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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5년 12월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75
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관광진흥법
의 신설 규정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과정이 학습권의 보장 혹은 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보다는 경제적 및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
되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신설된 관광진흥법 규정의 내용 또한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호텔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유
사한 규제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관광산업의 육성이나 고용증대 등 보다 발전된 경제상황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사회
적으로 중요한 의제인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거나 위축되어서
는 안 된다. 향후 보다 넓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
률들의 조화로운 정비가 요청된다.
[주제어] 관광진흥법, 숙박업,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습권

Ⅰ. 서 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환경은 단지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교육환경은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 요건의 산물이기도 하지
만, 교육환경 그 자체가 사회문화적 요건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이며 계층적인 특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학교의
위치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1) 교육환경의 보호
는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배후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이 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학
습권2)은 교육환경의 보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교육기
1) 김경호,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지역사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
설환경 제5권 제1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7.2,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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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3조가 학습권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
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습권
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하한 형태로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환경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대단히 높은 것이어서, 학교보건법에 교육환경을 보호하
기 위한 장치로 일정한 유형의 유해환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
위 및 시설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효연장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률들 간의 관계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서 숙박업, 특히 호텔업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
지 이다. 교육환경의 보호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본권인 학습권을 보장
하겠다는 취지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관광진흥법 개
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감과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이 네 가지 법률의 변경사항을 중심
으로 각각의 법률이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제반의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호텔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각 법률의 정비과정을 확인하고, 그
적실성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2) 신미혜,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2, 1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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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숙박업’의 의의
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법적 근거
1.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의 취지
청소년3)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면, 이
개념은 “사회심리학적 개념요소, 문화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 전반을 포괄하며, 이 각 요소들은 “상호 작용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으로 작동한다.4) 이 요소들 중 청소년의
감성과 인성을 계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나 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을 주는 비물질적 혹은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5)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히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6)
3) ‘청소년’의 연령대는 법률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에 따라 UN은
15∼24세, 국제식량기구는 10∼24세로 보고 있으며, 각국의 경우에도 국가별 및 제도
별로 다양한 편차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연령상한의 기준이 본인의 생일이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해 청소년에서 제외
된다. 본 논문은 학교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주제로 다루게 되는 바, 여기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논문의 성격상 ‘청소년’이라는 용어
는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을 전제하도록 한다.
4) 김은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인지도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0
권 제2호, 한국학교보건학회, 2007.12, 77쪽.
5) 한국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는 (i) 상호의존적 자아이해, (ii) 효(孝)
의 전통윤리, (iii) 가족주의 등이 있으며, 사회적⋅제도적 요인으로는 (i) 교육열, (ii)
학력주의, (iii) 입시제도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는, 봉미미 외,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Vol. 14, No. 1(특집호),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2008.2, 32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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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특히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교육은
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서적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의 환경적 요인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된다. 교육환경은 보호
하고 장려하여야 할 긍정적 부분과 규제 및 척결해야 할 부정적 부분으
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은
유해환경으로 분류된다. 특히 교육현장, 즉 학교를 둘러싼 물리적 공간
에서 일정한 요소들이 교육에 유해한 환경으로 분류된다. 성인을 기준으
로 하는 특정한 장소들이 일단의 유해환경으로 지적되고 있으며,7) 각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 따라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것은 양질의 학습여건을 확보함으로
써 청소년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종국에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주는 의미를 갖는다.8)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은 제5조 제1항에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의 설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
정된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
에 있음을 염두에 둘 때(법 제1조) 본 규정은 학교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방해에서 벗어나 기
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본 법의 학교환경

6) 예컨대 드라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형성되며 이것이 자아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노혜정/김은이,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이 남자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
론학보 55권 5호, 한국언론학회, 2011.10, 특히, 359쪽.
7) 이러한 유해장소들의 범람이 청소년 비행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유재정, “청소
년의 비행경로와 교육환경”, 교육연구 17권,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2, 71쪽.
8) 김은주, 앞의 논문,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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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화구역 규정의 의미가 있다.9)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를 긍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급격한 산업
화와 도시화로 인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현상이 있고,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둔 점을 인정한다.10) 또한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을 통해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1)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학교환경정화위
생구역의 설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 및 보호라는 목적(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한다
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2)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행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은 사회적 요청에 따른 합목적적 제도구성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 하겠다.13)
1.1.2 학교보건법의 규정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정화구역의 범위에 대하여 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에서

