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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품질 관리의 필요성 대두’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와 가치 문제가 복합․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적 규제의 역에서의 규

제에 대한 품질의 수준과 인식도를 검토해 보고, 기존의 명령통제적 규제방법을 지

양하고 시장유인적(친화적) 규제방법으로 전환하여 규제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

을 모색해 보는데 있음.

- 규제품질기준의 확보를 위해 OECD와 해외 각 국의 사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기준과 체계 및 원리를 평가하고 중요 요인들

을 도출하 으며, 사회적 규제 품질 관리방안의 적용방법 및 가능성을 검토하 음.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고, 분석의 범위는 현재 운

되고 있는 사회적 규제 중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식품위생 역을 중

심 대상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업주와 공무원의 규제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와 규제품질의 확보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이러한 식품위생관련 규제 사례를 

통하여 규제대상자 등 관련자가 가지는 현행 규제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관

된 기준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규제의 현실에 대한 환경 변화와 사회적 규제에 대

한 인식 및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구체적으로, 사회적 규제에 대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OECD를 중

심으로 한 국제적 규제개혁의 방향을 살펴봄.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개

혁의 과정 또한 개관하여 거시적 흐름을 검토함. 그리고 OECD와 해외 각 국의 사

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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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및 원리를 평가하여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사회적 규제품질 관리 방안의 

적용방법 및 가능성을 평가해 봄. 

-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규제를 중심으로 명령강제적 규제 혹은 시장

유인적(친화적)규제의 측면, 규제자(즉, 정부)와 피규제자(즉, 규제 대상자)들의 측

면을 사회적 규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선행 규제개혁의 방향과 문제

점과 현행 규제개혁의 사례기관 및 국가별 논의 방향과 원칙들을 살펴본 다음, 식

품위생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품질관리의 인식수준을 측정․분석함. 

- 그리고 이를 기초로 규제품질관리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

하며, 궁극적으로는 타(他)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제품질 관리 기준 

및 대응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 적용방안의 함의를 모색함.   

 II & III. 사회적 규제와 규제품질 관리 및 실태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란 일반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나 허위광고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활동은 금

지하고, 최저임금 제공, 근로여건의 보장, 환경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같은 유익한 

활동은 의무화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부여하여 준수토록 하는 일련의 정부활동임.

- 기업(자 업 포함)의 경제적 활동은 경제 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역으로 파급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적 규

제와 사회적 규제가 중첩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해 

독과점 횡포의 방지(독점 가격 부과, 저급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와 부당 이

득의 방지(초과이윤의 발생) 등에 대한 공평한 ‘거래관계’를 유도하고 실현하기 위

한 목적이 중심이라면, 사회적 규제는 위의 ‘거래관계’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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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행동, 즉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의 차별 대우와 같이 사회적 향을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 때문

에 경제적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임.

2.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 삶의 질 확보

-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진화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 즉 인간 생명의 존엄성, 기회의 균

등,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할 권리 등의 실현을 추

구함.

-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사회적 규

제 강화를 요청함.

○ 경제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서 경제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을 확보

하기 위함.

-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요청됨.

3. 사회적 규제의 역과 제도적 기초

○ 사회적 규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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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부개입의 역은 시장 가격이나 시장에서의 기업의 수에 관여함은 

물론,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안전성 및 질, 판매자가 공여하는 정보의 

정확성, 나아가 생산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사람과 환경의 향의 문제에 이르기까

지 다양함. 이러한 역에의 정부개입이 사회적 규제의 역으로 간주됨.

○ 사회적 규제의 제도적 기초

-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 수준의 향상,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진전, 산업

사회의 복잡화와 다기능화에 따라 삶의 질의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

제․사회적 형평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

고 있음. 이를 위한 제도적 기초로 참여민주주의의 확충과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해

야 함.

- 공익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주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과정에의 참여

활동이 필요함. 시민스스로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삶

의 질의 확보는 요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은 어렵다

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규제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권리관계, 이해관계의 문제로 귀착하는 바, 

법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

4. 사회적 규제의 환경변화와 개혁 필요성

○ 사회적 규제는 규제개혁의 다른 한 축인 규제의 질적 관점에서의 규제 기

준 및 규제수단의 합리화, 새로운 규제 대안의 모색 등의 환경변화에 보조를 맞추

어 나가기 위해, 규제품질의 개선이라는 질적인 관점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 명령통제적 규제기준의 적용보다는 시장 유인적 규제기준의 적용으로 그 방

향이 옮겨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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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양적 규제완화는 경제적 규제 개선의 측면

에서, 질적 규제 품질의 향상은 사회적 규제 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즉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총량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 전략은 경제관련 규제분야

에, 그리고 규제품질의 제고와 규제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부담의 경감조치

는 사회적 규제분야에서 주로 사용함.

- OECD가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을 평가한「Regulatory Reform in Korea」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상황이 양적 규제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질적 측면, 

즉 규제품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제는 조세 및 시장 진입 규제 등 규제개혁위원회

의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되

어 왔지만, 기업 활동의 사회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일반국민의 삶의 질 문제와 

시장실패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 관심에 비해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미흡

함.

5. 규제품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 전통적 규제 방법의 폐해

-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는 공익과 규범적 차원에서 관료에 의해 

명령 통제적 (command and control)이며 지시적 접근방법(prescriptive apporach)을 

따르는 경향이 많음. 전통적 유형의 명령통제적 규제는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해결

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함.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법의 폐해는 ㉠ 사전

적 규제 ㉡ 감독․단속에 따른 징벌위주의 규제 ㉢ 사전 확립된 규정에 따른 획일

적 규제 ㉣ 위험도 대 처벌의 비례성 고려가 부재한 규제 ㉤ 목표성을 상실하여 추

가․중복되는 규제 ㉥ 규제내용이 불투명하여 순응을 도와줄 수 없는 규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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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는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

성 여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및 비규제 수단을 모색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 향평가나 규제기획제도를 통한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함.

- WTO 체제라는 국가간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한 국가의 규제체제의 질은 그 

국가의 저비용․고품질 체제의 완성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까지 

대두되는 현실이어서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 짐.

-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은 전반적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임. 

○ 시장 친화적이며 일관성이 확보된 규제의 질적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

질 것을 권고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의 향후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품질 

제고에 두어야 함은 명확해짐. 

○ 전통적 유형의 명령 통제적 규제는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맞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유인수단으로는 정보공개, 품질인증제도, 등급사정, 그리고 

제품표준화 등이 있음.

6. 규제개혁의 사례

○ OECD 규제개혁

-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연구하고 개발

해 왔는데, 이 중에서 규제개혁을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 왔음. 즉 OECD는 비효율적인 규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

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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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호교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규제개

혁에 대해 연구하고 또 규제개혁을 장려해 오고 있음.

- OECD의 규제개혁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규제개혁 계획을 채택할 때 정치적 수준에서 명확한 목표와 실행체계를 

마련

   ․ 기존 규제의 원래 목적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 규제와 규제 설립절차가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적용

되는지를 확인

   ․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범위, 유효성과 집

행을 강화

   ․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규제

는 철폐

   ․ 경제적 규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원칙의 활용 강화

   ․ 여타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개혁을 도모하는 동

시에 여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 OECD에서 제시하는 규제개혁의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규

제개선을 위해 검토해야할 단계는 제 2단계인 규제품질관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면한 사항은 개별규제에 있어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적정성 및 효율성의 평가와 

유연한 규제 수단의 모색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종합하면, OECD에서는 양적 규제의 개선보다는 규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

고,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규제관리의 단계에서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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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국의 규제개혁

- 지난 20여년 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온 국이 근래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정책은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효율성 분야로 확대되고 있

으며, 규제철폐 및 규제품질 제고 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국

정부는 신생규제 형성시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정책 및 그와 관련된 

원칙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정정에는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의 

확보를 위한 국의 독립 규제개선기구인 BR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운

 중에 있음.

- 국 BRTF 규제품질 기준의 특성

G o o d  R e g u la t io nG o o d  R e g u la t io n

비 례 성

책 임 성

일 관 성

투 명 성

목 표 성

대 중 의 폭 넓 은 지 지 와
필 요 성 인 정 획 득

대 중 의 폭 넓 은 지 지 와
필 요 성 인 정 획 득

적 절 한 집 행 수 단 과
효 과 적 인 제 도 완 비

적 절 한 집 행 수 단 과
효 과 적 인 제 도 완 비

일 반 인 들 의
규 제 내 용 이 해 도 증 진

일 반 인 들 의
규 제 내 용 이 해 도 증 진

규 제 제 .개 정 의
신 중 한 결 정

규 제 제 .개 정 의
신 중 한 결 정

타 분 야 로 의
파 생 효 과 최 소 화

타 분 야 로 의
파 생 효 과 최 소 화

규 제 로 인 한
비 용 과 효 과 의 균 형

규 제 로 인 한
비 용 과 효 과 의 균 형

G o o d  R e g u la t io nG o o d  R e g u la t io n

비 례 성비 례 성

책 임 성책 임 성

일 관 성일 관 성

투 명 성투 명 성

목 표 성목 표 성

대 중 의 폭 넓 은 지 지 와
필 요 성 인 정 획 득

대 중 의 폭 넓 은 지 지 와
필 요 성 인 정 획 득

대 중 의 폭 넓 은 지 지 와
필 요 성 인 정 획 득

대 중 의 폭 넓 은 지 지 와
필 요 성 인 정 획 득

적 절 한 집 행 수 단 과
효 과 적 인 제 도 완 비

적 절 한 집 행 수 단 과
효 과 적 인 제 도 완 비
적 절 한 집 행 수 단 과
효 과 적 인 제 도 완 비

적 절 한 집 행 수 단 과
효 과 적 인 제 도 완 비

일 반 인 들 의
규 제 내 용 이 해 도 증 진

일 반 인 들 의
규 제 내 용 이 해 도 증 진

일 반 인 들 의
규 제 내 용 이 해 도 증 진

일 반 인 들 의
규 제 내 용 이 해 도 증 진

규 제 제 .개 정 의
신 중 한 결 정

규 제 제 .개 정 의
신 중 한 결 정

규 제 제 .개 정 의
신 중 한 결 정

규 제 제 .개 정 의
신 중 한 결 정

타 분 야 로 의
파 생 효 과 최 소 화

타 분 야 로 의
파 생 효 과 최 소 화

타 분 야 로 의
파 생 효 과 최 소 화

타 분 야 로 의
파 생 효 과 최 소 화

규 제 로 인 한
비 용 과 효 과 의 균 형

규 제 로 인 한
비 용 과 효 과 의 균 형

규 제 로 인 한
비 용 과 효 과 의 균 형

규 제 로 인 한
비 용 과 효 과 의 균 형

- BRTF가 제시하는 좋은 규제원칙은 규제를 검토하는 총 14개의 기준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5개의 기본원칙과 정부규제 및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가능한 

양질의 규제의 평가항목과 빠지기 쉬운 위험사항으로 9개의 하부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

- BRTF의 규제품질 기준으로는 좋은 규제, 양질의 규제를 판단할 수 있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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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판단의 원칙적 기준으로 투명성, 책임성, 비례성, 일관성, 및 목표성으로 나누어 

짐.

- 국은 NAO의 규제프로그램 평가와 BRTF의 규제품질 기준의 적용을 통해 

부문별 규제의 개선과 품질제고를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의 규제개혁

- 미국의 연방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철도, 항공, 화물운송, 에

너지 등의 분야에 도입하 던 경제적 규제를 폐지․완화시킨 반면, 사회적 규제의 

역에 해당되는 보건․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의 규제는 1970-1980년대만 

해도 130개의 규제 법률이 도입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는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통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규제개혁 논의는 소비자 주권주의 등의 대두와 삶의 질 향상의 문제

에 맞추어 건강,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음.

- 규제 시행시에 지켜야할 규제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된 총 12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명백히 규제품질의 제고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기준들

은 OECD와 BRTF의 사례와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을 시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활

동을 통해 규제의 편익과 비용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질적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규제개혁 사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OECD, 국 BRTF, 미국의 규제개혁방향을 보면, ‘국민의 명확한 목표 이해

와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는 점과 기존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

다는 점, ’명확한 목표, 실행체제, 제도적 장치 마련 에서 일치함. 또한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비용과 효과의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 도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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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규제품질관리 실태

○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활성화와 정부개입의 감소를 위한 규

제완화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규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과 실행과정에 대한 질적(質的) 보완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

음.

○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규제의 문제점(김종석, 2004: 14-21)으로 함께 제시

될 수 있는 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 금지 방식임.

- 비현실적이어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중복규제가 많음.

-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음.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간섭이 많음.

-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임. 

○ 한국 정부규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첫째,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을 받고 있다는 점. 둘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외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 셋째, 공무원 내부 통제 체제의 경직성을 들 수 있음 (김종석, 2004: 22).

○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횡적 통제기능 의 확립과 규제품

질관리의 도입 임.

○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기본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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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종석(2004), p. 41. 

규제목표(수준)의 적정성 검토

규제수단의 적정성 검토

규제품질 개선과 대안의 모색

정치적 판단정치적 판단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 평가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 평가

비규제적 수단의 강구
규제품질관리

비규제적 수단의 강구
규제품질관리

규제목표(수준)의 적정성 검토규제목표(수준)의 적정성 검토

규제수단의 적정성 검토규제수단의 적정성 검토

규제품질 개선과 대안의 모색규제품질 개선과 대안의 모색

정치적 판단정치적 판단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 평가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 평가

비규제적 수단의 강구
규제품질관리

비규제적 수단의 강구
규제품질관리

8. 규제품질관리 기준의 핵심요인과 변수

○ 규제품질 관리의 일반적 기준

- 첫째, 경쟁정책과의 일관성 및 조화를 추구.

- 둘째, 규제 필요성의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

- 셋째, 관리감독의 용이성 및 정치적 차원에 대한 반응성.

- 넷째, 대중 및 정치적 차원의 투명성과 개방성 정도가 확보.

- 다섯째, 집행상 일관성, 공정성 및 적정과정을 확보.

- 여섯째,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를 확인.

○ OECD의 기준이 BRTF의 품질 판단 기준에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BRTF에서 제시한 투명성 의 원칙이 가장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

로 책임성, 비례성, 목표성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일관성 은 일치된 부분이 

없지만 중요한 핵심변수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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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시 사회적 규제의 품질 인식도 분석

○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모델

이해당사자

참여가능성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

규제 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 정도

효과 분배의 투명성

규제의 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이해당사자

참여가능성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

규제 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 정도

효과 분배의 투명성

규제의 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기존규제 파생효과 확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 반영, 부담 최소화

타 규제와의 중복 및
혼선 회피

피규제 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의 배려

획일적 순응을 지양하고
피규제자의 자율 유도

규제는 최선의 정보를
기준한 합리적 의사결정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때 규제선택

최선의 비용효과적
규제방법 선택

위험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 우선순위 선정

규제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안의 단순화 및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확인 및 심각성평가

기존규제 파생효과 확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 반영, 부담 최소화

타 규제와의 중복 및
혼선 회피

피규제 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의 배려

획일적 순응을 지양하고
피규제자의 자율 유도

규제는 최선의 정보를
기준한 합리적 의사결정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때 규제선택

최선의 비용효과적
규제방법 선택

위험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 우선순위 선정

규제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안의 단순화 및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확인 및 심각성평가

•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
•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
•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
도
• 규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수정, 폐지의 가능성

• 규제목표내에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 
의사소통수단의 포함 여부
•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
• 규제내용의 단순, 명확성과 순응 절차 안내
•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

• 각개 사항에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각 부처내 규제의 전국가적 일관성 여부
•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합 여부

• 규제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 절차 유무
• 규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명확한 표준의 확립
• 효율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

• 사회위험과 순응부담의 일치
•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
• 사회위험도와 비례한 강제적 규제의 사용
• 처벌적 규제보다 교육적 규제의 활용

•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
•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
•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
도
• 규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수정, 폐지의 가능성

• 규제목표내에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 
의사소통수단의 포함 여부
•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
• 규제내용의 단순, 명확성과 순응 절차 안내
•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

• 각개 사항에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각 부처내 규제의 전국가적 일관성 여부
•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합 여부

• 규제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 절차 유무
• 규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명확한 표준의 확립
• 효율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

• 사회위험과 순응부담의 일치
•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
• 사회위험도와 비례한 강제적 규제의 사용
• 처벌적 규제보다 교육적 규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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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모델은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목표성(targeting)으

로 구성됨.  

○ 분석의 내용은 첫째,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과 고객인식의 이유를 확인하고, 

둘째, 식품위생 규제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확인하

으며, 셋째, 규제품질기준에 포함되는 5개의 핵심요인, 비례성․책임성․일관성․투

명성․목표성에 대하여 공무원과 일반음식점 운 자가 인식하는 필요성과 이행성을 

평가함.

○ 비례성 요인의 하위변수

비례성

문항 1. 규제준수에 소용되는 비용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2.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안전도확보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3.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 책임성 요인의 하위변수

책임성

문항 4. 시설 및 위생관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5.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과 명확한 표준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6. 효율적인 고충처리절차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 일관성 요인의 하위변수

일관성

문항 7-1.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한 동일만점체제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7-2.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한 차등만점체제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8. 보건복지부․식약청․시 또는 구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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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요인의 하위변수

투명성

문항 9.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과 관련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0.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관한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11-1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1-2.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행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2. 행정처벌은 미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 목표성 요인의 하위변수

목표성

문항 13.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4.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 분석의 대상 및 방법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구청 공무원과 지역내의 일반

음식점 운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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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품질기준의 각 항목의 필요성과 이행성 분석은 다음과 같음.

< 규제품질관리 핵심요인별 필요성 항목 평균>

요인
․
항목

비례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책임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일관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투명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목표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표본 299 299 299 299 298

평균 3.8757 3.7480 3.5819 3.8547 3.7131

< 규제품질관리 핵심요인별 이행성 항목 평균>

요인
․
항목

비례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책임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일관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투명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목표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표본 298 298 298 298  297

평균 3.2970 3.1667 3.1012 3.2305  3.2508

-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이행성의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규제품질의 기준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관리․위생관리의 안전도 확보 필

요성,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 , 준수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 보건복지부․식약청․시․구에

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 

- 대체로 규제품질기준에 대한 이행성은 각 항목의 필요성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음.

- 특히 행정기관의 방문 점검시 각 사항에 대해 동일 만점체제에 의한 평가

와 사항마다 중요도에 따라 차등 만점체제에 의한 평가 가 가장 낮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규제품질 기준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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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문하여 위생상황을 점검할 시 어떠한 평가체계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평가는 각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관성의 규제

품질 기준 및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상임. 평가체계의 일관성차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임.

- 규제자(공무원)와 피규제 대상자(일반음식점 종사자)간의 규제품질 기준의 필

요성 인식에서 규제품질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음식점 업주가 공무원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품질 기준의 이행성에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음.

V. 서울시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1. 사회적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검토 기준을, 연구에서 활용된 

핵심요인의 결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 규제의 적용에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의 적용보다는 규제활용과 함께 시장 

친화적 규제의 적용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운 하는 관리로 나가야함.

   ․ 피규제 대상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교육 강화에 기초한 단속․처벌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책임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 각 법령에서의 핵심규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 설명은 현장에서 매

우 크게 요청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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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사항 확정 절차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피규제자

가 수용 가능한 명확한 표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단속검사표 등의 사전 배부를 통

해 규제 사항 이해도 증진․자율 규제의 확보․규제불응의 감소 순으로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임.

 - 규제집행의 성과에 있어서는 공무원 1인 단속량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것

이 아니라 지역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처벌대상이 실제 감소하고 있는가를 지속적

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일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 현장 점검시 일관적인 규제관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요소

들을 제거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함.

 - 중앙 정부가 맡아야 할 국가적 사항 외에는 지방정부의 상급기관인 서울시

의 통일된 명확한 기준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함. 

○ 투명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피규제자는 업에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

해서 보다 쉽고․명확히 알고 싶어 하며, 피규제자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행정

기관이 보다 세심한 지도 노력을 해야 함.

- 사전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와 이해도 증진을 위한 규정의 단순화 노력 이

외에도 전반적인 접근가능성의 증진, 그리고 접근상의 쌍방향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규제내용 안내․규제대상자 범위․규제(검사)사항 안내․민원처리․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동급 타 지역정부와 상

위정부의 지식공유를 통해 공공기관의 측면에서는 규제인력 부족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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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인터넷을 통한 ‘고충심사’ 제도와 연결하여 데이터로서 구축할 경우 피

규제 대상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대응성은 향상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어 업무집행에서의 불응으로 비춰지는 측면의 애로 또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목표성 원칙에 따른 개선 방향

- 일정한 전문적 수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육의 수준과 종사기간의 안정화

가 요구됨.

○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요인 하위변수

1 일반 해당 규제업무 수행에 있어ꡐ고객대상자ꡑ에 대한 인식
2 일반 규제의 목표에 대한 인식

3 비례성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위험성에 비례한 안전도 확보 요구 수준의 적절성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여부

4 책임성

주요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과 명확한 표준

(문제점 지적이 확실한 근거를 가져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는 상태)
효율적 고충처리절차

(무엇을 어떻게․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점검결과에 대한 불만 등)

5 일관성
규제집행시 각 규제 사항에 대해 점수배분 체계의 적실성

중앙행정기관이나 관할 관청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

6 투명성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행정처벌은 미 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

7 목표성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한 필요성․효과성의 점검,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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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

○ 규제집행은 피해도와 위험도에 비례하여 적용시키며,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

른 융통성 있는 집행이 필요할 것임.

○ 평가목록과 방법을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하여 일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

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규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점검사항이나 규제적용시 통일적

인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빠른 해결이나 타 규제기관과의 비

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정보와 지식의 공개는 차후 업무의 빠른 처리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처리 과정의 공개는 규제집행자에게 있어서 보다 책임감 있는 해결자세를 갖게 할 

수 있음.

○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어, 이는 차후 빠른 변화와 다양한 변구가 작용되는 사회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그 범위와 기회를 확대시킴.

VI. 결론 및 정책함의 

○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및 관리방안은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

의 품질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규제를 위해서 규제기

관의 적용범위를 정부규제가 아닌 지방적 특색 및 환경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서울시만의 사회적 규제로의 개혁을 필요로 함.

○ 불합리한 규제의 제거 및 새로운 규제의 강화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사회적 규제의 계속적인 관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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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품질 관리의 필요성 대두’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비

자의 보호와 가치 문제가 복합․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적 규제의 역에서의 규제에 

대한 품질의 수준과 인식도를 검토해 보고, 기존의 명령통제적 규제방법1)을 지양하

고 시장유인적(친화적) 규제방법으로 전환하여 규제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규제품질기준의 확보를 위해 OECD와 해외 각 국의 사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

제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기준과 체계 및 원리를 평가하고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 으며, 사회적 규제품질 관리방안의 적용방법 및 가능성을 검토하 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i) 규제개혁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문제점, ii) 현행 규제개혁 

논의의 사례별 핵심요인 분류, iii) 핵심요인의 변수화와 변수의 실증분석, iv) 실증

분석 결과의 변수별 실태검증, 그리고 v) 변수별 실태의 해석과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의 도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 고, 분석의 범위는 현재 운

되고 있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인 시민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식품위생 

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음식점 업주와 공무원의 규제 품질기준에 대한 필요성

과 이행성을 평가하 다. 

규제자(정부)와 피규제자(일반 음식업주)가 인지한 규제품질의 인식수준은 필요

성과 이행성 모두 대체로 긍정적이나, 규제품질 기준에 이행성이 전반적으로 필요

1) 명령통제적 규제방법은 주로 ‘규정 설정 → 단속 → 처벌’이라는 획일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

와 같은 획일적 접근으로는 규제대상 집단이 규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 모색만이 유일한 미덕으로 인식된다

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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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규제의 정책방향은 규제품질의 기준을 자

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태적 개선을 통해, 명령지시적인 강제적 사

회적 규제보다는 시장유인적이고 자발적 사회적 규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그림 Ⅰ-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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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 제기 -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

정부규제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

와 경제 질서의 정립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로 대별된

다.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수단이라는 의미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규제의 역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자

업 포함)의 경제적 활동은 경제 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역으로 파급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

제가 중첩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본원적(本源的) 활동에 대해 독과점 

횡포의 방지(독점 가격 부과, 저급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와 부당이득의 방

지(초과이윤의 발생) 등에 대한 공평한 거래관계‘ 를 유도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

이 중심이라면, 사회적 규제는 위의 거래관계‘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

적 행동(social conduct), 즉 환경오염․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소비자

권익의 침해․근로자의 차별대우와 같이 사회적 향을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

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최병선, 1992: 33∼40).

2) 최병선(1992: 9-12)은 정부규제의 변화는 정부역할 변화를 대표하고 정부규제 및 규제완화가 사

회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하 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규제를 개념 

정의하여 보면,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1992: 18)으로 정의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1)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정의(定義)속에 나타나는 핵심개념들을 보면, ‘정부의 특정목적’, 

‘의무의 부과’ 또는 ‘민간(기업과 개인)활동의 직․간접적 제한’, 그리고 ‘공익목적’이라는 개념들

이다1). 이러한 핵심개념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정부역할 변화와 사회변화의 방향을 결

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의 정부규제는 적절하게 사용되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입안되거나 비능률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각 경제 주체에게 그릇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양준석․김홍률,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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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는 환경과 보건위생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

회적 규제는 경제적 논리가 포함되는 사항보다는 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나 정보의 부족 등 시장실패의 경우가 농후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Regulatory Reform 

in Korea」에서, 사회적 규제는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

익을 포함하는 것(OECD, 2000: 17)이라고 규정하여 사회적 규제의 범위를 광의적으

로 보았고, 최병선(1992: 40∼42)은 사회적 규제의 역을 환경규제, 작업장 안전 및 

보건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로 구분하고, 이들 규제의 목적

은 국민의 삶의 질 확보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

적 형평의 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명령통제적 규제기준의 적

용보다는 시장유인적 규제기준의 적용으로 그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3) 대부분 국가

들의 경우를 보면, 양적 규제완화는 경제적 규제 개선의 측면에서, 질적 규제 품질

의 향상은 사회적 규제 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OECD, 1997b: 12). 전 세계

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총량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 전략은 경제관련 규제분야에, 

그리고 규제품질의 제고와 규제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부담의 경감조치는 사

회적 규제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며, 규제개혁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OECDb, 1997: 

12 ; 김신, 2002: 10 재인용). 특히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령통제적 규제기준의 적용보다는 시장유인적 규제기준의 적용으로 그 방향이 옮

겨가고 있다.4)

3) 명령통제적 규제기준은 전통적인 규제수단으로 가격 또는 이윤규제․인허가에 의한 진입규제․

신규투자의 규제 등 주로 경제적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을 핵심으

로 하고 있는 반면, 시장유인적 규제 기준은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정보의 불균등과 감독의 

불충분 때문에 발생되는 규제의 실패와 그 규제의 실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직접적 통

제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피규제자의 사적(私的)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

하여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이성우, 1998: 6∼7 재정리).

