.
실내공기질법 제16조.
실내공기질법 제11조의7 내지 제11조의10.
환경부장관은 라돈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뿐 이를 직접 수립하는 것이 아니며,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따라서 라돈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수립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수립요청권은 환경부장관이 수립권은 시･도지사가 가지는 이원적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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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내공기질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서 과
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은 처벌수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의 경우 각 위반
행위의 양태별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부과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실내공기질법의 행정상 이행강제수단96)
제재 대상

수단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확인의 취소 및 회수97)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98)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건축자재임을 확인받은 사
실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시한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시험기관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확인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6) 실내공기질법 제14조, 제16조를 필자가 정리한 것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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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
존한 경우
실내공기질의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중이용시
설의 소유자 등에게 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중이용시
설의 소유자 등에게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실내공기질법에서는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와 오염물질 방출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
련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99) 실내공기질법 시행령에서는‘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건축자재
명 및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오염
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
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
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
하는 방식의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0)
97)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건축자재의 표지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9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99) 실내공기질법 제11조제4항.
100)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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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법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목적 및 법체계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1) 또
한, 기본이념으로“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
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
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
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등 공
공단체의 재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102)
재난안전법은 총 10장 8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
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
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7장 재난의 복구,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9
101) 재난안전법 제1조.
102) 재난안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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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관한 규정
재난안전법 제34조의6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대통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
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
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3조의8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으로 “1.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
용 건축물”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 제82조는 ‘1.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
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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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작성, 매뉴얼에 따른 훈련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
과되며, 개선명령 자체의 위반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구성,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
전처고시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서 규
정하고 있다.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1) 목적 및 법체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03) 안전교육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굥끼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의 4개 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법에서는 안전교육을 “국민이 아전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로 안전교육의 대상, 프로그램의개발 등을 규율하고 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련 규정
안전교육법 제12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가 해당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다중이
용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103) 안전교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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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
른 여객선’,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
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가 있다.104) 안전교육법 시
행령에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한 것에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
후조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105) 또한, 시행령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106)

3)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에서
허가권자가 건축관계자등(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
자를 말함)이 법 위반에 따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업
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이처럼 건축법에서 한 개 조항으로 다
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건축법 시행령에
서는 여러 조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규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4) 안전교육법 제12조 각 호.
105) 안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06) 안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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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규정
조항

주요 사항

제5조의5제1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18조의2제1항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제19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수행, 감리원의
배치기중 등

제19조의3

법 제21조의2에 따라 업무제한 되는 대상

제23조의2제1항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후 매 2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제41조제2항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제61조제1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제61조의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및 구조로 실내건축을 해야 하는 대상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해야 하는 대상

제119조

면적 등의 산출에 관한 특칙 적용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규정은 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이한 점은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구조로 규율하고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107)
한편,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
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08)고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다.
107) 김성배,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입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49호, 한국법제연구원(2015), p.81.
1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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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다중이용시설 법제
1. 노인요양시설 관련 법제
1) 노인요양시설의 개념 및 현황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
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
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
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하고 있다.109) 각 복지시설은
다시 하위 시설로 구분되고 있는데,110)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제
1항은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
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
고 있다.

109)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
110)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한 종류별 하위시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분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임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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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
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인 시설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설
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시
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
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163개소로, 이 중 노인요양시설
3,136개소로 60.7%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2,027개소로 39.3%를 차지하
고 있다.11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은 총 167,899명으로, 노인요양시설
150,025명(89.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874명(10.6%)이고,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현원은 총 142,079명으로, 노인요양시설 126,277명(88.9%),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15,802명(11.1%)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수는 총
94,406명으로, 노인요양시설 82,546명(87.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860
명(12.6%)이다.112)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시설규
모는 노인요양시설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입소자가 노인요
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111)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실태조사」(2017.12.), p.5.
112)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실태조사」(2017.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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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
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
는 65세 이상의 자’와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
다.113)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
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입소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에는 이상의 제한이 없이 60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다.114)
노인요양시설과 자주 혼동되는 것으로 노인요양병원이 있는데, 두 시설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적용법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
인복지법이 적용되며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이 적용된다. 두
시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비교115)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통점

차이점

설치근거
시설 종류
행정적 요건
의료진 요건
규모

요양병원

노인 심신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시설
노인복지법
의료법
복지시설
의료시설
신고
허가
의사 불요
의사 필수
다양
대형

