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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환경규제의 준수는 주요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이 강함.
- 이는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주요 환경규제가 경제이론적
으로 이른바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차원에서 또 오염자부담 원
칙이라는 환경경제학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임.
◦ 따라서 윤리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피규제자 입장인 기업으로서
는 매출 증대 또는 순익 증가와 같은 우선적 경영목표 달성에 단
기적으로 방해가 되는 원가 상승요인일 수밖에 없음.
- 물론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지나 저탄소·녹색성장 시대를 살
아가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환경규제의 선도적 이행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당
해 기업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기업의 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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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은 대기업 수준에서는 일반화된 지 오래
임.
◦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순한 비즈니스의 친환경화를 넘어서 미
국의 GE와 같은 유명한 다국적 기업은 오래전부터 환경 분야에
서 새로운 블루오션적 사업 기회를 찾는 이른바 ‘에코메지내이
션(Ecomagination)’을 주창하여 이전에 없던 다양한 비즈니스 모
델을 창출하고 높은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음.
◦ 그런데 주가가 높은 기업을 살펴보니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업체
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환경규제 준수 수준과 주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러한 기업은 재정적 성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환
경 분야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도 있음.
◦ 어쨌든 환경규제 준수는 여전히 기업의 차원에서는 비용을 초
래하는, 사회윤리적 차원을 넘어선 엄연한 현실이며 무엇보다
도 재정 및 정보 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강화되는 추세
에 있는 환경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비용은 더욱 부담이 되고
있음.
-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은 생산 및 고용 면에서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
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음.
◦ 한편 환경부는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통
해 2011년 처음으로 국가 예산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
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집행하였음.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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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국내 각지에 산재한 자체 기술 및 재정 능력이 열악
한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생산시설
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환
경관리능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됨.
◦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현황을 살
펴보고 주로 환경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준수
와 관련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럴 해저드 방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
및 지원 인프라 정비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본 연구의 취지는 영세 소기업에 대한 환경설비 구축 지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나
현행 제도의 명칭 및 향후 분석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일관되
게 서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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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영세 기업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근
거 및 여타 중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제도 사례를 문헌 조사·분
석 등을 통해 제시함.
- 중앙 및 지자체 정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설비 구축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적시하며 OECD
등 국내외 각종 문헌을 통해 지원의 근거 및 효율적 시행 방안 관
련 정책과제를 제시함.

제2장
중소기업의 현황 및 위상

1. 소기업의 위상
◦ 2009년 종업원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업원 수 299
인 이하의 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8%에 이르며, 대기업에 해당
하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비중은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남.
<표 2-1> 제조업 분야 기업 규모별 비중(2009년 기준)
단위 : 개사, %
1)

소기업
(영세 소기업)2)
중기업
대기업

종사자 수에 의한 구분
1~49인
(1~9인)
50~299인
300인 이상
합계

사업체 수
311,466
(262,393)
8,320
588
319,78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호.
주 : 1)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8조 참조.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

비중
97.2
(81.9)
2.6
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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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기업의 정의
◦ 영세 소기업(Micro Busi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내용에 근거하
여 정의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종사자 수 1~9
인 기업은 소상공인임.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
자수 50인 미만의 기업은 소기업임.
- 이에 따라 영세 소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정의가 겹치는 1~9인
이하의 제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영세화는 기업 규모가 줄어든다
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세 소기업과 다소 상이한 개념임.

- 특히, 2009년 영세 소기업의 수는 26만 2,393개 사로 전체 제조업
체의 82.0%를 차지함.
- 이는 일본(2009)의 52.5%, 미국(2007)의 50.8%, 독일(2007)의 60.5%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한편, 10~49인의 소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기업은 전체 제
조업체 수의 85%, 종사자 수의 37.4%, 생산액의 16.9%, 부가가치액
의 18.6%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의 경우 기업체 수 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면에서 비중이 낮은 등 영세
한 특징을 보임.

제2장 중소기업의 현황 및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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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조업 분야의 기업 규모별 비중(2009년)

10~49인
비중(%)
50~299인
비중(%)
300인 이상
비중(%)
계

기업체 수(개)
46,843
85.0
7,617
13.8
650
1.2
55,110

종사자 수(명) 생산액(십억 원)
917,808
189,765
37.4
16.9
774,209
238,888
31.6
21.3
760,950
694,421
31.0
61.8
2,452,967
1,123,075

부가가치(십억 원)
13,918
18.6
16,993
22.8
43,742
58.6
374,53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11.

- 그러나 종사자 수 면에서는 소기업의 비중이 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자리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
이 있음.
◦ 소기업 수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는 소기업의 창업이 많다는 점
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폐업의 고통을 겪는 소기업이
적지 않음.
- 최근 휴·폐업률이 창업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소기업의 수가 감소할 개연성이 있음.

