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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ciety develops, festivals are becoming essential events. The number of festivals, which are being merged every year, has

increased again since 2014, leading to endless accidents and events such as fires and disasters. In this study, the current law and 

problems of the system a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festival related statutes to identify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t local festivals. This study also discusses domestic and overseas accident cases, and presents

a manu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plan for a safe loca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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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축제는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통폐합되고 있는 축제의 수는 2014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재난과 같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재난예방대책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축제관련법령을 분석하여 현행법과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외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매뉴얼개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지역축제, 재난예방, 재난관리

  *정회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설비소방공학과 석사과정(E-mail: yunz@korea.kr)

Member, Master Candidate, Fire &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Environment, Gachon University

 **정회원,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석사과정

Member, Master Candidate, Fire Protection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교신저자, 정회원,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교수(Tel: +82-31-750-5716, Fax: +82-31-750-8749, E-mail: fire@gachon.ac.kr)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Fire & Disater Protection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1. 서 론

1.1 연구 배경

문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먹거

리 등이 사람들에게 요구 되고 있다.

축제는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사로서 엑스포, 비엔날레, 관광특성화 축제, 각종 페스티

벌 등 다양하다. 

Table 1은 국내 지역축제 현황으로 Case 1(문화체육관광

부의 통계자료)와 Case 2(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로 구분된

다. 통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Case 1은 2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National Fire 

Agency, 2017).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축제의 규모가 다양하고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예측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발생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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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Case 1 733 693 664 555 752 758 763 823 921 926 716

Case 2 1,296 1,254 1,370 Nothing

Table 1. Current Status of Local Festival

1.2 선행연구

지역축제의 재난⋅사고예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

명환 등은 지역축제의 재난대비의 법률적, 제도적인 재난대

비대책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유관기관의 심의 및 안전관리계획에

서 3천명에서 1천명으로 인원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관리자의 책임소재 및 처벌을 명시하는 법안과 사전 

재난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인원배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컨트롤타워 및 민간의

료기관, 전문자격자 등을 활용하여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의 협조체계에 대한 제도 개발에 대해 언급하였다(Oh, 2014). 

김용대 등은 축제 시 각종사고 순위를 분석하였는데 강풍 

및 돌풍이 가장 높고, 임시 전기, 가스시설, 부실시공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천재지변에 대한 사전준비 및 세부 매뉴

얼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축제관련 시설업체의 엄격한 

설치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지자체 

중심 축제운영이 아닌 축제전문사무국을 장려하여 민간위주

의 지역축제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Kim, 2010).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지역축제를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축제에 관련된 법에 대한 정리가 세부적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실천성과 책임 등에 대한 강조만 있었을 

뿐 각종 행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법과 지자체의 

조례와 같은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시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에 

관하여 이론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실질적으

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연구하

여 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축제의 정의와 변화

축제(祝祭)는 경사를 축하하여 벌이는 커다란 규모의 행사

를 말하고 공연(公演)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의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

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다. 축제와 공연의 차이점은 무대에서 노래 등의 행위가 

있고 없음으로 구분한다. 행사(行事)란 어떤 일을 시행함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해 축제, 

공연, 행사 등을 통칭하여 축제로 명명하고자 한다(Oh, 2014). 

축제의 기원은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과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특히 종교나 문화에 있어서 

신성한 시간에 대한 기념, 일상의 변화, 출산, 성년식, 결혼, 

죽음과 같은 통과의례에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Oh, 2016). 

축제가 과거에는 사회와 공동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면, 현대에 

와서는 휴식이나 재충전, 또는 단순히 매일의 작업에서 벗어

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2.2 재난의 정의와 변화

재난은 뜻밖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재해는 재난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현 체계에서는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 조수 등과 같이 기상에 의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의미한다. 사회재난은 테

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가축전염병, 에너지(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등과 같은 사회생활에 따라 발생 된 재난을 말한

다(Oh, 2014).

