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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 RIA)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험하고 의사 결정권자들 간
에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의사결정 수단이자 방법인데, 미국과 영국은 이에 더하
여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규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주요 목적이 중소기업 규제 완화라는 인
식에 기반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미국과 영국은 규제
영향분석을 규제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둘째, 미국과 영국은 규제영향분석 내에서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별도의 분석절차로서 미
국의 경우 규제유연성분석(RFA)을,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영향검사(SFIT)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영국은 공히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법령과 조직으로 뒷받침하
고 있다.
넷째, 미국과 영국은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유관 행정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뿐만 아
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선진 시행국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관점
에서 규제의 영향을 점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차단
하고 기업의 규모 혹은 규제준수 능력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기
업의 혁신노력 및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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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8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정부규제에 대
한 개혁 요구가 증대하였다. 불합리하
거나 과도한 규제, 즉 규제의 수단,
방법이나 수준이 부적절하거나 비효
율적이어서 규제이행에 따른 비용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보다 큰
규제는 경제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한
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규제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규제개혁
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규
제개혁이 추진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최근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
로 거론되는 출자총액제 폐지, 상호출
자 금지 및 채무보증금지 적용대상
축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정책 등은 대기업 관련 규제완화
로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는 직접적
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런데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규제는 총 5,116건이며,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 중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총 3,550건이나
된다. 즉,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의 69.4%를 차지하여, 규제
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규제개혁은 중소기업에 더
욱 중요한 과제일 수 있으므로, 규제
개혁 추진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
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1) 기업규모별 규제 부담의 차이
동일한 규제라도 중소기업이 느끼
는 규제준수의 부담과 체감도는 대기
업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규제비용에 관한 크레인
(Crain)의 연구는1) 연방정부의 규제
에 따른 종업원 1인당 규제비용을 기
업규모별로 추정하였는데,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그리고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종업원 1
인당 규제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각
각 나타났다.

1) 미국의 규제비용에 관한 크레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규제로 인한 비용은 2004년의 경
우 1조 1,13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00년 9,630억 달러(2004년 불변가격 기준)에 비해 16%
증가한 것이다. Crain, W. M.,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SB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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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경우 전체 기업의 종업원
1인당 규제비용은 5,633달러인데, 그
가운데 종업원 20인 미만인 소기업의
규제비용은 7,647달러로 500인 이상
인 대기업의 5,282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인 미만
소기업의 1인당 규제비용이 500인 이
상의 대기업에 비해 45% 더 많았다
(<표 1> 참조).
한편,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의 종

<표 1>

업원 1인당 규제비용은 1만 175달러
로서, 유통업의 3,698달러, 서비스업의
3,976달러에 비해 매우 많았다. 제조
업 내에서도 20인 미만 소기업의 종
업원 1인당 규제비용은 2만 1,919달
러로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8,748달
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제조업에서 20인 미만 소기업
의 규제비용은 중기업 혹은 대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표 2> 참조).

미국의 기업규모별·규제유형별 종업원 1인당 규제비용
단위 : 달러
종업원 규모
기업전체

20인 미만

20~499인

500인 이상

5,633

7,647

5,411

5,282

경제적

2,567

2,127

2,372

2,952

작업장

922

920

1,051

841

1,249

3,296

1,040

710

894

1,304

948

780

규제비용 합계

환경
조세순응

자료 : W. M. Crain(2005), p. 5.
주 : 2004년 기준.