2. 소기업 수의 변화
◦ 2000~2009년 기간 동안 기업 규모별 사업체 수의 비중변화를 살펴
보면, 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소기업 집단
이 사업체 수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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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제조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총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사, %

2000
1. 중소기업
1.1. 소기업
1.1.1. 소상공인
1~4명
5~9명
1.1.2. 비소상공인
10~19명
20~49명
1.2. 중기업
2. 대기업
합계

비중

312,421 99.7
304,091 97.1
257,513 82.2
210,322 67.1
47,191 15.1
46,578 14.9
28,170
9.0
18,408
5.9
8,330
2.7
825
0.3
313,246 100.0

2005

비중

339,493 99.8
330,557 97.2
278,116 81.8
218,234 64.2
59,882 17.6
52,441 15.4
32,138
9.4
20,303
6.0
8,936
2.6
690
0.2
340,183 100.0

2009

비중

319,786 99.8
311,466 97.2
262,393 81.9
203,156 63.4
59,237 18.5
49,073 15.3
29,961
9.4
19,112
6.0
8,320
2.6
588
0.2
320,374 100.0

2000~2009
증가율
0.3
0.3
0.2
-0.4
2.6
0.6
0.7
0.4
-0.01
-3.7
0.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호.

- 2000~2009년 기간 동안 소기업의 비중은 99.7%에서 99.8%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동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기업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남.
- 특히 종사자 수 5~9명에 해당하는 영세 소기업의 사업체 수가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6% 증가함으로써 가장 빠른 증
가세를 보임.

3. 소기업의 종사자 수 변화
◦ 2000~2009년 기간 동안 규모별 종사자 수의 경우 소기업의 비중이

제2장 중소기업의 현황 및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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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제조기업의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1. 중소기업
1.1. 소기업
1.1.1. 소상공인
1~4명
5~9명
1.1.2. 비소상공인
10~19명
20~49명
1.2. 중기업
2. 대기업
합계

2000

비중

2005

비중

2009

비중

2,539,362
1,697,191
763,868
454,799
309,069
933,323
377,138
20~49명
842,171
793,656
3,333,018

76.2
50.9
22.9
13.6
9.3
28.0
11.3
16.7
25.3
23.8
100.0

2,760,199
1,870,531
832,346
445,960
386,386
1,038,185
428,306
609,879
889,668
690,694
3,450,893

80.0
54.2
24.1
12.9
11.2
30.1
12.4
17.7
25.8
20.0
100.0

2,628,175
1,788,738
812,442
419,306
393,136
976,296
402,160
574,136
839,437
641,164
3,269,339

80.4
54.7
24.9
12.8
12.0
29.9
12.3
17.6
25.7
19.6
100.0

2000~2009
증가율
0.4
0.6
0.7
-0.9
2.7
0.5
0.7
0.4
-0.04
-2.3
-0.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호.

2000년 50.9%에서 2009년에 54.7%로 늘어남으로써 3.6%포인트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기업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0.4%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대
기업의 경우는 종사자 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의 증가는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의 증가율
을 보인 5~9인의 영세 소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분석됨.

4.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 소기업의 경우 2010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53%인 것으로 나타
나 중기업의 5.57%에 비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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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제조업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
인 6.89%2)에 비해서도 1.28%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50인 이하에 해당하
는 소기업이 기업체 수나 종사자 수 면에서 제조업의 절대 다수
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이들 소기업 집단들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소기업 집단들은 제조업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적으로 불이익에 처할 개
연성이 있기 때문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함.
- 최근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보다 육성을 강조하고 실적 우수 기
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소기업의 기
<표 2-5>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현황
종사자 규모별
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소기업
중기업
자료 : 중소기업청.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1.

매출액영업이익률
5.55
5.56
5.76
5.35
5.27
5.45
6.15
5.53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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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오염방
지 시설의 개선을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함.
- 이러한 상황에서 소기업에 대한 환경 정책이 규제일변도로 강화
될 경우 소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더욱 필
요하다고 판단됨.

5. 소기업의 오염 배출업체 현황
◦ 오염 배출업체의 구분은 사업장의 오염 배출량에 따라 나누어지
는데, 소규모 기업인 4~5종 사업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3)
◦ 대기 및 수질 분야의 4~5종 사업장을 가진 업체 수는 8만 5,844개
사에 해당하여 전체 업체 수의 92.9%를 차지함.
- 수질오염의 경우 2008년에 4~5종 업체는 전체의 95.7%를 차지하
는 4만 4,828개 사인 것으로 나타남.
- 대기오염의 경우 2008년에 4~5종 업체는 전체의 90.1%를 차지하
는 4만 1,016개 사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수질 및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

3) 본 분류기준은 물사용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종업원 수 기준의 중
소기업 분류 방식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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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2)

구분1)
1~3종
4~5종
합계

수질오염 배출 (A)
업체 수
비중
2,032
4.3
44,828
95.7
46,860
100.0

3)

대기오염 배출 (B)
업체 수
비중
4,508
9.9
41,016
90.1
45,524
100.0

합계(=A+B)
업체 수
비중
6,540
7.1
85,844
92.9
92,384
100.0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및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각 연호.
주 : 1) 배출업체 규모의 구분 기준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
2) 2008년 기준임.
3) 2010년 기준임.