과거에는 자연재난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사회의 발전으

로 인한 고층건물, 사회기반 시설의 대형화, 각종 교통 운송수

단인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의 증가 및 빠른 속도를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요인 또한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

는 주요인이며, 계속되는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사회

적 재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에 대하여 대비체계정비, 관련

법제정, 대민홍보, 사전교육 등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난의 다양성이나 대형화에 인간이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대국민 홍보로 인지능

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관련법 체계정비 등 재난을 대비한 

사전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3 재난관리조직 및 관련법 변천과정

재난에 관련된 조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Fig. 1은 재난관리조직의 변천과정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유지되었던 총독부내무국 토목과 치수계는 1948년

도에 내무부 건설국 이수과로 과 단위의 체제로 개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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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61년도에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 수자원국 

이수과에서 1963년 건설부 승격에 따라 건설부 수자원국 

방재과를 신설하였다. 1991년에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재

해대책 업무가 이관되었다.

before 

liberation
▶

Home Office Civil Engineering and 

Dimensional System

1948 ▶
Department of Interior Construction 

Department

1961 ▶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gency 

of the National Territory Construction 

Agency

1963 ▶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Defense

1991 ▶

Ministry of Construction → Directorate 

of Internal Affairs Disaster 

Management

1998 ▶

Home Office →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04 ▶
Install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4 ▶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7 ▶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ig. 1. The Transi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2004년에는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으로 소방 방재청이 설치되어 재난업무를 관장하

였으며, 2014년도 세월호사건 이후로 국민안전처로 개편되

면서 처로 승격되어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하였다. 2017

년 7월에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Fig. 2의 재난 관련법의 변천을 보면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어 그 당시 재난의 주를 이루고 있는 홍수, 장마, 

산불 등의 자연재난을 관리하였다. 이후 1967년에는 풍수해

대책법, 1995년에는 재난관리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이 제정

되었다.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에 대한 구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1961 ↔ ∙ Established the River Act

1967 ↔ ∙ Enactment of the Feng shui solution law

1995 ↔ ∙ Disaster management law enactment

1995 ↔ ∙ Enactment of the Natural Action Act

2004 ↔
∙ Enactment of the Disaster and Safety 

Control Act

Fig. 2. A Change in Disaster-Related Laws

재난의 유형의 변천과정과 법의 제정 과정이 일치 되며 

재난의 변천과정에 따라 법도 바꿔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 이외에도 지침, 조례, 매뉴얼 등 재난에 대비한 많은 

규정과 자료들이 제정되고 있다. 법제도 또한 재난을 예측하

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재난관련법의 변천 과정에서 알 수 있다.

2.4 군집의 의미 및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73조의 9항에 “축제기

간 중 순간 최대관람객이 3,000명 이상”, 공연법 시행령 

제9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 

및 경기도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도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과 같이 관람객의 숫자로 

신고 유⋅무가 갈린다. 하지만 관람객 숫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가 혼선을 겪고 있으

며, 임의로 관람객의 숫자를 정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군집밀도는 관객 수/군집의 점유면적을 나눈 값으로 단위

는 관객 수/㎡로 나타낸다. 점유면적은 gross밀도와 net밀도

로 나뉘는데 gross밀도는 공원에 사람이 모여 있다면 식재면

적이나 화단면적을 포함하여 점유면적으로 밀도를 산정한 

경우를 말한다. net밀도는 도로와 광장만을 한정시켜 그것을 

점유면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잡도의평가는 군집밀

도의 역수 일인당의 면적을 말한다.

군집의 점유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측정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Fig. 3은 의복에 의한 군집밀도인데 

측정기준은 의복을 입은 상황, 가방 등을 착용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악한다. 일상적인 성인남자의 측정기준을 측정

한 결과 하절기와 동절기에 있어 면적의 차이가 나타났다.

Summer Winter

Fig. 3. Cluster Density by Dress (Okada, 1996)

하절기는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로 약 10인/㎡ 이다. 

원래부터 의복의 두께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동절기의 경우

는 1인당의 면적은 겨울옷의 부피로 인해 40% 증가하였다.

여름의 경우와 비교하면 밀도는 70%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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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통근차 혼잡도가 심한 것은 이러한 원인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외부공간이나 교통기관 안에서는 가방 혹은 종이가방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유면적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인체의 측정기준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당의 인원수, 즉 수용 가능한 군집밀도는 더욱 

낮아진다.

Table 2는 정지상태의 밀도에서 나타낸 것으로 사람이 

정지 상태에서 여러 상태에 대한 밀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특이사항으로 과거의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전쟁 

시 육군병사 수송선에서는 2.1인/㎡으로, 독일군의 강제수용

소 중에서 가장 참혹한 생태와 동일하다. 2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한계이다.