1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1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115)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실태조사」(2017.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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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시설 시설･운영기준 및 안전관련 기준
(1) 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요양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
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116)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117)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 정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
업계획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
기안전점검확인서’를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첨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8) 신고를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시설규모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2 이상 공간
확보)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노인요양시설 안
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하고,
정원 1명당 연면적 1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치매전담실을 포함
하여 입소정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채광･환기･
일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장실･침실･
116)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117)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
1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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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하고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이 활동하기에
편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입소자
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레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
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
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침실, 사무
실, 요양보호사실 등 설치해야 하는 세부시설은 입소자 수에 따라 다르게 규
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시설기준119)
구분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

의료 및 간호사실

○

○

프로그램실

○

○

식당 및 조리실

○

○

비상재해대비 시설

○

○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11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3.시설기준 표 중 노인요양시설 부분을 옮겨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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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등 개별설비에 대한 기준도 세부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침실의 경우 독신용･동거용･합숙용을 둘
수 있고,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침실 정원(치매용은
별도), 바깥 공기와 접하고 개폐 가능한 침실 바닥면적의 1/7 이상 면적의 창
설치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이어야 한다. 배치기
준은 다음과 같다.

<표 15>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120)
구분

시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1명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이상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사무원

1명(입소자

영양사

1명(1회

조리원

입소자 25명당 1명

위생원

1명(입소자100명초과할

관리인

1명(입소자

2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50명이상인 경우에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때마다 1명 추가)

50명이상인 경우에만)

1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3.시설기준 표 중 노인요양시설 부분을 옮겨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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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기준을 정
하고 있다.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 포함)･간호
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전담의사(한의사 포함)를 두
지 아니한 시설은 노인질환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
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21) 촉탁의사 또는
협약체결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
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22)
노인요양시설은 이러한 촉탁의사제도를 두고 있어 비상시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
품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123) 이외에도 회계, 장부 등의 비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표5에서 정하고 있다.

(2)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련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건축물의 피난층124)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
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
12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1. 건강관리 가~나.
1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1. 건강관리 다.
12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3. 가~다.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관할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별표5에 나열되어 있다.
124)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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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해당하는 용도 중에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
복지시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
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
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125)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
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5층 이상
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하도록 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특
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세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
법’)제2조제1항제3호는 “특정보상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
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
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2는 특정소방대상물 30개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노
12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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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시설을 ‘노인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등으로 정의하고 있다.126)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규정
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이 규모와 수용인원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
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된다.127)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 옥
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있고, 경보설비에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
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가 포함되며, 피
난구조설비에는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28)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설
비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견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만,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인
정된다.129)

126) 노유자시설에는 노인관련 시설 외에도 아동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
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사회복지사업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
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있다.
127)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
128)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129)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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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규제
1) 법적 규제의 연혁
초기의 산후조리원은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세
무서에 가사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 자유업이었다고 한
다.130)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에 따른 감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131),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규제를 신설하게 되
었다.132) 당시 산후조리원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것은 ‘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시정명령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이었다. 당시
개정의 주요사항은 산후조리업을 신고사항으로 하여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여 기존의 자유업이었
던 산후조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에
게 임산부･영유아의 감염 등의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젹사유
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
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
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133) 2005년 모자보건법
130) 정우석･조흥윤･유심근,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향 및 관리지침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6권, 대한의료기공학회(2002), p.182.
131) 조결자･정연･백승남, “산후조리원의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교육 요구도와 교육 만족도”,
아동간호학회지 제6권 제3호, 아동간호학회(2000), p.344.
132) 이는 당시 법개정 이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33) 2005. 12.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개정이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2058&ancYd=20051207&ancNo=07703&ef
Yd=200606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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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산후조리업을 신고대상 영업으로 규정함으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몇 차례 모자보건법 개정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개
정은 2015년도에 있었다. 당시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
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항134)이 신설되었다. 이는 신생아와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엄격한 건강ㆍ위생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모자
보건법」에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
원 내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신설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5) 이
는 2015년 개정할 때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
방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2015년 개정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
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이용과정에서 비용에 관한 다툼이 빈
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기준을 설정하
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었다. 이후 7차례의 개정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산후조리원 관련 규제
① 산후조리업의 개념 및 신고 등
현재 산후조리원에 관한 규율을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36) 모자보
134)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제1항.
135) 2015. 1. 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개정이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737&ancYd=20150128&ancNo=13104&ef
Yd=201507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 2018.11.24.)
136) 모자보건법 제15조와 동 조항의 가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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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을 정의하고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산후조리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는 산후조리업을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
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7) 따라서 산후조리업은 영업으로서 산후
조리원은 시설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여
하고,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138)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산
후조리업을 신고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15조의17은 기초지
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을 정하
고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영산후조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영산후조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신고영업인 것은 민영산후조리원에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37) 모자보건법 제15조의14.
138) 여기에는 “산후조리원의 명칭,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增感)”이 해당된다. 모자보
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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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및 운영기준
산후조리원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 기준과 신고방법 및 절차는 시행규칙에
서 정하고 있는데 공영산후조리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영산후조리
원만 해당된다.139) 시설 및 인력기준을 상세히 보도록 하자.140) 우선 산후조
리원에는 건강관리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서 건강관리인력은 ‘건강관리
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
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
다. 간호사에 대하여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
를 7로 나눈 수를 두어야 하고,141)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해당 산
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
를 두어야 하고,142)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원규정 외에도 근무관련 규정도 있는데, 근무번 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
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시설기준은 ‘일반기준, 임산부실, 영유아실, 급식실,
세탁실’로 구분하여 각 시설별로 기준을 두고 있다.143) 주목할 점은 임산부실
과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건축법시행령상 피난층 등의 경우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139) 인력 및 시설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신고 및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
15조 내지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140) 인력 및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별
표3에서 규정하고 있다.
141) 소수점은 올림으로 계산한다.
142) 여기서도 소수점은 올림으로 계산한다.
14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2.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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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산후조리원 시설은 산후조리업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
과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외부 방문객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
용 손 씻기 시설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임산부실의 경우 1인실은 6.3제곱미
터로 2인실 이상은 임산부 1인당 4.3제곱미터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실은
영유아 1명 당 1.3제곱미터144)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여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145)’,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임
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
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이 있다.146) 산후
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하
고,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147) 또한, 산후조리업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148),
144) 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공간이 아닌 공용면적은
제외됨.
145)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
록하여야 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을 폐업하는 경우 건강기록부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146)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147)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148) 1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산후조리교육의 실시
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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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149)