는 4~5종 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수의 변화를 보면, 2001~2010년 기간 동
안 4종 업체의 수가 연평균 16.9%에 해당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
임으로써 2010년에 업체 수가 1만 4,731개 사로 크게 늘어난 특징
을 보임.
- 5종 업체의 경우 2001~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0% 감소하였으
나, 여전히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4만 5,524개인 것으로 조사
됨.
◦ 4~5종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수의 변화를 보면, 2001~2008년 기
간 동안 4종 업체의 수는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2010년에 2,264개 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01~2008년 기간 동안 5종 업체는 연평균 0.8% 감소하였으나, 업
체 수는 전체의 90.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형성함.
◦ 향후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시행, 대기환경개선대책(저NOx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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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1종
2종
3종
4종
5종
합계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2001
637
1.6
1,144
2.9
1,162
2.9
5,022
12.6
31,909
80.0
39,874
100.00

2005
998
2.4
1,605
3.8
2,683
6.3
14,026
33.2
22,996
54.4
42,308
100.00

2010
1,099
2.4
1,317
2.9
2,092
4.6
14,731
32.4
26,285
57.7
45,524
100.00

연평균증가율
8.3
1.9
9.0
16.9
-4.0
0.6
-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호.
주 : 배출업소 규모(1~5종)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구분.
-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
-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은 제외.

너 설치 등) 추진 등으로 인하여 보일러 설치사업장 등 소형사업
장을 다소 포함하여 전체 대기배출 사업장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방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
고, Clean Sys(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대
형 사업장(1~3종)과 대기오염우심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감안
한 차별화된 관리정책이 추진되면, 비용 측면에서의 대기오염물
질 저감량 및 저감효율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효
율·고비용의 탈질설비, Clean Sys(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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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1종

2종

3종

4종

5종

합계

업체 수
비중
폐수방류량
업체 수
비중
폐수방류량
업체 수
비중
폐수방류량
업체 수
비중
폐수방류량
업체 수
비중
폐수방류량
업체 수
폐수방류량

2001
297
0.6
1,487
458
0.9
443
1,125
2.3
347
1,823
3.7
152
45,173
92.4
126
48,876
2,555

2005
318
0.8
1,897
477
1.2
358
1,071
2.7
255
1,764
4.4
130
36,779
91.0
227
40,409
2,867

2010
323
0.7
1,806
523
1.1
485
1,186
2.5
314
2,264
4.8
169
42,564
90.8
232
46,860
3,007

연평균증가율
1.2
2.8
1.9
1.3
0.8
-1.4
3.1
1.5
-0.8
9.1
-0.6
2.4

자료 :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각 연호.
주 : 1) 2008년 통계가 현시점의 최신자료(2011. 4월 발간).
2) 배출업소 규모(1~5종) :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에 따른 구분.
1종(2,000m3/일 이상), 2종(700m3/일~2,000m3/일), 3종(200m3/일~700m3/일), 4종(50m3/
일~200m3/일), 5종(50m3/일 미만).

도할 예정임.
◦ 특히 소형 사업장(4~5종)에 대하여는 비용효과적인 국고 지원사
업 등을 통하여 중소사업장의 재정적인 여건을 경감하여 대기오
염물질 저감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오염배출 및 관리 측면
◦ 국내에서 총 오염배출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정확히 측정되고 있지는 않음.
◦ 외국의 경우 전체 사업장 수의 99%가 중소기업인 EU의 경우 오염
배출량의 약 7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종업원 수 9인 이하의 소기업(Micro enterprise)의
수가 약 91%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의 중소기업은 총 탄소배출량의 약 60%를, 전체 대기오염물
질 배출의 약 7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4)
^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장폐기물의 약 60%, 오염사고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이하 자료는 Gary Lynch-Wood and Davic Williamso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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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CFC 배출의 약 36%를, 모
든 폐기물 배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구
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오염배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 무엇보다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수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적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
라 단위 기업당 오염배출량이 많을지라도 대중의 눈에 띄는 정도
면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관리가 용이함.
-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비록 단위 기업당 오염배출량은 적을
지라도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있는 관계로 환경당국의 오염관
리가 매우 곤란한 여건임.

