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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
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달성해야 할 경제적ㆍ사
회적 정책목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ㆍ사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인 규제 또한 산업발전에서 그 영향력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범위의 확대로 기존 규제로 인하여 신
산업 발전이 저해되거나, 일괄적이고 충분한 이해 없이 적용되는 규제
로 인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규제도입에 따른 산업 부문의 부
작용에 대한 염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도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
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경제적 규제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규제도입의 본
래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적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비경
제적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
는 다양한 비경제적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업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비경제적 정책의
기존 목표와 산업 부문의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규제정책
에 관한 산업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송단비 부연구위원, 조재한 연구위원, 김
인철 선임연구위원, 김한흰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연구입니다. 본 보고
서의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사회적
목적을 위한 다양한 규제도입에 대한 산업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면서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산업연구원의 이건우 박사, 이원빈 박사, 임소영 박사, 그리고 연세대학
교 심명규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정대영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이배화
사무관을 포함한 원내외 여러 연구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보고서 참여진의 견해이며 산업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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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적 경제성장으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사회
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
발전에 기인한 신산업 출현과 산업 간 융복합화에 따라 비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범위가 커지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경제ㆍ산업 부문의 부작용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을 강조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 부문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정책
적 대응방식을 논의한다.
먼저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영향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
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규제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선행
연구와 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적으로 논의하였다. 논의를 통하여 비경제
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을 해
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철폐와 같은 규제정책 관점에서의 대처가 아
닌 산업정책을 활용한 새로운 보완 방식의 경제적 함의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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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경제적 규제 자체의 필요성과 최적규제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비경제적 정책목표 달성 과정에서 사전적ㆍ사후적 산업정책
을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 부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경제적 정책 본래의 목표 달
성과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산
업정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비경제적 규제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목적을 가진 비경제적 규제들이 실제 기업과 산업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실질적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경제적 규제사례인 화학 관련법(화관
법ㆍ화평법)의 통계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실제 기업의 경제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학 관련법은 기업의
수익, 투자,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
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그룹인터뷰(FG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화학 관련법을 포함한 노동, 환경, 안전, 기술 등과 관련된 비경제적 부
문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각각의 비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
며 이는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단순히 이러
한 비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직접적 규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
니라 중장기적 경쟁력을 저하하는 투자 및 신산업 부문의 진출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를 보완하는 산업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경제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주어진 규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ㆍ산업의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정책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비경제적 규제의 도입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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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정을 포괄하는 규제정책 시스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제 입
안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ㆍ사후로 구분한 산업정책의 활용안을 제안한
다. 대표적인 사전적 산업정책적 대응으로 규제도입 이전 산업경쟁력
평가와 같이 경제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추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후적 산업정책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
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정책 운영과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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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규제의 영향력 확대
규제는 경제ㆍ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
해 개인, 기업, 대외 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 행위로, 급
변하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
명의 도래로 인한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변화, 불평등, 기후 변화, 환
경, 삶의 질을 포괄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과 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i) 국
가적으로 달성이 필요한 사회적 목적 범위와 관련 규제의 증가, (ii) 산업
의 복합ㆍ융합화에 따른 규제의 영향력 확대, (iii)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한 규제 미스매치 문제 발생 등 다양한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목적 범위 확대는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규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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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규제가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특정한 경
제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효과적 방식의 하
나이기 때문이다.1) 또한 여러 분야가 융복합되는 4차산업의 특성상 하
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여러 규제가 적용되거나 하나의 규제가 동시에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별 규제가 갖는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산업의 경우 환자의 의료 데이
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처방 약의 조제 및 발송에 관련
한 약사법, 원격진료 활동과 관련된 의료법 등 여러 종류의 규제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하나의 규제가 반도체, 배터리, 섬유, 의약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여러
산업에 걸쳐 적용된다.2) 규제 미스매치 문제는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영
업 활동에 단편적으로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뒤늦게 부과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과 관련된다.3) 실제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
니스 모델의 개발ㆍ확산, 생산과정의 다양화, 복잡화, 정밀화, 글로벌화,
생산 및 소비 주체 간의 연결성과 연계성 강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최근
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규제 범위로 제어하기 어렵거나 빠른 변화 속
도로 인해 시의적절한 새로운 규제도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규제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산
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에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규제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외부효과가 수반될 경

1)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참조.
2) 선병수 외(2019).
3) 전인식ㆍ선병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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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규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로 인해 파생
위험이 있는 경제적 외부효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영향
본 연구에서 규제는 행정기본법상 규제의 정의를 따르며,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비경제적(사회적) 규제로 구분하여 인식한
다.4) 사회적 목적의 범위와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비경제
적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회적 편익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해당 규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 실제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비경제적
규제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과에 비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
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비경제적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은 경제 주체들이므로 해당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실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규제로 인한 경
제적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영향 간의 관계는 두 가지 상이한 메커니즘

4) 최병선(1992)이 이원론적 규제 분류에 따라 경제적 규제에 기업의 경제적 활동인 진입, 가
격 규제 등을 포함하고 비경제적 규제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활동인 환경, 안전 등을 포함
시켜 분류 기술한 내용을 인용한 김태윤(2012)을 재인용.
5) 예를 들어 최근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의 경우, 그 목적은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ㆍ시스템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경제계의 기업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유근형(2020), “중대재해기
업 처벌법, 경영 위축시킬것”, ｢동아일보」, 10월 26일, https://www.donga.com/news/
Economy/ article/all/20201025/103621787/1(접속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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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경우(예: 오염물배출
규제), 부(負)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
당 규제 적용 과정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 공정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자극함으로써 선순환적 경제 효과 가
능성이 있다. 반대로 규제의 범위와 적용 속도 및 강도가 기업의 이행 의
지와 능력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투자, 생산성, 신규진입 저하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현실에서 비경제적 규제도입으로 인한 산업ㆍ경제적 영향을 사전적
으로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규 규제 입안 시 이루어지
는 규제영향평가의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직접비용을 주로 고려하므로
투자, 진입장벽, 생산성 등 간접적이지만 향후 경제 성장에 영향이 큰 부
분에 대한 과소 추정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민의 안전과 같이 계량 값으
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과 비교될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과소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사후적으로는 규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가 경제환경,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가 본래의 목적을 견지하면서 다른 부문의 시장실패를 가
져오지 않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증이 필요하며, 실제 규제 사례를 이용
하여 경제적 영향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규제정책 사례로 최근 시행되어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있다. 두 법은 1990년 제정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을 전면 제ㆍ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화학물
질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규제의 수준을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장한 특징이 있다.6) 해당 법의 강화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의
연구개발ㆍ생산ㆍ제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제품ㆍ사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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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역 확대와 경쟁력 증대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
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7) 그러나 피규제자가 화
학물질 취급ㆍ사용자이므로 해당법이 산업활동에 끼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단독 소관이며, 이에 따라 EU는 집행위원회
에 산업총국과 환경총국이 참여하며 일본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
경성이 동시 참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산업계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즉, EU와 일본의 경우 해
당법에 관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화학물질 규제에
서 산업 부문의 여건 고려가 용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8)
현실적으로 손익을 완전히 고려한 규제 마련은 어려우며, 특히 비경
제적 목적 규제의 경우 도입 이전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향후 가져올 산
업경제 파급효과와 사회적 후생효과 등을 완전히 추정하고 비교하기 어
렵기 때문에 도입 단계에서 최적 규제를 설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Lipsey, 2007). 따라서 규제도입 이후 사후 측면에서 경제적 영향에 대
한 분석과 대응을 통한 꾸준한 개선ㆍ보안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제도
적 뒷받침은 물론 관련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9)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부정적 경제효과는 향후 우리 경제의 제약 조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사전ㆍ사후적 경제 영향분
석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적 관점의 보완적 규제 운용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6) 총 7장 64조의 법령으로 구성되며 그중 33개 조항이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 규제에 해당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및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
go.kr 참조.
7) <표 3-3> 언론동향발췌 참조, 제IV장 화학규제 관련 FGI 참조.
8) 이호용ㆍ박선아(2017), 곽노성(2019).
9) Lipsey(2007)는 현실적으로 최선 또는 차선 정책 설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가용한 수단, 정
보, 경험, 판단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을 통한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

제1장 서론

21

(3)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과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인 규제정책 활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규제 운영 방식은 본래의 목적 달성
자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의 산업구조 및 특성 변화기와 맞물려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규제 부과의 부정적 경제 효과 보완을 위해 산업정책을 혼합한 운영 방
식(mixed policy)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ㆍ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약(규제정책)과 촉진(산업정책)이
모두 필요하므로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고 효율
화하는 두 가지 주된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ㆍ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양자 간 상호보완성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다른 쪽을 고려하지 못할 때 사회적 비효율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안전 증대를 위한 시설규제 또는 위험원료
관리 규제 등의 강화 정책을 사용할 때 관련 피규제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비용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가능성이 있다. 이때
세액공제를 통한 안전시설장비 투자비 경감이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해원료의 안전 물질 대체 등 규제로 인한 비효율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산업정책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즉, 정부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
체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폐해, 정책 왜곡, 비효율 등을 최소화하
고 경제ㆍ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i)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의 역할 이해와 효과적 방향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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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가 경제와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 (iii) 규제로 인한 문제
보완을 위한 산업정책 연계 노력이 그것이다.

2. 연구 목적과 구성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모형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비경제적 규제와 기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
하는 경제적 부작용 완화를 위한 대응 방식을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같
은 1차적 형태가 아니라 산업정책을 활용한 보완적 형태를 새롭게 제시
한다. 즉, 원 규제 자체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산업정책의 보완을 통해 완화하는 실질적 정책적 시
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장별 목적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산
업발전 과정에서 변화하는 비경제적 규제의 역할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 운용 방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최근의 사회적 목
적 범위 증가와 맞물린 비경제적 규제도입 증가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외부효과에 대해 개관하였으며 관련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이 혼합된 형
태의 정책조합(mixed policy)과 같은 새로운 정책 운영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모형을 토대로 비경제적 규제가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 경제적 영향의 구체적인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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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 이해를 위해 행
정기본법상 규제의 목적과 특성을 개관하고 성과와 비용을 중심으로 규
제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도입 단계에서 최적규제 수립
이 어려운 규제의 특성에 대한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과정 및
보완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후생효과
(본래의 목적 달성)와 경제적 영향이 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혁신 정
도에 따라 이들의 장기 균형점 상승이 가능함을 모형을 통해 나타냄으
로써, 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산업정책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3장에서는 2장의 모형을 통해 살펴본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 파
악을 위해 실제 비경제적 규제의 사례를 이용하여 해당 규제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인 비경제적 규제
사례로는 화관법 및 화평법을 선정하였으며 한국의 제조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시간회귀단절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는 화관법 및 화평법 자체를 연구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
라 비경제적 규제(화관법 및 화평법으로 대변되는)와 경제적 영향 간 관
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이를 통해 비경제적 규제
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나타낸다. 즉, 화
관법 및 화평법 사례를 통해 비경제적 규제가 경제산업에 끼치는 효과
를 엄밀한 계량경제학 방법론으로 추정하고 추정결과로부터 규제정책
과 산업정책 간 보완성을 고려하여 경제ㆍ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산업
정책 시사점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 면접조사(FGI)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를 확인하고
규제로 인한 부정적ㆍ경제적 영향 완화와 기업의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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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비경제적 규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비경제적 규제
에 대하여 집단면접법을 수행한다.
제5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논의가 아닌 산업정책 활용을
통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제2장의 모형분석, 3장의 실증분석, 4장의 실태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및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한 산업정
책 연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1장 서론

25

제2장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관한
기술적(記述的) 접근

본 장에서는 규제의 목적, 특성, 성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후생과 경제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태적ㆍ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경제적
규제가 경제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규제 개요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관련 기본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존재한
다.10) 동법은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12차례 개정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규제정책의 기본법이자
법적 근간으로 기능해왔다.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은 동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10)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www.law.go.kr/법령/행정규제기본법(접속일:
2020. 7.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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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위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목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규제 행정의 기본 방
향으로 ① 불필요한 기존 규제 폐지와 ② 비효율적 규제 신설 억제를 적
시한 점이다. 즉, 법조문상에서 규제 확대나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폐지
내지 억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국민 삶의 질,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규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2조 (정의)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
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원론적으로 규제는 국민 생활과 연관된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
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법령으로 규정된 직접
개입을 통해 개인, 기업, 대외 부문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 행위를 의미
한다. “경제ㆍ사회적 목적”의 범주는 시장실패 보정, 바람직한 사회적 목
표 달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
러 정책 수단 중 규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약적 수단에 해당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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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약적 수단 외에 촉진적 수단 또한 활용될 수 있다. 촉진적 수단의 대
표적인 예로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산업정책을 꼽을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제5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은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일반 원칙을 제
시하고 있다. 이들 조문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 (규제 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
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 규제의 대상과 수
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 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
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 (…)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 (…) 유연하게 (…)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이들 원칙은 첫째,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개입만 허용해야 함을 명기함으로써 규제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연
결지은 점과 둘째, 특별히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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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저해되지 않도록 우선허용과 사후규제로 국민의 자유롭고 창의적
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11) 그러나 행정규제기
본법에서 천명된 바람직한 규제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제6조에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소관 규제(기존, 신
설, 강화 규제 포함)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대상 규제는 18개 주제별 경제, 사회, 행정 관련 규제를 망라하며,
지자체별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나 규칙은 별도 관리된다. 일례로 부처
별 규제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등록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
률 100개 중 6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며, 66개 법률 중 하위 법률 조
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는 총 6,670개에
달할 만큼 그 수가 많다. 규제 적용 분야에는 예외 없이 규제 준수 의무
가 있으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벌칙이 부과된다.

<표 2-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등록 규제
단위: 개

계

법률

법률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66

935

2,410

1,182

2,143

자료: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저자 정리(<부록 표 1>
참조).

제1장 총칙(제1조∼제6조)에 이어 제2장부터 제5장은 규제의 신설ㆍ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제2장), 기존 규제의 정비(제3장), 규제개혁위
원회(제4장), 보칙(제5장)으로 구성되며, 총칙에서 규정된 규제의 목적,
정의, 범위, 원칙, 등록 및 공표 내용에 따라 규제정책의 실제 운영과 관
11) 참고로 제5조 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은 2019년 4월 16일에 본조 신설된 최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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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즉, 제1조에서 명시된 동법의 목적인 ① 불
필요한 기존 규제 폐지와 ② 비효율적 규제 신설 억제를 행정적으로 실
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 규제를 어떻게 심사(제2장)하고 정비(제3장)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4장은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규
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의 상위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규제정
책의 추진체계를 기술하고 있다.12)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는 국무조정
실 규제조정실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각 부처별 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개혁담당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추가로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 소비자, 일반국민 등 피규제자가 직접
참여하는 별도 경로가 규제개혁신문고13), 중소기업 옴부즈만14) 등의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다.
규제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도상의 인식은 기존 규제나 신규 규제
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낮추어 경제의 혁신 활동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 친화적
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규제에 대한 법제도상의 인식이나
조문에 기술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규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산업경쟁력 둔화가 뚜렷
해지면서 혁신을 통한 경제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절실함에도 혁신을 저
해하는 과다 규제, 과도한 규제, 중복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비
판이 높다.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이 불필요한 기존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 규제
12) 행정규제기본법 23조, 규제개혁위원회(2020), 규제정보포털 등을 참조.
13) 규제개혁신문고(https://www.sinmungo.go.kr/sinmungo_intro.jsp, 접속일: 2020. 7. 3)
참조.
14) 중소기업옴부즈만(https://www.osmb.go.kr/main/main.jsp, 접속일: 2020. 7.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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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동법의 목적에 나타난 본래 취지
에 부합하도록 규제가 경제ㆍ산업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를
규제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융복합 기술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기반한 경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는 활발한 기업활동과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과거보다 규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2. 규제의 영향
(1) 규제의 성과
규제는 본래 사회후생 향상을 위한 목적, 의의, 합목적성, 긍정적 역할
을 지니도록 설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
기 어려운 규제 특성상 해당 분야를 벗어나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다른 분야에 부정
적 영향을 동시에 끼치기도 한다. 심지어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지금까지 기업, 산업,
국가, 지역, 방법론, 자료, 시점, 성과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도 매우 다양하다.15) 그러나 규제의 효과, 파
15) 김상헌(2010), 김유환(2017a, 2017b), 김종호 외(2007), 안상훈ㆍ차문중(2005), 이광호ㆍ
김명순(2019), 이동원 외(2008), 이민호 외(2018), 이주호 외(2018), 최대용 외(2014), 최미
희(2010), 하병기 외(1999), 한성훈ㆍ임시영(2008), Alesina et al(2005), Broughel(2017),
Council of Economic Advisers(2017), Dechezleprêtre and Sato(2017), Djankov et

제2장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관한 기술적(記述的) 접근

31

급경로, 기반 조건 등에 대해 일치된 결론은 아직 부재하며 연구 및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국의 규제정책은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시 성과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OECD(2017)는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를 통해 상위 및 하위 법령의 입안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상하위 법령에 대한 사후평가 등의 분야에서 한
국 규제가 품질 면에서 OECD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기업, 산업, 시장에 여전히 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상품시장규제(PMR), 네트워크 부문
(전기, 가스, 통신, 우정, 철도, 항공, 도로 운송 등), 창업,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등 부문 규제에서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 성과와 연관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므
로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규제정책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부담
을 고려할 때 현실은 불필요한 기존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 규제 신설 억
제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로부터 괴리되어 있다
는 주장이 기업이나 학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주된 원
인으로는 기존 규제의 폐지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양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점, 그리고 환경, 안전,
경제, 산업, 기술, 고용, 시장, 기업, 생산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변화ㆍ확대되고 있으나 규제가 질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부문의 융복합과 협업
al(2006), Griffith and Harrison(2004), Jorgenson and Wilcoxen(1990), Joskow and
Rose(1989), Meloni(2010), Nicoletti and Scarpetta(2003, 2005), OECD(2011, 2017),
Oviedo(2006) 등 참조.
16) OECD(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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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미래 경제산업발전의 핵심 방식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에서는 규제의 양적 조절보다 정부(행정부, 입법부)가 어느 부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천착과 재검토가 더
중요하다. 또한 경제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정
책 간, 부처 간, 사회 부문 간 갈등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향이 점증하
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규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자체가 사회선(social good)이 될 수 없고 상위 경제ㆍ사회의 목
적 달성을 위한 하위 정책 수단임을 상기하면 규제의 성공은 상위 목적
에 부합하는 성과의 효율적인 달성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규제 자체나 규제개혁에 두기보다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
는 경제ㆍ사회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가 실제 경제ㆍ사회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실행 후 실제 목적을
달성했는가 등에 대한 사전ㆍ사후 평가는 해당 규제의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추정)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7조)에 의해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행정기관은 규
제의 신설ㆍ강화 시 영향분석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되었으나 규제
영향분석의 정합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17) 규제영향에 대한 정밀한 평가는 이론과 실제에서 매우 어려운 작
업임이 사실이나, 규제가 경제ㆍ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와 깊이, 직접
혜택과 간접비용의 규모를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다만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질적 향상, 방법론의 진전, 인력ㆍ자
본 투입 확대, 규제에 대한 인식 변화, 규제 수용성 증대 등이 필요하다.

