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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공중위생분야는「공중위생관리법」에근거하

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등우리의일상생활과밀접

하게연결되어있는업종을관리하는분야이다.

최근삶의질수준이높아지면서기존공중위

생업소의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 업소가

출현하고있어정부의안전관리가특히필요한

분야이다. 공중위생은 식품, 환경, 산업보건 등

과같이사회규제차원의관리분야로안전관리

를위해서는적정한안전규제가있어야하며규

제폐지일변도의과거정부와는다른올바른규

제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즉, 더이상공

중위생관리법이 규제법으로 폐지되어야 할 대

상법이아니라안전사회를구현하기위해서더

욱발전하여야할법령이며, 더불어공중위생분

야의건전한발전도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중위생업소의 대부분은

1~2인이 경영하는 영세업소인데 반해 서비스

시장의개방화에따라대형외국계미용업이국

내시장에진출하여시장을넓혀가고있으며이

런 추세는 향후 각 업종마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상황에대응하기위해서는각업종별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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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측면에서 과거처럼 국내 업체간의 경쟁

에서이제는외국계대형업체와경쟁에직면하

게되었으며, 관리측면에서는이·미용분야, 목

욕및세탁분야등대부분의공중위생분야가화

학약품을매개로한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

안전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어야한다. 

즉,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와 업

소의 안전 및 소비자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 공

중위생서비스평가, 자격 및 면허제도, 위생교

육 내실화 등등의 제도개선과 확대 적용이 필

요하다.

이고에서는향후공중위생분야의건전한발

전을위하여우리나라공중위생분야시장현황

과여러제도별문제점을고찰하고마지막으로

각업종별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공중위생분야시장현황

<표 1>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중위

생업종별업소현황이제시되어있다. 

숙박업과목욕장업, 이용업이감소세를보이

고있는데숙박업과목욕장업은미미한감소세

를보인반면에이용업소는매년 1천여개업소

가감소하는등큰폭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와는반대로미용업및위생관리용역업은미

미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여 공중위생업종간에

부침을보여주고있다. 

1) 기타(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

등) 분야

<표2>에는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연도별증감세를분석한결

과가제시되어있다.

표 1. 연도별공중위생업종별업소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02,409

195,088

192,685

191,294

189,944

188,199

187,538

192,994

198,164

201,180

32,680

33,270

33,642

33,031

32,658

31,913

31,563

31,130

30,867

30,651

10,087

9,997

9,845

9,502

9,315

9,146

8,852

8,627

8,446

8,252

32,180

29,845

28,196

26,904

25,566

24,308

23,189

22,334

21,739

20,835

86,878

82,896

82,207

81,663

81,585

81,781

82,551

89,017

95,194

99,136

35,360

33,998

33,311

34,279

34,139

33,650

33,233

32,900

32,262

31,683

5,224

5,082

5,484

5,915

6,681

7,401

8,150

8,986

9,656

10,623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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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변화추이를보면세척제제조업

과위생용품제조업은연도별로지속적으로증

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생처리업은

2007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이다2008년이후

다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3. 공중위생서비스분야가계소비
지출현황

<표 3>에는 공중위생업종별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현황과 1990년 대비 2011년

표 2. 연도별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875

975

1,045

1,052

1,083

1,078

1,101

1,129

1,169

1,185

403

421

446

458

450

465

459

455

455

442

154

183

203

211

218

234

248

267

287

303

318

371

396

383

415

379

394

407

427

440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표 3. 공중위생서비스분야별가계소비지출현황

구분

가계지출(천원)

소비지출(천원)

공중위생서비스소계(원)

- 숙박

- 목욕

- 이·미용

- 기타이·미용서비스

- 세탁요금등(의복관련서비스)

