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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ment of standard manual for safety management in 

private museums. Method: For this purpose. Fifty private museums in the KOREA have been selected. 

and Interviewed experts to investigate problems in safety management work. Result: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ed: 1)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are 

derived. 2)It was survey that the staff responsible in safety managers for safety management needs 

education. Conclusion: Therefore, the standard procedure for scenario-based safety management 

using figures and chart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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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의 사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현행 사립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위해서 

국내에 위치한 50개소의 사립 박물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면담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립 박물관의 경우 비영리형태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상황 및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중소규모 사

립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림과 도표

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행동절차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행동절차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박물관은 문화, 역사, 예술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학술적 문

화적 복합 공간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 중 하나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국·공립 박

물관의 기능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자의 인생과 철학 등이 담겨있는 전시품의 독특성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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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립 박물관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2015) 그러나 2014년 속리

산 에밀레박물관 화재, 2018년 브라질 국립 박물관 화재 등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박물관은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관리

의 문제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취약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재난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박물관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자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박물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

직 및 인원을 구성할 여력이 없는 중·소 사립 박물관은 현실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에 한계점이 있다. 

사립 박물관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2016)은 사립 박물관 방재 안전점검 시행하여 문제점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Lee (2010)는 국내외 전시장 화재 사례조사 및 외국 안전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건

축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통합적 방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Han (2009)는 한국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평

가지표 개발 등 마련 제시하고, Moon (2002)은 전시실 복도 부분의 화재안전평가를 Fire Simulation을 통해 소방시설의 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박물관 평가제도 연구 및 박물관, 전시장의 방재에 한정적으로 연구가 수행됨

에 따라 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시규모 1,000㎡ 미만의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50개를 대상으로 실무자 면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립 박

물관의 특성 및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 절차에 따른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박물관 안전관리 및 매뉴얼과 관련된 정책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수립한다. 둘째, 중·소

규모 사립 박물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사립 박물관 조사대상을 50개소를 선정한 후 직

접 방문하여 실무자 면담과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셋째, 상기에서 조사된 사립 박물관의 안전관리의 특성 및 문

제점 종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사립 박물관 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순

위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및 작성원칙, 작성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론적 고찰

국내·외 박물관 안전관리 정책현황 조사 

사립 박물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매뉴얼 구성을 위해서는 박물관 안전관리에 연관된 국내·외 정책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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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Policy in Domestic Museums 

구 분 세 부 내 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박물관 등록시 시설 설치 기준 : 화재 및 도난시설, 온습도조절장치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s)

 -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기준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적용시 유도등 등 일부 기준 미적용 가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해와 재난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 증진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관련 규정 명시 

 - 한계 :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 보강 미조치 시 특별한 제약 없음

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 한계 : 양벌기준 내 정성적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시설물 책임 관리자의 책무를 엄격히 강제하지 않음

전국 등록 박물관 

대장 평가인증제도 

 - 박물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 지원 목적

 - 2014년 국·공립 박물관 대상 평가 최초 실시 및 2015년 이후 전국 사립 박물관 대상으로 확대 실시 

 - 평가항목 :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 충실성 등

Table 1과 같이 국내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박물관 설립,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검토한 결과 

재난 대비 종합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된 것이 아닌 단순히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화재‧도난 방지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박

물관 평가인증제도의 경우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자료수집 및 관리, 관람객 유치 등 시설운영관리를 대상으로만 평

가하는 한계점이 있다. 국내 박물관 안전관리 정책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안전관리 정책현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Policy in Overseas Museums 

구 분 세 부 내 용

국제 박물관 협의회의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박물관 안전위원회(ICMS) 운영 및 각국 박물관 안전관리 간접지원 (도서간행, 국제회의 

개최 등) 

 - 장기박물관위기프로그램(MEP) 실시 : 위기상황 발생시 스스로 대응 가능한 전략적 제휴 수단 제공 

미국
문화유산 위기대응 

국립 대책위원회

 - 박물관 안전관리 관련 각 기관자료 웹사이트 공개

 - 응급상황 대비 행동요령 소프트웨어 제공 

 - 온 오프라인 교육훈련 제공 

일본
고도보존법

문화 및 예술진흥법

 - 관리 주체 이양 : 중앙집중식 통합관리 →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 국제협력 부분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 안전관리 연구 및 교육 지원 

 -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한 방재 시스템 현장 적용 중 (국보, 세계문화유산 등)

영국
긴급사태 공공법

(Civil Contingencies Act)

 - 공공안전 및 비상상태시 박물관 기능 수행 가능한 사업연속계획 수립

 - 사립 박물관 보험가입 및 국공립 박물관 국고보조 정책지원

 - 전자정보시스템사용시 데이터 보호, 사이버 범죄 및 자연재해 등 보호대책 수립 

Table 2와 같이 해외 박물관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국내 박물관 관련 정책이 소장품 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 유무, 박물

관 운영 인력 및 재정상태, 관람객 유치 여부 등에 중점을 둔 평가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재난 및 재해 등 위

기상황 발생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안전관리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국고보조, 시설물 책임자 

