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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규제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규제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는 여전히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입법에서의
숙고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도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규제개혁과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 11.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ABSTRACT

연구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
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
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
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
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i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
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
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규제영향분석, 지방자치단체, 규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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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
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규제개혁이 주로 정부규제 규모의 총량적 측면에서 규제의 양적 감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개별 규제정책 수준에서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규제의
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민호,
2018: 195-196). 규제의 양적 감축이나 정량적 수치에 근거한 규제개혁 논의가
갖는 한계는 결국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품질에 초점을 두는 정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유환, 2017: 114). 이러한 규제의 품질관리는 규제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차원에서는 규제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규제개혁이나 규제관리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필수적으로 실시하
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규칙을 신설할 때 규제영향분석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 신설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자치법규 신설시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행정안전부
(2020)의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시 규제
영향분석서 공표 여부만을 강조할 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영향분석 매뉴
얼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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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영
향분석을 실시한 인적･물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
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
분석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규제입법 과정 및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에 관한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신설 및 강화시 활용
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
서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시행령과는 다른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가 갖는 제도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시스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여
부 판단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전반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에 참고한다. 즉, 자치법규 규제의 입법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
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 제도 적용의 정합성
을 제고하고 규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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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 현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
분석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로 둔다. 한편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논의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998
년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삼는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에서도 인터뷰 요청에 응한 시･군의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 과정과 특성에 대해 문헌자료
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개관하면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를 논의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쟁점을
규제의 위임 범위, 규제의 유형, 규제의 중요도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규
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목표를 정의한 후, 3장에서 검토한 쟁점을 바탕으로 구축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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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기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규제영향분석
의 도입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제영향분석 활용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을 대상으로 활용할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OECD 등 국제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도입 배경,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법 조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의 규제영향분석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험에 대한 사전 질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여부 확인 등 지방자치
단체 규제업무 현황 분석, 규제영향분석 경험 및 애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영향력, 규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
된다.
문헌연구와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한다. 규제영
향분석 모형은 규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별개의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공무원
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현황을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가는 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연구에
활용하였다.

6∣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실태 및 해외사례 분석,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여차민(2010)의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요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
점을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임원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규제품질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규제관리제도 중 하나인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외의 규제관리제도 및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지침 개정 및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을 함께 제시하였
다. 안혁근(2014)의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만을 연구의 범위로 삼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규제
영향분석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민호･최유성･김
신(2019)의 연구에서는 의원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의원
입법 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적용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는 주로 중앙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서로 다른 규제 여건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는 규제
영향평가의 사각지대로 의원입법 규제와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지적하고, 해당 규제
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를 진단하고, 중양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간소한 적용 위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는 법령의 범위가 상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규제 업무 담당자의
시간적･물질적인 업무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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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간소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출된 쟁점을 기반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 적용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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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구성
연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규제입법과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각종 정부간행물, 매뉴얼,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 과정 및 특성
을 개관하고,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지방자
치단체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해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 중요
도의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한다. 각각의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4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쟁점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 제시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목표를 살펴보고, 구축된 모형을 제시한
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영향분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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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과 규제영향분석
■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 과정 및 특성
■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의 위임 범위
■ 규제의 유형 및 중요도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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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과 규제영향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 과정 및 특성
1. 자치법규의 종류와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입법 과정 및 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는 자치법규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는 조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규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근거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며 사무 중에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동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
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
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근거의
유무에 따라 조례를 다시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 사무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의미한다. 한편 위임조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
각종 법령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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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20a: 12).
규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행정안전
부, 2020a: 13; 법제처, 2016).

2. 행정규제의 정의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규제는 위에서 살펴본 자치법규 중에서도 규제의 성격을
갖는 자치법규를 의미한다. 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규제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대해 아래 <표 2-1>과
같이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표 2-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상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2. 20.>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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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법에서는 다음 <표 2-2>와 같이, 규제가 아닌 사항을 열거하고 해당사항
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표 2-2]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적용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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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생략)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2020.2.4. 타법개정).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으로 규제를 정하는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규제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만들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0b: 8).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거나, 규제를 통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게 하거나, 시설의 사용료 등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0a). 즉, 다음 <표 2-3>에 제시된 자치법규의 주요
규율 분야 중에서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자치법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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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자치법규의 주요 규율 분야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자치행정(조직･운영･예산･회계･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물품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와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금,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진흥, 지역발전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주민, 저소득주민, 시민단체, 장애인,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공공시설･복지시설 등)와 가정･여성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교통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주택･건설, 소방･재난 방지와 상수도에 관한 사항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 윤석진 외(2011: 25).

조례는 위임사무에 따른 위임조례와 자치사무에 따른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중 위임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산업 진흥이나 문화,
체육, 관광, 복지 등의 분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가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윤석진･최환용･이세정, 2011: 25). 위임조례가 주로 규율하
는 분야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위임조례의 주요 규율 분야
Ÿ
Ÿ
Ÿ
Ÿ
Ÿ
Ÿ
Ÿ
Ÿ

공원,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사무
수수료･점용료･사용료 징수와 금전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협의체･협의회･심의회･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지원(보조금, 기금, 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지역별 기준의 별도 적용
지역별 행정권한의 행사(지정, 승인,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료원 등 지방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특정 사무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 사항

자료 : 윤석진 외(20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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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의 제정 과정
자치법규의 제정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조례안의 발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의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발의주체에 따라 조례안이
입안되고 발의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해당 법안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의뢰하여 수행하게 된다(행정안전부, 2020a: 16).
조례의 입법 절차 중에서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1) 행정안전부(2020a)
의 자치법규 업무매뉴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안과 발의
과정에 대해 조례안의 입법 추진 주체, 입법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공청회, 입법예고, 법제담당부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확정, 조례
안 공고 및 지방의회 제출의 아홉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a: 21-46).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3법｣에
근거한 성별영향평가 등 개별법령에 근거한 각종 사전입법평가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행정안전부, 2020a: 25).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는 자치법규 규제의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
이 포함되는 단계는 규제심사로, <표 2-5>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지방자
치단체의 규제심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
를 등록하거나 규제심사를 수행하고,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등의 각종 규제관리 업무
수행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집행부 내부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즉시 소관위원회로 회부되기 때문이다(행정안
전부, 2020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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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행정규제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심사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2.5.).

규제심사 단계에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제를 신설
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나 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규제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동 매뉴얼에서는 법제담
당부서에서 해당 자치법규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자치법규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의 여부는 규제개혁위원
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담당부
서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의견서, 규제 존속기한,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
인이 제출한 의견 요지를 첨부하도록 명시한다. 뿐만 아니라 동 매뉴얼에서는 자치
법규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속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고 언급한다(행정안전부, 2020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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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치법규의 제정 절차 흐름도

자료 : 행정안전부(2020a: 17).
주 : 자치법규 제정절차 흐름도는 참고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른 법제업무 절차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별
로 법제심사의 순서 및 횟수, 입법안 확정방침의 결재 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대표적인 흐름도를
소개함에 유의하기 바람.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제심사의 순서나 횟수 등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이어
지는 <표 2-6>은 시･도별 법제심사 규정 현황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제심사
규정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2020a: 18)의 매뉴얼에서는 대체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와 경상북도의 경우 입법안 자체의 법무부서 심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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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경우 법제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
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경기도의 경우 조례안의 입안 단계에서 법무담당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표 2-6] 시･도별 법제심사 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법제심사 규정

서울, 광주, 전북, 충남, 강원 Ÿ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규정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대구, 제주

Ÿ 입안 단계에서 법무담당관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규정

충북

Ÿ 입안 단계의 초안 예비심사, 입법예고 전 최종 법제심사, 입법예고
이후 보완 법제심사 규정

세종, 경북

Ÿ 입법안(입법예고문)의 법무부서 심사 규정(입법예고 이후 법제심
사 규정 없음)

경남, 대전

Ÿ 법제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자료 : 행정안전부(2020a: 18).

자치법규를 입안한 부서에서는 부서협의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자치법규안에 반영 및 조정한 후, 해당 자치법규안을 법제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법제담당부서에서는 <표 2-7>과 같이 형식심사와 예비
심사, 본심사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치법규안을 심사한다. 이 중 형식심사
에서는 법제담당부서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와,
입법형식과 소관사항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반영 등을 심사한다. 뿐만 아니라 형식심사 단계에서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
에서 제출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행정안
전부, 2020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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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자치법규안 심사방법 예시
항목

형식심사

2. 예비심사

3. 본심사

심사 내용
Ÿ
Ÿ
Ÿ
Ÿ
Ÿ
Ÿ

구비서류
입법형식 및 소관사항(법령･조례 또는 규칙사항) 여부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
관련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조직, 예산(비용추계서 등)} 여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확인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Ÿ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Ÿ 법체계･형식･자구상의 문제(한글전용, 띄어쓰기, 부호사용 등 어문규범,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Ÿ 입법선례와의 관계(특히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Ÿ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의 비교･검토
Ÿ
Ÿ
Ÿ
Ÿ

조문의 축조검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삭제 및 대안의 준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자료 : 행정안전부(2020a: 40).