③ 손해배상책임, 평가 및 실태조사
이러한 산후조리업자의 위해방지를 위한 의무에 더하여 모자보건법은 산
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의15 제
1항은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산
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책
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산후조리
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에서 손해배상책임규정을 두는 것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대한 특
칙이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150)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공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원칙적
으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
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과실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149)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15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8｣, p.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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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평가 결과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151) 산후
조리원 평가는 3년마다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업무를 인구보건복지협
회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평가결과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
모 등 일반현황’,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152)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
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53) 실태조사에는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
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업에 대한 공적인 조사 및 평가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업의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④ 이행강제수단
한편, 모자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형벌, 과태료와 함께 위법사실
에 대한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각 위반행위별 이행강제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15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8,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4.
153)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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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모자보건법의 산후조리원 관련 행정상 이행강제수단
제재 대상

수단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1년이하의 징역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후조리업을 한자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 벌금

건강기록부를 갖추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200만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하의 과태료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100만원
산후조리원 명칭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이하의 과태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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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자 사이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다.154) 전체 17개 조문으로 계약금 및 이용금액의 지급,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입실 전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업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도
규정하고 있다.155)

154) 표준약관 제10070호(2018.3.21. 개정)
155)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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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
제1절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이용업소의 개념 및 법 적용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절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업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
이용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이란 사실적 요소
와 재난 발생시 피해발생우려라는 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이질적인 요소를
개념정의에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개념정의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을 정의함으로써, 다중이용업이란 개념정의에
적용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수
범자나 법집행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에서 규정한 명령을 따를 수 있을 것
이다. 다중이용업소법의 다중이용업 정의방식과 같은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
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있다고 생각된다.
다중이용업을 최대한 간략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정의하
고, 그 이외의 평가적 요소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시 피해발생의
우려는 다중이용업소법이 화재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규율한다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내용이다. 다만, 이를 다중이용업
을 정의하는 부분에 명시하는 것이 개념정의가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특성
및 명료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적 요소는 개념정의와는 분리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조항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즉, 다중이용업의 정의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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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적 요소를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한정하
는 부분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법사례로서 프랑스
건축법상의 다중이용시설 개념정의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56)