4) 명령통제적 규제기준은 전통적인 규제수단으로 가격 또는 이윤규제․인허가에 의한 진입규제․

신규투자의 규제 등 주로 경제적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을 핵심으

로 하고 있는 반면, 시장유인적 규제 기준은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정보의 불균등과 감독의 

불충분 때문에 발생되는 규제의 실패와 그 규제의 실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직접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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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OECD(2000)가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을 평가한

「Regulatory Reform in Korea」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상황이5) 양적 규

제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질적 측면, 즉 규제 품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나갈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규제의 질적 측면으로 초점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제는 조세 및 시장진입 규제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지속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되어 왔지만, 

기업 활동의 사회적 파급 효과로 나타나는 일반국민의 삶의 질 문제와 시장실패의 

문제(정보의 실패 등) 등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 관심에 비해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시민에게 직접적 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

제의 품질로 관심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향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변화 방향은 사회적 규제의 분야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규제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혁, 특히 규제품질의 제고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 OECD의 규제개혁 논의는 ‘규제완화’로부터 ‘규제

의 품질 관리’로 이동하 고, 개별 규제들의 효율성, 신축성, 단순성 및 유효성을 제

고하고 비규제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 대상(김도훈, 2003: 5)이 되

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김신, 2002). 향후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규제정책은 대다

수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규제’에 주목하여, 규제의 성과와 그에 대한 인식, 

제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피규제자의 사적(私的)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

하여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이성우, 1998: 6∼7 재정리).

5)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방향을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중앙정부 전 부처 차원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1,125건의 규제를 발굴

하여, 이 중 절반 이상을 철폐 또는 개선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 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방향은 총량적 차원의 규제완화 전략이 주된 규제개혁 방향이었으며, 대체로 경제적 규제 분야

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OECD와 미국행정학회․싱가폴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 다(김병식, 2002: 134).



8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에서 주로 활용되어온 

‘명령통제적 접근’보다는 ‘시장유인적(친화적) 접근’이 세계적 추세이며, 현재의 우리

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유인적(친화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규제품질의 

향상’, ‘사회적 규제 개선’ 및 ‘시장유인적 규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의 노력이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6)

6) OECD(2000)는「Regulatory Reform in Korea」을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은 양적인 면, 즉 50%

의 규제철폐를 양적 측면 위주로 진행하 음으로 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

하고 있다. 이는 50%의 규제철폐는 상당한 진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질적인 요소가 결여되

어 피규제자가 실제로 느끼는 향은 비교적 적을 것이므로,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

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양준석․김홍률, 2000: 76)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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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논거

1.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특정 규제체계가 그것이 지향하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게 하

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규제의 변화가 성공적인 것인가의 여부로 귀결될 수 있는

데, 그러한 규제의 변화는 목표의 명확성, 목표에 대한 책임성, 국민에 대한 투명성 

등 규제품질의 판단기준과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의 및 공익증대라는 성과지향적 성

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규제의 변화는 관련 개별 규제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단속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조장을 통한 직․간접

적 규제 대상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인(誘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집행체계 위주의 규제정책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 대응에 유연하지 못하고, 실제로 규제가 목표했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스스로 책임성․일관성․목표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

할 수 없고, 오로지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한 단속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궁극적인 

목표 달성 의지나 책임성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은 바로 규제정책이 가지는 품질을 재검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의 규제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과 집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유인적(친화적) 방법에 의한 규제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관된 재평가

를 해보고, 해당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규제자와 그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규제 대

상자가 체감하는 품질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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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밝힌 두 가지 목적, 즉 사회적 규제에 속하면서 사회적 

규제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식품위생7)과 관련된 규제집단과 피규제

집단의 규제품질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하여 실증분석 하 다. 

사회적 규제 중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더 높은 규제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의 파괴로 인한 건강상 위해(危害)의 경우에는 그 위해 가능성

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가 가능하지만, 식품위생의 경우에는 식품을 구

입․섭취하는 소비자는 외관의 판단에 의존하여 식품을 선택하게 될 뿐 위생적인 

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8)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

는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식품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을 확보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식품의 생

산․판매자에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식품위생에서는 우선 관련 업자들의 자발적인 품질유지 및 개선 의지를 확보

해야 하고, 규제는 이를 지도․조장하는 역할에 중심을 둘 때 규제의 궁극적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고, 분석의 범위는 현재 운 되

고 있는 사회적 규제 중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식품위생 역을 중심 대

상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업주와 공무원의 규제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7) 특히 식품위생은, 최근에 서울시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먹다 남은 김밥과 돈까스․가래떡 

등을 섞어 끓인 후 아동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쓰레기 죽 사건이나, 2004년 6월에 발생한 쓰

레기 만두소 사건 등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의 위해(危害) 가능성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결여된 상태에서 정부와 전문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적 규제의 역이어서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8) 예컨대, 한강 상수원에 대한 다양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많은 축산농장과 생산시설

이 있다면 서울시민은 이러한 위해 가능성에 대한 대처로서, 수돗물의 섭취보다 민간회사에서 

시판하는 생수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반면 다수의 서울시민은 업무 중 점심식사시 식사내용물

의 청결과 안전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안을 선택할 수단과 정보가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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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제품질의 확보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식품위생관련 규제 사례를 통

하여 규제대상자 등 관련자가 가지는 현행 규제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규제의 현실에 대한 환경 변화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

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구체적으로, 사회적 규제에 대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OECD를 중심으

로 한 국제적 규제개혁의 방향을 살펴본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개혁

의 과정 또한 개관하여 거시적 흐름을 검토한다. 그리고 OECD와 해외 각 국의 사

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체계 및 원리를 평가하여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사회적 규제품질 관리 방안의 

적용방법 및 가능성을 평가해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규제를 중심으로 명령강제적 규제 혹은 시장유인

적(친화적)규제의 측면, 규제자(즉, 정부)와 피규제자(즉, 규제 대상자)들의 측면을 

사회적 규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선행 규제개혁의 방향과 문제점과 

현행 규제개혁의 사례기관 및 국가별 논의 방향과 원칙들을 살펴본 다음, 식품위생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품질관리의 인식수준을 측정․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규제품질관리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타(他)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제품질 관리 기준 및 대응 모델을 제시

하여 향후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 적용방안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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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참여가능성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

규제 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 정도

효과 분배의 투명성

규제의 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이해당사자

참여가능성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

규제 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 정도

효과 분배의 투명성

규제의 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기존규제 파생효과 확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 반영, 부담 최소화

타 규제와의 중복 및
혼선 회피

피규제 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의 배려

획일적 순응을 지양하고
피규제자의 자율 유도

규제는 최선의 정보를
기준한 합리적 의사결정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때 규제선택

최선의 비용효과적
규제방법 선택

위험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 우선순위 선정

규제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안의 단순화 및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확인 및 심각성평가

기존규제 파생효과 확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 반영, 부담 최소화

타 규제와의 중복 및
혼선 회피

피규제 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의 배려

획일적 순응을 지양하고
피규제자의 자율 유도

규제는 최선의 정보를
기준한 합리적 의사결정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때 규제선택

최선의 비용효과적
규제방법 선택

위험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 우선순위 선정

규제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안의 단순화 및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확인 및 심각성평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
도
•규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수정, 폐지의 가능성

•규제목표내에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 
의사소통수단의 포함 여부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
•규제내용의 단순, 명확성과 순응 절차 안내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

•각개 사항에서의 일관성 유지 여부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각 부처내 규제의 전국가적 일관성 여부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합 여부

•규제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 절차 유무
•규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명확한 표준의 확립
•효율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

•사회위험과 순응부담의 일치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
•사회위험도와 비례한 강제적 규제의 사용
•처벌적 규제보다 교육적 규제의 활용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
도
•규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수정, 폐지의 가능성

•규제목표내에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 
의사소통수단의 포함 여부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
•규제내용의 단순, 명확성과 순응 절차 안내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

•각개 사항에서의 일관성 유지 여부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각 부처내 규제의 전국가적 일관성 여부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합 여부

•규제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 절차 유무
•규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명확한 표준의 확립
•효율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

•사회위험과 순응부담의 일치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
•사회위험도와 비례한 강제적 규제의 사용
•처벌적 규제보다 교육적 규제의 활용

<그림 Ⅰ-2>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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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규제품질제고의함의도출사회적규제품질제고의함의도출사회적규제품질제고의함의도출사회적규제품질제고의함의도출

<그림 Ⅰ-3> 연구수행 방법의 흐름도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규제 및 규제개혁 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및 국내․외의 책임 있는 기관이 수행한 규

제개혁 연구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목적에 따른 규제품질 기준의 핵심요인 및 변수를 도출한다.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품질 기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도를 조사한다. 

다섯째, 실증조사 결과의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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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기준의 핵심요인에 대한 인식과 확보수준을 실증 분석한다. 

여섯째, 사회적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참여연구진․자

문연구진의 자체평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1절  사회적 규제의 논의

제2절  규제품질관리의 배경과 기준

제3절  규제품질 기준의 핵심요인과 변수

제Ⅱ장
사회적 규제와

규제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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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사회적 규제와 규제품질관리

제1절 사회적 규제의 논의

1. 사회적 규제의 개념과 목적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란 일반 다수 국민들의 생명

과 재산,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나 허위광

고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활동은 금지하고, 최저임

금제공, 근로여건의 보장, 환경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같은 

유익한 활동은 의무화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부여하여 준수

토록 하는 일련의 정부활동이다. 

사회적 규제는 최근 들어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규제가 바람직한 규제

로서 인정받고 준수되기 위해서는, 규제행위를 통해 사회질서가 올바로 수립․유지

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시민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 환경보호,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의 충족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각종 사

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이계민, 2002: 2)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social conduct)에 대

한 규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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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회적 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social abuses of 

companies)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다(최병선, 1993: 39). 

물론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환경규제의 주요한 대상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가정도 환

경오염의 원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

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환경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낙태에 대한 규제,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병원이나 음란물

의 제작 및 배포기업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뿐 만 아니

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라고 

하면 주로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최병선, 1993: 39∼40).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제 역으로는, 환경

규제․산업안전규제․보건규제․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이를 볼 때, 정부가 위험한 물건과 품질이 낮은 물건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여(최병선, 1993: 531)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 하듯이, 본 연구

의 중심이 되는 식품위생 규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사회 규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 관점(consumer protection 

view)에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기업은 이윤동

기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정부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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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규제의 목적

(1) 삶의 질 확보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진화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다급한 상황에서 환경문제, 

작업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생산단계와 생산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

회에서는 소비자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사

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가(leisure) 및 쾌적한 정부 

서비스 환경(amenities) 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

화는 한 시대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다음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적 요구로 반 되기도 한다(최병선, 1993: 41).

(2)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value)의 실현을 추구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란 인간 생명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부

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따라

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따라서 사회적 규제

의 강화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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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가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의 실현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 한 사회적 규제의 범위, 강도, 방법 등을 둘러싸고 철학적․이념

적․도덕적 논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규제는 철

학적․도덕적 논란을 야기하고 환경․소비자보호,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

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이념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는 자유기업주의 원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규제는 정치적 구조 및 정치사회적 진보와 매우 

접한 관계를 갖고 확대 강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3) 경제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서 경

제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업 활동을 

둘러싼 세력관계가 변화할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이 점차 기

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소비자와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생산자와 소

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교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규

제는 시장지배력을 악용하는 기업 또는 소비자의 무지(無知)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규제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가부장적(家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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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역할을 요구한다. 그것도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사후적이기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을 보다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의 

잘못된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최병선, 

1993: 41∼43, 재정리). 즉 소비자가 불량음식을 먹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거나, 

위험 음식물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전(全)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안전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발생 가능한 것이다. 경제적 규제는 거의가 

독점행위 등이 내포하는 두려움 때문인 반면, 사회적 규제는 시장의 실패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래에 대두되는 새로운 부문의 사회적 규제의 필요는 

이러한 원인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김 훈, 1998: 83∼84).

2. 사회적 규제의 역과 제도적 기초

1) 사회적 규제의 역

오늘날 정부개입의 역은 시장 가격이나 시장에서의 기업

의 수에 관여함은 물론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안전성 및 질, 판매자가 공여하는 정보의 정확성, 나아가 생

산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사람과 환경의 향의 문제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역에의 정부개입이 사회적 규제

의 역9)으로 간주된다.

9)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역의 확대는 미국의 Ralph Nader와 같은 사회운동가의 활동이 소비자

보호관련 법규의 정비와 실천,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행정기구의 설립을 촉구(Nader, 

1965)함으로써 사회적 규제의 역이 점차로 확대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운동이 

삶의 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식품위생이나 수질 및 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여 시민보호의 차원에서 정부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정당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기능을 함으로서, 사회적 규제 역이 점차 확대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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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규제의 역은, 첫째,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에 간여하

고, 그 선택을 조작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역이다. 

기업의 생산품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광고의 기법이 소비자의 선호를 혼란스럽

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은 최적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갈 수 있

다.

둘째, 경제발전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가 발생하는 역과 

왜곡된 기업 활동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역이다. 경제 분야는 규

제완화나 탈규제의 흐름이 있지만,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과 왜곡된 기업 활동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

와 사회적 형평을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나 역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

다. 

셋째, 경제활동에 뒤따르는 부수적 작용, 즉 물리적 위험이나 장애의 제거뿐만 

아니라, 도덕적․심미적 가치의 유지, 구체적으로 교육, 고용에서의 차별, 종교, 예술 

활동, 종족, 성에 관계되는 관행 등의 역까지 확대 되어 가고 있다. 

결국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경제적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분야의 

정부규제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선 소비자에게 개

선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에서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며, 상

품과 서비스, 작업조건, 그리고 생활환경을 위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하여 결정적인 위해를 끼치리라고 간

주되는 상품이나 물질의 판매를 금지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역까지를 사회적 규제

의 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시스템의 건실성의 확보 여하에 달려 있으며, 정부개입에 

의한 사회적 규제의 역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정부의 적절한 보호의 역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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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규제의 제도적 기초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정치․사회적 민

주화의 진전, 산업사회의 복잡화와 다기능화에 따라 삶의 

질의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사회적 약자

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초로 참여민주주의의 확충과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

고, 민주화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사회적 형평과 정의가 

그들의 사회적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시장경쟁 원리가 충실하면서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

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강화가 추진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등장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면에, 여타 선진국에서조차 

사회적 규제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경제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한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

제의 강화는 인플레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경제성

장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반대 또한 거셀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향 사이에 정

책갈등과 상충(trade-off)이 커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를 통

한 적극적인 정책과정에의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가 정책과정에 참여

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의 확보는 요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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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규제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권리관계, 이해관계의 문제로 귀착하는

바 법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사회적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법원이 종래의 개별적 권리분쟁의 해결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공익에 향을 미치는 정책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법부는 공익에 무관심한 규제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공익의 보호자로서 

기능함으로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뿐 만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

하고, 규제기관이 취한 정책뿐 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inaction)를 추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책을 형성하

는 새로운 규제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3. 사회적 규제의 환경변화와 개혁 필요성

사회적 규제는 규제개혁의 다른 한 축인 규제의 질적 관점

에서의 규제기준 및 규제수단의 합리화, 새로운 규제대안의 

모색 등의 환경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 규제품

질의 개선이라는 질적인 관점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약자의 소외,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 등 사회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된다(이계민, 2002: 3 ; 최병선, 1993: 628).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적 규제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의 개선 및 강화에는 미봉에 그치거나 경제적 규제 개혁의 부수적인 목표로 다

루어지고 왔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태를 전후한 시기에도 그대

로 반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는 외환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서 출범하

기 때문에, 규제개혁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 혁파에 중

점이 두어졌고,10) 사회적 규제의 개혁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리는 양상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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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측면은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당시 개혁의 기본적인 슬로건으로 

잘 나타나 있다(규제개혁위원회, 1999: 45).11) 즉,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사회적 규제의 기본목표와 규제수준의 재설정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는 미루어 둔 채,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고, 분야별 추진 

방안에서도 중복규제나 절차간소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규제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다분히 절차적 

규제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진 감이 있다. 그렇지만 비록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

는 사회적 규제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대체로 총량적 

관점으로서 기존 규제의 폐지나 신설규제의 억제, 규제수준의 완화 등과 같이 규제

의 양과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고(이용환, 2000: 47), 규제개혁의 다

른 한 축인 규제의 질적 관점에서의 규제기준 및 규제수단의 합리화, 새로운 규제

대안의 모색 등과 같이 규제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경시되어 오고 있다. 

10) 당시의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의 자유화 및 국가경쟁력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향상시키기 위

해서,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신설규제에 대한 사

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규제총량관리체제

를 확립하고자 하 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불필

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

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히 지속되어

온 규제개혁은, 경제적 규제에 관한 한 총량적 관점에서의 규제완화(deregulation)를 개혁의 기

본 축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불합

리하고 비현실적인 경제적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총량적 관리체제를 구현

하는 것이다(규제개혁위원회, 2002: 565∼567). 

11) 규제개혁위원회(2002)에서 사회적 규제를 부수적인 목표로 다루었다는 점은 사회적 규제에 대

한 다음의 규정에서 잘나타나 있다. 사회적 규제는 ...“다만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 전체의 공

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

을 대폭 향상토록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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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주도적인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경제적 규

제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행정부의 규제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되고 규제 준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총량적 관점에

서의 규제개혁만이 강조되면, 정책적 규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규제방법의 

합리화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좋은 규제, 합리적 기준과 수단을 

가진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청(이계민, 2002: 3), 죽 규제품질관리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규제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규제품질관리의 의의와 OECD, 국과 

미국의 규제개혁의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강화에서 규제완화로, 그리

고 규제완화에서 규제품질관리에로 옮겨가고 있는 이행 배경 등을 정리해보고, 규

제품질관리의 특수한 기준과 일반적 기준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

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적 규제의 품질관리 제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규제품

질 기준의 핵심요인과 변수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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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품질관리의 배경과 기준

1. 규제품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규제품질 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는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및 비 규제 수단의 모색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 향평가나 규제기획제도를 통한 규제품질

을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김신, 2002: 6). WTO체제라

는 국가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 국가의 규제체제의 질은 

그 국가의 저비용․고품질 체제의 완성과 국가경쟁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까지 대두되는 현실이어서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각 국의 규제개혁12)은 1980년대 개별 규제에 대한 문제를 시정한다는 단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수많은 규제활동들이 미치는 누적효과가 엄청나다는 인식

이 대두되면서 각 국의 규제개혁은 전체적인 규제체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

게 되었다. 특히 규제품질관리의 여러 고려 사항13) 중에서 규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12) 각 국의 규제개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향은, 첫째, 전통적인 규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

여 적용을 확대하고, 둘째,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의 원칙과 

Checklist를 발전시키며, 셋째,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확립하고, 넷째, 규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감시․통제하는 중앙관리기구 

및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OECD, 1994: 8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221 ; 김신, 

2002: 4∼5). 

13) 그러므로 양질의 규제가 신설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제권자인 정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

려해야 한다. 첫째, 무엇(What)을 규제하는지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언제(When) 

규제가 시행되는지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적용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

다. 셋째, 어떻게(How) 규제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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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은 198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제적, 법적, 관리상의 기

법들이 규제자 및 피규제자들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다 양질의 규제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규제

의 양적 팽창(Regulatory Inflation)이나 총 규제비용의 증가 및 규제의 통합성 등 

규제체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비용․저효율의 소위 불량 규제 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준수비용이 적은 규제 또는 비 규제대안으로 대체하는 규제품질 관리 

단계로의 규제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규제간의 복합한 상호작용이나 법적 명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전체의 총체적 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관리에서 중시하는 것은 과연 전반적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

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것이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박경효․정윤수, 2001: 40)도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적 ․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규

제정책이 최근 들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이 대부분 총량적 수준의 규제완화에 집중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친화적이며 일관성이 확보된 규제의 질적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을 권고하는 형편이어서, 우리나라의 향후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품질 제고에 두어

야 함이 명확해진다. OECD(2000)의「Regulatory Reform in Korea」에서도 한국의 

규제완화는 매우 놀라운 속도로 완화․철폐되어 가고 있지만, 향후의 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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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전환적이며, 유연한 규제의 형성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

관리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Ⅱ-1> 저비용 ․ 고품질 체제를 위한 혁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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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의 사례

1) OECD 규제개혁

(1) 규제개혁 개관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방

안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는데, 이중에서 규제개혁을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비중 있

게 다루어 왔다. 즉, OECD는 비효율적인 규제가 경제성장

을 둔화시키고 회원국간 교역관계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고 상호교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규

제개혁에 대해 연구하고, 또 규제개혁을 장려해 오고 있다.

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1995년 5월

에 OECD 각료회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사무국 및 각 산하위원회에 지시하 고, 이에 따라 OECD의 각 

위원회는 2년간 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향, 경쟁정책과 규제개혁,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 제품표준과 규제개혁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다. OECD 사무국은 1997년 5월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각료회의에 제출하 는데, 이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OECD는 규제개혁의 7대 원칙을 제시하 다. 그리고 그 후속

과제로 각 회원국들의 규제체제와 규제개혁의 현황을 검토․파악․평가하기로 하

다. 2000년도 말까지 OECD는 매년 4개국씩 총 12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 다. 1998∼199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이 검

토되었고, 1999∼2000년에는 스페인, 덴마크, 한국, 헝가리 등 4개국이, 그리고 200

0∼2001년에는 아일랜드, 그리스, 체코, 이탈리아에 대한 국별 검토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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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 위원회는 개별 국가에 대한 검토 외에도 자신들의 전문분야와 규제개

혁에 관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무역위원회에서는 규제체제가 교역(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향을, 산업위원회에서는 규제와 산업능률 및 경쟁성과의 관계를, 

공공관리위원회에서는 규제순응의 향상과 규제체제의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연구

를 추진해 왔다(양준석․김홍률, 2001: 13∼14).

(2) OECD의 규제개혁 원칙

첫째, 규제개혁 계획을 채택할 때 정치적 수준에서 명확한 

목표와 실행체제를 마련; 둘째, 기존 규제의 원래 목적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

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셋째, 규제와 규제설립절차가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를 확

인;  넷째,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

정책의 범위, 유효성과 집행을 강화; 다섯째,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규

제는 철폐; 여섯째, 경제적 규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제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원칙의 활용을 강화; 일

곱째, 여타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개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다.

OECD(1997a)에서는 모든 규제개혁에 관련된 연구를 종합분석 한 후 회원국 각

료들에게 7가지 원칙적 사항들을 제시하 다. 그 7가지 원칙들은 경제적 규제․사

회적 규제․행정적 규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사회적 규제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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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규제개혁 계획을 채택할 때 정치적 수준에서 명확한 목표와 실행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좋은 규제(good regulation)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규제가 야기하는 비용을 정당화시킬 만큼의 이득이 있어

야 하며, 규제의 효과가 사회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비용과 시장왜

곡을 최소화하고 시장 인센티브와 목표위주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혁신을 도모시

키고,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여타 규제․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외 

경쟁․투자 원활화의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규제의 원래 목적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경제․사회․행정 규제 등 모든 

규제가 위에서 지적한 원칙에 따르는 좋은 규제(good regulation) 인지를 사용자

의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이때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부

터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특히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부터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규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

운 규제안(案)도 검토해야 한다. 이때 규제의 개발, 검토, 개혁작업에 있어 규제

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규제와 규제설립절차가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규제의 목표와 접근전략을 뚜렷하게 설명해

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발과 검토과정에서 피규제자, 즉 규제의 향을 받는 대

상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절차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규제 집행절차도 투명하고 차별이 없으며, 규제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절차가 

설립되어 경제활동을 지연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범위, 유효성과 집행

을 강화해야 한다. 공익을 보장할 더욱 좋은 방법이 없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경

쟁정책 적용에 대한 사업별 차이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활발한 경쟁정책

의 활용은 각종 담합활동과 시장 향력의 악용 등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악

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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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규제

는 철폐시켜야 한다. 상당부분 경제적 규제의 역에 해당되겠지만 소비자 보호라

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시장 진입 및 탈퇴, 가격형성, 생산량 결정 등 정상적

인 기업활동이나 기업구조를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경제적 규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원칙의 활용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경제적 규제(무역 및 

국제투자 등)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를 최대한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기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는 사회적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이다. 

일곱째, 여타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개혁을 도모하는 동

시에 여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하다면 안전, 보

건, 소비자 보호,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각종 규제 또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양준석․김홍률, 2001: 20∼24 재정리).

(3) OECD의 규제개혁 단계 및 품질제고 기준

① 규제개혁의 단계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개선을 위해 검토해야 할 단계는 제

2단계인 규제품질관리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당면한 사항

은 개별 규제에 있어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적정성 및 효

율성의 평가와 유연한 규제 수단의 모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사회경제적 여건

의 변화를 고려해야만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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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3단

계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OECD, 1998: 3). 

첫 번째 단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한 규제완화(deregulation) 단계이다.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

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총량의 감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다한 정부규제에 따른 엄청난 규제비용의 발생, 산업구조의 왜곡, 행정부

조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박경효․정윤수, 2001: 175). 그러나 

규제완화는 규제의 숫자를 줄이고 규제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

지도 않고, 규제의 질이 규제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초점이 규제의 질로 변화되고, 적은 규제(less regulation)보다 질 높은 

규제(better regulation)에 정책의 목표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의 감축보다는 효

율적이고, 탄력적이며, 단순한 규제 및 정부규제를 대치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김신, 2002: 5).

두 번째 단계는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규제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별 규제수단의 적정성 및 효

율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도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및 

비규제적 수단의 모색,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기획제도를 통한 규제

품질의 관리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박경효․정윤수, 2001: 175).

그러나 고비용․저효율의 소위 불량규제 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준수비용이 적

은 규제 또는 비규제 대안으로 대체하는 규제품질관리 단계도 개별 규제의 질적 향

상에 관심을 집중한 결과, 규제체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

결에는 부적절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규제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법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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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전체의 총체적 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이다. 이는 규제개혁이 과거처

럼 규제의 총량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

표의 달성 여부와 성과지향적인 규제체제를 설계․구축하는데 최우선적인 관심14)을 

두고 있다(박경효․정윤수, 2001: 175∼176).

이러한 관심이 증대되는 이유는 결국 정부와 규제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

제정책이 실질적인 규제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

과를 산출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관리단계의 경우 

전술한 2가지 차원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 더 이상 간헐적인 개혁이 아니라 상

시적으로 모든 해당 부처들이 규제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입안․집행하면서 규제행

정의 품질관리에 참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규제품질관리의 초입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실

질적으로는 초기 단계인 규제완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과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규제관리 단

계에 도달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맞추어야 한다

(이주선, 2002: 96∼97).

② 규제품질제고의 기준

각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경제전

반에 걸친 규제완화 및 재규제(re-regulation) 활동이 복

합적으로 수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량

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완화 전략은 경제관련 규제분

14)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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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강조되는 반면, 규제품질의 제고와 규제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부담의 경감조치는 사회적․행정적 규

제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OECD, 1997b: 12).

