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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의 개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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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영향분석의 개요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규제영향분석은규제담당자가제기된문제해결을위한규제및비규제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의사결정 수단임  

<참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인하여국민의일상생활과사회·경제·행정등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규제의타당성을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것을 
말한다.

   ○ 모든 신설·강화 행정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함(행정규제기
본법 제7조)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령 등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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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범위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
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
정의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또는감독
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
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
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적용 제외>

 
⇒ 구체적인 행정규제 신설·강화에 해당여부는 반드시 규제실과 사전협의하여 확정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
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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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의 비교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
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③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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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1) 이해관계자별 규제영향분석서 활용

(1) 규제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와 관련된 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예방하고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

(2) 피규제자(주요 영향집단) 및 일반 국민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주요내용과 영향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함
으로써 규제관련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2)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한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 규제심사시 규제영향분석서상의 작성항목들이 
충실히 검토되고 분석되었는지 점검하여 심사

○ 규제의 신설･강화가 꼭 필요한지, 그 내용은 적정한지 등 규제심사 과정에 활용

3)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활용

○ 규제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규제순비용을 기존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상쇄하도록 관리(「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제2조) 

○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피규제자(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직접비용과 직
접편익을 산정하고, 이를 연간균등순비용으로 환산하여 적립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
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Cost-In, Cost-Out), 적용유형, 
운영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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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의 목표
  

 ○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 제고

-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
○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 강화

좋은 규제의 요건

목표적합성 (Goal targeted) ▶ 국가전체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
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규제가 도입된 구체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여야 함
투명성 (Transparent) ▶ 규제 법규의 신설, 강화, 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은 규
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실시와 그 반영결과 명시를 통해 투
명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는 공개하여야 함
비례성 (Proportional) ▶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한도로 제한
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하여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보
다 규제로 인한 편익이 커야 함
책임성 (Accountable) ▶ 규제자는 규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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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심사 절차 및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절차 흐름도>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비고

정책입안 소관부처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
※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입법예고

7일 전까지

▼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영향분석 유형(표준/간이형)
결정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예비검토
※ 심사 비대상은 심사종결

입법예고전

▼
입법예고 소관부처  ∙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40일간

(행정예고 20일간)

▼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
센터

(1차 검증)

 ∙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제출
※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2차검증 대상 확정

1차검토·수정

(10일내)

2차검토·수정

(5일이내)

↓

비용분석
위원회

(2차 검증)

 ∙ 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중 연간균등순비용 10억원 이상, 비용상 
중요규제(직간접 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폐지·완화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

7일 이내

▼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
 ∙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

▼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 
규개위)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 위원회 예비심사 → 본심사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심사 종결

심사요청일로부터 
예비심사 10일이내, 
본심사 45일이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안은
행정예고 (20일간) 및 법제처 검토를 규개위예비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규제심사이후법령안내용이변경된경우규제심사대상여부등에대해반드시규제조정실과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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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입안 단계 
 ① 규제심사 사전 검토 의뢰(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해당법령이 규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 사전 
검토의뢰

    * 사전규제검토서, 법령안, 방침문서(결재본) 등을 규제심사관에게 송부
(메일 등) 

- 모든 법령안에 대해 제출 필요,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제심사관리관실로부터 규제 비대상 확인 필요  

 ②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규제조정실)
- 규제조정실에서는 의뢰받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을 부처에 안내(Off-line)
    * 법 제3조제2항(행정규제 적용제외)에 해당되거나 제2조제1항제1호(행

정규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제심사 비대상, 규제영향분석
서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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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단계 - 입법예고 7일 전까지
 ① 규제심사 대상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중앙행정기관) 

- 규제심사관리관실에서 결정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
형)에 따라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소관 실･국장, 과
장·담당관 등을 명기, 국장 서명(규제실명제)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실시(비용･편익분석 포함)

      *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규제영향집단)와의 소통 강화
-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적극 활용
- 중소기업 영향분석(차등화 방안 마련 포함) 시에는 ‘중소기업 규

제 차등화 매뉴얼’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분석(규제 차등화 예비
분석 결과표 작성)

      * 법 제8조의2(2018. 10. 18.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되는 규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심사 요청(중앙행정기관) 및 승인(규제조정실)
- 규제심사 대상: 규제영향분석서*, 사전규제검토서, 입법예고문

(법령안), 방침문서 등 첨부하여 요청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에서 한글 문서로 내려받아 첨부  

- 규제심사 비대상: 사전규제검토서, 입법예고문(법령안), 방침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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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단계
  ①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규제조정실) - 입법예고전

- 규제조정실에서는 규제심사 대상여부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
형(표준형/간이형) 확정,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여부 예비검토 

      *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된 규제사무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제3항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
으면 모두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 비용관리제 대상여부는 비용 검증 
후 최종확정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사유 >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④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⑥ 1년 이하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② 규제영향평가 검토(영향평가 담당기관)
-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대상 확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국가기술표준원),  경

쟁제한규제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자동 요청·회신

- 영향평가 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규제조정실에서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협의(｢현장중심
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단, 영향평가 담당기관은 입법예고가 종료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입법
예고 종료시까지 수정의견 등 회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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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예고 단계 - 40일간(행정예고 20일간)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관보 또는 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규제영향분석서 공개)
      * 규제심사 비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확인서’ 발급

5) 규제영향분석서 검증(비용·편익분석) 단계 - 입법예고 기간 중

  ① 규제연구센터 비용 검증 

- 부처에서 제출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비용분석의 타당
성 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 규제연구센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고 검증 
결과(동의 또는 부동의)를 제시

- “부동의”일 경우 부처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정·
보완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받아 5일 이내 재검증

- 규제조정실은 규제연구센터 검증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재검증토록 
조치

<규제비용·편익 검증업무 처리기한>
구 분 1차 검증 1차 수정 2차 검증 2차 수정
담당 규제연구센터 담당부처 규제연구센터 담당부처
처리기한

(근무일기준, 일)
10 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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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센터 소관부처>

한국개발

연구원

(경제분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행복도시건설청,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행정

연구원

(사회분야)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소방청

  ② 비용분석위원회 2차 검증 
- 규제연구센터 검증완료 후, 비용분석위회원회(규제실)에 2차 검증요청(부처)
- 비용분석위원회는 요청(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완료

     * (2차 검증 대상)  
       ① 비용상 중요규제(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이거나 

규제영향집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
       ②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면서 연간균등순비용 10억 원 이상 규제
       ③ 비용관리제 적립을 위한 폐지․완화규제

6) 검증의견 종합 단계(규제조정실)
- 규제조정실은 검증의견(규제연구센터, 비용분석위원회), 영향평가(공

정경쟁, 기술, 중소기업)결과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소관 부
처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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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심사 단계
 ①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및 자체심사(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비용분석위원회 검토
의견,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및 보완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8) 규제심사 단계(규제개혁위원회)
 ① 예비심사 - 심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예비심사를 요청

-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전에 규개위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고,
- 고시 등(훈령·예규·고시)안은 법제처 검토를 거쳐 규개위 심사 요청(법제업

무운영규정 제25조, 훈령·예규 등의 사전검토)
-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하고, 중요

규제 또는 비중요 규제인지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된 경우에는 심사 종결하고 중요규

제는 본심사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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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규제 판단기준>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비용상 중요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 비용상 중요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간이견이첨예하게대립하거나사회ㆍ경제적으로상당한부작용이우려되
는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중요규제 판단기준의어느하나에해당하더라도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없으면서다른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심사 - 심사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본심사 요청,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심사(대면심사 
진행)를 완료하고 심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긴급한 심사 완료 후 60일 이
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심사이후 입법절차(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령안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
조정실과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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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유형

1) 작성유형
 ○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

   

작성유형 기 준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규제

2) 작성방법
 ①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대안 검토시 단일대안 제시

- 규제대안 검토시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2>의 생략
  ○ <규제대안 1>의 비용･편익 분석시 정성분석 가능

- 피규제자(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생략 가능
 ②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복수의 규제대안들에 

대해 대안명과 대안별로 구체적 내용 제시
   - 규제대안 검토시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1> <규제대안 2> 필수 작성
  ○ 도입대상 규제인 <규제대안 1>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

을 비롯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
   - 단, 예외적으로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여 정성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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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

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으로 구성되며, 세부항목 작성은 ‘제Ⅱ장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p21)’과 ‘제Ⅳ장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사용 매뉴얼(p64)’을 참고

구성요소 세부항목 주 요 내 용
참고페이지

작성방법 시스템

규제개요
(표 지)

1.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p22 p68

2.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p22 p68

3. 위임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p22 p68

4. 유    형 ∙ 신설/강화 p22 p68

5.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p22 p68

6. 추진배경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

p22 p68

9. 규제목표 ∙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p22 p68

7. 규제내용 ∙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p22 p68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 중소기업의 피규제자 해당여부 명시

p22 p68

10. 비용·편익분석 ∙ 규제의 계량적 비용·편익분석 요약표 p23 p68

11. 영향평가여부 ∙ 기술･경쟁･중소기업영향평가 시행여부 p23 p68

12. 일몰설정여부 ∙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여부 p23 p68

13.우선허용·사후규
제 적용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여부 p23 p68

14.비용관리제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적용유형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유발되는 직접순비용

p23 p68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을 서술

∙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사회문제가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

p24 p71

2. 규제의 목표 ∙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p26 p71

3.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대안의 비교
 - 복수의 규제대안 제시 및 대안의 비교표(규제대안별 장･단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안비교시 고려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결과

p27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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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항목 주 요 내 용
참고페이지

작성방법 시스템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된 대안의 내용과 선택하게 된 상세 근거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수단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지 검토

p31 p74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등 고려사항

 - 기술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등 검토

 - 경쟁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
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방안 등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 소상공인, 소기업 등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및 방안 등 

p31 p74

3. 일몰 및 
우선허용·사후
규제 등

∙  시장유인적 설계,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여부
※ 해당여부를 종합표에 입력 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서술
하고 우선허용·사후규제는 점검표 별도 작성

p36 p74

4.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 규제의 적정성 관련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사례 등을 제시하여 
국제적 기준에서의 판단근거 제시

∙ 국내법령 중 유사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수준 
및 품질 등 판단근거 제시

p40 p75

5. 비용･편익 분석
∙ 도입하고자 하는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규제의 적정성’ 탭에서 작성하나 

완성된 규제영향분석서상 마지막에 별첨으로 추가됨 
p42 p7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 피규제자의 현실적 규제준수 가능성 p52 p84

2. 규제의 집행 
  가능성

∙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조직･인력 및 일선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여건 검토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예
산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p52 p84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규제 도입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 
기술

p53 p86

2. 향후 평가계획
∙ 정책지표, 규제준수율 등 구체적 목표 제시 후 사후관리 계획 
제시

p53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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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항목 주 요 내 용
참고페이지

작성방법 시스템

3. 종합결론 ∙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종합결론 p53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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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좋은 규제”의 요건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검토

착안사항 점검 내용

문제정의의 
정확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충분한 현황 분석과 이를 통한 문제점의 본질과 
규모, 발생이유를 분석･제시하였는가?

○ 모든 사용된 자료는 그 근거(출처)를 제시하였는가?

정부개입의 
정당성

○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기존규제의 충실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는가?

○ 규제이외에 교육 및 홍보, 정부지원 등의 비규제적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규제목표의 
명확성

○ 규제를 신설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가 측정가능하게 제시되었는가?

규제대안의 
다양성

○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였는가?

○ 규제의 강도, 규제방식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우선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활용여지 확대
   - 투입기준규제보다는 성과기준규제 우선
   -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우선
   - 국제적 기준 및 비례원칙 근거
   -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내･외 기업간 차별발생 방지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 규제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충실히 실시하였는가?
   -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받는 편익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추계하였는가?

○ 제시된 규제대안들의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충분히 하였는가?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 규제대안의 정량적･정성적 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였는가?

○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불필요하게 피규제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구비서류 등을
간소화 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이해관계자와 
협의

○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규제신설 초기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여부와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집행의 현실성

○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확보되어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가?