한편,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이란 표현도 다소간
문제가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전체의 규율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을 영
위하고 있는 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통상 ‘~~
업’이란 표현은 시설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농업 등 특
정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이란 용어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을 가리키는데,
법의 실제 규율사항은 다중이용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소의 안전
에 관한 사항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률의 제목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이다. 문언상의 일반적인 의미와 법 제목에 비추어 볼 때, 다
중이용업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나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법의 규율사항과도 일치한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흥미로운 부
분이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을 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런
데 제7의3호에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제7의5에서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
른 안마시술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의 같은 조항에서는 권총사격장
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는 특정영업을 나열하고 있다.157) 권총사격장과 안
156) 제2장의 다중이용시설 개념부분 참고.
157) 식품접객업,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솎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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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술소는 시설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영업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권총사격장과 안마시술소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
이란 용어가 아닌 시설이나 장소를 포괄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나 ‘다중이
용시설’을 사용해야 한다.158) 결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자체가 내적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
용업이란 용어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
지만, 그 적용범위를 보면 사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다중이용업으로 한
정하여 공물로서의 공공시설이 제외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불특정 다수
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한다면, 다중이용시설에는 공적 시설물과 사적 시
설물이 모두 포함된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사적 시설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159)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사고가
사적소유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사고위
험은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란 이유로 다중이용업소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인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과는 다르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 도
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다수를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법의 정책적 규율목표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다중
이용시설을 한정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을 배제하여 적용범위를 정하지는 않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것에는 공공시설은 배제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노래연습장업, 고시원업.
158) 아니면 반대로 권총사격장이나 안마시술소를 권총사격업, 안마시술업 등 특정한 영업으
로 명칭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159) 김원중･양철호, 앞의 논문,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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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사적시설만이 해당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의 이러한 비교측면에서
본다면, 다중이용업소법에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160)

2) 이행강제수단의 집행력 문제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를 보면,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
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와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법 제16조제1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를 대행하려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
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도
록 한 규정이다. 제22조 제5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무등록 평가대행자의 경우와 업무
수탁자가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제재하는 것이다.
통상 행정질서벌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가 되는 정도의 위반행위,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의무
를 태만히 한 경우에 과하는 벌을 의미한다.161)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에서
는 위반행위 양태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160) 같은 견해로 김원중･양철호, 앞의 논문, p.185.
161)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2012),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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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3조의 별표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별표6에서는 각 행위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
고 있으며,162)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163)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시행령 별표
6에서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과태료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이
용업소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보면, 대략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률에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업소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보면, ‘소방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다중이용업소에
서 발생하는 화재가 가지는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
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가입하지 아니한 행
위의 위법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이며, 소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위법
성이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 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과
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벌칙부과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
16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중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50
만원,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
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등은 10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63) 별표6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1. 일반기준의 가.

94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 다중이용시설 -

다. 참고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법행위의 종
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위법행위
의 양태별로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는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적어서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으로 기능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반횟수에 따라 50, 100,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 한도인 3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위반행
위에 대한 억제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164)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
니한 자’,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되
는데, 화재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다
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할 때 액수가 상당히 낮아 과태료 부과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경우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정하면서,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를 그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165) 다중이용업소법의 과태료 관련 조항
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업소법은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
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금전급부를 부과한
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이다.166)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벌칙이 아니라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확보하

164) 같은 견해로 김원중･양철호, p.186.
16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166) 이광윤, 앞의 책,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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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행정상 강제에 해당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위
반행위는 ‘안전시설등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데 이를 정해진 기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9조제
2항)’, ‘실내작식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실내작식물의 교체 또는 제거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데 이를 정해진 기간에 따르지 아니한 경
우(제10조제3항)’,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다중이용업주
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제10조의2)’,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
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소방
시설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제15조제2항)’이다. 이행강제금이 행정상 강
제로서 조치명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1천
만원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매년 2회를 한도로 반복부과가 가능하도
록 하고 있어,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대
상인 조치명령이 안전기준 유지, 위험유발지수가 높은 경우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그 부과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공익신
고자보호법 등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액수와 비교하더라도
액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1) 법체계 및 실태조사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 ‘실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을 사전
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정의조항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고정시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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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도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조항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비하여 논리적 체계를 갖춘 입법방식으로 보
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장편제 없이 다수의 가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
내공기질법 제4조는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2는 다른 법
률과의 관계를, 제4조의3은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4조의5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5는 실내공기질 실태조
사, 제4조의6은 측정망 설치, 제4조의7은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제4
조의8은 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조의9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율하고 있다. 본래 가지조항은 규율하는 대상이나 조문의 내용
이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지번호를 붙
여서 법제화하는 입법방식이다. 그런데 실내공기질법 제4조 이하의 가지조항
들 사이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4조의2와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한 제4조는 통상 다른 법률의 경우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호관련성이 적다. 다만,
이들 가지조항이 모두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4조의3과 4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율하고 있어 상호관련성이 있다. 또한
제4조의5, 6, 7의 경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와 이를 위한 측정망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어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제4조와 가지조항 사
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조항들과 그렇지 않는 조항들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법개정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조항들은 가지조항으로
묶어서 편제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제4조 이외에도 제11조와 그 가지조항들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제11조부터 제11조의6까지는 오염물질건축자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
어서 조항들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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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실내라돈관리를 다루고 있어서 이들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으나,
제11조부터 제11조의6까지의 조문들과는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제11조 가
지조항들 사이에도 이처럼 2개 부류로 구분되고, 제4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실내공기질법은 환경부장관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67) 또한, 환경부장
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
고할 수 있다.168) 따라서 실태조사여부는 환경부장관 등의 재량사항이며 결과
공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실태조사의 목적이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이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실내공기질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등
장하고 있는 상황169)에 비추어 볼 때, 실태조사 결과공표를 의무적으로 하여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170) 다중이용시설
의 소유자등에 대한 권고규정에 대하여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71)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단순 권고
의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167)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5 제1항 및 제2항.
168)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7.
169) 공기청정기 판매의 급증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경제(2018.11.27.), “추위보다 미세
먼지가 골치...가전업계 ‘공기청정기’ 불티”.
170) 이러한 내용의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채이배
의원 등10인, 의안번호 201375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채이배의원 등10인, 의안번호 201375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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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질 기준 관련
실내공기질법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
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유지기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72) 이는 소위 초과조례로서 법령에서 특
정 사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해당 기준을 넘어
선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강화된 기
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3) 따라서 실내공기질법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
은 강화된 기준, 유지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
한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정한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
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174) 그리고 신축 공동주
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
고 있다.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범위에는 200세대 이상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데, 신축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적용되고 다
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2018년 서울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개의 공
동주택 중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175) 하지만 실내공기질법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는 다르
172) 실내공기질법 제5조제3항.
173) 실내공기질법 제5조제4항.
174) 실내공기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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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고기준이 적용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176) 이에 관하여는 현행 실내공기질법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관리체계가 갖춰진 상
태이므로, 신축공동주택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효과적인 실
내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쉽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177)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이 문제될 개연성이 높고, 최근의 조사에서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도
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법개정을 통해 신축공동주택에도 유
지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으
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등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178)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
3에서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1년에 한번,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
물, 석면, 오존은 2년에 한번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측정횟수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양호하게 나와 실내공기 오염에 대
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179) 미세먼지 농도가 중요한 날씨