<표 2>

미국의 기업규모별·업종별 종업원 1인당 규제비용
단위 : 달러
종업원 규모
기업전체
전 산업

20인 미만

20~499인

500인 이상

5,633

7,647

5,411

5,282

제조업

10,175

21,919

10,042

8,748

유통업

3,698

3,640

4,422

3,309

서비스업

3,976

3,790

3,710

4,205

의료업

3,246

4,085

3,238

3,000

기타

17,636

23,162

14,638

15,301

자료 : W. M. Crain(2005), p. 55.
주 : 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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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규제비용의 격차에 관
한 크레인의 실증연구는 제조업 분야
소기업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출 필
요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큰 이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제 부
담이 큰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2)
첫째, 새로운 규제는 중소기업 경
영자의 시간, 즉, 규제를 이해하고,
규제 준수를 이행·감독하고, 신규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규제
기관 및 검사관의 활동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투입을 요구하
게 마련이다. 대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 규제 업무를 종업원에게 위임
할 수 있지만, 종사자 5인 혹은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규제 관련 업무
는 기업 소유자의 몫이 된다. 비록
소기업 경영자의 시간당 가치가 상
대적으로 저렴하게 평가된다고 해도
대기업 또는 중기업의 종업원이 수
행하는 것에 비하면 두세 배의 비용
이 소요된다.
둘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장비나
물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 장비
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규모
의 경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비
용이 대기업보다 더 크다는 점, 중소
기업의 장비·물품 조달 단가는 대규
모로 조달할 때보다 더 높다는 점 때
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규
제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시장에
서‘가격수용자’
의 위치에 있기 때문
에 규제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심지어 해외의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에는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 요인을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중소기업에 불확실성의 시기
가 있을 경우, 예컨대 새로운 규제에
대처하는 필요사항이나 최선의 대책
이 개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는, 중소기업 소유자에게 심리적 비용
을 유발시켜 규제로 인한 의무가 실
제보다 더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므
로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규제를 준수하
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기업들과도
종종 경쟁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한층 더 낮아지
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대기업보다 더 큰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
석을 제도화하고 있다. 규제 혹은 정

2) DBER,“Small Firms Impact Test: Guidance for Policy Makers",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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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문제에서 기업규모를 무시한 획일
적인 접근방식(이른바‘one-size fits
all’
)은 부적절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과 절차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규제영향
분석 제도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2866호」
에 근거하고 있
3)
다. 또한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세
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2003년 관리예
산처(OMB)가 마련한 “관리예산처
회보 A-4”
(OMB Circular No. A-4)
라는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다.4)
규제영향분석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 조치에 대해 실시하도록 요구되
는데,5)‘중요한 규제 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란 경제에 연간 1

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제 조치를 의미한다.6) 미국에
서 규제영향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규제영향분
석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1)
제안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2) 대안적 접근의 검토, (3) 제안된
조치 및 분석에 의해 확인된 주요 대
안에 대한 양적·질적 편익 및 비용
평가이다.7)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째, 규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시장 실패(외부성, 시장지배력, 불충
분한 혹은 비대칭적 정보)를 시정하
는 것이 규제의 주된 근거이지만, 이
밖에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근거로는
정부 기능의 향상, 분배적 불공평성
제거, 개인의 자유 촉진 등이 있다.8)
둘째, 대안적 규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기존 법률에 의해

3) 미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명령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행정기
관을 통제하는 경우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행정명령을 활용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일반적으로 행
정부 내의 기관에 대하여 그 임무의 내용과 예산,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문서
이다. 박영도·한귀현,「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한국법
제연구원, 2007, p. 23.
4)“OMB 회보 A-4”
는 제안된 규칙에 대해서는 2004년 1월부터, 최종 규칙에 대해서는 2005년 1
월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5) 한편, 미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실시되어 규제 제정과정의 적
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의회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은
규제영향분석의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한국법제연구원, 2007, p. 37.
6)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Executive Order 12866 (1993), Sec. 3 (d) 참조.
7) OMB Circular No. A-4 (2003), p. 2.
8) OMB Circular No. A-4 (2003),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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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규제영향분석 절차

자료 : 박영도, 한귀현,「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한국법제연
구원, 2007, p. 38.