2. 환경규제 준수비용 측면
◦ 중소기업들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다음
과 같은 사실에 기인함.
- 첫째, 상대적으로 규제준수 비용이 큰 데 반해 금융 접근성은 떨
어지는 데 따른 재원 및 자원의 부족
- 둘째, 중소기업들이 규제 의무, 환경 영향 및 환경문제에 대한 기
술적 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
- 셋째, 중소기업은 환경경영활동을 핵심 비즈니스 활동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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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종업원 1인당 규제비용(미국)
단위 : 달러

규제유형
환경 규제비용
경제적 규제비용
노동관련 규제비용
세금 순응비용
계

전 기업
1,213
2,065
779
665
4,722

20인 미만
3,328
1,616
829
1,202
6,975

20~499인
1,173
1,648
873
625
4,319

500인 이상
717
2,485
698
562
4,463

자료 : W
 . Mark Crain and Thomas D. Hopkins(2005),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족
- 넷째, 환경오염 배출업체 중 공공에 노출되는 중소기업의 부족
◦ 구체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비용은 종업원 수가 적을수
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규제비용은 종업원 수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종업
원 1인당 6,975달러(대기업의 1.5배, 중기업의 1.6배)인 데 반해, 소
기업에 대한 규제차별화로 인해 경제적 규제, 노동 관련 규제비
용은 소기업보다 중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위의 통계를 토대로 미국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보면, 8
조 5,587억 달러인데, 이는 2003년도 생산액인 2,981억 달러의 28.7
배에 달하는 수준임.
◦ 한편,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을수
록 규제비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미국의 환경규
제 준수비용의 경우 대기업 대비 소기업의 규제비용은 5.2배, 대
기업 대비 중기업의 규제비용은 1.6배로 각각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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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50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가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이므로 한국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대기업보다 훨씬 높을 것
으로 추정됨.
◦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비용 격차가 큰 만큼 중소기업 규제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리함
을 시정해야 할 것임.
◦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준수부담과 행정적 준수부담을
가치사슬에 근거하여 기업활동 분야별로 설문한 결과 <그림 3-1>
과 같이 나타남.
◦ 5점 척도로 경제적 부담을 측정한 결과, 경제적 준수부담의 경우
환경 및 공해 관련 분야가 평균 3.76점(432개 중소기업 응답)으로

<그림 3-1> 기업규모에 따른 종업원 1인당 환경 규제비용(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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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
 . Mark Crain and Thomas D. Hopkins(2005),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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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안전관리 관련 분야, 인력 관련 분야
순으로 나타남.
◦ 행정적 준수부담을 측정한 결과 환경 및 공해 관련 분야가 평균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력 관련 분야, 안전관리 관
련 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및 행정적 준수부담 모두에서 환경 및 공해 관련 분야, 안
전관리 관련 분야, 인력 관련 분야가 중소기업 규제부담의 3대 분
야로 분석됨.
◦ 경제적 준수부담과 행정적 준수부담의 평균은 각각 3.06점, 3.17
점으로 나타나 행정적 준수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의 내용을 정확히 인
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름.
◦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관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이른바 시장일변도의
탈피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4.0시대하에서 시장에서 중소기업
의 생존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력 및 고용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즉 중소기업 환경규제 지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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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Programme(ECAP) for SMEs)이 그것임.

3. 제도적 측면
◦ 부담능력 미흡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의 제도적 근거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이에 의거한 지역환경센터 설립·
운영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
정운영)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 특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 한편, 동 법 12조 1항 및 2항에서는 기업의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
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 제12조 (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
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
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
정 2009.6.9, 2011.4.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기술지원 대상시설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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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
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低減)하려
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
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유해화학물질 관
리법」 제17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
◦ 한편, 구사회주의권의 이행기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OECD의 관
련 문건에 따르면,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원은 환
경규제 준수를 견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즉 OECD(2007)5)에 따르면 공적 보조금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
의 자금으로 환경 관련 투자를 조달하도록 추가재원을 동원하
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보조금은 최소의 비용으로 성과를 달
성할 수 있는 최적의 비용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경쟁
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5) OECD(2007), Small Business and Environmental Compliance: Review and Possibl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xperience in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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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경제학적 측면
□ 사회적 순편익 관점
◦ 기후변화협약에서도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이행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무조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아
니라 생태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즉, 효율(efficiency), 형평(equity) 및 실행력(practicability) 간의 우선
순위 및 조화의 문제임.
◦ 개별 기업의 차원에 국한할 경우 부담능력, 당해 산업의 특성, 소
재 지역에서의 위상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우선 사회적 순편익의 관점에서 단순히 사적 순편익(사적 편익 사적 비용) 관점을 넘어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오염배
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사회적 편익 - 사
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클 경우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부담 공유(burden sharing)의 차원에
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
경시설 부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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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대상 차원
◦ 환경규제의 핵심적 수단의 역사적 진화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
으로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자발적
협약 등의 복합적 접근(Hybrid approach)의 순서로 발전되어 왔음.
◦ 또한 이러한 단선적 발전 단계와 아울러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살
펴볼 수 있는바, <그림 3-2>와 같이 정부의 규제 정도와 비즈니스
와 정부의 관계를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차원에서 도시해 볼
수 있음.
◦ 즉, 정부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비즈니스와 정부 간
양자의 관계도 밀접하지 않고 전통적이었던 1970년대 이전에는
환경규제의 통합적 고려도 미약하고 혁신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2

