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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본 자료는 OECD의 규제정책위원회(RPC)1)의 설립과 설립 이후 활
동내용 등을 정리하여 정책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규제정책 담당자는 1~2년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는 실정이므로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존의 논의 현황이나 정보를 알
기 힘든 상황임.
― 규제정책위원회의 과거와 현재의 논의내용과 논점 등을 정리하
여 규제정책 담당자의 교체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규제정책위
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
○ 규제정책위원회의 논의내용 중에서도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다루어 우리나라가 체계 개발에 우리의 입장을

1) Regulatory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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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함.
― 규제정책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규제성과측정체계를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음.
― 규제성과측정체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국가적 비교가 가능
해지고 각 국가의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그러므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
여 관여할 필요가 있음.

제2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

○ 본 장에서는 OECD의 활동내용, 조직의 구성 등과 OECD 내에서의
규제정책위원회(RPC)의 위상과 활동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본
정보를 제공함.

□OECD 개요
○ (OECD의 설립목적) OECD는 회원국의 ①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과 ②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 그리고
③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
로 설립됨.
○ (OECD의 활동내용) 회원국 간 정책 검토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과 건전한 상호 압력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
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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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에너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제적 이슈에 대응
○ (OECD의 규범제정 역할)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구속적 규범과 구속적
규범을 제정하는 역할을 함.
― 비구속적 규범(soft law) : 선언(declaration), 가이드라인, 약정(arrangement)
― 구속적 규범 : 결정(decis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 (OECD의 구성) OECD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Council), 각
종 위원회(Committee)와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됨.
① 이사회

― 이사회 중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는 연 1회 개
최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임.
― 상주 대표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되며, OECD 회원국
상주 대사들로 구성됨. 주로 각료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추진하거
나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함.
② 위원회

― (상설위원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등의 상설위원회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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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회) 상설위원회 외에 수십 개의 부문별 전문위원회가
있음. 부문별 전문위원회는 각 위원회별 담당 부문의 세계 동향
및 회원국 동향을 분석함. 그리고 해당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
고 주요 주제에 관한 정책대화를 실시함.
― 부문별 전문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작업반
(Working Party, 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음.
③ 사무국

― 사무국(Secretariat)은 사무총장과 복수의 사무차장이 지휘하며
총 13개국(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지원함.

□규제정책위원회(RPC)의 개요
○ (규제정책위원회의 설립) 규제정책위원회는 2009년 10월 22일 회
원국과 비회원국들이 규제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조
력하기 위해 OECD 내의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의 하나로 설립됨.
― 규제정책위원회2)의 전신인 규제개혁작업반3)은 원래 공공행정위
원회4) 산하에 있었으나 2009년 10월 규제정책위원회로 격상됨.
― 이는 각 국가들이 규제정책이나 수단 등을 채택하는 데 각자의 경
험을 공유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함.

2) Regulatory Policy Committee.
3) 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4) Public Governan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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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 2009년 11월 6일 규제정책위원회의 제
1차 회의가 개최됨. 정기적으로 매년 두 차례(통상 4월과 11월) 회
의를 개최하고 있음.
― 이후 매년 두 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2013년 4월 22~23일 8차 회
의를 진행하였고 2013년 11월에 제9차 회의가 예정됨.
○ (규제성과측정체계개발)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현재 회원국들의
규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체계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
며, 이를 주요 의제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OECD 내의 규제정책위원회(RPC)의 위상
○ 규제정책위원회는 OECD의 부문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OECD는
규제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분야의 규제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음.
○ 규제에 대한 순응이나 집행 문제, 또는 규제영향평가 등의 규제 관
련 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함.

□규제정책위원회(RPC) 회의개최 현황
○ (규제정책위원회 회의) 2013년 6월 현재까지 여덟 차례의 정례회
의와 두 차례의 추가 회의를 포함하여 총 10회의 회의가 개최됨. 이
회의개최 일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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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제정책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일시

규제정책위원회 회의

2009.11.9.

제1차 회의

2010.4.14~15.

제2차 회의

2010.10.28~29.

제3차 회의

2011.4.13~14.

제4차 회의

2011.11.2.

정책수립에서 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한 워크숍
규제정책위원회와 MENA5)의 특별회의

2011.11.3~4.

제5차 회의

2012.4.11~12.

제6차 회의

2012.11.19~20.

제7차 회의

2013.4.22~23.

제8차 회의

2013.11.

제9차 회의 예정

MENA15)

5) MENA는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약어로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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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의 개요6)

○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11
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6)

1. 규제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 규제정책위원회 심포지엄
(2009.11.6.)
(1) 회의개요
○ 1차 회의는 심포지엄의 형태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
었음.
6) OECD의 안건보고와 회의결과 요약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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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규제의 질에 대한 정치적 관심(The Political Interest in Regulatory Quality)”이고, 회의 의장은 전 OECD 부
사무총장이었던 미국 몬타나 대학의 Joanna Shelton이 맡음.
― 두 번째 주제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규제(Regulation in a Multilateral Context)”이고 의장은 네덜란드의 재무경제부 규제개혁위
Jeroen Nijland가 맡음.

