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

1. 서 론

국내 산업은 한국전쟁이후 60여년 만에 세계경제 15

위권 안에 들만큼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급속

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산업화, 도시화, 집중화에 따

른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된 건축물, 산업시설물들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대

책 마련이 소홀해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1). 

정부는 시설물, 전기, 가스, 소방 등 사업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주도 하에 재난예방활

동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건축물 붕괴사고, 가

스폭발사고, 전기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유해물질 

누출사고 등의 다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으로는 전기, 가스, 

시설, 소방 등 법적으로 수행하는 개별점검과 취약시

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점

검의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점검이 중복적으로 수

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안전점검활동들의 종류 

및 시기 등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 안전검검”이라는 

지적과 함께 피점검자의 부담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기관별 중복점검, 분야별 개별점검 및 각종 점검사

항의 차별화가 미비하여 점검횟수는 과다한 반면 내성

(耐性) 및 점검피로도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

점검 기준의 개별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연계성이 취약하여 개별 부처의 행정력이 낭

비되고 있다. 이에 피점검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이 

강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점점 체계 개선 및 정부

합동점검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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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 법에 의한 개별

점검과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복 안전점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

점검 통합 방안이 마련하며, 안전관리감독 및 운영체

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조사 및 연구목표

기존에 중복된 안전점검해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시설물 안전관리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5) 사업부문별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재난분

야별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의 국내․외 사

례조사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부처별 산하 안

전관련 기관의 기능, 역할 및 안전관리 기관별 중복 사

례조사․분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규제

와 사업부문(진흥, 건설, 운영 등) 일원화관리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안전규제와 사업

부문 분리로 인한 안전규제를 강화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안전점검 기능의 분리․통합 시 장․단점 

분석 및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으나 연구의 주요 결론이 안전규제와 사업부분을 분리

하여 별도의 독립된 전문기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시행방안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해당 연구는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개별법 간에 중

복성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

구범위를 확대하고 법에 의한 개별점검, 정부에서 실

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의 중복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6). 

산업단지 중복성에 관한 연구에서는7) 중복된 점검

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구분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양한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시간적 통합 방식(13.3%)과 둘째 부

분별 유사 점검 통합하는 분야별 통합방식(53.3%) 셋

째 제출 양식, 제출처 등 행정적 통합방식(28.6%)의 수

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당연구에서는 화학물질 관

련 주요 점검의 통합과 같은 분야별 유사 점검의 통합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점

검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를 통합하여 통합안전점검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합동방

재센터가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러 점검을 일시에 수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간적 통합이 바람직하

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향후 화학물질 관련 유사 안전점검의 효율

화를 위해 각 담당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며, 

국민안전처는 이들의 협의를 지원하는 간접적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으로는 전기, 가스, 

시설, 소방 등 법적으로 수행하는 개별점검과 취약시

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의 종합점검, 국가안전대

진단 등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종류

가 다양하며,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 등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 안전검검”이

라는 지적 과 함께 피점검자에 대한 부담가중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검 실

태 조사 및 특별점검, 개별분야의 안전점검에 대한 조

사․분석을 통하여 중복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한 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국내외 안점검검 체계 및 유형

3.1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별 안전점검 체계는 시설별로 분류하면 전기, 

가스, 소방, 시설, 승강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기

분야는 ｢전기사업법｣, 가스분야는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분야는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건축법｣,시설물은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점검을 수행한다. 국내의 안전

점검 대상별의 체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8).

첫째,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그 대상으로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가 포함된다. 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1년 주

기, 2년 주기, 3년 주기로 분류되며 각 주기마다 관련

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점검대상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

용시설이 포함된다.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가 있으며 정기검사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이고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셋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

하며 점검의 대상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특정소방대

상물,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인 특

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의 주

기는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

정밀점검의 경우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초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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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은 연 2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넷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점검대상은 교량, 터널, 항만 ,

댐, 건축물 등이다. 점검의 종류로는 정기점검, 정밀점

검, 긴급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A․B․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점검을 시

행한다.

다섯째,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A등

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B와 C등급은 3년에 1회 이

상, D와 E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여섯째,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과 마찬가지로 건

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와 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와 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2 정부종합점검

정부종합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

에 따라 개별법에 제시된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점검

(긴급점검 및 수시점검)에는 해빙기 점검, 설맞이 점검, 

봄 행락철 점검,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등이 있고, 특

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점검, 국가안전

대진단이 수행되고 있어 피점검자가 중복적인 안전점

검이라고 느끼고 있다. 