다음으로 규제심사시 검토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2020a)의 매뉴얼
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절차적 요건이 타당하게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하는데, 이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나 입법예고 절차,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여부, 부서 내 자체심사 이행 수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가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상위법에
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규제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규제내용이 규제를 하기에 타당한지 검토하는
단계로, 해당 규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규제수준이 적정한지,
해당 규제를 집행하고 규제 대상자가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는 규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
으로도 검토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행정안전부, 2020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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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규제심사시 유의사항
검토단계

절차적 요건의 타당성 검토

주요 검토사항
Ÿ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신기술관련 특례, 입증책임제 반영 여부 검토 필요
Ÿ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였는가?
Ÿ 부서 자체심사는 충실히 이행되었는가?

Ÿ 해당 규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2.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Ÿ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Ÿ 규제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3. 규제내용의 타당성 검토

Ÿ 규제를 도입할 만큼 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한가?
Ÿ 규제수준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Ÿ 현실적으로 준수･집행될 수 있는 규제인가?

4. 검토의견의 객관성 확보

Ÿ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Ÿ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자료 : 행정안전부(2020a: 110).

조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
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위임조례는 기관위임사무 혹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 또는
벌칙을 정하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로도 구분해볼 수 있다. 즉, 다양한 구분을 통해 볼 때 대체로 주민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데 관한 조례는 대부분 위임조례나 필수조
례의 유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법제처, 2018: 8).
조례･규칙심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의장이 되고, 지방
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부의장이 되며, 실장･국장 또는 실
장･과장이 위원이 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회의 의결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22∣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이하 생략)
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1.5.).

2)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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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1. 규제영향분석의 도입배경 및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은 규제법안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거의 모든 OECD 가입국에서 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그 외 많은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OECD, 2006). 규제영향분
석은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야 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편익보다 큰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정부와 사회에서 간과하는
규제에도 사회적 편익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OECD, 2020).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규제와 같은 정부 개입이 규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고려하여,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OECD(2020)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규제영향분석은 항상 규제형성 과정의 시작 단계
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로 규제안에 현재 직면한 문제와 규제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규제영향분석시 비규제대안을 포함하여
모든 잠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해야 하며, 네 번째는 규제에 관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잠재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가용
할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와 과학적인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해
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OECD, 2020: 6).
이러한 규제영향분석 등 입법 과정의 사전영향평가 방식은 결국 법규의 제정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해야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저항과 지연을 예방하고, 입법 이후에도 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박균성, 2009). 즉,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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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구의 역할과 함께 국민이나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합의형성도구의 역할을 한다(한귀현, 2016).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신조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OECD, 2020: 8). 또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행정입법 등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이 갖는 제도적 차원의 의의는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 절차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입안 및 입법 절차의 개선, 행정재량의 통제, 평가기
법으로서의 중립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한귀현, 2016).
규제영향분석 등 우리나라의 규제심사 제도에 대해 김유환(2017)의 연구에서는
평가와 분석의 기준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규제영향분석 등의
정책분석 시스템, 규제심사 절차의 적정성,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및 정부예산과의
연계 심사, 규제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시스템, 규제심사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경쟁촉진 및 대체질서에 대한 고려, 심사의 체계성 등을 제시하였다(김유환,
2017: 115-120). OECD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경우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상위법령의 입안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표의 구성 요소를 살펴
보면,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이나 투명성,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도입의 측면에서
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규제영향분석의 감독 및 질 관리의
측면에서는 앞선 세 가지 요소에 비해 총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법령의 입안
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의 감독 및 질 관리
분야의 총점이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이나 투명성,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도입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구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감독과 질 관리의 측면에서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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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5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 상위법령의 입안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주 : 세로축은 4개 종합지표의 총점을 의미함. 각각의 종합지표는 1점 만점이므로 4개 종합지표의 총점은 4점
만점임.
자료 : OECD(2017 : 61).

[그림 2-3] 2015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 하위법령의 입안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주 : 세로축은 4개 종합지표의 총점을 의미함. 각각의 종합지표는 1점 만점이므로 4개 종합지표의 총점은 4점
만점임.
자료 : OECD(2017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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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에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규제가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동법이 제정되던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규제의 양을 대폭 감축하는 규제정비를 단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등록제도, 규제 전산화, 규제법정주의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태윤, 2003: 5). 당시 동법의 제정이유 중 규제영향분
석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래 <표 2-10>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후 동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신설 및 강화규제의 경우 규제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표 2-10]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유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규제영향분석제
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신설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민간중심의 규제개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히
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시행 1998.3.1.).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업무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대안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최선의 규제대안
을 선택하도록 하는 규제의사결정 수단이다(국무조정실, 2021: 2). ｢행정규제기본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의미에 대해 다음 <표 2-1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7797호, 시행 2006.6.30.)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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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의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2.5.).

또한 동법 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신설 및 강화시 규제영향분석
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2021:
2)의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에서는 모든 신설･강화 행정규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여기서의 행정규제에 대해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12]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의미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2.5.).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록 및 공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 정비, 규제심사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
하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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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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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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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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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2.5.).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국정운영을 성공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를 제시하는 것,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것,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보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규제자인 공공부문이 다양한 규제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국무조정실, 2021: 6).
중앙정부의 경우 [부록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개정 법령이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제심사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관
부처에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대상 여부인지를 정식으로
검토요청한다. 입법예고와 비용검증 및 중소기업･경쟁･기술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검증의견을 종합하고,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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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가 경제･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나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형과 간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규제, 상위법의 위임
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
분의 절차에 관한 규제 등의 경우에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규제개혁위원회, 2021: 791).
국무조정실(2021)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는 분석서 작성시 규제대안을
서술하고 각각의 대안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규제대안
의 내용에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와 도입하려는 규제대안(규제대안 1), 도입
하려는 규제대안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규제대안 2)에 대해 대안명과 각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규제가 아니더라도, 비규제적 대안의 검토를 통해 가능한 규제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무조정실
(2021)의 작성지침에서도 같은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다양하게 발
굴, 검토하여 기술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때, 국무조정실에서 정의하는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현행유지안과 규
제대안 2를 생략하고 규제대안 1만 작성할 수 있다. 반면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현행유지안과 규제대안 1, 규제대안 2를 모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국무
조정실, 2021: 25). <표 2-14>와 같이 현행유지안은 현 상태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규제 대안을 의미하므로, 신설 규제의 경우 기존 규제가 없다는
점,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규제대안
1은 해당 부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로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며, 규제대안
2는 규제대안 1과 다른 방식으로 비규제대안이나 규제대안 1에 비해 강도가 낮은
규제대안,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규제대안 등을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규제
대안에 대해 현행유지안과 규제대안 1, 2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1: 26). 한편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제대
안 검토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 1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계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은 생략하고 정성적 분석만 수행할 수 있다(국무조정
실, 202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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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규제대안의 비교

현행유지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규제 대안
Ÿ 신설 규제의 경우 : 기존 규제 없음
Ÿ 규제 강화의 경우 :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 또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련 규제들을 서술

규제대안 1

도입하고자 하는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술

규제대안 2

규제대안 1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으로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규제대안이나 규제적 성격이 규제대안 1에 비해 완화된 다양한 방식의 규제대안
들을 검토
Ÿ 비규제대안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적 특성이 제외
된 대안으로서 다양한 유형들을 고려
- 보조금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 경제적 유인 : 세금감면 혜택, 저리융자 등
- 사회운동 : 캠페인, 공익광고 등
- 민간자율규제 :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
Ÿ 저강도 규제대안 : 규제대안 1에서 제시한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피규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등(예시 : 규제대안 1이 허가제인 경우 등록제나 신고제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Ÿ 기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규제대안 : 규제대안 1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대안
을 검토(예시 : 규제대안 1이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접수인 경우 전자(온라인)
접수 등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

자료 : 국무조정실(2021: 25-26)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이어지는 <표 2-15>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거
나 강화할 때 사용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구성요소는 규제개요(표지),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의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생겨날 규제의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특히 비규제대안 등 규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책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4) 반면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안 1을 검토할 때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서상
주어진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계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불가능한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정성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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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구성요소