정의된 상이한 선택, ② 상이한 준수
일, ③ 상이한 집행 수단, ④ 상이한
엄격도, ⑤ 기업규모별 상이한 요건,
⑥ 지역별 상이한 요건, ⑦ 설계 기준
보다 성과 기준, ⑧ 직접적 통제보다
시장지향적 접근, ⑨ 규제보다는 정보
를 개선하는 조치 등이 있다.9) 이 중
9) OMB Circular No. A-4 (2003),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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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규모별 상이한 요건’
은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이한 요건 설
정의 검토를 의미하는데, 요건은 예상
되는 규제준수비용 및 편익의 기업규
모별 차이에 입각하여야 한다.
셋째, 분석적인 접근방법으로 비용
편익분석(BCA) 및 비용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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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을 사용해야 하며, 분배적 효과
(소득계층별, 인종별, 성별, 산업별, 지
역별, 세대 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10)
넷째, 규제영향분석의 세 가지 핵심
적인 요소 이외에 전문화된 분석이 요
구되는 경우가 있다. 전문화된 분석은
「행정명령 제12866호」
상 요구조건 이외
의 법률이나 다른 행정명령에 의해 부
과된 분석 요구를 의미한다. 전문화된
분석에서 다뤄야 하는 쟁점으로는, ① 중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② 재원을 수반
하지 않는 위임 분석, ③ 정보 수집, 문
서업무 및 기록보존 부담, ④ 정보 품
질 지침, ⑤ 환경영향평가서, ⑥ 어린
이들에 대한 영향, ⑦ 에너지 영향 등
이 있다.11) 이 때‘①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전문화된 분석이란
「 규 제 유 연 성 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에 규정된 규제유연성분
석(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
RFA)을 의미한다.12)

(2) 규제유연성분석(RFA)
미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유연성분석(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 RFA)’
이라고 불리는
데, 이는 1980년 9월 제정된「규제유연
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에
의해 도입되었다.

의회가 「규제유연성법」
을 제정하게
된 것은, 대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
된 법령들이 중소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바, 연방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는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도 과중한 비용(법무,
회계, 컨설팅 비용 등)을 부담케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
다. 아울러 법률의 당초 목적에 상충되
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
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제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3월 중소
기업의 규제 공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 중 소 기 업 규 제 집 행 공 정 화 법(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을 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규제유연성법」
을 개정
하였다.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
기관이 「규제유연성법」
의 절차를 성
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몇몇 주
요 조항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사법적
검토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
째, 규제유연성분석의 보다 상세하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셋
째,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10) OMB Circular No. A-4 (2003), pp. 10~14.
11) OMB Circular No. A-4 (2003), pp. 42~44.
12) OMB Circular No. A-4 (2003), p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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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경우 반드시‘중
소기업옹호검토패널’
을 소집하여 해
당 규칙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넷째,
중소기업청(SBA)에 중소기업 옴부
즈맨을 설치하여 행정기관의 규제집
행 모니터링 및 규제이행 노력 평가,
기업 현장의 규제관련 애로 및 고충
처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규제유연성법」
에 근거하여
<그림 2>

규제유연성분석의 의사결정 과정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규제유연성법」
은 행정기관에 대하
여 매년 10월과 4월에 중소기업에 영
향을 미치는 규제 어젠다(Regulatory
Agenda)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
(SBA)의 기업옹호실장(Chief Counsel
for Advocacy)에게 송부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13) 규제 어젠다에는 해당
행정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거나 제정하려는 주제 분야에

미국 규제유연성분석(RFA)의 의사결정 과정

자료 : SBA Office of Advocacy, A Guide for Government Agencies: How to Comply with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2003. 5, p. 4, 29 및 47.

13)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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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 관련 규칙의 특성 요약(목
적, 법적 근거, 정책입안 일정 등), 담
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 행정기관은 규칙안을 준
비할 때 최초 규제유연성분석(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함께
준비해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
며,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공표할 때 함
께 공표하고, 중소기업청 기업옹호실장
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최초 규제유연
성분석에는 규칙안이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대안도 포함되어야 한다.14)
연방 행정기관이 최종 규칙을 공표
할 때에는 최종 규제유연성분석(fin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준비
하고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최
종 규제유연성분석에는 ① 규칙의 필
요성 및 목적, ② 최초 규제유연성분석
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및 이로 인한 규칙의 변경
내용, ③ 규칙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수
의 추정치, ④ 규칙에 따른 준수 의무
사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당해 행정기관이 취할 단
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15)