등 관계자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합안전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범위를 포괄하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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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 조사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상황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관련 법적 근

거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2005)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중

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한 제반 업무활동을 규정

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Table 3. Types of Domestic Crisis Management Response Manuals 

구 분 세 부 내 용 매뉴얼 수량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 국가적 차원 관리가 요구되는 재난의 관리체계 

 -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규정 

 - 구성 : 작성지침, 기본원칙, 작성방향, 작성예시

39종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의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에 따른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 명시 

 - 구성 : 작성지침, 기본원칙, 작성방향, 작성예시, 세부 작성요령 
337종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절차를 명시

 - 구성 : 작성지침, 기본원칙, 작성방향, 작성예시, 세부 작성요령 
8,475종

Table 3과 같이 국내 위기관리 매뉴얼은 3종류로 분류되며, 2018년 12월 기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9종,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337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8,475종으로 방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기관리 매뉴얼은 어려운 용어와 서술

식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운영계획(Emergency Operations Plan, EOP)의 성격으로 기관별 임무와 역할 및 재난관

리 단계별 활동목록(세부 행동지침 부재)을 주로 다루고 있어 실제적인 재난발생 시 현장 적용에 대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Fig. 1과 같이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 발생 시부터 초기 대응과 수습 복구에 이르기까지 시나리오 중심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의 행동절차의 매뉴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Fig.1. Improvement Plan for Crisis Response Management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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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박물관 안전점검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우선순위 분석

사립 박물관 특성 분석 및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특성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에 등록된 336개소 

사립 박물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을 대상으로 전시실 면적 1,000㎡ 이하, 상주 인원 5인 이하, 일

평균 방문 인원 100명 이하를 사례대상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단, 전시물의 유형 및 가치는 정량적 분석의 한

계로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Case Selection of Private Museums

구  분 선정기준 사립 박물관 현황

지역분포
7개 지역

(도 단위)

서울 : 11개소 전라 :  5개소

경기 : 12개소 경상 :  3개소

강원 :  7개소 제주 :  7개소

충청 :  5개소 합계 : 50개소

전시실 면적 1,000㎡ 평균 전시실 면적 : 907㎡

상주인원 5인 이하 평균 상주인원 : 3.6명

Table 4와 같이 선정된 전국 50개소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운영주체, 형

태 및 지리위치로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실무자 면담조사의 중점 체크사항은 사립 박물관의 사고사례 및 재난대응체계, 

안전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조직구성, 매뉴얼의 활용성 및 실효성, 안전점검 체계 등이다. 면담을 통한 박물관 특성 및 안전

관리 문제점을 종합하면 취약한 재정규모, 안전전문 인력 미확보, 안전점검기준 등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50개소 사립 박물관의 68%는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며, 전시 및 체험 위주의 비영리 

운영형태가 전체 사립 박물관의 86%를 차지하고 있다(Table 5), 이 중에서 비영리 운영형태로 관리되는 박물관의 경우 공연 

및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박물관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안전관리 인원 및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사립 박물관의 평균 총수입(국고, 관람료 등)이 국립 박물관 평균 총수

입의 16%로 재정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Table 5. Analysis of Private Museum Type 

유  형 구  분 내  용 개  소 상  세 

운영 주체
개인 일반 개인 운영 34 (68%)  - 개인 운영 박물관

기업 기업 및 기관이 운영 16 (32%)  - 기업 또는 기관 부설 사립 박물관

운영 형태
비영리 전시·체험 43 (86%)  - 문화재/자연재의 수집, 전시 하는 박물관

수익형 공연 및 상품판매 수익  7 (14%)  - 소비재의 전시, 보존 및 판매

지리 위치
도심지 도시 또는 인근 지역 21 (42%)  - 기반시설 충분, 접근성 양호 

도서산간 도서산간 지역 29 (58%)  - 기반시설 부족, 접근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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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위치한 지리적 요건을 보면 국내 박물관은 도심지 및 도서 산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상

대적으로 도심지에 위치할수록 접근성이 양호하며, 소방서, 병원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 박물관 등록 시 학예직 고용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무자 면담조사 당시 평균 인원은 3.6명으로 

대부분이 학예직 혹은 일반직(사무직, 전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무자는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나 실질적인 안전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 필요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미 숙지 및 실질적인 교육 훈련 역시 미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적인 측면을 보면, 시설물 점검 당시 균열, 노후 배선 노출 등 위험인자가 다수 노출되었음에도 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확인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재정 한계로 즉각

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 설치된 소방 및 피난시설의 경우 박물관 건립 당시 법적 규준에 적합

하게 설치되었음에도 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이 불가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담당자의 안전관리 관련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이다. Table 6은 사립 박물관 안전점검의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6. Results of Private Museum Safety Inspection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 관리

 - 안전관리 전문 직원 미채용

 - 실무자 안전전문 지식 결여 (필요시 안전관리 업무 위탁 관리처리)

 -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및 방법 미숙지

시설물 점검

 - 옥상, 전시실 등 구조물 균열, 박락 등 다 수 확인

 -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등) 관리 소홀 

 - 피난 통로 내 소장품 등 물품보관으로 인한 정상적인 피난 저해 

 - 전기 배선 및 콘센트 관리 미흡 

 - 노후 배선에 의한 누전 및 합선 위험 노출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대책 우선순위 분석

실무자 면담 및 안전점검을 통해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특성 및 안전관리 문제점을 기초로 총 5가지 항목의 개선방안을 

정리한 후 사립 박물관 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대책 우선순위 

분석하였다. 