○ 피규제자가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대안이 공정한 경쟁과 경제성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시기･방법 등을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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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

1 규제의 개요(표지)

1.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
- 강화규제는 기존 등록사무명과 연계하여 작성

2.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3. 위임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4. 유    형 : 해당규제가 신설규제인지 또는 강화규제인지를 구분
5. 입법예고 : 해당 규제가 입법예고 되는 기간을 입력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요약
7. 규제의 목표: 규제도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8. 규제내용

- 신설규제 : 신설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
- 기존규제의 강화･존속기한 연장 : 현행규제의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

9.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규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인 피
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와 관련정부기관 등을 파악하여 기술
- 피규제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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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부기관 : 해당규제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과 기타 관련기관
10. 비용･편익분석 : 규제의 영향중 정량적·정성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요약표
※ 시스템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완료하면 계산된 값은 자동으로 입력됨

11. 영향평가 여부 : 기술･경쟁･중소기업 영향평가 해당여부 표기
※ 기술영향평가: 기술규제 포함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작성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규제 포함여부 작성(p.30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 참고)

중소기업 영향평가: 피규제대상에 중소기업 포함되는지에 따라 작성(p.31 중소기업의

범위 참고)

12. 일몰설정여부 : 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제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의 설정여부 표기
13.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여부를 표기
14. 비용관리제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여부
※ 시스템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완료하면 계산된 값은 자동으로 입력됨

15. 신구조문 대비표 : 기존규제와 신설 또는 강화되는 법령 조문의 대비표

활용 TIP

모든 규제영향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작성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사용 매뉴얼(p.64)’과 함께 보면 보다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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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기술

    ★ 추진배경에서 다루어지는 현황과 문제점은 규제영향분석의 출발점이며 전체적인
논리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중요한 단계임. 특히,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규제의 도입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통계나 사례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된 모든 자료는 출처와 함께 제시해야 함

○ “현황”이란 지금 현재의 상태(status quo) 즉,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함
-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계나 사회단체 등의 규모와 관련 활동 실적
- 기존 법령이나 규제, 이미 취해진 정부정책/프로그램과 그 운영실태
- 규제를 신설하여 기존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규제나 자율규제 등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

○ “문제점”이란 규제의 신설(강화)을 통해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 기존 현황(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나 부족상태)에 따라 발생한 문제 상황 

및 부정적 결과의 규모와 그 심각성
- 단순한 사례 나열적 접근보다 추세와 경향성에 입각한 문제 상황 제시가 필요
- 부정적 결과의 영향을 받는 주체
-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시장실패, 기존규제의 실패, 재해․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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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정부가 불가피
하게 신규로 또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근거자료
(출처명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

○ 문제점에서 지적한 시장실패, 기존 규제의 실패, 기타 재해나 위험 등의 
요인들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할에 
대해 서술
-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는 공공재(예 : 공유지의 나무)의 공급을 위해 정

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작동한 경우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작동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재난재해 사고의 후속대책이나 예방을 
위한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비규제대안이 문제해결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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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목표

○ 규제대안의 도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황을 서술

    ★ 정성적 기술도 가능하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면 목표로 설정한 결과를 계량적 
수치로 제시 

○ 규제도입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서술
- ‘규제도입의 목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정책의도를 집약

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배경’에서 검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
접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결과를 의미

-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가 가졌던 목표와
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함. 기존규제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바뀌게 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규제도입의 목표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된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기술하여야 함

- 목표의 달성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측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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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1)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복수의 규제대안들에 

대해 대안명과 대안별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 동일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복수의 대안들을

발굴하여 기술해야 함

 

현행유지안
대안명

내용

규제대안 1
대안명

내용

규제대안 2
대안명

내용

※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2 작성 생략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1·2 작성 필수

   ① 현행유지안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규제 대안
• 신설 규제의 경우 : 기존 규제 없음
• 규제 강화의 경우 :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 또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련 규제들을 서술
   ② 규제대안 1 : 도입하고자 하는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술
   ③ 규제대안 2 : 규제대안 1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으로서 규제적 성격

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규제대안이나 규제적 성격이 규제대안 1에 비
해  완화된 다양한 방식의 규제대안들을 검토

• 비규제대안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적 특성이 
제외된 대안으로서 다양한 유형들을 고려

     보조금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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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유인 : 세금감면 혜택, 저리융자 등
     사회운동 : 캠페인, 공익광고 등
     민간자율규제 :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
• 저강도 규제대안 : 규제대안 1에서 제시한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피규

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등
※ 예시 : 규제대안 1이 허가제인 경우 등록제나 신고제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 기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규제대안 : 규제대안 1과는 다른 형태의 규
제대안을 검토
※ 예시 : 규제대안 1이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접수인 경우 전자(온라인)접수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 규제대안의 비교
- 제기된 문제의 해결 관점에서 현행유지안을 포함하여 규제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1

규제대안 2

【예시 : 대부업종 신설】

○ 대부업종 관리방식으로 허가제, 신고제를 검토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대부업종을 인정하지 않

는 현행 업종분류를 유지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대부업종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기존의 불법 대금
업자 방치

허가제
(대안1)

- 특정요건을 설정하여 
적합한 자에게 대부업을
허가하는 방식

- 대부업자 통제 용이
- 불법채권추심 및 고이윤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 허가요건이 충족되지않는 

경우 불법 대금업자 양
성화 저조

신고제
(대안2)

- 신고만으로 대부업 영업
가능케 하는 방식

- 사채업자를 대부업에
끌어들여 양성화하는데
가장 효과적

- 사후관리의 어려움
- 무자격 대부업자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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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 정부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제시

이해관계자 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앞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영향집단을 파악하여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입법

예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 한약재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 한약재 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을 제기한 
소비자 보호단체, 한약재 주요 수출국인 중국 등과의 협의내용 등 기술

이해관계자 주요내용 조치결과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모든 생약에 적용하는 농약 10개 성분 
추가를 신설하는 개정안 반대

‣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62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 시행 후, 모니터링을 거쳐 
검출된 품목을 추가, 6개월 유예기간 
설정 요청

‣‘99~’03년까지 148품목 1,440건에 
대해 농약 136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43개 농약성분이 검출, 이중 10개 성
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 설명, 

‣6개월 유예기간 설정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여 반영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모임

‣ 잔류허용기준 설정기준(안) 설명, 
특별한 의견 없음

중국
‣잔류농약 설정 근거에 대한 설명 및 
중국 관계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희망의견 제출

‣개정안은 WHO가이드라인, 유럽․ 
미국약전 등 각 나라의 기준과 중국의 
약전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것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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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
- 상세한 근거로서는 규제대안 비교에서 제시된 장점과 단점, 이해관계자 

협의결과 등을 고려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이 ▲국내․외 관련 사례 ▲규제문제의 심각성 ▲국내 

타법사례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 아님을 기술

【예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 신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을 일본의 배출기준을 
적용한 경우(대안1), 환경부가 산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저감전략상의 단계별 배출기준(대안2)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
한 결과
- 순편익은 대안1이 527억 원, 대안2가 808억 원이고, 비용대 편익비는 

대안1이 3.8, 대안2가 4.2임
- 순편익은 대안2가 가장 높으나, 도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 

비용대 편익비가 가장 높은 대안1을 선택,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준수기준이 마련되고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오염 축소 및 예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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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기술

○ 비례적 타당성 판단기준
-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문제나 위험과 비교하였을 때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적정한지 여부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은지 여부

    ★ 비례적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도입대상 규제대안과 규제도입으로 기대되는
최종결과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사항들을 포함

       •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의 규모
       • 규제의 영향이 발생하는 기간 및 규제 영향의 분포·범위
       •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간 이해충돌 정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영향평가로서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시 필요성 여부를 양식표상에서 선택
한 후, 해당되는 영향평가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작성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 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기술 경쟁 중기

  

* 작성시 영향평가기관(국표원, 공정위, 중기부) 사전자문 등 적극 활용

* 각종 영향평가는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를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반영하여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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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국가기술표준원 검토)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

정시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과
의 조화여부 파악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술규제 영향평가 필요 여부와 
그 이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검토)
•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로서, 

경쟁제한 규제영향평가 필요여부와 그 이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

 
⇒ 점검목록의 네 가지 효과(A∼D)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쟁영향평가 필요

(A)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대한 제한
① 특정 공급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공급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④ 공급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B)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① 공급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
② 공급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
③ 특정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C) 공급자의 경쟁유인 감소
①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를 형성함
② 공급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의 활동을 일반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① 어떤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함
②공급자를변경하는데필요한전환비용을증가시켜소비자의이동성을감소시킴
③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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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검토)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소관 부처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영향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초안 작성시 소관 부처에서 실시한 영향분석 결과를 작성하고, 입법예고 및 영향

평가 종료 후, 기술·경쟁·중기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수정

-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 (개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  
※ 비규제이거나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규제 차

등화 적용 검토대상이 아님

※ 중기차등화 시행(’18.10월) 이후 규제 차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은 편익을

비용관리제 Cost-Out 금액에 반영(규제연구센터 비용검증 필요)

→ 규제 차등화가 적용된 규제사무는 비용 분석시 규제차등화 편익도 함께 계산·작

성하여 비용검증

◇ 중소기업의 범위 ◇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
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
수업) 혹은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어린이집 등)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
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특별법인-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는 중소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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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 법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지만, 정책적으로 중기업에 대한

차등화도 포함하여 운영

<참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
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형) 규제 내용의 차등화, 규제 시기의 차등화, 규제 순응확보의 차등화 
유형별 예시

○ 규제 내용의 차등화
 -(적용기준 차등화)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기준 차등화
 -(절차 차등화) 매출액 규모 일정액 미만 기업은 인수합병 심사절차 생략
○ 규제 시기의 차등화
 - 기업규모 등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
○ 규제 순응확보의 차등화
 -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사, 감독, 단속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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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분석)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규제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정보 제공
※ 피규제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경우 예비분석 결과표 필수 작성(구체적

인 작성방법은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 참고)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서식>

①규제 영역
F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규제 방식 F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예비분석모델 F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근거 F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대상 업종 F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예비분석내용 F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차등화 적용 여부 F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예비분석모델>

구 분 기 준

표본모델

규제대상집단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한 예비분석 
- 기업규모 구간별(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5~10개 표본을 확

보하여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 조사
  →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 비용 비율이 과도한 기업규모 집단에 

대해 규제 차등화 적용 고려 
정성모델 기존 차등화 적용 유사한 규제 사례 참고한 예비분석

- 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 등 참고 및 정성적 판단

예비분석표모델

규제대상집단의 기업규모별 분포, 규모별 매출액 등 관련 통계자료
를(kosis.kr) 확보하여 예비분석
-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이 낮을수록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이 낮을수록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이 클수록 규제 차등화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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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분석 결과표 작성예시(예비분석표모델)>

※ 규제 차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얻는 편익 발생시, 비용편익적립

(Banking) 반영(규제연구센터 비용검증 필요)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통계청 분류체계의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의

6개 업종으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업현황 분포 파악 가능
④ 대상 업종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규제 대상 집단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6개 업종
◦피규제집단 업종별 10인 미만 소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포를 2015 경제총조사에서 파악
- 발전업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5.3%, 종
사자수의 5.2%, 매출액의 1.1% 차지

업종
전체
업체수

총
매출액
(백만원)

상시근
로자
100인
이상
평균
매출액

상시근
로자
10인
미만
업체수

상시근
로자
10인
미만
총매출액

상시근
로자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

발전업 608
39,365,1
25

742,656 480 589,252 1,227

<발전업 현황>

② 지표값 산출 및 차등화 점수 확인
◦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수 비율(%) = (480/608)*100 = 79%, 1점
◦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 (589,252/39,365,125)*100 =
1.5%, 3점

◦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근로자수 100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
율 = (742,656/1,227) = 605, 3점

③ 예비분석표 적용
◦ 세 지표값의 총점은 7점으로 환경-기준설정 규제에 대한 차등화 적
용 여부는 ‘차등화 적용 고려(○)’로 확인

④ 차등화 대상 결정
◦ 예비분석 결과, 동 규제는 ‘차등화 적용 고려(○)’ 대상, 차등화 적용

⑥ 차등화적용여부 차등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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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몰 및 우선허용·사후규제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명백하게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인지, 신산업 분야에 있어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검토 
- 일몰설정 여부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

한 사유 제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여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미적용시 그 사유 제시

<참고1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19. 7. 17 시행)>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아니하고필요에따라출시후에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규정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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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우선허용·사후규제 검토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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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유형별 전환방법 및 사례>

1. 네거티브 리스트
허용대상을 한정 열거(포지티브 리스트)하는 방식을 금지 대상만 열거
(네거티브 리스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방법) ⅰ)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ⅱ) 허용대상열거→안전, 공공질서등저해대상금지하고모두허용
ⅲ)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ⅳ)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과 → 의무이행 대상을 한정

(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예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 서비스업종 : 40개 열거→ 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 허용

2. 포괄적 개념 정의

3. 유연한 분류체계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
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를 신설

☞(방법) ⅰ) 단순 혁신카테고리

ⅱ) 000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형을 허용

ⅲ) 동등이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허용

ⅳ) △△의 장이 일정조건하에 지정하는 대상을 허용

☞(예시) ∙ 자동차 분류에 기타형(3륜 이상) 추가
∙장기이식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장기에대해장기이식 허용

인허가 대상(사업, 제품·시설, 시설·장비의 재료(소재)의 범위·종류) 또는

지원대상(업종범위, 기업, 사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방법) ⅰ) 개념 자체를 광범위하게 규정 (개념 a → 개념 A)

ⅱ) 개념 속 종류·범위를 확대 (개념 A = a, b, c +d)

☞(예시) 선박급유(석유)업을 선박 연료공급업으로 확대(LNG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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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
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방법) ⅰ) 심사 의무화 → 자율심의(또는 생략) + 사후 관리
ⅱ) 사전 구비 → 사후 적정성 검사
ⅲ) 허가제 → 등록제 + 사후 책임 부여
ⅳ) 부분별 허가요건 준수 검사 → 전체 총량 평가

☞(예시) 음악영상물 심의: 시장출시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사
→ 제작사 자체심의 후 시장출시(영등위 사후관리)

5. 규제 샌드박스
기존규제에도불구, 신사업시도가가능하도록일정조건下(시간․장소․규모)
에서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개별법령에 규제
샌드박스 조항 신설

☞(방법) ⅰ) 법령규정 부재, 모호‧불합리, 법령상 불허 →실증특례 규정
ⅱ) 법령규정 부재, 모호‧불합리→임시허가(시장진입허용) 규정

☞(예시) 드론 야간비행·고고도비행 금지 → 국토부 장관 승인 범위내(7개
시범공역)에서 비행규제 일부 면제(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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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 해외사례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수준 판단의 국제적 근거 제시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되  국내･외 기업의 차별여부 및 국내기업 역차별 발생 

여부에 대해 유의
- 국제적 기준 부합여부 등 미국, 일본, EU의 기준･사례를 우선적으로 제시

하고, EU 기준이 없는 경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내 국가 또는 기타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 국가의 기준･사례 제시

-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국 사례, 국제기준 
등과 비교하여 ‘과도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해외사례 비교 및 분석을 의
무적으로 실시

【예시 : 전기용품의 자율안전인증 제도 도입】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247개 품목)을 제조하는 자(외국제조업자 포함)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장검사 및 제동시험을 거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판매 가능

○ 신개발제품 보급 증가, 인증시장 개발 등으로 기존 안전인증제도의 개선과 
자율안전인증제도 도입 필요

    * FTA, PDA 협상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요구 증가
○ 민간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제도 채택이 국제적인 추세
구  분 내  용 인증기관 비고

미국
 ･ 대상 : 가정용 전기기기 및 부품 등 10,200여 품목
 ･ 인증업체수 : 40,000 여개사
 ･ 사후관리 : 정기 2-4회/년, 수시