17) 서성아 외(201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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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비용
규제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특성상 실행 과정에서 규제의 본래 목
표 외로 부정적인 간접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설계, 법
제개정, 실행 과정에서 간접 영향이 간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
음과 같은 간접 영향 사례를 상정할 수 있다.

(i) 비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경제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ii)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타경제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iii) 신설 규제가 기존 산업, 기술, 시장, 기업, 자원이동에 피해를 끼
치는 경우
(iv) 기존 규제가 기업의 창업ㆍ퇴출, 자원이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v) 기존 규제가 잠재적 신산업, 신기술, 신시장의 출현을 저해하는 경우

규제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직접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간접ㆍ부수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사회후생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
를 비교하여 해당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접ㆍ부수적 피해(-)
가 직접ㆍ긍정적 효과(+)를 능가한다면 전체 사회후생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적절한 정책조
합을 활용해 규제와 산업 간 상충(trade-off)이나 정책목표로부터 괴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원인요인(예: 환경오염, 안전)에 기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할 목
적으로 환경규제(예: 화관법18), 화평법19))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비경
제적) 목적과 사회후생 증가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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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해당 규제는 화학물질의 생산, 투입, 소비, 정책 준수 비
용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장단기 경제활동(기업활동, 산업활동)을 저해하
여 사회후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정책이 전체 사회
후생에 직간접적으로 끼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정책
의 내용, 대상, 시한 등을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하며 조정해갈 필
요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사회, 환경 분야를 위한 비경제 부문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규
제가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
책설계 또는 피드백 단계에서의 보완은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화관
법이나 화평법의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인식, 고려,
언급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20) 박정원ㆍ심우현(2017)에 의하면 화관
법 준수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제비용은 종류나 부담이 상당한
반면, 화관법에 대한 기업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21) 여기서 기업이 부담하는 제비용에는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배
출량 조사,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금지물질 취급 허가, 허가물
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제한물질 수입 허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
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취
급시설의 안전진단, 취급시설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허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유해화학
18) 화학물질관리법, 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접속일: 2020. 7. 3) 참조.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법령/화학물질등록평가법(접
속일: 2020. 7. 3) 참조.
20) 화관법은 2015년 시행되었고 최근까지 13회 개정되었으며 총 64개 조문 중 37개 조문과
하위 8개 시행령, 92개 시행규칙, 57개 행정규칙이 모두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 규제에
속하는 대단위 규제임.
21) 박정원ㆍ심우현(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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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교육,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실적 보고, 규제 대응을
위한 외부컨설팅 및 대행업체 이용 등으로 인한 개별 비용이 모두 포함
된다. 또한 기업의 인식 수준에는 화관법의 적절성, 절차적 형평성, 집행
효율성, 담당 기관/공무원 평가, 자사 및 동종업계 타사의 준수 수준 등
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규제 설정 시 사회후생 관점에서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기업 및 산업 부문의 부수적 피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대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 관점에서는 규제의 직접 효과 및 간
접 피해의 산정, 양자 비교를 통한 사회후생 변화 판단, 규제영향 보정을
위한 대안 정책수단, 정책 설계와 실행 등 고려해야 할 어려움이 다수 존
재하므로 일의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

3. 규제와 산업정책
(1) 최적 규제의 난점
공공경제 이론에 따르면 외부성 존재 시 사회 비용과 개인 비용을 일
치시키는 방안을 통해 사회후생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외부성이 존재하
면 시장 균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정책개입 또는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주어진 한계외부성(marginal externalities) 만큼을 내재화
시키는 것이 효율성 달성의 전제가 된다. 정책개입의 이론적 방안으로
는 피구세(Pigouvian tax), 쿼터제, 개인정보의 현시와 거래시장 형성
(missing markets), 재산권 형성 등이 주로 꼽힌다. 비대칭 정보나 정보
현시 유인 부족에 기인하는 외부성 문제도 적절한 현시 메커니즘
36 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revelation mechanism)이 설계된다면 보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
경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여 해당 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일치됨에 따라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고 이는 최선(first best)
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에서 제시된 최적의 상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론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강한 가정과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다음으로
시의적절한 시점에 정밀한 설계하의 정책개입이 필수적이나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규제정책의 설계와 적용,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차선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을 최초로 제시
했던 Lipsey(2007)는 차선 이론 50주년 기조발표에서 최선정책(first
best)이나 차선정책(second best)은 현실에서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실제
적 방안으로 정책목표의 구체화(parochial objective function), 정책목
표에 대한 공식적ㆍ감식적 체계화(formal and appreciative theorising),
실증분석 및 판단력 활용, 상황에 대한 진의 파악과 점진적 개선 등의 대
안을 제시한 바 있다.22) 즉, 정책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용한 수
단, 정보, 경험, 판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
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Lipsey(2007)는 일련의 정책 개선 과정의 핵심으로 시장과 시장기능을
꼽고 시장과 시장기능을 통한 정책 실행 및 개선이 여타 방안에 비해 궁
극적으로 더 나은 성과와 효율을 가져옴을 논증한 것이다.

22) 이하 Lipsey(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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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영향과 혁신의 관계
본 절의 (2)항에서는 대표적 비경제적 규제인 환경규제를 이용하여 규
제와 경제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의 역할을 살펴보고,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1) 포터 가설에 대한 해석과 함의
환경규제가 생산성 등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연구로
포터 가설(Porter Hypothesis)이 존재한다. Porter(1991)는 강한 환경규
제가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고 경제성과(예를 들면 경쟁력)를 높
인다는 가설을 통해 기존 경제학에서 견지해온 환경규제와 경제성과 간
상충관계를 반박한 바 있다.23) 포터 가설의 요체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
에 강한 양(+)의 장기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즉, 규제가
장기에 걸쳐 경제 내 혁신을 유발하고 유발된 혁신은 일련의 동태적 과
정을 거쳐 규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과를 가져오며 이 과정은
순차적이면서 인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결과가 모두
가능하다.24)
(i) 환경규제가 혁신 유발과 연이은 경제성과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과
(ii) 환경규제가 혁신을 유발하나 규제 이전보다 높은 경제성과 수준
달성에는 불충분하다는 결과

23) Porter(1991) 참조.
24) 포터 가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존재하나, 대표적 찬반 논의로 각각 Porter and
Linde(1995)와 Palmer. et al.(199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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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환경규제가 경제성과를 하락시킨다는 결과
(iv) 환경규제가 혁신이나 경제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

기존 연구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규제가 혁신이나
경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와 만약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 실증의 문제로 귀착된다
는 점이다. 즉, 규제가 지닌 특성이 어떠한 상황이나 제약에서 부과되었
는가에 따라 혁신과의 상호작용이나 경제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점은 규제를 통해 궁극적인 경제ㆍ사회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규
제를 둘러싼 상황과 제약 조건, 혁신과 경제성과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본 연구는 포터 가설을 실증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포터 가
설은 환경규제와 경제성과 간 장기 동태적 관계와 규제정책의 목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며 포터 가설의 핵심 시사점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 및 연구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2) 규제와 경제성과 및 비경제적 후생 간 관계 그래프 예시:
세 변수 간 정태적 비교(Comparative Statics)
다음 그림은 규제와 경제성과 그리고 규제와 비경제적 후생 간의 관
계를 하나의 그래프에 예시하고 있다. 먼저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
는 그래프에서 단조적으로 우하향하는 실선으로 나타난다.25) 이는 규제
가 강화될수록 기업이익, 산업생산, 경제성장 등의 변수로 대표되는 사
25) 해당 그래프에서 평행한 형태의 실선을 이용하여 규제와 경제성과가 서로 무관함을 나타
낼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관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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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체의 경제성과는 낮아짐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규제와 비경제적
후생 간의 관계는 단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점선으로 나타난다. 이는 환
경, 노동 조건 등 비경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경
제적 후생은 높아짐을 반영한다.

<그림 2-1>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 및 규제와 비경제적 후생 간의 관계 비교
경제
성과

비경제적
후생

E0

N1

E1
N0
R0

R1
규제

자료: 저자 작성.

초기 규제 수준이  일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경제적 후생(점선)의 수
준은   이며 경제성과(실선)는   가 된다. 여기서 비경제적 후생 수준
은 규제를 통해 비경제 부문을 보호했을 때 유발되는 사회적 후생 수준
을 의미하며 경제성과는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성과에 해당하는 사
회적 후생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후생 수준은 개인이 인식하는
후생 수준이 아니라 파생효과나 외부성 등에 따른 영향이 모두 고려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을 뜻한다.
정부가 만약 비경제 부문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규제를  → 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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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경우 새로운 규제 수준에 상응하는 비경제적 후생 수준은   →  
으로 상승한다. 해당 규제가 본래 목표했던 대로 비경제적 후생은 상승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 따른 부수적 영향으로 경제성과는  
→  으로 하락하게 된다. 즉, 규제 변화( →  )는 비경제적 후생과 경
제적 후생에 모두 변화를 초래하는데, 비경제적 후생 증가(  →  )와
경제성과의 감소(  →  )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순효과가 정(+)인지 부
(-)인지는 선험적으로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26)
만약 부과된 규제가 실제로 비경제 부문에 존재하는 외부성을 완벽하
게 보정하는 최적 규제라면 규제 강화의 순효과가 항상 정(+)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 규제가 아닐 경우 순효과의 부호(+,-)는 상
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최선의 정책
(first best policy)에 해당하는 최적 규제를 설계하거나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규제 부과 시 제반 여건과 규제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취
합하여 사전 검토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경제성과, 비경제적 후생 간 관계에서 앞선 그림의 핵심 의미는
비경제적 후생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제성과가 낮아지는
상충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규제도입의 본래 목표 외에 부수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하게 시
사한다. 또한 규제의 정도, 그에 따른 경제성과 하락의 크기, 비경제적
후생 증가의 크기, 규제정책 실행에 따른 행정비용, 시간, 불편, 기회비
용 등 규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밀한 계량과 평가가 이루어지
기 어려움을 감안하면 규제정책의 설계와 실행 시 규제의 순효과를 정
26) 단, <그림 2-1>은 동일한 평면 위에 경제성과와 비경제적 후생을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
으므로 양자의 측정 단위(scale)는 다르며, 따라서 규제의 순효과를 그래프 축상의 거리
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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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3) 규제의 부정적 영향 보완을 위한 혁신 촉진 필요성: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동태적 변화 비교(Comparative Dynamics)
<그림 2-1>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 2-2> 및 <그림 2-3>은 규제정책과
경제성과 간의 단기 정태적 관계(short-term statics)와 동태적 장기 관
계(long-term dynamics)가 산업혁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27)

<그림 2-2> 규제와 경제성과 간 장단기 관계 1: 혁신이 충분히 클 경우
경
제
성
과

E2

t2

E0

t1: 산업혁신 과정

E1

t0
R0

R1

규제

자료: 저자 작성.

먼저 <그림 2-2>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에 존재하는 상충성(trade-off)
을 우하향하는 실선  로 표시하고 있다. 비경제적 후생을 높이기 위한
27) 간결한 표현을 위해 <그림 2-1>의 비경제적 후생 부분을 제거하고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단기 관계와 장기 관계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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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정부가 규제 수준을  에서  으로 높이면 경제성과는 단기
적으로  상에서   로부터   으로 하락한다. 해당 규제의 부수적 영향
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이 비용 상승, 경쟁력 하락, 성과 하락 등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성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산업 부문이 혁신을 시도하
고 혁신에 성공할 경우28)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는  에서  로 변화
하고, 주어진 규제 수준  하에서 새로운 장기 균형은   로 상승한다.
  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과를 의미하며
     가 성립하려면 주어진 기울기에서 혁신의 크기가 관건이 된

다.29) 이때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그 크기가 불충분하면 규제 강화로 인
한 장기 경제성과는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다.30) 규제 강화 이전 최초
균형점( ,   )과 규제 강화 후 동태적 변화 과정을 통해 실현된 최종
균형점( ,   )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해보면 규제와 경제성과 간에 정
(+)의 장기 관계 도출이 가능하다.31)32) 즉, 비경제적 후생을 높이기 위
한 규제 강화로 인해 단기적인 경제성과 하락은 불가피하나, 혁신 과정
에서 충분한 크기의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균형점에서 경제성과
는 당초 균형점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28) 혁신(성공)은 모든 규제 수준에 대해 단기 경제성과가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래프상에서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선이 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남.
29) Porter(1991)는 규제와 경제성과(경쟁력)의 매개변수로 혁신을 도입하면서 규제 강화를
혁신의 직접 유인으로 상정하고 동시에 혁신을 경제성과의 원인으로 상정했으나 혁신 과
정 자체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음.
30) 후술하는 <그림 2-3> 참조.
31) 우상향하는 장기 관계는 Porter(1991)가 주장하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장기 관계와 표
면적으로 일치. 그러나 Porter(1991)와 달리 여기에서 도출된 우상향 장기 관계선은 규
제와 경제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음.
32) 장기 관계의 경로와 모양은 경제, 산업, 기업의 상태나 규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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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규제와 경제성과 간 장단기 관계 2: 혁신이 부족할 경우
경
제
성
과

E0
E2

t2

E1

t1: 산업혁신 과정
t0
R0

R1

규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와 달리 <그림 2-3>에서는 규제 강화 후 산업혁신 과정에
서 혁신이 규제로 인한 경제성과 하락 수준을 회복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규제 강화 후 혁신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성
과가 규제 강화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최종 균형점이 최초 균형점보
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     ) 규제와 경제성과 간에는 부(-)의 장기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비경제적 후생을 위한 규제 강화가 경제 부문의 과도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국내 기업들을 모두 도태시키거나 국내 기업의
지나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
는 경우 해당 분야의 경제성과는 0으로 하락하고 사회 후생은 완전히 사
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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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사점
정책 관점에서 규제로 인한 경제성과의 불가피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
한 관건은 규제에 기인한 부수적 피해가 생길 경우 피해 분야에서 충분
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방안 설계와 지원이 될 것이
다. <그림 2-2>와 <그림 2-3>에 나타난 것처럼 규제가 주어졌을 때 경제
성과와 사회후생의 최종 수준은 최종 균형점에서의 혁신의 크기에 의존
한다. 혁신이 커질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혁신을
촉진ㆍ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정책 대응 방식은 최초 균형점에서
규제를 부과하기 전, 규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고 잠
재적 사회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규제 수준과 혁신 지원 수준을 설계
하여 적용하는 것이다.33) 이 경우에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최적 조
합 및 보완적 활용 방안이 중요해진다.