박물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5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매뉴얼 마련(24%), 보험가입 방안 마련(22%) 등의 순으로 우

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정된 재정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립 박물관의 특성상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이 현

실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무자 스스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험가입 방안 마련 경우 박물관 소장품의 천문학적 가치가 

재난 상황으로 소실되는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할 할 수 있는 재정적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자체 가입기준이 변경할 수 있는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필요시 국

고 지원 여부도 고려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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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Priority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구  분 필요도 분석결과

안전관리 매뉴얼 24%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19%

안전점검 기준 마련 18%

보험가입 방안 마련 22%

소장품 이운 보관 장소 지정 및 설치 17%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가이드라인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범위 및 작성 원칙 

사립 박물관의 안전관리는 재난·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와 박물관의 

시설물의(시설 및 설비 포함)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시설물관리’ 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16)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설물관리와 재난관리로 분류하였다. 사립 박물관 안전점검 당시 

균열, 노후 배선 노출 및 소방 설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실무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위험요

소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보수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실정을 안전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립 박물관 매뉴얼 구성범위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Scope of Private Museum Safety Management Manual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시설물 관리

-  목적 : 시설물의 위험요소 제거, 정상적인 상태 유지 및 제 기능 수행

-  구성항목 

  · 안전점검 활동 : 대상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유지관리 활동 : 보수 계획 수립 기준 및 보수 방법 

재난 관리 

-  목적 : 재난·안전사고 단계별 대응 절차 수립 

-  구성항목 

  · EOP 기반 : 인적, 물적, 외비기관 지원, 행동 기준  

  · SOP 기반 : 재난유형별 시나리오, 구체적 행동 절차 및 교육훈련

재난관리는 상기 Fig. 1에서 제시한 국내 매뉴얼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시나리오 중심의 행동절차(SOP) 방식으로 재난

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되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한정된 재원과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비전문적인 박물관 종사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서술형 설명 위주의 내용 구성보다는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매뉴얼 작성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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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inciples of Private Museum Safety Management Manual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기본 원칙

- 기관, 조직, 부서 등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보다는 대응내용에 중점

- 개인별 임무와 수행절차를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에 반영

- E.O.P의 구성요소는 사립 박물관 특성에 부합되는 핵심 부분만을 발췌하여 반영

작성 원칙

- 시설물관리에는 자체점검에 활용이 가능한 안전점검표 제공

- 박물관 관리자 및 종사자의 비전문성을 고려한 그림과 표 위주로 구성

- 박물관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관련 법적 규제사항 및 의무사항 명시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가이드라인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및 작성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Fig. 2와 같이 시설물 및 재난관리로 분류하여 작

성하였다. 이때 박물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표 및 그림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재난 상활별 표준행동절차를 제

시하여 각 박물관 종사자가 각 재난상황을 산정 스스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Guideline of Facility Management Manual 

b) Guideline of Disaster Management Manuals 

Fig. 2. Guideline of Private Museum Safety Management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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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최근 국공립 박물관의 기능을 보완하며, 국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립 박물관 등록 및 건립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박물관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의 소유자는 관련 매뉴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특성 및 안전관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을 개발·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전국 50개소의 중·소규모 박물관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실무자 면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립 박물관의 특성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설문조사

를 통해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대책의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순위 분석결과 현실적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국내 매뉴얼 등을 조

사 분석하여 사립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작성원칙을 수립하여 작성예시를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은 개인(68%) 및 비영리(86%) 형태로 도심지와 도서 산간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공립 박물관의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또한, 안전점검결과 시설물 균열, 노후배선 노출 등 다수의 

지적사항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 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을 기초로 안전관리 대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 개정 및 정부 재원 마련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다른 대책에 비교해 시간과 장소에 한계 

없이 안전관리 전문지식 습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매뉴얼 개선방안에 부합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행동절차(SOP)방식으로 매뉴얼 구성과 박물관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고려하여 그림과 템플릿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 박물관 매뉴얼 작성원칙 및 구성범위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작

성 예시를 시설물관리와 재난관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가이드라인은 사립 박물관 종사자 스

스로 시설물 점검 기준 및 보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스로 다양한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

써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매뉴얼 개발은 최소한의 안

전관리 대책이며, 안전관리 대책 우선순위 분석시 제시된 보험 가입 방안 마련,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안전관리자 의무배

치(박물관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교육 실시) 등 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 및 개선방안 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향

후 실제 매뉴얼 개발 가이드라인 실제 적용에 따른 박물관 종사자 안전관리 의식변화 및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보충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개선된 사립 박물관 매뉴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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