Underwriters
Laboratories

민간인증
(사실상 강제)

유럽  ･ 대상 : 모든 저전압전기기기(50-1000V)
 ･ 사후관리 : 시판품 조사

각 회원국이 
지정 자율안전확인

일본
 ･ 대상 : 가정용전기기기 112품목

(자율안전확인 340품목)
 ･ 사후관리 : 1회/년

6개 
민간인증기관

제3자검정,
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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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사례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와 유사한 타법사례를 조사하여 분석･비교함으로써 

규제의 수준 및 품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 도입대상 규제사무와 동일 분야 또는 다른 분야를 불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점, 규제목표, 규제방식 등에 있어서 유사한 타법사례를 발굴하여 규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비교･분석

【예시 : 다른 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사례 비교】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기준> 타법 사례
구 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단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별표8,9)

아동복지법 
제37조

공공보건의료법 
제20조 및 제21조

◦수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
원단’ 의 기능 승계 
및 조직 확대･편성

◦시설
기준

가. 사무실 : 45 제곱미터 
이상 사무공간 확보

나.자료실 : 센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자료실 보유

다.회의실 : 별도 확보

가.사무실(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

나.상담실(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및 녹취기 등 
일정 장비 보유)

법령상 별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함
법령상 별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함

◦인력
기준

- 센터의 장 1명
- 사회보장 또는 지역사

회보장 분야 기획･재
정 등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

-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원 1명 이상

- 중앙가정위탁지원센
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
원 1명 이상을 배치

<현 수탁기관
인력현황>

- 단장 1명
- 팀장 1명
- 기획･홍보 3명
- 운영･후원 3명
- 연구･평가 2명
- 교육･연수 2명

<현 수탁기관
인력현황>

- 센터장 1명
- 기획평가팀 6명
- 교육지원팀 5명
- 연구개발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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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편익 분석

○ 도입대상 규제인 <규제대안 1>에 대해서만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
    ★ 규제대안의 영향집단을 식별하고, 비용·편익항목을 설정하여 각각의 값을 “e-규

제영향분석시스템”에 입력하면 순비용 및 연간균등순비용*이 자동 계산됨
    * 규제의 ‘순비용 현재가치’를 ‘연간 지급률 계수(annuity rate)’로 나누어 환산한 값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순비용 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비용이 연도별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분석기간 및 비용발생 기간이 상이한 규제사무 비교 용이)

<규제대안 1: 　규제대안명＞
분석기준연도 규제시행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  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정보
‣ 대안 :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의 명칭
‣ 분석기준연도 :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연도
‣ 규제시행연도 :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연도
※ 일례로 2019년에 비용·편익분석이 작성된 규제안건이 2021년에 시행된다면 분석기준연도는 2019년이고

시행연도는 2021년임

‣ 할인율 : 미래의 비용･편익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준용(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재는 4.5%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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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과 연계됨에 따라 직･간접 
구분은 규제영향집단 중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서만 적용
하고, 그 외 규제영향집단은 직접/간접 구분 없이 분석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의 구분>
영향집단 비용･편익 분석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 ①직접비용 ②간접비용 ④직접편익 ⑤간접편익
일반국민

③비용 ⑥편익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일반국민

정부
※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전체 순비용[(➀+➁+➂)-(➃+➄+➅)]을 규제비용관리제에서는 피규제
기업ᐧ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순비용(➀-➃)을 연간비용으로 환산한 연간균등순비용 관리

□ 분석방법
◯ 측정대상

• 모든 영향집단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측정
- 피규제자인 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직･간접을 구분하여 직접비용

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직접순비용 측정(규제비용관리제의 관리 대상)
- 기타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직･간접 구분 없이 비용과 편익 측정

   ★ 비용·편익 분석시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 또는 피규제자 일반국민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으로 분석 강화 필요 → 작성방법 등은 ‘제3장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참고

◯ 분석대상기간
•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 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 규제비용 발생 기간, (규제의) 재검토기한 및 일몰제가 설정된 경우 동 기한을 적용

** 규제비용 발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

혁위원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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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
• 신설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증가분을 계산
• 구체적으로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규제로 인해 새롭게 발생

하는 순비용만 측정하나,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기존에 존재
하는 규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분만을 계산

• 할인율
  -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산
  - 현재 할인율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적용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

   - 미래의 비용･편익을 할인,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

   - 10년 후의 1원이 현재의 1원과 다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개별결과값들의 가치를 평가

PV(Bn) =
Bn

(r : 할인율, B : 편익)
(1+r)n

    - r은 할인율이고, 규제가 발효된 n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Bn이라 하면, Bn을 규제시행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는 PV(Bn)으로 표시할 수 있음

  ▪할인 절차
   - 비용(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를 먼저 구하고 이를 발생되는 비용액

(편익액)에 곱하여 계산

할인계수 =
1

(r : 할인율, n : 분석대상기간)
(1+r)n

  ▪할인율 수치
   - 할인율은 국가별, 경제 현실상황,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

형국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4.5%)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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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세부내용>
 □ 주요 개념

구분 개  념
비용 직접비용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간접비용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2차적 효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편익 직접편익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

간접편익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되는 편익  
 ★ 정부비용 : 규제집행 및 감독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편익 : 규제집행으로 정부가 얻게 되는 편익

 □ 비용･편익의 직･간접 범위
구분 범 위

직접
비용

･ (행정부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 (노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 (교육훈련) 교육 훈련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 (외부서비스)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비용 등 외부기관에 지출된 비용
･ (설비) 기계장비 등의 기자재 구입비용
･ (원재료) 규제로 인해 사용된 각종 투입재 비용
･ (운영) 규제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 (지연비용) 규제이행에 따른 사업운영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이익의 감소
･ (기타)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
비용

･ (수요 감소) 피규제 기업이 생산･공급하던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매출감소)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 발생시 상품단가를 인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매출의 감소
･ (기회비용) 규제로 인해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급 및 영업방식 등을 새로운 방식으

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이윤 등 

직접
편익

･ (비용절감) 피규제자가 지불했던 비용 혹은 부담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
･ (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
･ (기타 영업이익) 변경된 규제의 시행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규제자에게 발생

하는 영업이익, 기업의 이윤 등

간접
편익

･ (수요증가) 피규제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품질 향상 등으로 당해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 (매출증가) 규제로 인해 특정원료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대체원료의 매출증가
･ 그 밖의 환경오염 개선, 국민안전, 삶의 질 등 사회 전체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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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의 직접비용 분석 세부절차
구분 설명

1단계 활동작성 ∙ 해당 규제대안에 순응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활동들을 파악하여
제목을 기술

2단계 직접비용
항목 설정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항목을 파악
※ 직접비용 항목 9가지 (별도설명)

    ① 행정부담          ② 노동
    ③ 교육훈련          ④ 외부서비스
    ⑤ 설비              ⑥ 원재료
    ⑦ 운영              ⑧ 지연
    ⑨ 기타 

3단계
직접비용
항목의 

특성 설정

∙ 직접비용항목별 특성
 ‣ 일시적/반복적 비용여부
 ‣ 연도별 균등/불균등 선택
※ 균등비용의 경우 초기발생년차, 지속기간 설정

 ‣ 연도별 불균등의 경우 정율/변동 여부 선택
※ 정율변동인 경우 초기발생년차, 지속기간, 연도별 증감율 설정

4단계
직접비용

산출
(정량적)

∙ 9가지 비용항목을 각각의 항목에 따라 경우에 맞는 산출공식을 활용
하여 비용산정(별도설명)
※ 모든 비용산정에 사용되는 수치는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근거설명 제시 : 각 비용의 정량적 분석에 사용된 관련 증거자료(데이터 
등), 분석의 가정(피규제자 설정, 단가기준) 및 한계점 등에 대해 서술

∙ 모든 직접비용은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되 기본값을 10년으로 설정하여 
연간균등순비용을 산정

 < 연간균등순비용 산정식> 





 ․ 



 


: 분석시점() 기준순비용현재가치총합
r: 할인율(4.5%)
n: 분석대상기간
k: 규제시행연도(분석대상기간첫째연도)에서
분석 기준시점 연도()를 차감한 값

5단계
직접비용

산출
(정성적)

∙ 정량적 비용산정이 어려운 비용내역에 대해 정성적으로 서술하고 인
용자료의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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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용 9가지 항목 세부내용
항목명 세부내용

① 행정
   부담

○ 규제의 신설･강화 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 보고비용: 신고, 보고, 제출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내부

인원의 인건비로 주로 보고시점 근처에서 발생 
 ∙ 허가비용: 인･허가, 갱신, 승인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 및 수수료로 주로 허가시점 근처에 발생 
 ∙ 기록비용: 기록 등의 의무에 의한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내부인원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 비용으로 상시적으로 발생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확인･집계 등의 작업비용은 행정부담이 아닌 노동비용

② 노동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되는 직접 노동비용

③ 교육
   훈련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훈련 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 교육훈련 비용: 강사료, 수강료와 기타 필요 숙박비, 교육재료비 등의 부대비용 
   - 강사료 : 교육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강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 수강료 : 일정한 강사비가 아닌 교육대상 수에 따라 상이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교육참여에 따른 기회비용: 기존에 하지 않았던 교육 수행을 위해 인력이 일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④ 외부
   서비스

○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순응을 위해 발생하는 외부서비스 비용 
 ∙ 자문서비스 : 규제 준수를 위해 사용한 전문가 자문비용 (변호사, 엔지니어 등) 
 ∙ 자문 외 외부서비스 : 시스템 설치비 및 시스템 운용비 등의 위탁비용 

⑤ 설비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투입한 자본재(설비)의 구입비용 

⑥ 원재료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사용한 각종 투입재 비용
 ∙ 원재료 구매 :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새롭게 구매

한 원재료의 수명이 다하여 분석 기간 내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
 ∙ 원재료 폐기 : 기존의 원재료를 새로운 원재료로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원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 
★ 규제순응을 위해 기존 구축된 건물의 유리 등 마감재, 단열재 일부구입은 원재료비에 해당

⑦ 운영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
 ∙ 임차료, 설비(기계) 유지보수 비용, 사무용품 등 구입비용, 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 기둥 추가 및 제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대수선비는 설비비에 포함

⑧ 지연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피규제자의 운영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익감소

⑨ 기타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비용,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비용을 제외한 기타 순응비용
★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에 대해 명확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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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용 9가지 항목별 산출공식 (예시)
구분 산출공식 (예시)

① 행정
   부담

인건비
- 연간투입인원 × 연간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 연간투입인원 × 1일당 투입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시간당 근로임금

(원) × 피규제자수
인건비외 

비용 - 단위가격 × 연간발생횟수 × 피규제자수

② 노동
- 연간투입인원 × 연간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 연간투입인원 × 1일당 투입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 연간투입인원 × 연봉 × 피규제자수

③ 교육
   훈련

교육훈련 - 연간교육횟수 × [강사료 + 교육과정비] × 피규제자수
- 교육대상자수 × 연간교육횟수 × [수강료 + 교육과정비]  × 피규제자수

교육참여 
기회비용 - 시간당 임금(원) × 교육 참여시간 × 교육대상자 수

④ 외부
  서비스

자문서비스 - 외부전문가활용비 × 전문가수 × 연간자문횟수 × 피규제자수
자문외 

외부서비스
- 시스템 설치비 × 피규제자수
- (외부인건비(파견 등)  + 시스템운영비(위탁경우)) × 연간횟수 × 피규제자수

⑤ 설비 - 구매비용 × 연간구매횟수 × 피규제자수

⑥ 원재료 원재료 구매 - 원재료단가(원) × 연간구매단위 × 피규제자수
- (변경원재료단가-기존원재료단가) × 연간구매단위 × 피규제자수

원재료 폐기 - 피규제자 당 원재료 폐기비용 × 피규제자수

⑦ 운영

임차료
- 임차료(원/년)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
- 임차료(원/분기) × 4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
- 임차료(원/월) × 12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

설비(기계) 
유지보수 - 유지보수비용 × 피규제자수 × 보유대수

사무용품등 
구입비용 - 단가 × 피규제자수 × 연간구입개수

전기요금 - 전기요금(원/년) × 피규제자수 × 해당건물수
- 전기요금(원/월) × 12 × 피규제자수 × 해당건물수

교통비
- 회당대중교통요금 × 피규제자수 × 연간이동횟수
- 교통비(원/월) × 12 × 피규제자수
- 주유비(원/월) × 12 × 피규제자수

보험료 - 보험료 × 연간납입횟수 × 피규제자수
- 보험가입비 × 피규제자수

⑧ 지연 - 일일영업이익* × 영업지연일 × 피규제자수
  * 월, 분기, 연단위로 산정된 영업이익의 경우 일단위로 환산하여 사용

⑨ 기타 - 이상의 비용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별로 산출공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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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 산정시 유의사항
• 자료의 취합 및 분석관련
- 가격, 비용･편익, 임금 등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는 통계청, 한국은행, 

조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가급적 직전 연도(혹은 가용한 가장 최신연도) 연말 기준 수치를 

사용하되, 일관된 가격변수를 사용
※ 특히, 인건비 통계는 ‘고용노동통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통계가 없거나 특수 분야로 별도의 지표값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설문조사,

기타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추정치 등을 통해 얻은 지표값 사용 가능

- 중요 수치의 경우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나 증감률을 감안, 분석에 반영
- 비용･편익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산식․산출근거․출처․분석 가정을 명시
- 비용･편익의 발생은 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특별한 경우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분석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주무부처는 가급적 직접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발생 여부 및 비용･편익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 그 결과를 비용분석에 포함

• 과거자료 사용경우 보정
- 비용･편익분석에서  2년 이상 경과한 과거 비용단가를 활용하여 분석

하는 경우,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정
- 규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세한 근거 서술이 필요
• 비용･편익･순비용의 현재가치 산정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편익･순비용을 

현재가치로 변환하여 제시
⇨ 순비용현재가치 등 산정은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에서 자동산정