(3) 혁신촉진을 위한 산업정책 활용에 대한 함의
1)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적극적 적용 필요성
규제정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경제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더라
도 경제성과에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은 규제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거나 부수적 경
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거나 혁신을 자연적으로 유발시켜 사회
33) 이때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비교를 위한 정보와 자료가 불충분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Lipsey(2007)가 제안한 실제적 규제 개선 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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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측면에서 더 나은 장기 균형이 가능해진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
르다. 그보다 규제 부과 후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과 경
쟁력과 사회 후생의 복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규제 부과 전 규제정
책과 산업정책 간 사전적 정책 조합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ㆍ사회 경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앞선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비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가
경제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규제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능가할 경우, 즉 규제 실행에 따른 부(負)의 순효과가 우세할 경우, 규제
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정책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책 시도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다. 따라서 규제가 지닌 본래 정책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면서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2-1>에서 확인된 것
처럼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와 비경제적 후생 간 존재하는 고유의 관계
로 인해 규제 실행에 따른 경제성과와 비경제적 후생 간의 상충관계
(trade-off)는 불가피해진다. 정책수단 하나(규제)로 두 가지 정책목표(비
경제적 후생, 경제성과) 달성은 불가능하므로 규제정책을 아무리 신중하
게 설계하더라도 규제정책만으로는 경제성과에 대한 피해 없이 비경제
적 후생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Porter(1991)가 주장한 것처럼 규제 강화가 기업과 산업의 혁신을 자
연적으로 촉진하고 그 결과 규제 이전보다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나 경쟁력 하락에도 불구
하고 자국의 기업과 산업의 생산활동이나 해외 기업과 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해당 부문에서 비용을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경
우, 수요 기업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국 제품이나 서비스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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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변경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한 경쟁력 하락이 추후
혁신을 통해 복구되는 과정은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화가 매우 진전된 국가나 산업은 혁신이 일어나기 전 강한 대외 경쟁압
력으로 인해 부정적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우려가 높다.
규제가 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부수적 피해를 야기한다면
경쟁력을 빠르게 반등시킬 의도적인 혁신 촉진 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
해진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혁신 촉진 지원에
특화된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효과적인 지
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최적 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
활용 필요성
(Lipsey, 2007)의 논의는 정책수단 측면에서 규제정책만으로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복수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규제 외에 추가적
인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경제ㆍ사회 정책목표와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
하므로 정책성과와 비용 측면에서 특정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정책수단
조합과 실행방안 선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ㆍ사회 목적의 명확화 ② 정책 개입이 더 나은 선택인가 판단 ③ 정
책 개입의 범주와 대상 구분 ④ 최적 정책 또는 정책 조합 선정 ⑤ 투명
한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설정 등 일련의
정제된 정책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과 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미시정책의 영역에서는 정책
수단 중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방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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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상에 따라 양자를 최적 조합함으로써 규제정책의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Porter(1991)와 대비할 때 본 연구
가 차별화되는 핵심은 ① 각 변수의 단기와 장기의 동태적 움직임을 함
께 고려한 점 ② 혁신 과정을 산업정책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한 점
이다. 특히 두 번째 차별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제성과 향상의 관건
인 혁신과정에서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보완이 필수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에 대한 시장 기반의 혁신 유인(incentive) 시스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 및 강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적으로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먼저 특정한 비
경제적 규제 사례인 화학 관련법(화관법 및 화평법)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단기에 규제와 경제성과 간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다음으
로 주어진 규제정책에서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 간 관계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며 이는 다시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함
을 보이고자 한다. 규제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동시에 경제산업 성과를 최대화하려면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을 보완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는 정책 실제(policy practice)의 효
과적인 작동이 필요하다. 이는 강한 규제일수록 혁신에 대한 유인이 커
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성과가 향상된다는 Porter(1991)의 주장과 차별될
뿐만 아니라 혁신 촉진의 필요성과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고
려를 제시하므로 실제 정책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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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와 정부의 역할
1) 규제 환경의 변화
근래 국내외 경제산업 여러 부문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급속한 변화
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확산, 생산단계의 다양화, 복잡화, 정밀화, 글로벌화, 생산
및 소비 주체 간의 연결성, 연계성 강화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디지털
화를 꼽을 수 있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으며 그로 인해 산업발전을 고려한 규제정책 논의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규제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신산업, 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을 제약하거나 새
로운 가치창출 활동(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규제 개혁
이 없다면 규제가 혁신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산업혁신과 발전을 억제할 우려가 높아진다. 이는 미래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혁신을 추구해야 할 한국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으로 간주된다. 신기술, 신산업, 신모델, 생산단계 변화, 생산과 선
호의 관계 변화 등을 기존 규제로 제어하기 어렵고 뒤늦은 규제는 변화
를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면밀한 검토와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규
제가 혁신을 저해하거나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규제의 설계
와 실행 과정, 규제 메커니즘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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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독점적 공급자이면서 유일한 관리자
이며 정책 수단 중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은 정부개입을 효율화하는 두
가지 대표적 정책 도구이므로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필
요가 있다. 정책의 실제 측면에서는 경제ㆍ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약
(규제정책)과 촉진(산업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이 효
과적이다. 양 정책 간 상호보완성을 정책 실제에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경우 정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ㆍ사회 목표 달성
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산업과 환경, 정책의
직간접 영향, 정책목표상의 효과와 부수적 피해 등을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본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패
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 정부가 규제의 독점적 공급자이면서 유일한 관리자라는 사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나 정책담당자가 이해당사자로
서 기능하는 상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당국이 피
규제자나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포섭되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
e)34)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마련 역시 중요하다.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독점함에 따라 생기는 폐해나 정책 왜곡의 비
효율을 최소화하고 경제ㆍ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
은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Stigler(1971), Peltzman(1976), Dal Bo(20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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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가 경제와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예: 산업경쟁력영향평가)
(ⅱ)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의 바람직한 역할 강구
(ⅲ) 규제의 원칙과 패러다임을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전환
(ⅳ) 규제로 인한 문제 완화를 위해 산업정책 연계ㆍ보완
(ⅴ) 이해관계 조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추가로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내 정
책 상충 조정 기능과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 조정 기능을 중
시해야 한다.
정책 조정 기능과 관련해서는 소위 부처의 권한이나 이익을 내세우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규제정책 담당 부처와 산업정책 담당 부서 간 정
책 협력이 부실해지거나 작동하지 않아 최적의 정책조합을 설계ㆍ실행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능
성을 경계해야 한다. 규제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 내 다수 부서 간 정책이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 조정 권한과 책임을 지닌 정책조정 부처(예
를 들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가 미리 부처나 정책 간 조정체계를 만
든 후 원활한 행정 기능과 궁극적인 사회 후생 확보를 위해 개입할 필요
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근거하에 정책조정과 무관
하게 개별 규제 자체에 대한 심의, 조정, 심사, 정비를 담당하는 목적으
로 1998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35), 장기간 규제가 민간 부문 혁
신 활동을 저해하고 있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규제개혁 전반과 개혁 추진체계로서 역할에
35)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전문개정 2010. 1. 25]. 행정규제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제기
본법(접속일: 2020. 7.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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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국가 어젠다로 격
상하고 국가 최고위 수준의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 조정 기능과 관련해서는 혁신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사
회적 갈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혁신은 과거 제품ㆍ서비
스나 프로세스와 차별되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의
미하는데36), 혁신 과정에서 기득권자와 새로운 진입자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대
규모 정치, 경제, 사회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경
제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를 유지
하면 혁신이 저해되고 반대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변경하면
이해충돌과 대립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딜레마가 존재하
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은 한국 경제산업 발전의 유일한 기회 요소이자
추동력이므로 정부는 혁신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
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과 원활히 작
동하는 산업정책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단, 정부는 혁신 과정에서 야기
되는 사회적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혁신의 결과로 피해를 입
는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4. 소결
우리나라 규제 운용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기존

36) OECD(2015, 201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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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폐지와 비효율적 규제 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그 목적으
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한 원칙으로 규제 법정주의, 자유
와 창의 존중, 신기술에 대한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융복합 기술 등 신기술에 기반한 경제산
업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기업활동과 혁신활동이 핵심이므로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법제도상에
기술된 규제정책의 전향적 목적, 원칙,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
다 규제, 과도 규제, 중복 규제, 규제 성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2017)의 국가별 규제정책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규제는 기업, 산업, 시장에 여전히 강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다수 부문에서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완화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 분야의 규제가 다른 분야에 간접 영향(피해)을 끼치는 경우 자주 발
생하고 규제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간과되는 상황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규제는 한편으로 오염 방지를
강제하여 환경 부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기
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하락시켜 경제산업 부문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친다. 규제가 해당 분야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
더라도 다른 분야 성과에 간접적인 하락을 초래한다면 전체 사회후생
관점에서 규제의 직간접 영향을 비교하고 규제의 일의적인(unilateral)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최적 규제를 통해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가능하나, 최적
규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Lipsey(2007)는 바람직하면서 현실적인 규제정책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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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용 정보, 수단, 경험, 판단, 시장 및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초 정책목표에 가까워지도록 조금씩 규제를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개
선해가는 실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실에서 경제성과에 끼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에 대한 사전 고려가 부
족한 가운데 비경제적 규제가 부과되어 경제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최종 균형점에서 경제성과가 최초 균형점에서의 경제성과보
다 항상 낮아지므로 정(+)의 비경제적 사회후생과 부(-)의 경제적 사회후
생 간의 상대적 크기(순효과)는 특정되지 않고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규제 부과가 오히려 사회후생을 낮출 우려가 존재한다.
정책 관점에서 규제로 인한 경제성과 하락이나 사회후생 하락 가능성
을 줄이는 관건은 규제의 간접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을 능
가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당국자에게 혁신을 촉진ㆍ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역할
이 중요해지고 규제정책 사용 시 산업정책과의 최적 조합 및 적극적인
보완 활용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신기술 발전, 생산ㆍ소비 방식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등 국내외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가 경제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경제산업 발전
을 저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독점적 공급자이자 유일한 관리자이
므로 경제ㆍ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정책(제약)과 산업정책(촉진) 적
용에 그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특별히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부처나 정책 간 상충 시 조
정 기능과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
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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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2장에서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부의 관계성과 그로 인한 장ㆍ단기
적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 방향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 결과와는 달리,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
한 논의 자체의 필요성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경제적 규
제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실증분석에 적합한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규제로 인한 기업성과 변화를 측정하
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피규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수
익성, 생산성, 투자 등 다양한 경제성과 지표를 검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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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경제적 규제 사례: 화관법과 화평법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주요 내용을 개
관한 후, 규제로 인한 기업성과의 영향에 대한 관련 기존 연구 검토를 통
해 관련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비경제적 규제의 사례로 최근 제ㆍ개정되어 시행된
화학 관련법(화관법ㆍ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화학 관련법은 전면 제ㆍ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시행 전후 피규제자에게 미치는 영향 차이가 클 것으로 예
상된다. (ii) 제ㆍ개정 및 시행 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원
료 취급, 제조, 제품 판매 등 제조업종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접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기업 실증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ii) 처벌
형태가 고액 벌과금, 구속, 인허가 취소와 같은 강한 제재로 이루어져 있
어 피규제기업의 준수 강제성이 높아 상당한 영향 가능성이 예상된다.
(iv) 실제 이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환경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지면서 해당 규제 강화의 필요성 논의 또한 진전되면서 산업계의 중요
한 이슈가 되었다.
화관법 및 화평법의 전면 제ㆍ개정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사고 발생 위험 방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사용 관리, 안전관리, 사고 대응 체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루
어졌다. 즉, 제정 목적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통적 규제 분류에
의하면 비경제적(사회적) 규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피규제자인 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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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또한 존재하여 규제의 결과가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이 중첩
된 특징을 보인다(최유성, 2015).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을 목적(사회적 규제)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준수 과정에서 신규업체의 진
입(경제적 규제) 또는 기존 업체의 시설 확장(경제적 규제)을 제한할 수 있
다.37) 또한 화관법과 화평법은 전면 제ㆍ개정 이전과 비교하여 규제의 적
용 범위와 강도가 확장ㆍ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부
담이 발생하므로, 피규제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
재한다.

<그림 3-1> 화관법 및 화평법 제ㆍ개정 요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분리 제ㆍ개정
→

↓
화학물질 평가

→

↓
유해화학물질 지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
유해우려제품 관리

→

↓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ㆍ취급자
취급시설ㆍ영업자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자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017),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및 주요 내용.
37) 규제의 중첩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제를 입안 목적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
적 규제로 나누는 전통적 분류체계의 단점에 대한 논의 존재함(최유성 외, 2015; 김태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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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및 화평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
법(1990)을 글로벌 기준 부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전
면 제ㆍ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였다.38)39) <그림 3-1>은 이러한 화
학 관련법의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물질
등록, 평가, 유해물질 지정 및 관리는 화평법으로, 안전관리 관련 부문은
화관법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전면 제ㆍ개정을 통해 화관법과 화평법

<그림 3-2> 화학 관련법 제정 공포 및 시행
화평법 타임라인
2013

2014

제정
5.22

2015

시행
1.1

2016

2017

전부 개정
6.4

2014

2015

시행
1.1

2016

2019

2020

△ 2, △ 3, △ 4
●2, △ 2
1.1
3.20
●5
●3
4.17 ● 4 1.15
10.16

●1 △1
1.27 7.28

화관법 타임라인
2013

2018

2017

●1 △1 △1
1.27 7.28 1.28

2018

2019

●2, △ 2
3.20

△2, △ 3, △ 4
1.1

△5
1.16

2020

△5
1.16

● 3 ● 4 ●5
4.17 10.16 1.15

● : 일부 개정 △ : 일부 개정 시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참조해 저자 작성.
38) 관련법 전부 제ㆍ개정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잇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의 한계점이 지적되어 위험 관리 및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법 전부 개
정 실시”,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전체 제정ㆍ개정이유”,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62&chrClsCd=010202&lsRvsGubun=all(접속
일: 2020. 6. 3).
39) 시행 이후 <그림 3-2>에 나타난 일부 개정은 경미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본 장의 실증분
석 시 제정 및 시행 시점을 이용한 기준점(time threshold) 선정에서 관련 노이즈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화평법 개정(2019. 1. 15) 및 시행 조항(2020. 1. 16)은 산업안
전법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화평법에 인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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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가 확장ㆍ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부
담 가중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다음의 이유로 국제 기준에 비교하여도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
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화평법의 경우 규제의 범위가 증가함
으로 인한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즉, <표 3-1>에 따르면 한국의 화평법
은 신규 물질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 물질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
나 <표 3-2>에 따르면 미국ㆍ일본은 기존 물질을 제외한 신규 물질만 등
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물질 등록 의무를 부
과하고 있는 EU의 경우 1t을 기준으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는 10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제 대상 범위에 차이가 존재한
다. 화관법의 경우는 시행 시기 이전에 지어진 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저압가스 배관
검사 등과 같이 가동 중지 후 검사 가능한 항목을 보유한 사업체는 기 가
동 중인 공정을 중단함으로 인한 관련 비용 발생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인ㆍ허가제 적용, 높은 과징금(예: 매출액 5% 이내), 취급시설개선 기준
개선 등으로 인한 사업체 단위의 부담 증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40)

<표 3-1>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요약
화평법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
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
목적
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
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는 환경을 보호
(계속)

40) 중소기업중앙회(2019a),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59

화평법

화관법

등록 평가 대상 확대(신규 → 신규+기존)
(신규: 연 100kg, 기존: 연 1t 이상)
주요
위해성 평가 본격화(10t 이상)
내용
기업에 유ㆍ위해성 입증 책임 의무화
공급망 내 정보소통 강화

영업자 관리 강화(등록제 → 허가제)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도입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강화

소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환경부 화학 안전과

적용
2015년 1월 1일
시점

2015년 1월 1일

적용 사업자: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 취급자: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대상 조/수입/사용 판매하는 자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
- 화학물질의 등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
구성
- 허가 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체계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등

- 등록의무 강화 및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 유해법 대비 관리수준, 벌칙/과징금 규
ㆍ등록 평가 대상 확대: 신규 연 100kg, 모 대폭 강화
산업계
기존 연 1t 이상
- 전사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규정 수
주요
ㆍ10t 이상 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 제출 립 필요(신규 규정의 타 법령과의 중복
이슈
ㆍ제조 등의 보고 등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에 따른 물질정보 생산/관리 부담 증가 ㆍ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
자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017), 박정원ㆍ심우현(2017), 이종익(2014)을 참고해 정리,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이처럼 화학 관련 규제는 화학물질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므
로 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이나,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EU와 일본의 경우 환경 부
문과 산업 부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화학 관련법 관련 부처에 기
업총국(EV)과 경제산업성(일본)을 포함하여 산업계의 입장과 영향을 고
려하는 데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3-2> 참조).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환경부 단독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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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화학 관련법 글로벌 동향 요약

제정
시기

유럽 REACH

미국 TSCA

일본 화심법

2006년

1976년

1973년

41)

REACH
TSCA
근거 (Registration, Evaluation,
(Toxic Substances Control
법률
Authorisation and
Act)
Restriction of Chemicals)

화심법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신규화학물질
(전적으로 행정당국이
위해성 평가 실시)

신규화학물질
(전적으로 행정당국이
위해성 평가 실시)

주무 집행위원회(Commission)
부처
(기업, 환경총국)

환경보호청(EPA)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실무
화학물질청(ECHA), EU 각
담당
회원국 관련 부서
기관

환경보호청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신고
대상

신규/ 기존 화학물질

대상
물질

원소(천연물 제외), 화합물,
화합물
원소 및 화합물, 나노물질,
나노물질, 성형품 중
성형품 중 화학물질(의도적 [규제 외] 원소, 성형품 중의
화학물질(의도적 방출만
방출만 해당), 미생물
화학물질, 천연물
해당)

노출
경로

환경, 작업(흡입, 경구,
경피), 소비자(흡입, 경피)

환경, 작업(흡입, 경피),
소비자(흡입, 경피)

환경

자료: 이호용ㆍ박선아(2017), 곽노성(2019).

규제 입안 시 규제영향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전적으로 완전히 추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규제가 가
져올 산업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
견이 존재하며, <표 3-3>과 같이 관련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
이행에 부담을 표출하고 있다.
41) 이호용ㆍ박선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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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화관법 및 화평법 관련 언론 동향 발췌
일자

기사 내용

2014.12.1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 “화평ㆍ화관 시행 앞두고, 대기업 느긋ㆍ중기 불안ㆍ
환경부 초조 중소기업들 재정 부담…환경 분야 우선경영순위서 밀려”42)

2015.1.12 (투자 고용 위축) “환경규제 中ㆍ日보다 더 강력해져”43)
2017.6.20

(중소기업 경영난 증대) “중기중앙회, 화학물질평가ㆍ관리법 원점 재검토 환경
부에 요청”44)

2017.6.22

(전문인력 충당 어려움) “화학물질 규제 강화. 전자업계 환경･안전인력구인 어
렵네”45)

2019.8.26

(기업 비용 부담 증가) “[규제 OUT] (25) 화평법ㆍ화관법 규제에 답답한 기업화학물질 죄다 등록하라니, 기업 손발 묶어”46)

자료: 언론 기사 참고(각주 참고).