규제품질기준과 관련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규제품질과 관련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개별

적 차원의 규제품질 기준을 종합하여, 규제품질제고의 기준으로 ‘사용자 기준’, ‘설계 

기준’, ‘법적 기준’, ‘효율성 기준’, ‘경제적 및 분석적 기준’, 그리고 ‘집행 기준’ 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OECD, 1994: 12).

<표 Ⅱ-1> OECD의 규제품질 기준

기준 내용

사용자 기준
(User standards)

국민과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한 명확성, 
단순성 및 접근가능성 정도

설계 기준
(Design standards)

국제적 규범 및 기타 규칙들과 일관성 및 융통성 추구 

정도

법적 기준
(Legal standards)

법률의 위임근거, 입법예고와 청문을 통한 의견청취 및 
서류열람 절차보장, 재량권 행사의 기준 명확화

효율성 기준
(Effective standards)

문제정의의 명확성 및 실제 현실상황과의 적합성 

정도

경제적 및 분석적 기준
(Economic and Analytical 

standards)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성 분석과 중소기업․각종 
경쟁․무역 등에 향력을 미치는 정도

집행기준
(Implementation standards)

필요로 하는 정부재원의 이용가능성, 집행정도 및 
실용성 차원

자료 : OECD(1994), Improving the Quality of Laws and Regulations: Economic, Legal and Managerial 
Techniques. OECD General Distribution : 김신(2002), p. 11에서 재구성.

이와 같은 일부 OECD 국가들에 의해 제시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기준

은 EU를 포함한 범정부적 기관들과 국의 규제개선특별위원회(Better Regulation 

Task Force : BRTF)에 의해서 발전적․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수정되어 왔는데, 

OECD가 지속적으로 수정․발전시켜온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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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4년「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Techniques for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은 경제적․법적․관리기법 

등을 사용하여 규제체제의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

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김신, 2002: 14).

이는 각 부문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개 안건 및 하위체제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관리적 차원과 법적 차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까지 총체적인 체크리스

트를 제시하고 있어 상세한 품질제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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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 체크리스트

원칙 내용

규제시스템 
관리

(Management 
Regulatory 
System)

․기존 규제 및 법률의 등록, 조사와 미래 생성될 규제 및 법률의 
기획을 위한 시스템이 설립되어 있는가?
․정부부처 및 총리실 수준에서 규제품질을 향상시킬 책임이 
제도화되어 있는가?
․규제개혁정도를 조사하는 중앙정부 감독기관이 존재하는가?
․규제개혁부문의 신망 있는 자문위원회가 존재하는가?
․정부부처별 규제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표준화된 Checklist가 
개발되어 있는가?
․규제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이 존재하는가?
․기존, 신생규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설립되어 있는가?
․규제관련 공공협의 및 대중의 참여를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기존 규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수행되는가?
․규제개혁을 통해 관료제 내 문화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가? 

공공협의 및 
대중참여의 
확보

(Ensuring 
Public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규제품질의 발전정도를 기록한 정부의제가 정기적으로 출간되는가?
․공공협의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규제관련 공시 및 비평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공청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협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책결정자에게 규제관련 공공협의 결과가 공지되는가?
․자문집단이 형성되어 있는가?

법적․기술적 
품질확보방안

(Ensuring 
Legal

 and Technical 
 Quality)

․법 및 규제를 입안, 발의하기 위한 정부기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
․규제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가?
․법률초안의 품질기준이 존재하는가?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평가되고 있는가?
․규제의 집행가능성이 사전적으로 검토되는가?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된 기준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입법초안의 검토와 관련 조정기제 및 법조문의 검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순응 및 
집행과정 분석

(Assessing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Requirements)

․법률적 수단을 통해 입법초안 제정시 집행가능성 등이 고려되는가?
․체계적인 순응전략 등이 개발되어 있는가?
․집행관련 평가 Checklist가 사용되는가?
․규제 관련 집행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관련 재원의 승인절차 등에 
의회의 입장이 고려될 수 있는가?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기법 등이 규제관련 제과정에 
적용가능한가?
․규제관련 정책결정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부문의 교육을 받는가?
․규제집행평가 과정상 부처관료들을 위한 훈련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규제체제의 공통적인 요인들이 강화되어 있는가?
․신생규제의 도입속도를 둔화시킴으로서 집행관련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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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경제적 
효과분석
(Assessing 
Costs and 
Economic 
Effects)

․제안된 법률 및 규제들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되는가?
․중앙정부차원의 경제적 향분석기구가 설립되어 있는가?
․규제관련 프로그램들이 경제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경제적 분석이 입법, 규제관련 과정과 통합 연계되어 운 되는가?

의사소통 및 
법률의 성문화
(Communicating 
and Codifying

Laws)

․모든 법률적인 필요성이 관련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가?
․기존 규제 및 법률의 개정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가?
․편집위원회가 존재하는가?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규제관련 정기간행물이 존재하는가?
․법률 및 규제의 주기적인 성문화가 가능한가?
․규제관련 공공정보기구가 설립되어 있는가?
․정부간 규제관련 사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운 집단(workgroups)들이 존재하는가?

자료 : OECD(1994), Improving the Quality of Laws and Regulations: Economic, Legal and Managerial 
Techniques. OECD General Distribution : 김신(2002), p. 14~16 재정리.

- 1995년「정부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OECD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선정된 10개

의 규제 원칙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

나 기존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질문의 형태

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권고안은 규제의 질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으로, 규제관리 및 개혁에 

관한 공공관리위원회의 작업계획을 수행하는 OECD 회원국 규제정책 담당 관리들

이 개발한 것이다. 이들은 상기의 권고안을 통해 ‘규제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이를 기초로 해 규제도입과 개정시에 규제품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마다 특정한 경제․사회․정치적 환경 및 가치를 배경으로 관심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 원칙은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규제 체크리스트에 내재

하는 가치들은 적절한 구성을 통해(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사이의 균형, 또는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정부 및 정부가 봉사하고 있는 사회의 가치를 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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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정부의 규제 체크리스트는 경제적 분석 및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시민들을 위한 적법절차와 정부 조치의 법적 기초와 

같은 시민사회원리를 강조하고, 다른 일부 국가는 간결성, 명확성, 형식절차의 최소

화와 같은 질(質)에 과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필요 속에서도 규제 관리 공무원들은 규제당국 및 기타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규제도입의 여부나 규제의 방법을 결정할 때 다수의 주요 원

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 역에서의 규제 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원칙이 탄력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질 높은 규제의 고안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

을 제공하여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선정된 10개의 규제 원칙들은 정

책결정자들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질문의 형태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OECD 에서 제시되고 있는 원칙들이 규제의 

질에 관하여 진정한 향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정부는 그러한 원칙들의 시행에 

관한 체계적으로 조직된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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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정부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OECD 권고안 체크리스트

원칙 내용

질문1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그 본질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규제의 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인센티브를 알아낼 것). 

질문2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 되는가?

정부의 개입은 문제의 본질, 예상되는 정부 조치의 비용 및 
편익(정부 유효성의 현실적인 평가에 기초한), 정부개입을 대신하여 
당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조치가 

정당화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질문3
규제가 정부 
조치 중 최상의 
형태인가?

규제담당자는 규제 도입의 초기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 

정책수단들에 대한 충분한 비교를 행하여야 하며, 비용․편익․분배적 
효과 및 행정적 요건과 같은 관련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문4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가 
존재하는가?

모든 규제 결정이ꡐ법의 지배ꡑ를 엄격히 따르도록 규제과정을 
고안해야 한다. 즉 모든 규제가 상위의 규제에 의해 인가되고 조약상 
의무와 일치하며, 확실성의 원칙ꡑ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관련 법원리 
및 적용가능한 절차적 요건에 합치하도록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질문5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적절한 
레벨의 
정부기관은 
어디인가?

규제당국은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레벨의 정부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일 여러 레벨의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들 정부기관들간의 협력에 관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질문6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규제당국은 각각의 규제 제안 및 실행가능한 대안의 예상되는 총비용 

및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추정치를 접근가능한 형태로 
정책결정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정부 조치의 비용이 그 편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질문7
전 사회에 걸친 
효과의 분배가 
투명한가?

배분 및 형평에 관한 가치가 정부개입의 향을 받는 한, 규제당국은 
전 사회집단에 걸친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의 분배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8

 이용자들이 볼 
때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것인가?

규제당국은 규제의 규칙들이 예상되는 이용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규칙의 원문 및 구조가 가능한 
한 명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문9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가졌는가?

규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규제의 향을 

받는 기업 및 노동조합, 기타 이해집단 및 기타 레벨의 정부기관과 
같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견해 제시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질문10
규제에 대한 
순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규제당국은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통로인 인센티브와 제도를 

평가해 보아야 하며,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행 전략을 
고안하여야 한다. 

자료 : OECD(199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 김도훈, 2003: 16～18 ; 한국개발연구원, 1996: 8～10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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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규제개혁 보고서(OECD Report in Regulatory Reform)」

1997년에 OECD에서 제시한「규제개혁보고서(Report in 

Regulatory Reform)」는 도입하려는 규제가 주어진 목표

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며, 이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은 경제발전․정부 효율

성 제고․정부 투명성 향상․국민 참여 등의 민주적 가치

관의 정책반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양준석․김

홍률, 2000: 23).

그러나 국내외 경제와 사회여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건수가 

늘어나는 규제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부의 규제집행 비용과 민간의 규

제이행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가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러한 규제 인플레 현상은 국

민보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점도 있지만 이해단체나 정치적 목적, 정부능력 부족 등 

부정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면도 많으며, 규제 관련 비용의 증가는 경제효율성과 

경쟁성에 상당히 큰 악 향을 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OECD는 1997년을 계

기로, 규제개혁을 3단계15)에 따라 실시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규제개혁 중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1단계인 규제개혁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첫째, 규제철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

할 수 있고, 둘째, 시장실패 등의 이유로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도 규제를 지나

치게 성급하게 철폐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오히려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15) 제1단계는 규제완화(deregulation), 제2단계는 규제의 품질 향상(regulatory quality 

improvement), 제3단계는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이다.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이러

한 단계가 흔히 혼용되거나 병행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결국 각 국가는 

이러한 계획을 자신들의 환경에 알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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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규제설립 과정에서부터 효율성․융통

성․이해의 용이성․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또 규제 설립뿐 만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 관리란 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제도․체제 및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어, 

과정상 규제의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이의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한 체제적(systematic)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에서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권고하고 있

다.

<표 Ⅱ-4> OECD Report in Regulatory Reform에서의 규제품질 제고 전략

원칙 내용

규제운 체제 설립
(Building a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 정부 최고층이 규제개혁을 중요과제로 삼고 정책을 세울 
것

․ 규제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설정 
과정의 원칙을 설립할 것

․ 규제운  능력을 키울 것

새로운 규제의 질 향상
(Improving the
 Quality of New
 Regulations)

․ 규제 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실시
․ 규제의 향을 받을 각종 단체와의 상담과 협의 강화
․ 규제 이외의 대안을 동원
․ 부처간의 협조와 각종 규제간 상호관계를 개선하여 
규제체제의 조정능력 향상과 조화를 도모

현존하는 규제의 질 향상
(Upgrading

 the Quality of 
Existing Regulations)

․ ‘새로운 규제의 질 향상’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현존하는 
규제에도 활용

․ 현존하는 규제의 재검토 및 최신화
․ Red tape 등 행정규제 부담의 감소

자료 : 양준석 ․ 김홍률, 2000: 24～25.

(4) OECD 규제품질 제고 기준의 종합적 검토

OECD에서는 양적 규제의 개선보다는 규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규제관리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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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제도적이고, 체제적으로 안정화 시켜 나갈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1995․1997년에 걸쳐 3번의 규제품질 관련 

기준을 제시하며, 양적 규제의 개선보다는 규제의 질적 향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

나 체크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1994년의 그것은 규제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과 환류

의 단계까지를 총 6개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그 하위사항으로 4개∼10개 이상의 많

은 항목들을 포함시키고 있어 오히려 중복 검토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예컨대, 첫 번째 규제시스템 관리(Management Regulatory System) 에서의 

하위 사항 중 가장 먼저 제시되는 기존 규제 및 법률의 등록․조사와 미래 생성될 

규제 및 법률의 기획을 위한 시스템이 설립되어 있는가? 와 7번째로 제시되는 기

존, 신생규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설립되어 있는가? 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

용과 범위의 차이가 있는지가 매우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4년도 Checklist

는 이와 같이 중복 검토 가능성과 엄격한 구별이 어려운 사항이 몇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16). 

이에 따라 OECD 연구를 통해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을 검토해 보기 위

해서는 1995년의 체크리스트가 더 합당할 수 있지만, 기존 1994년의 사항과 비교를 

통한 연관성을 확인해 보면 1995년도 Checklist의 명료화 수준과 중복의 가능성이 

적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6) 다른 예로, 규제시스템 관리 에서는 규제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이 존재하는가? 를 확인

하며, 법적․기술적 품질확보방안 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가

를 검토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규제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가 는 규제에 적용될 행정절차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관련 법령의 존재

를 확인하는 것인지가 매우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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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OECD의 1994 ․ 1995년도 규제품질 기준 비교
1995년 정부규제 
품질제고 기준

1994년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 
체크리스트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의사소통 및 법률의 성문화

․ 모든 법률적인 필요성이 관련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가?
․ 기존 규제 및 법률의 개정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가?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 되는가?

규제시스템 관리

․ 정부부처 및 총리실 수준에서 규제품질을 향상시킬 책임이 
제도화되어 있는가?

순응 및 집행과정 분석

․ 규제 관련 집행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관련 재원의 승인절차 
등에 의회의 입장이 고려될 수 있는가?

규제가 정부 조치 
중 최상 형태인가?

규제시스템 관리

․ 정부부처별 규제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표준화된 Checklist가 
개발되어 있는가?

비용 및 경제적 효과분석

․ 제안된 법률 및 규제들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되는가?
․ 중앙정부차원의 경제적 향분석기구가 설립되어 있는가?
․ 규제관련 프로그램들이 경제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경제적 분석이 입법, 규제관련 과정과 통합 연계되어 
운 되는가?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가 존재하는가?

규제시스템 관리

․ 규제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이 존재하는가?
법적․기술적 품질확보방안
․ 법 및 규제를 입안, 발의하는 정부기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

․ 규제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가?
․ 법률초안의 품질기준이 존재하는가?
․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된 기준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적절한 레벨의 
정부기관은 
어디인가?

법적․기술적 품질확보방안
․ 법 및 규제를 입안, 발의하는 정부기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

의사소통 및 법률의 성문화

․ 정부간 규제관련 사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운 집단들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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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비용 및 경제적 효과분석

․ 제안된 법률 및 규제들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되는가?
․ 중앙정부차원의 경제적 향분석기구가 설립되어 있는가?
․ 규제관련 프로그램들이 경제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경제적 분석이 입법, 규제관련 과정과 통합 연계되어 
운 되는가?

전 사회에 걸친 
효과의 분배가 
투명한가?

공공협의 및 대중참여의 확보

․ 규제관련 공시 및 비평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공청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협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용자들이 볼 때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것인가?

의사소통 및 법률의 성문화

․ 모든 법률적인 필요성이 관련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가졌는가?

공공협의 및 대중참여의 확보

․ 규제관련 공시 및 비평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협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규제에 대한 순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순응 및 집행과정 분석

․ 체계적인 순응전략 등이 개발되어 있는가?
․ 집행관련 평가 Checklist가 사용되는가?

2) 국의 규제개혁

(1) 규제 개혁 개관

지난 20여년 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온 국이 근래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정책은 소

비자 보호 및 시장 효율성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규제

철폐 및 규제품질 제고 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부는 신생규제 형성시 규제품질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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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관련 규제정책 및 그와 관련된 원칙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의 확보를 위한 국의 독립 규제개선기구인 

BR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운  중에 있다.

국의 규제품질향상 정책은 규제 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위주로 개발된다. 새로운 규제의 평가뿐 만이 아니라 기존규제의 단

순화에 있어서도 RIA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내각의 Public Service Agreement는 

여러 수리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평가의 경우, 감사기관인 

Regulatory Impact Unit(RIU)는 RIA에 대한 완전 순응을 추진한다. 또한 국정부

는 2006년까지 60개 이상의 규제개혁지시17)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은 규제 향분석을 규제품질 향상의 절대적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제 향분석기법과 함께 BRTF, 즉 국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개선특별위원회(Better Regulation Task Force)를 통해 양질의 규제

개선을 위한 기준과 평가체계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국은 내각(Cabinet Office)에 규제 향실(Regulatory Impact Unit, RIU)을 설

치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중

앙부처 및 각 규제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RIU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17) 규제개혁지시란 규제개혁법에 따라 기존 주요 법령을 단순화하는 제안이다. NAO(National 

Audit Office)는 좋은 평가에 대해서 다음 요소들을 지적한다: △ 리스크 평가; △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준수율의 고려; △ 새로운 규율에 준수하도록 국민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정보; △ 대

안적 집행 방법; △ 감시와 사후평가 등이다. 이 요소들은 예-아니오의 단순한 지표들로 측정되

고, 비록 NAO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지표들의 결과를 더하여 지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부터 NAO는 품질보장에 더욱 체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

래의 <표>는 2004년 NAO가 사용한 질문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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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에 의거해 

철폐하고, 규제로 인한 위험을 인식시킴과 함께 규제의 대안을 개발하는데도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규제의 제안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

하여 규제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RIA 품질평가를 위한 NAO의 질문목록

적합한 분석/절차를 통하여 바람직한 규제가 선택되었는가?

1.  RIA 절차가 
충분히 일찍이 
시작되었는가?

․ 부처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졌는가?
․ 부처는 RIA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 는가?
․ 부처는 위험성을 고려하 는가?
․ 부처는 광범위한 범위의 RIA를 고려하 는가?
․ 규제에 대한 대안정책을 고려하 는가?
․ 대안적 규제도구를 고려하 는가?

2. 상의는 
효율적이었는가?

․ 효율적인 상의절차가 절차의 조기에 시작되었는가?
․ 부처는 적합한 상의방법을 사용하 는가?
․ 부처는 규제의 향을 명확하게 설명하 는가?
․ 부처는 모든 피규제자들과 향을 받는 자들을 상의하 는가?
․ 부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향을 고려하 는가?
․ 규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상의결과를 잘 사용하 는가?

3. RIA는 철저하게 
비용을 

추정하 는가?

․ 모든 향받는 자들에 대한 집행과 정책비용을 고려하 는가?
․ 부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자들을 모두 지적하 는가?
․ 부처는 소규모 기업의 비용을 고려하 는가?
․ 부처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비용을 지적하 는가?
․ 부처는 모든 대안들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 는가?

4. RIA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추정하 는가?

․ 부처는 이득을 받는 자들을 모두 지적하 는가?
․ 이득은 규제와 관련되어 있고, 현실적인가?
․ 이득을 추정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강건한가?
․ 부처는 모든 대안의 이득을 평가하 는가?

5. RIA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순응을 
평가하는가?

․ 불순응의 가능성이 분석에 고려되었는가?
․ 부처는 현재 순응도를 고려하 는가?
․ 순응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고려하 는가?

6. 규제는 
효과적으로 
감시되고 

평가되었는가?

․ RIA는 규제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정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자료 : 김태윤․김주찬․양진석(2004),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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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 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온 국이 근래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정책은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효율성 분야로 확대되고 있

으며, 규제철폐 및 규제품질 제고 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 같은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부의 대표적인 조치들은 신생규제를 형성

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규제정책 및 관련 원칙을 개발 및 개정하는 것과 다양한 관

련 규제기관들을 설립하는 등을 들 수 있다. 

국정부는 신생규제 형성시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정책 및 그와 

관련된 원칙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의 확보를 위한 국의 독립 규제개선기구인 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운  중에 있다.

(2) BRTF18)의 규제원칙

BRTF가 제시한 좋은 규제원칙(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은 규제를 검토하는 총 14개의 기준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5개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과 정부

규제 및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 양질의 규제

의 평가항목과 빠지기 쉬운 위험사항(Tests of Good 

Regulation and Pitfalls to be avoided) 으로 9개의 하

부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BRTF, 2000: 4∼9).

①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BRTF에서 제시하는 좋은 규제, 즉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규제의 원칙은 

18) BRTF는 1998년 규제 향 평가 관련 지침 내부에 구체화된 좋은 규제원칙(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을 발전시킨 규제개선특별위원회를 의미한다. RIU의 지원을 받는 독립자문

기관으로서 BRTF는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시민 및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 각계 각층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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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비례성(Proportionality)이다. 해당규제가 규제목적의 달성 이상으로 불필요

하거나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피규제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규제수단은 비용이나 효과성의 측면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

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는 수준

에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 이상의 규제수준이나 과도한 

수단을 그 자체로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여기서의 책임성은 만약 규제로 인한 문제

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며, 불복(不服)등 효율적인 고충처리절차

가 마련되어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이는 기존에 작동되고 있는 규제와 방향 및 목

적이 일치할 것과 규제기관별․지역별로 일관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적 규범과도 조화를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이는 규제 목표와 수단을 결정․집행․평

가하는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규제활동이나 규

제개혁은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

우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지만 절차상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개적이며, 명료하고 단

순하며, 그 효과와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명확화를 추구할 의무가 있는 것

이다. 

다섯째는, 목표성(Targeting, 또는 합목적성)이다. 목표성은 문제가 되는 현상에 

규제설정의 초점을 맞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규제수단이나 수준은 명확하고도 민주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그런 반면 이러한 규제목표의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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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점검(systematically review)절차를 통해 규제

수단과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지 내지는 수정할 것인지를 평가․결정해

야 한다.

② 하위원칙(Tests of Good Regulation and Pitfalls to be avoided)

㉠ 충동적이고 성급한 반응을 삼가고, 균형된 행동이 요구된다(Be balanced and 

avoid impetuous knee-jerk reactions). 

㉡ 상충하는 정책목표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Seek to reconcile 

contradictory policy objectives). 상충되는 목표들의 확인과 조정을 위해서는, 규제

에서 발생가능한 향력의 명확한 평가가 필수적인 것이다.19) 

㉢ (규제로 인한) 위험, 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 간에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Balance risks, cost and practical benefit). 그러나 규제자가 모든 위험을 찾고 제

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규제의 비용과 

이익간의 교환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 자신의 이성적 사고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20) 

㉣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결과의 도출을 유의해야 한다(Avoid unintended 

consequences). 

㉤ (규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Be easy to understand). 

㉥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Have broad political support). 정책이

나 규제에 대해 폭 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대중들에게 필요로 

19) Clear assessments of the likely impact of regulations are essential for identifying and   

reconciling contradictory objectives(BRTF, 2000: 7). 

20) It is neither practical nor desirable for regulators to seek to remove all risk. Trade-offs 

betwee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need to be assessed, and citizens allowed, 

within reason, to make their own judgements about the risks in question(BRTF,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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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훌륭한 척도가 된다.21) 

㉦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Be enforceable). 효과적인 규제는 반드시 

실용적인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22) 

㉧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Identify accountability). 

㉨ (규제는)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Be relevant to current 

conditions). 규제는 당면문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

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23)

(3) BRTF의 규제품질 기준

국의 BRTF는 좋은 규제․양질의 규제를 판단할 수 있

는 품질판단의 원칙적기준으로 투명성, 책임성, 비례성, 일

관성, 목표성으로 나누고 있다.

이때 품질판단 기준의 5가지 원칙은 각기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Ⅱ-6>과 같다(BRTF, 

2000: 4). 

21) Broad public support for a policy or regulation is a good indicator that the public sees it 

as necessary(BRTF, 2000: 8).

22) To be effective regulation must also be practical to enforce(BRTF, 2000: 9). 

23)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that they remain necessary 

and relevant(BRTF,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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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BRTF 규제품질의 판단기준

기  준 내  용

비례성
(propotionality)

￭ 규제자는 오로지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여야 한다. 개선방향은 
처해진 위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비용을 확인하고 최소화시켜야 한다. 
① 정책적 해결책은 반드시 문제 또는 위험따라 부과되는 순응비용의 
수준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규제로만 제한하지 말고, 모든 
선택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③ 강제적 규제의 정도는 처해진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 
④ 규제자는 사용가능한 처벌 규정보다는 교육적․지도적 고려를 해야한다. 

책임성
(accountability)

￭ 규제자는 국민에 대한 정 조사를 해야 하며, 스스로의 결정을 정당화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규제안(案)은 공표되어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규제자는 어떻게․왜 이런 최종적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③ 규제자와 집행자는 명확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④ 공정하고 효율적인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④ 규제자와 집행자는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방향(lines)을 확립해야 한다. 

일관성
(consistency)

￭ 정부 규정과 (규제)표준은 반드시 합치되는 것이어야 하며,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① 규제자는 개개의 사항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새로운 규제는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③ 부처간 적용하는 규제는 전체 국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제가 EU를 포함한 국제적․국내적 원천에 부합해야 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 규제는 열린(open)체제를 가져야하며, 단순함과 소비자 
친화적(user-friendly)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① 규제의 목표에는, 모든 이해관계집단들을 위한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定義),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② 규제의 제정과 집행전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적 시각이 포함될 수 있는 
효과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③ 규제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하며,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피규제자)규제준수의무를 주지시키고, 규제 순응의 방법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순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⑤ 규제의 불응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목표성
(targeting)

￭ 규제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며, 부작용(side effects)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① 규제범위는 규제문제에 집중적으로 국한하고, 산발적 접근(scattergun 

approach)은 피해야 한다. 
② 목표기반 접근방법을 통해, 규제집행자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③ 규제집행자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위험을 첫 번째 활동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④ 규제 필요성 및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및 
폐지해야 한다. 

자료 :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20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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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된 규제품질 판단 기준의 5개 원칙 이외에도 BRTF에서는 질 높

은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규제가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때 대중

의 지지는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때에 따라 지지도가 더욱 향상되기도 하

지만,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재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가 효과적이고 고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적절한 집행수단이나 명확하

고 효과적인 제도적 도구를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규제의 효

과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여 규제에 대한 불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규제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규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으면 일반 시민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게 되고, 규제의 순응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의 문장이나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쉽게 쓰여져야 한다. 

넷째, 규제는 규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

다.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중한 고

려 없이 규제를 제정하여 집행하는 경우 과잉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개

정의 개연성으로 인해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규제는 목표로 했던 문제의 개선 외에도 예상치 않은 결과의 발생이 가

능하며, 이의 최소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 분야를 규제함으로 인해 다른 분

야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규제 비용이 다른 분야로 전가될 수 있으

며,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 

여섯째, 규제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규제로 인한 비용 및 효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상기의 규제품질 기준 5개항에도 포함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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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사실 규제를 통해 사회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도와 조직의 생성을 통해 해

결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그러므로 규제로 인한 위험의 감소 및 규

제비용 및 효과간이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그 비용의 타당성과 효

과의 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반

할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국 규제품질 기준의 종합적 검토

국은 NAO의 규제프로그램 평가와 BRTF의 규제품질 

기준의 적용을 통해 부문별 규제의 개선과 품질제고를 추

구하고 있다.