세부항목
1. 규제사무명

Ÿ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Ÿ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Ÿ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
과 조항

4. 유형

Ÿ

신설/강화

5. 입법예고

Ÿ

입법예고 기간

Ÿ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
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
위

Ÿ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Ÿ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
롯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 중소기업의 피규제자 해당여부 명시

Ÿ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10. 비용･편익분석

Ÿ

규제의 계량적 비용･편익분석 요약표

11. 영향평가여부

Ÿ

기술･경쟁･중소기업영향평가 시행여부

12. 일몰설정여부

Ÿ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여부

2. 규제조문
3. 위임법령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의 필요성
7. 규제내용
규제개요(표지)

주요내용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
계자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Ÿ
적용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
환여부

Ÿ
Ÿ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적용유형
피규제기업･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유발되
는 직접순비용

Ÿ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
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
된 현황자료, 경위 등을 서술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사회문제
가 중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히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
요한지 검토

14. 비용관리제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Ÿ
필요성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대안의 비교
- 복수의 규제대안 제시 및 대안의 비교표(규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제대안별 장･단점)
Ÿ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안비교시 고려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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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Ÿ

3. 규제의 목표
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용 및 조치결과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된 대안의 내용과 선택하게 된 상세 근거

Ÿ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Ÿ

규제수단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하였는지 검토

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
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및 국가표준
(KS 등),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등 검토
- 경쟁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경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 도입대상 규제가 중소기
업의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
* 소상공인, 소기업 등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및 방안 등
Ÿ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설계,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여부
※ 해당여부를 종합표에 입력 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서술하고 우선허용･사후규제는
점검표 별도 작성
Ÿ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II. 규제의 적정성

Ÿ
3.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Ÿ
Ÿ

도입하고자 하는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규제의 적정성’
탭에서 작성하나 완성된 규제영향분석서상
마지막에 별첨으로 추가됨

Ÿ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 피규제자의 현실적 준
수가능성

Ÿ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조직･인력 및 일선 공무
원들의 현실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

4. 비용･편익분석

1. 규제의 순응도
III. 규제의 실효성
2. 규제의 집행가능성

규제의 적정성 관련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사
례 등을 제시하여 국제적 기준에서의 판단근
거 제시
국내법령 중 유사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함으로써 규제수준 및 품질 등 판단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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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행을 위한 관리･감독 여건 검토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지방자치단
체의 규제집행 예산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검
토

1. 추진경과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2. 향후 평가계획
3. 종합결론

Ÿ

규제 도입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 기술

Ÿ

정책지표, 규제준수율 등 구체적 목표 제시
후 사후관리 계획 제시

Ÿ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종합결론

자료 : 국무조정실(2021: 17-18)을 재구성.

다음 <표 2-16>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규제영향
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규제영향분석서의 각 항목을 작성할 때 작성자가 확인
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규제를 신설 혹은 강화하기 위해 당면해 있는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
었는지, 관련 현황은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등 문제정의가 정확히 이루어졌는가의
항목이다. 다음으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 및 설명되었는가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성과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규제대안의 다양성으로,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도입하려는 규제대안 외에도 비규제적 대안에 대한 다각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규제대안 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로,
규제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실시되
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비용과 편익이 제대로 추계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여섯 번째
는 규제대안 분석을 통해 규제대안의 선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로, 선택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사례의 검토 및 법령의 위임 범위 고려, 피규제자에
대한 행정적 부담 최소화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집행의 현실성이 확보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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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착안사항
문제정의의
정확성

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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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Ÿ

정부개입의
정당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는
가?
- 기존규제의 충실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는가?
Ÿ 규제이외에 교육 및 홍보, 정부지원 등의 비규제적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규제목표의
명확성

Ÿ
Ÿ

규제를 신설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가 측정가능하게 제시되었는가?

Ÿ
Ÿ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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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충실히
실시하였는가?
-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
규제대안 분석의
였는가?
타당성
-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받는 편익을 빠짐
없이 성실하게 추계하였는가?
Ÿ 제시된 규제대안들의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충분히 하였는가?
Ÿ

Ÿ
Ÿ
규제대안 선택의 Ÿ
적정성
Ÿ

규제대안의 정량적･정성적 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였는가?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제기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는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불필요하게 피규제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구비서
류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Ÿ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규제신설 초기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쳤
는가?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여부와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이해관계자와
협의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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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사항

점검 내용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확보되어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가?
Ÿ 피규제자가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현실적으로 가능한
가?
- 대안이 공정한 경쟁과 경제성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시기･방법 등을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Ÿ

집행의 현실성

자료 : 국무조정실(20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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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쟁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자
치단체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매
정부마다 반복되어 오는 주제이자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현존하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규제비
용총량제(One-in, One-Out) 등 규제 신설을 제약하는 제도에도 초점을 두어,
규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Helm, 2006). 한편 최근에는
규제의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규제의 질적 개선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양적 감축에 초점을 두던 규제개혁의 방향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하향식 규제
개혁 일변도였던 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
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가 강조되
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다차원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도 전체적인 규제 수준이 완화되거
나 규제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 총생산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최진욱･박진아, 2016; 강달원･이상현, 2016). 즉, 규제
개혁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울지라도, 규제개혁과 개혁을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여러 노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관료집단의 공감과 의식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곧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신설･강화규
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등 규제의 질(quality of regulation)을 높이려는 노력으
로 이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의 양은 동일할지라도 규제의 수준이 개선되면
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규제개혁은 규제강화 혹은 완화라는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 높은 규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
며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김재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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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
의 특성에 걸맞는 산업을 발굴한다는 점, 지방정부가 경제적 혹은 여타 다른 필요성
에 의해 해당 분야의 규제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개혁을
시행한다는 점, 해당 지역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규제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민창･김주찬, 2015). 따라서 보다 실질적
인 규제개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의미를 지키며 ‘아래
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규제는 규제법령에 포함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규제개혁을
실시할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김신, 2005).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안건으로 논의되
지 못하거나, 혹은 장기검토과제라는 명목 하에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민창･김주찬, 2015).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참
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정책집행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을
대면하며 민원을 처리하고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OECD,
2017). 즉,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를 직접 체감하며,
체감한 수요를 규제개혁 방향에 재투입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형성된 규제정책과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메우는 역할은 결국 형성된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를 해석하고, 정책집행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과 현장에서의 집행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과정에 지방자치단
체의 참여를 독려할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OECD, 2017). 한편 선행연
구에서는 지역 수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전문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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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기업 등 관련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포획
(capture)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김정해･
이혜영, 2008).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은 자치입
법권의 본래적 의미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117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자치법규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휘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자기결정의 원리가 민주
주의의 본질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자치법규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선정원 외, 2020: 82).
따라서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을 통해 미루어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등의 사전적 입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는 자치입법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할 때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
다. 국가가 상위법상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함께 개선하
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상만･김도훈,
2015). 이어지는 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
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쟁점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 중요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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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쟁점 검토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방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구를 먼저 살펴보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로는 크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세 가지 기구를 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발굴과 정비,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10~20인 내외의 전문
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 관련 자문, 규제개혁 실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단 혹은 법무담당관실 등 규제개
혁 총괄부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지원, 등록규제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
2021: 41).
2021년 11월 현재 기준 우리나라의 자치법규는 총 125,413건으로, 이 중 조례는
98,674건, 규칙은 26,291건, 훈령 등 기타 자치법규는 448건이 있다.6)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등 기타 법령의 총합이 5,115건인데 비하면
5)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의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정비, 개선, 각종 소극행태 개선,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실적 평가,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으로 구성된다(규제개혁위원회, 2021:
41).
6)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통계”.
“https://www.moleg.go.kr/esusr/mpbStaSts/stastsList.es?mid=a10109040100&srch_csf_cd=1200
01” (2021.11.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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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수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령과는 달리
규제영향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설･강화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표 3-1>의 자치법규 운영현황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조례와 규칙의 총계는 116,185건으로, 2019년도 말에 보유한 109,834건에
증감분인 6,351건을 포함한 수치이다. 조례의 경우 2020년 현재 기준으로 광역지
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총 91,100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
체 중 경기도가 광역(967건), 기초(13,071건) 모두 가장 많은 수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특별시(240
건)가 가장 많은 수의 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경기
도(3,751건)의 규칙 수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표 3-1] 조례･규칙 운영현황(2020년도)
(단위 : 건)

운영
총계
(②+③+
④)