9) 손애리/박은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
학 제33집,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6, 223쪽.
10) 헌법재판소 2004.10.28. 2002헌바41.
11) 헌법재판소 2010.11.25. 2009헌바105, 2010헌바308(병합).
12) 헌법재판소 2013.6.27. 2011헌바8, 2012헌바140⋅172(병합).
13) 학교주변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국외의 사례에 대해선, 이명선,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 및 제도에 관한 고찰”, 보건과복지 제3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00.12,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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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구분한 후,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
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혹은 설립예
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해당 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의 경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
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
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실재하는 학교의 담장과 경계표
지석을 기준으로 학교경계선이 확인된다는 것이다.14) 또한 판단을 다투
는 상대방의 시설과 학교경계선과의 거리는 해당 시설의 전용 출입구
등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15)
<그림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

여기서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 대학을 포괄한다.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의 설정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6)
14) 대법원 2008.6.12. 선고 2005도2152.
15)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7946.
16) 이상 그림1)과 표1)은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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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
구분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
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
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학교설립
예정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각 학교 인근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을 방
해하거나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저해하는 행위 및 설비 등이 규제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간략하게 분류하면 다음
표2)와 같다.17)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설정되었는데, 처음에는 시지역은 반경 300미터 이내, 기타
읍⋅면지역은 반경 200미터 이내가 동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1981
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 구분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의 범위는 200미터로 단일화 되었다. 같은 해 개정된 법 시행령은 절대정
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구분했다. 시대상
황의 변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및
행위는 다양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18)
<https://cleanupzone.edumac.kr/institution/info.do>, 검색일: 2015.12.31.
17) 손애리/박은주, 앞의 논문, 227쪽.
18) 예컨대, 당구장의 경우 구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유치원 및 대학교 주변에서는 설치가 자유로워졌으며, 여타의 경우에도 심의에
따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 1997.3.27. 94헌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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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구분

절대적 금지
(해제 불가 행위
및 시설)

대상행위 및 시설

비고

환경기준초과업소(대기⋅악취⋅수질⋅
보건, 공해, 위생 및
소음⋅진동),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폐
안전에 관련된 금지
기물⋅분뇨 등 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
행위 및 시설
장⋅화제장, 전염병원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보호법
오락⋅풍속영업과 제2조 제5호 가목8, 나목7에 의거 여성가
관련된 금지행위 및 족부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키스방, 대딸
시설
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
게텔, 인형체험방 등)
보건, 공해, 위생 및
총포화약, 고압천연 액화가스제조 및 저
안전에 관련된 금지
장소, 폐기물수집장소
행위 및 시설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
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특수목욕
상대적 금지
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복합유
(심의 후 설치 가능
통제공업(금지시설 포함 시)
오락⋅풍속영업과
한 행위 및 시설)
관련된 금지행위 및 당구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유치원과 대학
제공업), 미니게임기(대학만 적용 제외),
은 적용제외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
장업),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그 취지의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의 제한 내지 침해의 성격으로 인하여 다양한 논란이 되어왔다. 비록
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정설이긴 하다. 그러나 학교 주변 건물주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의 재산권, 영업권 등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권제한의 법리인 과잉침해금지 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지속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19)

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기본권 침해의 양상과 판례의 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김다원/김민정/조경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으로 인한 기존 영업주의 재산권
제한 및 신뢰보호의 문제”, 일감부동산법학 제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2,
87-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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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제대상으로서 ‘숙박업’의 내용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학교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3
호 “호텔, 여관, 여인숙” 규정이다. 숙박업으로 통칭되는 해당 업종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하에서 학교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1.2.1 ‘숙박업’ 관련 법 규정
1.2.1.1 구 숙박업법
1961년에 제정된 숙박업법은 호텔영업, 여관영업, 여인숙영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구 숙박업법에 따르면 호텔영업과 여관영업은 둘
다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료를 받아 사람
을 숙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시설이 고급일 경우에는 호텔영
업(법 제2조 제2항), 보통일 경우에는 여관영업(동조 제3항)으로 구분하
고 있다. 여인숙영업은 숙박장소를 주로 다수인에게 공용하게 하는 점에
서 호텔영업 및 여관영업과 구분된다(동조 제4항). 구 숙박업법은 1986
년 5월로 폐지되었다.

1.2.1.2 건축법
건축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15호로 ‘숙박시설’이 건축법의 적용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1에서 15번 항목에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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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
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이
포함된다. 또한 다목의 ‘다중생활시설’에는 본 별표1의 4번 항목에 규정
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외된다.