이 중 NAO는 규제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역에 걸쳐 질문지법을 통한 평가

를 수행하여 스스로 개선의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BRTF는

기본원칙 과 하위원칙 의 분류에 따른 구체적 품질제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BRTF의 규제품질 기준은 앞서 제시되었던 

OECD의 규제품질 제고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상세한 분류기준에 따라 제시되고 있

어 현실적용 가능성이 높고,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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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국 BRTF 규제품질 기준의 특성

Good RegulationGood Regulation

비 례 성

책 임 성

일 관 성

투 명 성

목 표 성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획득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획득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 완비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 완비

일반인들의
규제내용 이해도 증진

일반인들의
규제내용 이해도 증진

규제 제 .개정의
신중한 결정

규제 제 .개정의
신중한 결정

타 분야로의
파생효과 최소화

타 분야로의
파생효과 최소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Good RegulationGood Regulation

비 례 성비 례 성

책 임 성책 임 성

일 관 성일 관 성

투 명 성투 명 성

목 표 성목 표 성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획득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획득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획득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획득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 완비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 완비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 완비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 완비

일반인들의
규제내용 이해도 증진

일반인들의
규제내용 이해도 증진

일반인들의
규제내용 이해도 증진

일반인들의
규제내용 이해도 증진

규제 제 .개정의
신중한 결정

규제 제 .개정의
신중한 결정

규제 제 .개정의
신중한 결정

규제 제 .개정의
신중한 결정

타 분야로의
파생효과 최소화

타 분야로의
파생효과 최소화

타 분야로의
파생효과 최소화

타 분야로의
파생효과 최소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3) 미국의 규제개혁

(1) 규제 개혁 개관

연방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철도․항공․

화물운송․에너지 등의 분야에 도입하 던 경제적 규제를 

폐지․완화시킨 반면, 사회적 규제의 역에 해당되는 보

건․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의 규제는 1970∼1980

년대만 해도 130개의 규제 법률이 도입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통하여 규제개혁 추진하 다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가 복잡해지고 산업이 거대화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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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는데, 소비자가 막강한 기업들을 상대로 통상 법원에 제

소하여 구제(救濟)를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식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

각되기에 이르 다. 이런 배경하에서 스스로 정책을 세워 산업 활동을 규제하게 하

고,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분쟁사건을 재결(裁決)하여 이해를 조정하게 할 목적으

로 생겨난 것이 이른바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이며, 이러한 

기관은 예외 없이 복수인(複數人)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갖기 때문에 독립규제 

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라고도 한다.24)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각종 정부규제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증가, 경

쟁력 저하, 행정의 형식주의 등 이른바 정부실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

에 연방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철도․항공․화물운송․에너지 등의 

분야에 도입하 던 경제적 규제를 폐지․완화시켜,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되어 왔

다.

반면 사회적 규제의 역에 해당되는 보건․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의 

규제는 1970∼1980년대만 해도 130개의 규제 법률이 도입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대부분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정부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규제심사제도를 확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연간 총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불만 또한 누적되고 있다. 

24) 정부의 소비자 안전규제 기관을 대표적인 경우로 보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消費者製品安全

委員會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를 독립규제위원회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기한, 1995: 71∼77). 특히 이러한 독립관청(獨立官廳) 중 규제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정책을 

세워 법령과 같은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준(準)입법적 기능(Quasi-legislative 

Function)과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법원의 재판과 비슷하게 판정․재결하는 준(準)사법적(私法

的) 기능(Quasi-judicial Function)을 행사하는 곳을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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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리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규제심사제도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부규제의 원칙을 밝히고,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을 통하여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 다(장상윤, 1998: 13).

(2) 미국 규제개혁의 전략 및 원칙

미국의 규제개혁 논의는 소비자주권주의 등의 대두와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맞추어 건강․안전․환경 등 사회적 규

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

적인 경제적 규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된 반면에 1960년 후반과 1970

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agenda)으로 등장하

게 되면서부터이다.25) 

즉 그 이전까지는 연방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소비자 건강․근로자 안

전․환경보호 분야 등에 대한 소위 사회적 규제 프로그램(Social Regulatory 

Programs)들이 새로 도입되기 시작함으로써 혹자는 사회적 규제의 폭발 이라고 

25) 미국에 있어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행정부내에 규

제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예산처(OMB)의 기능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OMB의 규제정보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을 중심으로 규제

심사 및 관리체제는 확립되어 왔으며 클린턴 정부에 들어와 더욱 더 강화되었다. 1993년 9월 

공표된 규제계획 및 심사에 관한 대통령령인,「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는 정부의 

규제가 법률이 요구하고 시장실패를 치유․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비용효과

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의 철학을 기저에 깔고 있다. 동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연도별 종합규제계획의 수립, 각 부처 및 관리예산처의 규제 사전심사 기준과 절

차, 규제개혁 작업단 구성, 지방정부 및 기업대표와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정비, 예산회계처와 관계부처간의 이견해소 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독립규제기

관을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독립규제기관도 자발적으로 동 대통령령의 규제

철학과 원칙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범정부적인 종합규제계획 작성시에는 이들까지 포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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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제2의 규제확산기를 맞게 되었다. 종래 개별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와 

달리 소비자 건강․생활환경 및 생태계 보전․근로자 안전의 보호 등에 대한 사회

적 규제는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생산공정․제품디자인․부산물 등을 규제하게 

됨으로써 경제전반에 엄청난 향과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생겨

난 규제기관이 42개인데 비하여 1960년대에는 무려 53개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대

와 1980년대에 무려 130개의 주요 규제정책들이 도입․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정책의 증가는 결국 규제비용의 증대를 의미하게 되는데, 규제비

용과 관련해서는 Hopkins(1992)의 실증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미국에서 1990

년 이래 환경 등 기타 사회적 규제 비용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Ⅱ-7> 연방규제의 연간비용                     단위 : 억 달러(1991년 기준)

규제유형 1977 1990 1995 2000

환경
기타 사회 규제
효율성 비용
이전 비용
절차 규제

42
29
120
228
122

100
34
73
130
174

150
49
73
130
205

178
61
73
130
221

전체 540 511 607 662

자료 : Hopkins, T. D.(1992), Regulatory Polic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이의 표와 같이 1970년대 이후 폭증한 사회적 규제 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이 거의 

모든 일상생활과 기업 및 지방정부의 활동에 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

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회적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규제개

혁 논의는 소비자주권주의 등의 대두와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맞추어 건강․안

전․환경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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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규제개혁 품질제고 기준

규제 시행시에 지켜야할 규제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된 

총 12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명백히 규제품질의 제고기준으

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에 언급된 12개

의 규제원칙과 기준은 전술되어진 OECD와 국 BRTF의 

사례와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규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규제

의 원칙과 기준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확인 및 그 심각성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 새로운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이 기존의 규제나 다른 법률

에 의하여 야기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관련된 기존 규제(또는 다른 법률)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셋째, 직접적 규제보다는 허가증(marketable permits), 사용자 수수료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할 것을 제시했다. 

넷째, 관할범위 안에 있는 물질이나 행위가 초래하는 제반 위험의 본질과 정도

를 고려하여 규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을 제시하 다. 

다섯째, 규제목적 달성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규제방법의 선택 및 기술혁신의 유

인제공,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정부기관․피규제집단․국민이 부담하게 될 

규제의 집행 및 순응비용, 규제준수방식의 융통성, 분배효과 및 평등을 고려하여 규

제를 생성해야 한다. 

여섯째,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에만 규제를 제안하고 채택해야 한다. 

일곱째, 규제의 필요성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구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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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타 최선의 정보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룰 것을 제시하 다. 

여덟째, 피규제자로 하여금 정해진 행동과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전통적인 규제기법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성과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치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피규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허용하고 나아가 규제를 대신할 다른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아홉째, 주(州)정부 및 지방정부에 규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공

무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연방의 규제명령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게 되는 

향, 특히 지방의 재원조달능력을 평가하여 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과 아울

러 연방규제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규제 및 기능간의 상호조화를 확보

한다. 

열 번째, 다른 규제와의 불일치․상충․중복 및 혼선을 제거하여야 한다. 

열 한번째, 피규제자의 규모에 따라 규제의 향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

인이나 소규모의 기업 및 자치단체에 미치는 규제의 누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이뤄야 한다. 

열 두 번째, 규제안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규제내용의 불확실성

과 그로 인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미국 규제품질 제고 기준의 종합적 검토

미국에서는 준(準)입법적 기능과 준(準)사법적 기능을 시

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규제의 편익과 비용

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질적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사항을 검토해 보면, 1970년대 후반부

터는 철도․항공․화물운송․에너지 분야 등에서는 대표적으로 규제완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있어, 대체로 경제적 규제 분야는 현재까지도 규제품질 제고 보다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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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규제는 1970∼1980년 사이에만 130여개의 법률이 도입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사실상 사회적 규제는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소비자주권주의의 등장과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회적 규제를 요구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규제개혁 방향은, 단순히 경제적 규제는 규제완화이고 사회

적 규제는 강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1990년대 클린

턴 행정부 시절 공표된 규제계획 및 심사에 관한 대통령령(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을 통해 관리 예산처(OMB)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실패의 치유․예

방을 위한 규제 제정시에는 ㉠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정비, ㉡ 규제개혁 작업단 

구성, ㉢ 규제 사전심사 기준과 절차 검토 등을 핵심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

다.

3. 규제품질관리의 기준

1) 전통적 규제 기준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는 공익과 규범적 차원

에서 관료에 의해 명령 통제적 (command and control)이

며 지시적 접근방법(prescriptive apporach)을 따르는 경

향이 많았다. 전통적 유형의 명령통제적 규제는 안정적이

고 표준화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법의 폐해는 ㉠ 사전적 규제 ㉡ 감

독․단속에 따른 징벌위주의 규제 ㉢ 사전 확립된 규정에 

따른 획일적 규제 ㉣ 위험도 대 처벌의 비례성 고려가 부

재한 규제 ㉤ 목표성을 상실하여 추가․중복되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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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이 불투명하여 순응을 도와줄 수 없는 규제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규제수단으로는 가격 또는 이윤규제, 인․허가에 의한 진입규제, 

신규투자의 규제, 인플레이션의 방지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요공급 규제, 환경기

준 또는 안전기준 등 기준의 설정(standard setting) 등이 있다. 이들 규제수단들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경쟁제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규제방식은 3가지의 주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피규제자의 행태에 

대한 상세한 사전적 지침과 기준을 통하여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검사, 감독, 단

속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셋째,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벌금 등과 같은 징벌적 제재

조치를 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전적․명령통제적․획일적 규제방법이 잘 정의되고 안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1)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조장

규제의 의한 인위적 시장개입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를 왜곡시켜 시장 기구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진입 또는 가격규제의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 

조정으로 진입 또는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이 저해된다.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한계기업의 존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은 초

과이윤을 얻게 되며,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상품개발이나 신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소비자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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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제한적 기업체질의 유도

규제하에서는 피규제 기업 간의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규제대

상 업종에 대하여 정부가 획일적인 지도를 하거나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지도, 단

속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담합뿐만 아니라 사업자 단체와의 음성적 정보교류까

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규제기관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인허가 함에 있어 기

존의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실질적 요건으로 삼을 경우에도 

진입 저지의 색채가 강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나 관련 사

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게 된다.

(3) 규제기관의 포획 가능성과 기득권의 보호

규제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입되지만 일단 규제가 행하여지

면 시장 환경변화에의 대응뿐만 아니라 규제에의 대응이 경 상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이 때문에 피규제 기업은 규제가 적어도 스스로의 경 에 유리하게 이루어지도

록 규제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또한 규제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규제기관이 민간기업의 경 에 개입하는 한 피규제 기업의 경 상의 안정에

까지도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리하여 규제는 점차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양상을 띠어 신규참여나 

가격경쟁으로부터 기존 기업의 사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진입규제나 가격규제는 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4) 규제 수혜집단의 저항과 회피에 의한 규제 변경의 곤란성

규제의 시행초기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합리성을 지녀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규제에 있어서도 그 후의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제는 수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가 일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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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규제를 전제조건으로 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규제의 폐지나 완

화에 강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규제를 담당하여 왔던 공무원 조직 

역시 규제를 전제로 한 권한이나 조직의 축소에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규제는 도입된 당시의 목적 이외에 갖가지 목적이 추가되어 정당화되는 경

우도 있다. 소위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게임(Perpetually 

chasing and escaping game) 속에 중복․누더기 규제 현상(The tar baby effect)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규제 도입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도 규제의 개선과 

변경은 어려워지게 되어, 규제 기간이 장기화 또는 확대되며, 점점 더 많은 규제를 

필요로 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환경에 적

응시키기 위해서나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규제내용이 현실과 동 떨어져 법규 따로, 현실 따로 존

재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위 준법투쟁 이 가능한 나라라는 자조적 표현

도 등장하게 된다.

(5) 규제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규제 중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내용,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행

정지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규제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예컨대 법률

상으로는 신고로 되어 있어도 행정당국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가

와 같은 효과를 지니거나, 법령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의 판단이 규제기관

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그 이유가 피규제자

에게 불명확한 것도 있다. 규제의 불투명성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에는 불확

실성을 가중시켜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또한 규제자의 자유재량성이 높아져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성우, 1998: 3∼6 재정리).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규제수단들은 다수의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입안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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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준과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수

의 행위를 규제함에 그 존재의 근거와 정당성이 있으나 현실의 규제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본 의도가 전도되어 결국 다수의 피해, 소수의 이익 보호로 전락되는 경우

까지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존의 전통적 규제기준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8> 전통적 규제 기준의 특성 및 문제점

전통적 규제 
기준의 특성

① 상세한 사전적 지침과 기준 제시를 통한 행태변화를 추구한다.
② 규제 준수 여부는 주로 공무원의 검사․감독․단속에 의존한다.
③ 규제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징벌적 조치가 주로 행해진다. 

전통적 규제 
기준의 문제점

① 상품․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전에 확립되어진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② 획일적 지도․단속은 피규제자들간 연대의식을 발생시켜 
담합․경쟁회피가 발생

③ 획일적․처벌적 규제는, 규제기관에 대한 로비가 중요성이 발생되어, 
규제기관의 포획을 가져오고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락되게 된다. 
④ 규제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은, 규제의 수정․개선을 
어렵게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추가 규제를 발생시켜 

중복규제현상 등이 발생한다. 
⑤ 규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불투명성은 규제준수를 어렵게 하고, 
규제자의 자유재량성을 과도하게 높여 경  부담 가중과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2) 시장유인적(친화적) 규제 기준

전통적 유형의 명령통제적 규제는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해

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맞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시

장기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유인수단으로는 정보

공개, 품질인증제도, 등급사정, 그리고 제품표준화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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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규제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의한 최적 규제의 설계(Design of 

optimal regulation)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정보의 불

균등과 감독의 불충분 때문에 규제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사적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수단 또는 메커니

즘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즉 유인규제수단은 피규제자의 사적 이기심과 시장기제

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체적 방법들은 명령통제적 규제수단에 비해 2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

째, 그것은 개인과 기업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규제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즉 규제에 대한 명령통제적 접근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규제자들에 대하여 획일

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동일한 규제사항들을(심지어는 동일한 설비기준) 부과한다. 획

일적 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은 모든 피규제 기업들과 행위들에서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은 규제준수에 따른 한 단위의 편익 당 한계비용

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럴 때는 피규제자의 사적 인센티브를 위

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허가증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전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시장유인 접근법은 비용을 절감시킨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혁신

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자극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

다. 이에 비해 명령통제적 규제들 특히 기술에 기초한 기준들은 규제대상 집단들이 

특정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들거나 더 효율적인 수단을 찾도록 만드는 

동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시장유인책들은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 절감적 수단

을 찾도록 할 뿐만 아니라 최소 규제조건들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방법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장 유인적 접근에서는 규제조건들을 만족시키

고 초과하는 저비용 방식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상, 예컨대 규제조건들

을 달성함으로써 생산된 크레디트(Credit)에서 발생한 비용절약이나 순이익 등을 직

접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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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국에서도 규제의 실패를 최소화하며 규제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시장친화적 유인 규제수단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신축성․대응

성․결과 지향성․투명성․종합적 목표성․비용효과적․효율적 수단 강구․민관 협조적이라

는 점이 유인규제수단의 특징과 장점으로 정리되고 있다(이성우, 1998: 6∼7). 

한편, 본 연구의 사례 역과도 일치되는 소비자 (보호)문제는 대단히 복잡․다

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순전히 명령(통제)지시적 규제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최병선, 1992: 554). 특히 시장

유인적 방법에 의한 규제는 소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 때문

에 야기되는 문제라는데 착안하여 생산자나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에 의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본다(최병선, 1992: 554∼566 재정리).

(1) 정보공개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생산자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명령통제적 규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그 자체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게 되

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정보를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활용하게 될 때 비로소 

소비자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방법이다. 

정보공개는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없는 제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

로 여기에는 소비자의 정보수요에 따라 표시규제26)와 공시규제27)로 나뉠 수 있다.

26) 품질 및 성분표시, 효능 및 성능의 표시,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시, 사용방법의 표시, 수리보

증의 표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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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란 정부가 일정한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 안전기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그것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규제

기관이 제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Seal of approval)을 제품(또는 그 

포장)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장점은 물론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인증이 있는 제품의 소비자들에 대한 신

뢰도(Credibility)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소

비자들의 선택을 보다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품질인증 폼목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보장되

지 않는 한 비록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불량품목 또는 기준 이하의 

품목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3) 등급사정

등급사정(Grade rating)은 일정한 사항의 표시의무를 업체에 부과하는 표시규제

와는 달리 품질의 우열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특정상품에 대해 그것의 품

질등급을 사정하여 그 판정등급을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등급

사정은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과연 품질에 상응하는 것인가를 십게 판단하게 함으로써 소

비자가 상품을 탐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7) 공시규제는, 서비스 공급시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하는 서비스 

공급계약내용 규제와 기업공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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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표준화

제품표준화(Product standardization)는 상당히 동질적인 제품의 규격, 중량, 용

기, 포장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종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보다 쉽

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품표준화는 똑 같은 내용물을 가

진 제품을 소비자가 그것의 용기나 포장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

거나 사업자가 다른 제품인양 오도(誤導)함으로써 높은 값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내용물의 용량 등을 약간 달리하면서 가격을 조작한다거나 소비자를 기

만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시장유인적 규제 수단에도 단점은 있다. 시장유인적 규제 수단은 

사전적 규제수단이 아닌 사후적 규제수단이다. 이는 성과규제가 그 예이다. 

여기서 사후적 규제수단의 단점으로는 규제효과의 불확실성과 감독 및 집행상의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가능한 시장친

화적 유인규제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시장친화적 유인규제 수단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수단을 적절히 배합하여 규제의 효과

를 높일 수밖에 없다. 

<표 Ⅱ-9> 시장유인적 방법의 수단 및 주요내용

수단 내용

시장유인적 
규제방법

정보공개
합리적 소비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생산자․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품질인증제도

특정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안전기준을 정부가 
제정하고 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인증(認證)을 제공함

등급사정
품질등급을 사정하여 그 판정등급을 부착(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비용을 크게 감소시킴

제품표준화
동질적 제품의 규격․중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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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별 규제개혁 방향의 종합

OECD, 국 BRTF, 미국의 규제개혁방향을 보면, ‘국민의 

명확한 목표 이해와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는 점과

기존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점, ’명확한 

목표, 실행체제, 제도적 장치 마련 에서 일치한다. 또한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비용과 효과의 균형확보를 위한 노

력 도 일치하고 있다.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규제개혁 권고 사항은 대체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 가치로 제시되는 것은 경제적 규제를 국제적 보편 기

준에 합치시켜, 각 국가의 규제수준을 선진화된 동일선상으로 증진시키기를 요구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경제적 규제 에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부규제에 포괄적인 개혁의 시도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규제가 하나의 목표와 방법에 매

몰되는 것을 예방(豫防)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일관성, 책임성을 함께 유지해 나가기

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OECD의 규제개혁 방향과 원칙에 따라 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개혁의 원칙을 발표․적용하고 있는바, 이를 아래

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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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규제개혁 원칙의 비교

OECD 국 BRTF 미국

규
제
개
혁
원
칙

1
명확한 목표와 

실행체제의 마련

규제에 대한 대중의 폭 

넓은 지지와 필요성 

인정

정부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에 신중히 접근

2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재정립

적절한 집행수단과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연도별 종합규제계획의 

수립

3

제도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이는 
국민의 명확히 인식이 

필요

규제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쉬운 이해도 

확보

각 부처 및 관리예산처의 

규제 사전심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4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범위, 유효성과 집행을 
강화

여론․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신중한 

규제의 제․개정
규제개혁 작업단의 구성

5
공공이익 도모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규제는 철폐

규제 본연의 목적 

이외의 파생효과 

최소화

지방정부 및 기업대표 등 

피규제자와의 정기적 협의

6
경제적 규제에서의 

국제협약과 국제적 

기준 부합의 강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과의 균형 확보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정비

7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상호보완 강화
- 부처간 이견해소 절차 마련

이상을 살펴보면, 3개의 사례에서 모두 동일 또는 일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칙은, ‘국민의 명확한 목표 이해와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OECD 1․3, BRTF 

1․3, 미국 5)’는 점과 ‘기존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OECD 2, BRTF 4, 미국 6)’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한 목표, 실행체제, 제도

적 장치 마련(OECD 1, BRTF 2, 미국 3)’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일정부분에 있어서

는 ‘비용과 효과의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BRTF 6, 미국 1)’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의 원칙 외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회피하고 규제

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품질제고 기준의 비교는 현재 사회적 규제의 발전방

향을 탐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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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규제품질제고 기준의 비교

OECD 국 BRTF 미국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비례성
- 규제는 필요성 발생시만 
개입하며, 개선방향은 처해진 
위험에 적절할 것. 규제수용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할 것

해결하려는 문제의 확인 및 
심각성을 평가할 것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되는가?

책임성
- 규제자는 국민에 대한 
정 조사를 하고,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은 기존 
규제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 할 것

규제가 정부 조치 중 
최상의 형태인가?

일관성
- 정부 규정과 규제표준은 
반드시 합치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실행 될 것

직접적 규제(단속 등) 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가 
존재하는가?

투명성
- 규제는 열린(open)체제를 
가져야 하며, 단순함과 소비자 
친화적 성격을 가질 것

위험의 본질과 정도를 고려하여 
규제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적절한 레벨의 
정부기관은 어디인가?

목표성
- 규제의 핵심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부작용과 주변효과를 
최소화 시킬 것

목적달성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규제방법을 선택하여 생성할 것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 규제를 채택할 것

전 사회에 걸친 효과의 
분배가 투명한가?

-
규제의 필요성과 그 결과와 
관련하여 최선의 정보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룰 것

규제에 대한 순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다른 규제와의 중복 혼선을 
제거할 것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가졌는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을 반 하고, 
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이용자들이 볼 때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것인가?

-

획일적 순응을 강요하는 전통적 
규제기법을 지양하고 
성과기준을 명시하여 
피규제자가 스스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

피규제자의 규모에 따라 그 
들의 규제비용 최소화를 위한 
배려를 이룰 것

규제안을 단순화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

주: OECD의 규제품질제고 기준은 1995년의「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권고를 기준으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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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에서의 규제품질관리 중요성 대두와 원인

1) 한국 정부규제의 규제품질관리로의 이행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활성화와 정부개입의 

감소를 위한 규제완화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시행

하는 것 보다, 규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실행과정에 대

한 질적(質的) 보완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규제의 품질향상과 그 관리에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서도 폭 넓게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된 사례별 규제품질 관리 대두의 

원인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규제의 문제점(김종석, 2004: 14∼21)으로 함께 제시

될 수 있는 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규제의 문제점28)

1.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식이다. 

2. 비현실적이어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 중복규제가 많다. 

4.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허다하다. 

5.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간섭이 많다. 

6.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첫째,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식인 경우 대부분의 피규제자를 무

능하거나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제하고 대다수의 규정과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는 근

28) 본 구성은 김종석(2004: 14)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중 제시되었던 경우가 많은 사항을 

상위순서로 하여 순번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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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

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인(誘因)을 약화시키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대부분의 규제제도는 금지 원칙, 예외적 허

용 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규제수단이 획일적 기준부과 방식이어서 창의성과 자율

성이 인정받지 못하여 피규제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는 결과적으로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타율규제의 풍토를 근

본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법과 제도

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에 치우치는 경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행정기관이 과연 법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현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정서나 정치논리에 의해 도입되는 규제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집행자와 피규제자 모두가 규정대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규제집행이 현장에서 규제집행

자와 피규제자 간에 타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은 

낮은 준수율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 사실상 무(無)규제 상태를 초래하

고 종국(終局)에는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가스

폭발 사고와 대도시 공기오염 등의 문제는 규제가 없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국민생활의 보호가 미흡해지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셋째, 중복규제가 많다. 이는 규제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경우 분산된 규제집행이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과잉

규제와 범정부적 일관성 결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규제부서의 입장

에서는 정당한 법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규제집행부서의 고유권한 논리와 역 지키기 경향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집행과정에서 피규제자 입장을 고려한 중복규

제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넷째,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다. OECD와 국 

BRTF, 그리고 미국의 경우29)에서도 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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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수의 정부규제가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피규제자는 총체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이러한 불

확실성은 기업에게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 간섭이 많다. 법령 뿐 아니라 관행과 

행정지도에 의한 비공식적 규제관행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우

리나라에서는 민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

식되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문제를 떠나 절대적으

로 정당한 것으로 보는 문화전통과 집행자 편의의 행정풍토가 발생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민간은 과연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지도와 

계몽의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우리나라의 2004년

도 현재에는 약 7,800여개의 정부규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종석, 2004: 

16). 그러나 규제 대상분야나 개별 규제사안만으로 보면 일부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

하여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가 과다(또는 과도)하게 많

다고 국내외에서 느끼는 것은 규제의 개수 때문만이 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

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규제의 문제는 양(量)의 문제가 아니

라 질(質)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29) OECD의 경우, 1994년의 품질기준에서 효율성 항목과 1995년의 질문 1 : 문제의 명확한 정

의 에서 절차와 기준의 불투명성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 BRTF에서는 투명성 과 책

임성 항목에서 위 문제해소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열두번째 : 규제안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규제내용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라

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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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부규제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 정부규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첫째, 예산과 인력의 제

약을 우회하려는 유인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외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공무원 내부 통제 체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김

종석. 2004: 22).