1990년

946.65

6,311.91

217,606.45

100,475.12

51,827.15

7,937.35

56,566.72

800.11

3,146.40

9,847.67

485,200.21

151,085.10

137,827.42

34,817.88

160,575.59

894.22

4,960.24

8,673.51

881,668.47

209,861.98

202,476.41

149,741.88

318,683.30

904.91

6,544.05

4,798.16

1,036,600.07

101,912.36

269,008.34

291,062.52

373,416.06

1,200.79

6,128.04

4,648.69

1,196,635.55

115,325.91

300,678.91

346,341.85

432,851.73

1,437.15

547.3

-26.4

449.9

14.8

480.2

4,263.4

665.2

79.6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90년대비



증감세를분석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전체 가계비가 1990년 대비 2011년에

547.3% 포인트증가하였는데공중위생분야서

비스에지출한금액의증가폭은449.9% 포인트

로 전체 가계비 증가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이·미용 요금

이4,243.4%포인트로가장증가폭이컸고, 반면

에세탁비의증가폭이79.6% 포인트로낮은수

준이었으며, 증가폭이가장낮은업종은숙박비

로14.8% 포인트로나타났다.

즉, 숙박비의 경우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사용하는추세와더불어캠핑등새로운숙박문

화가 생기면서 기존 숙박업 사용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었고, 세탁업의경

우는 신소재 섬유의 탄생, 세탁세제의 발전 등

으로 세탁업 이용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

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반면에 이·미용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세

는최근외모에대한관심증대, 고가화장품판

매급증, 그리고스파등신종서비스에대한수

요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 

4. 공중위생분야추진현황및
문제점

1) 옥외가격표시제도도입

옥외가격표시제란,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

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 외부에

가격을게시하도록하는제도이다. 

대부분업소에서가격을실내에표시하여소

비자가 업소 입장 전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합

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실

정에서 옥외 가격표시제도의 도입은 소비자들

의 합리적 업소 선택 및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유도가가능하다. 2013년 1월부터영업신

고면적이66㎡이상인이·미용업소에우선적

용한후다른소규모업소에순차적으로적용할

예정이다.

옥외 요금 게시 항목은 이용업이 3종 이상,

미용업이 5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되는데 1

차는 개선명령, 2차는 과태료 50만원에서 150

만원이상을징수케된다.

<표 4>에는 전국 이·미용업소의 면적 현황

이 제시되어있는데 전체업소중 이용업소의

5%, 미용업소의 15%가 우선 옥외가격표시제

도의대상이되고있다.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은<표5>에제시된바와같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허위가격

표시로인한민원야기, 업소간가격경쟁에의

한 서비스질 저하, 소규모 업소들의 도태 우

려, 가격 표시시 항목 선정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소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제기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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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표시방법다양성확보(지자체홈페이지에세

부가격고시등), 가격표시에관한세부지침마

련(관련 단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확

보), 행정처분완화(과태료50만원→20만원), 서

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만 적용(인센티브 부

여)한다는개선방안이검토되고있다.

이와같이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한 몇몇 문

제점이지적되고있지만대부분의소비자가찬

성하는제도로성공적인정착을위해철저한제

도의사후관리가필요하다.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제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에근거하여각공

중위생업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는제도로2007년평가항목및평가매뉴

얼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지자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16개시·도를대상으로실시하는지자체통합

평가의보건위생분야에1개평가항목으로포함

되어있다1).

애당초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

표 4. 전국 면적별이·미용업소현황

구분

합계

66㎡이상

66㎡미만

미입력

합계

118,690 (100%)

15,928 (  13%)

95,462 (  80%)

7,300 (    6%)

19,848 (100%)

1,070 (    5%)

16,594 (  84%)

2,184 (  11%)

98,842 (100%)

14,858 (  15%)

78,868 (  80%)

5,116 (    5%)

이용 미용

표 5. 옥외 가격표시제도도입의문제점및고려사항

문제점

•허위가격표시로인한민원야기

•업소간가격경쟁야기로서비스질저하

•소규모업소들의도태우려

•가격표시항목선정어려움

•과도한행정처분으로업소반발우려

고려사항

•가격표시방법다양성확보

(지자체홈페이지협의체를구성하여실효성확보)

•행정처분완화(과태료50만원→20만원)

•서비스평가결과우수업소만적용(인센티브부여)

1) 세종시 출범으로현재는 17개 시도이나아직세종시는평가를실시한적이없음.