1.2.1.3 공중위생관리법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
로 규정되어 있다. 동조 단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숙박업에서 제외한다고 부기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취사시설의 설치 및 제공 여부에 따라 이를 제공하지
않는 숙박업을 ‘일반 숙박업’(가목), 제공하는 숙박업을 ‘생활 숙박업’
(나목)으로 나누고 있다.

1.2.1.4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관광숙박업에 대한 본 규정에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두
종류의 숙박업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가목의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
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
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 각 법률에서 규정된 숙박업의 시설 별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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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다.20)

<표 3> 숙박업의 시설별 유형
유형

관련법령

시설 및 운영

호텔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여관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인숙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

일반
숙박업

민박

농어촌정비법
펜션
생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 법령상의 개념이라
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
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펜션으로 볼 경
우에는 ｢관광진흥법｣ 적용

콘도 건축법,
미니엄 관광진흥법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
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

건축법,
관광진흥법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
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

호스텔

이 외에 숙박업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2.1.5 학교보건법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의 호텔, 여관, 여인숙은 공중위생관
20)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숙박업 개요” 정리,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4&ccfNo=1&cci
No=3&cnpClsNo=1>, 최종검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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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일종이며, 그 중에서도 일반 숙박업소
에 해당한다. 1970년 제정 시행된 동법 시행규칙에는 제2조에서 “공해안
전기준을 초과하여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시설, 유흥음식점,
무도장, 캬바레, 호텔, 극장,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및 터키탕, 총포화약
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도살장, 화장장, 오물
매립장, 분뇨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전염병원, 전염병요양소” 등을 제
한업종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 숙박업으로 ‘호텔’이 포함되었다. 그러
다가 1976년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호텔에 더해 여관 및 여인숙이
추가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의 규제 행위 및 시설은 1981년 학교보건법 개정과 더불어 법
제6조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호텔과 여관의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
여 상대정화구역 내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1.2.1.6 청소년보호법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보호와 관련하
여 제2조 제5호에 ‘청소년유해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가목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금하는 업소를 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청소년의 고용만을 금지하는 업소를 정하고 있다. 이 중에 숙박업은
나목 2)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다. 청소년보호
법 시행령 제6조는 이에 대하여 단서를 붙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
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고
하여 단서상의 시설에는 청소년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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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를 특정하고,
이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미풍양속보존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법률이다(법 제1조 목적). 즉 ‘풍속영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자체만
으로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특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풍속영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본 법 제2조는 제4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
업, 목욕장업, 이용업”을 열거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영업의 내용으
로 하고 있는데,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들 숙박업소 내에서
숙박업 본연의 영업 외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21)가 발생할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숙박업의 성격 상 음식업이나 목욕장업 등 다양한
부대영업이 가능하며, 이러한 부대영업행위 중에 유흥주점영업 등 학생
들에게 유해한 풍속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숙박업의 관계
위의 표2)에서 확인하였듯이, 학교보건법 상 규정되어 있는 유해환경
행위 또는 시설 가운데 ‘호텔, 여관, 여인숙’이 규정되어 있다. 숙박업의
일종인 이 세 가지 유형의 업종은 학교보건법 상 명백히 교육환경에

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i)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행위, (ii) 음란행위
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iii)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 또는 이러한 목적으
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iv)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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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시설 내지는 해로움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로 구분된 것이
다. 비록 상대적 제한구역 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숙박업소는 유흥단란주점이나
사행행위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 숙박시설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 폭력⋅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오락⋅
풍속영업과 관련된 금지행위 및 시설”22) 중 하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숙박업에 속하는 숙박시설 및 행위의 양태는 호텔,
여관, 여인숙 이외에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교보건법 상 호텔, 여관, 여인숙만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이 세 가지 양식의 숙박업 외에 건축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관리되는 다른 형태의 숙박업소는 청소년에게 유
해하지 않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를 때, 현행 법체계에서는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적 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나 학설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1986년 5월 구 숙박업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구 숙박업법이
시행되던 당시 학교보건법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숙박업만이 규정되어
있었음을 상기할 때, 구 숙박업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학교보건법의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입법의 불비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런데 2015년
연말 이루어진 관광진흥법 개정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동시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정
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법제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효과적이
22) 손애리/박은주, 앞의 논문,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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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는 지적23)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우선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대신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는 점
이다. 내용은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이 법 제8조에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
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
역을 규정했다. 이 보호구역 안에서 규제되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동
법 제9조 제27호에 규정하였다. 기존 학교보건법이 단지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동 법의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이라고 하여 규제대상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동
규정 단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
회의시설 내 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이것은 숙박을 위
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지라도 해당 시설이 국제회의시설 내에 있을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및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
구역 설정에 의거할지라도 일정한 숙박업은 학교 근처 일정 범위 안에서
는 계속해서 규제가 되는 시설 및 행위로 남게 되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등의 관계에 관해선 후술한다.