한국 정부규제의 문제의 배경은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예산

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목표달성에는 인력

과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사용

은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에 의하여 어느 기관도 임의로 인력과 예산을 증가시

킬 수 없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정책집행 부서(하위 지

방정부도 포함)들은 항상 정부규제로 우회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책수단의 선택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력과는 달리 횡적 통

제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행부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근거로 규

제수단의 선택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 

안목과 세 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당장의 가시적 효과(단속 

건수 등)를 얻게 되는 규제의 수단을 활용할 경우 과잉규제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둘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외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규제를 

입안하여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유인이 없다. 즉 

이들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부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극소화시켜야 하는 유인과 압력을 느끼고 있으나, 규제에 의해 민간이 부

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유인이 없다. 그 결과 더 적은 정부예산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란, 정부규제를 통해 더 많은 민간의 비용으로 달성

되는 구조적 유인체계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규제도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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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입의 기대효과만 크게 보이고, 규제도입의 부작용과 민간이 지게 되는 부담은 

간과하거나 외면하기 쉽기 때문에 고비용 규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공무원 내부 통제 체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조직에서는 각종 

성과지향적 행정을 위한 모델과 체제 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아직도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탈법․권한남용․월권 등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의 통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이고 획일적 통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내부 통제체제는 대민관계에 그대로 반 될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 사정기간에는 민원업무가 상당부분 정지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원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일이 되도록 처리해

주면 향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일의 처리

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규정상 책임질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정부규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횡적 통제기능’의 

확립과 ‘규제품질관리의 도입’이다.

이상의 구조적 문제점은 우리의 현실상에서도 상당부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은 ‘횡적 통제기능’의 확립과‘규제품

질관리의 도입’이다. 

먼저 횡적 통제기능은, 중앙정부가 예산(기획예산처), 법제(법제처), 인사조직(행

정자치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

위원회도 각종 규제에 대한 횡적인 통제기능을 갖고 세 한 품질기준에 의해 상기

의 문제점 발생의 근원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횡적 통제기능 외에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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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단의 선택과 규제성과의 검증에 있어서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품질

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제기(OECD 권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목표의 정당성과 규제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규제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Right Goal, Wrong 

Methods”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품질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목표와 

수단의 순차적인 정성(定性)․정량(定量) 평가를 통한 품질개선의 방안 모색이 절실

해 지고 있다. 

<그림 Ⅱ-3>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기본단계

규제목표(수준)의적정성검토

규제수단의적정성검토

규제품질개선과대안의모색

정치적판단정치적판단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평가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평가

비규제적수단의강구
규제품질관리

비규제적수단의강구
규제품질관리

규제목표(수준)의적정성검토규제목표(수준)의적정성검토

규제수단의적정성검토규제수단의적정성검토

규제품질개선과대안의모색규제품질개선과대안의모색

정치적판단정치적판단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평가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위험도평가

비규제적수단의강구
규제품질관리

비규제적수단의강구
규제품질관리

     자료 : 김종석(200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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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품질 기준의 핵심요인과 변수

OECD의 기준이 BRTF의 품질 판단 기준에 일치하는 정도

를 살펴보면, BRTF에서 제시한 투명성 의 원칙이 가장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책임성, 비례성, 

목표성 이라고 볼 수 있고, 일관성 은 일치된 부분이 없

지만 중요한 핵심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은 OECD, EU 등의 범정부

적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각 선진국에서 명확한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과 같은 경우는 독립된 규제개혁기구로서 BRTF를 별도로 운 하며, 양질의 고

품질 규제환경 설정에 상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 OECD, EU, BRFT 등은 각 시기별, 국가환경별, 조직특성별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지향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30)를 보이고 있지만, 원칙적 사항 중에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경우도 있어, 유사한 항목간의 요인 분류를 통한 규제품질의 

핵심기준으로 제공함이 가능하다. 특히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OECD의 경우에는 

1994년「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Techniques for Improving Regulatory Qualit

y)」의 세부요인들이, 1995년의「정부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와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보면, 1994년의 기준이 1995년에 각 요인

별로 명확히 계승․보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에서 일치하며 

보다 명료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Checklist로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30) OECD, EU 등에서는 국가의 내외적 환경이 상이한 회원국들의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거시적인 규제품질 제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만 국제적 조화를 고려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BRTF에서 제시하는 규제품질 기준과 같은 경우는, 

OECD와 EU의 그것보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원칙과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하위기준

까지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81

다. 또한 EU에서 제공하는 규제품질 제고의 기준들은 국제적 조화의 고려를 강조하

는 측면을 제외하면, 다시금 BRTF와 OECD의 그것과도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

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OECD의 1995년「정부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와 국 

BRTF의「Principles of Good Regulation」의 비교를 통해 제공목적과 달성 목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공통적인 핵심요인으로 추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특정사회문제에대한규제범위의집중성
•목표달성을위한규제자의권한정도
•최대위험요인에대한규제적용의집중정도
•규제필요성, 효과성에대한정기적검토와
수정, 폐지의가능성

목표성

•규제목표내에필요성과명확한정의, 
의사소통수단의포함여부
•규제제정, 시행이전에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논의시행여부
•규제내용의단순, 명확성과순응절차안내등의포함여부
•규제불응시처벌에대한명확한적시여부

투명성

•각개사항에서의일관성유지여부
•신규규제와기존규제의일관성유지여부
•각부처내규제의전국가적일관성여부
•국제적, 국내적근거에의부합여부

일관성

•규제안의공표와광범위한논의절차유무
•규제의최종결정에대한명확한설명
•명확한표준의확립
•효율적고충처리절차의마련
•정부, 의회, 시민에대한책임성의명확한확립

책임성

•사회위험과순응부담의일치
•규제외대안들의고려
•사회위험도와비례한강제적규제의사용
•처벌적규제보다교육적규제의활용

비례성

•특정사회문제에대한규제범위의집중성
•목표달성을위한규제자의권한정도
•최대위험요인에대한규제적용의집중정도
•규제필요성, 효과성에대한정기적검토와
수정, 폐지의가능성

목표성

•규제목표내에필요성과명확한정의, 
의사소통수단의포함여부
•규제제정, 시행이전에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논의시행여부
•규제내용의단순, 명확성과순응절차안내등의포함여부
•규제불응시처벌에대한명확한적시여부

투명성

•각개사항에서의일관성유지여부
•신규규제와기존규제의일관성유지여부
•각부처내규제의전국가적일관성여부
•국제적, 국내적근거에의부합여부

일관성

•규제안의공표와광범위한논의절차유무
•규제의최종결정에대한명확한설명
•명확한표준의확립
•효율적고충처리절차의마련
•정부, 의회, 시민에대한책임성의명확한확립

책임성

•사회위험과순응부담의일치
•규제외대안들의고려
•사회위험도와비례한강제적규제의사용
•처벌적규제보다교육적규제의활용

비례성

이해당사자의참여가능성

문제의명확한정의

정부조치의

정당화가능성

최적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대한

법적기초의존재

순응유인수단의존재

규제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정도

효과분배의투명성

규제의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시행

정부기관의적절성

이해당사자의참여가능성

문제의명확한정의

정부조치의

정당화가능성

최적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대한

법적기초의존재

순응유인수단의존재

규제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정도

효과분배의투명성

규제의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시행

정부기관의적절성

OECD BRTF

<그림 Ⅱ-4> OECD와 BRTF 규제품질 기준의 연관성  

주 : 명암이 처리된 부분은 상호의 연관성을 제시할 근거가 미흡한 역임. 분석시 본 역의 적

용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및 평가과정에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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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개 기준을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사

항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OECD의 기준이 BRTF의 품질 판단 기준에 일

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BRTF에서 제시한 투명성 의 원칙이 가장 많은 공통점

을 보이고 있었다. 

‘투명성’은, OECD의 기준에서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

성”, “최적대안으로서의 규제(규제가 정부의 조치 중 최상의 형태인가?)”, “규제이해

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 가능성의 정도(이용자들이 볼 때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것인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능성”, “순응 유

인 수단의 존재(규제에 대한 순응을 어떻게 달성 할 것인가?)” 등의 7가지 기준과 

일치하고 있어, BRTF의 규제품질 판단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책임성’의 기준이 OECD의 “정부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능성”,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등과 일치

하여 4개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외에 ‘비례성’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정당성(규제에서 얻는 효과가 순응 비

용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가?)”등 2개의 OECD기준과 연관되어 있어,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관성’은 국내외 규제간 일관성과 목표의 합치를 품질 제고 사항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기준에서는 일치하는 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일관성’

기준은 규제간의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주의하고, 공정한 실행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적 자체에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투명성’의 원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관성’기준에서는 국제간 규제 근거의 일치 정도

만이 국가규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될 수 있고, 개별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기준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기준 중 BRTF의 품질 판단 기준과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행정절차법의 존재와 입



83

안․발의하는 기관의 명시, 그리고 법률적 성문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여부와 “규

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규제 조치를 위한 적절한 레벨의 정부기관은 어디인

가?)”의 여부는 BRTF의 품질 판단 기준 중 대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명쾌하게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다31).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OECD의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과 BRTF의 규

제품질 판단 기준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핵심 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투명성 > 책임성 > 비례성 > 목표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일관성’은 일치된 부분이 없어 순위 외로 할 수 있다.

31) 예컨대,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와 같은 부분은, BRTF의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안은 공표되어야 하며... 규제자는 어떻게․왜 최종적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

명을 해야 하며.....명확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어디에

도 규제 관련 법안의 성문화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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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체계 실태분석

제1절 식품위생의 의의

1. 식품위생의 정의

식품위생은 “음식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 채취․제조․가공․저장․포장․운반․판

매․조리․소비 등의 여러 과정은 물론 식품에 접하는 기

물․취급인․ 업에 사용되는 설비․시설의 위생관리 등 

각종 위생활동”(이희승, 1997; 주현식, 2004: 30에서 재인

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식품이란 “ 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

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직접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식품이라 하고, 이에 비하여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식품재료 또는 식료품이라 한다.”(네이버 백과사전, 2003; 주현

식, 2004: 30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생이란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

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네이버 국어사전, 2003; 주현식, 2004: 30에

서 재인용)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의 정의는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한편 식품의 특성상 잘못된 식품을 섭취하 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안정성확보와 위생이라는 분야는 정부가 담당해야할 중

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접한 관련이 있는 식

품위생은 정부가 개입되는 적극적 행정의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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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규제의 개념요소에는 적극적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식생활과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행정작용과 식품관

련산업이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면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보호․육성하는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의 행정작용의 의미”(박소

, 2003: 4)를 가지고 있다.

2. 식품위생의 범위, 주체 그리고 일반원칙

식품위생의 범위는 식품의 채취․제조․가공․저장․포장․운반․판매․조리․

소비 등의 단계를 포함하는 식품유통 체계를 말하고, 식품위생의 주체는 생산자, 가

공자, 조리자, 판매자, 소비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식품위생은 식품위생 주

체에 의하여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식품

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위

생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국제권장 실행규범의 식품위생 일반원칙은 일차생산, 설계 및 설비를 위한 시설, 

공정관리, 유지 및 소독을 위한 시설, 개인위생, 운반, 제품정보 및 소비자 인식, 훈

련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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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국제권장 실행규범의 식품위생 일반원칙
자료 : 주현식(2004),「식품위생관련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p. 33에서 

재인용.

일차생산

○ 식품이 그 사용의도에 맞게 안전하고 적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소 유입가능성을 줄임

 - 환경위생 : 환경오염 지역에서 식품원료 생산하지 않음
 - 식품재료의 위생적 생산 : 일차생산에 사용되는 제재 및 분뇨 등 오염물질 
관리를 통하여 식품재료 보호

 - 취급, 저장 및 운반과정에 오염으로부터 식품 및 식품성분 보호
 - 일차생산에서의 세척, 유지 및 개인위생 유지

시설 설계 
및 설비

○ 작업의 성격 및 관련되는 위해에 따라 건물(premises), 제조장비(equipment) 및 
설비(facilities)가 설치․설계 및 구성
○ 우수한 위생설계 및 구조, 적절한 배치, 그리고 적절한 설비에 대한 규정이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필요

 - 배치(시설 및 장비), 건물 및 작업장(설계 및 레이아웃, 내부구성 및 맞춤, 
임시/이동성 건물 및 자판기), 장비, 설비(급수설비, 배수 및 쓰레기처리, 세척, 
직원용 위생설비 및 화장실, 온도관리, 대기환경 및 환기, 조명, 저장)

공정관리

○ 식품 위험요소의 관리(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 위생관리체계의 주요측면 : 시간 및 온도관리, 특별가공단계 관리, 미생물 및 
기타 규격관리, 미생물교차오염관리, 물리적․화학적 오염관리, 입고재료의 관리, 
포장물(식품과 직접접촉하는 경우 및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 얼음 및 증기에 
사용되는 물을 음용수만 사용), 관리 및 감독, 자료구비 및 기록, 회수

시설 : 
유지 및 
소독

○ 유지 및 세척(세척절차 및 방법, 세척프로그램)을 통한 청결상태 보장
○ 해충관리(침입방지, 은신처 및 침입 모니터링 및 점검, 해충구제)

개인위생
○ 식품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상태, 질환 및 상해, 개인청결, 개인행동, 
방문객관리를 통한 식품의 오염 방비

운반

○ 적절한 위생관리방안이 식품유통체계의 초기단계부터 적용되었음에도 운반과정 
중 식품이 오염되거나 섭취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조건이 될 수 있음. 운반하는 동안 
식품의 적절한 보호. 

제품정보 
및 소비자 
인식

○ 제품에 적절한 정보 유지 및 소비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불충분한 식품정보 또는 부적절한 일반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은 식품유통체계 
중에서 제품을 잘못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식품취급으로 식인성질환이 
초래되거나 제품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게 될 수 있음.
○ 제품정보 표시, 소비자 교육

훈련

○ 훈련은 식품위생체계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식품과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위생훈련이나 지도 및 감독은 식품의 안전성과 

적절한 식품섭취에 잠재적 위협을 준다. 그러므로 훈련프로그램, 지도 및 감독, 
재훈련을 통한 식품취급자의 식품 안전성 및 적합성을 유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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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위생 규제 체계 실태

1. 식품위생 규제의 정의

소비자들이 건강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해 주는 것과 부정확한 정보나 부족한 정보를 가진 소비

자들이 건강위험(health risk)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오염된 식품들은 건강에 크나큰 위해를 줄 수가 있다. 식품오염에 있어 구분해

야할 개념이 있는데, 위해(hazard)와 위험(risk)의 개념이다. “위험(risk)은 식품오

염․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미칠 확률

(probability)을 의미하고, 위해(hazard)는 그 부정적 효과의 심각성(severity)을 의미

한다32).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규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risk)이 있

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으로 보고 있다. 건강위험성이 높은 식품

은 식품의 안정성이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차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공급자도 건강위험성이 높은 식품을 유통․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식품위생규

제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다.

한편, 식품위생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공급자보다는 소비자들이 

식품시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나 부

족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들이 건강위험(health risk)에 노출되기 쉽다. 소비자들이 

건강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식품위생규제의 또 

다른 목적이자 필요성이다.

32) 예를 들면,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복통, 설사 등에 그쳐 건강 위해

(hazard)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나 전체 인구 중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낮아 건강위험

(risk)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농약잔류물에 노출되어 암에 걸릴 위험은 매우 낮으나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므로 높은 위해를 나타낸다.”(엄 숙,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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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 규제의 일반적 특징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수입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식품들에 관한 한 사회적 규제에 

더 많은 무게를 두게 된다. 식품위생규제의 경우는 소비자

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식품위생과 관련한 시

장 실패요인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으로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회적 규제에 많은 초점

을 두게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 규제는 소비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제거, 시장실패

(정보실패)의 문제점 완화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므로 식품위생규제를 위해 정부가 개입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의 논리와 일맥 상통

한다 즉, 첫째, 소비자들은 식품과 관련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

렵다. 심지어 식품은 장기간에 걸쳐 그 위해요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식품위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둘째, 식품 관련 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정보 비대칭성33)의 특성을 가진

다.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식품 정보는 외부경제효과 때문에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

되지 않아 식품에 관한 정보는 시장에서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33)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상대방의 한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편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급자만큼 

소비자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위험과 위해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정보를, 규제를 통하여 식품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급자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서 개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정

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삶의 질을 확보하

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 사회적 형평의 확보라는 사회적 규제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적 규제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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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들이 자사제품의 특질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보다 더 나

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식품의 판매를 통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식품공급업자나 식품제조업자들은 식품과 관련된 즉, 식품

이 가지는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명시(disclosure)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사이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의 시

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것

이다. 

한편, 식품에 대한 과대 광보 등으로 인하여 식품과 관련된 정보가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식품에 관련된 정보의 과소 공급이든 과잉 공급

이든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폐해는 있을 수 있다.

셋째,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에 

자신의 구매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식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다른 소비자안전과 보호 규제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이지만 엄 숙(1999)과 정기혜 외(2003: 48)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

된 안전식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장수요접근법(market 

demand approach)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장을 통하여 공급받기가 매

우 어렵다. 

둘째, 식품위험 관련 정보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띠며 비대칭성

(asymmetry)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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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식품관련 건강위험은 식품제조업자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시장거래활

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효과(environmental externalities)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들은 식품위험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식품

위험이라는 잠재적 외부효과에 직면하여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기보

호행동(self-protection)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위험회피 

의사결정과정에서 회피행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건강위험의 일부를 내부화(internalize)될 수도 있다. 

요컨대 식품위험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에만 놔두게 되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는 식품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한 식품안전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논거를 가지는 식품위생(안전)규제는 사회적 규제 중에서도 소비자를 

기만과 사기로부터, 그리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직접 보호하는 소비자안전 및 보호

규제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강화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개입과 분권, 완화․강화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식품위생 규제의 정의로부터 유형과 문제점 등을 검

토해 보고,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체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식품위생 규제의 유형

식품위험을 포함한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s)을 관리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은 특정한 식

품위험에 따른 위해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천적인 예방

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을 위한 사전(事前)규제34)와 건

강 위해효과가 발생한 후 구제 차원의 피해발생에 대한 사

후(事後)규제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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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지시적 사전규제

정부가 건강위험 유발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에는, 위해효과의 발생확

률을 줄이는 예방적 처치 와 위험행위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 피해의 크기

를 줄이는 대응적 처치 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정부의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공공정책수단으로 여러 분야에서 채택되어 집행되고 있지만, 특히 환경

관련 건강위험의 통제를 위해 사용될 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바

로 달성해야 할 ‘안전기준(safety standard)’, 즉 목표하는 확률을 정하는 것이다. 이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주로 안전기준설정시 위험유발행위가 

미치는 편익을 얼마만큼 고려하느냐와 관련하여 건강위험을 알려진 것으로 취급하

느냐, 미지의 것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만큼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이 위험관리의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인 위험이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위험 의 수

준을 결정하는 작업이 적당한 비용으로 관찰 가능해야 한다. 둘째,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규제기구인 정부가 위험을 발생

시키는 주체보다도 그 위험에 대해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비용절감

적인 위험감소수단을 선택하는데 더 나은 입장에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을 직접규제 방식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직접규제 방식이 선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켜지기만 

하면 간접적 경제유인을 사용한 것보다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34) 사전규제 방식은 사전에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여 위험유발자(risk generator)의 행위에 간접적

으로 향을 주는 방식과 안전기준이나 허용기준치 등을 정하여 위험유발행위가 직접적으로 통

제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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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규제를 위한 사후 법적 책임

위험감소를 위한 정부의 사전규제 방식 이외에도 위험에 노출된 사후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책임원리(liability rule) 를 적용할 수 있다. 위험유발행위로부터 

결과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수행

한다고 말해진다. 

첫째, 책임원리는 위험유발자로 하여금 위험감소를 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서 장래에 위해효과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거나 피해의 규모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위해효과에 의한 피해로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을 보상해주어 타인의 행위

에 의한 부정적 효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건강위험을 줄이고 보

장을 해주는 책임원리의 효력은 적용되어지는 법적 원리와 위험의 성격에 달려 있

다. 

과실책임원리(negligence rule) 하에서는, 가해자인 제조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 바,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을 구체적 의무를 불이행하

거나 일정 행위에 있어 상당한 주의(due care)를 취할 일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으면 과실이 있다 고 본다. 

따라서 식품오염․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해 건강위해가 발생하 다는 것 이

외에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제조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 

‘엄격책임원리(strict rule)’하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소비자의 건

강위해의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제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며, 가해자인 

제조업자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제조업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는 한편 소비자의 보호측면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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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경제적 유인의 제공

위험유발자로 하여금 특정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여 시장기구

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도구로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통제하기 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나 부담금, 환불 가능한 예치

금, 거래 가능한 배출허가권 등을 들 수 있다.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식의 규제방식에 비하여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게 되면 위험발생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소시킬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신축성을 주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의 사용에 대한 잠재력은 관련된 위험의 

유형에 달려 있다. 경제적 유인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위험의 특성은 오염물질

의 배출이나 사용이 계속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경우이다. 반면에 산발적으로 발생

하고 예측불허인 경향이 있으며 위반에 대한 감시(monitor)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

고 있는 사건들이 초래하는 건강위험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4) 사전규제와 사후책임원리의 혼용

경제학자들은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서 사전규제방식과 사후규

제방식을 배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양자는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잠재적 위험 발생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관련 건강위험은 오염․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위해(危害)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박히는 과학적 증거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노출과 위해효과의 

현시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는 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험에 대

해 책임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유인과 보상의 목적 둘 다에 비추어 매우 비효율적

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 책임원리를 사전규제 수단과 혼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정기혜 외, 2003: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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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위생 규제의 문제점

현행 식품위생 규제의 포괄적인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체

적 상황에서 볼 때의 식품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과도 직결

된다. 여기서의 식품안전관리체제는 관련 법령이 총체적으

로 검토될 수 밖에 없어 그 범위가 매우 넓지만, 전 국가

적인 효과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포

괄적 고려가 의미 있을 것이다.

1) 다원화된 분산관리의 역기능

식품위생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식품안전관리체제는

다원화된 분산관리 로 요약된다. 현재 농림부(축산물, 비가공농산물), 해양수산부

(수산물), 환경부(먹는 물), 국세청(주류), 교육인적자원부(학교급식), 보건복지부․식

품의약품안전청(기타 모든 식품) 등 여러 부처가 식품종류와 생산․가공․유통 등

의 단계에 따라 분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체계도 식품위

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염관리기본법, 먹는물

관리법, 학교급식법, 주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분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35). 더욱

이 관련 법령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대하여 담당공무원들조차 내용파악이 곤란

할 정도이다.

35) 식품위생법은 보건복지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림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은 해양수산부, 염관리기본법은 산업자원부,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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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부처별 식품관련 업무현황

구 분 소관부처 관련법령 주요업무

타 부처 소관 
이외의 
모든 식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관련 법령의 제․개정, 
기준․규격설정

- 위해가능물질의 잔류기준 설정
- 수거검사, 지도단속업무 및 
사전․사후관리 전담

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 식육, 우유, 
계란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한 
가공식품

-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품질향상

- 축산물의 기준규격 설정
- 수거감사 및 지도감독
- 원산지 표시 등농산물

원료 : 농림부
가공․유통 :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원료 : 
해양수산부
가공․유통 : 
식약청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검사
- 검사표준 설정 등

먹는 물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먹는 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 먹는 샘물 제조허가 및 기준 
규격 설정, 지도․단속

주 류
국세청

(기술연구소)
주세법

- 주류의 규격설정
- 주류제조면허 및 허가
- 주류업체의 지도․단속

소 금
(식용염 제외)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 염제조업허가
- 품질검사, 기준설정 등

학교급식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관련 업무

집행업무
각 시․도
(시․군․구)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자료 : 황수철(2004),ꡒ새로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모색ꡓ, (사)농정연구센터 제12회 연례심포
지엄 자료집, p. 76.

다원적 관리는 교차점검(cross-checking) 등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분산관리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더 크다. 

첫째, 대상식품 및 공급단계별로 담당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과학적 증거에 기초

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해요인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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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운

되지 못하며,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리콜(recall) 및 관련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처간 상호협의체제가 미흡하여 대상 식품별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아니 수립되지 못하

고 있다.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두고 있

지만, 이 기구는 관련부처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 부처별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본연의 기능은 전혀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기본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

국 사안별로 임기응변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셋째, 부처관리의 다원화로 안전관리의 일관성, 효율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

다.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단계까지는 농림부 소관이고, 유통단계는 식약청 

소관으로 되어 있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및 식육점을 통한 유통

단계까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수퍼

마켓 등 소매점을 통한 유통과정 이후의 안전관리는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각 지도․감독36)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역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 결

과 위해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생산단계의 역추적 및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

기 어렵다. 그리고 다원적 관리체제에서는 식품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관리의 사

각지대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37). 또한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왜곡시킴으로

써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바, 가령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로 3원

화된 수입식품검사체계는 인력, 장비 등 국가자원의 중복투입이라는 낭비요소를 안

36) 정육 판매 이후의 포장육 유통관리 및 잔류물질 기준의 제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에서 

맡고 있다. 

37) 2000년 8월 중국산 납꽃게 사건시 해당 물품 회수책임 소재를 놓고 해양수산부, 식약청, 시․

도 등의 책임전가로 3개월여 처리가 지연된 것이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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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이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

고 있으며, 사고가 생길 경우 그 방지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

게 전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다원화된 체계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오늘날에

는 생산, 제조, 유통, 소비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위해요

인이 점증하는 추세이므로 푸드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관리가 시급하다.

2) 취약한 위험평가기능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졌을 때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만두를 

먹어도 되느냐 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조류

독감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도 조류독감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

식발표는 없었다. 

이는 행정의 무책임성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그 배후에는 취약한 위험평가능

력이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위험평가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독자적 평가결과를 생산하기 어려

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평가대상도 화학물질에 국한되고 있을 뿐 식품 

유래 질병의 주(主)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해 미생물에 대한 위험평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위험평가기관이 분산되어 위험평가정보의 수집 및 배분기능도 원활하지 

못하며, 기관 상호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평가정보의 공개와 의사결정

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농축산물과 축산식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 일반은 식약청 독성연구원, 수산물은 수산

물품질관리원과 수산과학원에서 위험평가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식

품안전성과 관련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고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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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배분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정보화 관련 DB가 있더라도 각 기관별로 독

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산하기관 및 내부조직에서 위험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발표되어도 소비자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사전예방조치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한 위험관리

과거에는 최종생산물의 검사만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

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가공․제조․유통․소비 각 단계에서 오염이 차단되지 않

으면 식품안전성이 보증되기 어렵다. 특히 최근의 범세계적 식품사고가 원료생산 

및 1차 가공 단계의 오염에 크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단계에서 오염원을 줄

이는 방안이 최종생산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

씬 유효하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사전예방 차

원에서 농축산부문에 대한 위험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사전예방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식품안

전대책의 대부분은 사후관리에 치중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현

재의 주요 식품안전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관리를 통한 공중위생의 향상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사고 발생시 사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된 규격과 기준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사후적 규제

에 의한 식품안전 도모가 주요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예방적

인 측면, 즉 특정 식품이 실제 인체에 미칠 건강장해 가능성(위험)을 반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4) 포괄적 관리 미흡

오늘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포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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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이 원칙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위생대책을 채택함으로써 식품매개성 질환을 예방하자

는 것이다. 

