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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14.9.25.] [법률 제12524호, 2014.3.24., 일부개정]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해성 리) ① 환경부장 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하여 환경유해인자

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환경안 리기 (이

하 "환경안 리기 "이라 한다)을 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환경부장 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

자의 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

과의 의와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 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리자는 환경안 리기 을 지

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⑤ 환경부장 은 어린이활동공간의 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

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 리기 을 반한 경

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리자나 소

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 리기 을 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 으로부터 환경안

리기 에 합한지에 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리자나 소

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1. 시작하며

최근 들어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심으로 알 르기질환 등의 환경성 질환에 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량의 

증가, 미세먼지 등 기오염의 증가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의 악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여 어린이의 약 

16% 정도가 천식 등의 알 르기질환을 앓고 있다. 어린이

는 성인에 비해 신경, 호흡, 생식기 의 발달이 불안 하

여 유해물질 노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에 

환경정책의 높이를 둠으로써 어린이 건강은 물론 국민 

체의 건강보호도 달성하기 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

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 에 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9월에 개정했다. 

련법은 2009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어린이활동공간에 해

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

실, 등학교의 교실  도서 , 어린이가 사용하는 특수

학교의 교실 등의 시설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환경보건법 상의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환경안 리기

” 등에 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 다.

2. 환경보건법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해 환경보건법 제 

4장에 어린이 건강보호에 한 법률을 제정하 으며, 제23

조에는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법 조항을 명시하 다. 어

린이활동공간에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 리기 을 정해야하며, 어린이공간 소유자나 

리자는 환경안 리기 을 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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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어린이활동공간의 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 합한 어

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제목개정 2012.2.1.]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9.25.] [ 통령령 제25626호, 2014.9.24., 일부개정]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환경안 리기

(제16조제1항 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는 마감재료

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 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率)

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 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 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

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 에 

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 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 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 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는 다음 각 목의 기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mg/kg 

이하일 것

6. 삭제 <2014.9.24.>

3. 환경안  리기

환경보건법 시행령 상의 환경안 리기 법과 이를 요

약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이미 법 용을 받고 있으며, 그 

이 에 설치된 공간의 기  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단 연면  430m
2
 미만 사립 시설은 2018년 1

월 1일부터 용을 받는다.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 에 차단하기 해 새롭게 도

입 으며 검사결과 환경안 리기 에 부 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 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는 리자가 확인검사를 받

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 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

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 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

축한 경우, 연면 을 33m
2
 이상 증축한 경우, 70m

2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한 이러한 환경정책을 홍보하기 

해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 는 리자와 

설치자  시민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상자가 요구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는 방식

으로 국을 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맺음말

환경부의 환경안 리 진단사업과 교육은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보다 건강하고 환경친화 인 장소로 개

선시켜 미래의 희망이자 귀 한 자산인 어린이들의 건강

을 지키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 된다. 이에 해당 시설 담당자  소유자의 경우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건강에 

한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가지시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