지역축제와 관련된 신고기준이 관람객수로 모호하게 책

정되어 있어 관람객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고수

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산 사례로 판교 환풍구사고(Gyeonggi Province, 2016)

를 활용하고자 한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연장 내에 일부 

자리에 앉아서 관람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다. 관람객

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야외 축제 시 아이돌그룹이 공연을 

하는 경우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정도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3인/㎡으로 측정하였다. 자리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야구장 관람객수 정도로 4인/㎡으로 책정하여 

산출하였다. Fig. 4는 관람객수가 점유한 점유면적으로 550

㎡이다. 의자가 설치된 면적은 150 ㎡에 정지상태의 밀도 

3인/㎡으로 측정하면 450명으로 산출되고 입석으로 관람하

는 면적 400 ㎡에 정지상태의 밀도 4인/㎡을 측정하면 1,600

명으로 산출된다. 이를 합쳐 2,050명에서 사고시점이 10월 

16일로 의복에서 겨울철 기준밀도 0.7%를 적용하면 추정치

가 1,400여명으로 주체 측에서 발표한 700명과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4. Cluster Status (Calculating Area for Spectators) - Capture

Figure

2.5 축제 관련 법령

축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도 기초단체의 조례 등이 존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의 11에서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Steady Density

1 person / ㎡ 

An umbrella gathering on a rainy day. The diameter of the umbrella is approximately 800mm to 

1,000mm, so consider it when calculating. In case the new line is full About 1.6 people/㎡, a 

luxury car is 1 person/㎡

3 people / ㎡

A crowded theater. The width of the chair shall be 420mm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front and 

the rear shall be 800mm. This includes a 70mm gap between the front and rear sides when walking 

on a station groove

4 people / ㎡ The number of baseball spectators at the stands or trian commuter 150% of congestion

5⋅6 people / ㎡

The elevator is full. The largest garden of elevators

Status set by the Building Standards Act: small size is 5.7 people/㎡, Large with a capacity of 20 

or more is 7.5 people/㎡

7 people / ㎡

When people standing together feel pressure on their shoulders and elbows. It is possible to squeeze 

between people and people, and to raise and lower arms. It is calculated that the width of a person 

is between 40cm to 45cm and 25cm to 30cm before and after

9 people / ㎡ It's hard to get between people. At 9.6 people/㎡, it is almost natural to raise and lower your arms

10 people / ㎡ Be in the vicinity of the crowded train door. a state of feeling strong body pressure

11⋅12 people / ㎡ A state of strong body pressure and screams from around

13 people / ㎡ A state of rising groans and screams

Table 2. Number of People / ㎡ in Shutdown State in Various Cases (Okad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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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연법 제11조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하여야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

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41조7에 

의하며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밖에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결정한다.

축제관련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요청은 경비업법의 

규정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의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

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

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의 적용범위에는 도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되며,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축제관련법령은 발전방향과 재해에 대한 방지, 안전유지

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경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인

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축제에서 재난발생 시 지역소방서장이 지휘하는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조가 되지 

않으면 긴급구조 후 신속한 복구 작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인수인계시 현황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별 

복구해야 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후 인계를 해야 한다. 

긴급구조와 복구가 한 몸이 되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3. 사고사례 및 분석

지역축제사고사례 중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된 재난사고를 사례분

석 하였다.

3.1 국내

3.1.1 상주시 자전거축제 압사사고

2005년 10월 03일 17시 40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자전거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MBC가요

콘서트에 입장하려고 인원들이 출입문으로 몰리면서 넘어

져 압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로 사망 11명과 부상 

70명 등 총 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안전요원의 통제부

족과 출입구의 협소와 부족으로 인한 인원 몰림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Gyeonggi Province, 2016). 

문제점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지휘 통제가 

미흡함과 행사장의 위험성과 관람객 층을 면밀한 검토의 

부족이 나타났다. 또한 행사주최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리

한 행사추진과 적절한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되지 않았고 

유관기관의 대응도 미흡했다.