특히 생산단계의 경우 농약, 항생제 등의 구입 및 사용기록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적발 및 처벌이 곤란하며, 수송․보관 냉장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유통단계의 위생

대책이나 소비단계에서 어떻게 자기방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 관리의 문제에 따른 중요성 대두는, 분명 식품위생 관

리를 위해서는 세 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황수

철, 2004: 77∼79).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위생 수준에 맞추고 있어 

생산과 유통 단계보다는 조리 및 섭취단계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 식품위

생 규제의 문제점 중 포괄적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는 우선 예외로 하고자 한다.

5) 소비자 경시의 행정풍토

선진국들의 법․제도나 농업정책은 생산자 우선의 산업진흥으로부터 점차 소비

자 최우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대의 식품행정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정책, 행정조직은 아직 생산자 

우선․소비자보호 경시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

가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공연

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식품안전에 관련한 정보공개를 기피해왔다. 또한 

식품사고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소비자 눈높이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문

가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소비자들은 설명책임을 다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도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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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정보외부성의 향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져 

소비자의 불안이 한층 증폭되는 악순환구조가 정착되고 말았다. 과학적 근거에 입

각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세간의 평

판과 소문, 특히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가 없는 이러한 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 예기치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쓰레기 만두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보호의 인식이 결여된 결과 소비자의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조사

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농산물 및 일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식품안전정

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식품안전 관련 공적기관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성 인식을 주기

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올바른 소비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

준이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위해요인에 대한 의식조사는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6) 안심 대책의 미흡

오늘날 식품안전문제는 안전 만이 아니라 안심 의 역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의 관심사인 안전성이란 사실은 안심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

자를 안심시키는데는 단지 안전도 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식품과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성물질

의 규제와 병원미생물의 관리 등의 적절한 수행을 통한 식품공급 각 단계의 안전도 

제고 노력과 동시에,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심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학적 견해에 

입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표시제도와 인증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식품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식품안전대책의 역에서는 이와 같은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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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안전대책에서는 위해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

인 대책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안전문제는 식품위생 분야 전문가들의 전담사항으

로 되어 왔다. 그러나 안전성은 정보의 불완전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문제화 할 

수 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식품안전 규제를 만든다 해도 그것만으로 안전성

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안전대책에는 경제학적 사

고를 바탕으로 한 안심대책의 결합이 불가결하지만, 아직 이러한 인식이 폭 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7) 정부 주도의 호송선단식 관리시스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식품위생 안전시책 모두를 정부가 포괄

하는 것이 아니라 대(對)비용효과를 근거로 하는 자기책임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정

부는 민간의 제3자기관과 연계하여 식품위생 안전대책을 촉진하고 산업계와 소비자

의 자발적 식품위생 안전활동의 추진을 돕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정부에서는 민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지

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인식이 결여된 채 정부가 모든 관리역할을 담당하는 호송

선단식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

8) 식품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식품공급체제에 있어 식품산업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종래 식품산

업부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식품산업은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었을 

뿐 지원․육성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산업부문은 매

우 복잡한 다수업종의 상호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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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만두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업체가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취약한 

분야가 많은 상태에서는 식품의 위생․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의 지

속은 식품위생의 안전성 선진화의 장애요인이 된다. 

안전 및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식품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즉 처벌과 벌칙의 강화가 능사는 아니란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 안전도 강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업자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장구조

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안전규제의 과잉은 세업체의 재정건전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되며, 식품시장은 건전한 세업체의 존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 길이다.

9)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위기의식 결여

식품위생 관리의 결여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

는 매우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키고 난 후 곧 잊혀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

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안전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큰 성과로서 측정되는 사항 

또한 아니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의 투입은 우선순위로 늘 려나

게 되었다. 

광우병(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과 같은 중대사안이 발생하

지 않는 한,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식품위생 안전대책이라는 정책

역일 수도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EU와 일본에서 벌어진 제도․행

정의 급격한 변화는 BSE의 발생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견해가 매우 유력하다(황

수철, 2004: 82). 특히 일본에서도 BSE의 발생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이전에는 일

본의 식품위생 행정체제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BSE 

발생 이후 일본 행정대응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위기의식의 결여 및 위기관리체제

의 미흡 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BSE의 사례에서는 예외로 보이고 있지만, 쓰레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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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같이 전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식품위생 행정에서의 위

기의식과 평시 대처능력 향상 방안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황수

철, 2004: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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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 체계 및 특징

1.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 체계의 개관

1) 서울시 식품위생 행정의 개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위생분야 주요사업은 크게 8개 사

업으로 대표된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 서울지역 유통

량의 안전성 관리 강화,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 ,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서울 세계음식박람회 등 개

최, 음식점 서비스 수준 로벌화,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정

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  내실화, 화장실 문화 세계 일

류화38)이다.

①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제조․가공 및 판매식품의 안전

관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목표

로, 첫째, 농․수산물 검사 물량 및 항목 연차별 확대, 둘째, 민․관 합동 부정․불

량식품 단속 강화, 셋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시민신고제도 적극 

전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8) 화장실 문화 세계 일류화 사업은, 본 연구의 세부 검토 대상인 식품위생 역에 포

함되지 않아 상세한 논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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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

된 정책으로 현재 상황이 부적합한 식품의 신속회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

템이 미 구축되었다는 판단 하에 식품안전전산망을 단계별로 구축․운 하는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정보화기획단을 독자적으

로 운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명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2004년의 추진과정을 보면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 하여 식

품판매점, 소비자보호단체, 자치구 등에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토

록 하며, 2006년에는 SMS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ARS 서비스 등의 기능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향후 전국 연계 시스템으로 확대시행을 도모하고 있다.

③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현재 서울특별시내의 먹는 물 공동시설이 392개소이며 1일 이용인구수는 약 

7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종류는 총 

61종으로 국내산이 55종, 수입산이 6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수기 제조․판매업소도 

82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런 이용규모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

강을 증진시키고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의 수질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 수질

검사를 년 4회에서 6회로 확대․강화토록 하며,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관리도 

연 2회 실시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유통 중인 정수기 수거검사 등 정수기업체

를 대상으로 한 지도․관리도 강화하여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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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 세계 음식박람회 등 개최

거대도시인 서울특별시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국제음식축제인 세계적인 음식 

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개최하고 있는 음식축제는 우리 전통음

식 위주로 구성되어 국제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김치 축제, 전통주 축제 

등 개별 품목의 위주로 축제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종합 음식축제로서는 부족한 실

정이다.

⑤ 음식점 서비스 수준 로벌화

대형음식점의 경우 비교적 중․소형 음식점에 비해 위생․친절 및 시설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에 중소형음식점이라 할 수 있는 업장 면적 20평 미만 업소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업장 면적이 

20평 미만인 중소업체가 전 업소의 70.2%이며, 이들 업소는 연평균 40%를 육박하

는 잦은 업주의 교체가 또한 문제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개혁 정책에 의해 식품위생분야 규제가 약 50%정도 폐

지, 완화 등 개선되면서 기존 업자 교육이 폐지되어 신규 업자는 위생․친절 

교육을 받고 있으나 기존 업자는 교육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위생수준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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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규제변경 및 개선 현황

구분1) 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초 등록 규제수(1998년 8월 31일) 193 124 69

변경현황

규제변경

증가

소계 3 2 1
신설 3 2 1

누락등록 - - -
기타 - - -

감소

소계 100 59 41
폐지 95 54 41
기타 5 5 -

증감소계 ▼97 ▼57 ▼40
현재 등록 규제수 96 67 29

최초 등록 규제수(1998년 8월 31일) 193 124 69

개선현황2)
강화규제 14 3 11
완화규제 67 37 30

현재 등록 규제수 96 67 29

주 : 1) 식품위생관련 법규 중 타부서(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등) 이관업무는 제외함. 

2) 규제 개선현황은 최초등록규제부터 개선내용에 관한 자료이므로 증감상의 합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정기혜(2004),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서울특별시의 바람직한 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 서
울시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음식점 지원․육성 강화, 융자지원금의 확대(식품진흥기금규칙 개정, 100억원)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

이다. 

또한 매년 12,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음식점 화장

실 개선을 위해 매년 1,250개 업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매년 100개 업소를 

Hi-Seoul 한국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

며, 매년 30,000명에게 현장 이동식 교육을 통한 어․친절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연간 21,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이검

사 키트를 활용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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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새로운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속

적인 정비를 하고자 함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1일 26개반 160명으로 구성하여 운

토록 하고, 1개 반은 6∼7명으로 구성한다. 참여 단체별 인력 구성은 시․구 3인, 

경찰 1인, 시민 2인 그리고 소방 1인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속․반복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업소 근절을 목표로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정비 단속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폐․변태, 법규위반업소를 정비하며, 시민감시체계 확립 및 시민신고 활성화로 시

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급지급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 다.

⑦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 운  내실화

1995년부터 명예시민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매월 3∼4회 실시하 으나, 시민감

시제도 활용범위의 제한 및 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

품감시활동에 시민참여 확대를 계획하 다. 

즉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운 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촉인원에 대한 실무향상 

교육을 연2회 실시하며 운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 다. 식품안전 취약지역을 대

상으로 자율위생․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식품자동판매기,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

이다(정기혜, 2004: 86∼90 재정리).

2)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의 실태

1995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식품위생 행정업무가 중앙정

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주요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도에는 식품의 업허가권이 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으로 위임되었고, 1998년에는 사전(事前)관리 및 사후(事後)관리의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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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주요 사무현황

연도 이관 업무 담당 조직 비고

1996년
․ 업허가권
- 식품의 업허가권을 자치단체에 
이양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
청장

1998년

․사전관리
- 식품의 사전관리적 신고, 허가 
업무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의 
전반에 관한 허가․신고 업무 관장

- 시․군․구
- 식품위생법 
대상업소 

99.96%를 
시․군․구에서 관리

․사후관리
- 식품의 사후관리적 위생감시 및 
시설조사

- 시․군․구
- 지방청에서는 
문제품목 등에 

대한 특별관리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조사처리업

-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자료 : 정기혜(2004),“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서울특별시의 바람직한 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 서
울시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특히 업신고 등 사전관리업무는 식품위생법 대상 업소 중 식품첨가물 및 식품

조사처리업소를 제외한 모든 식품위생업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있어 위해도

(危害度) 및 관리의 중요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

후 이들 시․군․구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정기적

인 식품위생감시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첨가물업, 식품보존업을 제외한 모

든 식품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군․구에 이관되어 기초단체의 업무

과다를 불러왔으며 그로 인한 식품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2003년 서울시의 위생공무원 1인당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계량적인 업무

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다부과 되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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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서울시 식품위생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

구 분 총업소수(A)1) 총공무원수(B)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A/B)

서울시 187,118 70 2,673

주 : 1) 업소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 식품제조․가공업, 판매․운반․기타로 구분된다. 

자료 : 정기혜(2004), p. 95. 

즉 본청과 자치구의 식품위생인력은 2003년말 현재 총 70명으로 집계되었고, 담

당하여야 할 위생업소 수는 187, 118개소로 1인당 2,673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 식품위생에 대해 서울시 관련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법

령․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반 시설기준과 위생기준 및 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집행만 할 뿐 독자적으로 기준을 제정하여 운 하는 업무는 없다(서울특별시, 2004: 

13)는 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근거마저 미비되어 있다는 문제

도 있다. 

특히 많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

부는 법규 등의 제․개정, 정책․제도 개발, 업허가․신고 및 감시 집행, 행정처

분 등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업신고 및 감시집행, 행정처분만을 담당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에 제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제도적․행정체제적․집행과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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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체계의 문제점

업무중복과 전문성에 있다.

1) 업무 중복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의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

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불규칙적이고 중복적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관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등으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

제 행정처분권이 없어 단속업무의 교차감시 효과보다는 중복단속의 성격만을 갖게 

되는 폐단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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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출입 ․ 수거검사 중복 현황
부처 근거법령 내용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위생법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 검사 및 기획단속 : 지방청 
및 본청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 검사 : 시 ․ 도 및 시 ․ 군 ․ 구

농림부

축산물가공처
리법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 ․ 도 및 시 ․ 군 ․ 구
※ 다만, 작업장(도축, 집유, 축산물가공업 및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및 판매업을 제외한 판매․유통단계의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양곡관리법 □ 시․도 및 시․군․구

인삼산업법

□ 연근표시․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삼류검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 채집, 수입 : 
자체검사기관 또는 인삼류검사기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
리법

□ 지정해역 : 국립수산과학원
□ 생산․가공시설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수산물안전성 검사
․ 생산단계 : 품질검사원 및 수산과학원
․ 해역서식패류 : 국립수산과학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시 ․ 도
국세청 주세법 □ 세무서

산업자원부 염관리법 □ 염업조합, 산업자원부 지정기관의 품질검사

자료 : 정기혜 등(2003),「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등(2004),ꡒ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서울특별시의 바람직한 식품위생행정 발전방향ꡓ, 서울시 식품위생
행정발전방향세미나 자료집, p. 97.

2) 전문성

현재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초에 관련 

학문을 전공한 전공자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재

교육 등에 의한 전문성 제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또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식품위생 및 안전분야가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보건

위생에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 근무하는 인력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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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최첨단 식품산업의 기술력을 리드할 수는 없지만 중간자적 역할 수행은 가

능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식품업체, 소비자(단체), 정부로 이어지는 식

품안전연결고리에서 최첨단 기술과 업체를 이해하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에게 적

정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향후 올바른 식품위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미흡에 의한 관련 교육과정 및 내용 미개설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처해 있다(정기혜, 2004: 97∼98).

<표 Ⅲ-6> 서울시 식품위생규제의 문제점 - 공무원 (전화)인터뷰

강남지역 ○○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담당

현행 식품위생 규제의 문제점은 인력과 행정적 구조 문제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행정사무와 현장업무 모두 전문화된 인력이 철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식품위생과 같은 소비자보호의 부문은 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 인력은 업소별 인 ․ 허가, 변경, 행정처분, 
행정소송 등의 사무업무 점유가 거의 90%에 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 
구청 행정구역에만 11,000여개의 업소가 있고, 이에 대한 현장교육․지도 ․ 상담 ․ 
수거검사 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의 기회와 내용은 극히 부족하고, 전문적인 
공무원 양성 또한 힘든 현실에서는 식품위생 규제에 대한 좋은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 개선 노력 등 규제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 홍보를 
하는 일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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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서울시 식품위생규제의 문제점 - 업체 관계자 (방문)인터뷰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북지역 ○○구지회 사무국장

현행 식품위생규제의 문제점은 오히려 규제가 너무 약화되었다는데 있다. 
음식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존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인허가, 단속 과정)이나 
명령통제적인 식품위생규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과 부패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개선되었고, 실제로는 피규제자의 부정부패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전체 음식업체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규제집행 환경을 보면 해당 구청지역에서만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소의 업소가 신규창업 ․ 폐업 ․ 휴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관할 
공무원이 세 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무인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해소 과정에서도, 민원사실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기보다는,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무언가 잘못한 방향으로 결론나기 일쑤여서 현장 지도․단속의 강도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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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의 품질 수준 평가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의 품질수준의 평가는 서울시의 사업

적 측면과 기초 행정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짐에 따라 규제와 같은 기

능 수행에 있어 결과에 대한 향력도 지방적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분명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의 여러 역할은 그 지역이나 국가에만 한정되어 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함께 효과적인 지방의 운 에도 세계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도시인 서울시는 그 향력의 범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적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가의 기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식품위생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관리와 운 체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 사업적 측면

식품위생을 위한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식품관리와 

홍보 및 전파, 그리고 감시 체제 활동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식품관리

식품관리는 식품에 관한 안정성을 위한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식품으로 적절하

지 못한 불량식품단속과 수질오염여부 및 안정성 검사를 통한 식수로서의 적합성 

등에 관한 활동, 이러한 식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

를 말한다. 식품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정보화의 강국인 국내의 이점을 통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 이 예상되고 있다.



119

식수에 관한 관리 방안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리체계보다 강화되어 수질검사의 

횟수를 증가하여 자연식수 공급과 이를 통한 인공적 식수 제공에 관련하여 식수 공

급시설 유지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유통식품에 있어서는 유통식품의 성격이 유동적이라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를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관리와 시

민의 역할을 통하여 식품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다.

2) 홍보 및 전파

서울시는 복잡한 사회와 거대한 규모의 도시안에서 효과적인 식품위생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식품위생을 위한 홍보 및 전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식품에 관한 

정보나 위험요소에 대한 전파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울시처럼 복잡하고 거대

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많을 활동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인 체계를 필요로 하

고 있다.

세계화에 있어 한국의 음식이 다양한 나라로 전파되고 발전되어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해외홍보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해외 각국

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도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외국에 관한 홍보 및 전파를 위한 시스템 체계나 방법이 부족하며 이를 위한 질

적․양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감시 및 단속 활동

식품위생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으로 불량식품에 관한 단속과 감시를 말하고 있

다. 서울시는 이러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서울시에 맞게 광범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홍보 및 전파를 통하여 시민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신고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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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품위생은 주민 스스로가 관리한다는 의미부여로 평가될 수 도 있지만 정확한 

규제 범위과 체제를 마련하지 않고 신고시 포상금이나 이익이 주어졌을 경우 무분

별한 신고와 이를 악용한 시민신고제도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관리 측면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분담으로 인하여 기관별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업무분담이 조직별로 중복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전문가교육에 있어 미흡하다는 평

가가 있다.

식품위생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 많은 부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오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관리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로 행정업무에 대한 변동과 함께 식품위생에 관련하여 행정

적 측면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행정적 측면의 변화에 있어서는 일정부

분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업무분담이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분담으로 

인하여 기관별 업무 부담 증가되고 이는 당연히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

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업무분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감시 및 단속등의 현장을 

통한 활동이나 기타 식품위생에 관련한 활동들에도 부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

또한 식품관리에 관한 업무분담이 조직별로 중복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한 현장관리나 

단속에도 향을 미쳐 전반적인 식품관리에도 부정적인 향을 주게 될 것이다. 

식품은 시간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또한 세계화를 위한 대안으로도 식품규제관

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이와 관계한 전문

적인 인력양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은 단순하게 먹는 음식의 의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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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많은 관리체계와 이를 위한 전문가교육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점

에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제1절  서울시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분석 모델 및 하위변수

제2절  서울시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 

   

제Ⅳ장
서울시 사회적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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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서울시 사회적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서울시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분석 모델 및 하위변수

서울특별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은 다원화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업무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최 일선 식품행정업무 담당기

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감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기 퇴직과 실직 등의 증가로 인해 식품 위생업 관련 자 업자가 

늘면서 식품 위생과 관련된 행정업무이관, 업체의 개업과 관련된 담당 업무량이 증

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산 식품의 위험성과 조류 독감 등 음식에 관한 안전성

이 부각됨에 따라 식품행정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

라 현재 업무 추진 실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별적 사안뿐 만 아니라 거시적 체

제 및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있는 중국 수입 식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

을 통해, 식품 위생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문

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와 관련 기관에서는 식품 

원료의 청결성 확보를 위한 음식업체의 인식전환, 국가관리체계 수준의 향상, 엄정

한 처벌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규제정책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품질수준과 그 내용을 평가해 보고 개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의 선택을 강요하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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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련 논의와는 다르게, 규제(내용)품질의 향상을 통해 자발적 규제와 규제품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 규제 개혁의 흐름에 맞게, 현재 서울시의 식품위생 

역에서 인식하는 품질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의 식품위생행정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모델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모델은 투명성

(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비례성

(proportiona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목표성

(target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완화의 정책에서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자

율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39)의 측면에서 볼 때, 식품위생 일반원칙의 세부적 원칙

들, 즉 일차생산, 설계 및 설비를 위한 시설, 공정관리, 유지 및 소독을 위한 시설, 

개인위생, 식품운반, 제품정보 및 소비자 인식, 그리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훈련들을 

위한 세부적 원칙들이 국제적인 규제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더 구체적으로는 BRTF의 규제품질 판단기준,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 비례성(proportiona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목표성(targeting)

의 판단기준에는 적합한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국제적인 규제품질 기준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39) 자율규제와 시장유인적 방법에 의한 규제는 소비자문제가 식품과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에 야기되는 문제라는데 착안하여 생산자나 판매자로 하여금 소

비자가 합리적 소비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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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참여가능성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

규제 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 정도

효과 분배의 투명성

규제의 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이해당사자

참여가능성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

최적 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의 존재

순응 유인

수단의 존재

규제 이해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 정도

효과 분배의 투명성

규제의 비용, 편익의

정당성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기존규제 파생효과 확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 반영, 부담 최소화

타 규제와의 중복 및
혼선 회피

피규제 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의 배려

획일적 순응을 지양하고
피규제자의 자율 유도

규제는 최선의 정보를
기준한 합리적 의사결정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때 규제선택

최선의 비용효과적
규제방법 선택

위험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 우선순위 선정

규제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안의 단순화 및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확인 및 심각성평가

기존규제 파생효과 확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 반영, 부담 최소화

타 규제와의 중복 및
혼선 회피

피규제 집단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의 배려

획일적 순응을 지양하고
피규제자의 자율 유도

규제는 최선의 정보를
기준한 합리적 의사결정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때 규제선택

최선의 비용효과적
규제방법 선택

위험의 본질을 고려한
규제 우선순위 선정

규제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안의 단순화 및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확인 및 심각성평가

•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
•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
•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
도
• 규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수정, 폐지의 가능성

• 규제목표내에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 
의사소통수단의 포함 여부
•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
• 규제내용의 단순, 명확성과 순응 절차 안내
•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

• 각개 사항에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각 부처내 규제의 전국가적 일관성 여부
•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합 여부

• 규제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 절차 유무
• 규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명확한 표준의 확립
• 효율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

• 사회위험과 순응부담의 일치
•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
• 사회위험도와 비례한 강제적 규제의 사용
• 처벌적 규제보다 교육적 규제의 활용

•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
•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
•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
도
• 규제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수정, 폐지의 가능성

• 규제목표내에 필요성과 명확한 정의, 
의사소통수단의 포함 여부
•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
• 규제내용의 단순, 명확성과 순응 절차 안내
•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

• 각개 사항에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 각 부처내 규제의 전국가적 일관성 여부
•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합 여부

• 규제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 절차 유무
• 규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명확한 표준의 확립
• 효율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

• 사회위험과 순응부담의 일치
•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
• 사회위험도와 비례한 강제적 규제의 사용
• 처벌적 규제보다 교육적 규제의 활용

<그림 Ⅳ-1>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모델

이를 위해서 각 요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하위변수 중 식품위생 역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여부와 같이 음식업 관련자에게의 질의가 부적

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인별 문항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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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델의 하위변수 정의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 활용된 요인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며, 그 각각의 요인

은 이하와 같은 하위변수를 정의하여 분석에 적용하 다. 

첫 번째는, 비례성 요인에 대한 하위변수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 다. 위의 분석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례성은 총 4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제외 대안들의 고려”와 “교육적 규제의 활용” 등은 명령통제적 규제방식을 지양

하고 시장친화적 규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근거로 보아 1개의 변수로 통합하여 문항

을 제시하 다.

<표 Ⅳ-1> 비례성 요인의 하위변수

비례성

문항 1. 규제준수에 소용되는 비용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2.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안전도확보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3.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두 번째는, 책임성 요인으로 하위변수의 문항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

식업 관련자의 업무 행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원용하고 활용하 고,“규제

안의 공표와 광범위한 논의절차 유무”와 “정부, 의회,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명확한 

확립”과 같이 규제집행 현장위주의 조사에서 정확한 결과 획득을 어려운 변수는 제

외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성된 책임성 요인의 하위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Ⅳ-2> 책임성 요인의 하위변수

책임성

문항 4. 시설 및 위생관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5.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과 명확한 표준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6. 효율적인 고충처리절차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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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일관성 요인에 관한 사항이다. 일관성 요인은 BRTF 등의 규제품질

기준을 검토하면 총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국제적, 국내적 근거에의 부

합 여부” 와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는 사례인 식품위생 규제의 

현장 인식 조사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여 그 외의 2가지 변수를 통해 설

문을 구성하 다. 

<표 Ⅳ-3> 일관성 요인의 하위변수

일관성

문항 7-1.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한 동일만점체제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7-2.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한 차등만점체제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8. 보건복지부․식약청․시 또는 구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네 번째는, 투명성 요인으로 하위변수의 문항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

식업 관련자의 업무 행위에 직접 적용되기 곤란한 항목으로 판단되는 것은, “규제 

제정,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논의 시행 여부”이며 규제집행 

현장에서는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변수로서 제외하게 되었다. 이 밖의 원칙들은 식

품위생 규제 현장에 적합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된 투명성 요인의 하위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Ⅳ-4> 투명성 요인의 하위변수

투명성

문항 9.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과 관련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0.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관한 필요성 인식도․이행성 인식도

문항 11-1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1-2.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행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2. 행정처벌은 미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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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목표성 요인은 분석모델에서는 총 4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지

만 첫 번째와 세번째40)는 그 의미가 매우 중복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하나의 요인으

로 통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요인인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자의 권한 정도”는 집

행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단위의 일선기관에서만의 연구보다는 각 정부수준

에 따른 분석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이를 통해 설정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Ⅳ-5> 목표성 요인의 하위변수

목표성

문항 13.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문항 14.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 인식․이행성 인식

40) 첫 번째는,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범위의 집중성”이고, 세 번째 ”최대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적용의 집중 정도”는 그 의미의 범위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규제기관

의 관심과 역량의 집중이 특정한 사회문제 혹은 최대 위험요인으로 판명되는 것에 발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 ”최근의 대두되는 핵심 이슈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심과 역량 집중”으로 보

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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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

1. 분석의 대상 및 방법

서울시 25개 구청의 구청 공무원과 지역 내의 일반음식점 

운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하 다.

식품위생 규제의 내용상 품질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8월 3일∼8월 17일

(2주간)의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 구청의 구청 공무원, 지역내의 일반음식점 운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된 자료는 SPSS 10.0 통

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2. 분석의 내용

분석의 내용은 첫째,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과 고객인식의 

이유를 확인하고, 둘째, 식품위생 규제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확인하 으며, 셋째, 규제

품질기준에 포함되는 5개의 핵심요인, 비례성․책임성․일

관성․투명성․목표성에 대하여 공무원과 일반음식점 운

자가 인식하는 필요성과 이행성을 평가하 다.