그러나 산업계의 우려처럼 규제가 본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성장 저하, 투자 위축과 같은 또 다른 시장실패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즉, 규제의 도
입 이후에도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추적
(follow up)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규제 본래의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의 동시 달성을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42) 박성준(2014), “화평ㆍ화관 시행 앞두고, 대기업 느긋ㆍ중기 불안ㆍ환경부 초조”, ｢환경
미디어」, 2014. 12. 1,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
94476408 507(접속일: 2020. 7. 3).
43) 채수환ㆍ윤진호(2015), “환경규제 中ㆍ日보다 더 강력해져”, ｢매일경제」, 2015. 1. 12,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5/01/33836/(접속일: 2020. 7. 7).
44) 이영욱ㆍ최현재(2017), “중기중앙회 "화학물질평가ㆍ관리법 원점 재검토” 환경부에 요
청”, ｢매일경제」, 2017. 6. 20, https://www.mk.co.kr/news/busiess/view/2017/06/4135
10/(접속일: 2020. 7. 3).
45) 이재운(2017), “화학물질 규제 강화..전자업계 환경ㆍ안전 인력 구인 어렵네”, ｢이데일
리」, 6월 22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0726615964344&am
p;mediaCodeNo=257&amp;OutLnkChk=Y(접속일: 2020. 7. 7).
46) 김경민(2019), “[규제 OUT] (25) 화평법ㆍ화관법 규제에 답답한 기업-‘화학물질 죄다
등록하라니’ 기업 손발 묶어”, 「매일경제」, 2019. 8. 26, https://www.mk.co.kr/news/pri
nt/2019/662684(접속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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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관련 선행연구
본 장은 규제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와 관련된 연구에 국한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규제 수준을 지수를 통해 측정하여 규제의 정도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규제 수준 증가는 국별, 산업별 경
제성과(생산성,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Égert(2016)는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 시장규제지수인
Electricity,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Reulations Indicator
(ETCR)와 노동규제변수를 이용하여 규제지수 수준이 각 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국별 생산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다른 규제와의 상호작용이 그 영향의 크기와 관련됨을 확
인하였다.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로 인한 산업별 생산성 영향에 초
점을 둔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한성훈ㆍ임시영
(2008)은 국내 1998~2007년 산업별 규제지수를 작성하여 규제 강도의
추이를 확인하고 산업별 규제지수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감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47) 분석결과, 규제 강도가 약 10% 감소할 때 산업
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약 0.3%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
가 적용되는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거나 복수의 산업에 적용
되는 규제의 경우에 영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호
외(2015)는 국내 2003~2012년 중분류 기준 72개 산업에 대하여 규제개
혁지수가 생산성 외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규제 범위와 강도를 반영한 규제개혁지수를 작
47) 일본 내각부가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06)에서 규제지수와 총요소생산성 관계 분석을 위
해 사용한 모형을 한성훈ㆍ임시영(2008)이 인용ㆍ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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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지수가 낮아질수록(규제개혁) 제조업의 투자
(자본금 및 설비자산)와 매출, 수익성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규제 수준에 초점을 맞춘 위의 연구들과 달리 환경규제와 같
은 단일 유형 규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강도 높은 환경규제가 경제성과(투자, 생산
성,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먼저, List
and Co(2000)는 미국 내 주별 상이한 환경 규제의 정도(scrutinty level)
가 신규 시설(new plant) 투자 입지 선정 관련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1986~1993년 미국 내 주 단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
규제가 강할수록 신규기업의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국내
기업보다 해외기업의 경우 더 민감한 것을 실증분석 결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오염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자체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Garofalo and Malhotra(1995)
는 1983~1989년 미국 34개 주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환경 비용 증가가
각 주별ㆍ산업별 순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가 투자의 양을 줄이고 진행 속도를 지체시킴으로써 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Lanoie
et al.(2008)은 1985~1994 캐나다의 제조업 내 17개 산업을 대상으로 환
경규제의 강도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
과, 단기에는 규제가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
대가 관찰되며 해당 파급효과의 크기는 오염집약산업과 수출중심산업
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중국의 기업 단위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Zhang and Du(2020)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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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장기투자 의사결정, 재무적 제약과 연관되며 기업의 생산성
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 내 강화된 환경정책(2007~2011)이 1998~2012년의 주
요 기업 성과변수들에 대해(총요소생산성, 총자산이익률) 단기간 내 부
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며 유의미한 시차 효과가 존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환경규제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여, 비용 증가를 가
져올 경우 기업 및 산업 경제성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Zhang and Du, 2020; 이민호 외, 2015; List and Co,
2000). <그림 3-3>은 이러한 환경규제와 경제성과 간 메커니즘을 간략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화학 관련법의 규제
준수 시 전문인력운용, 물질 등록, 시설 관리, 관련 행정비용 지출 등 자
본ㆍ인력 투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수익성 저하와 함께 가용자원
감소로 연구개발 및 신규 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해당 법 미
준수 시 벌칙 과징금 또는 인허가 취소와 같은 고강도 법적 제재 발생 위

<그림 3-3> 환경규제와 경제성과
준수 비용

∙ 자본
∙ 인력
환경규제

경제성과 감소

∙ 투자

미준수 비용

∙ 수익

∙ 매출 감소

∙ 안정

∙ 패널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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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증가하여 안정성 악화로 이어지며 가치사슬 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성과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48)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바탕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
적 효과 분석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
저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기업성과의 관점에서
직ㆍ간접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투자 및 생산성 영향을 살펴보고, 추정
결과를 토대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3.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수익성, 생산성,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화학 관련법이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적용 시기에 기반한 시간회귀단절분석
(RDiT: 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 연구방법
1) 분석모형
분석모형은 화학 관련법으로 인한 기업성과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간회귀단절분석을 사용한다. 이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과효과 추정
48)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 납품 품목이 화평법 상 등록 대상 물질이
지만 현재 미등록 상태인 경우 발생 시 해당 물질 등록 비용 및 시간 소요로 인하여 관련
매출을 포기할 우려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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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 선형회귀분석(OLS)으로는 편
향된 추정치가 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화학 관련법 때문이 아
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time-varying)하는 타 변수로 인한 기업성과 변
화 가능성 또는 기업성과와 화학 관련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요인 존재 가능성과 같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여 보다
엄밀한 화학 관련법의 정책효과 측정을 위하여 RDiT를 활용한다.
RDiT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전통적인 회귀단절모형(RD:
Regression Discontinuity)을 간단한 모형을 가정하여 살펴보면,
 



    
,  =기업
     

식 (1)

식(1)에서 정책 적용 기준점  가 명확한 경우,  정보가 주어지면 기업
 의 기준점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정책 적용 여부인   가 결

정된다. RD 특성상,     인 처치값(treatment)과     인 통제값
(control) 모두를 관측하는 변수  는 없다(Imbens and Lemieux, 2008).
즉, 식(1)은 기준점  를 특정할 수 있을 때 개별 기업  의 정책 적용 여
부인   에 대한 결정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이러한 단절 함수 식(1)을 포
함하여 회귀모형을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식 (2)

식(2)에 따르면    를 통해 종속변수   와 통제변수  의 관계를 선
형 또는 비선형으로 설명할 수 있고, β는 정책으로 인한 처치 효과를 나
타낸다.
RDiT는 이러한 RD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처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67

 (running variable)가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변수가 아닌 시간 변수라

는 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 시행 시기는 특정할 수 있으나 적용
대상의 횡단면적 차이 인식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 기업 특성에 따른 정
책 차등 적용과 같은 횡단 구분점이 없거나 자료 문제로 인해 처치그룹
과 미처치그룹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을 바탕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시점에 시행된 정책의 처치효과
분석 연구에서 RDiT를 사용하고 있다(Hausman and Rapson 2018).49)
식(2)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RDiT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β { t >  } +  

식 (3)

식(3)은 기업  와 시간  에 대하여 화학 관련법 적용시점  이후(t >  :
정책 적용)와 적용시점  이전(t <  : 정책 미적용)의 기업 성과(  )의 변
화를 구분하여 화학 관련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β를 나타낸다.
기업성과는 구체적으로 총자산이익률을 이용한 수익성, 기업 단위 총요
소생산성을 이용한 생산성, 유형자산비중을 이용한 투자로 측정한다.
    는 통제변수를 나타내며 매출액, 수출비중, 부채비율, 업력, 산업

경쟁도, 유동성, 현금성자산 등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업ㆍ
시간 고정변수를 포함한다. <표 3-4>는 주요 변수 정의를 보여준다.
RDiT에서는 횡단면적 RD와 비교하여 편의 없는 추정치 산출을 위해
통제변수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50) 예를 들면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
49) 최근 RDiT는 공공경제, 산업조직, 환경경제, 마케팅 등 다양한 경제 연구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정책 적용 시점 전후의 대기오염 변화(Gallego et al, 2013;
Auffhammer and Kellogg, 2011; Davis 2008), 소비자 반응 변화(Chen et al, 2009), 상품
가격 및 판매량 변화(Busse et al, 2006, 2010; Davis and Kahn, 2010), 에너지 사용량 변
화(Lang and Siler, 2013), 교통량 및 사고율 변화(Anderson 2014; Bento et al 2014;
Burger et al 2014)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방법론이 사용됨을 인용한 Hausman and
Rapson(2018)을 참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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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요 변수 정의
변수

표기

수익성

ROA

순손익/총자산

생산성

TFP

Wooldridge(2009)의 추정 방법으로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 산출

투자

정의

Tangibles 유형자산/총자산

매출액

Sales

log(매출액)

부채비율

Debt

총부채/총자산

수출비중

Export

수출액/매출액

업력

Age

log(업력)

산업경쟁도

HHI

KSIC 3-digit 기준 Herfindahl index

유동성
현금성자산

Liquidity 유동자산/유동부채
Cash

log(당좌자산)

으나 기준점  와 연관성이 있는 변수 존재 시, 해당 변수가 기업 성과에
단절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변수의
사용이 필수적이다(Hausman and Rapson, 2018). 추정에서는 계열 상
관성(serial correlation) 완화를 위해 잔차는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군집
화(clustered) 하였다.
본 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학 관련법의 시행 시점은 2015년
1월이나 실제 관련법의 적용은 화관법의 경우 신규 생산시설은 2015년
부터 적용 실시, 기존 시설은 2020년까지 적용 유예된다. 화평법의 경우
는 물질 취급량(제조ㆍ수입)에 따라 연도가 차등 유예된다.51) 즉, 신규시
50) RDiT와는 달리 (전통적인)횡단면적 RD의 기준점 전후 근사구간 내 샘플 분석은 무작위
통제실험 효과를 갖게 되어 통제변수의 역할이 크지 않음(Lee and Lemieux, 2010).
51) 화평법의 경우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로 적용
유예 등(참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의 경우에도 최장 2020년
1월 1일로 5년 유예(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69

설 투자 및 확장에 대해 2015년 이후 화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
업의 투자 비용 및 투자 현재가치(NPV)를 변화시켜 투자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시행 연도 이후 2016년 신규 투자
저하가 관찰될 가능성이 예상된다.52)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평법으로 인한 직ㆍ간접비용은
해당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기업은 가치사슬 상위기업과 구매자의 요구로 인하여 실질적 요건 충족
시기가 당겨지거나 화학물질 등록 준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
비용 부담이 유예기간 이전에 이미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존재하였다.
반대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5년 시행 이전 화학 관련법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 또는 부담의 크기가 성과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미한 규모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므로 FGI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증분석에서는 직ㆍ간접 비용 발생을 통해 실질적 성과
하락이 2016년 기준 시점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모형에 반영한다.
해당 기간의 다른 영향으로 인한 성과의 하락 단절 가능성을 배제하
기 위하여 기준 시점 2016년을 포함한 시간에 따른 제조 기업의 생산 및
출하를 <그림 3-4>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조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는
2013년 이후 유의미한 하락이 관찰되지 않으며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세부 업종에서는 해당기간 점진적인(smooth) 상승이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시기 특징적인 기업 활동의 저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 영향으로 인한 추정 결과의 왜곡(bias)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53)
52) 제4장의 FGI 화학관련 규제에 관한 내용 중, 신규 생산시설 마련 시 화관법 기준 충족 요
건으로 인하여 투자 비용이 약 2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응답 존재.
53) 해당 기간 타 분기의 제조업 생산지수 및 출하지수 변화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부도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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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조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출하지수(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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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STANS, 4분기 출하지수 및 생산지수(산업별, 계절조정, 2015년 기준 정규화).

이외에도 해당 시기 타 규제의 실시로 인한 영향 요인을 배제할 필요
성이 있다. 동 시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었으나 실제 공정에서
연소과정이 없는 경우 기업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화학 관련법의 영향과 중첩될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화
학 관련법 피규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
르면,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을 경제적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규제로 응답하였으며 탄소배출 관련 규제에 의한 영향
은 미미하다는 공통 의견을 나타냈다.54)

2) 추정 및 강건성 분석
구체적 분석과정은 먼저 식 (3)을 추정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며, 강
건성 확보를 위하여 (i) 플라시보 테스트, (ii) 통제변수에 대한 RDiT 테
스트를 수행한다.
54) 제4장의 실태조사 화학규제 관련 FG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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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시보 테스트의 경우, 시행과 관련 없는 타 시점을 기준점으로 사
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플라시보 시점에
서 화학 관련법의 영향이 관찰된다면 기초분석에서 발견된 기업성과의
변화는 화학 관련법의 시행이 아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타 요인에
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플라시보 시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준 시점 선정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화학 관련법 시행 이전 시점에 대한 플라시보 테스트는 규제 적용 이전
에 기업이 해당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선제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즉 예측효과 및 사전준비효과에 의한 기업성과 영향 가능성을
검증 가능케 한다.
강건성 확보를 위한 추가 테스트로 통제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RDiT 추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관찰되지 않은 요인은 기준 시점에서
비단절적(smooth) 변화를 가진다는 RDiT의 가정 성립 여부 확인이 가능
하며, 만약 기준 시점에서 통제변수들이 비단절적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분석 결과가 화학 관련법의 영향이 아니라 통제변수의 변화로 인한 결
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3) 분석자료
분석자료로 KIS-Value에서 제조 업종 외감대상기업의 2011~2018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화학 관련법 관련 규제가 적용되
는 샘플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서비스업 및 금
융업은 제외한다. 실제 2014년 기준 업종별 화학물질사용량을 살펴보
면, 제조업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제조업
이 약 72%를 차지하는 등 타업종 대비 제조업의 화학물질 취급ㆍ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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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과 해당 물질 사용의 규모가 큰 특징이 있다.55)
즉, 제조업 특성상 화학물질 취급ㆍ사용 기업의 분포가 넓고, 이에 따
라 규제 대상인 기업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 기업 전
체가 화학 관련법 적용기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샘플에 대한
RDiT 분석 결과에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56)
이러한 한계점은 피규제자 단위별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전수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화학 관련 규제가 적용된 기업을 완전히
특정할 수 없어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강건한 추정을 위해 분석 샘플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i) 화학 관련
법 적용 기업만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석 대상 및 (ii) 화학 관
련법의 영향이 큰 기업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석 대상에 대
한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화학 관련법 적용 기업만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석
샘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조업 자료를 화학물질 사용량 높은
산업만으로 한정하여(narrow down) 검증한다.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사
용실적과 취급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피규제 대상 기업 범위가 넓
고 규제 정도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다수의 기업이 시행
대상인 특정 산업에서 해당 법 시행 전후 경제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과 유사한 검증구조를
사용한 효과를 갖는다. 즉,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의 경우 정책 적용
대상 업체가 많고 적용 범위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
55)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 “화학물질통계조사 2014”, www.narastat.kr/chemdata(접속일: 2020. 6. 8); <부도 4> 산업별 화학물질 취급업체 분포 참조.
56)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및 화평법의 실증분석 적합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장의 1절 화관법 및 화평법 선정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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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련법이 실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화학물질 고용량사용 산
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57) 반대로 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구분에 의한 차이가 없다
면 화학 관련법으로 인한 영향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산업 특성
을 이용한 본 추가 분석을 통해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 인한 영
향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의 제조업 내 업종별 화학물질 사용량을 살펴보면, 2014년
제조업 중분류 기준 화학제조업은 연간 사용량 약 150Mt, 석유정제제조

<그림 3-5> 업종별 화학물질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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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 화학물질통계조사 2014.
57) 화관법과 화평법은 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 구분 없이 적용되나, 실제로
는 산업 특성에 따라 적용받는 기업의 비중과 영향 정도가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박정
원ㆍ심우현(2017)의 화평법 및 화관법 규제 비용 및 인식도 조사에서 화평법 관련 조사
응답 기업의 업종은 화학 물질 및 제품 수입, 제조 관련업이 90.5%를 차지하였고 세부 업
종은 기타 화학제품 47.6%, 기초화학물질 28.6%, 고무플라스틱 9.5%, 비료질소화합물
4.8% 순으로 나타남. 해당 응답 샘플의 모집단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에 공개된 2016년
화학물질 등록 신청 기업체로 구성됨. 또한 동 조사에서 화관법 적용 업체의 업종 분포는
제조업이 87.2%, 제조업 내 세부 업종은 화학(60.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74 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업은 약 130Mt로 초고사용량산업이며 비금속제조업과 1차금속제조업
은 연간 사용량 약 50Mt의 고사용량산업이다. 그 외 산업은 연간 화학물
질 사용량 4Mt 미만으로, 화학물질 사용량이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추가 분석 대상 화학물질 고사용 기업은 연간 약 130Mt이상의 사용량을
기록한 화학 및 석유정제 제조업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제조업 자료를 중소업체와 대기업으로 분리하여
화학 관련법으로 인한 영향의 차이 여부를 살펴본다. 화학물질 취급기
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이들의 부담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서 화학규제로 인한 영향 존재 시 대기업에 비해 강한 효과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58) 즉, 중소기업 샘플을 통해 규제 적용 기업 비중을 높여
해당 법 시행 전후 경제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과 유사한 검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학 관련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적용
기준에 맞는 설비 설치는 약 20%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적용 기준
준수 진단과 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추가된다. 실제 비
용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신규설비투자 비용이 평균 약 4,215만 원으로 나타났다.59) 화평
법의 경우 평균 비용에 대하여 업체당 1,200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산 비용이 존재한다.60) 그러나 최소 추산 비용으로 가정
58) 예를 들어 환경산업은 전체 5만 8,000 사업장 중 99%가 중소업체로 이루어짐(중소기업
중앙회, 2019b).
59) (i) 중소기업중앙회(2019b)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평균 약 981만 원, 신규 설비투자 시 평균 약 3,234만 원의 비용이 나타남.
(ii) 대ㆍ중ㆍ소 기업을 포괄하여 조사한 박정원ㆍ심우현(2017)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
서는 자체 작성 시 건당 평균 약 2,146만 원, 전문기관 위탁 시 건당 약 3,206만 원 발생
하며 취급시설 개선 비용은 평균 약 2억 5,548만 원으로 나타남.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75

하여도 비축자본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에게 비용 부담 압력이 크
다. 예를 들어 관련 비용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비용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평균 중소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8년 기준 약 5.2%이므
로 최소 2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늘려야 영업을 통해 해당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다.61) 이외에도 전문 인력 교육 및 배치를 위한 추가 인건비 발
생, 법규 준수를 위한 행정비용 발생 등은 가용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에게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제 부담
은 위와 같은 직접 비용의 추정치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
과적으로 수익성과 투자,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분석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화관법 및 화평법
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익성, 생산성, 투자의 하락 단절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및 중소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분석 샘플 유형별 기준점 전후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3-5>는 종속변수인 기업 성과지표별 기술통계량을 보여주며, <표 3-6>
은 기업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성과
변수의 경우 대부분의 샘플에서 기준점 이후 평균 수익성은 증가, 평균
60) 화평법 관련 비용의 경우 (i) 환경부(2019)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 평균 총비용은 업체당
약 1,200만 원으로 추정, (ii) 박정원ㆍ심우현(2017)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 관련 평균 비
용은 물질 규모에 따라 약 2,000만 원대에서 수억 원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신규
물질 1톤 미만 소량 등록은 2,520만 원, 1톤 이상 10톤 미만 7,500만 원, 10톤 이상 100톤
미만 2억 8,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물질 1톤 이상 10톤 미만 1억 5,000만 원,
10톤 이상 100톤 미만 2억 1,000만 원,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억 5,000만 원, 1,000
톤 이상 2억 5,000만 원.
61) 중소제조업 경영동향 제공 연도별 중소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8년 5.16%, 2017
년 5.35%, 2016년 5.54%, 2015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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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전체 산업

그 외 산업

변수

전체

기준점 기준점
이전
이후

전체

기준점 기준점
이전
이후

전체

기준점 기준점
이전
이후

Sales

23.94

23.96

23.93

24.23

24.26

24.21

23.88

23.91

23.86

Debt

4.534

4.705

4.416

12.72

9.461

15.02

3.775

4.304

3.412

Export

13.05

14.61

12.27

17.74

19.96

16.55

9.921

11.27

9.256

Cash

22.77

22.85

22.72

23.11

23.21

23.05

22.70

22.79

22.64

Liquidity 5.181

5.762

4.779

11.75

3.203 17.768 3.352

2.967

3.618

Age

2.718

2.801

2.661

2.830

2.885

2.791

2.698

2.786

2.637

HHI

0.084

0.081

0.086

0.113

0.101

0.121

0.055

0.051

0.057

주: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2014년 기준 연간 130Mt 초과, 그 외 산업: 2014년 기준 연간
4Mt 미만의 화학물질 사용량 하위 업종.