(2) 주요 회의내용
○ (규제의 질에 대한 정치적 관심) 규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법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협의의 과정을 통
해 도출되어야 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제정하는 규제는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커짐.
― 규제의 정치적 측면 및 다층적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각국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위원장이 패널로 참
석하여 규제포획 방지 및 규제개혁 일관성 확보를 위해 규제자인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각국의 토론자들은 규제영향분석의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 및 기
후변화·녹색성장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함.
○ (관련 사례 발표) 우리나라는 단기적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
례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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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우리나라의 1998년 50% 규제 감축
및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설명하였고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소개함.
― 영국, 멕시코도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사례를 발표함.
― 회원국은 위기를 규제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함에 동의하고, 은행
개혁과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소개함.
○ (호주의 규제개혁 논의) 호주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위해 규
제영향분석을 확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GDP 증가 등에 기여
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향후 지속적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회원국은 규제영향분석과 주정부 간 벤치마킹 등을 통해 규제품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혁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호주의 노력을 긍
정적으로 평가함.
○ (규제정책위원회 임무안 논의) 규제개혁작업반이 격상되어 신설
된 규제정책위원회의 임무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
원국들은 임무안에 대체로 동의함.
― 그러나 다른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방지 등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사무국은 향후 회원국의 의견수렴 후 최종 임무안을 완성할 계획
○ (규제정책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논의) 향후 규제정책위원회는 국
제협력 증진, 비회원국 참여 확대, 국가별 규제심사 활성화 등에 중
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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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지를 배
포하였으며, 회원국 선호도를 반영하여 최종 활동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3) 우리나라 관련 사항
○ 향후 확대될 규제정책위원회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홍보 및 전수할 필요가 있음.
― 한시적 규제유예 및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등의 혜택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의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요청에 따
라 최종 보고서 결론에 포함될 한국 정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 규제정책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관련,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2. 규제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2010.4.14~15.)
(1) 회의개요
○ 제2차 회의는 14일과 15일에 걸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4개의 세
션으로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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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와 순응에 대한 혁신적 접근, 전자입법과 열린정부, 더 강하
고 공정하고 깨끗한 세계경제를 위한 규제, 국제관계전략, 위원
회 의사소통전략 규제개혁 10년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의
― 이 외에도 2011~2012년도 업무안이 논의되었고, 러시아 연방의
참여심사가 PGC7)와 연합세션으로 진행됨.
○ 위의 소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들이 제기되고 여러 국가가 인정함.
― 미국 : 시민의 필요에 대한 규제정책에 다시 중심을 둘 필요가 있
으며, 효과적인 규제정책의 수단으로 정부 내에서 책임, 참여, 투
명성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영국, 덴마크 : 규제 관련 기업과 국민, 규제당국의 경험을 변화시
키는 어려움과, 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실행으로서의 좋은 규제정
책을 주류가 되게 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
― 멕시코, 캐나다 :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국제적 규제협력을 포함
하여 법이나 정책분야 간의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문제를
제기함.
― 네덜란드, 이탈리아 : 규제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개발하는 문제
를 제기함.

(2) 주요 회의내용
○ (열린정부와 전자입법) web 2.0 기술8)의 발달에 힘입어 시민 중심
7) Public Governance Committee.
8) 사용자들이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에 관련하며, 자료를 생산·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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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린정부의 시대가 가능해짐. 개방정부가 대세이며 정부가 일
을 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됨.
― OECD 사무국이 열린정부와 전자입법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를 발표함. PGC의 의장 Katju Holkeri가 최근 작업을 요약발표하
고 미국 대표가 입법과정을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참여적으
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정부의 이니셔티브에 관해 발표함.
―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Web 2.0 기술 등을
활용한 전자입법과 열린정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 우리나라는 동 연구를 지지하고, 규제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
한 규제 건의 및 부처의 전자입법 예고 등 사례 홍보
― 회원국들은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
○ (행정간소화 전략) 2010년에 행정부담 감축 논의가 완료되고 EU회
원국을 중심으로 2010~2012년간 행정부담을 측정하여 이의 25%
를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함.
― 사무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등 EU국가의 행정부담의 감축 사례
를 중심으로 행정부담의 선측정·후감축, 전자정부의 적극적 활
용 등의 정책 제안을 담은 행정간소화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
― 우리나라는 보다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포함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일몰제 확대 및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부담 감축 등 관련 정책
을 소개