175) 임종성의원 등11인 발의 의안번호 20156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76) 임종성의원 등11인 발의 의안번호 20156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
발의), p.6
178) 실내공기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179) 김도읍의원 등10인 발의 의안번호 20150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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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되는 현실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다는 측정횟수를 늘리되, 미세먼지 등 사회적
관심대상인 물질부터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실내공기질법상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180)

180) 김도읍의원 등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법률에서 측정대상물질을 열
거하고 측정횟수를 규정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관하여, 현행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의 개
정만으로도 측정횟수 등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
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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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다중이용시설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
1. 노인요양시설
1) 신고제도 등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181)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개설을 위한 신고는 신고를 받는 행정청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보장하고 수리행위라는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므로, 수
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고제도는 원래 특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중 가장 약한 것으로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고는 상대방인 행정기관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의미한다.182) 즉, 신고를 받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고제도가 변용되
어 실제 신고행위로 행위가 종결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요
구되어 실질적으로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심사권을 보유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되고 있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
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다른데, 대체로 신고가 인･허가나 등록에서의 신

181)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18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박영사(2012),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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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경우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183) 노인요양시설의 신고도 실제로는 신고를 받는 행정청의 심사권이 인정
되고 미신고시 형사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임에
도 신고제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법률에서도 이처럼
실질은 허가제임에도 신고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
지만,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노인요양시설도
허가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신고’ 관련 사항을 ‘허가’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에서 신
고로 규정한 사항이므로 이의 수정은 법률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의사를 두
거나 촉탁의사 또는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시
설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이므로 건강관리
를 위한 의료인력이 해당 시설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영기준에서 전담의사 등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를 시행
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담의사 등의 제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
항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중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으
로서 의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담의사,
촉탁의사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서는 전담의사 등을 두도록 하
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183)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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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기준 관련
(1) 설치기준
인천지역 노인요양시설 20개를 조사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
면, 고층건물 일부에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
한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184) 20개소 중 13개소가
고층건물 일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7개소만이 독자건물 전부에 설치
되어 있었으며, 구분건물 일부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는 비연속된 층에 2
개소는 한 개 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185)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고층건
물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층건물 일부에 설치된 노인요양시
설은 같은 건물에 설치된 다른 시설과 출입문･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건물 전부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시설관
리, 응급･재난상황 대처에 취약하다.186) 따라서 고층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고층건물 일부에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연속적인 복수층
에만 설치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층 일부 사용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187),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고 다중이용업소와 동일 건
축물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188)이 있다.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의
184)
185)
186)
187)
188)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
한국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안전
이원주, 앞의 논문, pp.46~47.