• 분석기준연도와 규제시행연도
- 분석기준연도 :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해당 연도
- 규제시행연도 : 규제가 시행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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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분석 예시>
- 규제도입시 1년차에 직접비용이 100억원, 2년차 55억원, 3년차 20억원이 

소요되며 4년차부터 유지비용 1억원 소요 / 매년 직접편익 15억원 발생

<규제비용분석표 : 분석기준연도와 규제시행연도가 동일한 경우>
(단위 :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현재가치 산정식 연간균등 

순비용
(규제시행)*

1년차 10,000 1,500 8,500 8,500.00 = 8,500  

2년차 5,500 1,500 4,000  3,827.75 = 4,000 × 1
(1+0.045)1

3년차 2,000 1,500 500 457.86 = 500 × 1
(1+0.045)2

4년차 100 1,500 -1,400 -1,226.82 = -1,400 × 1
(1+0.045)3

5년차 100 1,500 -1,400 -1,173.99 = -1,400 × 1
(1+0.045)4

6년차 100 1,500 -1,400 -1,123.43 = -1,400 × 1
(1+0.045)5

7년차 100 1,500 -1,400 -1,075.05 = -1,400 × 1
(1+0.045)6

8년차 100 1,500 -1,400 -1,028.76 = -1,400 × 1
(1+0.045)7

9년차 100 1,500 -1,400 -984.46 = -1,400 × 1
(1+0.045)8

10년차 100 1,500 -1,400 -942.07 = -1,400 × 1
(1+0.045)9

계 18,200 15,000 3,200 5,231.04 632.63*

- 분석기준연도와 규제시행연도가 동일한 경우로 할인은 2년차부터 실시
   ⇨ 규제대안 1의 순비용현재가치는 총 52억 3,104만원 /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6억 3,263만원, 즉, 10년간 매년 6억 3,263만원씩의 순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
* p.51 산식에 따라 시스템상 자동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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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분석표 : 분석기준연도와 규제시행연도가 상이한 경우>
- 규제도입 후 4년차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반복적이고 균등하게 발생

(비용은 800백만원, 편익은 1,120백만원)한다고 가정한 경우
(단위 : 백만원)

발생년차 비용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현재가치 산정식 연간균등 

순비용
*분석기준연도2019

2020
2021
2022

*규제시행연도2023 1년차 800 1,120 -320 -268.34 1
(1+0.045)4

2024 2년차 800 1,120 -320 -256.78 1
(1+0.045)5

2025 3년차 800 1,120 -320 -245.73 1
(1+0.045)6

2026 4년차 800 1,120 -320 -235.15 1
(1+0.045)7

2027 5년차 800 1,120 -320 -225.02 1
(1+0.045)8

2028 6년차 800 1,120 -320 -215.33 1
(1+0.045)9

2029 7년차 800 1,120 -320 -206.06 1
(1+0.045)10

2030 8년차 800 1,120 -320 -197.18 1
(1+0.045)11

2031 9년차 800 1,120 -320 -188.69 1
(1+0.045)12

2032 10년차 800 1,120 -320 -180.57 1
(1+0.045)13

계 8,000 11,200 -3,200 -2,218.84 -320.00*

* p.51 산식에 따라 시스템상 자동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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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볼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장애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해 기술
- 유사분야 규제사무의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피규제자 준수수준을 면밀히 검토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인력, 

일선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제집행 후 필요한 관리･감독 
여건 등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수준을 

검토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여건 등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

    ★ 좋은 취지의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면 규제의 효과성은 기대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장애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집행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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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한 내부검토 과정과 내용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경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 규제도입을 고려하게 된 배경과 함께 시작부터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절차

들을 시간적으로 순서에 맞춰 순차적으로 기술
- 규제심사과정에서 재심사 등에 따른 규제대안의 변천 및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2) 향후 평가계획

○ 규제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일몰설정기한 등에 
근거하여 사후평가 시점, 평가방법 및 지표 등에 대한 사후평가계획을 구체
적으로 기술
- 사후평가 시점 : 규제 효과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규제 평가의 적정한 

시점 제시(일반적으로 5년, 일몰설정 규제의 경우 일몰설정기한으로 하
나, 규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 5년 이후도 가능)

- 규제집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향후 어떻게 규제집행 수준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와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지표 제시 

※ 사후평가 평가지표 선정시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ttainable), 신뢰성(reliable), 적시성(timely) 고려(SMART 지표)

3) 종합결론

○ 규제영향분석서 전체내용의 종합적인 결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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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편익분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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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필요성

○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규제관련 이해관계자간 이견․갈등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작용 분석의 필요성 증대

○ 피규제 집단에 대한 규제영향 이외에 집단간 영향 및 일반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 강화 
필요

2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개념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피규제자 집단은 물론 피
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매뉴얼에서는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는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표 Ⅲ-1>과 같이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
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함

○ 아울러, ‘예시(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강화)’에서 보듯이 정비업체, 검
사기관, 사회전체, 일반국민에게 나타나는 영향2, 영향3, 산출(output), 결
과(outcome) 등에 대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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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 비용·편익분석 작성 구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  부
총 합계

【예시 :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강화】

구분
영향 1 영향 2 영향 3 산출(output) 결과(outcome)

부적합 차량
정비 및 검사

부적합차량
정비

부적합차량
재검사

경유차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 건강증진

영향
집단

경유차소유자
(피규제자) 정비업체 검사기관 사회전체 일반국민

비 용 정비 및
검사비↑

편 익 정비수수료
↑

검사수수료
↑

환경오염예방
(환경편익)

질병예방
(건강편익)

구 분
피규제자의
비용·편익

←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

3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원칙

○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비용절감, 영업이익 등 2차적

영향(‘예시’의 영향2～3)에 대한 정량분석 우선 추진

○ 사회전체,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생명․안전․환경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분석 실시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사회적 비용·편익)

비용 관리제

피규제자 비용․편익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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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수단별 분석사례 활용

○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집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규제의

분야별 또는 수단별 유형을 구분(참고2 규제 분야 및 수단별 분류내용)

○ 비용․편익에 대한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유사한 분석사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사례가 있는 경우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분석서 게시판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에서 찾아 참고하여 작성*

* 사회적 비용․편익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국내외 사례를 발굴‧제시

․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분석서 게시판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에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 게시

- 예시1) 환경분야 규제로써 피규제자 외외 기업에 매출증가의 편익이 발

생한 경우 → 분석사례의 ‘분야15 B01’코드를 찾음

- 예시2) 기업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성분·규격과 생산량 등을 제한

하는 규제로써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게 안전사고예방이라는 편익이

발생한 경우 → 분석사례의 ‘수단22 D01～02*’코드를 찾음

* 코드 수단 22 D 01 ~ 02
(설명) 분야/수단 구분 비용․편익 항목 수단/분야 항목 사례 수

□ 분석에 대한 심사․검증 강화

○ 각 부처는 규제심사관 사전 협의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비

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정량적 분석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규제영향 분

석서 작성에 반영

○ 규제연구센터, 규제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분석의 색인 사례를 활용하여

심사․검증

○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분석이 가능한데도 누락된 경우, 분석을

보완하여 재심사․검증

○ 분석사례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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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항목

○ (비용) 행정부담(비용), 직접적인 노동비용(인건비), 교육훈련 비용, 자본재․
원료 구입비용, 서비스비용, 운영비 등 피규제자 이외 집단에 대한 비용
(내용은 피규제자와 동일, p46)

○ (편익)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편익 항목
    ‣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편익 항목 내 용
시장안정성
제 고

시장 참여자의 행위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성 제고 (경쟁력이 낮거나 부적합한 기업의 퇴출 등)

산 업 육 성 기업 환경 개선(규제부담금 완화, 설비확충 등)을 통해 관련된 특정
산업 규모 확대

경 쟁 촉 진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거나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억제

공 정 거 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여 부당한 손해․피해를 예방

비 용 절 감 손실예방이나 원가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매 출 증 가 시험․교육․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증가 또는
관련 기업의 영업․매출 증가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편익 항목 내 용

환경오염예방 대기, 수질, 토지 등 각종오염의 축소 및 정화

자 원 재 활 용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절약 등 사회적 편익 증가

안전사고예방 시설, 설비, 안전기준 확충과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자연재해예방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에 대한 대비 및 피해 예방

산업재해예방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 예방

질병예방․건강증진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예방 및 각종 의료서비스 관련 국민보건 확보

사회적약자보호 소비자,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권리증진

일자리 확대 인력기준 완화, 최소 고용인원 상향 조정 등 국민 취업기회 증진
비 용 절 감 각종 손실 및 비용의 절감

소득(매출)증가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한 매출 및 소득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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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규제 분야 및 수단별 분류내용

○ 규제 분야

구 분 내 용

안 전 사고 및 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사후구제 (산업안전 포함)

환 경 오염예방 및 개선(수질, 토양, 소음, 공기),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보 건 감염병 등 질병예방, 의료기관, 의약품 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복 지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청소년, 빈곤층 등) 보호

노 동 노동자 권리 보호(일자리, 퇴직급여, 산업교육 등)

금 융 은행, 여신, 증권, 보험업 관련 규제

교 육 초․중․고․대학 등 교육제도를 통한 인적자원관리 및 교육환경보호

농 림 ‧ 어 업 농업, 임업, 어업 분야 관련 규제

건설․에너지 건설(주택, 비주거용 건물, SOC 등) 및 에너지 관련 규제

산 업 일 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산업 일반에 관한 규제

○ 규제 수단

성 격 내 용

진
입

자 격
시장경쟁 확보 혹은 안전, 환경 등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지정, 승인 등 특정 산업, 사업 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입 지 사업을 영위(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위치)에 대한 규제

가 격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임금, 이자, 수수료, 제품(혹은
서비스)의 가격 등의 기준 혹은 범위를 직접적으로 정하는 규제

품
질

생산관리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시, 성분·규격과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규제

경영관리
생산성, 경영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확충, 투자, 회
계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제

교육훈련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수준(생산성 혹은 안전,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규제

거
래

기업 간 기업 간 거래상대방, 물량, 가격 등 거래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소
비자 간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상대방, 물량, 가격 등 거래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규제

행 정
보고, 자료제출, 공시, 계획, 부담금, 행정조사 등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지 배 구 조
기업경영의 건전성 유도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기업의
주식보유 등 소유구조의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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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비용․편익 분야별․수단별 색인

□ 규제 분야별 색인 (45건)

비용/편익
규 제 분 야

안전(A) 환경(B) 보건(C) 복지(D) 노동(E) 금융(F) 교육(G)
농림어업(H)

건설에너지(I)
산업일반(J)

비

용

행정부담(01)
노동(02)
교육훈련(03) 정량
외부서비스(04)
설비(05) 정량
원재료(06) 정량
운영(07) 정량
지연(08)
기타(09) 정량

편

익

피규제자
이외
기업

시장안정성제고(10) 정성
산업육성(11) 정량
경쟁촉진(12)
공정거래(13)
비용절감(14) 정량 정량 정량
매출증가(15) 정량 정량2
기타(16) 정량

피규제자
이외
국민

환경오염예방(20) 정성1정량7
자원재활용(21)
안전사고예방(22) 정성2정량1 정성 정성 정량2
자연재해예방(23)
산업재해예방(24) 정량 정량
질병예방(25) 정량1정성2 정성2 정성정량 정성
사회적약자보호(26)
일자리확대(27) 정량
비용절감(28) 정량2 정량2 정량
소득증가(29)
기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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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수단별 색인 (26건)

비용/편익
규 제 수 단

진입
가격(C)

품질 거래
행정(I)

지배구조(J)자격(A) 입지(B)
생산관리(D)

경영관리(E)
교육훈련(F)

기업간(G)
기업소비자간(H)

비

용

행정부담(01)
노동(02)
교육훈련(03)
외부서비스(04)
설비(05)
원재료(06)
운영(07)
지연(08)
기타(09) 정량 정성

편

익

피규제자
이외
기업

시장안정성제고(10) 정성 정량
산업육성(11) 정량
경쟁촉진(12) 정성
공정거래(13) 정성
비용절감(14) 정량2
매출증가(15) 정량
기타(16) 정량

피규제자
이외
국민

환경오염예방(20) 정량 정량
자원재활용(21)
안전사고예방(22) 정성 정량2 정량
자연재해예방(23)
산업재해예방(24) 정량
질병예방(25) 정성
사회적약자보호(26) 정량 정량2 정량
일자리확대(27) 정성
비용절감(28) 정량
소득증가(29)
기타(30) 정성

  ※ 색인에 정성·정량으로 표시된 경우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

석 사례’에서 내용 확인 →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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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의 건설에너지분야(I)/회의비용(03)】

분야03I-01(정량) 국토교통부
분야/수단 건설․에너지 / 품질(교육훈련)

규제내용
발주청 주도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
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토록 의무화 함

관련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

영향집단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비용항목 안전관리 실태 점검회의 비용

분석내용

ㅇ (산식) 안전관리 실태 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여하는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등은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에 따른 정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

   - 시공자 2인 × 0.5일 단가(109,734) × 18,620건 = 4,086,494,160
- 감리자 1인 × 0.5일 단가(130,963) × 18,620건 = 2,438,531,060

 ⇒ 총 규제비용은 1회 회의 개최 비용 65억 × 3회(건설공사의 초기, 중기, 말기로 가정) 
195억으로 추정

 ⇒ 이를 할인율 5.5%*를 10년간 적용할 경우 총1,458억원의 비용 발생
   * 2019.1.1일부터 4.5%로 할인율 적용

 ㅇ (근거)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 참석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일시 등도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아래 
사항을 가정 비용분석 실시

  ① (회의개최방법 및 횟수) 개정안의 취지는 발주청이 직접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를 확인하고 위험요소 등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주청 공사감독이 직접 
현장에 나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횟수는 총공정의 초기, 중기, 말기 
총 3회로 가정(회의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