<표 3-6> 성과변수 기술통계량
전체 산업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그 외 산업

변수

전체

기준점 기준점
이전 이후

전체

기준점 기준점
이전
이후

전체

기준점 기준점
이전
이후

ROA

0.031 0.039 0.041

0.044

0.037

0.049

0.033

0.019

0.042

TFP

17.69 17.69 17.69

19.43

19.40

19.45

17.11

17.12

17.10

Tangibles 0.411 0.399 0.394

0.394

0.407

0.385

0.416

0.435

0.403

주: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2014년 기준 연간 130Mt 초과, 그 외 산업: 2014년 기준 연간
4Mt 미만의 화학물질 사용량 하위 업종.

투자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며, 평균 생산성은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에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 제조업 분석 결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식 (3)을 이용하여 2016년을 기준점으로 R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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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는 <표 3-7>과 같다. 모형1의 선형모형 결과를 보면, 화학 관련
법 도입에 따른 제조업 기업성과 영향으로 수익성 약 -0.5%p, 생산성 약
-2.9%, 투자 약 -0.32%p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 단절을 나타낸다. 이
는 개별 기업의 성과가 화학 관련법의 적용 전후 단절적으로 변화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
도 확인을 위하여 모형2의 고차항을 고려한 비선형 모델(alternative
polynomial order)에 따른 결과를 추가 검증하였으며, 기본모형의 결과
와 유사한 하락 단절 효과를 확인하였다.62)

<표 3-7> 제조업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수익성(ROA)

-.00542* (.0031)

-.01214**(.00528)

생산성(TFP)

-.02855**(.0119)

-.03375* (.01894)

투자(유형자산 비중)

-.00322* (.0017)

-.00467* (.00257)

주: 모형 1은 1차, 모형 2는 3차항을 고려하였으며 두 모형 모두 통제변수 포함, Calonico et
al.(2015)를 따라 구간(bandwidth)을 설정, 괄호 안 표준편차는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군집화.

0

.01

ROA
.02 .03

.04

.05

<그림 3-6> The RDiT Plots for 성과변수(Residuals), 제조업 전체

-4

-3

-2

-1

0

Sample average within bin

1

2

3

4

Polynomial fit of order 1

(계속)
62) <표 3-7> 이후 분석 결과는 모두 선형모형(모형1)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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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P
17.55 17.6 17.65 17.7 17.75
-4

-3

-2

-1

0

1

2

3

4

3

4

Polynomial fit of order 1

.36

Tangible ratio
.38
.4
.42

.44

Sample average within bin

-4

-3

-2

-1

0

Sample average within bin

1

2

Polynomial fit of order 1

2) 플라시보 테스트
화학 관련법의 시행시점 이전 기업이 사전적으로 정책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할 경우 정책 시행 이전 시점에 이미 정책 효과가 분산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책 시행 이전에 정책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책 시행 이전 시점을 (i) 시행(-2): 화학 관련
법 전면 재개정 공표 시점, (ii) 시행(-1): 공표시점과 시행시점 사이 시
점, (iii) 시행(0): 공표 내용의 시행 시작점의 세 가지 기준점으로 구분하
여 플라시보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표 3-8>의 분석 결과, 수익성과 생산성은 정책 시행 전 모든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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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사전적
정책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투자의 경우 타 기준점에
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정책 공표와 시행 사이 기간에 약 0.5%p
증가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강화된 기준 충족을 위한 사전적 설비투자
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63)

<표 3-8> 사전적 정책 대응 효과 분석 결과
시행(0)

시행(-1)

시행(-2)

수익성(ROA)

.0033(.00298)

-.00607(.00378)

.00322(.00568)

생산성(TFP)

.0046(.00866)

.02175(1.538)

.00542(.01224)

투자(유형자산 비중)

.0019(.00208)

.00508*(.00302)

-.0018(.00226)

주: 모든 대안 시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모형1 통제변수 포함 결과, 괄호 안 표준
편차는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군집화.

3) 통제변수에 대한 RDiT 테스트
추가적 강건성 검증을 위해 주요 통제변수의 특징적 단절 유무를 확
인한 결과를 <표 3-9>와 <그림 3-7>에 나타냈다. 이는 주요 통제변수가
기준점에서 특징적 단절을 나타낼 경우 RDiT 검증 결과가 화학 관련법
으로 인한 기업성과 변화가 아닌 통제변수의 변화에 의한 결과일 가능
성이 있으므로 본 검증을 통해 통제변수에 의한 효과를 배제할 필요성
이 있기 때문이다(Hausman and Rapson, 2018; Lee and Lemieux,
2010).

63) 참고로 본 연구 실태조사의 화관법 및 화평법 관련 FGI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가
용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여 법시행 이전 사전적 준비율이 높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
기업의 경우 사전적 정보와 자원 부족으로 시행 이전 준비는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이 많
았음.

80 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표 3-9> 통제변수의 관찰되지 않은 기준점 단절 여부 분석
매출액

수출 비중

부채 비율

시장경쟁도

유동성

현금 보유

-.0296(.0276) 4.456(3.648) .7662(.9501) -.0006(.0025) -.140(2.416) .0253(.0249)
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모형1 통제변수 포함 결과, 괄호 안 표준편차는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군집화.

<그림 3-7> The RDiT Plots for 통제변수(변수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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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을 살펴보면 주요 통제변수의 기준점 근처에서 특징적 하
락 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표 3-9>를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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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기업의 매출액, 수출 비중, 부채 비율, 시장경쟁도, 유동성,
현금 보유 등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화학 관련법 관련 시
간단절분석의 기준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락단절을 나타내
지 않았다.

4) 분석 샘플 구체화: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
먼저, 제조업 내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에 대한 화학 관련법 영향
분석 결과 제조업 전체 분석과 비교하여 강한 단절 효과를 보였다. <표
3-10>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화학물질사용량 130Mt 초과인 산업
내 기업에서 수익성 -1.32%p, 생산성 -3.3%, 투자 -1.4%p의 하락 단절
이 관찰되었다.64) 이러한 결과는 성과지표의 변화를 제조업 전체에 대
하여 나타낸 <그림 3-6>과 동 지표의 변화를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
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 3-8>을 비교하면 보다 명확하다. 즉, 제조업 전
체에 비하여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에서 성과지표의 단절 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3-10>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 분석 결과
변수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연간 사용량 130Mt 초과)

수익성(ROA)

-.01317* (.0070)

생산성(TFP)

-.03317***(.0126)

투자(유형자산비중)

-.01381***(.0018)

주: 모형1 통제변수 포함 결과, 괄호 안 표준편차는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군집화.
64) 화학물질 사용량 4Mt 이하의 저용량 사용산업 기업의 수익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단
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는 유의미한 증가 단절을 보임으로써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참고로 RDiT 추정계수는 수익성 -0.0044(.0043), 생산
성 -0.0301(.0083), 투자 0.0108(.0031), 괄호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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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he RDiT Plots for 성과변수(Residuals),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0

.02

ROA

.04

.06

고사용량산업(130Mt 이상)

-4

-3

-2

-1

0

Sample average within bin

1

2

3

4

Polynomial fit of order 1

19.6

19.8

TFP
20

20.2

20.4

고사용량산업(130Mt 이상)

-4

-3

-2

-1

0

Sample average within bin

1

2

3

4

Polynomial fit of order 1

.34

.36

Tangible ratio
.38
.4

.42

고사용량산업(130Mt 이상)

-4

-3

-2

-1

0

Sample average within bin

1

2

3

4

Polynomial fit of order 1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83

이는 화학물질 고용량사용산업의 경우 화학규제 적용 대상 업체가 많
고 적용 범위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 화학 관련정책 영향이 실재하
는 경우 본 샘플 분석의 기업성과 변화가 제조업 전체 대상 결과와 비교
하여 더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앞 절에서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5) 분석 샘플 구체화: 기업 규모별 분석
분석샘플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조업 내 중소기업
의 경우 수익성 -0.93%p, 생산성 -3.81%, 투자 –0.33%p의 하락 단절이
나타났다. 특히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업종 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
익성 -2.15%p, 생산성 -3.10%, 투자 -1.62%p의 하락 단절이 관찰되어,
대체적으로 화학 관련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서 더 크
고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이는 앞서 확인하였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과 제조업 내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화학물질 취급기업 중 중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
에서 경제적 부담의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은 제조업 전 업종,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분석

<표 3-11> 중소기업 분석 결과
변수

제조업 중소기업

화학물질 사용량 130Mt 초과 산업
중소기업

수익성(ROA)

-.00925** (.00387)

-.0215*** (.00822)

생산성(TFP)

-.03814*** (.00653)

-.03096*** (.00558)

투자(유형자산 비중)

-.00334* (.00194)

-.01623** (.00674)

주: 모형1 통제변수 포함 결과, 괄호 안 표준편차는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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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화학 관련법으로 인
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4장 FGI에서 대기업은 화
학 규제 준수를 위한 인적 물적 역량이 충분하고 관련 비용이 기업 운영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 대비 성과에 대한 영향이 미
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규
제로 인한 경제성과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
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분석 결과 제조업 내 수익성, 생산성, 투자 지표 모두에서 하락
단절이 관찰되어 기업 경쟁력에 화학 관련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장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던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에서 강하게 나타났
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화학 관련법의 영향을 받는 기
업 수가 많고 업종 특성상 제조ㆍ영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 대상 범위
가 넓기 때문에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
상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수익성, 생산성, 투자 등 모든 성과 지표에서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이 제조업 전체에 비하여 더 큰 값으로 유의
미한 하락을 나타냈으며, 화학물질 저사용 업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화학 관련법으로 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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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기업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학 관련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중소기업에서 가중됨을 확인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경
우 제조업 전체와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모두에서 성과지표의 유
의미한 하락 단절이 나타난 반면, 대기업은 제조업 및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업종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화학 관련
법으로 인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학물질 취급기
업 중 중소규모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서 경제적 부담
의 유효성이 높은 특성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즉, 대기업은 화학 관련법
준수를 위한 인적ㆍ물적 역량이 충분하고 관련 비용이 기업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에 비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낮다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의견과 일치한다.
과거 법안 도입 시 화관법과 화평법은 중요하지 않은 규제로 판단되
어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본 실증분석 결과는 화학
관련법이 실제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이러한 경제적 영향이 직접비용으로 인한 단기 수익 증감뿐만 아니
라 생산성, 투자 등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 측면에서도
관찰되어 단순한 수익비용 평가가 아닌 종합적 경쟁력 평가지표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규제 입안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적 경쟁력영향 평가와 해당 과정의 시스템화, 도입 이후에도 사후적 평
가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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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태적(實態的) 분석

4장에서는 국내 비경제적 규제가 경제ㆍ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의를
통하여 3장에서 분석한 규제 발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하고 산업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실태조사를 위해서
먼저 3장에서 실증 분석된 화학 관련 규제 외에도 고용, 환경, 행정, 보
건ㆍ안전, 그리고 기술 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비경제적 규제의 비용,
영향 인식, 대응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완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 이해와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각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주요 결과와 관련된 FGI를 통한 기업 의견을 소개하
고 분석한다. 4장의 실태조사 내용과 결과를 통하여 3장의 통계적 실증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규제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와 대응
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비경제적 정책에 따른 규
제에 관한 산업정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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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개요
비경제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설문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FGI
를 통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와 FGI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설문조사의 경우, 실태조사 전문조사업체를 통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를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화와 팩스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전국사
업체조사 기준 전체 제조업 사업체 중 500개를 표본으로 하며, 사업체의
전반적 규제와 경제적 논쟁거리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실무자를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65) 모집단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표본 설계는 <표 4-1>과
같다.66) 설문조사의 항목은 주요 사업 분야, 매출액, 사업장 소재지, 종
업원 수, 설립 연도 등의 업체 일반 현황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유무
및 그에 따른 손실과 원인, 정부 지원 수혜 여부 및 규제 관련 의견 반영
창구 등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
문 조사 항목은 <표 4-2>와 같다.67)

65)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전체 제조업 사업체는 43만 7,024개로 이중 조사업체가 자
체 보유한 제조업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기업 구분을 위하여 단독사업체 및 본사(본점)
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
66) 응답 기업의 총매출액, 종업원 규모, 업력, 소재지에 따른 비중 등 기본 정보는 <부록>에
첨부함.
67) 실태조사에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별첨>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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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 할당
단위: 개

전체
식료품 제조업

전국 사업체 수

표본 할당

437,024

500

60,071

32

음료 제조업

1,549

13

담배 제조업

15

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1,833

2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711

2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041

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7,038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393

18

18,101

22

349

12

11,829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6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141

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733

20

9,358

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0,814

3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791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315

20

전기장비 제조업

23,04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15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601

19

3,810

15

가구 제조업

13,259

20

기타 제품 제조업

18,990

2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879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료: 저자 작성.
주: 중분류 사업체별 10개 표본씩 임의 할당 후 제곱근 비례 배분하여 최종 표본 할당, 담배
제조업의 경우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5개 표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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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업체 일반
현황

∙ 주요 사업 분야
∙ 2019년 기준 총매출액
∙ 사업장 소재지
∙ 종업원 규모
∙ 설립 연도

∙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유무
∙ (비용 발생 규제가 있는 기업만)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유형
∙ (비용 발생 규제가 없는 기업만)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없는 이유
∙ (기업 차원 대응이 있는 기업만) 기업 차원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
∙ 규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손실
∙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도(화학, 고용, 환경, 행정, 보건ㆍ안전, 기술,
기타 분야별)
규제의 경제적 ∙ 규제로 인한 향후 예상 손실(화학, 고용, 환경, 행정, 보건ㆍ안전, 기술,
영향 조사
기타 분야별)
∙ 그 외 규제로 인한 영향
∙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주된 원인
∙ 경제적 제약/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규제 관련 의견 반영 창구 유무
∙ 규제 관련 의견 반영 창구 변화
∙ 경제적 비용 부담 고려 시 규제의 필요성 동의 여부
∙ 현행 규제 수준 적정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2) FGI 개요 및 설계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
해서 비경제적 규제 유형별로 관련된 경제적 이슈에 대한 FGI 조사를 추
가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반적으로 FGI는 해당 분야 실무진/전문가로 구
성된 포커스그룹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이나 문헌연
구의 한계를 넘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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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고용, 환경, 보건안전, 화학규제에 영
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규제들의 실질적 파급효과 및 이슈를 정리하고 산업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핵심규제를 파악한 뒤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FGI에서는 각 규제별 현황과 영향, 규제로 인한 구체적 비용과
애로사항, 규제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과 정책 건의 사항 등을 전반적
으로 질문하였다. 각 규제별 주요 내용과 참석자에 대한 정보는 <표
4-3>에 수록한다.

<표 4-3> 규제 유형별 인터뷰 주요 내용 및 참석자 개요
인터뷰 주요내용

참석자 업종 및 직위

∙ 고용규제의 영향 및 니즈
∙ 업종의 특성 또는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규제
∙ 기타 제품 제조업,
애로사항
고용
박○○ 전무
∙ 고용규제 관련 정부 지원
규제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고용 부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조OO 이사
∙ 근로자 입장에서의 고용 부문 규제 관련 애로사항
∙ 고용 부문 규제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방안
∙ 화학규제의 영향 및 애로사항
∙ 화학규제 대응 방안 및 관련 애로사항
화학 ∙ 화학 규제의 유예 기간에 대한 의견
규제 ∙ 화학규제 준수로 인한 발생 비용
∙ 화학규제의 효과성
∙ 해외 대비 국내 화학규제에 대한 의견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박OO 사원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이OO 사원

∙ 보건안전 관련 규제 현황
∙ 보건안전규제 외 규제의 영향
보건
∙ 보건안전규제 준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안전
∙ 보건안전규제 관련 애로사항
규제
∙ 보건안전규제 관련 정부 지원 제도 및 정책
∙ 보건안전규제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방안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김OO 주임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OO 대표
∙ 의약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권OO 대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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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요내용
∙ 환경ㆍ화학규제의 유예기간 영향 관련
화학 ∙ 환경ㆍ화학규제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환경 ∙ 환경ㆍ화학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규제 ∙ 환경ㆍ화학규제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전달 채널
∙ 환경ㆍ화학규제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참석자 업종 및 직위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전OO 관리과장
∙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김OO 연구소장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오OO 이사

자료: 저자 작성.

2.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결과
4장의 2절에서는 (i) 비경제적 규제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을 위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와 (ii)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
는 규제로써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고용, 화학, 보건안전, 환경, 기술 부문
과 관련된 FGI의 실태조사 결과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실시된 설문조
사 주요 결과를 우선 분석하고, 각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FGI의 내용을 제시한다.