3
1990~2010

1970~1990

Target group policy

Regulated

Permits
Emission limits
End of pipe technology

Government control

High/direct

<그림 3-2> 환경규제 사이클

Market driven

sustainable development
Prices give right signals
Policy coherence
Innovation directed towards
sustainability
Start~1975

Low/indirect

Environmental objectives for sectors
Company environmental plans
Process optimisation within sectors

2001~2020

Transition management

Transition goals for group of stakeholders
Co-operative development of transition
agenda
System innovations

Market driven

1

unsustainable development
No policy coherence
Innovation not directed

Distant/confrontational

Business/government relationship

자료 : Frans A. Vollenbroek(2002).

4
Close/cooperative

30 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상황에서 환경과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단계에 있었음.
◦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고조되어
1970년대 이후부터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총량)을 중심으로 주로
최종처리단계의 환경오염관리를 실시해 왔는데 정부의 개입이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비즈니스/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전통적
이고 밀접하지 않았음.
◦ 이러한 환경규제와 기업/정부의 관계는 1990년대 들어서 부문별
환경오염목표의 설정, 기업의 환경관리계획 수립, 부문 내 공정
최적화 등이 속속 도입되는 등 목표집단 중심 정책(Target group
policy)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높은 수준이면서 비즈니스와
정부의 관계도 밀접한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발전 기조는 향후 21세기 전반기에는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이행기 목표 설정, 이행기 의제의 협력적 발전 및 시스
템 혁신 등의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정부의 개입 수준은 점차 낮아지지만 비즈니스와 정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수준에 머무르는 양상이 될 것임.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환경규제의 사이클은 가격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정책의 응집성·통합성이 극대화되고 지
속가능성을 지향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이 집중될 경우 궁
극적인 지속가능발전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비즈니스와 정부의 관계 역
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화되는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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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과
유사하게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등 다수의 혁신적인 정
책수단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고 효과적인 환경정책/규제가 시
행되고 있어 목표집단 중심 정책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됨.
- 그러나 규제대상의 측면에서 여전히 지체된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임.
◦ 네덜란드와 같은 환경선진국의 경우도 이를 감안하여 이행기모
델과 폴더모델(Polder model)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바, 폴더모델의 경우 지체집단과 중간집단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환경규제의 이행
에 따른 부담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다
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투입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
<그림 3-3> 환경규제 대상 : 폴더모델과 이행기모델의 경우
Non-active

Reactive

Pro-active

Polder
Backward
companies

Transition
Middle

group

model
Regulation

Lending
companies
model

Target group policy

자료 : Frans A. Vollenbroek(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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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여건에서 세계 최
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경우를 제외
한 나머지 기업들은 유가 및 자원가격이 급상승하는 글로벌 경
제 상황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일부 글로벌 기업과 같이 환경규제 이행능력이 양호한 선
도 집단 대상의 환경규제·정책도 중요하지만, 환경 이행능력이
부진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규제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지체집단의 환
경규제 이행능력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상 매우 의의
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 동 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 유지도 도모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히 둔화
되고 있으며 조속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실된 상황하에
서 특히 지역 간의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조업 분
위기를 유지시켜 고용의 유지와 지역경제 둔화 방지를 최우선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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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 시화지구 대기개선자금(융자)
◦ 수자원공사(K-Water)가 시화·반월공단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300억 원의 대기개선기금을 출연하
여 현재까지 83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209억 원을 지원하였음.
- 이러한 지원 등에 힘입어 동 지역의 악취민원 건수가 2004년 1,384
건에서 2009년 283건으로 급감하였음.
◦ 기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으로 최대
12년까지이고, 개선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2%씩, 최대 원금의 20%까지 차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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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 2006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지
도·단속만으로는 영세업체의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인바, 조례를 토대로 반월공단, 시화공단, 반월도금
단지, 평택포승지구 등 4개 공단의 악취 발생을 관리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96억 4,000만원을 들여 ‘제2단계 악
취 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2011년에는 첫 단계로 10억 원을 투입해 안산(5곳), 시흥(5곳), 평택
(1곳), 오산(3곳), 화성(2곳)에 있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장이 신규로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업체당 5,0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하고 있음.
- 2012년 예산 : 3억 2,900만원
- 보조기준율 : 보조금 60%, 사업자 자부담 40%
-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증설포함) : 업체별 5,000만원 이하
-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 업체별 3,000만원 이하