23) 손애리/박은주, 위의 논문, 238쪽; 김다원/김민정/조경애, 앞의 논문,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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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관광진흥법 등 검토
2.1 법 개정의 과정
특정한 법률의 제⋅개정이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
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현행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숙박업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문제에서 주
목할 사건은 바로 송현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호텔건설 예정지를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이다.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는 경복궁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만7,141㎡ 규모의 넓이를 가진 부지이다. 길 하나 건너 동편에 풍문여자
고등학교, 인접 북편에 덕성여자중학교가 있으며, 덕성여자중학교 동편
에는 길 하나 사이에 덕성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풍문여자고등학
교와 덕성여자중학교 경계로부터는 불과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
며, 덕성여자고등학교와도 100미터 내외에 인접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볼 때 본 부지는 풍문여자고등학교와는 절대보호구역 안에 접해 있고,
덕성여자중학교 및 덕성여자고등학교와는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에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면서
불거졌다.
본 부지는 원래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반도 수탈의 첨병이었던 일본
식산은행원의 숙소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 다시 미군에 임대되어 미
대사관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다. ‘미군공여구역반환‘에 따라 국가에
반환되어야 했음에도, 미군에서 국방부로 소유권한이 이전된 후 2002년
삼성생명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2008년 대한항공으로 매각되었다.24) 현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걸치는 동시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

24) 문화연대,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4.4.3, <http://www.culturalaction.org/xe/636494>, 최종검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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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놓여 있다.25)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에 중부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부교육청은 대한항공의 해당 신청에
대하여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중부교육청이 수용불가를 확인한 후 한
달 만에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월
행정법원은 대한항공의 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돌연 정부가 2011년 6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면서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세간의 논란이 재현되었다. 당시 대한항공
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안의 국회계류와 항소심이 계속되던 과정에서 서울고등
법원은 2012년 1월 대한항공의 항소를 기각26)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은 같은 해에 18대 국회의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대한항공은
항소기각과 동시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