(1)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현황
1) 비용 발생 규제 유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중 1개 이상의 기업들은 비경제적 규제
중 기업에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4>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 경영, 제조, 공정, 관리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한 영업활동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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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설문한 결과 ‘비용 발생 규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8.4%
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 특성별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낮
을수록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
출 50억 이상(36.0%), 종업원 규모 50인 이상(36.4%), 업력 5년 미만
(35.9%)의 기업에서 ‘비용 발생 규제가 있다’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조사
되었다.

<표 4-4> 비용 발생 규제 유무
단위: 개, %

사례 수

있음

없음

(500)

28.4

71.6

5억 미만

(95)

20.0

80.0

5억~10억 미만

(53)

28.3

71.7

10억~30억 미만

(85)

23.5

76.5

30억~50억 미만

(42)

35.7

64.3

50억 이상

(172)

36.0

64.0

거절/무응답

(53)

20.8

79.2

5인 미만

(127)

18.9

81.1

5~9인

(75)

29.3

70.7

10~49인

(210)

30.5

69.5

50인 이상

(88)

36.4

63.6

5년 미만

(39)

35.9

64.1

5~10년 미만

(70)

27.1

72.9

10~15년 미만

(92)

25.0

75.0

15~20년 미만

(97)

27.8

72.2

20년 이상

(195)

29.7

70.3

무응답

(7)

14.3

85.7

전체

총매출액

종업원
규모

업력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경제적 규제 조사, 조사 대상 기업 500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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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발생 규제 유형
기업의 비용을 발생하는 규제 유형에서는 고용과 환경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
답한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규제 유형을 설문한 <그
림 4-1> 결과에 따르면, ‘고용 관련 규제’(49.3%), ‘환경 관련 규제’
(45.8%)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33.1%),
‘화학 관련 규제’(3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68)

<그림 4-1> 비용 발생 규제 유형
(%)
49.3

45.8
33.1

31.0
14.1

고용 관련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화학 관련 규제

행정 관련 규제

10.6

기술 관련 규제

7.7
기타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중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142개 대상, 중복 응답
허용.

특히 <표 4-5>의 기업 특성별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 관련 규제’에 대한 비용 발생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
났다. 반면, 규제 유형에 따라 기업의 규모 및 업력 등 기업 특성별로 비
용이 발생하는 규제는 그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68)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제 외에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유형으로 ‘시설/건축
관련 규제’(3개 응답), ‘인증 관련 규제’(2개 응답), ‘금융 관련 규제’(1개 응답), ‘규격 관련
규제(1개 응답)’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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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비용 발생 규제 유형(기업 특성별)
단위: 개, %

전체

총매출액

종업원
규모

업력

사례
수

고용
관련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보건ㆍ
화학
안전
관련
관련
규제
규제

행정
관련
규제

기술
관련
규제

기타

(142)

49.3

45.8

33.1

31.0

14.1

10.6

7.7

5억 미만

(19)

26.3

31.6

10.5

26.3

21.1

5.3

15.8

5억~10억 미만

(15)

40.0

33.3

26.7

6.7

13.3

20.0

33.3

10억~30억 미만

(20)

65.0

55.0

40.0

35.0

15.0

10.0

0.0

30억~50억 미만

(15)

40.0

40.0

53.3

13.3

0.0

6.7

0.0

50억 이상

(62)

53.2

54.8

35.5

41.9

14.5

11.3

4.8

거절/무응답

(11)

63.6

27.3

27.3

27.3

18.2

9.1

0.0

5인 미만

(24)

33.3

20.8

16.7

8.3

12.5

8.3

25.0

5~9인

(22)

40.9

59.1

27.3

18.2

9.1

13.6

13.6

10~49인

(64)

48.4

45.3

26.6

32.8

10.9

9.4

1.6

50인 이상

(32)

68.8

56.3

62.5

53.1

25.0

12.5

3.1

5년 미만

(14)

64.3

28.6

21.4

35.7

21.4

7.1

7.1

5~10년 미만

(19)

57.9

31.6

26.3

0.0

5.3

15.8

15.8

10~15년 미만

(23)

43.5

52.2

39.1

39.1

13.0

4.3

17.4

15~20년 미만

(27)

29.6

59.3

22.2

22.2

7.4

11.1

3.7

20년 이상

(58)

53.4

46.6

41.4

41.4

19.0

12.1

3.4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중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142개 대상, 중복 응답
허용.

반면 조사된 유형별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
지 않는 이유는 주로 기업이 속한 산업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4-2>는 앞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
358곳을 대상으로 규제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8%는 ‘산업 특성상 경제적 영
향을 미치는 규제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규제에 대한 기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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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규제 관련 비용 미발생 이유
(%)
71.8

15.9

산업 특성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없음

규제에 대한 기업 차원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5.3

7.0

정부의 정책 지원 활용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발생 최소화

기타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중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 358개 대상.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라고 응답한 기업(15.9%)과
‘정부의 정책지원 활용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5.3%)라고
응답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 관련 비용이
미발생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 20%가 넘는 기업들은 실제 조사된 비경제
적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업 차원의 대응과 정부 정책의
활용으로 내재화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의
미한다. 이러한 내재화 과정에서 여전히 기업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69)
조사 대상 기업 중 정부 정책지원을 통해서 비경제적 규제에 따른 경
제적 비용을 완화하는 기업은 5.3%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70) 이는 실제 정부 정책지원을 이용해서 규제로 인한 외부효과에 대

69) 해당 설문의 기타 대응 방법으로 “규제 조건에 맞추기 위해 조정함”(9개), “선제적 대응책
마련”(6개), “규제 관련 직원교육 실시함”(4개), “규제가 많은 사업 분야 축소”(2개), “견적
및 사양서 작성 시 리스크 및 금액 부분을 반영함”(2개) 등의 응답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규제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의 내재화가 관찰됨.
70) 기업 규모 및 업력에 따른 특징은 크게 관찰되지 않아 해당 결과는 <부표 7>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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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은 기업 차원의 효용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 FGI에서도 기
업이 규제에 직면하여 정부지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기업 특성 및 제도
와 현장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특히 규제의 영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되
어도 지원 항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실질
적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한 규제에 대한 대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글상자 4-1>).

<글상자 4-1> 정부의 정책 지원 활용을 통한 규제 대응 애로사항
<고용 규제>
“다양한 고용 부문의 정책변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연
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지원금을 신청할 조건이 안된다.”(전기회로 접속장
치 제조업, 조OO 이사)
“고용에 직접적인 임금 외에도 부대비용이 크게 발생하나, 고용유지보조금
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없다. 또한 고용유지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기업의 상
황에 따른 해고 등의 유연성이 떨어져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영상게임기 제
조업, 박OO 전무)

<보건안전 규제>
“정부 지원에 일정 부분의 회사 자부담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영세기업은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안전관리비의 경우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가
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정부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부담은 기관마다 다른데 전반적인 정부지원 사
업에 따른 자부담은 25% 정도로 고려된다.”(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
OO 대표).
자료: FGI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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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영향의 유형과 원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손실 유형
비경제적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중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에 따르면 앞서 비용이 발생된다고
응답한 142개 기업 중 82.4%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비용이 “규제 준수
를 위한 비용”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규제 관련 벌과금 발
생”(26.1%), “영업 매출 감소”(24.6%)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단기적인 비용과 손실 외에도 “설비 재투자 및 신규 투자”(22.5%), “신규
사업 및 제품 기회 상실”(19.0%), “연구개발 투자 차질”(14.1%) 등 장기적
인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과 예상에 대해서도 다수 응답하
였다. 이는 규제가 단기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업경쟁
력과 신산업 진출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3> 규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손실
(%)
82.4

26.1

24.6

22.5

19.0

14.1
5.6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규제 관련
벌과금 발생

영업 매출 감소 설비 재투자 및 신규 사업 및
신규투자
제품 기회 상실

연구개발
투자 차질

기타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중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142개 대상, 중복 응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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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를 통한 실태조사에서도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이 다수 언급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앞선 설문조사와 같이 규제준
수비용에 대한 응답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신시장 진출, 투자포기, 생산
라인 차질 등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관련된 어려움들도 언급되었다. <표
4-6>은 FGI에서 규제 유형별 예상 또는 발생된 비용과 손실의 구체적 사
례를 보여준다.

<표 4-6> 비경제적 규제 유형별 예상/발생 손실 예시
발생하였거나 규제
예상되는 손실 유형

FGI 응답

“(주 52시간에 따라) 한 명을 추가 고용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 늘어
날 때 연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비 등 고정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를 고려하면 추가로 1명 고용하기가 굉장히 힘
들다. 예를 들어 기본 연봉이 5,000인 경우 고정 비용 등으로 총
고용 6,500-7,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조
규제 OO 이사)
“(주 52시간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일이 바쁜 달이 5개
월 정도인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20% 정도의 임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영상게임기 제조업, 박OO 전무)
규제 준수
비용

“화학규제로 인한 방폭과 건물 내 시설을 위한 비용이 20%~25% 정
도 상승하였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추가 비용이 든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50년이 넘은 공장에 대해 화관법 장외 평가를 2018년도에 진행했는
데 공사 비용만 한 공장당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었다.”
화학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이OO 사원)
ㆍ
환경 “규제 대비를 위한 컨설팅은 그 실효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 비용으로 생각된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2014년도까지 보면 전체 중에 환경관리ㆍ유지 비용이 20%였다. 그
런데 지금 화평법ㆍ화관법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점점 늘어나면
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배관, 차탑 등의 설비투자와 부산물 처리에
드는 비용 등으로 연간 환경유지 비용이 40%까지 2배 올라갔다.”(의
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전OO 관리과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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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거나 규제
예상되는 손실 유형

FGI 응답
“화평법에 따라 신규 등록을 위해 물류 화학적 특성, 물질 유해성, 환
경 유해성 3가지 유해성 분석 결과값을 얻는데 4,500만 원 정도 들었
다. 등록 물질들을 어떤 약으로 하나 만들려면 최소 10여 가지 원료
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개수에 따라 추가 연구비가 든다.”(의약용 화
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전OO 관리과장)

규제 준수
비용

화학
ㆍ “화학 업종에 법이 강화되어 취급 허가를 받고 공장을 증축하는 데
환경 비용이 2배 이상이 들어간다. 매년 정기 검사 시 지적을 받는데 작년
규제 에는 5개 지적을 받아서 2억 원을 들여서 보완했다.”(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김OO 연구소장)

“2021년까지만 30개 이상을 물질을, 단계별로 2030년까지 총 300개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등록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이 발생
한다.”(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박OO 사원)

규제 준수
비용

“안전과 보건규제 준수를 위해 자격증을 지닌 기사 채용이 필요하며,
한 명당 4,800만~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대행하는 경우 2,000만~
보건
3,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근로자 1,000명 이하 규모의 경우 본사,
규제
현장, 연구소 제각각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법의 가지 수가 많은 것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안전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화학 살균ㆍ살충
규제
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오OO 이사)

제품기회
상실

“몇 년째 완제품으로 가공해서 판매에 사용하던 소재가 2019년 하반
기부터 갑자기 물건을 팔지 않았다. 발주처의 본사에 문의하였으나,
화학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화평법 때문이라고 추측한다.”(고무 및 플
ㆍ 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환경
규제 “이제는 화평법과 화관법 적용 물질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고, 적용
받는 물질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회를 포기한다. 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이다”(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전OO 관리과장)

투자 포기

화학 “특정 지역에 화학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연소 잔류에 대한 불명
ㆍ
환경 확한 규정으로 허가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장 신설을 포기하
규제 였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생산라인
중단

“정부 지원에 따른 컨설팅 시 생산 설비가 중단되어야 하는 비용 발
화학 생”(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ㆍ
환경 “매년 법 개정이 완화가 아닌 허점을 찾아서 채우고 결국에 사업장에
규제 적합 확인을 안 주면 결국은 화학물질취급시설 사용이 정지된다.”(의
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전OO 관리과장)

자료: FGI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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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손실 정도는 매출액 대비 20% 수준으
로 조사되었다. <표 4-7>은 앞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
한 업체 142곳을 대상으로 각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정도를 2019년
매출액 대비 설문한 결과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규제 전체의 경제적
손실 정도는 매출액 대비 20.7%로 나타났으며, 손실은 직접비용 10.7%
와 기회비용 10.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행정 관련 규제의 매출액 대비 손실 정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행정으로 인한 기회비용에서 손실이 높았다. <표 4-7>에
따르면 행정 관련 규제로 인한 기회비용은 매출액 대비 18.3%로 조사되

<표 4-7>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도
단위: %

직접비용

기회비용

25 50
사례
이상 이상
25
75
수
~
~
미만

50 75
미만 미만

25
이상 미만

총비용

평균

25 50
25 5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75 25
75 직접 기회 총
~
~
~
~
이상 미만
이상 비용 비용 비용
50 75
50 75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규제 전체

(142) 76.8 4.2 4.9 1.4 78.9 2.1 3.5 2.8 65.5 10.6 4.2 7.0 10.7 10.0 20.7

화학 관련
규제

(44) 70.5 2.3 6.8

- 65.9 6.8 4.5 2.3 65.9 0.0 2.3 11.4 10.0 10.5 20.5

고용 관련
규제

(70) 60.0 5.7 4.3

- 67.1 1.4 1.4 0.0 52.9 10.0 5.7 1.4 10.1 6.4 16.6

환경 관련
규제

(65) 78.5 4.6 1.5

- 78.5 4.6 1.5 0.0 75.4 3.1 4.6 1.5 5.2 4.9 10.1

행정 관련
규제

(20) 65.0 0.0 5.0

- 55.0 0.0 5.0 10.0 55.0 0.0 0.0 15.0 6.9 18.3 25.2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47) 74.5 0.0 2.1

- 74.5 0.0 0.0 2.1 70.2 4.3 0.0 2.1 5.0 5.4 10.5

기술 관련
규제

(15) 60.0 13.3 0.0

- 73.3 0.0 0.0 0.0 60.0 6.7 6.7 0.0 9.1 4.5 13.5

기타

(11) 72.7 0.0 18.2 - 63.6 9.1 18.2 0.0 63.6 9.1 0.0 14.3 15.3 19.3 34.6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중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142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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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직접비용 6.9%를 합한 총비용은 매출액 대비 25.2%로 가장 높
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화학 관련 규제와 고용 관련 규제
가 각각 매출액 대비 예상되는 총비용 20.5%와 16.6%로 높게 조사되었
다. 특히 화학 관련 규제와 고용 관련 규제의 경우 직접비용이 매출액 대
비 10.0%와 10.1%로 높게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경제적 손실 정도가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원인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산업과 기업의 대응
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도입과 운영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
답자를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원인을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도입과
운영”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업별 대응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도입과 운영”이 38.0%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그림 4-4>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원인
(%)
41.2

38.0

13.8
7.0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도입과 운영

기업별 대응 능력 고려하지
않은 규제 도입과 운영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500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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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중복 문제로
이중 부담 발생

기타

응답 결과는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정도가 산업별 차이에 따라 다르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규제가 도입될 때 기업의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의 중복 문제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응답은 7.0%
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글상자 4-2> 규제 발생 원인 사례
<고용 규제>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바쁠 때 일주일 52시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개발 분야는 해당 근로시간 규제를 맞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전기회로 접
속장치 제조업, 조OO 이사)
“성과급 등을 활용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노동 시간을 운영할 때 노동의 질
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발 업무의 경우 월별로 일이 집중되는 시
간과 아닌 시간의 차이가 크다.” (영상게임기 제조업, 박OO 전무)

<환경ㆍ화학 규제>
“현재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 단계에서 양이 너무 많고 짧은 시간 안에 한꺼
번에 다 하려다 보니 상당 부분 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고무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상호 대리 물질 2가지를 쓰는 상황에서 실제 허용량이 1,500t인데 우리 기
업은 연간 1t만 쓰는 상황에서도 위험물 저장 창고가 있어야 했고 위험물 저장
소를 크게 증축해야 했다.”(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오OO
이사)

<안전 규제>
“우리 기업에는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2가지가 있으나 사용량은
원액을 희석하는 경우 1리터에 5%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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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00%의 농도였을 때 기준으로 규제하고 우리 기업도 일괄적으로 규제받
는다.”(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안전규제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많다.
특히 의무사항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규제들도 많다.”(가죽, 가
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자료: FGI 결과 정리.

FGI를 통한 실태조사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기업의 상황과 맞지 않거
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다수 관
측되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고용정책에 따른 고용의 유연성 제약이
기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규
제에서는 해당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설정된 기준이나 유연성
없는 일괄적인 규제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언급되었다. 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위험에도 여
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는 경우가 언급되었다.71)

(3) 규제 대응
1) 규제 관련 정부 지원 현황과 규제 관련 소통 창구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은 해당
규제로 인한 손실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5>의 규제 준수 관련 정부 지원 수혜 여부를 응답
71) <글상자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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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0개 기업 중 7.0%만이 정부로부터 혜
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비용을 발생시
키는 비경제적 정책이 없는 이유 중 “정부의 정책지원 활용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3%로 낮았던 결과
와 일치한다.

<그림 4-5> 규제 준수 관련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있음
7.0

없음
93.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500개 조사 결과.

<그림 4-6> 규제 관련 의견 반영 창구 유무
(%)
예
12.0

아니요
88.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 대상 기업 500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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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의 규제로 인한 기업이 겪는 경제적
부담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의견 반영창
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0개 기업 중
12.0%의 기업만이 의견 반영 창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7> 의견 반영 창구 변화
(%)
66.7
55.2
41.7

43.3
28.6
20.0

정부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

협회

규제도입 이전

기타

규제도입 이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의견 반영 창구가 ‘있다’고 응답한 127개 기업 대상.