  ② (공공공사 현황)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공사는 총
17,500건으로 조사, 최근 5년간 유사한 추세임을 감안할 때 대상 공사는 18,620건
(5년간 평균)으로 가정

< 참고 : 최근 5년간 공공공사 발주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발주건수 17,509 16,472 19,532 19,913 19,673
발주규모 395,397 361,608 387,500 409,144 460,167

(출처 : 대한건설협회)

  ③ (기술자 임금) ‘16년 말 기준 건설부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 기준단가인 
219,469원 및 건설사업관리 고급기술자 기준단가인 261,926원을 적용

  ④ (기술자 투입) 점검회의 자료 준비 및 회의진행을 위해 총 3인(시공자2,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1)이 0.5일 (회의준비 2시간, 회의 2시간)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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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의 자격수단(A)/매출증가편익(15)】

수단15A-01(정량)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야/수단 안전 / 자격

규제내용 식육가공업에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HACCP 평가항목을 마련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6제5항

영향집단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위해분석시험검사기관)

편익항목 매출증가 (축산물 위해분석 수행에 따른 분석수수료 편익)

분석내용

 ○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한 위해분석을 실시
*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의3제2항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위해분석 수행에 따른 분석수수료 편익이 발생하며, 축
산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수수료 편익은 HACCP 의무화에 따른 식육가공업체
의 위해분석비용에 시험검사기관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함
* (영업이익률 근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2%

    
 <위해분석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위해분석 수수료 편익>

연도 업체수 위해분석비 총 소요비용 수수료 편익
2018 23 317,000   7,291,000   364,550 
2020 315 317,000  99,855,000  4,992,750 
2022 608 317,000 192,736,000  9,636,800 
2024 1,192 317,000 377,864,000 18,893,200 
소계 2,138 677,746,000 33,887,300 

* 업체수 : 전체식육가공업소 2,852개소중 HACCP 인증업체는 2015년기준 714개소이며, 이
를 제외하면 2,138개소에서 위해분석비가 발생하며, 업체규모별 적용시점을 순차적용함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수료 편익을 산정
* 위해분석비 : 아직기준단가가제시되기이전단계로관련연구보고서에서제시된산정기준을적용

구분 항목 세부항목 위해요소 수량 단가 가격

위해

분석
검사

원재료
생물학적 4 16,000 64,000
물리적 2 7,250 14,500
화학적 4 28,000 112,000

공정
생물학적 4 16,000 64,000
물리적 2 7,250 14,500
화학적 1 28,000 28,000

청정도 생물학적 2 10,000 20,000
계 317,000

자료출처
○ 업체수 : 201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통계
○ 위해분석비 : 최승철(2016).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필요성.
○ 영업이익율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업총조사, 손익의관계비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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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사용 매뉴얼

1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개요

1. 주요 기능

○ 신설․강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 규제영향분석서를 구성하고 있는 평가요소별 세부항목 작성
- 신설․강화대상이 되는 규제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폐지․완화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비용적립을 위한 폐지․완화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폐지․완화대상이 되는 규제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심사 지원
- 규제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에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으로 작성된 규제영

향분석서를 제출하여 규제심사 지원

○ 규제영향분석서 결과자료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DB)화
- 규제영향분석서 게시판에 작성이 완료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누적 게시하여 

향후 유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 본 사용자 매뉴얼은 신설․강화 규제사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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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서 시작하기

시스템 접속

<사용방법>

① 규제정보화시스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e-규제영향분석] 배너를 클릭하면
시스템 메인 화면으로 이동

사용전 TIP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저장’버튼을 클릭하고 수시로 ‘저장’버튼 클릭하자!

비용․편익분석을 하기 전에 ①규제영향집단을 분류하여 ②편익과 비용을 구분하고, ③직접효과인지 

간접효과인지 그리고 ④분석방법(정량 또는 정성)을 결정하자!

시스템의 입력 및 편집은 한글 편집기능과 동일하므로 분석서를 예쁘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Alt+C, 

Alt+V 등 모양복사 기능과 문단정열 기능인 (Ctrl)+Shift+Tab 단축키를 익혀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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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시작

<사용방법>

① [법령작성시작]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시작
  ☞ 제시되는 팝업창의 법령명 란에 해당하는 법령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리스트 하단에 입력한 법령명이 제시
② [규제사무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표준형 또는 간이형”선택하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첫 단계인 “규제의 개요” 부분으로 이동

③ 기존 작성중인 규제영향분석서를 계속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리스트에서 해당 규제사무 제목을 선택하여 작성

④ 기존 작성중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일자를 확인
⑤ 기존작성중인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없게된경우에는 오른쪽끝☒ 버튼을 눌러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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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하기

1. 공통기능

공 통 기 능

<사용방법>

① 대메뉴는 분석서 시작, 분석서 작성, 분석서 결과 및 분석서 게시판으로 구분
② 중메뉴는 분석서 작성메뉴 하부메뉴에서 제시되며, 작성단계별 전체경로와 현재
작성하고 있는 단계를 알 수 있도록 표시

 ☞ 작성중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성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가능
③ 소메뉴는 작성단계별 세부항목을 구분하며, 중메뉴를 클릭하면 하단에 제시
 ☞ 작성중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성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가능
④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아래한글 기반에서 작성하며 동일한 기능으로 편집가능
   단, 비용․편익분석은 별도의 산정프로그램 적용하여 계산 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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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개요

규제의 개요

<사용방법 1. 규제의 개요> 

① 규제의 개요는 총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규제사무명과 유형은 필수입력사항으로
미입력시 다음 단계로 진행불가

 ☞ 각 항목은 아래한글의 표형식으로 작성되며 ①번 “□”안의 편집기능(단축기
능)을 활용하여 글자모양, 문단모양 등의 편집이 가능함

구  분 작 성 내 용

①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② 규제조문 해당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③ 위임법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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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방식 적용여부, 비용
관리제 적용여부는 본문에서 해당항목을 작성하면 자동적으로 입력되며, ‘규제개
요’ 화면에서는 입력 불가

구  분 작 성 내 용

④ 유    형 신설 또는 강화 중 해당되는 사항

⑤ 입법예고 입법예고의 기간

⑥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
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

⑦ 규제의 목표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⑧ 규제내용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요약

⑨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
계자 및 관련기관

⑩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요약표로 비용산정결과 자동입력

⑪ 영향평가여부 기술․경쟁․중기 영향평가 해당여부로 본문작성시 자동입력

⑫ 일몰설정여부
규제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여부로 본문작성시 자동
입력

⑬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
부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여부로 본문 작성시 자동입력

⑭ 비용관리제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해당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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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사용방법 2. 신구조문대비표> 

① 조문대비표의 [현행] 란에는 기존규제의 조항을, [개정안]란에는 신설 또는 강화
되는 조문의 내용을 아래한글 프로그램상에 입력

 ☞ 한글 편집기능을 활용하여 문단모양, 글자모양 등을 조정하여 대비표 완성
②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고 난 후 저장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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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사용방법>

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객관적 통계자료와 근거 제시)

② 규제의 목표 : 선택된 규제대안을 도입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를 구
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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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규제대안의 비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의 선택 및
근거에 대해 기술

  - 규제대안의 비교 : 검토대상이 되는 규제대안은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1, 규제
대안 2로 구분되며, 주어진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의 비교] 각각의 표에
서 해당란에 대안명과 내용,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입력

구 분 내 용

현행유지안 현재상태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대안 1 도입대상이 되는 선호된 대안

규제대안 2 도입대상 규제대안외의 대안 (보조금 등 비규제대안 포함)

   ☞ [규제대안의 내용] 표상의 대안명과 내용을 입력하면 비용․편익분석프로그램과
연동되어 해당 항목에 자동 입력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시된 표에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도입대상 규제에 대해 제기한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그 반영여부를 기술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작성

※ 편집방식은 기존 아래한글 방식과 동일함. 규제대안의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분은 셀 합치기 및 셀 삭제기능 가능하고, 화면 상단 “□”안의

‘대안추가, 대안삭제’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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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의 적정성

  1) 적정성 작성

규제의 적정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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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규제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 세부항목들을 아래한글 프로그램상에
입력함. 규제의 적정성 중 네 번째 항목인 비용․편익분석은 별도의 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 및 정성분석을 실시함

①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

②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경쟁·기술·중기영향평가 및 기타 사항들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제시된 표의 해당란에 체크함

구 분 내 용

경쟁영향평가
도입대상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필요여부
(p.31 참고)

기술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
과의 조화여부 검토의 필요여부

중소기업영향평가
도입대상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필요여부(p.32 참고)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피규제 대상에 중소기업 포함된 경우 필수 작성해
야 하는 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여부를 작성(p.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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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구 분 내 용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명백하게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인지, 신산업분야에 있어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검토

일몰설정여부
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형)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미적용시 그 사유 제시

④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 사례
및 유사입법사례를 조사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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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사용방법 1. 기본정보등록>

① 이해관계자 : 도입되는 규제대안(규제대안 1*)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 선택 → 선택 후 저장하면 각 그룹별 비용·편익 분석표 입력가능
* ‘규제대안 1’은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메뉴에서 입력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남

  - 피규제자 : 도입대상규제대안으로부터직접적으로영향을받아권리를제한받거나
의무를 부과 받는 집단(기업․소상공인과 일반국민으로 구분)

  - 피규제자 이외 민간부문 : 도입대상 규제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으
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부과 받는 피규제자는 아닌 경우(기업․소상공인과
일반국민으로 구분)

  - 정부 : 규제를 집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주체가 되는 정부부처나 위임을 받은 기관
② 기타 등록사항
  - 분석대상기간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기본값은 10년이

나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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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율 :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미래의 비용·
편익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로 예비타당성 조사

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인 4.5% 적용(2019. 1. 1기준)
  - 분석기준연도 : 일반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해당 연도를 입력하며, 서로 다른 시

점에 발생한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연도를 의미함

  - 규제시행연도 : 분석대상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연도를 입력함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사용방법 2. 이해관계자 그룹별 비용·편익 분석>

① 이해관계자 그룹별 비용·편익 분석표
  - 피규제자인 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직접비용·

직접편익 칸이 간접비용·간접편익 칸과 별도로 생성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자 그룹은 직·간접 구분 없이 비용·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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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생성

  - 비용·편익 분석표의 각 칸을 클릭하면 해당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비용과 편익
의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입력할 수 있는 게시판이 화면 하단에 제시

②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게시판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세분류 : 규제에 순응함으로써 규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명칭을 입력(5인 이상 사업장, 온라인 쇼핑몰사업자 등)
  - 활동제목 : 피규제자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입력
  - 비용항목 : 규제에 순응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규제비용의 구체적인 항목 선택
  - 정성분석의 경우, 비용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입력

<참고: 직접비용 9가지 항목-세부내용 p.52 참고>
비용항목 세부내용

① 행정부담
‣ 규제의 신설･강화 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 보고비용, 허가비용, 기록비용)

② 노동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소요되는 직접 노동비용

③ 교육훈련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훈련 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

비용 (수강료, 교육참여에 따른 기회비용)

④ 외부서비스
‣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순응을 위해 발생하는 외부서비스 비용

(자문서비스, 자문 외 외부서비스)

⑤ 설비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투입한 자본재(설비)의 구입비용 

⑥ 원재료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사용한 각종 투입재 비용( 원재료 구매, 원재료 폐기)

⑦ 운영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

( 임차료, 설비 유지보수 비용, 사무용품 등 구입비용, 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⑧ 지연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피규제자의 운영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익감소

⑨ 기타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비용,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비용을 제외한 기타 순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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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개별 항목값의 특성 설정

<사용방법 3. 금액(현재가치) 입력>

① 영향집단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을 입력한 후 ‘금액(현재가치)’탭의 ‘입력’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남

② 규제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팝업창을 이용하여 해당값의 특성을 설정
  ※ 정성분석의 경우 ‘분석’탭의 ‘입력’을 클릭하여 팝업창에 분석내용 입력
  - 일시적/반복적 여부

구  분 내  용

일시적 해당값이 특정 연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반복적 해당값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연간 균등 여부
구  분 내  용

연간균등 해당값이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

연간비균등 해당값이 동일하지 않고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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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율 변동 여부

구  분 내  용

정  율 해당값이 정해진 비율로 변동하여 발생하는 경우

비정율 해당값이 정해진 비율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경우

③ 3가지 선택사항 체크시 ‘반복적’이고 ‘연도별 균등이 아닌 경우’이면서 ‘정율
변동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화면 활성화(단, 직접계산 ‘아니오’ 선택)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Tip>
① 비용 항목은 숫자만 입력 가능 
② 비용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하면 ‘비용(현재가치)’ 합계 자동입력 
※ 하단에 산식·근거설명 입력: 연도별 산출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산식만 입력, 산출기준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 연도별로 각각 산출식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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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4. 비용 계산>

비용․편익의 정량분석 산정은 표준계산과 직접계산중 선택하여 분석
- 표준계산 : ‘항목별 산출공식(예시)’를 이용한 계산이 가능한 경우로 산출공식의
변수값(연간투입인원, 피규제자수 등)을 입력하여 계산

 ① 직접비용 중 ‘행정부담’ 항목 선택시 인건비용, 인건비 외 비용 표준계산 가능
 ② 산출공식에 해당값 입력 후 계산 클릭하면 자동 계산
 ③ 근거설명란에 각 값에 대한 설명 추가
- 직접계산: 입력칸을 클릭하면 나오는 직접계산 팝업창에 변수명과 변수값, 연산자를
직접 입력하여 계산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표준계산 입력화면>

<직접계산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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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용 9가지 항목별 산출공식 (예시)
구분 산출공식 (예시)

① 행정
   부담

인건비
- 연간투입인원 × 연간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 연간투입인원 × 1일당 투입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인건비외 

비용 - 단위가격 × 연간발생횟수 × 피규제자수

② 노동
- 연간투입인원 × 연간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 연간투입인원 × 1일당 투입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 × 시간당