25) 헤드라인 뉴스, “대한항공 호텔건립 논란 격화…관광진흥 앞세워 편법 동원”, 2014.4.2.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 최종검색일: 2015.
12.31.
26) 항소심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제출되었던 정화구역 내 각 학교장들
의 의견서가 공개되었다. 풍문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본교 3, 4층에서 해당 업소가
너무 가까워 일과 중이나 방과 후 학생들에게 위락시설의 내부행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덕성여자중학교는 “본교는 6층
건물로서 … 이 사건 호텔과 담장 하나 사이로 이격되어 있어 전체 부지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조망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정서적 안정감 유지
에 지장이 초래 …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상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 …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 증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부정적 영향 … 올바른 소비와 절약정신을
가르쳐주어야 할 시기에 과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소비의 양극화부터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덕성여자고등학교는 “본교 남해 과학관 3-5층에
서 이 사건 호텔의 건축물, 내부 행위 등이 훤히 내려다보여 학생들 정서 및 학습권을
침해 …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안전지도 등 큰 불편”을 우려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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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문제는 상고기각까지 된 사안임에도 동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고
자 하는 대한항공의 노력은 집요하게 이어졌고, 급기야 상고가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
록 하는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도록 하기에
이른다. 동시에 정부(문화체육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4년 3월 20일, 송현동 관광호텔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된 계기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규제를 풀 것을 주장했다.28) 또한 8월 6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27) 상고심에서 대한항공은 본 건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정화구
역 안에서 숙박업소의 하나인 호텔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
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호텔업이 …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의
하나로서 관계 법령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호텔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수행
자유 및 재산권의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화구역 안에 호텔영업을 금지함으로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내지 호텔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및 학교 교육의
능률화 등의 공익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
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본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아35.
28) 프레시안, “박근혜, 초등학교 주변 호텔 건립 반대가 죄악인가?”, 2014.3.2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760>, 최종검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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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언급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바로 정부가 제출해
놓은 호텔건설규제완화법안이었다.29)
그러다가 2014년 12월, 대한항공 재벌가의 스캔들, 소위 ‘땅콩회항’사
건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게 된 대한항공은 2015년 8월, 대형
호텔건립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 해당 부지에 전통문화체험관 ‘케이 익
스피리언스(K-Experience)’를 건립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
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계획에 해당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이었다.30) 물론 대한항공이 호텔건설의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
니었다고 할지라도,31) 이로써 호텔건립계획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기 제출되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시작되면서 논란은 다시 가중되었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은 그다지 효과가 없고,
규제완화에 따른 호텔신축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
하고, 관광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등에 업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다.32) 결국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마치게 되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송현동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9) 프레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朴 대통령, 노동개혁 강력추진”, 2015.8.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690>, 최종검색일: 2015.12.31.
30) 경향신문,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호텔 안 짓는다”, 2015.8.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81548031&code=9601
00>, 최종검색일: 2015.12.31.
31) 머니투데이, “대한항공,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재추진하나”, 2015.12.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0309474664306&VMN>, 최종검색일: 2015.
12.31, 2015년 8월 ‘케이 익스피리언스(K-Experience)’ 발표 당시에도 대한항공 관계자
는 “호텔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32) 동아닷컴,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수면 위로…”, 2015.4.2,
<http://news.donga.com/3/01/20150401/70480927/1>, 최종검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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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정 법의 취지와 내용
2.2.1 관광진흥법 개정
정부가 2012년 10월 9일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내용은 매우 단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에 관한
법 제16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신설되는 규정은 “제15조 제1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
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다시
정리하면, 주류판매 등이 허용되는 유흥업시설, 당구장, 사행행위장 등,
특정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보호법 상 규제업소 등의
영업이 포함되지 않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상 규제를 적용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더불어서 개정안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는 안을 두고 있
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6호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동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의 설치인정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이 본 규정
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신설되는 제16조에 제6항의 규정 안에 현행 제18
조 제1항 제6호에서 의제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호텔업
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과 분리하여 관광진흥법을 통해 제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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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리되는 업종으로서 “시설, 환경 등의 편의성, 안전성, 청결성은 물
론 종사자 및 서비스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업종”임을
전제하고 “유해한 부대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호텔업의 경우에는 숙박업
에 비하여 교육환경에 유해한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검토보고서는 “부대영업 부분을 제외한 호텔업의 주된 숙박시
설 부분에 대해 학교보건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33) 그런데 검토보고서의 견해와
는 달리 대법원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호텔업이 …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의 하나로서 관계 법령에 정한 공중위생영업이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호텔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34)
2015년 12월 2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수정안은 정부원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출되었다. 수정안은 우선 원안의 제16조 제6
항에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라는 제한조건을 추가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이제 관광숙박시
설용 호텔의 신축은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바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부분이 본 법 개정의 핵심이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상세하게 부가하였다. 그 내용은 (i) 관광숙박시설 내에 학교보건
법 상 규제되는 행위 및 시설이 부대하여 영업하지 않을 것, (ii) 관광숙박
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iii)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iv)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등을 제16조

33) 전문위원 박명수, “(의안번호 21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2013.6, 7쪽.
34)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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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신설하였다. 또한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이상의 내용을 관광숙
박업자가 준수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삽입하였다. 한편 제17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받지 않고 관
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신설 제16조 제7항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특이할 점은 신설되는 제16조 제6항부터 9항까지
및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의
한시효력을 부칙에서 부여한 것이다. 즉,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 규정
중 학교보건법 상 숙박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신설된 규정들의 시한은
5년에 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상 각 조항은 본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6년 3월 23일부터 기산하여 2021년 3월 24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2.2.2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관광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주목할 사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본 특별법은 외국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산업발전 등을 목적으로(법 제1조 목적) 2012년 1월부터 제정 시행
되었다. 이 법에서 특이할 점은 법 제3조의 규정이다. 법 제3조는 호텔업
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본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호텔사업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i) 용적률을 완화(법 제10
조 제1항), (ii) 건물높이⋅층수 등 제한 완화(법 제10조 제2항), (iii) 면적
당 주차장 관련 규정 완화(법 제13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
는 한시법이었다(부칙 제2조 유효기간). 문제는 온갖 과정을 겪으면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본 특별법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폐지될 상황에 처하면서 두 법이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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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게 제공하는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일몰폐지가 목전에 있었던 본 특별법에 대해 국회가 연장을 시도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앞둔 2014년 12월 29일에 2015년까지였
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8년까지 법을 유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리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개정안의 취지는 본
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와 방한여행 만족도
개선이 기대되며, 외국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안취지에 대하여 일부 긍정하였으나, 용적율규제완화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회의하는 한편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여타의 숙박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35) 이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별도의 조문수
정을 하지 않는 대신, 애초 본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전제하는 한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여
원안이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했던 부분만을 1년 연장으로 수정하
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36)
이렇게 하여, 관광진흥법과 본 특별법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현행 학
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범위 밖에서
2016년 신규 진출하는 호텔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규제완화 효과
가 발생하게 되었다.