특히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의견 창구는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더욱 낮게 인식되었다. <그림 4-7>은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의견 창구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정부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를 통한 의견 전달 창
구 여부를 규제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이다. 정부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를 통한 의견 전달 창구는 규제도입 이전 41.7%, 이후
66.7%로 규제도입 이전이 낮게 나타났다. 협회를 통한 의견 전달은 또한
규제도입 이전 43.3%에서 이후 55.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72) 이
러한 조사 결과는 기업이 주로 정부와 관련 협회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72) 기타 의견 반영 창구로는 ‘공단/공기업’, ‘산학협력단’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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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개진하나 의견 전달은 상대적으로 규제도입 후 사후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FGI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기업이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73)

<글상자 4-3> 기업의 규제에 대한 의견 반영 경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낼) 유사한 스타트업 모임이나 벤처 모임과 같은 연합이
나 단체들은 잘 모른다. 규제에 대해 어디를 통해서 의견을 달라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가끔 지방정부 담당자에 연락하기는 하나 현재는 애로사항을 전달
하는 창구가 어딘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고, 안내를 받은 적도 없
다.”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조OO 이사)
“정책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해도 어디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변
호사를 고용하여 해결하는 상황이다.”(영상게임기 제조업, 박OO 전무)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협회의 경우 중소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주로 준수할 수 있게 권유하는 상황이다.”(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전OO 관리과장)
“현재는 필요한 경우 노동부 등 정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있으나, 규제와 관
련하여 상담해주거나 개선 사항을 받아들이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자료: FGI 결과 정리.

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규제 유지 필요성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조사된 비경제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73) <글상자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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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많은 기업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규제 유지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환경 관련 규
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73.6%), “화학 관련 규제”(66.8%), ‘행정 관
련 규제’(66.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결과에서 관찰되듯이 모든
규제에서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8>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규제 유지 필요성
(%)
불필요

필요

33.2

66.8

화학 관련 규제

37.3

62.7

24.1

75.9

33.9

66.1

26.4

73.6

35.7

50.0

64.3

고용 관련 규제 환경 관련 규제 행정 관련 규제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기술 관련 규제

50.0

기타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설문조사 응답 기업 440개 기업 대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9>는 현행 규제 수준에 대한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치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수치화는 각 응답에 대
하여 적정 수준의 경우 3점, “일부 완화 필요”와 “상당 부분 완화 필요”
시 각각 2점과 1점 그리고 “일부 강화 필요”와 “상당 부분 강화 필요” 시
4점과 5점을 배정하여 계산하였다. 해당 수치는 3점에 가까울수록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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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현행 규제 수준 평가
5점 평균

화학 관련 규제
고용 관련 규제

43.2

환경 관련 규제

23.4

행정 관련 규제

23.2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20.6

기술 관련 규제

19.4

기타

10.0

52.2

25.2

44.2

12.6

2.81점

8.4 4.2

2.54점

6.0

2.97점

11.6

5.6

2.87점

12.8

6.0

2.92점

8.6

7.8

2.87점

19.2

51.4
59.6
60.6
64.2

2.50점

71.4

28.6

완화 필요

적정 수준

강화 필요

무응답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조사대상 기업 500개 조사 결과, 중복 응답 허용.

수준임을 의미하고, 3점 미만의 경우 완화, 3점 초과의 경우 강화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고용 관련 규제에서 완화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화학 관련 규제 그리고 기술 관련 규제
에서 상대적으로 완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대부분의 비경제적 정책의 목적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규제 정도에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FGI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화학 관련 규제 및 안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부담을 고려
해 줄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74)

74) <글상자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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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4> 기업의 규제 유지 필요성 인식과 현행 규제 수준
“화평법은 아무래도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인간의 건
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정책 수행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강OO 대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감수하고, 규제라고 해
서 불편해서 안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전이고 의무조항이기 전
에 직원들의 안전관리이기 때문이다.”(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김OO 주임)
“현행 화학 관련 규제는 유럽 쪽이랑 지금 일본 쪽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되어
조금 과하다고 평가된다.”(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이OO 사원)
자료: FGI 결과 정리.

3. 소결
본 장에서는 다양한 비경제적 규제와 이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비용
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고용, 환경, 보건ㆍ안전, 화학,
행정, 기술 등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직ㆍ간접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규제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중 기업 차원의 대응과 정부 정책
의 지원으로 비용을 내재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 또한 높게 관찰
되었다. 이는 본 설문조사에서 비경제적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
하는 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보다 높은 비중의 기업이 실제 해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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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영향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산업과 기업
특성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없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는 비경제적 규제 적용 시 산업과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수행을 통하여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규제도
입 이후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대응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정부의 사후적 지원을 통한 규제의 부작용 완화 노력은 그 효용성이 높
지 않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기업의 준수비용 발생
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 규제로 인한 투자 감소, 신규 사업진출 기회 하
락, 연구개발투자 차질 등 장기적인 경쟁력 손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다
수 인지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비용감소를 위한 지원책에만 의존
하는 경우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하
락 위험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비경제적 규제의
수준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적정 수준의 규제 조정을 위해서는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기업의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은
규제도입 이전에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수의 기업이 비경제적 정책의 목적은 인정하나
산업과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규제 설정을 위한 사전적인 의견수렴 창구와 제도 확대가 필요
하다. 또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 겪는 부담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후
적인 정책지원으로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한 규제 완화, 규제 준수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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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액 공제 등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부담 완화 방안이 지속해서 발
굴되어야 할 것이다.75)

75)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정책에 따라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규제 유예와
같은 지원은 사실상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다수의 기업이 언급하였으며 사후적인 규제 조
정이나 세액 공제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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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산업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제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 자체에 대한 폐지
나 완화와 같은 기존의 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산업정책을 활용한 보
완적 대응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5-1> 비경제적 규제와 산업정책 활용
사회적 목적 범위 증가와 비경제적 규제도입
해당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및 애로 사항 발생
비경제적 규제에 대한 폐지/완화가 아닌

산업정책 활용을 통한 보완
정책 조합(Policy Mix):
[비경제적 규제정책: 정책목표 달성] + [산업정책: 경제적 영향 보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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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의 주제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효율적 경제성장으로부
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 노동, 안
전과 같은 비경제적 목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급격한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산업 출현과 산업 간 융복합화로 인하여 비경제적 규
제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범위가 커진 데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 제2장에서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영향 사이에서 부정적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같은 과거의 대응 방식이 아닌 산업정책 활용이라는 새로운 대
응 방식이 갖는 경제적 함의를 기술하였다. 즉, 비경제적 규제 자체의 필
요성을 인정하되 산업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비
경제적 목적 달성과 부정적 경제적 영향의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다.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 데이터 검증을 통해 부정
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제4장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부정적 영향
을 초래하는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주요 연구 결과와 관련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대한 논의 결과
① 비경제적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 강화는 경제성과 하락이라는 부
(負)의 정태적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비경제적 규제가 본래 목적인
사회적 후생효과 달성과 별개로 경제적 영향 문제를 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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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규제도입 시 본래의 목적 외 발생할 수 있
는 부수적 영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② 그러나 사전적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완벽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
로 한 최적의 규제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규제의 본
래 목표 충족을 위해 효율적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운용과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과정이 요구된다.
③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성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지만 산업혁신을 통
한 효율/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에서도 더
높은 경제성과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혁신 정도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장기관계에서 규제와 경제성과가 양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규제 강화가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경제성과가 극단적으로 하
락할 수도 있다. 이는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의 중요
성을 나타내며,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 개선을 위한 산업정책
활용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④ 즉 산업정책적 관점의 평가와 지원을 통해,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도태 위험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혁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균형있는 경제ㆍ사회 목적 달성
을 위해 경제 주체에게 규제라는 제약적 수단뿐만 아니라 촉진적
수단인 산업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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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① 비경제적 규제 사례로써 화학 관련법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수익성, 생산성, 투자 등 다양한 성과지표에서 유
의미한 하락 단절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 논의되었
던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며, 비경제적 규제 도입과 운영에서 경제적 측면의 고려와 보완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실증분석의 대상을 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라 구분하면, 화학물질 사
용량 상위 업종에서 경제성과의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화
학물질 사용량 하위 업종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으로 인한 실증분석 결과의 왜
곡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③ 기업 규모에 따른 분석 결과는 대기업의 경우 화학 관련법으로 인
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은 모든 성과지표의 하락
단절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피규제기업의 비중과 기업
별 경제적 부담의 유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3)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① 비경제적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규제
유무와 그 종류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약 30%
의 기업이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
업의 경우 산업 및 기업 특성 요인으로 인해 유의미한 부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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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②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준수 비용, 벌과금, 매출, 투
자 등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의 직ㆍ간접 비용
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의 체감 크기가 매출액 대비 2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의 원인으로는 주로 산업 및 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는 규
제영향에 대한 실질적 평가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③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손실과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의견 청취
와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나, 규제도입 이
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전달 창구 부족과 규제도입 이후
인지된 문제점에 대한 건의 사항 전달 창구 부족에 대한 지적이 확
인되었다.

2. 산업정책적 시사점
본 절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경제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확인하고, 주어진 규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구체적 활용에 대한 정책시사점 도
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경제적 규제의 도입ㆍ운영 과정을 포
괄하는 규제정책 시스템을 규제 입안 전후로 나누어 앞장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단계가 지닌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
정책 활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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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산업정책적 대응
본 절에서는 현재 규제 입안 전 사전적 평가 및 의견 반영 시스템의 한
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산업정책적 보완책 논의를 위하여 (i) 제3장
실증분석과 제4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규제심사 및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사전적 규제평가 과정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ii) 산업경쟁력
평가(가칭)와 같이 경제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산업정책
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1) 사전적 규제평가의 실효성: 중요규제심사와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하여 산업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
는 장치로써 행정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심사에 관한 조항에 따른 중
요규제심사 과정이 있다.77) 해당 조항(제11조)에 의하면, 신설 또는 강
화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중요 규
제로 분류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
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2017~2019)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 중 실제로 중
요규제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추가 심사를 거친 경우는 3.5%에 불과하
고, 신설 규제의 97.5%와 강화 규제의 95.2%가 비중요 규제로 위원회 심
76) 5장은 비경제적 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모
색함.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경제적 규제 시스템 또는 경제적 규제 시스템을 구분하지 않
고 포괄적 용어로써 “규제정책 시스템”을 사용함.
7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심사과정은 정부입법에 대한 심의를 의미(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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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없이 통과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78) 즉, 중요 규제 여부의 판단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 8조의 2에 따른 다음의 8가지를 기준에 근거
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판단 기준 적용의 엄밀성에 대한 이슈가 존
재함을 의미한다.

<표 5-1> 중요 규제의 판단
1. 규제로 인해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연 100억 원 이상
2. 규제 대상인 수가 연 100만 명 이상
3. 명백히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 성격의 규제
4.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규제 정도가 과도한 경우
5. 타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간섭 발생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예상 규제
7. 중소기업 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 8조의 2.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였던
화관법 및 화평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해당 규제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 피규제자 수, 국제 기준과의 규제 정도 문제 등이 상당하여 위의
중요 규제 판단 기준 1, 2, 4호에 부합하고 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 입안 과정에서는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
어 심사 없이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요 규제 심의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나타낸다.
또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화관법
및 화평법과 같은 비경제적 규제의 경우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측정

78) 전국경제인연합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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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실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79) 비용 분석은 규제의
직접비용인 준수 비용, 집행 비용 이외에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하여 미래에 발생 예상되는 비용과 불확실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 편익
분석은 정량적 분석 없이 단순 근거를 바탕으로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기술이 나타나는 등, 정량적 비용ㆍ편익 분석의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한다.80) 다수의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ㆍ
편익 분석 항목이 공란이거나 적절한 설명 없이 0으로 기재된 사례가 있
었으며 이로 인해 측정의 충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81)

2) 사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와 의견 반영
비용편익분석, 중요규제심사 등 앞서 살펴본 규제정책 시스템 내 주
요 사전적 평가 과정들은 비경제적 규제 입안 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해당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장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비경제적 규제도입과 기업 성과 간
의 부의 관계는 해당 규제에 대한 도입 이전의 평가 과정이 충분하지 않
았거나 심사과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증분석 결
과를 통해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단순히 직접 비용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익성, 생산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영향을 충분
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1차적 차원의 단순 비용 편익 고려가 아니라 실질

79) 여차민(2010).
80) 안혁근 외(2014).
81) 전국경제인연합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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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쟁력 영향평가를 위한 종합평가 지표의 개발과 사전적 활용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규제 심사 단계에서 중요 규제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타
법령에 근거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로 인한 산업 경제 영향을 법안 심
사과정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결
과를 중요 규제 판단 요건의 하나로 추가한다면 타 부처 법령이 산업경
쟁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엄밀한 심의를 통해 최소화하는 장
치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규제 입안을 위한 사전적 영향평가 과정에서 피규제자의 의견
반영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의견 반영 창구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새로운 규제
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를 약 12%의 기업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 부족과 연결되므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규제의 사전적 평가과정에서 피규제자들의 의견 전달을 위
한 경로를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사후적 산업정책적 대응
앞 절에서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도입의 사전적 단계에서 산업정책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그러나 최적규제의 난점 문제와 같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적고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도입 이후 사후 보완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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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현재는 규제도입 이후 사후 관리과정이 부족하며, 이로 인
해 규제도입 이후에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적 측면의 문제들, 예를
들어 생산성과 연구개발 저하, 신규/재투자 및 사업 기회 상실 등으로
인한 피규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처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2장의 최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
본 Lipsey(2007)의 규제 개선 관점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규제 개선 노력
을 위한 산업경쟁력 평가와 의견 반영 창구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규
제 비용 및 애로사항 경감을 통해 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회와 자원
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 사후규제 평가ㆍ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규제로 인한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
한 평가를 통해 (i) 실질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를 특정하고
(ii) 관련된 영향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완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
즉, 규제로 인한 영향이 실제로 나타나는 피규제자를 선별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기업이
규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그 외의 기
업들은 동일한 규제하에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이슈가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도 대기업
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화학 관련법이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의 유효성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규제의 대상자에게
일률적인 보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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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을 위해 피규제자 중 부정적 영향을 받는 대상을 특정하는 단
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규제로 인한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를 선별한 후에는 부정적 영향의
종류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직접 규제 조정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과 산
업정책적 인센티브 운용을 통해 보완 가능한 부분 등 영향의 속성에 따
른 적절한 대안을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보완 정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본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화관법 및 화평법으
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비용 경감의 일환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의 입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
견이 다수 있었다. 오히려 화관법 준수를 위한 설비 개선비가 유의미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세액공제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
의 유형에 적합한 정책 필요성을 나타낸다.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학 관련법의 적용 유
예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학 관련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주었
으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 입장에서 유예방식의 대응은 규제로 인
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통해 유예 정책이 비용 발생 시기를 미룰 수는 있으나 비용 자체를 감소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
지 않으며, 설비투자 세액공제나 화학물질 등록지원과 같이 준수 비용
을 직접 경감하여 가용자원을 늘려주는 정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담 유형별 맞춤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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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의견 반영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부정적 영
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당 규제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구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비경제적 규제가 갖는 자체의 합목적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을 산업정책이라는
보완적 도구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산업계의 의견과 경쟁력 평가를 반영한 규제를 도입
한 후에는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 철폐 논의
가 아니라 규제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완벽한 사전적 평가와 최적규제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도입 이후 개선 과정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도입 이후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 경제 주체
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며, 이러한 관점
에서 규제 시행 이후 통계 및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 포괄적 경쟁력 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의 실질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경제적ㆍ
사회적 목적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운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
확한 피규제자 특정과 영향 평가를 위해 피규제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
할 수 있는 의견 반영 창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실태조사에서 나타
났듯 의견 개진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5-2> 규제도입 이후 사후적 산업정책적 대응 과정
부정적 영향 피규제자 특정

영향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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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적 대응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5-2>와 같은 사후적인 규제 관리ㆍ개선 과정
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그림은 규제도입 이후 사후적인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및 의견반영 단계를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최적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 특정과 지원을 위한
산업정책의 역할을 나타낸다.

(3) 소결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규제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현
행 규제정책의 규제도입 전 사전적 규제 평가 및 의견 수렴 과정의 실효
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손익 분석을 포함한 사전적 평가와 규제의 파
급력을 고려하는 중요규제심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반영ㆍ조정하지 못한 규제의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장기적인 경제성장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
로 규제의 직ㆍ간접 손익과 기회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경쟁력
평가 구성과 시행, 그리고 규제 관련 경제 주체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창
구를 현실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규제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향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규
제를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별, 산업별로 규제 영
향이 이질적일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서 영향이 바뀔 수 있다. 따라
서 규제도입 이후에도 통계적 방법을 통한 엄밀한 사후 검증과 정책 보
완 과정을 통한 규제 외부효과 완화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사후적 관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즉, 효과적이
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 운용을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산업경쟁력평가를
활용한 지속적 경제적 영향 평가와 피규제자들의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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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 취합을 통한 규제 개선 과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피규제자와 관련된 영향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외부효과를 완화하
는 산업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5-3> 규제의 부정적 영향 대응 시사점
사전 대응

규제 평가 과정
의사 소통 창구

사후 대응

규제 도입

규제 평가 과정
의사 소통 창구

규제 개선

자료: 저자 작성.

3.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양
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경제적 외부
효과 보완을 위한 혁신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자료
의 한계와 연구의 범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향
후 연구의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관심을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으로 한정하였
기 때문에 비경제적 규제의 본 목적을 달성하여 얻는 사회적 후생효과
측정은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시에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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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외부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제언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
회적 후생효과의 정밀한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부분과
비경제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점 도출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를 통해 사회ㆍ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규제와 산업정책의 정밀한
조합 제시를 향후 연구로 남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비경제적 규제로 한정하였으므로 경
제적 목적을 가진 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규제 목적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외부효과 발생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만약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본 연
구에서 규제 최적화를 목표로 제시한 사전적ㆍ사후적 규제정책 시스템
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 자료는 제조업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업, 금융업 등 그 외 산업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라 동일한 규
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여부와 수준 차이가 존재하며 동종 업종 내에서
도 기업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존재하였다. 즉, 산업별ㆍ기
업별 이질성을 고려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기초로 보다 세밀
한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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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규제 법령 및 규칙(전체, 개수)
일련
번호

법률명

법률 시행령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8

18

시행
규칙

행정
규칙

2

1

2 계량에 관한 법률

48

94

38

64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9

47

178

123

4 광산안전법

10

206

217

-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5

23

7

24

6 광업법

22

20

15

7 국가표준기본법

2

10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5

5

1

3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

1

-

-

20

10 농어촌전화촉진법

1

1

-

-

11 대외무역법

28

82

-

96

12 도시가스사업법

62

25

87

16

13 무역보험법

2

-

-

-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

2

2

1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1

32

17

27

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6

3

-

1

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0

20

17

11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19

8

4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0

6

3

4

20 산업발전법

2

-

-

-

21 산업융합 촉진법

7

7

1

1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61

103

51

39

23 산업표준화법

14

13

51

50

24 상공회의소법

3

2

-

-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41

68

58

34

26 석탄산업법

14

14

5

-

1

1

1

-

2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1

-

-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7

3

12

-

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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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
규칙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2

13

3

10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1

39

80

12

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2

12

44

9

33 에너지법

6

7

2

1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7

14

17

37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6

6

-

19

6

11

7

13

19

4

1

4

3

-

-

3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

1,012

26

1,228

40 유통산업발전법

16

12

13

10

3

17

15

5

25

30

5

39

6

8

4

3

3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7 외국인투자 촉진법
38

4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4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7

2

-

-

45 전기공사업법

27

12

12

-

46 전기사업법

50

199

47

188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2

8

20

7

48 전력기술관리법

15

19

22

-

49 전시산업발전법

8

7

1

4

50 전원개발촉진법

5

19

10

-

5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2

5

3

5

52 제품안전기본법

7

13

-

-

3

2

1

-

5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4

3

-

3

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3

2

-

-

5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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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
규칙

5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8

7

6

3

57 집단에너지사업법

17

5

9

-

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4

-

-

59 한국석유공사법

2

-

-

-

6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5

2

8

-

6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0

6

2

-

6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4

8

7

14

6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7

14

12

-

16

22

21

11

1

26

-

26

3

-

-

6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6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6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계

-

2
935

2,410 1,182 2,143

자료: 규제정보포털, 저자 정리.