□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요 :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ㆍ대행기관의 기술지원을 받
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작업
환경 개선설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ㆍ민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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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지원
- 주요 내용 :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자금을 융자 지원,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소요비
용의 50%를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
단ㆍ민간대행기관(위탁사업)의 기술지원 사업장
◦ 예산내역 : 720억 원
◦ 신청기간 : 2012년 1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지원대상 :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50% 무
상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 무상지원, 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1,000만원 추가지원
◦ 지원절차
대상신청

⇨

기술지원

⇨

(클린)참여신청

⇨

자금지원 신청

⇨

자금지원 심사

⇨

시설개선

⇨

개선완료 확인

⇨

자금지급(인정)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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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내 중소기업 환경규제 준수 지원제도의 현황
제도명 및 주체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환경부)

형식

목적 및 운영 내용

-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제조공정 등의 시설 진단·개선을 지원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온실 가스 감축을 도모
- 연간 총 15억원의 국가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소재 녹색환경기
보조금
술센터를 통해 전 비용에서 국고 70%, 자부담 30%로 업체당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은 대기법 및 수질법 등의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소기업)

- 시화호 인근 공단의 악취 관련 민원 빈발에 따라 2006년 경기도
경기도 악취방지
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시설 설치 및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96억 4,000만원을 들여 ‘제2단계
보조금
개선보조금 지원
악취 끝 프로젝트’를 추진
(경기도)
-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장이 신규로 악취 방
지 시설을 설치하면 업체당 5,0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

시화지구
대기개선자금
(수자원공사)

융자

- 수자원공사(K-Water)가 시화·반월공단의 대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00억원의 대기개선기금을 출
연하여 현재까지 83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
체 등을 위하여 209억 원을 지원
- 조건 :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으로 최대 12년, 개선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2%씩, 최대 원금
의 20%까지 차감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을 융자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보조금 지원 보조금
을 융자 지원,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50%
(산업안전공단)
를 무상 지원
- 지원 대상에 환경 관련 설비 일부 포함
- 도내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목적
경기도 환경보전
- 환경정책, 기후대기 및 자원순환 3개 분야가 있는데 기후대기
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기후변화, 실내공기
(경기도)
질 개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환경오염방지 기술지
원 및 협력사업(분기 1회 이상)이 대상
자료 : 각종 법령 등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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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율신청 : 현장, 우편, 방문접수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 동 지원사업은 도내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지원 규모 : 단체별(1개 사업 한정) 최대 2,500만원 지원
※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사업은 환경정책, 기후대기 및 자원순환 3개 분야가 있는데
기후대기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기후변화, 실
내공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환경오염방지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분기 1회 이상)이 대상임.

2. 해외
□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환경 관련 융자사업
◦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의 매체별 환경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株)日本政策金融
公庫 및 오키나와 振興開發金融公庫를 통해 각종 우대금리를 바
탕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7억 2,000만 엔 이내의 지원을 실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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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일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대상 환경문제대응 융자시책
융자상한
중소기업
국민사업

융자기간

적용 이자율

대기

특별금리3

석면

특별금리2

수질
산업폐기물·3R

특별금리2
특별금리2
중소기업사업 : 기준금리,
특별금리1, 21)
국민생활사업 : 기준금리,
특별금리1~31)
중소기업사업 : 기준금리,
특별금리1, 22)
국민생활사업 : 기준금리,
특별금리1~32)

건설기계 관련
(오프로드 차량 포함)

자동차NOx·
PM 대책

7억 2,000만 엔
이내

7,200만 엔
이내

15년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주 : 1)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리 차이.
2) 자동차NOx·PM 대책지역 내 중소기업사업 대상 특별금리2, 국민생활사업은 특별금
리3, 대책지역 외는 특별금리1, 저공해차·신장기규제적합차 취득의 경우 특별금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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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운영구조 현황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제
조공정 등의 시설 진단·개선을 지원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온실
가스 감축을 도모
□ 운영기관 :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 2011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계획(환경부 녹색협력
과-1130호, 2011.4.25)
□ 사업기간 : 2011. 5. ~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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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총 1,500백만원
◦ 기술지원 사업: 총 1,400백만원
- 4~5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1,4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과제선정위원회 운영, 홍보비 등 70백만원
□ 지원조건
◦ 분담률 : 국고 70% 이하, 기업 자부담 30% 이상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공사 준공 완료 후 지원금 전액 지원(기업의 자체부담
금 우선 사용)
□ 지원대상 업체
◦ 시설개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사업장의 분류기준에 의한 4~5종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 제외)
◦ 온실가스 감축 : 중소기업(중소기업법 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발
생량 조사 및 감축계획 수립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지원 제외 업체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
용을 지원받은 기업
-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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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
⇨
(연합회, 지역센터)
(지역센터)
사업성과보고
(연합회→환경부)

⇦

기술지원 실시
(지역센터)

현장실사
(지역센터)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권역별 순위)
⇩
협약체결 및
중앙심의위원회
⇦
⇦
사업비 지급
심의
(지역센터→지원기업)
(지원업체 결정)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된 기업
□ 추진 절차
◦ 사업의 추진은 연합회와 지역센터의 사업공고 후 지역센터에서 사
업신청을 접수하여 현장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위 및 중앙심
의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그림 5-1> 참조).