35) 전문위원 이정화, “(의안번호 13389)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2015.11, 7-8쪽.
3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2,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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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학교보건법 개정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13년 8월 28일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안’이 발의되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
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보건법 상 규정되어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제도가 본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반성에 따라 구성되었다. 법률안 제안취지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상의
규정은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 학
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고, 교육환
경보호에 대한 “규정이 상당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 예산과
인력의 배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이 어려운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37)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규정에 비하면 매우 상세하면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특기할 사항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학교경계선을 지적공부상 학교용
지의 경계선이 아닌 실재하는 공간의 경계선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38) 본 법에서는 학교의 경계선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39)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부지 경계
선이라고 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법 제2조 제4호).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설정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실재하는 공간의 건조
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의 구획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본 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를 학교 경계선에서 50미터까
37) 의안번호 6576,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3.8.28, 제안이유, 2쪽.
38) 대법원 2008.6.12. 선고 2005도2152.
3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바뀌었으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원안에서 사용되었
던 구 법률명은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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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절대보호구역, 200미터까지를 상대보호구역, 500미터까지를 통학
보호구역으로 삼분했다(법 제10조 제1항 각호). 한편 각 보호구역 별로
해당 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했는데, 기존 숙박업의 경우
본 법 제11조 제20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였다.
한편 호텔업의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내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학교보
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텔, 여관, 여인숙’과는 달리 보다 상세한 규
제대상 숙박업을 명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절대
보호구역 안에서는 불가하며, 상대보호구역 및 통학보호구역 내에서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을 때에 영업이 가능하다(법
제11조 단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이상 살펴본 주요 내용은 이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다. 수정안은 우선 교육환경보호구
역의 범위를 기존 학교보건법 상의 규정과 일치시켰다. 원안에 있었던
통학보호구역은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숙박업 관련 규정의 내용은
원안과 동일하며,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정과 규제대상 행위 및 시설
규정은 원안과 다른 조문번호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본 법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첩되는 학교
보건법의 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8일 국회에는 학교보
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제
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로서 학교보
건법에는 학생 개인의 보건에 관한 규정만이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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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 ‘학교 앞 호텔법’ 관련 문제
3.1 신설 법 규정의 문제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숙박업소’와 관련한 중
요 법안 4가지가 2015년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되었다. 관광진흥법, 관광
<표 4> 관련법률의 주요 규정
법률명

관련조항

내용

비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
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출입문
관광진흥법 제16조제6항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 75미터 기준
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숙박시설
특별법

제3조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제2조제2
신규사업
호의 호텔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
규제완화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
제5조제1항 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법