근로임금(원) × 피규제자수
- 연간투입인원 × 연봉 × 피규제자수

③ 교육
   훈련

교육훈련 - 연간교육횟수 × [강사료 + 교육과정비] × 피규제자수
- 교육대상자수 × 연간교육횟수 × [수강료+교육과정비] × 피규제자수

교육참여 
기회비용 - 일일영업이익(원) × 교육으로 인한 비영업일 × 피규제자수

④ 외부
  서비스

자문서비스 - 외부전문가활용비 × 전문가수 × 연간자문횟수 × 피규제자수
자문외 

외부서비스
- 시스템 설치비 × 피규제자수
- (외부인건비(파견 등)  + 시스템운영비(위탁경우)) × 연간횟수 × 피규제

자수
⑤ 설비 - 구매비용 × 연간구매횟수 × 피규제자수

⑥ 원재료 원재료 구매 - 원재료단가(원) × 연간구매단위 × 피규제자수
- (변경원재료단가-기존원재료단가) × 연간구매단위 × 피규제자수

원재료 폐기 - 피규제자 당 원재료 폐기비용 × 피규제자수

⑦ 운영

임차료
- 임차료(원/년)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
- 임차료(원/분기) × 4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
- 임차료(원/월) × 12 × 피규제자수 × 보유임대건물수

설비(기계) 
유지보수 - 유지보수비용 × 피규제자수 × 보유대수

사무용품등 
구입비용 - 단가 × 피규제자수 × 연간구입개수

전기요금 - 전기요금(원/년) × 피규제자수 × 해당건물수
- 전기요금(원/월) × 12 × 피규제자수 × 해당건물수

교통비
- 회당대중교통요금 × 피규제자수 × 연간이동횟수
- 교통비(원/월) × 12 × 피규제자수
- 주유비(원/월) × 12 × 피규제자수

보험료 - 보험료 × 연간납입횟수 × 피규제자수
- 보험가입비 × 피규제자수

⑧ 지연 - 일일영업이익* × 영업지연일 × 피규제자수
  * 월, 분기, 연단위로 산정된 영업이익의 경우 일단위로 환산하여 사용

⑨ 기타 - 이상의 비용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별로 산출공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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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사용방법 5. 결과 확인>

① 도입하려는 규제인 ‘규제대안 1’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확인
② 비용·편익분석 결과의 주요 확인사항
  – 이해관계자별 비용과 편익 : 개별적으로 산정된 결과값들의 합에 현재가치를 적용
하여 해당란에 제시

  - 순비용 : 이해관계자별로 비용총합에서 편익총합을 감액한 순수한 비용을 의미
  - 기업순비용 :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순비용
  - 연간균등순비용 : 기업순비용을 연간지급률로 나눈 최종값으로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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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실효성

<사용방법>

★ 규제의 실효성에서는 규제의 순응도와 규제의 집행가능성을 세부항목별로 시스템
상의 아래한글 프로그램에 입력

①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를 둘러싼 규제관련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규제준
수의 수월성에 대해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예측 가능한 장애요인 및 그 해소
방안 포함)

②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
직이나 인력, 일선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제집행 후 필요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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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여건 등을 검토 후 기술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수준을 검토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여건을 검토 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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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사용방법>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에서는 추진경과, 향후 평가계획, 종합결론을 구분하여 항목
별로 시스템상의 아래한글 프로그램에 입력

① 추진경과 : 해당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검토사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추진경과를 시계열적으로 기술

② 향후 평가계획 : 규제가 집행된 이후 규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사후 평가시점,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③ 종합결론 : 규제영향분석서 전체 내용의 종합적인 결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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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보기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보기

<사용방법>

① 규제영향분석서작성을완료하고최종저장버튼을누르면대메뉴의 [분석서결과]로 
이동하여 해당 규제사무명으로 제시된 규제영향분석서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작성한 해당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사무명 오른쪽 칸의 선택박스를 클릭한 후
결과표 생성을 누르면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규제영향분석서가 팝업창

으로 제시됨

③ 팝업창 상태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아래한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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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영향분석서 게시판

규제영향분석서 게시판

<사용방법>

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이 완료되어 결과서가 제출되면 [분석서 게시판]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메뉴에서 확인 가능

②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메뉴에서 안건을 클릭하면 작성한 분석서 조회 가능, 규제
정보화시스템 업로드 파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상단의

“ ”를 클릭하여 한글파일로 저장
③ 규제영향분석서는 향후 비슷한 규제사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 규제영향분석서 모범사례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례는 분석서 작성시 참고가 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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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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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비용･편익 항목작성 사례

[직접 비용]

<행정부담>
○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화> 사례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제 160조 등

행정
비용
분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비용이 발생

- 사업보고서에쓰일내용을평상시기록하는비용과보고시점에기록·취합 및보고서
작성·전송에 비용이 발생(외부회계사비용 등은 제외) 하며, 업무담당자는 평균 2명
이었다고 가정

산식

○기록비용과 보고비용의 합

- 인건비(기록비용) : 2인 x 사업보고서 관련내용 기록의 연간 작업소요일수 x 사무
종사자 평균 일당 근로임금(월급/근무일) x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수

- 인건비(보고비용) : 2인 x 사업보고서 작성당 소요시간 x 사무종사자 평균 시간당
근로임금(월급/근무시간) x 4회 x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수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외래생물종의 수입, 반입 승인> 사례

관련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행정비용
분석

○위해 우려종 반입자는 승인을 받기 위한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으로 행정부담이 발생

○만일 심사비가 존재한다면 수수료 발생도 고려해야 함

산식
○인건비(허가(승인)비용) :
1인 x 도매및 소매업자의 평균시간당근로임금(월급/근무시간) x 승인업무소요시간
x 외래생물종 판매업자 수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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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중개업의 등록 의무화 등> 사례

행정비용
분석

○어선 중개업자는 중개업의 등록의무로 인하여 행정부담이 발생함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비용과 전달비용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계산되지 않았으며,
등록 수수료만 비용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

산식
○인건비 외(등록 수수료) :
가격(수수료 11,000원) x 연간 발생 횟수(1회) x 연간 해당 피규제자 수(50개소)
= 연간 550,000원

자료출처 ○유사사례를 통한 수수료 추정(해운중개업 등록 수수료 약 3,000원, 공인중개업 등록
수수료 약 20,000원 등)

○ <제조업자 등의 농약구매자 정보기록> 사례

관련법 농약관리법 제 23조의 2

행정비용
분석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발생

- 전자장부도가능하다고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농약의 판매자는알아본 결과 대부분
종이장부를 쓴다고 가정하고 기록의 업무를 위해 연간 20일을 소모한다고 가정함

산식

○인건비(기록비용) :
1인 x 20일 x 도매 및 소매업자, 제조업자의 평균 일당 근로임금(월급/근무일) x
연간 전체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자 수

○인건비 외 비용(사무용품비) :
종이장부가격 5,000원 x연간평균사용량 6권 x연간전체농약제조, 수입, 판매업자수

자료출처 ○인건비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노동>
○ <돼지 이력제> 사례

인건비 분석 ○돼지이력제의실시로인하여종돈장은출하종돈에이표를부착하여야함. 이표부착을
위한 노동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추가되는 노동에 대한 비용을 산출

산식
○두당 이표부착 시간 x 연간 등록종돈 수* x 시간당 인건비

* 연간 등록종돈 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작업횟수 x 투입근로자수 x 피규제대상
기업수" 에 해당

자료출처 ○수량 : 사업자 설문조사 자료

○임금단가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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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책임자 및 감리원 배치 기준 세분화> 사례

인건비 분석
○병해충 방제사업 규모별로 사업의 설계책임 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세분화
하여 사업의 품질을 유지하되 산림사업법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킴

○즉, 기존에는 방제사업 규모를 2단계로 구분하여 규모별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을
지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규모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술인력 고용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 고용비용 절감분(편익)을 산출

산식
○규모별 연간 방제사업 건수 x (상위등급 기술자 건당 고용비용- 차상위등급 기술자
건당 고용비용) x 근무일수

* 추가 필요인력이 1인을 가정하고 있으며, 규모별 연간 방제사업 건수는 "연간투입
횟수 x 피규제기업수"에 해당

자료출처 ○수량 : 최근 3년간 국유림에서 시행된 산림영해충방제사업 기준
○임금단가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

<교육훈련>
○ <산림탄소사 자격요건> 사례

교육훈련 
분석

○산림탄소관리사는일정자격요건을갖춘자가소정의 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자격이
부여됨. 이들은 산림 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계
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라 발생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교육
훈련 비용임

산식
○ (신규 자격을 요하는 대상 수 x 교육시간 x 시간당 교육비용) + 식사비
○ (신규 자격을 요하는 대상 수 x 교육시간 x 시간당 교육비용) + 식사비 + (원거리
교육생 수 x 생활관 신청비용)

자료출처 ○수랑(교육생 등) : 산림교육원에 신청자 수
○교육단가 : 산림교육원의 교육비 단가 적용(출처 http://www.forest.go. kr/)

○ <항만운송사업자에 고용된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사례

교육훈련 
분석

○육체노동및위험화물취급등으로안전사고위험이높은항만운송작업종사자들에게
정기적 안전교육과 신규(기초)교육을 의무화하여 재해발생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의무화함, 이때 발생되는 비용이 교육 훈련비용에 해당됨.

산식
① (대상 근로자수 x 교육시간 x 시간당 교육비용 x 연간 교육횟수) + (숙박비 + 식비)

② 대상인력 x교육당소요시간x연간교육횟수 x시간당근로임금 x피규제대상기업수
⇒ ① + ② = 교육 훈련 비용

자료출처 ○수량 한국항만연수원 수치

○임금단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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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 사례

교육훈련 
분석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기술지도·교육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
동 조치로 인해 교육비용 및 교육의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산식
① (대상 근로자수 x 교육시간 x 시간당 교육비용 x 연간 교육횟수) + (숙박비 + 식비)
② 교육시간 x 정비책임자 시간당 임금 x 자동차 정비 업체수
  ⇒ ① + ② = 교육 훈련 비용

자료출처 ○수량 :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자료 (출처 http://www.kaima.or.kr/)
○임금단가 : 고용노동통계 (출처 http://laborstat.moel.go.kr)

<외부서비스>
○ <돼지 이력제> 사례

외부서비스 
분석

○돼지고기를 부분육으로 가공하는 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이력제 도입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는 외부 위탁이 필요

○돼지고기 유통단계 별 사업자에게 필요한 문신기, 이표부착기,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등 기계의 유지관리를 외부 위탁이 필요하며, 이때 발생하는 외부 위탁 비용이 외부
서비스에 해당됨

산식
○포장처리업체수 x 돼지고기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외부서비스 비용 x 연간
구축 횟수

○유통단계별 기계 유지관리비 x 해당 업체 수 x 연간 횟수

자료출처 ○수량 :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
○외부서비스 단가 : 외부서비스 별로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기입

○ <어선법 어선거래정보의 제공> 사례

외부서비스 
분석

○어선 거래에서 사기, 시장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중개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
관리하기 위해 어선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따라서,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관리의 외부 위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

산식 ○해당 어선중개업자 수 x 어선거래시스템 x 연간횟수



- 95 -

<설비>
○ <돼지 이력제> 사례

설비분석
○돼지이력제의 실시로 인하여 양돈비육농가는 농장식별번호를 문신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종돈장은 출하종돈에 이표를 부착하여야 함.
따라서, 문신 새김 및 이표장착을 위해 문신기와 이표장착기 구입·설치비용이 발생

산식
○양돈비육농가 문신기 설비구입
= [문신기비 또는 이표장착기 구입설치비] x [피규제자수] + [연간 유지관리비]
* 실제 분석서에서는 피규제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출처 ○수량 및 단가 : 사업자 설문조사 자료

○ <제조업자 등의 기록보존> 사례

설비분석

○수리업자 등의 기록관리 부실로 인한 폐해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보존을
의무화 함. 따라서, 문서보존 공간 설치비용 발생함

* A4용지 100면 을 한권으로 가정할 경우, 1면당 필요공간은 0.0055㎡ 필요
사무실의 3.3㎡당 평균 건축비는 180만원 소요 가정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구성은 평균 표지 2매, 내용 5매
수리업자 493개사가 연간 제출하는 평균 수리내용 증명 건수는 약 500 건

산식 ○문서보존 공간 설치비용
= [설치공간㎡] x [설치비용/㎡당]

자료출처 ○공간 넓이 : 국가기록원 기준
○ 건축비 : 가정

<원재료>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사례

원재료
분석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강화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 수 확대로 인한
포장지 교체로 인해 기존 포장재 라벨 폐기비용 발생

산식
○직접비용(원재료비) = [원재료폐기비용(피규제자)] x [피규제자수]
= [46만원] x [3,369개] = 1,549,740,000원

* [피규제자수] = 건강기능식품 업체수 + 축산물가공업 업체수

자료출처
○건강기능식품 업체수 식약처 통계
○축산물가공업 업체수 식약처 통계
○폐기비용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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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주택의 설계> 사례

원재료
분석

○에너지 절감률 4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규정하였던 건축 설계기준 
(측벽･벽체단열, 창호･보일러 성능)강화

* 직접공사비는 LH의 공동주택 설계시 적용하는 일위대가를 근거로 추정,
연평균 신규건설 세대수는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70page)의 공급세대수 적용,
아르곤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 ㎡당 7천원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산정,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신규건설 세대 당 이중창 교체 면적 추정

산식
○연간직접비용(원재료비)
= (변경 원재료 단가-기존 원재료 단가) x [대상부위면적] x [신규건설세대수]
= [원재료단가 차액] x [대상부위면적] x [신규건설세대수]
= [7,000원] x [10.50㎡] x [연 39 만호] = 28,665백만원

* [원재료단가 차액] = 이중창교체에 의한 추가비용 = 7,000원

자료출처 수량 : 제 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LH공동주택 설계 일위 대가

<운영>
○ <어선중개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사례

운영분석 ○제도권 밖에 난립하던 어선중개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개정안으로 어선중
개업자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산식 ○ (보험료) 연간보험료 x 피규제자수
= 연간 보험료 약 700,000 원 x 어선중개업소최대 50개소 = 약 35백만 원

자료출처
○연간보험료(유사사례) 선박관리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인･허가 보증보험료
약 700,000만원 적용
어선중개업소 : 현재 어선중개업은 미신고 업종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 어려움. 현재
어선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거래가 대다수로 미신고 중개업소를 감안하여 등
록예상 어선중개업소를 최대 50개소로 가정.