실태조사」(2017.12.),
실태조사」(2017.12.),
실태조사」(2017.12.),
실태조사」(2017.12.),

p.27.
pp.27~28.
p.14.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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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과 같이 노인요양시설도 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자는 입장
이다.189) 두 가지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
라 고층건물에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층수제한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를 거스르게 되어 현실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 고령에다가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고층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한 경
우 화재발생시 대피가 어렵고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190)
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층수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5층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더 강한 규제방안으로 3층 이하
의 저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층수제한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소와 동일 건축물에 입소를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보면,
이는 층수제한과 함께 하나의 건축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인
지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
도록 한다면,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고층의 복합건축물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층수제한을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건축물에 다중
이용업소가 입주할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점에서 층수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건물에 입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까지 규정할 필요는
적다고 보인다.

(2) 건축 및 소방시설 관련
노인요양시설의 시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189) 이원주, 앞의 논문, p.47.
190)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4장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105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
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외규정
이 있다.191) 그러나 화재발생시 정전 등으로 승강기에 갇힐 위험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경사로 설치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화재발생시 신
속한 피난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192) 따라서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직
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노인
요양시설이 3층 미만이고 요양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m2 미만
이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규정에서 제외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상시 직통계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한꺼번에 사람
이 몰리게 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193) 따라서 노인요양시
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소자들
의 신속한 대피와 함께 비상시 머무를 수 있는 안전공간이 필요하다. 비상계
단이나 피난계단, 직통계단 또는 피난기구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시 입소자
가 대피를 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특성상 신속한 대피가 어려

19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4.설비기준 아.
192) 이원주, 앞의 논문, p.17.
193) 이원주, 앞의 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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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피난공간이 있다
면, 해당 공간에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피난공간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각 층별로 발코니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194) 발코
니는 입소자와 근무자가 화재발생시 즉각적인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염과 함
께 동반하는 열과 연기를 피해 잠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며 소방대
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195)
각 층별 발코니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안으로 피난 안전구역을 층별로
설치하는 것이다. 즉, 각 층에서 요양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중 일부를 유
사시 안전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안
전구역 요양실로 지정 된 요양실은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바닥 및
실내는 불연 재료로 마감하며 다중이용업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196)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공간 확보방안은 시설기준을 규정한 노인법시
행규칙 별표5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산후조리원
1) 모자보건법
(1) 법체계, 신고 및 집행력
현재 산후조리원에 관한 규율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후조리
업의 신고, 인력 및 시설기준, 승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산후조리업
과 산후조리원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
194) 이원주, 앞의 논문, p.48.
195) 이원주, 앞의 논문, p.48.
196) 이원주, 앞의 논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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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은 그 목적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
진에 대한 책무,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모자보건기군의 설치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다태아 임산부, 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난임극복을 위한 국가등의 지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을 규정하
고 있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의 경우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산후조리업에 관한 규제
사항을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전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20개 조문으
로 모자보건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실제 규율내용이 모자보
건법의 다른 조항들과는 다르게 산후조리업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으로 편제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제15조부터 제15조의20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
15조가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이하의 산후조리업 관
련 사항을 가지조항으로 편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장편제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다수이고, 각 조항이 동일한 사항을 다
루고 있어 법률 내에서 별도로 모아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모자보건
법의 산후조리업 관련 규정도 총 20개 조항으로 다수이며, 산후조리업이란 동
일한 대상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장편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
장으로 편제할 경우 전체 법률의 체계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도 실질적으로 가지조항 방식으로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산후조리업은 과거 자유업에서 법상 신고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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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되며, 신고를 할
때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며, 이러한 요건과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받은 행
정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후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97) 또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는 경
우 해당 사유나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대표
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휴업이나 재개하는 경우에
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후조리
업의 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신고제도의 변용이 다수 입법에서 발견되고 있어, 산후조리업의 신고가 현행
법체계상 문제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법제분석에
서도 지적했듯이 신고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하고 행정청이 심사권을 보유하
는 경우에는 그 강도에 따라 등록제나 허가제로 운용하여 규제실질과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수리를 요하는 신고
를 유형화하면 지위승계의 신고, 인･허가적 성격 또는 등록적 성격의 신고
등이 있다고 한다.198) 이런 점에서 산후조리업 신고제도도 명칭을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보인다.199)