어일정부분중앙정부의예산지원을계획하였

으나예산확보불발로지원이없다보니지자체

마다평가실시에예산상의어려움이있는것으

로파악되고있다. 

<표 6>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의 문

제점과개선을위한고려사항이제시되어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지자체별로 매년 실

시하지만 업종별로는 거의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 있는 실정으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은위생서비스평가결과활용과효과적인지원

방법및위생서비스평가결과의공표여부이다.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로 평가받

은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업소는 결과

공표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평가사업이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다보니 평가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위생서비스보다는 시설평가

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성공적인 제

도정착을위해평가지표및평가매뉴얼개선과

민원 발생업소, 행정처벌 업소 등에 대한 감점

제도등의도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3) 생활숙박업등관리

2012년1월장기투숙하는이용자편의를위

해취사시설을설치할수있는‘생활숙박업’업

종이신설되었다. 

2012년말현재전국숙박업소30,447개소중

3.9%인 1,176개소가 취사시설을 갖추어 놓은

생활숙박업소로 국민들의 다양한 숙박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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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중위생서비스평가제도의문제점및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위생서비스평가대상적정여부

- 위생관리용역업의위생서비스평가실시실효성없음

- 서비스평가보다는시설평가에치우치는경향(신규업소에유리)

•평가주기적정여부

- 보건복지부위생서비스평가시행연도불규칙

•위생서비스평가결과활용및효과적인지원방법부족

- 평가실시에따른자체예산확보애로

- 위생서비스평가배점형평성

•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

- 위생서비스평가결과를전업소를대상으로공표할경우

최우수업소를제외한업주들의반발및민원발생우려

•서비스평가항목에민원발생업소, 횟수등에대한평가감점

제도가없음

•위생관리용역업을제외한모든업종및

영업장을대상으로실시

•위생서비스평가주기를2년으로유지하되평가

요원전문성확보

•자체예산확보로최우수업소의인센티브제공

(표지판제작, 홍보물등)

•점수배점조정(시설, 서비스등) 및

위생관리용역업은평가업종에서제외

•최우수업소만공표하여업주들의자율적개선

의지유도및업주들의반발최소화

•서비스평가항목에감점제도신설및감점점수

표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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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고 있지만 생활숙박업 시행 5개월이

지난현재동업종운영에따른문제점이나타나

고이의개선이필요한실정이되었다.

<표7>에제시된바와같이생활숙박업에대

한정의, 영업범위등이좀더세부적으로규정

되어 현재 일반 숙박업, 고시원 등과 차별화를

기해야할것이다.

또한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취사를 할 수 있

어 화재 발생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

요하므로 영업 신고시 반드시‘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필증’및‘소방시설완비증명서(해당

하는경우)’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그

리고장기투숙에따른요금정산의편리성을제

고하는차원에서가격에대한사전공지가일반

숙박업과는달리첫계약시제시되어야하고반

드시지켜져야할것이다.

표 7. 생활숙박업등관리제도의문제점및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객실중일부만취사시설이있는경우

일반숙박업으로볼것인지, 생활숙박업으로

볼것인지구분모호

•생활숙박업소에서장기(1월이상)투숙하는손님의

경우자유업인원룸, 고시원등과차별성이없음

- 참고로대법원은1월미만숙박서비스를제공

하는업을숙박업의특징으로보고있으며, ‘생활

숙박’용어자체가장기투숙의가능성을내포

•현행생활숙박업위생관리기준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등관련

법령이필요할수있으나현행법에는(숙박업)영업

신고서제출서류에가스등관련설비신고서제출

규정이없음

•‘생활숙박업’은요금표게시를함에있어1일0원,

2일0원, ...30일금액등일자마다각각표시해야

하는부자연스러운현상이발생가능함.