정부합동안전점검은 법에 의해 정기점검과 수시점

검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괄적으

로 점검한다. 시기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점검의 경우 사회적 쟁점, 유사사고 방

지 등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중심의 부분적 안전진단에

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

용한다. 국민들은 신문고 또는 앱 등을 활용해 위험요

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

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평가한 뒤 지자체

나 관계기관이 현장조사와 보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과 

이러한 대진단을 통해 국가 안전수준을 업그레이드 하

는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써 안전산업 육성기

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중복점검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 조사

4.1 설문조사 개요

국내 시설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붕괴, 감전, 화

재․폭발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의안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의 안전점

검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안전점검은 점검자

와 피점검자의 업무 효율의 저하 및 중복 안전점검이

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법 안전점검외 종합 안전점검을 받는 횟수,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 의견,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유형 등을 조사하여 중복 

안전점검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둘째, 중복 안전점검의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렴

하여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정책 수립 시에 기초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1,2종 시설물에 대해 각각 93, 120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4개

소를 대상으로 시설물관리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

사를 수행하였다.

4.2 설문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5개 지역의 건축물 중 1종 시설물 31%, 2종 시설

물 41%, 특정관리대상시설 28% 비율로 조사를 수행하

였다(Fig. 1). 전국적으로 특정관리시설물이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

는 시설물의 중복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Fig. 1. Survey subjects of facility type by the law.

설문 조사 대상 건축물의 유형은 아파트 16층 이상 35%, 

아파트 15층 이하 29%, 공공시설 10%, 복합시설 7%, 사무/

업무시설 5%, 등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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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vey subjects by facility purpose.

4.3 설문조사 결과

개별법의 안전점검 분야에 대한 의견

전기설비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전기설비는 1

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물은 88%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안전점검 기관”이 7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8%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Fig. 3).

Fig. 3. Safety inspection frequency of electricity facilities.

가스설비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가스설비는 1

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87%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스 안전점검 기관”에서 

84%,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6%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소방시설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소방시설은 1

년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88%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시설관리 기관”에서 

Fig. 4. Safety inspection frequency of gas facilities.

73%, “소방서”에서 27%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Fig. 5).

Fig. 5. Safety inspection frequency of firefighting facilities.

시설물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물은 1년

에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89%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에

Fig. 6. Safety inspection frequency of build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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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3%,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15%, “지방자치단체”

에서 11%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6).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1년에 7∼9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6회 이상 안전점검”은 18%, 

10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13%순으로 나

타났다. 70% 이상의 건축물은 5∼6회 이상 안전점검”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안전점검의 횟수의 

차이는 법적 의무점검을 제외한 안전점검의 선정에 있

어 준공년도, 노후화정도, 안전점검등급 등 다양한 지

표를 고려한 표본 선택(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 10%)

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7. Frequency of comprehensive safety inspection.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는 안전점검의 횟수가“많음”이 51%(152명)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보통”이 21%, “매우 많음”이 17%로 나

타났다. 응답자 70%는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피점검자가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안전점검의 횟수를 조정하

여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Fig. 8). 

Fig. 8. Opinions of safety inspection frequency.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의견은 “중복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함”이 62%, “중복 안전점검이 아

니라고 생각함” 38%로 나타났다. 다수의 피 점검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행하는 분야별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중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안전점검이라고 선택한 경우에 있어 각 시설물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5회 이상의 안전점검의 경우 

중복안전점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피점검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점점을 위한 안전점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Fig. 9).

Fig. 9. Opinions about whether the safety inspection is duplicate 
or not.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

는 안전점검의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분야별 

점검일자가 다른 안전검검”에서 48%로 가장 부담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법령에 의한 중복 안전

검검”에서 28%로 “개별점검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

체의 종합점검을 받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개별 분야별 점검일자가 다른 안전 점검을 일정 주

기에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Fig. 10).

Fig. 10. The most burdened type of duplicated safety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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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중복되는 안

전점검분야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시설물”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설비”는 25%, “가스설비”

는 14%, “소방시설”은 4%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11). 