3.1.2 판교 테크노축제 추락사고

2014년 10월 17일 17시 53분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페이스몰 야외광장에서 제1회 판교테크노축제행

사 야외공연을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중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객들은 지하 4층으로 추락하였

다. 인명피해로 사망 16명, 부상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

다. 환풍구의 하중을 받치는 각관 등의 시공이 상세시공도면

과 비교해서 부실시공 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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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Province, 2016). 

문제점으로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환풍구시설의 관리가 

미흡했고, 저가행사 주최에 따른 관리인원 부족했다. 또한 

주최 측에서 관련규정의 모호함과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하

지 못하여 주최자의 책임 있는 행사진행이 불가하였다. 그리

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불감증도 나타났다.

3.1.3 화왕산 억세 태우기 축제 화재사고

2009년 02월 09일 18시 26분경 경남 창녕군 화왕산 배 

바위 부근에서 억새 태우기 축제를 위해 억새를 태우고 

있는 중 배 바위 쪽에서 갑작스런 돌풍으로 잔불이 살아나 

사망 7명, 부상 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확대원인

은 잔불정리 중 안전통제 및 대처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National Fire Agency, 2014). 

문제점으로는 통제 및 대처상의 문제로 산중행사로 질서

통제 및 대처능력이 미흡함과 돌풍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행사를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고지대고 

행사면적이 넓어 신속한 초기대응 곤란했음에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3.2 국외

3.2.1 뒤스부르크 테크노 음악축제 압사사고

2010년 07월 25일 17시경 독일 뒤스부르크 화물열차 

역내에서 세계최대의 테크노음악축제인 러브 페레이드 행

사 중 열차터널에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로 총 361명(사망 19명, 부상 3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행사장은 화물열차역을 개조하여 

만들어졌고 통행로는 외길로 되어있는 지하통행로 한곳뿐

이어서 피해인원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Yonhap News 

Agency, 2010). 

문제점으로는 행사에 참가할 관람객수를 예측이 잘못되

었고, 진 모든 출입구는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하는데 

우회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3.2.2 라스베이거스 음악축제 총기사고 

2017년 10월 02일 22시경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호텔인근에서 루트 91하베스트 페스

티벌을 개최 중 상기호텔 32층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를 한 

사례이다. 인명피해 586명(사망 59명, 부상 527명)의 사상자

가 발생한 사고이다. 범인은 만달레이베이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10개가 넘는 캐리어를 방으로 옮겼는데도 누구하나 

이 행동을 의심하거나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News Inside Agency, 

2017). 

문제점으로는 행사인접지역에 대한 사전관리 미흡하였

고 법에 허용된 총기휴대가 문제화 되었다. 또한 축제주최자

의 책임성과 인접된 건물과의 정보공유가 부족했다.

 

3.2.3 태국 송크란축제 사고

2018년 04월 11일부터 5일간 태국의 최대명절인 송크란 

기간 중 전 지역에서 송크란 물 축제 페스티벌이 개최되었

다. 이 기간에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인해 음주교통사고 

3,000여건으로 사망 323명, 부상 3,500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Yonhap News Agency, 2018).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친절하게 

교통규율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고

를 막기 위한 2천여 개의 검문소를 배치하고 6만 5천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관련법 및 현장상황

지역축제관련법에는 행사와 관련된 신고의 의무 규정에 

있다. 신고여부는 관람객수로 결정 되는데 관람객의 수 및 

신고처가 법 규정마다 달라 신고에 혼선을 가져 오고 있다. 

신고부서도 법마다 상이한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옥외행사조례는 재난관련부서에서, 공연법은 공연관련

부서에서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주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옥외행사시 현장에 시

설물을 설치할 때에 무대, 가설텐트, 가설무대, 각종시설물, 

등은 현장의 여건 및 임대시설물로 오랜 시간 임대할 수가 

없어서 주로 행사전날의 야간에 설치하게 되는데 담당자가 

현장점검 등이 어렵다. 

음식부스에 사용될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당일 날 설치하

기 때문에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신고서 자체의 

신고내용 또한 처리기간 및 일정상으로 서류상 점검밖에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법규의 규정과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진행에 필요한 예산, 기획, 지원, 교통, 협조, 

안전관리 등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법령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로 축제주최자가 법적계획수립 및 신고에 대한 

혼선이 감소 할 것이고 행정처리가 일원화됨에 따라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장에서도 일사불란

한 일처리로 재난에 대한 빠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2 부서 간 협조체계

재난 발생 시 지역소방서장이 지휘하는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지만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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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서 현장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사고현황만 인계

하여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수받지 못해 작업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수인계 시 내용을 사고 현황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별 복구해야 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수하여야만 복구 작업 시 원활하

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

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다.