<부표 2> 환경부 등록 규제 법령 및 규칙(일부, 개수)
번호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
규칙

1

화학물질관리법

37

8

92

57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9

13

24

7

56

21

116

64

계

-

자료: 규제정보포털,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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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ROA
.03

.04

.05

<부도 1> The RDiT Plots for 성과변수(Residuals), 제조업 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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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nomial fit of order 1

<부표 3> 제조업 내 대기업 실증분석 결과
수익성(ROA)

생산성(TFP)

투자(유형자산 비중)

.00586
(.00463)

-.00718
(.00795)

-.00418
(.00398)

주: 모든 성과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142 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02

0

ROA
.02

.04

.06

<부도 2> The RDiT Plots for 성과변수(Residuals), 제조업 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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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제조업 내 중소기업 실증분석 결과
수익성(ROA)

생산성(TFP)

투자(유형자산 비중)

-.00925**
(.00387)

-.03814***
(.00653)

-.00334*
(.00194)

주: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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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The RDiT Plots for 성과변수(Res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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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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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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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내 중소기업 실증분석 결과
수익성(ROA)

생산성(TFP)

투자(유형자산 비중)

-.0215***
(00822)

-.03096***
(.00558)

-.01623**
(.00674)

주: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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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The RDiT Plots for 성과변수(Residuals), 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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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업종 내 중소기업 실증분석 결과
수익성(ROA)

생산성(TFP)

투자(유형자산 비중)

-.03362**
(.01584)

-.07511**
(.03432)

-.00257
(.01658)

주: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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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제조업 생산지수 및 출하지수
출하지수(1분기)

생산지수(1분기)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20
100
80
60
40
20
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분기
(1000)제조업

(1201)석유화학

(1000)제조업

(1201)석유화학

(1202)정밀화학

(1301)석유정제

(1202)정밀화학

(1301)석유정제

출하지수(2분기)
140

생산지수(2분기)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20
100
80
60
40
20
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2분기

(1000)제조업

(1201)석유화학

(1000)제조업

(1201)석유화학

(1202)정밀화학

(1301)석유정제

(1202)정밀화학

(1301)석유정제

출하지수(3분기)
140

생산지수(3분기)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20
100
80
60
40
20
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1000)제조업
(1202)정밀화학

(1201)석유화학
(1301)석유정제

자료: IS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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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3분기
(1000)제조업
(1202)정밀화학

(1201)석유화학
(1301)석유정제

<부도 6> 화학물질 사용량
160

(백만 톤)

140
120
100
80
60
40
20
0
업 업 업 외 업 업 외 업 업 업 업 외 업 업 업 업 외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조 조 조 제 조 조 제 조 제 판 조 제 조 조 조 조 제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제 제 제 복 제 제 구 제 복 출 제 품 제 제 제 제 구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품 료 배 의 품 발 가 품 체
품 약 품 품 품 속 가 비 비 비 계 러 비 구 품
료 음 담 업; 제 신 업; 제 매
제 의 약 제 제 금 및 장 장 장 시 일 장 가 제
식
피 및 조
이 록
정 ; 의 틱 물
기 신
레 송
타
조
유 조업 및 스 광 1차 기계 계 및 전 통 기 및 트 운
기
제 및모 방 제 및종 및기
라 속
석
;
가 품
품
, 및 학기 차 및 기타
및 품 제 물질 플 금
업 타기
제 서리 죽, 제 종이 인쇄
향
및 비
조
탄 제 용
광 동
유
무
제 기
,음 , 자
섬 액세 가 나 프,
,연 학 료 품
품
상 정밀
스 화 의 무제
및 펄
복
제
크 및
, 영 료,
의
재
고
공
,
코 질
터
목
가
복
퓨 의
물
속
의
학
금
,컴
화
품
부
자
전
2010

2014

자료: 환경부(2014), 화학물질통계조사.

<부도 7> 화학물질 취급업체 산업별 분포
13,660

15,000
10,000
5,000
0

0

0

274 503 118

2,214
206

제조업

0

170

도,소매업

0

1

326

0

0

0

4

12

1,516

0

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환경부(2014), 화학물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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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응답기업 특성
단위: 개, %

전체

총매출액

종업원 규모

업력

소재지

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30억 미만
3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거절/무응답
5인 미만
5~9인
10~49인
50인 이상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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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
(500)
(95)
(53)
(85)
(42)
(172)
(53)
(127)
(75)
(210)
(88)
(39)
(70)
(92)
(97)
(195)
(7)
(31)
(35)
(31)
(21)
(24)
(22)
(18)
(2)
(57)
(22)
(43)
(29)
(45)
(25)
(45)
(44)
(6)

백분율
100.0
19.0
10.6
17.0
8.4
34.4
10.6
25.4
15.0
42.0
17.6
7.8
14.0
18.4
19.4
39.0
1.4
6.2
7.0
6.2
4.2
4.8
4.4
3.6
0.4
11.4
4.4
8.6
5.8
9.0
5.0
9.0
8.8
1.2

<부표 8> 기업의 규제 대응 현황
산업 특성상
사례 경제적 영향을
수
미치는 규제
없음
전체

(358)

71.8

규제에 대한
기업 차원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정부의 정책
지원 활용으로
규제로 인한 기타
경제적 비용
발생 최소화

15.9

5.3

7.0

5억 미만

(76)

78.9

9.2

3.9

7.9

5억~10억 미만

(38)

73.7

10.5

7.9

7.9

10억~30억 미만
총
매출액 30억~50억 미만

(65)

76.9

15.4

4.6

3.1

(27)

63.0

29.6

7.4

0.0

(110)

67.3

19.1

6.4

7.3

50억 이상

종업원
규모

업력

거절/무응답

(42)

66.7

16.7

2.4

14.3

5인 미만

(103)

76.7

10.7

3.9

8.7

5~9인

(53)

71.7

17.0

1.9

9.4

10~49인

(146)

69.2

17.8

6.8

6.2

50인 이상

(56)

69.6

19.6

7.1

3.6

5년 미만

(25)

72.0

16.0

12.0

0.0

5~10년 미만

(51)

72.5

13.7

7.8

5.9

10~15년 미만

(69)

72.5

14.5

2.9

10.1

15~20년 미만

(70)

80.0

12.9

2.9

4.3

20년 이상

(137)

67.2

18.2

5.8

8.8

무응답

(6)

66.7

33.3

0.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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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규제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정책적 시사
점」연구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산업정책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고견을 얻고자 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적 분
석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타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조사 배경: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현황 및 관련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
2020. 05. 산업연구원

수행기관
주관기관

산업연구원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
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
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별첨: 설문지

153

업체 일반 현황
SQ1. 귀사의 주요 사업 분야(업종)는 무엇입니까?
(1) 식료품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4) 기타 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SQ2. 귀사의 2019년 기준 총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인 예상치도 무방)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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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3. 귀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
십시오.
(1) 서울

(10) 강원

(2) 부산

(11) 충북

(3) 대구

(12) 충남

(4) 인천

(13) 전북

(5) 광주

(14) 전남

(6) 대전

(15) 경북

(7) 울산

(16) 경남

(8) 세종

(17) 제주

(9) 경기

SQ4. 귀사의 종업원 규모는 얼마입니까?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
시오.(귀사에서 외부로 파견 인력까지 포함이나 외부에서 귀사로 파견된 인력은
제외)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총합(자동 계산)

명

SQ5. 귀사의 설립 연도는 언제입니까?

설립 연도:

년

별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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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경제적 영향 조사

Q1. 귀사의 영업 활동(투자, 경영, 제조, 공정, 관리 등 모든 활동 포함)에 대하여 비용
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있습니까?
(1) 있음 ↠ Q2로 이동

(2) 없음 ↠ Q3으로 이동

Q2. [Q1에서 (1) 응답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1) 화학 관련 규제 (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 관련 규제 (예: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예: 온실가스 배출, 연료소비율 등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제)
(4) 행정 관련 규제 (예: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 관련 규제)
(5)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예: 식품위생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6) 기술 관련 규제 (예: 전기통신/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 관련 법)
(7) 기타 (
)
↠ 응답 후 Q5로 이동

Q3. [Q1에서 (2) 응답시] 귀사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산업 특성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없음 ↠ Q7로 이동
(2) 정부의 정책 지원 활용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발생 최소화 (예: 규제 특구, 규
제 샌드박스, 정부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 Q7로 이동
(3) 규제에 대한 기업 차원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Q4로 이동
(4) 기타 (
) ↠ Q7로 이동

Q4. [Q3에서 (3) 응답시] 기업 차원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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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7로 이동

Q5. [문1에서 (1) 응답시] 규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손실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1)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예: 인증, 시설설치, 전문 인력 고용 추가비용 등)
(2) 규제 관련 벌과금 발생
(3) 영업 매출 감소
(4) 신규 사업 및 제품 기회 상실
(5) 설비 재투자 및 신규투자 차질
(6) 연구개발 투자 차질
(7) 기타 (
)

Q6. [문1에서 (1) 응답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
도입니까? Q2에서 선택한 규제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십시오. (대략적 추정치도
무방하며, 2019년 총매출액 대비 약 몇 퍼센트인지 응답 부탁드립니다.)

- 규제별 기준
A

B

A+B

규제로 인한 기회비
규제준수를 위한 직
용 (예: 시장 확장, 신
접비용(예: 인증 심사
규 투자, 제품 개발 등 총비용
비, 시설비, 전문 인력
의 지연, 취소, 기회
비용, 벌과금 등)
상실)
(1) 화학 관련 규제 (예:
화학물질관리법, 화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학물질 등록 및 평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가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 관련 규제 (예:
주 52시간, 최저임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금 등 근로기준법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예:
온실가스배출, 연료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소비율 등 대기환경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보전법 관련 규제)

별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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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B

(4) 행정 관련 규제 (예: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행정 관련 규제)
(5) 보건ㆍ안전 관련 규
제 (예: 식품위생법,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약사법, 산업안전보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건법)
(6) 기술 관련 규제 (예:
전기통신/정보통신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소프트웨어 등 과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학기술 관련 법)
(7) 기타 (

)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Q6a. 앞서 응답해주신 손실액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기업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십니까? 항목에 따라 응답해주십시
오.(2019년 총매출액 기준)
A

B

A+B

규제로 인한 기회비용
규제준수를 위한 직접
(예: 시장 확장, 신규
비용(예: 인증 심사비,
◾기업 적용규제 종합
투자, 제품 개발 등의 총비용
시설비, 전문 인력 비
지연, 취소, 기회 상
용, 벌과금 등)
실)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2019년 총매출액 기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준, 매출의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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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규제로 인하여 향후 경영상 영향이 예상된다면 매출액이나 사업 규모, 투자 결정,
인력 충원 등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략적 예상 무방)

- 규제별 기준
규제

예상되는 영향
1. 총매출액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1) 화학 관련 규제 (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물질 등록 및 평가 등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에 관한 법률)

매우증가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1. 총매출액
매우감소

(2) 고용 관련 규제 (예:
주 52시간, 최저임금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규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제)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1. 총매출액
매우감소

(3) 환경 관련 규제 (예:
온실가스배출, 연료소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비율 등 대기환경보전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법 관련 규제)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별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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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예상되는 영향
1. 총매출액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4) 행정 관련 규제 (예: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정 관련 규제)

매우증가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1. 총매출액
매우감소

(5) 보건ㆍ안전 관련 규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제 (예: 식품위생법, 약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사법, 산업안전보건법)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6) 기술 관련 규제 (예:
전기통신/정보통신/소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감소
영향없음
증가
프트웨어 등 과학기술 매우감소
관련 법)
3. 고용인력

매우증가

1. 총매출액

매우감소

매우증가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1. 총매출액
매우감소
(7) 기타
(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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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a. 앞서 응답해주신 예상치를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기업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략적 예상치 무방)
규제

예상되는 영향
1. 총매출액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 기업 적용 규제 2. 투자지출 (예: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종합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3. 고용인력
매우감소

감소

영향없음

증가

매우증가

Q7b. 앞서 응답해주신 총매출액, 투자지출, 고용인력 이외에도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응답해주십시오.

Q8. 규제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규제의 중복 문제로 이중 부담 발생
(2) 기업별 대응 능력 고려하지 않은 규제도입과 운영
(3) 산업별 특성 고려하지 않은 규제도입과 운영
(4) 기타 (
)

Q9.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로
부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1) 있음 ↠ Q10으로 이동
(2) 없음 ↠ Q11a로 이동

별첨: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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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Q9에서 (1) 응답시] 경제적 제약/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지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원내용이 많으시다면 줄을 추가하여 작성해주셔도 좋습니
다.(대략적 시기와 사업명도 무방, 예: 2020년 시설물 안전관리인력 자격인증을
위한 관련 교육 무상 제공 받음)
연도

사업명

지원내역

Q11a. 규제로 인해 기업이 겪는 경제적 부담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모
색할 수 있는 의견 반영 창구가 있습니까?
(1) 예 ↠ Q11b로 이동
(2) 아니오 ↠ Q12로 이동

Q11b.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습니
까? 관련 규제도입 전후의 변화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규제도입 이전

규제도입 이후

(1) 정부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를 통한 의견
전달

Yes

No

Yes

No

(2) 협회를 통한 의견 전달

Yes

No

Yes

No

Yes

No

Yes

No

(3)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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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1)~(7)의 필요성을 각각 평가하여 주십시오.
항목
(1) 화학 관련 규제 (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 관련 규제 (예: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예: 온실가스 배출, 연료소비율 등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제)
(4) 행정 관련 규제 (예: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 관련
규제)
(5)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예: 식품위생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6) 기술 관련 규제 (예: 전기통신/정보통신/소프트웨
어 등 과학기술 관련 법)
(7) 기타 (

)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Q13. 현행 규제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 유형

현행 규제 수준 평가

(1) 화학 관련 규제 (예: 화학물질관리법, 화
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2) 고용 관련 규제 (예: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규제)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3) 환경 관련 규제 (예: 온실가스 배출, 연료
소비율 등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제)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4) 행정 관련 규제 (예: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 관련 규제)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5) 보건ㆍ안전 관련 규제 (예: 식품위생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6) 기술 관련 규제 (예: 전기통신/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 관련 법)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7) 기타 (

상당부분
일부
일부
상당부분
적정 수준
완화필요 완화필요
강화필요 강화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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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 의사
DQ1. 귀하께서는 향후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그룹좌담회 또는 전화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가해주시면 소정의 사례비를 드릴 예정
입니다. (중복 응답 가능)
1) 그룹좌담회 참여 의사 있음(서울지역 개최 예정) ↠ DQ2로 이동
2) 전화인터뷰 참여 의사 있음 ↠ DQ2로 이동
3) 둘 다 참여 의사 없음 ↠ 조사 종료

DQ2.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활용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 서던포스트, 산업연구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 목적: 제조업 규제관련 그룹좌담회 혹은
전화인터뷰 사전 안내
다.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직급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6. 30
마. 동의의 거부권리 : 개인정보 보유 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거부할 수 있음
바.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는 본 조사 및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내용으로 개인정보 보유 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경우
그룹좌담회 및 전화 인터뷰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음

1) 예 ↠ DQ3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 종료

DQ3. 향후 좌담회 또는 인터뷰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응답자 정보를 입
력해주십시오.
성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주소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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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Regulation on Economic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Industrial Policy
Song Danbee* et al.
Recently, the dominant social paradigm has come to emphasiz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over quantitative growth. This is
reflected by the increased importance placed on achieving noneconomic goals in fields such as the environment, labor and safety in
government policy. In additi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has
spurred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nd the structural changes
caused by the convergence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which has
expanded the economic impact and scope of social (non-economic)
regulations.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social regulation on
a firm’s economic performance and discusses the role of industrial
policy that could ameliorate the economic constraints caused by social
* dsong@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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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First, using a theoretical model, we analyz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gulation and economic outcomes, and
discuss how the relationship can be improved as significant innovation
occurs within a dynamic process. Second, we empirically examine the
economic impact of social purpose regulation by analyzing a law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using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
method. The results show a negative impact on a firm’s profitability,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n the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effect is more pronounced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firms in chemical sectors. Third, we conduct an onlin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to determine the actual
economic impact of social regulation and the underlying mechanism.
The survey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Firms report increasing costs and greater future risks
when faced with stricter regulations on labor, the environment and
safety, leading to decreased profits and deterring investment. In sum,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empirical, and anecdotal evidence that
social regulation negatively affects firm profitability via cost increases
and freezes investment by creating resource shortages and
exacerbating volatility, which may diminish a firm’s long-term
competitiveness.
Finally, to mitigate the negative economic impact of social
regulations described throughout the study, we suggest industrial
policies to implement prior to and after social regulation enforcement.
The first among which is the proactiv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instance, measure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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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such as an evaluation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can be
considered a proactive industrial policy response. We also recommend
a policy response to support significant innovation by considering
firm- and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ax exemption,
R&D suppor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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