•객실중일부만취사시설을설치한경우‘생활숙박’, ‘일반숙박’업종

구분에혼동을초래하여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혼합숙박’업종을

신설해야하는문제가발생함으로생활숙박업업종을폐지하고

숙박영업자위생관리기준[별표4]을다음과같이개정

- {라. 그밖의준수사항“영업장또는객실에취사시설을설치할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소방시설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설치

관리하여야한다(해당하는경우)”}

•‘생활숙박’업종폐지가곤란한경우업종명칭을‘취사숙박’으로변경

- ‘생활’용어자체가장기체류의미를내포하고있으므로취사가

가능함을뜻하는‘취사숙박’으로명칭변경

•숙박업포함공중위생영업과요금표게시의무강화

- 현행규정에는요금표게시의무만있고게시된요금보다더받거나

덜받았을경우처분조항이없으므로실제받는요금을게시하도록

하고이를어길경우행정처분과태료규정신설

•(생활숙박업)영업신고서

[별지1호서식] 중신고자제출서류보완

(추가)

- 취사시설이있는생활숙박은대형화재위험이있으므로음식점

신고할때와같이‘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 ‘소방시설완비

증명서(해당하는경우)’사본을제출하도록개정



4) 공중위생분야면허제도

<표8>에는이미용사자격및면허취득현황

이연도별로제시되어있다.

2008년부터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분리되면

서미용사(일반)과피부미용사로구분되어발급

되고있다.

현재미용업면허증은학교졸업장이나국가

기술자격증 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즉, 타

분야와는달리국가자격없이도면허를받아업

을개설할수있게되어있다.

<표 9>에 공중위생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

과개선방향이제시되어있다.

자격과면허의이원화로면허정지등의행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어렵고, 자

격시험없이 업소개설이 가능하여 제공되는 서

비스 수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

한자격증없이도면허자의감독이있는경우에

업에종사할수있게되어있어이분야의질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저하시키는 큰 요

인이되고있다. 향후타분야와마찬가지로자

격검증을위한소정의시험을반드시거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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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미용사자격및면허취득현황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261

803

615

653

747

699

744

2,736

527

610

205

515

508

371

27,524

14,252

13,272

-

-

-

-

38,527

7,813

10,355

6,489

5,392

5,287

3,191

51,318

-

-

11,967

12,996

13,231

13,124

14,699

-

-

2,751

3,664

4,045

4,239

100,418

-

-

23,173

32,379

24,862

20,004

18,917

-

-

93

7,456

6,473

4,895

이용사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미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표 9. 공중위생분야면허제도의문제점및고려사항

문제점

•기존제도의면허정지등의행정처분을받은자의경우

자격관리의어려움

•기존면허증발급시검토사항

(금치산자조회및건강진단서) 확인불가

고려사항

•기존면허자에대한처분을갈음하여자격소지자관련

업소에대한행정처분강화

•영업신고시금치산자조회, 건강진단서첨부등의규정을

법으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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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5) 공중위생분야위생교육

현공중위생관리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에는“매년 3시간으로위생교

육을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중위생업

영업자는매년3시간씩위생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영업자의경우영업개시전미리위생교

육을받아야하지만, 부득이한경우영업신고후

6개월이내에교육을이수할수있게되어있다.

이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사정으로 1개월 또

는2개월에1회실시하는기관이대부분이므로

사후교육이인정되고있는실정이다.

<표 10>에는 현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제시되어있다.