시설물 안전점검 경우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구조부재 변경사항,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등 기본 현황정보

를 포함하여 구조물의 균열, 변위, 변형, 표면열화, 부식 

등 다양한 손상 종류를 판단하고 보수보강 실태를 조사

하는 과정을 갖는다. 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에 따라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가스터

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수차ㆍ발전기 

계통 등 다양한 전기설비에 대한 많은 점검항목을 요구

하고 있어 중복안전점검에 있어서 피점검자의 부담감

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Fig. 11. The most duplicated facility type in the safety inspections. 

건축물의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으로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

닌 합동점검으로 실시”가 48%, “종합점검 및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에 개별법의 안전점검을 최근에 실시한 경

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점검, 국가안전대진

단의 점검으로 인정”이 26%, “국가안전대진단 기관과 

일치되는 시기별 종합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통합”

이 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조정하여 개별점검, 

종합점검 등을 병행”이 7.7%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

서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가장 비중 있는 중복 

안전검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안

전점검을 일정 주기로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

안 마련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수립하여 광역시․

도에서 자율적으로 개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동일

한 기간에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기타 의견은 

Table 1. Survey results of resolution method to mitigate the 
duplication of the safety inspection

Resolution method to mitigate the 
duplication of safety inspection

Responders

Comprehensive inspection instead of individual one for the 
firefightign, building, electricity, gas, etc.

142
(48%)

Recent individual inspections can be replaced with the 
comprehensive inspections or national safety overall diagnostics

76
(25%)

Integration of comprehensive inspection and the national safety 
overall diagnostics around the similar period

56
(19%)

Concurrent operation of individual and comprehensive 
inspections by adjusting inspection time

23
(8%)

다음과 같았다. 

∙개별법에 의한 점검을 일정 주기의 합동 안전점검

이 필요함

∙소규모 시설 관리는 영세한 업체에서 납부한 비용

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잦은 점검에 따른 재

정 부담이 심함

∙긴급 가스점검이 필요할 때 열흘의 대기시간으로 

인해 시간낭비가 심함

∙중복점검에 따른 업무과중 및 협업점검 시 비용문

제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점검은 동일 기

간에 실시가 필요함

∙여러 점검(개별점검 및 종합 안전검점)을 통합화

하여 실시가 필요함

4.4 중복점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서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시설물, 

전기, 가스, 소방 등 다양한 시설물에 다하여 점검기관

은 다르나 점검사항이 유사한 사항들이 많고 자주 점

검을 받는 상황으로 피점검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

는 실정이다. 합동점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타 안전

점검과 심각하게 중복되며,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으로 

점검의 효력도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한 실정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개별점검 및 종합점검

의 비율도 다른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점점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통합 방안 마련을 위

한 안전점검 체계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한다.

첫째,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결과는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바, 종합점검 시에 정

보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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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합점검 시에 각 부처의 개별 점검체계가 제

대로 작동되는 지에 대한 여부 확인 및 총괄점점 조정

의 역할로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

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처별 개별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

고 확률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기존 안전 점검체계

를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 확

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종합점검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의 

중복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개별점검의 주기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계절별, 특성별로 그룹을 지

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고찰

국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관

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하여 설문한 결

과 1년에 7∼9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물은 4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축물의 70% 이상은 “5∼6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한 응답자의 견

해는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음”이 51%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응답자의 70%는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음”으

로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횟수의 안전점검은 피

점검자의 부담 및 안전점검의 저효율이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안전점검의 횟수를 조정하여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의견은 “중복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함”이 62%, “중복 안전점검이 아

니라고 생각함” 38%로 나타나, 다수의 피점검자는 재

난예방을 위해서 수행하는 분야별의 시설물에 대한 안

전점검이 중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점검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이 강화 될 수 있

도록 효율적인 안전점점을 위한 안전점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안전점검의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분

야별 점검일자가 다른 안전점검”이 48%로 가장 부담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법령에 의한 중복 

안전검검”이 28%로 “개별점검과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종합점검을 받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개별 분야별 점검일자가 다른 안전 점검을 일정 

주기에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

안으로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가 48%, “종합점검 및 국가안

전대진단 기간에 개별법의 안전점검을 최근에 실시한 

경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점검, 국가안전대

진단의 점검으로 인정”이 26%, “국가안전대진단 기관

과 일치되는 시기별 종합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통

합”이 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조정하여 개별점

검, 종합점검 등을 병행”이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가장 비중 있는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종합안점점검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공유, 교차점검 등이 필요하고 안전점검체계

의 모니터링 실시 및 시설물, 계절, 특성별로 그룹을 

지어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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