<지연>
○ <생산설비 기준 강화> 사례

지연 분석
○기준강화로 인하여 생산설비를 새로 도입해야 하는 경우 생산설비의 보강 혹은
교체를 위한 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중지, 영업 활동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발생
하는 수익감소를 지연비용으로 산입

*피규제자수는 500개로 가정, 영업활동의중단기간(생산설비의보강혹은교체기간)은
평균30일 소요 가정, 기존 30일 월 영업수익액은 30백만원으로 가정 → 1일 1백만 원

산식 ○지연비용 = [영업이익(원/일)] x [영업지연일] x [피규제자 수]
= [1,000,000원] x [30일] x [500개] = 15,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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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사례

편익분석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하는 규제의
도입으로 건설공사시 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원의 추가적 확보 및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사업장 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사고건수 감소와 그 결과인
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이 절감되게 됨

○이때 해당업체가 직접 발주하는 자기공사가 아닌 관급공사인 경우, 시공업자인 건설
업체는 피규제자 이외의 기업으로서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손실비용 감소편익을
누리게 됨

산식 ○ 산업재해 감소 × 1인당 손실 비용 × 전체공사 중 관급공사 비율(20%)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고용노동부 발행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감소규모를 산정

○ 1인당 재해손실비용 : 건설업 산재보험금 지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 사례

편익분석
○항만하역 작업 및 관리감독 작업, 줄잡이 역무 등의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의무화 됨

○이로 인한 항만 하역작업의 재해는 감소되고, 이와 관련한 기업·소상공인(선주 및
화주, 사용인 등)의 근로손실의 감소 등 경제적 손실액이 줄어듬

산식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 산업재해 감소율(55.96%)

자료출처 ○항만하역 재해통계 및 사례(2016. 항만물류협회)
○ 2015 산업재해 현황분석(2016, 고용노동부)

○ <학교 교실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강화> 사례

편익분석
○ 학교 교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70㎍/㎥)을 추가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초과학교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가 이루어 짐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업자 또는 공기정화장치업자의 매출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발생

산식 ○정밀조사 대상학교 × 최종 유지기준 초과학교 비율 × 시설개선 투자금액 × 매출액
영업이익비율

자료출처
○ 정밀조사 대상학교 수 및 유지기준 초과학교 비율 : 2016 교육부 내부자료

○ 시설개선 투자금액 단가 : 2017 나라장터

○ 매출액영업이익비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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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직접비용]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례

편익분석
○석탄화력발전소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의 최적방지시설 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덜 발생된 미세먼지만큼 사회적 비용(건강피해, 농작물 손실
등) 절감됨

산식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연간감축량(t/원)
× 미세먼지(PM2.5) 연간 사회적 비용(원/kg)
* 사회적 비용 단가 : 국내연구자료 및 해외자료 산술평균값 적용

자료출처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8.9.26)
○대기오염물질사회적비용재평가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년 강광규 등)
○ EC2014 70.258유로(92,928원/kg, 1유로=1,323원 적용

○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사례

편익분석
○승용차 전좌석, 승합·화물·특수차 운전석 및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에 설치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

○ 좌석안전띠 착용률 상승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감소 비용

산식 ○ 고장치 설치로 인해 감소된 사망자수 * 피해비용} + {경고장치 설치로 인해 감소된
중상자수 * 피해비용} + {경고장치 설치로 인해 감소된 경상자수 * 피해비용}}

자료출처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용역 보고서,
아주대학교, 2015

○ 2015년 교통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 2016
○ 2015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공단, 2016

○ <구직자 직업소개요금 상한을 하향> 사례

편익분석
○ 구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직업소개요금의 상한을 기존 3개월 임금의 4%에서
1%로 하향 조정함

○ 이로 인해 구직자의 소개요금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발생

산식 ○ 구직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 감소분 : 상용직 월임금 총액 × 3개월 × (4%-1%)
× 연간 직업소개 건수 ×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받는 상용직 직업소개소 수

자료출처 ○직업소개대상 상용직 월임금 : 2015 고용노동통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연간 직업소개건수 : 고용노동부 상용직 유료직업소개소 현장방문시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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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 기업·소상공인 간접편익]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사례
관련 법령 약사법 제38조, 제39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 및 제14조

피규제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비용분석
분석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을 개선･강화함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될 수 있으며 수요 증가로 인한 이윤 증가는
간접편익으로 계산

산식
○ (기업에 귀속되는 판매마진) 

= 시장규모 확대 분 x 마진율*
* 마진율 = (판매가격- 공급단가) / 판매가격 x 100%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간접편익]
○ <어선중개업의 등록의무화 등> 사례
피규제자 어업인

비용분석

분석
○미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어선중개업자의 정보공개 및 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음

○건전한 중개시장의 조성으로 어선가격, 중개수수료 등이 인하되어 간접편익
발생

산식
○ (어선가격 인하) 

= 연간 평균거래 척수 x 평균매매가격 x 매매가격 인하율 기대치(중개수수
료 인하)
= 연간 평균거래 척수 x 평균중개수수료 x 중개인경유 어선거래 비율 x 
수수료 인하율 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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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용]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사례
피규제자 호스피스전문기관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분석대상 정부

비용분석
분석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지원비용 발생

산식 ○ (정부지원금)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징부지원금 x 입원형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관수

○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마련> 사례
피규제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대상 정부(지방자치단체)

비용분석

분석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교육기관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의무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발생

산식
○자격증 관리 시스템 운영비 :
= 자격증관리시스템도입비(1년) + [자격시스템유지보수비X유지기간(9년)]

❍ 도시농업관리사 의무 고용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교육기관의 인건비(10년간)
= 월 근로임금 X 3개월 X 취업예상 인원 X 10년

○ <돼지 이력제> 사례
피규제자 돼지사육농가, 종돈장,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분석대상 정부

비용분석
분석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양돈농가, 종돈장, 도축장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비용으로 식별

산식 ○ (보조금 지급된 총액)
= 지급대상자 x 보조금 지원액 x 지원횟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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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사례

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목 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작
성
자

이름 ○○○
담당부서

(과) ○○○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 연락처 043-719-0000
과장 ○○○ 이메일 korea@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  ○  ○  (서 명 )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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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의 확대

2.규제조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3.위임법령 식품위생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8.3.20. ~ 4.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Ÿ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대상 
식품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전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
관리 의무 등록대상 식품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정부 개입이 필요

7.규제내용
Ÿ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 확대
  * 임산·수유부용식품 ,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Ÿ피규제집단 : 임산·수유부용식품 ,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업자
Ÿ이해관계자 :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 협회 등

9.규제목표
Ÿ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식품의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Ÿ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921.86 0 6,921.86

피규제자
이외

0 -35,213.32 -35,213.32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X ○ X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
금지 규제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6,921.86 0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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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

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

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

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신 설>

2. (생 략)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

상) -------------------------

----------------------------

--------.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

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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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안전한 식품 구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저장,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품의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는 회수·폐기 지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목적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

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관리하는제도임(식품위생법

제2조)

   - 2008년 8월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자율화 시행 이후, 2014년 12월부터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와 일정 면적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
관리의 의무화가 시행중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으나, 국민의 높아진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대부분[Top2%(매우
그렇다 + 그렇다) 기준, 95.9%]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출처: 식품안전정보원(2016),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이력추적정보 선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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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필요성>

출처: 식품안전정보원(2016),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이력추적정보 선행조사.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력추적관리제를 2000년에 들어서 도입 중
이며, 농축수산물과 식품안전상 이력추적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을 확대 및 강화하는 추세임

 ○ 현재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대상 외의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지난 국정감사(2017.10.17.)에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는 지적사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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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의원 : 살충제계란사태, 유럽산 소시지사태처럼식품에대한국민불안이 높
은 상황인데 3가지 품목(영유아식, 조제유류, 건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계속될 것이므로 품목확대가 필요함. 전체 식품까지 일괄적으로 확대하

기가 힘들다면 임산·수유부용식품과 어린이 다소비제품까지는 이력추적제도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000 의원 :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나 품목이 너무 작아 실효성에
의문. 어린이 이유식, 가공유제품, 취약계층 식품은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대상 식품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전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을 단
계적으로 확대가 할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특수용도식품 중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우선적용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우선적용 대상품목은 식품위해사고 발생가능성에 따른 시급성, 위험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식품공전에 기술된 품목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집단계층분석방법론) 결과(1단계)*와 해당 품
목의 실제 현장 적용가능 여부 조사결과(2단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산·학·연 및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의 식품이력관련 전문가집단 대상

** AHP에의해선정된품목군을생산하는규모가상위인제조·가공업소를방문및인터

뷰조사

*** ‘동국대학교(2016)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추적 정보연계 전략 수립연구’ 결과

를 참조하여 우선적용 대상품목 선정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우선적용 대상품목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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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국대학교(2016),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추적 정보연계 전략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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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 안 명 식품이력추적관리 자율 등록

내 용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은 등록을 의무하고 있는 영유아식과 달리 자율 등록
하고 있어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안전성 확보 곤란

규제대안1

대 안 명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단계적 적용)

내 용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규제대안2

대 안 명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내 용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

○ 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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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영업
자의 자율성이 보장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
음

∙식품위해사고 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가 곤란하여,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소비자가 식품과 관련된 이력정
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소비자의 인식과 기업의 참여도
가 낮으면, 정책목표 달성 곤란

규제대안1
∙규제 시행일을 유예시켜 줌으로
써, 소규모 업체의 규제비용 부
담을 줄일 수 있음

∙시행이 도래하기 전까지 소규모
업체의 식품이력정보를 확인이
어려움

규제대안2

∙소비자들에게 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소규모 업체의 경우, 규제비용 부
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규제준수
를 위한 여건이 되지 않아 산업에
서 탈락되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
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련 식품 가공업자
(2017. 0. 00. 간담회)

Ÿ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Ÿ 이력관리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동판 제작 및 추가 인건

비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음. 부담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적용대상 매출규모가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세분화 희망 피규제자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시행 등 수용

00식품협회
(2017. 0. 00. 간담회)

Ÿ 국민건강 증진, 알권리실현을 고려할 때 적정
Ÿ 영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매출액 기준

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00소비자단체 등
(2017. 4.00. 공청회)

Ÿ 푸드체인 전 과정의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담보를 위한 
중요 수단이므로 도입이 시급
Ÿ 임산부용식품, 특수의료용식품 등으로 확대는 바람직하

고, 규제시행을 유예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적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력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가 곤란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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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식품이력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  즉,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추
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음

 ○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규제대안2)’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규제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

   - 많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당장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장비구입 등에 
대한 규제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극단적으로, 규제준수를 위한 
여건이 되지 않아 산업에서 탈락되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단계적 적용)(규제대안1)‘가 규제의 실효성 등의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추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취지와 적합함
   - 또한 영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3. 규제의 목표

 ○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식품의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하고, 식품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

 ○ 소비자 신뢰증가에 따른 기업이미지 향상 및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식품 위해 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이
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이력관리를 의무화하여 영업자에게 이력 등록 및 표시를 하도록 규정
하는 것임

 ○ 규제내용은 안전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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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른 식품들과 비교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 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X X ○ X X X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Ÿ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규정, 기타 국제기준(표준) 등과 연계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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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Ÿ 개정사항은 종전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Ÿ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려는 대상식품은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며, 해당 식품을 제조 및 가공
하는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 식품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해당 업체들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

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000

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라, ‘소상공인’은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

만인 경우에 해당함

Ÿ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6년 기준)에 의하면, 피규제대상 업체는 
총 181개이며, 전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됨
Ÿ 단, 해당 수치는 식품유형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비율을 추정한 

것으로, 업체 전체 매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율이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었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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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규모별 업체수 및 비율>
(단위: 개, %)

구분
전체 1억 미만 1-120억 120-1,000억 1,000억 이상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임산‧수유부용식품 4 100 3 75 1 25 0 0 0 0

특수의료용도등식품 43 100 26 60.5 15 34.9 2 4.7 0 0

체중조절용식품 134 100 106 79.1 28 20.9 0 0 0 0

계 47 100 135 74.6 44 24.3 2 1.1 0 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식품유형별 생산실적

Ÿ 본 규제는 피규제대상 전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중소기
업에 특히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 할 수 없음
Ÿ 또한 식품유형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시행시기를 늦춰줌

으로써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구 분

시행시기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계

매출규모 50억 이상 10억～50억미만 1억～ 10억미만 1억 미만

업체/품목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임산‧수유부용식품 0 0 0 0 1 2 3 4 4 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2 32 4 48 11 35 26 115 43 230

체중조절용식품 2 14 3 74 23 317 106 450 134 855

계 4 46 7 122 35 354 135 569 181 1,09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식품유형별 생산실적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추진 계획>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Ÿ 본 규제는 식품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조치를 통해 

식품의 신뢰제고를 목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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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가 한계가 있음
- 일몰설정 여부
Ÿ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일몰설정은 비합리적임

-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Ÿ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는 것 외에는 자율등록 대상이 
되므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력추적관리제를 2000년에 들어서 

도입 중이며, 농축수산물과 식품안전상 이력추적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의무적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 
추진과정과 유사함

- (미국) ｢공중보건안보와 생물학적 테러 대비 대응법(2002)｣및 ｢식품안전
현대화법(2011)｣에 따라 개정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근거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운영

  ∙ 고위험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력추적 기록관리가 시스템 형태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 식품법 일반원칙 및 요건, 유럽식품안전청 설립, 식품 안전절차에 관한 
유럽규정(EC) No 178/2002에 따른 기본적인 이력추적관리, GMO 식품·
사료에 관한 이력추적관리, 가축의 이력추적관리, 개별 식품별 이력추적관리, 
민간의 규격·기준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이 포함

  ∙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이력추적관리와 식품별로 적용되
는 수직적 이력추적관리로 구성되는 중층 구조로 운영, 민간의 자발적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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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가 공적 제도를 보완
- (중국) 2015년 ｢식품안전법｣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이

력추적관리’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강조
* ｢식품안전법｣제42조 : 국가는식품안전전과정이력추적관리를수립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이력 추적을 보장해야한다. 국가는식품생산경영자가정보화수단을활용하여생산

경영정보를 수집, 보존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

무원식품의약품감독관리당국은국무원농업행정당국등관련당국과함께식품안

전 전과정 이력추적 공조체제를 수립한다.