구분

총계

109,834 33,471

7,810 24,330

1,331

128

6,351

116,185

소계

85,237 25,651

6,910 17,800

941

106

5,863

91,100

광역

10,221

1,079

2,608

75

39

965

11,186

기초

75,016 21,889

5,831 15,192

866

67

4,898

79,914

소계

24,597

390

22

488

25,085

조
례
규
칙

3,762

제정
②

7,820

900

개정
③

6,530

폐지
④

증감
②-④⑤

2020년
현재
보유
(①
+증감)

2019말
보유
①

기타
⑤

광역

2,439

875

89

752

34

3

52

2,491

기초

22,158

6,945

811

5,778

356

19

436

22,594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0년 조례･규칙 운영현황 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Hu6pUHXm
QwM+gzFieZZGuc2u.node40?bbsId=BBSMSTR_000000000056&nttId=84389” (2021.8.17. 검색).
주 : 기타(⑤)는 전년도 통계 미반영 사항을 의미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
향분석 제도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광역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를 두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행규칙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다. <표 3-2>와 같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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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혹은 시행규칙에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상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 살펴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
석 제도의 운영 현황은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에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표 3-2]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관련 제도적 기반

구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내
규제영향분석
언급 여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시행규칙
보유 여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시행규칙 내
규제영향분석
언급 여부

O

O

O

O

O

O

O

O

규제영향분석서
양식 포함(별지)
여부

O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O

경기도

O
O

O

충청북도

O

O

충청남도

O

O

O

전라북도

O

O

O

전라남도

O

O

O

O

O

O

O

O

O

강원도

경상북도

O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O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 (2021.8.18. 검색).

일례로 경기도의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도에서 자치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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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하는 경우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법제심사 전에 규제심사 요청서에 규제영향분석서 등 서류를 첨부
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표 3-3>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3-3] 경기도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수행의 제도적 기반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안건제출)
① 경기도의 실･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실･국장등”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2014.9.24., 2015.08.07.,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실･국장등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11.8., 2014.8.7.>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7.6.4., 2011.11.8.>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개정 2011.11.8.>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개정 2011.11.8.>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개정
2011.11.8., 2014.8.7.>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2.5.).

경기도의 경우 위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혹은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타 광역지방자치
단체 중 예시로 대구광역시의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규제영향분석
서의 작성양식을 다음 <표 3-4>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해당 양식에는 규제사무명,
구분,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분석방법, 규제 내용, 규제 존속기한
및 존속사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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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규제영향분석서 예시(대구광역시)
규제사무명
구분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장

과장 OOO, 팀장 OOO, 담당자 OOO

근거법령 등

분석방법

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 기존규제

규제의 내용

규제 존속기한

○ 신설(강화)규제

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사유
자료 :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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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대구광역시)
평가요소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목표설정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그 밖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와의 중복여부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분석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절차 등의 적정성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자료 :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지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대상 규제의 개
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그 밖의 기재사항 등 제시된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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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세종특별자치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2.
3.
4.
5.
6.
7.
8.

규제사무명
구분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 등
규제유형
규제의 존속기한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참고사항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려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2)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그 밖의 기재사항
가.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나. 참고사항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분석서).

제3장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쟁점 검토∣49

2. 경기도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31개 시･군 모두 규제개혁위
원회 운영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내에 규제영
향분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원시, 안성시, 오산
시, 의왕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 해당 내용이 언급되
어 있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가평군,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
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시행규칙 내에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기초지방
자치단체는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영향분
석서 양식을 해당 조례 혹은 시행규칙에 별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이 별지 양식
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

7) 고양시의 경우 규제심사요청서라는 명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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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경기도 31개 시･군의 규제영향분석 관련 제도적 근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유
여부

규제개혁위원회
시행규칙 내
규제영향분석
언급 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양식 포함(별지)
여부

가평군

O

O

*(주 참고)

고양시

O

O

O

구분

조례 내
규제영향분석
언급 여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O
O

군포시

O
O

김포시
남양주시

O

O

O

동두천시

O

O

O

부천시

O

O

O

성남시
수원시

O

O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O

O

O

O
O

안양시
양주시

O

O

O

여주시

O

O

*(주 참고)

연천군

O

O

O

양평군

오산시

O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O
O

O

O

O
O

O

O

O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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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유
여부

규제개혁위원회
시행규칙 내
규제영향분석
언급 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양식 포함(별지)
여부

포천시

O

O

O

하남시

O

O

구분

조례 내
규제영향분석
언급 여부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주 : 가평군의 경우 별지 서식으로 <규제 사전 검토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식 내용은 조례･규칙명, 형식, 구분,
주요 내용 및 규제 조항, 입법일정(예정), 의견수렴절차, 별도 붙임자료, 작성자로 구성되어 타 시･군의 규제영향분
석서 양식과 차이를 보임. 여주시의 경우 시행규칙 내에 <규제심사요청서>라는 서식을 제공함.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 (2021.8.18. 검색).

3.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본 소절에서는 연구 수행 중 실시한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 인터뷰 개요를 제시하고, 이후 내용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및 각종
규제관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을 위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함께 인용한다.
먼저 본 인터뷰는 당초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수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소 완화된 이후 시점부터 연구진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측으로 방문하여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기간과
대상, 주요내용 등은 <표 3-8>과 같고, 심층인터뷰시 연구자가 작성한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설문지([부록 2] 참고)를 배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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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개요
인터뷰 기간

2021.11월 중

인터뷰 방법

대면 심층 인터뷰

인터뷰 대상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주요 내용

규제업무 수행 관련 사전질문,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현황,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운영 실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태,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본 연구를 수행하며 면담한 공무원은 총 12인으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급이거나 규제개혁팀 혹은 관련 유관부서를 총괄
하는 팀장급에 해당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본 인터뷰의 특성상,
인터뷰 대상자의 직급만 제시하고 소속은 면담일자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부여하였
다. 이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이어지는 <표 3-9>에 제시된 응답자
코드를 제시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표 3-9]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대상
면담일

2021.11.5.

2021.11.11

소속

A시청

B시청

C시청
2021.11.12.
D시청

2021.11.17.

E시청

2021.11.22.

F시청

참여자 구분

응답자 코드

팀장

A-1

주무관

A-2

주무관

A-3

팀장

B-1

주무관

B-2

팀장

C-1

주무관

C-2

팀장

D-1

주무관

D-2

팀장

E-1

주무관

E-2

주무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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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20b)의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
정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며, 이때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 조문을 포함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 매뉴얼에서는 ｢행
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입법예고 이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
성하여,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해당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
해야 하며, 공보 등에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 주요 내용을 게재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b: 59-60).
행정안전부(2020b)의 동 매뉴얼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와 분석 방법에
대해 매뉴얼의 약 9페이지를 할애하여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활용되는 규제영향분석 지침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무조정실(2021)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
침에서는 법규안 입안단계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 시점에 분석결
과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지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강화 규
제 조항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첨부, 공표하는지에 대해 긍정의 응답이
67.4%를 기록하였다.8)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면담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시 소관 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서 검토해 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접 경험해 본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2인
에 그쳤다.9)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이나 검토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8) 이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의원입법 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적용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규제 관리 역량, 규제개혁위
원회 현황, 규제업무 현황, 규제영향분석의 운영 실태, 규제관리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 규제관리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구성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을 인지하는 수준,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여부,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비용편익분석을 계량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주체, 지방자치단체 규제
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이민호 외, 2019: 168).
9)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B-1 응답 및 D-1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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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담당했던 내용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제영향분석
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게 작성되어 작성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하였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강화규제는 주로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므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제･개정될 때 이미 중앙행정기관
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
석서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하였다.10) 규제영향분석이 실제 규제정책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최성락･이혜영, 2020)이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10)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D-2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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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의 위임 범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데 검토할 두
번째 쟁점은 규제의 위임 범위이다.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와
불일치하는 문제, 혹은 상위법상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제정하는 경우 등이
다(김상만･김도훈, 2015: 97-98). 본 소절에서는 규제의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의 위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간의 쟁점을 논의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에 대한 헌법상 법적 근거는 아래 <표 3-10>과 같이 헌법 제117조의 제1항과
제2항,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표 3-10]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료 :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
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
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각각 조례와 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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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 ｢지방자치법｣(시행 2021.10.21., 법률 제18092호, 2021.4.2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치
사무는 위에서 살펴본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명시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중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혹은 그 밖의 행정 주체에 귀속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뜻한다.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며,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한 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뜻한다(이기우･하승수, 2007: 153-156).
[표 3-12] 지방규제의 위임사무 비중 및 지역별 분포
(단위 : 건, %)