시행령세부
규정
교육환경보
호법이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
제6조제1항 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교육환경보
제13호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 호법이관
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제8조제1항
시행령규정
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법정화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
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9조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 규제대상세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 분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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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나름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법이지만, 이번 처리된 각 법안들은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신규호텔업 및 호텔사업장 건설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앞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의 핵심이 제16조 제6항임을 언급했는데, 다
른 법률의 규정과 이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3.1.1 신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6항의 문제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16조 제6항 조문은 해석상 혼돈을 낳을 여지가
있다. 표면적인 해석으로는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바깥에 위치한 호텔영업 및 영업시설은
현행 학교보건법 및 장차 시행될 교육환경보호법 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상대보호구역인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외곽에 위치한다면 아
무 문제가 없다. 개정 관광진흥법 제16조 제7항은 제5호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이
호텔영업 및 영업시설을 운영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문제는 관광진흥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
치”한 호텔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으로부터 50
미터 바깥에 있으나 75미터 안쪽에 위치한 호텔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문의 내용은 이 위치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위 표4)를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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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상 개정 관광진흥법 제16조 제6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
터 75미터 바깥에 있는 호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학교보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대보호구역으로부터 50미터 바깥이나 75미터
안쪽에 있는 호텔은 일정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심의요건의 완급에 따라 사실상 절대보호구역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호텔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본 법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을 검토하면, 절대정화구역 50미터 규정과
본 법 신설조항이 정하고 있는 75미터 규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정작 75미터 논란은
현재 계류되고 있는 신규호텔사업신청 중 19건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나 200미터 안쪽에 있는 사업들이 심의과정에
서 사업허가가 유보되거나 배제위기에 있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이 75미터 규정은 어떤 특정의 기준이
전제되어서 설정된 거리규정이 아니라 단지 신규호텔건립허가가 필요
한 사업체들의 현황을 근거로 한 임의적 규정이었던 것이다.40)
결국 호텔사업에 신규진출하려는 일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전제된
거리규정은 차후 다른 업종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의 소지를 안게 되었
다.41)
40) 제337회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국
회사무처, 2015.12.2, 3-7쪽.
41)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6.28. 선고 2012아35)에서도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에 본질
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유해환경으로 규제되는 부대영업이
없는 소위 ‘러브호텔’이 아닌 호텔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설치를 막는

233

234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3.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과의 관계 문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의해 새로 설정된 75미터 범위는 다만 관광진흥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거리규정일 뿐 실제 이 거리규정을 낳게 된 학교
보건법(또는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과 별도의 법적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
다. 학교보건법은 학생 개인의 보건관련 사항만을 법에 남겨둔 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로 이관하
게 된 상황이라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후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사항을
관광진흥법과 연동하여 개정하면서 75미터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호텔 이외의 다른 업종에 대해서 75미터를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호텔만을 두고 볼 때도 정화구역의 무력
화 논란이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조차도 정화
구역의 의의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42)더
구나 상대적 금지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개별법을 통해 75미터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서 표2)에서 보았듯이 심의
후 설치 가능한 상대적 금지 업종에는 유흥단란주점이나 사행행위장43)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한다. 그러나 ‘러브호텔’과 다른 호텔을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남욱,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규제”,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203-204쪽.
42) 2015.12.2.에 있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75미터 규정
이 “절대정화구역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라는 김회선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바꿔
야 한다고 대답했다가, 그렇다면 “절대정화구역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답변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제337회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2015.12.2, 6쪽.
43) 한국마사회가 용산에 개시한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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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호텔과 유사한 숙박이 이루어지는 여관 및 여인숙이 포함되어
있다. 75미터 규정이 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이들 업종의 사업시설
혹은 사업행위가 호텔업과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현상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2 입법정책의 문제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이번 관광진흥법 등의 정비과정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위 본문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시효연장은 체계적이고
엄정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논리 혹은 경제논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첫째는 다른 법률 즉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둘째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자체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을 형해화
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학교보건법 또는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신규 호텔사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관련 법률
의 개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취지에 역
행하며 시행효과를 발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은 학교보건법이 정화구역 안에서 규제하

경 500미터 안에 6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나, 실제 이 화상경마장은
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는 학교보건법 상 상대
보호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근 주민 및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반대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첫날’ 반대
주민들 “경마=도박” 시위”, 2015.5.3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
NISX20150531_0013698057&cID=10201&pID=10200>, 최종검색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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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각종 영업을 할 기본권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등 기본권이 무엇
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
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와 원칙이 언제든지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해당
조문에 대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시효연장을 1년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국회 법안심사소
위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몇몇 신규호텔사업의 진출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절차가 이용되었다. 법을 개정할 정도로 중요한 정치
적 및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고려해야 했었다. 개정법률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한시법 체계로 무리하게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관광진흥법과 다른 법률이 충돌할 여지는 또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
법은 시행령을 통해 숙박업에 대하여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숙박업 중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 민박, 국제회의산업시설에 대
해서는 청소년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44) 이에 따르면 호텔업은 관
광진흥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과는 달리 청소년 고
용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이다.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호텔업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상대보호구역 안에 설치됨에도 불
구하고 심의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44)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
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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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고, 학교보건법의 규정은 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단지 연소자에 대한 노동력착취의 예방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해당 청소년의 자아성취와 자기계발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
한 조치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청소
년고용이 금지된 호텔의 설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학교보건법이 원래 시행규칙에 있던 숙박업을 법률의 규정으로
끌어올린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숙박업은 1981년 학교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사항으
로 규정되었다.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시행규칙이 아니
라 국회의 판단이 전제되는 법률사항으로 숙박업이 규정된 것은 그만큼
교육환경에 대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및 구조와 관련한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대상이 되는
호텔업의 영업에 관한 부분에 치중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제반여건의 조성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가
능하다.45)