다만, 연방 행정기관은 규칙이 상당
수의 중소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규제유연성분석
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규칙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때 해당 기관
장이 규제유연성분석이 필요치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게재하여야 하
며, 중소기업청 기업옹호실장에게도 확
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6)
아울러 연방 행정기관은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치게 될 기존의 규제를 정기적
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해야 한다.17)

4. 영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1) 규제영향평가의 개요
영국에서는 1998년에 모든 규제 도입
에 대해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의무화되었다.18)
2001년에는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이 제정·시행되어 의
견수렴 관련 문서의 제출과 규제영향
평가 보고서의 첨부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 이전의 기존 규
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률

14)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
603.
15)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
604.
16)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
605.
17)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
610.
18) BRE, The Tools to Deliver Better Regulation - Revis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 Consultation, 2006. 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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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위법령의 규제영향평가가 의무
화되었다. 2006년 11월에는「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ive Reform Act)」
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
담을 제거·감소하기 위한 규정이 신
설되었다.19)
규제영향평가(RIA)는 정책제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세 단계(사전
RIA, 중간 RIA, 최종 RIA)에 걸쳐
작성되며, 규제영향평가에는 중소기업
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그
림 3> 및 <표 3> 참조).

(2) 최근의 제도변화
영국은 2007년에 규제영향평가 제
도를 전면 개정하여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라는 용어 대신에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IA)’
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 제도는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
가 개입토록 하고 있으며, 절차의 간
소화와 투명성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
다.20)
새로 개정된 영향평가 제도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향평가는 정책결정의 연속
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결과 ① 개발 단계, ② 대안검토 단
계, ③ 의견수렴 단계, ④ 최종 제안
단계, ⑤ 실행 단계, ⑥ 사후검토 단
계 등 모든 단계에서 영향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 특히,
개입 혹은 규제가 실행된 이후에 실
제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바
람직한 결과를 달성했는지 확증하기
위해 사후검토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공표되기 전에 소
관 부처 장관이 서명토록 함으로써
영향평가의 질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영향평가의 협의 단계에서 장관은 이
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 영향평가
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
는 서명을 해야 하며, 최종 제안 단계
및 실행 단계에서는 장관이 영향평가
를 읽고 그 내용에 만족한다는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22)
셋째, 영향평가 문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요소는 ① 요약 - 개입 및
대안, ② 요약 - 분석 및 증거, ③ 증
거의 기초, ④ 부속문서 등으로, 요약

19) 2006년의「입법 및 규제개혁법」
에 대해서는 박영도,“영국‘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의 성
립과 향후전망”
,「최신외국법제정보」
, 2007년 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9, pp. 42~50 참조.
20) 종래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한 자체 평가로는, BRE, The Tools to Deliver Better
Regulation - Revis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 Consultation, 2006. 7, p. 9
참조.
21) BERR,“Impact Assessment Guidance”
, 13항.
22) BERR,“Impact Assessment Guidance”
, 18항 및 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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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 규제영향평가의 의사결정 과정

자료 : 박영도, 장병일,「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Ⅳ)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 한국법제연
구원, 2007. 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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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규제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

① (규제명)
② (규제의 필요성 및 효과) 규제의 목표, 배경, 정부개입의 정당성
③ (외부협의) 정부 내 / 공개 협의
④ (무규제대안)
⑤ (비용편익)
- 영향을 받는 부문과 이해관계자
- 계량화한 비용과 편익으로 행정비용 및 장기적 비용 포함

⑥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⑦ (시장경쟁영향)
⑧ (집행, 감독 및 제재조치)
⑨ (이행방안)
⑩ (성과평가방안)
⑪ (요약)
⑫ (공식발표) 문의 및 의견제출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 비용 및 편익 목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 2007. 9, p. 13.