지역

위임규제

자치규제

위임규제
비중

전체규제 수

강원도

2,194

297

88.1

2,491

7.2

경기도

4,850

743

86.7

5,593

16.1

경상남도

2,189

300

87.9

2,489

7.2

경상북도

3,189

179

94.7

3,368

9.7

전라남도

3,289

749

81.5

4,038

11.6

전라북도

2,585

367

87.6

2,952

8.5

충청남도

2,437

358

87.2

2,795

8.0

충청북도

1,896

341

84.8

2,237

6.4

광주광역시

511

104

83.1

615

1.8

대구광역시

782

274

74.1

1,056

3.0

대전광역시

360

63

85.1

423

1.2

지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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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제

자치규제

위임규제
비중

전체규제 수

지역별 비중

부산광역시

913

195

82.4

1,108

3.2

서울특별시

1,771

242

88.0

2,013

5.8

세종특별자치시

259

11

95.9

270

0.8

지역

울산광역시

466

50

90.3

516

1.5

인천광역시

1,356

404

77.0

1,760

5.1

제주특별자치도

185

891

17.2

1,076

3.1

자료 : 하선권･김성준(2020 : 72).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위임사무 비중 및 지역별 분포, 각 지역별 비중 등을 정리하
면 위의 <표 3-1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수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하선권･김성준,
2020: 71), 특히 경기도의 경우 규제 수가 5,593건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이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율을 하는 내용의 취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규율을
용인하는 내용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 조례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허용
된다고 본다(선정원 외, 2020: 21).
[표 3-1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관련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
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 : 대법원 1997.4.25. 선고96추244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반면 위헌이라는 입장에서는 해당 단서조항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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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측면에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
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고려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절충적인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이 갖는 의미를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한계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위임사무이거나 자치사
무이든 관계없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 법령이 직접 규율하고 있을 경우 조례가 법령
과 충돌하거나 경합하는 내용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법령이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둘러싼 여러 입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합헌설을 취하고 있으며, 조례가 지닌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일반 행정입법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본다(선정원
외, 2020: 22-24).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논의해본 결과, 위임사무
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자치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법이 수월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자치사무에 대해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해당 자치사무 관련 규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 있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참고할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터뷰 대상 공무원들은 대체로 상위법령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이미 작성했으므로 자치법규는 중복하여 작성할 필요
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
는 과정에서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법령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에서만 규제를 신설･강
화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11) 혹은 역으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충실
성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12) 이민호 외(2019)의 연구에서도,

11)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B-1 응답 인용.
12)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D-1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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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상위법령 제･개정이 이미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낮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대체로
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혹은 소속기관 및 시설물 설치와 이용, 운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이민호 외, 2019: 316). 그러나 자치사무 중 신설･강화되는 규제
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규제일 가능성이 높아, 참고
할 만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치사무의 경우 상위법
령에 명확한 근거를 둔 위임사무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입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치사무 중에서도 규제의 내용을 다루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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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의 유형 및 중요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검토할 세 번째 쟁점은 규제의
유형 및 중요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규제의 유형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규제업
무 매뉴얼｣에 제시된 각 유형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분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범
위에 따라 규제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규제를 통해 일정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국민으로부터 특정 행위에 대한 신청을 받아 행정처분이나 이와 유사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
로 하여 행정기관에서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이나 감독을 하는
데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 혹은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네 번째 유형은 위 세 가지 유형 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각종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표 3-14]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2. 20.>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자료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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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의 경우 허가, 인가, 특허, 면허 등을 세부 유형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유형 2는 각종 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등을 세부 유형으로 한다. 유형
3의 경우는 각종 의무나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설정이며, 그 외 부담금
징수나 분담금 납부 등의 세부 유형은 유형 4로 분류된다. 각각의 규제 유형에
따른 세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5>와 같다. 규제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체로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규제 세부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매뉴얼에
제시된 사례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13)
[표 3-15] 행정규제의 유형
유형

세부유형

1호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승락)･지정･인정･시험(심사)･검사(검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검정･확인･증명･인정(인증, 공인)･추천･동의(협의) 등
제2조제1항제1호
2호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
제2조제1항제2호
소 등)
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제2조제1항제3호
등
4호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납부 등)
제2조제1항제4호
자료 : 행정안전부(2020: 181).

다음은 규제의 중요도 판단을 둘러싼 쟁점인데, 규제의 중요도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과정 및 규제관리의 전 과정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규제 여부의 판단은 곧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와도 연계되며,
나아가 규제관리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규제관리 전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현재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자치법규
13)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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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규제에 속하는지 아닌지 ｢자치법규 규제업무 매뉴얼｣ 등을 근거로 직접
판단하고 있다.1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는 법제처에서 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운영
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특정 법령을 검색해 보면 해당 법령의 조문이
규제에 해당할 경우 조문 앞에 ‘규’라는 표시를 해 두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 조문이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경우 공무원
이 직접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 인터뷰에서도 행정규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조문 내용과 ｢자치
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을 통해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대해
법제처의 규제여부 표시를 참고하기도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타 지방자
치단체에 등록규제로 등록되었는지를 찾아보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15)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규제여부 판단을 위한 사례 관련 문건 등을 참고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에 유선으로 문의해본 경험을 공유
하기도 했다.16) 한편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규제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경우
해당 자치법규가 신설･강화되는 규제여서 심사 대상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해
규제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같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과 규제의 소관부서 담당자가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판단 과정도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규제의 중요도 또한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행
정기관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14)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15)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C-1 응답 인용.
16)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A-3 응답 인용.
17)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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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 및 일상생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본심사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내용이 시･군별로 상당히 상이하
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강화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
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상 명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있다.18)
또한 규제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요규제만을 추려내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20) 그러나 규제개혁위
원회에서 주로 해당 자치법규가 등록규제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도의
논의만을 진행하는 경우, 혹은 규제개혁 포상 대상을 선정하거나 자체 규제개혁
안건 공모 심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등 운영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21)
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로 정의되는 정책의 범위가 더 넓다
는 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곧 규제영향분석의 분석 수준과도
연계된다. 즉, OECD 국가들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더 많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을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그러
므로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규제 등 중요규제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통해 선정된 중요규제에 대해 계량적 분석기법 등을
적용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한다. 반면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계량적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김유환, 2017:
145-146). 따라서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도 최소한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8)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B-1, B-2 응답 인용.
19)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20)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비중요규제로 판단될 경우 부처의 자체심사 결과대로 시행하게 되며, 중요규제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 2021: 185).
21)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C-2, D-2, A-2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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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검토하였다. 먼저 지방자
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체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혹은 시행규칙 내에 규제영향분석을
언급하고 있으며, 몇몇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양식
과 유사한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을 별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는 모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를 두고 있으며 대체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혹은 시행규칙 내에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과는 다르게, 실제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드물었다.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해
본 경우에도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규제영
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갖추어져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의 실질
적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규제의 위임 범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규제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시 상위법령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중복
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의 실익이 크지 않다. 또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과정과 규제관리 과정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즉, 규제의 위임 범위에 따라서는 위임사무의
경우 현재 ｢자치법규 규제업무 매뉴얼｣ 등에 제시된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한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임
사무에 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치사무 규제가 지역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쟁점은 규제의 유형과 중요도에 관련된 논의로, 먼저 규제의 유형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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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가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에 갖는 의미는 규제영
향분석서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세부 유형을 검토해봄으로써 해당 자치
법규 내용이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방자
치단체 내 해당 규제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신설･강화하려는 자치법규 내용이
규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참고 사례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의 중요도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규제를 구분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규제를 추려내 해당 규제에 대해서만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작성 지원 및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 공무원들이 규제영향분석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심도
깊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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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목적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3장에서 검토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각종 쟁점,
그리고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개념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정된 규제영향분석
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제영향분석의 정의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규제
영향분석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적용하는 차원의 비용편익분석 등 각종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
분석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강화 자치법규
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해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치법규 규제로 인해
받게 될 영향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자치법규 규제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검토하
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에 대한
순응(compliance)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관리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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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의 영향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해 규제체감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가 주민과 밀접하게 갖는 관계를 언급하면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지우게 됨을 언급하였다(윤석진
외, 2011).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규제개선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김상만･김도훈,
2015; 하선권･김성준, 2020).
지역 주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곧 지역의 규제수준에 대한 체감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개인의 인식은 규제체감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준다(박순애･손지은, 2015). 따라서 지역에 불필요
한 규제 부담은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나 피규제집단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민들의 규제체감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지금까지 검토한 쟁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
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규제인지 비중요규제인지
일차적으로 판단한 후, 중요규제만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입법평가제도를 제안한 박균성(2009)의 연구에서는 입법영향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 스크리닝제도를 통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만 엄격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박균성, 2009: 496).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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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중요규제에 속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2)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석서의 유형은 다시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만 심화형 분
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기본형은 주로 위임사무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심화형은 자치사무 규제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규제가
경제･사회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력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의 유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되, 규제심사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
다.
규제영향분석서를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는 데 대한 당위성은 선행연구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를 모든 입법안에 수행하는 것은 법령을 입안하는 행정기관에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고,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박균성, 2009: 495).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 인력 규모도 충분하지 않고, 전문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수준의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이민호 외, 2019: 323-324).
한편 중앙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도 대체로 분석서상 내용이 정성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비용에 비해
편익이 상당이 크게 측정되었으며 편익이 정량화되지 않은 점,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간접비용이나 정부의
집행비용을 거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최성락･이혜영, 2020).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 중 비용편익분석 수행에 관한 이슈를 분석한 서성아
외(2019)의 연구에서는 총 일곱 가지의 쟁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곱 가지 쟁점
은 피규제집단과 규제로 영향을 받는 집단의 식별, 규제가 미치는 직접영향과 간접
영향의 구분, 이전비용과 이전편익 확인, 재무적 비용 이외 기회비용에 관한 고려,