Ⅲ. 결 론
관광진흥법 등의 정비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45) 교육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호텔업은 다양한 법률과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텔업은 적어도 40여 가지가 넘는 관련법규들이 있으며, 각각의 법률
간 해석상의 상충여지가 상당하다고 한다. 송성인,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단일법안
제정을 위한 기본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레크리에이션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레크리에이션 교육학회, 1999,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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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이나 숙박업 분야를 필두로 관광숙박업소가 부족하다는 사회
적 요청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러한 요청이 충분한 근거와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는 현실46)을 감안
한다면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이 좋으냐 나쁘냐는 식의 논쟁은 생산적이
지 못하다. 또한 기왕에 진행된 법적 처리에 있어서도 그 효과는 다각도
로 분석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통과 이후 규제완화의
효과로 대폭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7)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호텔사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신규 호텔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
다.48) 이런 상황에서 한시법 체계로 만들어진 일종의 호텔사업규제완화
조치가 어떤 장기적 전망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새로운 규제의 맹점은 절대보호구역으로부터 50미터 바깥이나
75미터 안쪽에 있는 호텔의 설치과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개정법규에
따르면 이 구역 내의 호텔 설치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돌려 말하자면, 심의요건의 완급에 따라 사실상 절대보
호구역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호텔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75미터 안쪽이라도 50미터만 벗어나면 얼마든 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맹점이 나타난 이유는 법 개정 과정
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그 규제의 내용이 불확실하게 됨에도 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정황논리 상 개정 이전의
46) 제338회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국
회사무처, 2015.12.23, 13쪽.
47) 문화체육관광부, 2015 관광분야 핵심개혁과제 성과 보도자료, 2015.12.23, 2-3쪽.
48) 김호균,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관광진흥법 개정진단 토론
회 자료집, 2015.3.3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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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불법여부로 인한 논란의 대상이 되나, 법 개정을 통해
불법요인을 면제받게 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
나 200미터 안쪽에 있는 기존 신규호텔사업신청 중 19건이 이처럼 모호
한 법률개정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조항의 문제는 입법재량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하게 된 애초의 헌법적 원칙, 이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타 법들과의 체계적인 조합을 통한
행정행위와 이를 통한 입법취지의 달성이라는 섬세한 구조가 과연 이번
개정에서 어떻게 직조되고 있는지 보다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입법재량의 행사가 현행의 불법을 장래의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한정되어 사용된 점은 없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겠다. 더불어 학교정화
구역을 설정한 헌법의 원리를 이 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 침해하는지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돌리도록
하겠다.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이번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현행 학교보건
법, 향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것처럼, 학교환
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규제를 받는 다른 업종과 호텔업이 왜 차별대우
를 받는지, 혹은 같은 호텔업에 대해서도 특정한 규모 이상의 호텔과
중소규모 호텔 간 차등대우가 적절한지 등의 논란이 불거질 여지는 해소
되지 않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호텔업
허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다를 경우에는 균등처우
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향후 법제정비의 과정에서 이처
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회
적 합의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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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the Act for the
Hotel in the School District and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Yoon, Hyun-Sik*

49)

There is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from the School Health Act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students from the
harmful environment and guaranteeing the right for learning. According to
this system, it establishes the absolute cleanup zone within a 50-meter radius
of the entrance of school and relative cleanup zone within a 200-meter radius
of the boundary line. The business and facilities which are harmful for the
students and their right for learning are regulated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The accommodations business
such as inn, motel and hotel is included in the regulated business.
But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15
makes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hotel outside a 75-meter radius of the
boundary line of school and there is the criticism regarding confliction
between this new regulation and existing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Also, it is debatable that the amendment of
Tourism Promotion Act was based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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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the purpose of protecting students. In addition, it seems that
another business is able to request the similar deregula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Tourism Promotion Act.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better economic condition such as promotion
of tourist industry and employment increase. Bu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still important and it should not be excluded by the economic reason.
These controversial regulations need to be adjusted in harmony through more
extended social consensus in the future.
[Key Words] Tourism promotion act, Lodging industry, School health act,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Right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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