(2) 지원 업체 선정 방법
1) 지원 신청
◦ 기술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지원신청서(별
지 제1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센터장에게 신청

2) 현장실사
◦ 실사반 구성 : 지역센터별로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지침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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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선발 (3인 이내)
◦ 실사반 자격요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
자 이상
◦ 실사반 역할 :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지원사업 체크리스트(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신청내용 및 허
위신청 유무 확인
- 지원대상의 적격성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
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 기
업환경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
산에서 지급
※ 현장실사반원의 기술지원 수당은 1개 업체 실사를 1회로 간주
하여 지급
^ 단, 현장실사반은 1일 2개 업체 이상 실사할 수 없음.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는 지역 센터장이 지역심의위원회에 제출

3)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회 구성 : 주관센터별로 주관센터장과 협력센터장이 협의하
여 심의회 구성
※ 주관센터장은 현장실사요원과 중복된 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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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심의회 역할 및 방법 : 지역센터에서 제출된 지원대상 기업별 현
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하여(별지 제4호 서식) 권역
별 지원순위 선정
- 현장실사 결과, 시설개선 기대효과, 지원업체 자부담률 등을 고
려하여 심사 실시
※ 지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작성 및 중앙심의위원회 제출(별
지 제5호 서식)

4)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회 구성 : ‘연합회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자문위원 인력풀’
에서 9인 이내 선정 위원장 호선
※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 심의회 역할 : 지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의ㆍ의결 후
지원대상 업체 및 권역별 지원사업비 결정
◦ 심사방향 : 지원시급성, 방지시설 개선 기대효과 및 지역특화업
종,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최종 결정
※ 중앙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차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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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최종 선정결과를 지역센터장이 지원대상기업에 통보(별지 제6
호 서식)
◦ 지역센터장과 지원대상 기업 대표자 간 협약체결(별지 제7호 서
식)
- 기술지원의 범위 및 내용, 사업비 분담, 시설개선 이행 동의, 기업
비밀 유지, 협약 변경, 기타 기술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6) 지원 시설의 착공·준공
◦ 착공신고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장에
게 착공연기(최대 2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신고 : 지원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
하여야 하며, 준공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시설
준공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 지원신청내용 변경 및 준공 연기
- 신청내용 변경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에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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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 지역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 연기 요청 시, 1회
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를 승인할 수 있음.
◦ 준공심사 : 현장실사반은 지원기업의 준공심사를 실시, ‘준공 심
사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후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7) 사후관리
◦ 준공 후 지역센터는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개선된
지원기업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가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별지 제12호 서식)

(3)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기술지원 사업비 배정 및 관리 기관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합회
□ 사업비 집행 중간점검
◦ 시기 : 2011년 10월 중
◦ 내용 : 업체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사전 파악, 환수, 타 사
업신청기업 지원 여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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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 시기 :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내용 : 정산서 제출, 불용액 파악(2011. 12. 31. 기준)