미용분야위생교육의경우교육내용의전문

화가미비한데특히네일분야에대한특화된교

육내용이없어해당분야피교육자의불만이높

았지만최근박근혜정부인수위원회에서네일

자격분리를결정한바있어향후개선될수있

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위생교육제도개선시마다매번지적되

지만위생교육시당초목적외의행위가이루어

지고있어피교육자의반발을불러일으키고있

다. 일례로 특정 물품의 선전과 구매을 유도하

는사례도보고되고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폐업주 동일한 업종에서 재

영업을할시현재실시되고있는위생교육을과

거 위생교육 필증을 제출하면 폐업일로부터 2

년이내의경우에신규교육을면제해주는방안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용분야에 국

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을 세분화시켜

피교육자의만족도를제고시키고, 향후미용(종

합)이라는자격을폐지하고피부와일반으로양

분시켜야할것이다.

표 10. 공중위생분야위생교육제도의문제점및고려사항

문제점

•폐업신고후동일한업종으로재신고할경우위생교육

중복이수발생

•위생교육시간내물품판매로인한교육취지저해

•신규교육대상자의경우교육일정상6개월이내이수가

어려움

•네일위주의미용업(일반)은위생교육참여시네일관련

교육내용이없음.

•미용업(종합) 영업주의경우피부와일반중어느교육을

받아야할지불명확함

고려사항

•종전영업한신고내역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할경우

신규위생교육제외(단, 폐업일로부터2년이내)

•인터넷교육활성화를통하여물품판매등

현장교육에서의문제점해결

•신규교육을폐지하고기존영업주교육으로대체

•사이버교육과목을일반/피부/네일로세분화한

교육실시로불만해소

•미용업(종합)을폐지하고일반/피부으로업종을

조정하여교육의실효성확보



그리고현재교육의한방법으로인터넷교육

이 실시중에 있다. 인터넷 교육은 이동없이 교

육을받을수있고, 현장교육시이루어지는물

품판매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

고 있지만, 인터넷 교육은 교육내용, 대상에 따

라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인터

넷교육방법에대한합리적인개선방안이마련

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5. 공중위생업종별발전방안

1) 기본방향

<표11>에는공중위생업종별발전방향을모

색하기위한기본방향이제시되어있다. 

우선 공중위생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

어야한다. 삶의질차원에서업의중요성이점

점 커지고 있고, 또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관리되어야할분야임에도불구하고아직은가

치 설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신종 업종

에대한안전관리와기존업종에대한지원강화

정책이함께필요하다. 

또한 공중위생분야는 식품, 환경 등과 함께

안전관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규제를 적정하

게강화하면절차적규제등은완화함이필요하

다. 그리고 뷰티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은자칫타공중위생업종의중요성을간과

하는모순을초래할수있으므로타업종에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겠다. 더불

어지자체의공중위생분야인프라강화는조기

에반드시이루어져야할과제이다. 

2) 각 업종별발전방안

2011년가계지출현황에서도분석되어있듯

이(표 3 참조) 지난 10년간숙박업의영업성장

세를보면공중위생업종중낮은편으로분석되

었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여러 원인중 으뜸은

숙박업서비스를대체할수있는유사숙박업의

출현이라할수있다.

우선공중위생법상타업종인목욕장업의찜

질방영업이숙박업의숙박기능을일정부분대

체하고있고, 또한펜션, 게스트하우스등의행

태로미신고유사숙박업이숙박업서비스를제

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숙박업이 신설되기

도하였는데시대적흐름을감안한숙박업활성

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즉, 유사숙박업

과 숙박업간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숙박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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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기본방향

•공중위생업에대한정책적패러다임전환

•위생및안전분야규제합리화

- 규제강화, 완화, 신설, 폐지

•공중위생분야인프라강화(조직, 예산및인력등)

•새로운영업에대한관리기준마련

- 영업범위, 시설설비기준및위생관리지침제개정

•전공중위생업종의균형적발전

- 뷰티산업에집중되어있는지원을전공중위생

업종에균형적으로확산

•공중위생서비스평가사업의내실화

•기존영업에대한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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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로소비자에게안전한숙박업서비스를제

공해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숯가마찜질방등이현재목욕장업의한형태

로관리되고, 신고의무화하고있으나아직일부

업소의미신고영업이이루어지고있어이런불

법영업소에대한제도권내관리가필요하다. 이

는해당업종의영업이익등과도직결되지만나

아가소비자에게안전한서비스를제공해야하

는해당업종의현안이기도하다. 