구체적인 설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과 고객인식의 이유를 확인하여 보았다. 고객의 인식

은 공무원 집단의 경우 정책목표대상자의 확인을 통해 서비스와 정책내용의 적실성

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고객지향적 행정의 선행조건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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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목표 고객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현실적합한 정책의 수립 및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정책과 같이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발생되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

되어지고, 저항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선행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궁극적으로 규제의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

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공무원 집단과 피규제자인 일반음식점 운 자의 인식을 파

악하여 논의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위생 규제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제시하

도록 하 다. 특히 규제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가치를 최대

의 핵심으로 제시하지만, 이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즉 같은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규제대상자에 대한 명령통제적인 방법에 의해 목표를 실

현시켜야 하는가, 혹은 시장친화적 방법에 의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는가의 차

이는 목표를 지향하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본 분석내용에서는 이

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문항의 순위선정을 통해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셋째, 규제품질기준에 포함되는 5개의 핵심요인(비례성․책임성․일관성․투명

성․목표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변수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

음식점 운 자가 인식하는 필요성과 이행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여기서 세부변수

에 대한 인식의 평가를 필요성과 이행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함은, 향후 연구의 결과

를 제시함에 있어 규제품질 기준의 핵심요인 중 필요성만큼 이행성이 확보된 요인

(필요성 = 이행성), 필요성만큼 이행성이 확보되지 않은 요인(필요성 > 이행성), 이

행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더 이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요인(필요성 < 이행성)의 

경우를 대별하여 핵심요인별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품질 인식도 모델의 비례성, 책임성, 일관성, 투명성, 및 목표성의 규제품질



133

의 원칙에 대한 필요성 및 이행성의 평균과 기준값 (=3: 보통)을 기준으로 하 을 

때 필요성과 이행성은 어느 정도의 수준, 그리고 공무원과 일반음식점 운 자들 간

의 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하 다. 

3. 분석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인구통계적 변수 이외에 집단간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 및 종사기간을 포함하 다. 구체적

인 특성별 결과는 아래의 <표 IV-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분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0.1%가 

남자, 39.9%가 여자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40세∼49세가 45.6%

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이 각각 4.0%, 0.3%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치를 점유하 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전체의 42.4%로 가장 높았

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2.7%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대학

교,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67.1%로 나타나, 학력은 전체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분포는 음식업체 운 인(업주, 조리사 포함)은 전체

의 39.8%이고, 식품위생과 관련 위생 공무원은 60.2%로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기간은, 1년 이하인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 4년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체의 43.9%, 5년 

이상 ∼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는 27.8%로 나타나, 전반적인 종사기간은 짧은 편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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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응답자 비율

계 300 100.0

성별
남자 179 60.1

여자 119 39.9

연령

20세～29세 17 5.7

30세～39세 87 29.2
40세～49세 136 45.6
50세～59세 45 15.1
60세～69세 12 4.0
70세 이상 1 0.3

직업
음식업체 운 인 119 39.8

위생 공무원 180 60.2

학력

초등학교 졸업 9 3.1

중학교 졸업 28 9.5
고등학교 졸업 60 20.3
전문대학 졸업 65 22.0
대학교 졸업 125 42.4
대학원 졸업 이상 8 2.7

종사기간

1년 이하 51 28.3

1년～2년 49 27.2
3년～4년 30 16.7
5년～10년 23 12.8
10년 이상 27 15.0

<그림 Ⅳ-2> 조사대상자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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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 규제 고객에 대한 인식도

고객에 대한 인식은 정책목표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에 귀결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집단과 음식점 업주의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

원 집단은 음식점 업주가 규제정책의 고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해당 규제의 목표는 전체 국민의 안

전 증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음식점 

업주에 대한 단속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결과는 아래의 <표 IⅤ-7>과 같다.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에 대한 인식도는 목표대상자의 확인을 통해 서비스와 정

책내용의 적실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고객지향적 행

정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목표 고객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현실적합한 정책의 수립 및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의 대상자인 음식점 운 자와 공무원 대상자에게,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의 인지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IⅤ-2>와 같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유효한 298명의 응답자의 58.4%는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은 음식점 업주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이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41.6%로 나타났다. 

<표 Ⅳ-7>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에 대한 인식

결과
구분

빈 도 비 율

음식점 업주 174 58.4%

일반국민 124 41.6%

합 계 2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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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종별 식품위생 규제 고객에 대한 인식도

두 집단, 즉 공무원과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인지하고 있는 

고객은 차이가 있다.

한편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직종에 따라서 대상 고객은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식품위생에 대한 규제가 최종목표대상인 일반시

민에게 긍정적인 향(안전한 식품 섭취)을 미치기 위해서는, 규제를 따라야 할 집

단(피규제집단)인 음식점 업주가 규제목표를 이해하고, 규제사항을 준수하며 식품안

전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면 규제시행자인 행정기관(공

무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고객은 음식점 업주가 될 것이고, 이의 간접적 고객(수

혜대상)은 일반시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음식점 업주를 고객

으로 삼아, 규제에 대한 이해와 내용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음식점 업주의 입장에서는, 음식점 업주와 일반국민 중 누가 그들이 

고객이냐를 논의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해야 함이 마땅하다. 만약 

그들이 자신 또는 업종관계자들을 식품위생규제의 고객이라 인식한다면 규제의 준

수 보다는 공공기관이 고객인 자신들의 고충과 불이익을 먼저 해소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일반국민을 고객으로 확고히 인식할 경우 

자발적인 식품안전도 향상과 자율규제 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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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직종별 고객의 인식 분포

음식점 업주 일반국민 합계  

음식점 
운 자

빈도 49 70 119

비율 41.2% 58.8% 100.0%

공무원
빈도 124 54 178

비율 69.7% 30.3% 100%

주 : χ
2
-test 결과, 유의수준을 p<0.05에서 두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고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 직종별 고객의 인식 분포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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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식점 운 자들이 인식하는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은 일반국민이 전체의 

58.8%를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41.2%에 달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음식점 업주를 식품위생 규제의 고객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이 69.7%에 달해 상당부분 정책의 목표대상자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최종수

혜자인 일반국민을 고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30.3%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χ

2-test 결과, 유의수준을 p<0.05에서 두 개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고객은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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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규제 고객에 대한 인식도 차이의 원인

(1) 음식점 업주가 고객이어야 하는 이유

84.5%의 응답은 ‘음식점 업주의 식품위생규제 준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일반국민의 식품안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고객을 음식점 업주와 일반국민으로 나누었을 때 음식점 업주가 고객이

라고 판단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응답자 중 12.1%는 “음식점 업주가 단

속과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규제는 그 대상에 대한 단속

과 처벌의 성격이 강하여 통제적 고객을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하 다. 

한편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84.5%의 응답은 “음식점 업주의 식품위생규제 준수

가 먼저 이루어져야 일반국민의 식품안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으로 제시되어, 최종

목표자인 일반국민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음식점 업주의 규제순응이 필요하기 때

문에 규제의 고객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9> 음식점 업주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원인                    (단위 : 명, %)

결과
원인

빈도 누적비율

음식점 업주가 단속과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
21

(12.1)
 12.1

음식점 업주의 식품위생규제 준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일반국민의 식품안전을 이룰수 있기 때문

147
(84.5)

 96.6

공공기관에서는 음식점 업주의 변화를 통제해 나가기가 보다 

수월하기 때문
6

(3.4)
 100.0

합 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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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국민이 고객이어야 하는 이유

61.3%의 응답이 ‘식품위생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반국민에게서 식품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일반국민을 규제의 고객이라고 보는 이유는, 전체 중 다수인 61.3%의 응답

이 “식품위생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반국민에게서 식품위험이 없도록 하

는 것이기 때문”으로 제시되어, 다수의 응답자는 규제의 고객은 일반국민 전체로 인

식하고, 그들의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 규제의 목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10> 일반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원인                     (단위 : 명, %)

결과
원인

빈도 누적비율

납세자인 국민의 공익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명이기 때문

19
(15.3)

15.3

식품위생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반국민에게서 식품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

76
(61.3)

76.6

공공기관의 정책은 항상 대다수 일반국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

29
(23.4)

 100.0

합 계 124   

5) 식품위생 규제의 목표에 대한 인식도

‘납세자인 대다수 일반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확보되도록 행

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규제의 목표라고 인식하여, 국민 전

반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규제행정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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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규제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순위를 작성하도록 질문한 

결과이다.  

<표 Ⅳ-11> 식품위생 규제의 목표에 대한 인식도

순위
문항

1 2 3 4 합계

납세자인 대다수 일반 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확보되도록 행정력 발휘

163
(56.2%)

55
(19.0%)

45
(15.5%)

27
(9.3%)

290
(100.0%)

업소가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모범적인 업을 지속하도록 유도
65

(23.0%)
99

(35.0%)
82

(29.0%)
37

(13.1%)
283

(100.0%)

업소가 좋은 재료와 안전한 조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

55
(19.2%)

88
(30.8%)

83
(29.0%)

60
(21.0%)

286
(100.0%)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규제로 

업자의 식품안전 의식 고취 및 

장려․촉진
16

(5.7%)
38

(13.6%)
70

(25.0%)
156

(55.7%)
280

(100.0%)

<표 Ⅳ-11>의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고 있

는 항목은“납세자인 대다수 일반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확보되도록 행정력을 발휘”

하는 것이 규제의 목표라고 인식하여, 국민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규제행정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순위에서는 35.0% 비율로 나타난 “업소가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모범적인 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순위는 “업소가 좋은 재료와 안전한 조리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29.0%)”와 2순위의 응답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제시된 4가지 유형의 식품위생규제의 목표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규

제로 업자의 식품안전 의식 고취 및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항목이 4번의 마지

막 순위로 제시된 경우가 가장 많아, 지속적인 규제를 해야 업자의 식품안전의식

을 촉진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은 다른 항목에 비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1

6)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이행성 인식도

(1) 규제품질기준의 각 항목의 필요성 분석

'시설관리․위생관리의 안전도 확보 필요성'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4.08로 나타나 가장 높은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규제품질기준 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

고 있는 항목은,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

기관의 노력(3.99)', '준수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94)', '보건복지부․식약청․

시․구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3.93)'이다. 

<표 Ⅳ-1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항별 평균은 ‘보통(3점)’보다 상

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관리․위생관리의 안전도 확보 필요

성”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4.08로 나타나 가장 높은 필요성 인식 결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규제품질기준 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항목은, “지켜

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3.99)”, “준수 사항에 대한 쉽고 명

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94)”, “보건복지부․식약청․시․구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3.9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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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규제품질기준의 문항별 필요성 인식도 분석

응답

필요성 인식 관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비

례

성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10

(3.3%)
24

(8.0%)
88

(29.4%)
114

(38.1%)
63

(21.1%)
3.66

시설관리․위생관리 안전도 확보 6
(2.0%)

16
(5.4%)

63
(21.2%)

76
(25.6%)

136
(45.8%)

4.08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강화 10
(3.4%)

30
(10.1%)

51
(17.1%)

94
(31.5%)

113
(37.9%)

3.91

책

임

성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
10

(3.4%)
31

(10.4%)
78

(26.3%)
87

(29.3%)
91

(30.6%)
3.73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과 명확한 

기준 (문제점 지적이 확실한 근거를 가져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는 상태)

5
(1.7%)

17
(5.7%)

101
(33.9%)

85
(28.5%)

90
(30.2%)

3.80

효율적 고충처리절차 (무엇을 어떻게․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점검결과에 대한 불만 등)

8
(2.7%)

26
(8.7%)

85
(28.4%)

105
(35.1%)

75
(25.1%)

3.71

일

관

성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해 

공평한 점수배분에 의한 평가 (동일 
만점체제)

29
(9.8%)

39
(13.2%)

80
(27.0%)

110
(37.2%)

38
(12.8%)

3.30

사항마다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배분(차등 만점체제)
21

(7.5%)
30

(10.7%)
83

(29.6%)
83

(29.6%)
63

(22.5%)
3.49

보건복지부․식약청․시․구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

11
(3.7%)

16
(5.4%)

80
(26.8%)

68
(22.8%)

123
(41.3%)

3.93

투

명

성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5
(1.7%)

15
(5.1%)

88
(29.6%)

91
(30.6%)

98
(33.0%)

3.88

준수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5

(1.7%)
15

(5.0%)
81

(27.2%)
89

(29.9%)
108

(36.2%)
3.94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
4

(1.3%)
16

(5.4%)
71

(23.7%)
97

(32.4%)
111

(37.1%)
3.99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13

(4.4%)
25

(8.5%)
85

(28.9%)
105

(35.7%)
66

(22.4%)
3.63

행정처벌은 미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
5

(1.7%)
22

(7.4%)
76

(25.7%)
114

(38.5%)
79

(26.7%)
3.81

목

표

성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

11
(3.7%)

29
(9.7%)

89
(29.9%)

109
(36.6%)

60
(20.1%)

3.60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한 

필요성․효과성의 점검, 수정 및 보완
6

(2.0%)
16

(5.4%)
80

(26.8%)
117

(39.3%)
79

(26.5%)
3.83

주 : 기준값 (=3)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표준 T-test 결과는 모두 기준값 3보다 높았고,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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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품질기준의 각 항목의 이행성 분석

대체로 규제품질기준에 대한 이행성은 각 항목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앞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로 규제품질기준에 대한 이행성은 각 항목의 필요

성 인식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항목별 분석결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의 

수치는 모두 필요성 인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

통'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중 특히 '행정기관의 방문 점검시 각 사항에 대해 동일 만점체제에 의한 평

가'와 '사항마다 중요도에 따라 차등 만점체제에 의한 평가'는 3.01, 3.03의 수준으

로 인식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요인 '일관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기관에서 방문하여 위생상황을 점검할 시 어떠한 평가체제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평가는 각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이때 2개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행성의 항목이 모두 낮은 것

은 실제 현장에서 점검시 활용되는 평가체제는 사항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점수체

제의 확립도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렇다고 각 점검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점수체계

를 유지하는 것에도 높은 수준의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평가체제의 일관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상의 사항과 별도로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

의 보조' 또한 3.06으로 낮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규제행위가 적발․

단속보다는 개선목표를 향한 지도와 유인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보다 높은 이행성 

인식도를 유지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며 향후 보다 적극적․시장친화적 규제정책의 

집행을 위한 개선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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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규제품질기준의 문항별 이행성 인식도 분석

응답

이행성 인식 관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비

례

성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10

(3.4%)
42

(14.2%)
123

(41.6%)
89

(30.1%)
32

(10.8%)
3.31

시설관리․위생관리 안전도 확보 6
(2.0%)

43
(14.5%)

125
(42.2%)

77
(26.0%)

45
(15.2%)

3.38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강화 15
(5.0%)

60
(20.1%)

111
(37.2%)

73
(24.5%)

39
(13.1%)

3.20

책

임

성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
18

(6.1%)
46

(15.5%)
113

(38.2%)
93

(31.4%)
26

(8.8%)
3.21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과 명확한 

기준 (문제점 지적이 확실한 근거를 가져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는 상태)

14
(4.7%)

52
(17.4%)

140
(47.0%)

60
(20.1%)

32
(10.7%)

3.15

효율적 고충처리절차 (무엇을 어떻게․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점검결과에 대한 불만 등)

18
(6.1%)

47
(15.8%)

129
(43.4%)

80
(26.9%)

23
(7.7%)

3.14

일

관

성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해 

공평한 점수배분에 의한 평가 (동일 
만점체제)

19
(6.4%)

57
(19.3%)

131
(44.4%)

78
(26.4%)

10
(3.4%)

3.01

사항마다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배분(차등 만점체제)
25

(9.0%)
53

(19.1%)
108

(38.8%)
73

(26.3%)
19

(6.8%)
3.03

보건복지부․식약청․시․구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

16
(5.4%)

35
(11.8%)

138
(46.6%)

77
(26.0%)

30
(10.1%)

3.24

투

명

성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15
(5.1%)

48
(16.4%)

122
(41.6%)

86
(29.4%)

22
(7.5%)

3.18

준수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11

(3.7%)
47

(15.9%)
117

(39.5%)
94

(31.8%)
27

(9.1%)
3.27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
10

(3.4%)
39

(13.2%)
128

(43.2%)
88

(29.7%)
31

(10.5%)
3.31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19

(6.5%)
54

(18.4%)
127

(43.2%)
78

(26.5%)
16

(5.4%)
3.06

행정처벌은 미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
11

(3.7%)
38

(12.9%)
123

(41.8%)
93

(31.6%)
29

(9.9%)
3.31

목

표

성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

10
(3.4%)

36
(12.2%)

123
(41.6%)

100
(33.8%)

27
(9.1%)

3.33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한 

필요성․효과성의 점검, 수정 및 보완
15

(5.1%)
44

(14.8%)
131

(44.1%)
89

(30.0%)
18

(6.1%)
3.17

주 : 기준값 (=3)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표준 T-test 결과를 볼 때, 공평한 점수 배분 이행성, 차

등 점수 이행성, 기관의 규제 준수 보조 이행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아 기준값 3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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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이행성의 평균차이 분석

규제품질의 기준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14>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 ․ 이행성 평균 분석
필요성 인식 이행성 인식

표본 269 262

평균 3.74 3.18

최소값 1.00 1.31

최대값 5.00 4.63

평균차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유의확률

0.5599 0.75121 12.017 259 0.000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필요성 인식의 경우 3.74의 평균값을 보여 ‘필요성이 있다’

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규제품질기

준 요소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3.18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보

통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지는 규제품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그에 비해 낮은 

이행도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하 다.

(4) 규제품질기준의 문항별 필요성․이행성 평균차이 분석 (대응표본 T 검정)

규제품질 기준의 각 항목의 필요성과 이행성의 수준에 대

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규제품질기준에 대한 필요

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실정에서 이행도는 아직 

필요성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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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문항별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 ․ 이행성 인식도 분석

평균차
표준
편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비

례

성

준수비용필요성 - 준수비용이행성 0.36 1.117 295 5.516 0.000

안전확보비용필요성 - 안전확보비용이행성 0.70 1.298 293 9.256 0.000

지도강화필요성 - 지도강화이행성 0.71 1.389 296 8.814 0.000

책

임

성

행정기관설명필요성 - 행정기관설명이행성 0.53 1.189 294 7.690 0.000

점검표준명확필요성 - 점검표준명확이행성 0.65 1.260 296 8.843 0.000

고충처리절차필요성 - 고충처리절차이행성 0.58 1.361 296 7.289 0.000

일 

관 

성

공평점수배분필요성 - 공평점수배분이행성 0.29 1.144 294 4.376 0.000

차등점수배분필요성 - 차등점수배분이행성 0.46 1.296 277 5.971 0.000

점검기준통일필요성 - 점검기준통일이행성 0.71 1.236 295 9.872 0.000

투

명

성

문의사항해소필요성 - 문의사항해소이행성 0.72 1.201 292 10.211 0.000

이해돕기노력필요성 - 이해돕기노력이행성 0.68 1.215 294 9.631 0.000

준수사항전달필요성 - 준수사항전달이행성 0.69 1.148 295 10.376 0.000

규제준수보조필요성 - 규제준수보조이행성 0.58 1.192 292 8.378 0.000

처벌기준명확필요성 - 처벌기준명확이행성 0.51 1.153 293 7.588 0.000

목

표

성

최근이슈중점필요성 - 최근이슈중점이행성 0.27 1.136 295 4.095 0.000

수시규제점검필요성 - 수시규제점검이행성 0.67 1.177 296 9.762 0.000

구체적으로 보면, 비례성 중 안전 확보비용과 지도 강화의 필요성과 이행성의 

평균 차이가 크고, 일관성 중에는 점검 기준의 통일의 필요성과 이행성간의 평균이, 

그리고 투명성에는 문의사항 해소, 이해 돕기 노력 및 준수사항 전달과 관련된 필

요성과 이행성간의 행성간의 평균의 차이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규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비용, 지도 강화, 점검 기준의 통일, 문의

사항 해소, 이해 돕기 노력, 그리고 준수사항 전달과 관련된 규제의 이행성을 높이

는데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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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종에 따른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이행성 인식도 차이 분석

(1) 직종별 규제품질 기준의 필요성 인식의 차이

규제품질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음식점 업주가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Ⅳ-16> 직종별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 인식도 분석

직종 표본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음식업 운 자 118 3.82 0.52010
15.762 0.000

공무원 150 3.67 0.68164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등분산 가정됨 2.024 266 0.044 0.153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89 265.772 0.038 0.1534

규제품질기준을 적용할 필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종별 구분

을 분석해 보면, 음식업 운 자(업주, 조리사)의 평균은 3.82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의 평균은 3.67로 나타나고 있어, 2개 집단 모두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 중 규제품질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보다 높게 느

끼고 있는 것은 음식업 운 자들의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등분산이 가정된 

F 값이 15.762이고 유의확률은 0.000 < 0.05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하에서 

T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평균의 차이를 보면 0.1534의 차이를 보이며, 이의 유의확률은 

0.038 < 0.05이므로 평균의 차이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규제품질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음식점 업주들이 더욱 높게 인식하다는 결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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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별 규제품질 기준의 이행성 인식의 차이

규제품질기준의 이행수준에 대해서는 두 직종별 차이가 

없다.

<표 Ⅳ-17> 직종별 규제품질기준의 이행성 인식도 분석

직종 표본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음식업 운 자 116 3.18 0.62771
3.840 0.051

공무원 145 3.18 0.53650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등분산 가정됨 -0.040 259 0.968 -0.002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040 226.823 0.968 -0.0029

규제품질기준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직종별 구

분하여 분석하면, 이행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두 집단 모두 3.18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제품질기준이 실행되는 것은 보통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양(兩) 집단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한편 등분산이 가정된 F 값이 3.840이고 유의

확률은 0.051 > 0.05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는 하에서 T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위에서 제시된 평균의 차이를 보면 -0.0029로 나타나 사실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때 유의확률은 0.968 > 0.05이므로 평균의 차이는 95% 신뢰구간에서 유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규제품질기준의 이행수준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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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음식업 운 자들의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과 이행성 인식의 차이

일반 음식업 운 자들은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을 이행성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Ⅳ-18> 음식업 운 자의 규제품질기준 인식도 분석

표본 평균 평균차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유의확률

필요성 전체 117 3.8558
0.6672 0.80404 8.976 116 0.000

이행성 전체 117 3.1886

음식점의 운 자가 인식하고 있는 규제품질기준에 대해 필요성과 이행성이라는 

대응표본의 평균차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점 운 자의 

경우도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85 이상을 보이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러한 규제품질기준이 규제현실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3.18의 수준으로, 보통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규제품질 기준의 필요성의 인식이 이

행성의 인식보다 높았다.

(4) 공무원들의 규품질기준의 필요성과 이행성 인식의 차이 

공무원들 또한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을 이행성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Ⅳ-19> 공무원의 규제품질기준 인식도 분석

표본 평균 평균차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유의확률

필요성 전체 143 3.6587
0.4720 0.69564 8.114 142 0.000

이행성 전체 143 3.1866

공무원들은 규제품질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3.65 이상으로 ‘보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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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넘어 ‘필요하다’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고, 이에 비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행

되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3.18의 평균점수로 ‘보통’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의 

평균차이도 0.47로 그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한 T 검정에서

도 유의확률(양쪽) 0.000 < 0.05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공무원들의 규제품질 기

준의 필요성과 이행성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8) 규제품질 5기준으로 본 필요성과 이행성의 차이 비교

규제품질관리를 위해서는 5가지 기준 모두 이행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표 Ⅳ-20> 규제품질관리의 5기준의 필요성 평균

요인
․
항목

비례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책임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일관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투명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목표성 요인의
필요성 항목

표본 299 299 299 299 298

평균 3.8757 3.7480 3.5819 3.8547 3.7131

<표 Ⅳ-21> 규제품질관리의 5기준의 이행성 평균

요인
․
항목

비례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책임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일관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투명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목표성 요인의
이행성 항목

표본 298 298 298 298  297

평균 3.2970 3.1667 3.1012 3.2305  3.2508

이 두 가지 결과를 살펴보면 ‘비례성’요인에서 분석된 설문항목의 필요성과 이행

성의 차이는 0.5787(3.8757-3.2970)로 나타나 그 간격이 상당한 정도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비례성 요인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욕구를 수용하여 현장

에서의 규제행정 방식에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임성’ 요인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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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 설문항목에서는, 필요성과 이행성 정도의 차이가 0.5813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

서 비례성 요인과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관성 요인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이행성의 차이가 0.4807로 나타나 다른 

요인의 항목에 비해 그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즉 일관성 항목에서는 설문이 

대체로 평가체계의 통일성과 점검방식의 통일성에 대한 질문으로 수행되었는데, 필

요성 항목은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이행성 항목도 다

른 요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평

가체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큰 필요욕구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점검에 활용되는 평가체계에 통일성도 내포되어 있진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투명성 요인은 필요성과 이행성의 차이가 0.6242로 가장 큰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 투명성은 요인은 대체로 피규제 집단의 규제준수를 위한 행정기관의 

보조와 협력, 그리고 행정처벌의 발생시 명확한 기준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었다. 특히 투명성 요인은 규제품질관리 기준의 다양한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

인으로 명령통제적 규제에서 시장친화적 규제로 변화함에 있어서의 핵심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 본 설문조사에서도 필요성 인식이 3.854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

으며, 이행성은 3.2305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규제체계상 보완이 필요한 요인

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성 요인은, 필요성과 이행성의 차이가 0.4623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에 비해 그 차이는 작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필요성과 이행성은 각각의 수치

에서 보통 이상과 보통 수준으로 구별이 가능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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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의 주요 결과

지금까지 제시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 및 사

례별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규제품질기준에 대해서 

대체로 그 필요성은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

한 인식은 보통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현실이

었다.  

특히 음식업 운 자의 경우 식품위생 역에서의 규제품질관리의 필요에 대해 

평균 3.85가 넘는 수치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높은 필요욕구를 나타내고 있

었으며,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는 평균 3.6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제품질관리의 

필요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3을 보통(기준)으로 보았을 

때 4에 가까운 인식도는 그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규제품질기준의 현실 이행성에 대해서는 양(兩) 집단 모두 보통 수준(3.18)

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품질의 사항들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환경에서 적용이 필요한 것이라고는 인식되지만, 아직 

현장에서 본격적인 이행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보여, 그 필요성에 부응한 개

선과 보완의 여지가 발견되고 있다. 