2. 현행제도 평가
(1) 제도의 근거 및 개선 필요성
◦ 앞에서 소개한 국내의 여러 시책 사례를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이는 여타 사업은 특정 지
역에 국한한 것이거나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환경부의
사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관점에서의 배경 및 근거를 감안할 때 중소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보조하는 시책은 지체집단의 환경
규제 이행능력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상 매우 의의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및 고용
유지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조속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실된 상황하에서 특
히 지역 간의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현실에서 더욱 그러한데,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
업의 조업 분위기를 유지시켜 고용의 유지와 지역 경제 둔화 방
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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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환경규제 준수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일단 바람직한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
하는 데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짐.
- 첫째,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오염배출의 주요 원천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시
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동 사업은 실질적인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영세 중소기업들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환경 당국
에 의한 오염배출 관리가 쉽지 않은데, 동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오염배출 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셋째, 전문지식 등의 부족으로 환경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홈닥터에 의한 컨설팅과 더불어 오염방
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중소기업의 환경 관
련 애로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음.
^ 특히 동 사업은 규제 의무, 환경영향 및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
적 해법과 이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선도하
고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부담률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국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 동 사업은 기존 정책금융 및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
제될 가능성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편입시키
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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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있
는바,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환경규제 지원
프로그램(Environmental Compliance Assistance Programme(ECAP) for
SMEs)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그루지아 등 이행기 구
사회주의권 경제에서 유사한 제도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의 매체별 환경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및 지역개발금융기구를 통해 각종 우대금리를 바탕으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이상과 같은 동 제도의 근거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있음.
◦ 먼저 지원체계 정비 차원에서 중소기업 인지도 및 접근성이 낮음.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신청 사례가 많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시 부작용 우
려가 있으며 신청절차상 부담이 있을 경우 자발적 접근이 곤란
함.
- 또한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지원 신
청할 경우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지원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인허가 필증 발급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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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가 있음.
◦ 추진체계 차원에서는 지역심의위와 중앙심의위 간 역할이 중복
되거나 또는 모호한 한계가 있으며 지역 및 중앙의 중복적 심의
로 인해 지원 업체 선정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역센터와 연합회 간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지역센터의 사업
수행상 권한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협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위
상이 모호하며, 지역센터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업무가 가
중될 개연성이 있음.
◦ 연합회의 사업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개념 및 우수 성과
(Best Practice) 확산이 미흡한 구조로 되어 있음.
◦ 사업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환경설비지원의 사업 내용과 불일치
하는 점이 있음(컨설팅 등 일부 기술지원이 포함되나 주 내용이
아님).
◦ 사업선정 기준 투명화 및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있음.
- 먼저 정보 및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
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불만족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자부담률의 차등이 지원업체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지원업체 선정기준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자부담률 기
준의 차등 가점 부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 기대효과 등이 동일한 경우 자부담률 차이에 의해 선
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부담률 면에서 취약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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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제외될 우려도 있음.
◦ 또한 현행 대상 업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오염발
생 저감과의 연계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 관련 서류 등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시공업체 정보가 미흡한 상
황에서 정보·자원능력상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 외에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나,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중복지원 방지장치
가 미흡할 경우 지역 내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진 중소기업들이
중복적인 수혜 혜택을 볼 개연성도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시공업체의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수혜업체인
중소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격, 거래조건상 불이익이 있을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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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
는 사업(특히 보조금형태)은 원칙적으로 환경규제준수 관련비용
은 오염자가 부담한다는 환경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
며 현재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 초기의 시행
착오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향후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최우선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회피되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럴 해저드는 무엇보다 중복지원
및 부담의 전가 차원의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기업 간의 차
원에서 중복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지 장치를 갖
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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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지자체 정부를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제도를 각각 시행
하고 있어 수혜대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조합하거나 기간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가
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물론 이는 향후 각 지원제도의 시행 시 신청 단계에서 기존에 지
원받은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음.
^ 즉 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호 긴밀한 협조가 없는 한, 신
청업체의 일방적 보고에 의존해서는 중복 지원의 여부를 판별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제
도적 재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모럴 해저드로서 당해 수혜기업 차원에서 자기 부담으
로 지불해야 할 규제준수 비용을 환경규제 당국이 대납해 주는
부담 전가의 가능성이 존재함.
^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오염자부담이라는
환경일반원칙과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여건 및 지역 간 경제수준 격차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
해 부분적으로 타당성 및 필요성을 갖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부담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에 규제일변도로 강
행할 경우 규제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감안하
면 이른바 마치 물펌프를 처음 작동할 때 마중물을 조금 넣어
주는 것처럼 규제준수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는 상당
한 환경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타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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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적으로 자부담률의 적정성 등은 앞으로도 계속 분석
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음.
◦ 또한 타깃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즉 대상을 보다 엄격히 선정함으로써 일정한 부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능한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동 제도는 영세기업
에 국한하여 엄격히 운영할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환경 관련 설비의 설치에 따른 일회성 투자비용의 지원뿐
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설비는 필터 등의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필
요로 하는데 가격설정력 및 재정능력 차원에서 취약한 영세기업
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모성 부품·재료의 가격 급등 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므로 이를 지원할 장치 마련도 신중히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 산재한 녹색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각 공단 등의 지
역 차원에서 공제조합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모품을
비축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설비 관련 비용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대기업의 경
우 자체의 환경설비를 갖출 때 정보 및 재원상에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설치업체와의 협상
력 차원에서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영세기업의 경우는 대개 맞춤형인 환경설비의 특성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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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의 설치업체의 영업력 및 협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현
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즉, 각 지역 내 산재한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및 연합회를 중심
으로 설비 관련 비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
으로 자유롭게 접근하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지역 내 컨설팅 및 설비업체의 영업 관행을 통한 비용 증가 및
과도 이익 보장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전국적 차원의 설비업체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비용 절감 유도가 가능
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격정보가 참조 견적가격으로서 기
능하여 적정 가격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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