타업종과달리수질오염, 화재, 화상, 낙상등

의안전사고가발생될수있으므로특히소비자

안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다.

현재성장세가가장낮은업종으로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시설 개보수가

우선필요하다. 그리고소비자에게제공하는서

비스, 특히젊은층을대상으로한서비스의다

양화가 필요하다. 즉, 미용업과의 경쟁에서 기

술력의우위를점하지않으면소비자이용이줄

어향후시장세는더욱위축될것이며, 과거퇴

폐업소등의이미지를탈피하여건전한업소로

운영하여야만젊은층등의업소이용이증가하

리라사료된다.

피부미용분야가미용업에서자격분리되면서

메이크업, 네일 등 기존 미용분야의 자격분리

요구가거세지고있는가운데발관리, 두피관리

등의 자격 세분화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

근 네일분야의 자격분리가 인수위원회에서 결

정된바있다. 

최근 피부미용분야 자격이 분리되어 독립분

야로자격시험도실시되고있으므로관련규정,

면허등도분리되어미용의한분야로독립시켜

야할것이다. 그리고타분야의세분화도시장

규모, 독립여건등면밀히검토하여정부안을

갖고있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기언급되었지만미용분야는자격및면허발

급제도를개선하여일반이나피부미용모두자

격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즉, 자격시험 없는 면

허발급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헤어 분

야는 현재도 국제경쟁력이 있으므로 피부분야

등타분야와의업무영역다툼보다는분야의전

문성을발전시키는노력이더욱요구된다.

기 자격이 분리된 상태에서 면허도 분리, 신

설됨이필요하다. 

현재 피부미용분야는 의료계인 피부과와 업

무범위등으로대립관계에있는데이의개선이

필요하다. 그중하나가피부미용기기의사용이

다. 그리고 현재 피부미용업의 전체 규모에 대

한공식적인정부실태자료가없어정책수립에

어려움이있어우선피부미용업에대한정부의



실태조사가필요해보인다. 

최근 일부 업소의 타 분야 업무영역 침해가

문제되고있는데업계스스로자정노력이필요

하며, 문제되는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세탁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

토되어야할사항은배출된인력의적정활용을

위해세탁기능사자격의활용도를높이는제도

화가 필요하다. 즉,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향후에는자격증을가진사람만세탁업을운영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

다. 전문성있는 인력의 세탁소 운영으로 최근

회수건조기에 의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세탁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에게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할것이다.

그리고최근공장형대형세탁소의출현에의

한 세탁 편의점 등이 나타나 실제 업소에서 세

탁을하지않는업소와세탁을직접하는업소로

구별되고 있어 이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 세탁을 하지

않는세탁편의점도세탁에대한기본적인위생

교육은반드시필요해보인다.

6. 맺으며

여지껏 새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보건복지분

야에서 규제완화 대상은 공중위생분야이었다.

지난 MB 정부 출범 초기에는 공중위생분야의

법적 관리근거인 공중위생관리법의 폐지까지

검토된바있었다. 공중위생분야에는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피부미용업, 위생관

리용역업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서비스시장의개방에따라영세한우리

나라업체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이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정

부에서 뷰티산업이라해서 미용, 피부미용분야

에국한하여국가적지원이집중되고있는데국

제적인박람회개최및참여외에는별다른가시

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검토도필요하다.

여전히 타 분야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전문

성 미흡 및 정부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투자대

비 발전 가능성은 더 클 수 있다. 또한 새정부

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국정목표를 달성

하는데주요분야가될수있기에향후공중위

생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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