한편,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에 관한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에 관한 규정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산후조리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9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198)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p.139
199) 미신고 영업시 부과되는 벌칙 등 산후조리업에 대한 법상의 규제를 고려할 때, 허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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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업을 승계하는 경
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다.200) 이들 규정을 보면, 산후조리업에 관한 신고는 영업개시단계에서의 신
고,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영업이 양도 등 승계된 경우 승계신
고, 폐업･휴업이나 재개하는 경우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산후조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인데, 이의 위반에 관한 벌칙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현재 규정상 보면, 미신고 영업행위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묶어
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그 다음으로 처벌하
고 있다. 그리고 폐업･휴업이나 재개의 경우 미신고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다.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신고제도의 취지상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 벌칙부과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경
신고와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하면서,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한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신고 영업행위 이외의 신고
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벌칙을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액
수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감염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산후조리원의 사례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감
염사고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200) 모자보건법 제27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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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생아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201) 이에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사고 방지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사
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도 산후조리원의 감염사
고 예방을 위해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산후조리업자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임산부나 영유
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02) 또한,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
사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예방 등
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03)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간호사를 포
함한 건강관리인력을 두도록 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간호사를 포함한 건강관리인력을 두도록 하여, 임산
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관리인력으로 의
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가 포함되어 감염사고 발생시 일정한 수준에서 대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 감염이 발
생하였을 때, 의료기관 내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약물투여나 침습조치가 불가
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다.204)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산후조
리원 내에서 신생아 감염이 감지되었을 때, 전문 의료진이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이송조치 등이 필요하고,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설사와 동반된 급격

201) 국회의원 기동민, “불안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꾸준한 증가”, 2018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018.10.17.)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203)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내지 6.
204) 백경희,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관리행위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서
울시립대 법학연구소(2018.2), 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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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중감소, 심한 대사성 산증 증세를 보여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면역력
이 약한 신생아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205) 결국 산후조리
원 내에서 신생아들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진단과 대처를 간
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의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의사 등의 투입이 필요
하다.206) 이러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현행법상 의료기관도 아니고 산후조리원
의 정착과정을 고려할 때, 소아과 전문의의 상주나 산후조리원의 의료기관화
를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조산원에서의 지도의사제도207) 내지 노인요양시설
에서의 촉탁의사 제도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208)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찬
동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사고의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의료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산후조리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의 상주 보다는 촉탁의사 제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촉탁의사를 산후조리원에 두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촉
탁의사의 숫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205) 백경희, 앞의 논문, pp.418~419.
206) 백경희, 앞의 논문, p.419.
207) 의료법 제33조제6항은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
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
다. 의료법상 조산원은 의료기관의 일종으로서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따라서 지도의사는 조산원에서 조산사를 조력하여 임부･해산부･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지도의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백경희, 앞의 논문, p.420.
208) 백경희, 앞의 논문,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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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현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209) 제12조제1항은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
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합니다.”고 규정하여, 조문의 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1항과 동일
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
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인
산후조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불성립된다는 것으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
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
실책임으로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소로서 고의･과실에 대한 입
증책임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210)
또한 제3항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고 규
정하여, 명시적으로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209) 표준약관 제10070호(2018.3.21. 개정)
210) 법제처가 발간하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입법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고 있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과 동일한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18｣,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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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원 이용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
인데, 규정형식과 내용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15조의
15제1항에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의 성
립요건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제1항의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
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칙이 없다는 점에서,211) 이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
리원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새겨
야 한다.212) 따라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을 표준약관에서 과실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래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등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
상책임은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이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이 원칙
211) 만약,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제1항에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다른 항에서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면, 이는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으므
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2) 1심 판결이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동법의 규정을 산후조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에 관하여 산후조리업자의 무과실 책
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2015.1.28. 신설되어, 2015.7.29. 시행되
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신생아들 중 2015.6.29. 전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위 원고 신생아들 및 위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
여 무과실책임이나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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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에도 모자보건법에서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과실책임
에 대한 특칙으로서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자
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만을 입증하
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의 무과실책임 규정은 계약으로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강
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
안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213) 그러므로 표준약관은 법상 강행규정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표준약
관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과 제3항은 전체를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213) 박수영, 「소비자법 해설」, 도서출판 Fides(2016),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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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
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고시원 화재사
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이 포괄하는 범위
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개별다중이용시설
중 일부와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다루는 법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다중이
용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어, 연구목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고,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을 규율하는
법제는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규제법제와 개별다중이용
시설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법제가 있다.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제하는 법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고, 각
법률상의 다중이용시설 정의 및 적용범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개념이 본래적 의미와 정책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
고, 각 법률상 정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사례분석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
생한 사고 중 대규모 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고현황과 함께 사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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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는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붕괴사고와 감염사고를 검토하였다. 각 사고
사례는 사고의 전개, 수습과정 등에 관한 사고개요와 해당 사고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고사례분석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점과 다중이용시설 중 법제분석이 필요한 대상으로
서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을 선정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법제현황을 살펴보았다. 개별다중이용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을 규
율하는 법제를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 일반을 규율하는 다중이용업소법과
실내공기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별다중이용시설 법제현황은 각 시설
의 설치, 운영 및 안전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
제현황은 각 법률의 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법제현
황을 바탕으로 개별다중이용시설 법제 및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법제분석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인요양시설 법제의 경우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
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등 제도를 시행규칙
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층수제한을 시설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었고,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기준 중 경사로 설치 예외규정 삭제,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직통계단 2개
설치의무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산후조리원 법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사고에 대한 대처를 위
하여 촉탁의사제도와 같은 방안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후조리
원 표준약관의 경우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상
의 무과실책임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신고제도의 경우 실제와 법형식을 일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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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허가제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일반 법제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과 실내공기질법을 대상으
로 법제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법의 법적용범위, 이행강제수
단의 집행력에 관한 개정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내공기질법에서는 실
태조사와 실내공기질 기준 중 권고기준의 개정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강화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
고의 방지와 최소화 통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
한 필수조건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법제개선이 필요충분요
건은 아니지만 법제개선이 없이 안전을 강화할 수도 없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법제개선 방안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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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Safety
Legislation Ⅱ
-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YEui-Kwan, Hwang / Heui-Ju, Park