22)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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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측정시의 기준선 설정, 비용편익 측정시의 대상기간 설정, 비용과 편익의
정량적 측정에 대한 허용 수준 등이다(서성아 외, 2019).
중앙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앞서 살펴본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요규제에 한해서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규제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되, 사무
유형이나 규제의 영향력에 따라 분석 유형을 구분한다. 즉, 기본형의 경우 주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규제
심사시 해당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위임
사무의 경우 상위법령의 제･개정시 이미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상세
히 작성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는 해당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모형을 기반으로 규제영향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심화형의 경우 자치사무 중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에서도 지원 성격의 자치법규가 아닌 내용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규제영향분석의 유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할 경우 기본형은 주로 상위법
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위임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심화형은 위임조례 중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규제나, 자치사무에 따른 자치조례 중 규제가 신설･
강화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기본형과
심화형에 대한 판단은 규제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며, 심화형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소관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초안을 작성하되, 규제담당 부서에서 1차 검토
를 실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차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상위법과의 위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혹은 법제처에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유형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상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영향분석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나 자치사무에 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심화형 분석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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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조례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규제담당 부서에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서 우수 작성 건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관련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안) 중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의 양식 및 내용
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사무
소관 부서에서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규제사무가 지역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규제에 위임사무 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경험이 거의 없는 규제사무 소관 부서 공무원들도 가이드라인
을 보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요
와 규제내용 위주로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표 4-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안) : 기본형
구성요소

규제개요
(표지)

규제
영향
분석
(기본)

세부항목

주요내용

1. 규제사무명

규제등록대장상 규제사무명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키워드 위주로 입력)

2. 규제구분

등록사유

3. 규제유형

허가, 기준설정 등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규제유형
구분

4. 근거법령

상위 근거법령 조문

5. 자치법규 조문

신설･강화 규제사무가 포함되어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조문

6. 규제내용

규제의 주요 내용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제약을 두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 입력)

신설/강화

부문

30개 부문23)

현재 문제 상황 및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 현재 규제가
없거나 약해서 발생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규제를 신설･강
1. 규제 신설 및 강화
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혹은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을
의 필요성
경우 추가로 우려되는 문제를 언급하여 역으로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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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규제의 적정성은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 내용이 적정하게
2. 규제 내용의 적정성
구성되었는지로, 규제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
검토
체 규제 수준 검토, 관련 연구결과 등을 통해 적절함을 제시
3. 피규제집단 및 이해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관계자 식별
4. 의견수렴 계획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한 주
민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

<표 4-1>에 제시된 세부항목과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본형 규제영
향분석서에 가장 먼저 포함될 내용은 규제사무명이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이 되는 규제의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위임사무를 범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구분할 실익이 없다. 다음으로는 규제구분으로, 규제영
향분석을 실시하는 대상 규제가 신설규제인지 강화규제인지 체크하도록 하고, 규제
부문이 법제처의 분류에 기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0개 유형 구분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표기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규제의 유형으로, ｢자치단체 규제업
무 매뉴얼｣에 제시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유형 구분에
따른 규제유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네 번째는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명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조문,
즉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조문 내용을 명시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이나 이어서 다를 심화
형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분석의 폭을 축소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항목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항목
에서는 현재 신설･강화하려는 규제가 부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상황을 기술하
고,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한다. 혹은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여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해당 항목은 중앙행정

23)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편찬한 법령집의 편별 분류를 원칙으로 하여 총
30개 내용으로 분류함. 분류내용은 행정일반, 지방행정, 경찰교통, 교육학술, 재정경제,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구분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0: 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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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에 포함된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제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 현재 ｢자
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상 제시된 규제영향분석서 양식에 사용된 용어들이 추상적
이어서 작성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작성 자체를 꺼리거나 적절하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작성자로 하여금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도록 규제영향분석 내용의 첫 번째 세부항목
명칭을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는 신설 혹은 강화
하려는 규제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제시하면서, 규제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소관 부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실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사무 소관 부서에서 대체로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내용
을 토대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25) 한편 일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현재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여 규제 내용의 적정
성을 제시하는 실태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규제사무 소관 부처 공무원이
규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규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26) 따라서 규제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서는 신설 혹은 강화하려는 규제의 내용, 즉 규제강도 혹은 규제수준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사례가 충분치 않거나 특수한 분야의 경우 관련 연구결과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피규제집단과 관련 이해관계자를 식별하
여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되는 규제영향
분석서의 경우 피규제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직접적인 피규제집단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의 영향력은 직접적인 피규제집단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관련 이해관계자 등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의 피규제집단 및 광의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24)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C-1, C-2 응답 인용.
25)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B-1, C-2, D-1 응답 인용.
26)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B-1, B-2, C-2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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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항목에서는 간담회 등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방식과 예상 일정을 함께 제시하
여, 해당 자치법규의 신설 혹은 강화에 따르는 의견수렴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부패영향평가 등 타 사전입법평가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부패영향평가는 주어진 매뉴얼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어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평가 업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즉, 부패영
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이나 많은 경험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다.27) 물론 부패와 청렴 등 규범적 내용이 주가 되는
부패영향평가와 달리,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규제로 인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파악하
는 것부터 간단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매뉴얼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은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가능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세부 항목이 갖는 추상성을 배제하고, 규제사무 소관 부처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가능한 간명하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위임사무 규제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중요규제 및 자치사무 규제 중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심화형 규제영향분석 모형(안) 및 내용을 <표
4-2>와 같이 제시하였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해당 규제사무가 위임사무
임에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자치사무 규제임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와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
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규제개요를 정리하는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 표지는 기본형과 대체로 동일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위임사무에 대한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개요의 두 번째 세부항목인
사무유형 구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화형의 경우 위임사무 중 중요규제이거
나, 혹은 자치사무 규제일 수 있으므로 규제영향분석서 표지에 사무유형을 구분하도

27)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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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체크박스를 제시한다. 이 외에 규제개요(표지)를 구성하는 규제사무명, 규제구
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 등의 세부항목은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4-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안) : 심화형
구성요소

세부항목
1. 규제사무명

규제등록대장상 규제사무명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키워드 위주로 입력)

2. 규제사무

위임사무/자치사무

3. 규제구분

규제개요
(표지)

주요내용

등록사유

신설/강화

부문

30개 부문28)

4. 규제유형

허가, 기준설정 등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규제유형
구분

5. 근거법령

상위 근거법령 조문

6. 자치법규 조문

신설･강화 규제사무가 포함되어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조문

7. 규제내용

규제의 주요 내용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제약을 두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 입력)

현재 문제 상황 및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 현재 규제가
없거나 약해서 발생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규제를 신설･강
1. 규제 신설 및 강화
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혹은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을
의 필요성
경우 추가로 우려되는 문제를 언급하여 역으로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2. 규제대안 검토
규제
영향
분석
(심화)

도입하려는 신설･강화규제 외에 다른 비규제대안이 존재하
는지 검토

규제의 적정성은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 내용이 적정하게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구성되었는지로, 도입하려는 규제 내용이 규제의 목적에 맞
검토
게 수단이 선택되었는지 검토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피규제집단과 관련 이해관계
4. 규제의 경제･사회
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받게 될 영향력을 기술하여 비용편익
적 영향력
분석의 비용과 편익 항목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명시
5. 비용편익분석
(정량･정성)