- (일본) 소고기와 쌀 및 쌀 가공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
  ∙ 소고기와 쌀 및 쌀 가공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하여 구입처 및 출하․판매처 등과 관련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여 의무가 아닌 임의제도로 운영

○ 타법사례
- 가공식품 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도 별도의 법

률에 근거를 두고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 중임 
-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통합 고시인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을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으로 변경하여 단일제도로 운영 중임
- 농산물과 수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운영 중이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16.3.28)에 따라 근거법률을 변경하였음

- 축산물 관련 업자는 거래․판매 기록 및 보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
를 기록해야 하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은 국산 소․돼지고기 및 수입 쇠고기
(지육, 정육, 포장육, 부산물) 등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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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국산 소․돼지고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수입 쇠고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 각각 관련 제도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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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품이력제 농산물이력제 수산물이력제 축산물이력제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농수산물품질관리
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
준

◦ 농산물이력추적관
리
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 농산물이력추적관
리
세부실시요령

◦ 수산물이력추적관
리 및 대상품목

◦ 수산물이력추적관
리 세부실시요령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운영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보원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품질관리

원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산 수입

축산물품질
평가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표시
규정

◦ 표지(표시가능)
◦ 이력추적관리번호

◦ 표지,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년도,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 표지, 이력추적
관리번호

◦ 개체식별번호[국가코
드(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과 
고유 숫자 12자리 포
함한 15자리]

◦ 묶음번호 / LOT를 
포함한 15자리 문자 
또는 숫자 표시

◦ 도축업자 : 도체표시
(라벨, 잉크인쇄)

◦ 식육포장처리업자·축
산물유통전문판매업
자 : 최소단위 용기포
장

◦ 식육판매업자 : 식육
판매 표시판 등에 이
력번호 표시

표시
방법

◦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
장,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
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 
가능, 용기·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관련 정보를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

◦ 크기 및 위치 : 규정 없음 

◦ 인쇄, 부착, 낱개 판
매
또는 소포장의 경우
표지만 표시가능

◦ 크기 및 위치 :　
포장재에 따라 변경 
가능

◦ 인쇄, 부착, 
띠모양의 표지

◦ 크기 및 위치 : 
포장재에 따라 변경
가능

◦ 이력번호 (수입업자
코드4자리, 원산지
코드 2자리, 수입유통
식별일련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총 12자리)

◦ 묶음번호/24자리 문
자
또는 숫자

◦ 수입유통식별표의 표
시
사항과 규격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표시
마크

통합로고 사용

◦ 2008~:자율등록
◦ HACCP와 연계

기타
◦ 2014.12월부터 의무화

(영·유아◦ 건강기능식품, 
기타식품판매업)

◦ 2009.12:자율등록
전품목

◦ GAP와 연계

◦ 의무제
◦ 소와 돼지
◦ 소고기 및 돼지고기

◦ 의무제
◦ 수입쇠고기

* 출처 : 식품안전정보원(2017),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 시행 및 중간물류 정보연계 방안 연구

<국내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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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단계적 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921.86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6,921.86 6,921.8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35,213.32 -35,213.32

정부
총 합계 6,921.86 -35,213.32 -28,291.46

기업순비용 6,921.86 연간균등순비용 87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도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의 제조·가공업

소는 현재 영·유아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들이거나 자율적으로 식품이
력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36%)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 품목을 확대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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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수 
타품목의 이력추적관리 대상업체

업체수 비율

임산‧수유부용식품 4 4 100%

특수의료용도등식품 43 22 51%

체중조절용식품 134 40 30%

전체 181 66 36%

<식품이력추적관리 시행 현황>

- 또한, 정부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기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식품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함

-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식약처 식품이력관리시스템 (www.tfood.go.kr)에 회원가입
하여 이력정보를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의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등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음
- 따라서, 식품유형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시행시기를 늦춰

주는 규제차등화 방안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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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특수용도식품(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의 식
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특수용도식품(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의 식
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2020년 12
월 1일

3. 특수용도식품(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의 식
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2021년 12
월 1일

4. 특수용도식품(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의 식
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및 2018년 이후 영 제
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특수용도식품 제조·가공업자: 2022년 12
월 1일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도 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입법예고(‘18.3.20~‘18.4.30) 기간 중 소비자, 관련 단체 의견수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

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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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영업자 홍보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평가시점 : 규제시행기준 5년 후
  - 사후평가방법 : 식품이력추적관리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추적관리시스템, 해당 

기업, 관련 식품위해사고 사례 및 추적관리 통계추이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

  - 사후평가기준(지표) : 해당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실적, 식품이력추적관리관
련 추가적인 사회적 수요, 식품위해사고 발생추이, 사고발생시 판매차단 및 회
수조치 실적, 식품이력추적관리관련 기술현황 등



- 122 -

3. 종합결론

○ 대안별 장단점, 해외사례,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출액 기
준으로 차등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식품안전성 도
모하면서 업체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추가 인력 및 비용이 예상되나, 소비자 알권리와 신뢰 
확보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식품들은 영유아식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소
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고,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면 피규제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6,921.86 6,921.8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35,213.32 -35,213.32

정부
총 합계 6,921.86 -35,213.32 -28,291.46

기업순비용 6,921.86 연간균등순비용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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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단계적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 확대

설명

◦ 피규제 대상은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
가공업체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 확대하기 위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도입
시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관리비’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세부 비용은 다음과 
같음

비용항목 설명

도입시 소요되는
일회적 비용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 준비비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
서 및 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구입비용 이력표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매년 소요되는
반복적 비용

추가 인건비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후 공정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 피규제 대상 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로고 표시를 하고 식품이력사이트
(www.tfood.go.kr)에 이력정보를 등록해 관리한다는 가정하여 비용 추정

 - 2017년 10월 기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인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식품을 
제조·가공업체 중 92.5%가 식품이력사이트에 직접 이력정보를 입력
*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의무적용 확대대상 품목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결과(2.27,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산업체 등 20명

참석)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었음

세분류 제조·가공업자
활동제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준비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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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4,077,234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소요인원(명)(1) × 소요시간(시간)(1) × 시간당 평균임금(원)(14,599) ×
품목수(개)(1,091)

근거설명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서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작성 
등 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비용 소요

  - 등록신청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품목당 1시간(1명)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산

  - 등록신청서는 품목별로 작성
<산출근거 및 비용분석>

1.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요인원 : 1명

2.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요시간 : 1시간

∘등록신청은 품목별 전산을 통해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대상인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식품을 제조・가공기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1
품목당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3. 평균임금(시간) : 14,599원

∘ 5인 이상 식료품제조업,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 2016 기준

4. 시행연도별 규제대상 품목수 및 비용분석

구분
임산‧수유부
용식품

특수의료
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합계

2019
품목수 0 32 14 46

비용 0 467,168 204,386 671,554

2020
품목수 0 48 74 122

비용 0 700,752 1,080,326 1,781,078

2021
품목수 2 35 317 354

비용 29,198 510,965 4,627,883 5,168,046

2022
품목수 4 115 450 569

비용 58,396 1,678,885 6,569,550 8,306,831

* 품목수는 식약처(2017)의 2016년 식품 생산실적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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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제조·가공업자
활동제목 장비 구입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1,446,390,211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동판비용(원)(1,500,000) X 품목수(개)(1,091)

근거설명

◦ 피규제대상 업체들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로고표시를 해야 하므로 동판 수정 및 
제작비용이 발생

  - 로고는 품목별로 표시를 해야 함
<산출근거 및 비용분석>

1. 동판제작비용 : 150만원
∘ 표시를 위한 동판 수정 및 제작비용은 현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인 영
유아식품 및 조제유류식품을 제조・가공기업에게 확인하여, 평균단가를 활용

2. 시행연도별 규제대상 품목수 및 비용분석

구분
임산‧수유
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합계

2019
품목수 0 32 14 46

비용 0 48,000,000 21,000,000 69,000,000

2020
품목수 0 48 74 122

비용 0 72,000,000 111,000,000 183,000,000

2021
품목수 2 35 317 354

비용 3,000,000 52,500,000 475,500,000 531,000,000

2022
품목수 4 115 450 569

비용 6,000,000 172,500,000 675,000,000 853,500,000

* 품목수는 식약처(2017)의 2016년 식품 생산실적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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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제조·가공업자
활동제목 추가 인건비
비용항목 노동

비용 5,461,408,358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추가인원(명) × 시간당 평균임금(원)(14,599) × 평균 입력소요시간)(시간) ×
평균 근무기간(일)(240)) × 업체수(개) 

근거설명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후 생산제품의 이력정보 입력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추가 
인건비 소요

  -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해당 제품의 이력정보를 입력해야 함
  - 업체 규모별 제품 생산량 및 생산라인의 가동률은 상이할 것이므로, 매출액 규모별로 

필요인원수와 소요시간을 차등화 하여 계산
<산출근거 및 비용분석>

1. 이력정보 입력을 위한 추가 필요인원 및 입력소요시간

구분 50억 이상
10억 이상
50억 미만

1억 이상
10억 미만

1억 미만

필요인원 1 1 0.5 0.5

입력소요시간 8 4 4 2

∘ 이력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인원 및 소요시간은 현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대상인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식품을 제조・가공기업에게 확인하여,
평균 필요인원을 활용

2. 평균임금(시간) : 14,599원*

∘ 5인 이상 식료품제조업,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 2016 기준

3. 평균근무기간(일) : 240일

∘ 한달 20일 근무, 연간 기준

4. 시행연도별 규제대상 업체수 및 비용분석

구분
임산‧수유부
용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합계

2019
업체수 0 2 2 4

비용 0 56,060,160 56,060,160 112,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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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구분
임산‧수유부
용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합계

2020
업체수 0 6 5 11

비용 0 112,120,320 98,105,280 210,225,600

2021
업체수 1 17 28 46

비용 7,007,520 189,203,040 259,278,240 455,488,800

2022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2023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2024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2025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2026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2027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2028
업체수 4 43 134 181

비용 17,518,800 280,300,800 630,676,800 928,496,400

* 업체수는 식약처(2017)의 2016년 식품 생산실적 자료 활용

(정량)제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식품에 대한 추가지불용의액
금액 35,213,321,276
산식 시장 판매금액 × 추가 지불의향자 비율 × 추가 지불금액

근거설명 ◦ 이력추적관리제품에 대한 추가지불의사 비율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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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추가 지불용의액 : 소비자가격 대비 7.2%
  - ㈜로이스컨설팅(2014)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연계 및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 결과 활용
  - 본 연구는 영유아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지불용의액을 분석한 것으로, 대상 품목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본 규제대상 식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대용
치로 활용함

◦ 시행연도별 시장 판매액 및 편익분석
  - 개정안의 시행이 12월 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편익은 규제시행 다음연

도(2020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
구분

임산‧수유
부용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식품

합계

2020
판매액 0 41,225,336,000 16,343,059,000 57,568,395,000

편익 0 2,478,467,200 982,544,707 3,461,011,907

2021
판매액 0 50,399,964,000 24,638,366,000 75,038,330,000

편익 0 3,030,045,836 1,481,258,564 4,511,304,400

2022
판매액 862,627,000 53,905,430,000 34,739,104,000 89,507,161,000

편익 51,861,135 3,240,794,452 2,088,514,932 5,381,170,519

2023
판매액 931,803,000 54,202,259,000 35,952,518,000 91,086,580,000

편익 56,019,996 3,258,639,811 2,161,465,382 5,476,125,189

2024
판매액 931,803,000 54,202,259,000 35,952,518,000 91,086,580,000

편익 56,019,996 3,258,639,811 2,161,465,382 5,476,125,189

2025
판매액 931,803,000 54,202,259,000 35,952,518,000 91,086,580,000

편익 56,019,996 3,258,639,811 2,161,465,382 5,476,125,189

2026
판매액 931,803,000 54,202,259,000 35,952,518,000 91,086,580,000

편익 56,019,996 3,258,639,811 2,161,465,382 5,476,125,189

2027
판매액 931,803,000 54,202,259,000 35,952,518,000 91,086,580,000

편익 56,019,996 3,258,639,811 2,161,465,382 5,476,125,189

2028
판매액 931,803,000 54,202,259,000 35,952,518,000 91,086,580,000

편익 56,019,996 3,258,639,811 2,161,465,382 5,476,125,189

* 판매액은 식약처(2017)의 2016년 식품 생산실적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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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
○ 편익 :

(정성)제목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증가

분석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식품의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가능
◦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신뢰증가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증가, 기업이미지 향상 및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근거설명

(정량)제목 변경에 대한 홍보
분석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용

근거설명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 변경 등과 관련하여 생산자, 관련기관,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홍보물 제작비용과 배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
◦ 홍보방법 및 자료 배포 대상자 범위설정에 따라 비용이 상이해질 것임
* 홍보책자(인쇄물), 리플렛, 지하철 및 버스 광고 등

(정량)제목 행정기관 등록심사
분석 등록대상 적합품목에 대한 심사비용

근거설명 ◦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비용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