Recently, safety problems caused by major accidents such as fires
and collapses in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re emerging as social
issues. In the case of accidents occurring in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it is highly possibility that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due to
the nature of the facilities usage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addition, safety accidents in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and the frequency of safety accidents is increasing in some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such as postpartum care centers.
Safety accidents in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re caused by
behavioral factor such as safety insensitivity and non-compliance with
related norms, but institutional weakness of legislation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is also another cause.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analyze the legislation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for improving.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nd draws out the related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cases study of
accidents in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Based on the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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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on that generally governs the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nd the legislation of the individual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especially elderly care facilities and postpartum care center are
reviewed and then,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egislation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For the general law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nd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were
analyzed.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has problems which are composed of systematic consistency due to the
inclusion of multi-use installation notion in definition of multi-using
business and the scope of that act due to exclusion of public facilities.
Also, the amount of fines and charge for compelling the execution is
lower than other laws and regulation, so making it difficult to guarantee
compli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s to use
the term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rather than multi-using business
for including the installation or to exclude installation in the definition
of multi-using business. Also, public facilit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ct, and this study proposed
increasing the limit of fines and charge for compelling the execution.
In case of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the result of survey on the
indoor air quality condition is committed to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and in the case of new apartment, the
recommendation standard is appli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problems which are composed of indoor air quality measure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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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 of multi-use facilities have little measuring obligations and the
legislation coherent of branch provision of article 4 and 11. In this
regard, it is mandatory to publicize the results of indoor air quality
surveys, and this study proposes that mandatory indoor air quality
standards applies to new apartments. And to revise the indoor air
quality act enforcement regulations to increase the indoor air quality
measurement frequency of owners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The elderly care facilities safety legislation system does not have the
facility standard for tall building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emergency stairs. In addition,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 notification system of elderly care facilities do not
agree with each other, and there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because the part-time doctor employment system
are provided in agency rul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allation standards for elderly care facilities installed in tall buildings
and to strengthen the provision of two or more direct stairs for
emergency situation in all elderly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notification system was provided as a licensing system,
and the outline of part-time doctor employment system is provided in
act and then details of that system is provided in agency rule.
In the case of postpartum care-related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postpartum care center which
provided business wer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using of
postpartum care center to user in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which
disagree with the district liability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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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re is a limit to let the nurse or nursing assistant to diagnose
and cope with infection accident in postpartum care center. As a
remedy,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liability clause with faulty part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postpartum care center related between
business and user or to exclude negligence due to the requirement of
liability for damage. In order to cope with and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n

postpartum

care

center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entrusted doctor system such as part-time doctor
employment system in elderly care facilities to provide medical
guidance with nurse and nursing assistants.

정책연구 18-19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 다중이용시설 인 쇄
발 행
발행인
인쇄인

/
/
/
/

2018년 12월
2018년 12월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 희 숙
전우용사촌(주) ☎ 426-4415

발 행 / 한국소비자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전 화 / 043-880-5500
등 록 / 제3-348호(1991년 5월 17일)
ISBN 979-11-5649-400-3

본 연구의 내용은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8
｜

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Safety Legislation Ⅱ
-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

Eui-Kwan, HwangㆍHeui-Ju, Park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Policy Analysis 18-19

다
- 중이용시설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Tel. 043-880-5500 www.kca.go.kr

ISBN 979-11-5649-400-3

값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