경제적 영향 등 규제에 따른 비용이나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경우 수행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규제의 경우 계량적 분석은 생략하더
라도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기술

6. 의견수렴 계획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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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영향분석 세부항목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
석, 의견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화형 규제영향분석
서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이며, 규제의 경
제･사회적 영향력 분석은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상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항목을 보다 심화한 내용이다.29)
먼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형과 동일하게 현재 해당 규제
가 부재하거나 규제수준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를 충분히 기술하여 규제의 신설
혹은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추가로 언급하여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규제대안 검토 항목은 기본형 분석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도입
하려는 신설･강화규제 외에 비규제적 대안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위임사무 중 지역에 큰 영향
을 미칠 만한 규제나 자치사무 중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더라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규제적 방식의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규제 소관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규제 담당
공무원이더라도 비규제적 대안이라는 용어나 의미에 대해 낯설게 여길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에
대한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내용의 규제를 신설 혹은 강화하는 경우,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규제적 방식 외에도 홍보나 계도 등의 비규제적 대안이 존재할 것이다.30)
그러나 해당 비규제적 대안으로 정책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문제가 지속될
28)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편찬한 법령집의 편별 분류를 원칙으로 하여 총
30개 내용으로 분류함. 분류내용은 행정일반, 지방행정, 경찰교통, 교육학술, 재정경제,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등
경제사회 다양한 분야를 구분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0: 166-179).
29) 기본형 규제영향분석 모형과 달리 심화형 모형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기본형
모형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세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핵심 방법 중 하나
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본형 규제영향분석 모형에서도 비용편익분석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는 분석의
범위를 넓혀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30) 행정안전부(2020b: 98)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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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비규제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기술할 수 있다.
세 번째 항목은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이다. 규제 내용의 적정성은 신설 혹은
강화하려는 규제의 내용이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로, 도입하려는
규제의 정책 목적에 맞게 수단이 선택되었는지 검토한다. 전술한 예시를 추가로
논의해 보면, 특정 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제한구역 지정의 효과성이
가장 높고, 또한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비규제적 대안을 지속하여 활용하는
경우 현재 당면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중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한구역 지정 규제라는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함을 언급할 수 있다. 예시
로 살펴본 구역 지정 문제 외에도, 기준설정 규제의 경우 설정된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본형 분석서와 마찬가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나 관련 연구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의 네 번째 항목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내용
으로, 기본형 분석서상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항목을 보다 심화한 것이다.
기본형 분석서에서는 도입하려는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피규제집단과 이해관
계자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심화형 분석서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규제집단과 이해
관계자가 해당 규제로 인해 받게 될 영향력이 무엇인지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섯 번째 세부항목에 제시될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세부항목은 비용편익분석이다. 인터뷰 결과 모든 응답자가 지방자치단
체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수준으로 분석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및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
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
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이민호 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중 심화형의 경우 중요규제
혹은 자치사무 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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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정량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자원의 한계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본
적으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규제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을 기술하
도록 한다. 한편 규제에 따른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 즉 계량적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는 규제의 경우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정량적 차원의 규제영
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1)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량적 차원의 규제
영향분석은 생략하더라도, 정성적 차원에서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과 편익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며, 규제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덧붙이도록 한다. 각종 기업규제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규제 등 규제 도입
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는 규제의 경우 반드시 계량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분석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세부항목 중 마지막은 의견수렴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규제담당 부서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규제개혁위
원회 등 전문가 의견,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계획을 명시하도록 한다. 특히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은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기 세 가지 방식의
의견수렴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B-1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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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소절에서는 전술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이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
록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심사 절차에서의 실무적 어려움이나 자원 활용 문제, 전문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과 연계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의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관리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규제영향분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간소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규제영향분석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해두고 있으나, 실제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간소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용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별도로
구축 및 제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념과 규제
영향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등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특정 사례를 기반으로
직접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보는 방식의 교육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자치법규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소관부서 공무원이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해 규제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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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규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
치단체 간,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찬회나 간담
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워크샵을 함께 진행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자치
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자치법규가 규제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로 파악된 경우 중요규제인지 비중
요규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침과 참고 사례를 보다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인터뷰
를 통해 면담한 공무원 모두 업무 매뉴얼로 동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
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영향분석서의 공개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용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토대로 작성할지라도
분석의 수준 등을 이유로 들어 분석서의 공개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을 단기간에 함양하기 쉽지 않으며,
반드시 정량적 비용편익분석이 아닐지라도 규제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피규제집
단이 누구인지, 관련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과 해당 자치법규 소관 부처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규제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의를 충분히
전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공개나 향후 자치법규 개정시 규제영향분석서도 개선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자치법규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간의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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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고 문제이다. 먼저 사전입법평가에 속하는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자치법규 내에 부패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사전적인 부패통제시스템으로 도입된
것이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道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하여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거나, 주민생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혹은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되는 경우 등에 속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 2021: 1).32)
[표 4-3] 부패영향평가 운영체계
구분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근거

｢道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 지침｣ (예규)

내용

Ÿ
Ÿ
-

道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대상 : 현행 자치법규 및 제･개정안
Ÿ
(필요시)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 :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 요 ⇔
구,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
Ÿ
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 그 밖
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대상 : 현행 법령 및 제･개정안, 자치
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 평가 실시 후 지체없이 서면회신

자료 : 경기도(2021: 1).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절차는 각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혹은 개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초안심사가 종료되는대로 해당 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부패
영향평가 담당부서에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담당부서에서는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경기도, 2020: 3).
한편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서 작성 대상과 제외 대상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의 경우 체크리스트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대상 법령인 경우 작성 제외 법령으로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제･개정 법령에 대해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32)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과,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제10항 제2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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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13-14). 특히 여성가족부
(2021: 17)의 지침에 제시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절차
를 보면, 성별영향평가의 각 단계에서 여성가족부가 직접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에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
향평가의 경우 작성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내에 별도로 존재
하고 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체크리스트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 관련 업무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평가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33)
[표 4-4]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Ÿ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
Ÿ
서 작성･제출
Ÿ
- 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시)
Ÿ
Ÿ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
은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
토의견 통보
정책개선 실적 관리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
육프로그램 운영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고려
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
업 선정, 협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
은 경우)
Ÿ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
개선 실적 관리는 각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수행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
육 프로그램 운영

Ÿ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

Ÿ
Ÿ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특정
성별영향평가

Ÿ

Ÿ
Ÿ

Ÿ
지방자치단체 Ÿ
Ÿ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
계획 통보
Ÿ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 Ÿ
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Ÿ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
계획 통보

33)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F 응답 인용.

84∣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반영결과 점검

평가대상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각 기관
Ÿ

여성가족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다음년도 2월말)

Ÿ
Ÿ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국무회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5).

즉,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규제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담 담당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요규제에 대한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를 검
토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컨설팅을 요청하여 내용을 보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분석의 엄밀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34)
이외에도 의식적 측면에서는 규제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며, 필요시 규제개혁 관련 부서와 법제 담당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장교식(2014)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한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담당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미흡 문제, 규제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등 공무원 개인의
의식적 문제와 교육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규제담당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인센티브 등 포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장교식, 2014: 175-181).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고도화
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크게 규제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
성 강화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규제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현재 자치법
규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치법규의 경우