4.3 매뉴얼정비

상주 자전거축제 사고발생 후 재난부서에서 제작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출판되었고 판교환풍구 사고이

후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각 도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

장 매뉴얼이 해가 거듭할수록 다변해가는 축제의 종류에 

대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되어있다. 다변해가는 

축제에 맞추어 현장 매뉴얼을 여러 가지로 분리 제작하여 

행사주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나은 축제가 되도록 유

도하여야 한다.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환기구 세부

사항의 경우 환기구 덮개는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 

또는 ㄱ형강 앵커작업 시 깊이 2 이상인 경우는 덮개의 하중지

지 능력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치에 따른 강재의 부식년도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강재의 부식

년도를 위치별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세부적으로 관리자가 챙길 수 있는 규정으로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화천산천어축제와 이와 유사한 평창송어축제, 양평빙어

축제 등이 하천에 물이 얼었을 때 시행하는 행사로 매뉴얼 

상에 얼음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타공하

고, 타공 지름을 2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난화가 계속되는 요즘날씨에 얼음의 두께가 얼마 이상이

면 이용객이 얼음위에서 축제행위를 할 수 있는지 매뉴얼 

상에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군작전중 도하훈련 시 얼음두께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기에 보완해야 한다.

4.4 예산 및 인력확보

축제에 편성된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부분을 안전관리비

에 대한 금액을 줄이면서 충당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금액이 현저히 적다. 이는 안전관리비는 사고가 일어나

지 않으면 없어지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어 불의에 사고에 

대하여 대처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천 건의 축제행사에 전문직이

나 전문요원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축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맡아서 진행

할 축제 전문 직종을 개설하여야 한다. 연구소나 교육원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과목으로 회계 및 가설물 관련분야와 

재난 및 방재관련분야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를 신설하

여 전문인을 양성해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

도록 한다. 

축제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축제전문직을 양성하여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경우도 전문인이 직접 총괄 계약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 선정과 건설공사 

단종면허 중 축제 행사 업을 신설하여 각종축제행사시 입찰

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대효과로 행사주최자의 투명한 예산사용을 유도 할 

수도 있고, 행사시 다소 미흡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산도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어 보다 나은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4.5 안전 불감증과 사고예방 중점관리

우리나라는 여건상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

에 대한 불감증이 시민들 사이에서 있어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축제 시 사회자나 안전 관리자가 축제 참여인원에게 위험

요인에 대하여 사전고지 해주어도 이를 등한시 여긴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위험요소

도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최자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 발생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는 관람객이 있을 경우 관계자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

여 심한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경우 정당하게 일을 진행하여도 군중심리나 

여론에 의해 궁지에 몰리며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 다반사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관람객이 손님이거

니 하는 생각에 내가 참지하면 더더욱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폭력을 휘두르면 처음은 경고한 후, 경찰을 

불러 관련법에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러나거나 봐주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도 막을 수 없는 일로 되기 

때문이다. 

각종폭력이나 테러에 사전에 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원통제 및 사고대응적인 측면

에서 경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적정 배치를 통해 중복임무

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력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

관들 간의 사고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고 및 테러에 취약한 시설

물 등을 중점관리를 하고 행사장 주변의 정밀점검을 시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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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연구 결과 관련법과 현장의 불일치, 부서 간 협조 미흡, 

매뉴얼정비와 축제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 문제, 관람자의 

안전 불감증 및 지역축제 개최자의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축제의 효율적

인 예방 대책의 운용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관련 담당부서 통합 및 관련 법규 신설 하여 

축제주최자의 혼선을 없애고 일원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람객의 정확한 인원수 산정을 위해 계산사례를 

바탕으로 정립된 계산식을 마련하여 신고유무 및 인허가여

부를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비, 지역축제의 진행사항, 각

종 사고사례. 적정한 규정집정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및 수정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조 체계를 정립하여 서로가 

유기적으로 사고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예산확보, 축제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축제전

문가 및 실무자를 양성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체계적안 행사진행 및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행사운영이 가능하다면 관람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사

로 거듭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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