이 밖에 문항별 인식에 대한 결과에서는, 필요성 항목 중 특히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시설관리․위생

관리의 안전도 확보는 식품위생 규제의 목표에 정확히 비례하는 항목으로, 안전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준수사항에 대해 쉽게 전달해주

고,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필요성 

제기도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제1절 사회적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제2절 원칙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

제Ⅴ장
서울시 사회적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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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서울시 사회적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사례로 연구한 식품위생 역은 피규제집단의 

특성41)에 의해 다른 사회적 규제 역으로의 일반화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론적 검토와 실증 분석

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식품위생 역에 대한 규제 문제의 

심각성이 아닌, 규제품질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검토 기

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제1절 사회적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검토 기준을, 

연구에서 활용된 핵심요인의 결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OECD와 국 BRTF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 제고가 

가지는 긍정적 의의를 파악한 국가와 기관에서는 규제결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

칙과 규제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인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규제심사자의 자

41) 타 사회적 규제 역(환경규제․산업안전규제․보건규제)에 비해 일반국민과의 접촉빈도가 높

고, 상대적으로 세한 경우가 많아 규제준수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으며, 시장에

의 진입과 퇴출이 매우 빈번한 것 등이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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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제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질적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실성 있는 시사점 제공이 미흡한 것은 결국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의 적용을 통한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

진하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회적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BRTF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 이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개선방향의 도출을 위해서 사례 역 분석 기준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된 OECD 규제품질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의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석 요인별 개선방향

1)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국 BRTF에서 제시한 규제품질의 판단기준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중 규제집

행은 위험도에 비례해야 하며, 처벌은 피해도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피규제자가 규

제에 순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먼저 고

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①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② 시설관리와 위생관리의 안전도 확

보의 필요성 인식 수준과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 ③ 단속과 처

벌보다는 지도와 재교육의 실시 강화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조사 후 분석하 다.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목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

면, 공통적으로 이행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이 중에

서도 ③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도와 재교육의 실시 강화는 그 필요성과 이행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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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0.71(3.91-3.20)로 나타나고 있어 명령통제적 규제수단의 활용보다는 시장

친화적 규제로의 전환이 높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와 같이 규제집행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보

다 단속사항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응사항에 대한 지도를 통해 위험

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② 시설관리와 위생관리의 안전도 확보의 필요성 인식 수준과 얼마나 실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도 필요성과 이행성의 인식 차이가 0.70으로 나

타나고 있어, 대부분 음식업을 운 하는데 있어 시설관리와 위생관리의 안전도 확

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

만, 현실적 실천은 낮은 수준인 것을 보아도 규제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안

전도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벌만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42) 실제로 안전도 확

보가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안전도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

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OECD 규제품질관리 기준의 설계기준의 융통성을 함께 

적용하면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함의가 제시될 수 있다. OECD의 규제품질

관리 기준의 융통성은 규제의 적용에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의 적용보다는 규제활용

과 함께 시장친화적 규제의 적용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운 하는 관리이다. 상황을 

판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처벌의 적용 또는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

하거나 지도를 통한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검토할지를 융통성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피규제대상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피규제대상에 

대한 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교육시간의 확대를 통해 업자 입장에서의 경 활동 저

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시간․ 역 등 특성을 반 한 탄력적인 교육이 

42) 실제로 소수의 식품위생 공무원과 관련 감시요원이, 일상의 사무업무 외에도 관할 구역의 모

든 업소를 세 히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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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역과 같이 식품위생 업주에게는 업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교육 참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팜플렛을 통한 안내, 음식업 중앙회의 

각 구청별 지부 등 자치단체의 근접 홍보 및 구전(口傳)홍보 강화, 수범사례와 폐해

사례의 전파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교육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교육 강화에 기초한 단속․처벌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단속처

벌의 유연성이란 단순히 단속과 처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다. 단속과 

처벌은 그 필요성과 위험성에 비례하여 단호히 수행하되 반드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확보하고, 재교육 과정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

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호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식

품위생 규제집행에서는 모든 시설과 업의 개시 후에 시행되는 단속과 처벌이 많

아 피규제 대상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적발시에도 진정한 반성과 개선보다는 차

후의 회피에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 개시 전 방문지도의 성격

을 강화하여 단속의 여지를 사전(事前)에 제거해주고 자율규제를 수행해 나갈 지식

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2) 책임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책임성 원칙에 따른 규제품질 판단 기준은 규제의 최종결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규제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성의 원칙은 OECD 규제품질관리기준 중에서도 문제의 명확한 정의․규제의 

명확성 정도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대상의 기준에 대한 명확성 문제는 책임성과도 연계되어 보다 원활

한 규제 품질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의 필요는 규제에서 대상 및 범

위를 설정하는 함에 피규제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해야 할 제도의 범위가 자신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규제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규제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규제대상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발생시키기는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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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홍보 기능의 확충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규제 품질제고의 관리방

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절차와 전달 과정 또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석을 보면, 이들 사항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3.71∼3.80), 역시 이행성에 있어서는 보통의 수준(3.14∼3.21)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중요한 규제사항, 즉 각 법령에서의 

핵심규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전설명은 현장에서 매우 크게 요청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위생 역을 예로 보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면, 규제(단속) 기준

의 명확한 설정은 세 화와 계량화의 증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Los Angeles경우를 보면 식품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등급제

도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업소출입구 뿐 만 아니라 자동차도로 상에서도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보건산

업진흥원, 2001: 160). 이 위생등급제도는 100점 만점을 A․B․C․D 등급으로 나누

어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공식 검사 이전에 위생검사관이 감시하는 

44개 항목 및 위반시 감점점수가 기록된 가이드(체크리스트)를 업주에게 제공하여 

자체 자율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게 하고 있고, 그 기준과 점수부여체계에 따라 공

공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과 과정이 명확하여 검사 결과 수용의 거부

가 매우 적다. 식품 보호(food protection)에서 감점 기준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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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조리/식품서비스 (5점 감점 사항)
  - 모든 PHF(잠재적 유해 식품)는 2시간 이내에 140°F에서 70°F로 신속히 

냉각되어야 한다. 얕은 용기에 식품을 담거나, 식품을 작게 분리하거나, 얼음을 
첨가하거나, 얼음통에 담거나, 자주 휘젓거나, 급속 냉각 기기를 사용하거나 
열전달을 촉진하는 용기를 사용하거나, 승인된 HACCP 계획을 이용하여 4시간 
이내에 70°F에서 45°F까지 냉각시킨다. 

  - 교차오염 : 예) 날닭고기 절단,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도마를 사용한 
제품, 조리하지 않은 식품 및 RTE 식품의 조리에 같은 기구를 사용할 경우

 ․ 식품 저장/진열 (3점 감점 사항)
  - 식품저장
    : 모든 식품은 허가된 시설 내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 식품은 뚜껑을 덮고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허가된 용기에 

저장을 하고 일상적인 이르으로 내용물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은 바닥에서 
최소한 6인치 이상 떨어진 선반 위에 저장되어야 한다. 

    : 날고기와 해산물은 조리된 식품 밑부분에 저장한다. 
  - 식품진열
    : 뜨겁게 보존하는 기기의 식품은 140°F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셀프서비스 용기의 식품은 손잡이가 있는 기구(집게, 국자 등) 또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기구 또는 메카니즘(relish dispenser 등)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미국의 경우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세분화된 

기준과 명확한 계량화이다. 둘째, 업주의 자율검사 촉진뿐 만 아니라 규제사항의 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배부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에서의 규제품질 제고 방향에 적용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업소 단속의 기준을 보다 계량화시킬 수 있도록 업주와 공무원, 그리고 분석전문가

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을 반 한 세 한 평가체계를 구성하여 일반적인 모범

음식점 선정 외에 업체의 구체적인 수준을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규제사항 확정 절차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함과 아울

러 피규제자가 수용 가능한 명확한 표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단속검사표 등의 사

전 배부를 통해 규제 사항 이해도 증진․자율 규제의 확보․규제불응의 감소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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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거시적인 방향이지만 규제집행의 성과에 있어서는 공무원 1인 

단속량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처벌대상

이 실제 감소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책임은 사회 안전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 

집단이 보다 많이 수용할 것으로 촉진하는 것이 최종적인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므로 단순히 수량적 실적을 공공기관의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BRTF의 일관성에 대한 원칙은 신규규제와 기존규제의 일관성, 각 부처내 규제

의 전국적 일관성 여부가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그 자체로서는 본 연구의 

사례인 식품위생 역에서는 원용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설문구성의 보조적 

도구로서 활용된 OECD의 규제품질관리 기준과 연관시켜 볼 때에는 설계기준의 일

관성이 본 일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관성은 규제의 적용이나 과정에 있어 통일적으로 수행하여 규제적용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특히 현장 점검시 일관적인 규제관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요소들을 제거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규제품질제고

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관성 원칙에 따른 규제품질 판단 기준은, 현장점검시의 동일한․차등한 만점

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이행성, 그리고 각 급 정부의 점검시 그 기준이 동일한가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성으로 분류되어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 평가체제에 대해서는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행성의 낮음을 논의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특히 각 사항

별 동일한 만점체제에 대한 필요성은 3.30으로 나타나 타 항목에 비해서 높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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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일관성 원칙에서는 각 급 정부(중앙․광역․기초)에서 현장 점검시에 규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

나고 있었다. 반면 그 이행성은 3.24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이 가지는 특징을 반 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각종 규제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며, 그 집행권한을 중앙정부가 몇 가

지 전국적 적용이 요구되는 부분에 한해 보유하며, 타(他)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정

부에 집행권을 주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각 급 정부에 따라 요구

하는 수준과 항목의 차이가 클 경우 한정된 투자자원을 어디로 집중시켜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식

품위생에 있어서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등 국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맡

되 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통일된 명확한 기준에 의

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4) 투명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규제품질관리의 투명성 원칙에서는 규제 목표내에 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정

의 및 의사소통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제내용의 단순․명확성과 순응절차 안내, 

규제 불응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여부가 포함된다고 제시되었다. 이러한 

BRTF의 원칙 및 기준 제시에 앞서 제공되었던  OECD의 규제품질관리 기준에서

는 사용자기준에서 단순성과 접근 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그러므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BRTF의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와 OECD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시사점 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단순성의 필요성은 복잡한 규제나 관리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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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순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적인 교육이나 원활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복잡한 내용이라면 이는 전체적인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 원칙에 필요한 것이 접근가능성이다. 접근 가능성은 정보의 

공유와도 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화시대

에 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접근성은 상당부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화를 통한 체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 으며, 이를 바

탕으로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

에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질 것이다. 높은 접근성은 투명성과 

함께 규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 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상황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문항에서는, ① 각 관리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②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쉽

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③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

는 행정기관의 노력, ④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력, 

⑤ 행정처벌은 미(微)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해야 하는 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의 인식 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③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3.99)과 ②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94)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을 환언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피규제자는 업에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보다 쉽고․명확히 알고 싶어 하며, 피규제자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보다 세심한 지도 노력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책임성 원칙의 내용과도 일정부분 동일한 필요욕구로서, 피규제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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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규제집행자의 존재는 단순히 방문․점검․단속․처벌의 과정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사전에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① 각 관리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3.88)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

다. 이에 비해 ④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력(3.63)

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음을 고려해 보면, 규제집행자로서 행정기

관에서는 명령통제적․기계적 단속활동 보다는 사전에 규제사항에 대한 교육 활동

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화와 이해

도 증진을 위한 규정의 단순화 노력 이외에도 전반적인 접근가능성의 증진, 그리고 

접근상의 쌍방향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내용 안내․규제대상

자 범위․규제(검사)사항 안내․민원처리․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 규제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동급 타 지역정부와 상위정부의 지식공유를 통해 공공

기관의 측면에서는 규제인력 부족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피규제자 측면에

서는 보다 수준 높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이를 인터넷을 통한 고충심

사 제도와 연결하여 데이터로서 구축할 경우 피규제대상자의 민원 업무에 대한 대

응성은 향상될 수 있고, 규제집행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단순히 고충으로 처

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 를 거칠 수 있어 업무집행에서의 불응으로 비

춰지는 측면의 애로 또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3)

43) 실제 현장 인터뷰시에도 규제집행에 대한 민원은, 그 성격상 부패의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 외에도 다른 애로사항이라는 응답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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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표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목표성 원칙은 ①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행성 인식 수준, ②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사항

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수준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위의 항목에서는 ②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사항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

검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3.83)는 필요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 책임성의 원칙 중, 규제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는 기준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규제는 사회의 변화 속도

에 따라, 변화 이후의 상황에서도 현상을 정 히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구비할 때 

불응과 형평성 제기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목표성의 극대화 문제는 특히 규제사항의 필요성 보다는 효과성에 근거하는 경

우가 더 현실적 방안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규제입법체제에서는 규제사항의 필요

성 점검에 따른 신설 또는 폐지의 경우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거

의 대부분의 규제는 전국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필요

성 논의 여부는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규제집행의 권한을 폭 넓게 수용하고 있는 경우 규제

시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점검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상기에서 예시하 듯이 식품위생의 경우에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시설관

리․위생관리의 점검사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타 규제사례에 비해 특이

점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회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44) 이와 같이 규제

44) 쓰레기 만두소 사건은 만두를 제조하는 공장내에서의 사건이며, 쓰레기 죽 사건은 무허가의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발암물질 포함 수입식품 사건은 수입의 과정에 문

제개선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혹은 판매와 조리과정에 문제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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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이 확대․다변화되는 시기에는 규제사항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작

업도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행정인력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본문의 분석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제외되었지만, 사실상 조사결과에 있

어서도 행정인력의 업무성숙도는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는 수준이다. 이를 볼 때 식

품위생 역뿐 만 아니라 일정한 전문적 수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육의 수준과 

종사기간의 안정화가 요구된다.

<표 Ⅴ-1> 조사대상 공무원의 보직 종사기간

1년 이하 1년～2년 3년～4년 5년～10년 10년 이상 전체

빈도 51 48 30 23 26 178

비율 28.8% 26.8% 16.8% 12.8% 14.8% 100.0%

2. 규제품질 제고 기준의 적용 방향

이상에서 수행한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은, 좁게는 식품위생 역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넓게 볼 때 사회적 규제 부문의 품질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이론적 근거와 그에 따른 분석항목은 사회적 규제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식품위생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 지만, 분

석을 수행한 기본적인 목적은 결국 사회적 규제 전반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일선에

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

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 역에 있어서도 사회 변화과정 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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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를 요청하고, 본 분석에서 활용된 요인별 하위변

수의 사회적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목표대상

자와 명확한 정책목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목표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

은, 정책목표가 정확한 사회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의 1차적 확인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구결과에서는 규제의 목표대상자를 음식점 업주로 인식하

고 있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단속과 처벌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

면 일반소비자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때에는 당연히 일반소비자의 안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모색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수량적인 성과(1인당 단속율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목표대상자의 명확한 설정과 

인식의 확산, 그리고 정책목표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본 연구

에서 활용한 분석 항목 중 연구사례인 식품위생 분야의 특성을 직접 반 하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규제 일반의 품질 수준 확인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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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요인 하위변수

1 일반 해당 규제업무 수행에 있어ꡐ고객대상자ꡑ에 대한 인식
2 일반 규제의 목표에 대한 인식

3 비례성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위험성에 비례한 안전도 확보 요구 수준의 적절성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여부

4 책임성

주요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과 명확한 표준

(문제점 지적이 확실한 근거를 가져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는 상태)

효율적 고충처리절차

(무엇을 어떻게․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점검결과에 대한 불만 등)

5 일관성
규제집행시 각 규제 사항에 대해 점수배분 체계의 적실성

중앙행정기관이나 관할 관청에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

6 투명성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행정처벌은 미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

7 목표성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한 필요성․효과성의 점검, 수정 및 
보완

주 :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문

항의 적합성과 계속적인 검토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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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칙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

이상의 BRTF의 기준을 중심으로 OECD 규제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또는 기

준의 보강적인 성격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이행성에 비하여 필요성이 높게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상기에서는 분석요인을 중

심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제집행은 

피해도와 위험도에 비례하여 적용시키며,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집

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규제집행에 있어 원래의 목표를 위한 노력이 아

니라, 규제집행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규제는 모두 

각각의 특정한 역에 적용되고, 이론상 경제적 규제는 강화의 논리를, 그리고 사회

적 규제는 완화의 논리가 적용된다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강화․완화의 이분법적 논

리 채택보다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탄력적인 적용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처벌적 규제보다는 사전적이며 교육적 규제를 활용하

게 되고, 규제불응의 감소와 자발적 수용성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임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평가목록과 방법을 명확한 기준 제시

를 통하여 일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평가목록이나 방

법이 규제집행자와 규제대상자가 함께 공유하게 되며, 이러한 공유는 규제집행자에

게 평가적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공유는 규제대

상자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규제대상자의 이해도가 증진되어 참여 및 자

율규제의 가능성이 확보되는 만큼 규제집행자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다. 그에 따

라 규제집행기관의 측면에서는 피규제대상자에게 규제사항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과 시행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서 규제에 대한 명확한 표준

이 설정되는 만큼 이견의 여지가 없는 명료한 적용기준 활용에 따라 규제순응의 제

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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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은 규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점검

사항이나 규제적용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빠른 해

결과 타 규제기관과의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에 관해서도 문제제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

성 또한 확보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적용이나 과정에 있어 통일적으로 수행하여 

지역별 규제적용의 차별화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특히 현장점

검시 일관적인 규제관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내용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만을 보장한 체

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규제 결정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체계

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은 위에서의 책임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의 기대

효과와 연관되어 질수 있다. 정보와 지식의 공개는 차후 업무의 빠른 처리와 정확

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처리 과정의 공개는 규제집행자에게 있어서 보다 책임감 있

는 해결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규

제내용 안내․규제대상자 범위․규제(검사)사항 안내․민원처리․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를 동급 타 

지역정부와 상위정부의 지식공유를 통해 홍보 활동의 강화와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접근가능성을 향상시켜 나갈 때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표성 원칙에 따른 개선 방향은 문제해결에 있어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에 대한 행정기관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차후 빠

른 변화와 다양한 변수가 작용되는 사회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그 범위와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업무의 능력과 빠른 처

리를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기준은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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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시한 기준은 서로의 연계되어 기준의 적용이 이루

어 질 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본 실증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행성에 비하여 높은 필요성은 담당자들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재 부족한 부분을 파악 할 수 있다.

이행성보다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 있어 계속적인 방치는 결국 비효

율적인 업무와 원활하지 못한 문제해결이 나타날 것이며, 다양한 환경변화와 불확

실한 미래에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시간이 더할수록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Ⅵ장
결론 및 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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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결론 및 정책 함의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

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에 있어 

모든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규제에 있어 많은 변화와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규제는 과거서부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조정하기 위하

여 생겨나고 이러한 규제는 하나하나 증가하기 시작하 다. 결국 최근에는 너무 많

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이나 국가 발전에 불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 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개혁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한사람만의 이익이나 또는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자의 관리 또는 통제의 원활함을 위한 것이 아닌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한 동등

한 분배적 개념의 규제로 개혁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규제의 변화는 과거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규제를 현재 추세에 

맞게 다시 개혁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다. 규제강화의 의

미는 조절과 통제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규제의 목적에서와 같이 피규제자에 대한 

삶의질 확보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과 같은 분배 및 혜택을 위한 규제이기 때

문에 사회적 규제 강화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현재 국내 정부규제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규제의 원칙금지 방식, 비현실적인 규

제 준수, 중복적인 규제,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규제의 종류, 포괄적인 적용의 광범

위, 부족한 법령을 통한 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문제점은 기존의 정부차원의 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효율적인 사회적 규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방식에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품

위생규제의 규제품질관리라는 관점을 통하여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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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제에 대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색깔 있는 규제의 활용을 위

하여 지방적 특색에 향을 받는 대상 중에 식품위생규제를 연구대상으로 하 다.

서울시 규제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정부규제의 문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위생규제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전문성제고, 업무중복을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회적 규제품질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하여 서울시 식품위생 규제 품질 인식도 분석을 통해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사회적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인식도 분석에 있어서는 식품위생 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분석의 필요성과 이행

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에 있어 비례성, 책임성, 일관성, 투명성, 목표성

의 요인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규제품질관리에 관한 핵심요인별 사항에 있어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행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인식도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은 

BR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규제원칙에 적용하여 비례성원칙에 따른 개선

방향, 책임성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투명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 목표성 원칙에 

따른 연구의 함의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규제수단의 활용보다는 시장친화적 

규제로의 전환이 높게 요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친화적 수단은 피규제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으로 오인 받기 쉽고 규제수단으로서 제도

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으로 결국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응사항

에 대한 지도를 통해 위험을 제거해나가는 방식을 검토하는 규제활용과 시장 친화

적 규제의 절충방안을 제시하 다.

책임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의 기준 명확성을 위한 노력

과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방향으로 제시하 다.

일관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점검평가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현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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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규제기준으로 활용하는 체제의 통일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준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사항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 타 항목

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다시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

향을 제시하 다.

투명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은 명확한 정보의 제공과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

켜야할 의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로 하 다. 또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및 사전의 교육적

인 상황이 필요함을 방향으로 제시하 다.

목표성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규제의 점검과 관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의 정책적 방향과 함께 사회적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은 OECD의 

기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OECD의 기준은 사용자 기준, 설계기준, 법적기준, 

효율성기준, 경제 및 분석적 기준, 집행기준을 제시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하 다.

사용자 기준은 명확성, 단순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기준에 

있어서는 일관성, 융통성을 통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적 기준에 있어

서는 규제활동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성 기준을 통하여 문제정의 명확

성과 현실 상황과 적합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및 분석적 기준

을 통해서는 사회적 규제의 경제성과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 으며, 집행기준에 

있어서는 정책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회적 규제의 재원에 관련한 적용범위를 제시하

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및 관리방안은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의 품질에 대한 규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방식은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자

치시대를 맞이한 지금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규제를 위해서 규제기관의 적용 범위

를 정부규제가 아닌 지방적 특색 및 환경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사회적 규제로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



178

적 규제 품질 관리를 통해 과거의 규제 체제에 맞는 규제는 개선시키거나 제거시켜

야 하며, 새로이 필요한 사회적 규제는 보다 강화시켜 현실에 맞는 사회적 규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향과 불합리한 규제의 제거 및 새로운 규제의 강화와 함께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것이 사회적 규제의 계속적인 관리이다. 사회적 규제는 권위적인 

개인이나 기관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나은 생활을 위한 적절한 분배와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체제의 도구의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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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 일반에 대한 인식도 조사

다음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으신 후 평소의 인식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 규제 는, 누구를 고객 으로 삼아야 합니까?

① 음식점 업주(1-1로 이동) ② 일반국민(1-2로 이동)

  1-1. 음식점 업주가 고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음식점 업주가 단속과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

  ② 음식점 업주의 식품위생규제 준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일반국민의 식품안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

  ③ 공공기관에서는 음식점 업주의 변화를 통제해 나가기가 보다 수월하기 때문

  ④ 기타의견                                                     

  1-2. 일반국민이 고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납세자인 국민의 공익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명이기 때문

  ② 식품위생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반국민에게서 식품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

이기 때문

  ③ 공공기관의 정책은 항상 대다수 일반국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

  ④ 기타의견                                                     

2. 귀하께선 식품위생 규제 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사항에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납세자인 대다수 일반 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확보되도록 행정력을 발휘 (     )

․업소가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모범적인 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함 (     )

․업소가 좋은 재료와 안전한 조리를 통한 경제적 이익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 (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규제로 업자의 식품안전 의식 고취 및 장려․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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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설 관리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아래의 문항은 일반음식점의 조리와 관련된 시설 관리 및 위생 관리 규제사항에 대

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인식도를 여쭙고자 합니다.

문항은, ① 귀하께서는 각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필

요성)와 ② 실제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이행성)의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

니다.

이에 귀하께서 느끼시는 대로 2가지의 문항에 모두 체크(∨)하여 응답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참고로, 위에서의 시설 과 위생 관리는 대체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시

설 

관

리

① 음식조리 시설의 청결관리 

② 온수공급 시설 등 세척시설 구비․관리

③ 해충방지시설의 구비․관리 등 

위

생 

관

리

① 식품보호(운반․보관․조리 과정) 관리 

② 개인위생(손세척, 머리수건 등) 관리

③ 음식물 쓰레기 관리(쥐, 해충의 접근방지, 조리실 밖으로의 빠른 제거 및 

폐기)

④ 바닥, 세면대, 화장실 등의 청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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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항 구분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2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 안전도 확보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3
단속․처벌 보다는 지도․재교육의 

실시 강화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4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에 중요한 사

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설명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5

행정기관의 점검시 평가의 세 성

과 명확한 표준

(문제점 지적이 확실한 근거를 가

져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는 상태)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6

효율적 고충처리절차

(무엇을 어떻게․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점

검결과에 대한 불만 등)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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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항 구분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7-1

행정기관의 방문점검시 각 사항에 

대해 공평한 점수배분에 의한 평가

(ex. 식품보호 : 5점 만점, 폐기물관

리 : 5점 만점 등 동일 만점체제)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7-2

아니면, 사항마다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배분

(ex. 식품보호 : 10점 만점, 폐기물

관리 : 5점 만점 등 차등 만점체제)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8
보건복지부․식약청․시 또는 구에

서 시행하는 점검 기준의 통일성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9

각 관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

준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 해소를 위

한 행정기관의 노력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10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11-1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기관의 노력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11-2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등 규제준수

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조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12
행정처벌은 미이행한 수준을 정

히 세분화하여 명확히 처리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13
단속․검사는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에 중점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14

행정기관은 수시로 규제 사항에 대

한 필요성․효과성의 점검, 수정 및 

보완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이행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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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설문에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과 관련된 통계분석을 위해 필요한,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본문항입니다.

통계법 제8조에 의해 본 사항들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안

심하시고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만 나이 기준)

① 20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69세

⑥ 70세 이상

3. 귀하의 현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음식점 업주 (3-1로 이동) ② 조리사 (3-1로 이동) ③ 공무원 (3-2로 이동)

3-1. 음식점 종사자인 귀하의 소속 및 직급을(기재사항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

십시오.

예시 : 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장,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운 이사 등.

소속 및 직급                                           

3-2. 공무원인 귀하의 소속 및 직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위생과 식품위생팀 ○급

소속 및 직급                                           

4. 귀하께서 현 업종(또는 현 보직)에 종사한 기간은 어떠합니까?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3년∼4년 ④ 5년∼10년 ⑤ 10년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

상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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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social regulation that is more and 

more becoming an important system for our high quality life. Generally speaking, the 

trends concerning regulation system is changing from control-based to 

market-friendly regulation system, for control-based regulation system is no more 

effective system in the situation of both unlimited competitive market and changed 

consumers' needs. In this context, it is needed to check whether or not the regulatory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especially, the system of social 

regulation that is necessarily related to life and health, human right and value 

follows up the needs of stakeholder of regulation.  

In order to keep high quality of social regulation, OECD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studied the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in term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roportionality, consistency, and targeting. Based on these principles, 

this study reviewed varied social regulation system, and then argued what principles 

of social regulation are appropriate in the situation of the social system of SMG. 

Therefor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Discussions and 

problems of regulation reform; 2) Classification of core factors along with on-going 

regulation reform; 3) Empirical analysis of the level of recognition of social 

regulation; 4) Interpretation and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regulation, especially of 

the system of social regulation of SMG.

The site selection criteria of this study is Seoul area. Due to the various kinds of 

the social regulations, this study is focused on food safety and sanitation. It is 

because the food safety and sanitation is very closely linked to our life of quali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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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empirical assesment,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he survey was a 

self-administered standardized questionnaire completed by participants who are 

public servants in 25 local governments in SMG and owners of restaurants in Seoul 

area. Inferential statistics such as T-test, factor analysis were mainly used in the 

analysis.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several finding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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