34)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포함된 비용편익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한국개
발연구원(경제분야) 및 한국행정연구원(사회분야) 규제연구센터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각 규제연구센터
에서는 분석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하여 검증 결과를 동의 혹은 보완재제출의 두 가지로 부처에
송부하며, 규제연구센터의 검증과 담당부처의 수정은 필요시 총 2차까지 진행된다(국무조정실,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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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사무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역별로 사용하는 규제사무명의 차이 등으로 인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35)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에 탑재된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시스템상에서 연계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시 위임법령의
근거를 파악하고 위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규제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
는 것이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행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업무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도록 신설･강화규제의 심사를 수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포상 안건 심사 등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의 경우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자,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규제의 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설･강화규제 등 안건이 확보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기회
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35)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 C-2 응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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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고, 문헌연구 및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구축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
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받을 영향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사전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순응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규제관리의 측면에서도 사전입법영향평가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치법규의 질
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수준의 자치법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규제의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와 규제체감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에서도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사전입법영향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치법규 규제의
상당한 비중이 비중요규제이므로 규제영향분석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가능한
중요규제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석서의 유형은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한다. 기본형과 심화형으로의 구분
기준은 기본형은 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된 위임사무를 대상
으로 하며, 심화형은 자치사무 규제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즉, 심화형의 경우에는 위임조례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규제나, 자치사무에 의거
한 자치조례 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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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인터뷰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강화 규제사무 소관 부서에서 규제
여부의 판단을 어려워하는 경우나, 규제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
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초안을 작성하되, 규
제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실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차 검토를 실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위임 범위에 대한 고려 혹은
분석서 작성 과정에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혹은 법제처 등에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우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관련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개선안에 대해 먼저 기본형의 경우 분석서 표지의
규제개요에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
을 포함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 본문에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의 경우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규제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규제 수준을 검토하거나 관련 연구결과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피규제집단과 핵심
적인 이해관계자 집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심화형 규제영향분석 모형에서는 분석서 표지의 규제개요는 기본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심화형의 경우 사무의 유형이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구분하
도록 체크박스를 제시하였다. 이 외의 항목들은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으로 기본형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기본형과 달리 심화형에만 포함되는 내용
은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이며,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항목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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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항목을 심화한 것이다. 규제대안 검토 항목은
도입하려는 신설･강화규제 외에 비규제적 대안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반
드시 규제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규제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정성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규제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논의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간소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용 규제영향분
석 모형을 별도로 구축 및 제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념과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교육하며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규제개혁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작성하거나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찬회나 간담회, 워크샵을 통해 규제업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
얼｣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및 공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작성과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제언으로는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
향평가와 같은 자치법규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간의 정합성 제고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작성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위주로 작성할 수 있어서 업무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작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단계에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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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담 담당자가 중요규제에 대한 심화형 규제영
향분석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규제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규제개혁 관련 부서와 법제 담당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치
법규 규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스템상에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시 위임법령의 근거와 제･개정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행태가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주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심사 등을 통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
렴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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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
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
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가
갖는 제도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절차, 규제개혁위원회 운
영, 규제여부 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
석 모형을 구축하는 데 참고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
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
다. 연구를 통해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과 규제영향
분석에 대해 각종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입법 과정 및 특성에 대해 자치법규의 종류와 개념, 행정규제의 정의 및 범위,
자치법규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배경
과 의의, 국내로의 제도 도입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쟁점을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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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규제
의 위임 범위, 규제의 유형과 중요도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과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대체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추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양식인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활용되는 양식과 대동소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
특성에 적합한 양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각종 문헌자료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함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무상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임사무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임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하므로 자치사
무에 비해 입법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서가
심층적으로 작성된 바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는 자치법규
규제의 경우 동일한 규제에 대해 중복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유형 및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유형의 경우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과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나, 매뉴얼에 제시된 사례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의 중요도 차원에서는 모든 신설 및 강화 규제가
아닌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심도 깊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
였다.
검토한 쟁점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
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
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
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 및 자치법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와
규제체감도의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은 신
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기본형
과 심화형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기본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위임사무를 대상
으로 하며, 심화형은 자치사무 규제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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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초안을 작성하되, 규제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실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차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서 개선안에 대해 먼저 기본형의 경우 분석서 표지의
규제개요에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
을 포함하도록 제시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서 본문에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을
수록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 모형에서는 분석서 표지의 규제개요
는 기본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심화형의 경우 사무의 유형이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
인지 구분하도록 체크박스를 제시하였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
영향분석의 간소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념과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 간 연찬회 및 워크샵을 통한 규제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우수사례
공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의 개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와 같은
자치법규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하였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규제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규제개혁 관련 부서와 법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
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관
리 시스템의 정비 및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내실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제
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규제업무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규제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적용의 정합성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양식에 대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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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차원에서는 용어의 추상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이 갖는 특성과 규제영향분석 운영 실태, 규제업무 운영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규제 소관부처 공무원 및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영향분석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분석서상 가능한 명확한 용어로
간명한 항목만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위임사무일 경우에
도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로 인해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나마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입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위임사무 중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큰 규제 혹은 자치사무 중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는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층적으로 규제의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여 규제입법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심층 검토 과정에서 비규제적
대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
여 정책의 순응성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형과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에 대해 갖는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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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설･강
화되는 규제가 대체로 위임사무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정도
의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에 맞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별도로 구축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기본형
분석의 경우 최소화된 수준의 모형을 통해 분석의 신속성과 간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심화형 분석의 경우 기본형에 비해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특히 규제
가 아닌 비규제적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사전입법영향평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참고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는 연구
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경기도 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별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규제관리 시스템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 제시하였는데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형과 심화형 모형
(안)에 대해 공공부문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형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이 필요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업무 실정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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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규제영향분석 자체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시스템 전반
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정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상위법령과 위임 범위가 일치되지
않는 규제,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 등 규제 개선사
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등록규제를 검토하고 개선 대상 규제를 발굴하며,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입법에 대한 자치권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사공영호, 2001), 규제입법에 대한
자치권 행사의 실태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치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입법에 대한 자치권의 수준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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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del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was to
predict and analyze various effects on local residents' daily lives, society,
economy, and administration in advance, to present criteria for judging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mong
the new or strengthened self-government laws, it is proposed to conduct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important regulations, and the type of
analysis was divided into a basic model and an in-depth model for
regulation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egion.
The basic model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quired the regulatory
office name, regulatory classification, regulatory type, grounded laws,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adequacy reviews of regulatory content,
identification of regulatees and stakeholders, and a plan to collect
opinions. In the case of an in-dep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del,
the types of regulatory affairs were classified in addition to the basic
model, and six items were presented in the text: the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regulations, review regulatory alternatives, and the
adequacy of regulatory content. In the case of the in-depth model, a
regulatory alternatives review and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were
added so that a more in-depth analysis could be performed compared
to the basic model. In addition, suggestions for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were also presented for the
active u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can be impro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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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reviewing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ic society when
regulations are introduced.

Keyword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Autunomous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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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P E N D IX

부록 1 : 중앙정부의 규제심사 흐름도

[규제심사 흐름도 ① 규제심사대상인 경우]
절차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담당기관

주요내용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Ÿ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Ÿ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조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표준/간이)을 규제조정실과 협의

소관부처

Ÿ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통해 작성하고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
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Ÿ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실한 작성 등 부
적절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려될 수 있음

▼
영향분석서
작성
▼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
입법(행정)
예고
(20~60일)

제･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행정)예고(행정
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 WTO TBT 통보대상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예고해야하므
로 기술규제가 있는 경우 자체 검토

Ÿ
소관부처

▼
Ÿ 규제영향분석서 內 비용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검증
규제연구센터
비용검증
※ 비용･편익 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1차 검증)
및
※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2차검증 대상 확정
중기･경쟁･
↓
기술영향
Ÿ ① 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중 연간균등순비용 ±10억원 이상인
평가
규제와 ② 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중 비용상 중요규제(법 시행령
(20~60일,
비용분석위원회
제8조의2 제1호 및 제2호)가 대상으로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입법예고와
(2차 검증)
이내 종결
동시진행)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
▼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Ÿ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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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
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지체없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Ÿ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Ÿ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규개위)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되면 심사종결

Ÿ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흐름도 ② 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Ÿ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Ÿ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를 규제조정실과 협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Ÿ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 비대상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고 규제의 폐지･완화로 심사 비대
상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규제정보화
시스템
입력
▼
입법예고 종료일 다음날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 ‘규제심사 비대
상 확인증’ 발급 가능
※ 소관부처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
면 반드시 규제조정실에 공유

Ÿ
확인증
발급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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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인터뷰 설문지

면담 참여 설명문: 지자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아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규제업무의 현황
을 분석하고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자체 규제담당관
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지자체 규제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의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
다. 귀하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귀하께서는 보고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면담을 하
게 될 것입니다. 면담의 예상 질문은 지자체의 규제업무 과정, 규제영향분석
실태, 규제개혁위원회, 전반적인 지자체 규제시스템에 대한 현장지식과 견해,
그 밖에 귀하로부터 규제담당 업무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생각으로 구성됩니다.
면담내용은 기록되어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담내용 중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기록된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자는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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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구참여자 :

월

일

(서명)

연 구 자 :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박진아 연구위원
연 락 처 : 031-850-6016
면담 사전 질문
1. 규제업무를 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2. 규제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나, 경력과정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지자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4. 지자체 규제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규제업무 현황: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여부 확인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예를 들어, 자치법규 정비시 해당 법규가 규제인지 아닌지 확인하
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6.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뉴얼을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지자체 규제업무 : 규제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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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례･규칙 신설 및 강화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8. 규제영향분석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지자체 규제영향분석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떤 내용을 희망하
십니까?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1. 조례･규칙 신설 및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자체 규제업무 : 규제관리 시스템
13. 지자체 규제개혁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14. 지자체 자치법규는 중앙부처 규제와 달리 행정규제 판단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15. 지자체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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