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23)
‘② 요약 - 분석 및 증거’
에서 기업
이나 제3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
되어야 한다. 상이한 규모의 조직에
대하여, 조직당 연간 추정 비용을 각
대안별로 언급해야 하며, 영세, 소규
모, 중규모, 대규모 조직의 각각에 대
해 고려하고 있는 제안을 언급해야
한다. 영세 및 소기업이 직면한 과도
한 규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신중하
에
게 고려해야 한다.24) ‘④ 부속문서’

는 특정한 영향검사의 상세내용이 제
공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영향검사
(SFIT)도 특정한 영향검사의 하나로
간주된다(<표 4> 참조) .
한편, 영국 정부에서 영향평가를 총
괄하는 조직은 기업규제개혁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
BERR) 내의 규제개선청(Th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BRE)이다.25)
규제개선청(BRE)은 규제개혁을 총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의 목적은 정부

23) BERR,“Impact Assessment Guidance”
, 22항.
24) BERR,“Impact Assessment Guidance”
, 43항.
25) 현재 규제개선청(BRE)의 업무는 종전에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 해당되는 내각사무처
(Cabinet Office)에서 수행하던 업무인데, 2007년 조직개편에 의해 동 업무가 내각사무처에서
기업규제개혁부(BERR)로 이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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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국의 특정 영향검사(Specific Impact Tests)
분야

특정 영향검사
경쟁 평가

경제

중소기업영향검사(SFIT)
법적지원영향검사
기타 경제적 쟁점들

환경

탄소 및 온실가스 평가
기타 환경 쟁점들
건강영향평가
인종평등
양성평등

사회

장애인평등
인권
농촌문제 검토
기타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발전 원칙

자료 : http://www.berr.gov.uk/files/file44548.pdf

부처들과 함께 새로운 규제 구상과
부처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
고, 정부 부처 및 규제자들과 함께 기
존의 규제를 단순화·현대화하며, 규
제자들(지방 당국 포함) 및 정부 부
처와 협력하여 규제에 대한 자세와
접근방법이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26)

(3) 중소기업영향검사 (SFIT)27)
중소기업영향검사(Small Firms
Impact Test ; SFIT)의 대상은 기업
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거나 또는 축

소시키는 모든 제안이다. 중소기업영
향검사는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제
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
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영향검사 과정은 영
향평가 표준서식 내 비용편익 분석
부분을 완성하게끔 도와주려는 것으
로서, 새로운 규칙으로부터 중소기업
이‘완전한 또는 부분적인’적용면제
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이
영세기업, 소기업 및 중기업에 각각
부과하는 연간 비용의 계량화를 포함
한다.
중소기업영향검사는 정책 구상이

26) http://www.berr.gov.uk/bre
27) BERR,“Small Firms Impact Test: Guidance for Policy Makers",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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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발될 때 시작해서 최종 제안
이 법제화될 때 혹은 여타 실행 조치
와 함께 발표될 때 끝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정책결정 과정의 여섯 단계
중에서 중소기업영향검사가 특히 중
요한 단계는 개발 및 대안검토 단계,
의견수렴 단계, 최종 제안 단계이다.
중소기업영향검사의 흐름은 <그림 4>
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영향검
<그림 4>

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표 5>
에 정리되어 있다.
기업규제개혁부(BERR) 내의 기업
국(Enterprise Directorate)28)이 중소
기업영향평가(SFIT) 제도 운용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국은
각 부처 정책입안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원한다. 또한, 기
업국은 중소기업영향검사가 제대로

영국 중소기업영향검사(SFIT)의 흐름도

자료 : BERR,“Small Firms Impact Test: Guidance for Policy Makers", 2007. 9.

28) 기업국의 전신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 ; S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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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국 중소기업영향검사(SFIT)의 체크리스트

A. 영향평가 준비 초기 단계에서는 영향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예비평가 실시
규제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가 또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는가? 만약‘예’
라고
판단된다면,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된다고 추정하고 아래 B단계로 이동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기업의 수, 규모, 소유 형태(자영업, 파
트너십, 주식회사 등), 지리적 분포 등
B. 대안에 대한 평가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면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기존의 자문과 연구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확인
C. 중소기업 대표 샘플과 함께 제기된 논점 검토
합리적인 수(예를 들면 10명)의 중소기업 대표를 접촉
제안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피드백 획득
- 제안이 다루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 기업의 경영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가?
- 제안으로 인한 기업의 개략적인 비용 및 편익은 무엇인가?
- 규제 외에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예를 들면 적용면제)이 있는가?
D.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영과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조치들의 영향은 중소기업
에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임. 중소기업 분석의 E단계로 계속 진행
만약‘아니오'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면제가 가능한지 고찰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예비적 조사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
E. 원가계산을 포함한 더 광범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세한
자료 수집
대표 기업의 보다 많은 샘플 접촉
예상되는 제안의 영향(외부 정밀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편익 추정치를 포함)에
대한 피드백 획득
제안이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
비용·편익의 함의를 제안의 함의와 비교
F.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지 확인
중소기업영향검사(Small Firms Impact Test)는 영향평가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영향평가 표준서식에 포함되는 자영업,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
에 미치는 비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됨. 정책입안자들은 영향평가에서 중소기업영향검
사로부터 수집된 피드백의 상세한 내용을 요약해야 함.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구조(예를 들면 기업 수, 기업 규모)
- 현재까지의 의견수렴 내용
- 문제를 다루는 대안들
- 각 대안의 비용·편익 추계치
- 실행 쟁점
참여자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변경사항이 없다면 왜 없었는지
- 참여자들이 규제과정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자료 : BERR,“Small Firms Impact Test: Guidance for Policy Makers",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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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는지에 대해 기업규제개혁부
(BERR) 장관에게 보고·자문한다.
정부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에 대해 중소기업영향검사를 실시하
도록 하는데, 기업국은 영향평가 최종
안에 포함된‘제안이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
을 평가할 권한을 갖고 있다.
기업국은 정책개발 단계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중
소기업 소유자와 경영자의‘중소기업
의견수렴 데이터베이스(Small Firms
Consultation Database)’
를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업국
은 정책 공무원을 대신하여 영세기업,
소규모 및 중규모 기업을 접촉해 제안
된 규제의 잠재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는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영향검사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의견수렴의 접촉대
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중
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특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영국은 규제영향분석
(RIA)을 규제개혁의 핵심적인 요소
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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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과 영국은 일반 규제영향
분석 내에서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을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있
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절차로서 미
국의 경우 규제유연성분석(RFA)을,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영향검사
(SFIT)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는 중소기업이 규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주요
목적이 중소기업 규제완화라는 인식
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 규제
영향분석은 법령과 조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먼저 근거 법령으로서 미
국에서는 「규제유연성법」
에 의해 중
소기업에 대한 규제유연성분석이 의
무화되었고, 영국에서는 각종 지침에
의해 중소기업영향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추진 조직으로서 미국에서는 관
리예산처(OMB) 내의 정보·규제관리
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 OIRA), 중소기업청
(SBA) 내의 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이 중소기업 규제유연성분
석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기업규제개혁부(BERR) 내의 규제개
선청(Th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BRE)과 기업국(Enterprise
Directorate)이 중소기업영향검사의
효과적 시행을 관리하고 있다.
넷째, 미국과 영국은 중소기업 규제
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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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
하여 전문가 및 유관 행정기관의 심
도 있는 검토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분석결과를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29) 영국에서는 영향평가 결
과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수차례 공표
되어야 하며,30) 규제영향분석의 책임
감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서명토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 RIA)은 정부의 조치로 인
해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험하고 의
사 결정권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의사결정 수단이자 방법이다.
OECD는 합리적 규제생산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1997년 회원국들에게 규
제영향분석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행정규제기본법」
에 근거하여 1998년 6월부터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
과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
으로 부족하고 업무가 매우 형식화되
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
런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에는 중소기
업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규제부담
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이 규제영
향분석에서 오히려 더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
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으나,
이들 선진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
제영향분석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관점에서 규제영향을 점검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
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기업
의 규모 혹은 규제준수 능력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9)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
609.
30) 규제영향평가가 공표되거나 재공표되어야 할 시점으로는, 1) 정책 제안이 공개적인 협의를 받
기 위해 공개될 때, 2 ) 법안이 상원 혹은 하원에 제출될 때, 3 )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의 초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4) 법률, 행정명령 혹은 여타 규제조치의 실행 직전
에, 5) 규제조치가 실행된 후 사후검토 등이 있다. BERR,“Impact Assessment Guidance”
,
11항. http://www.berr.gov.uk/files/file445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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