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상징함(블로그, 위키피디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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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국가별 추가 사례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9월에 발간
할 예정
○ (규제 거버넌스와 국제관계) OECD 사무국은 비회원국 및 여타 국
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2005년에 작성된 APECOECD 규제개혁 체크리스트를 개정할 예정임.
― 회원국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사무국은 2005년 이후 각국의 규제
개혁 발전정도의 반영 및 APEC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동 개정작
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규제 인지도조사) OECD 사무국은 터키 정부와 협력하여 규제 인지도
조사 워크숍을 2010년 6월 21~22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예정
―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9)에 많은 관심을 표명
하고, 동 워크숍 참석 및 사례 발표를 요청
○ (진행 중인 프로젝트 보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① 규제개혁의
성과 측정, ② 규제영향평가 및 정책일관성, ③ 규제개혁에 대한 제
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간략한 진행상황을 보고함.

(3) 우리나라 관련 사항
○ 열린정부와 전자입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도국가
9) 2009년 3월 OECD 측의 요청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런던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만
족도조사에 대해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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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사례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
○ 행정간소화 보고서와 관련하여 행정부담 선측정·후감축을 시행
중인 EU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행정부담 감축정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
○ APEC-OECD 협력 증진 관련, 향후 관련 논의 및 APEC 회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홍보·전수하고 규제개
혁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

3. 규제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2010.10.28~29.)
(1) 회의개요
○ 제3차 회의는 국제 컨퍼런스의 형태로 “갈림길에 선 규제정책 : 새
로운 정책어젠다를 향하여(Regulatory Policy at the Crossroads:
Towards a New Policy Agenda)”라는 주제하에 개최됨.
― 28일 오전에 두 세션이 총회방식으로 열렸으며, 28일 오후와 29
일 오전에 11개의 소세션이 개최됨.
― 총회는 ① 규제정책, 새로운 게임을 위한 더 나은 규칙, ② 규제정
책,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길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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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션은 ‘규제관리 : 성과와 문제점’, ‘규제 거버넌스 : 새로운 경
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일관성’이라는 세 가지의 큰 소주제
하에 여러 소세션이 진행됨.

(2) 주요 회의내용
○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규제의 사회적 영향 측정, 녹색성장
을 위한 더 좋은 규제10), 규제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주제
논의
―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동 컨퍼런스가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이론과 현실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개진함.
○ (주요 결론) 규제정책이 OECD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규제정책
은 법치주의와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은 효과적인 규
제를 필요로 함.
― 증거에 기반을 둔 영향평가와 제도적 수용능력 등이 성공을 위
한 중요한 요인임. 그러나 강력한 규제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부
재함.

10)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관련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규제정책에 대
해 발표(한국법제연구원 박찬호 박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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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국들이 동의한 향후 활동내용) 여러 국가가 국제화나 무역과
공통표준의 지원 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국제적 규제
협력이나 규제성과의 사후 평가, 규제의 사회적 영향의 평가 등
― 참가국들은 OECD에 지금까지의 업적 중 가장 가치 있는 하나를
선정하여 갱신하도록 하여, RPC는 ‘2005 규제정책과 성과에 관한
원칙11)’을 다시 소개하기로 함.

(3) 우리나라 관련 사항
○ (OECD 규제정책위원회 의장단 참여) 규제정책위원회 의장단의
새로운 멤버로 경제규제관리관12)이 선임됨.
― OECD 사무국은 의장단의 지역적 구성13) 및 경제규제관리관의
OECD 근무경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의장단 참여가 바람직
하다고 지지하였으며,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회원국이 이에 동의
― 네덜란드(의장), 한국,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멕시코(부의장)
○ (규제개혁 홍보 영문 브로셔 배포) 국제 규제컨퍼런스(회원국 및
비회원국, 국제기구 등 약 300여 명 참석)를 계기로 한국의 규제개
혁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 브로셔를 배포하고 홍보함.

11) 2005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and Performance.
12) 박장호 국장 선임.
13) 舊 규제개혁 작업반회의(2009년 10월 규제정책위원회로 격상) 의장단 멤버였던 길홍근 前
경제규제관리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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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 의장단 진입은 그간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성과를 OECD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함.
― 유일한 아시아 국가 멤버로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에 대한 기
대가 높은 만큼, 향후 OECD 규제정책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제개혁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규제정책위원회의 국제협력 강화 전략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별 심사 등 OECD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
리나라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의 전수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회의에서 규제개혁 국별 심사를 받은 베트남은 자국 보고서
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을 여러 차례 우수 벤치마킹의 사례로
소개(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 등)함.
○ 이 국제 컨퍼런스를 후원한 독일 Bertelsmann 재단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위원회 및 세계은행과 공동 주최하는「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개혁(Better Regulation for Green Growth)」워크숍(11.4~5.,
서울) 개최
― 규제개혁이 기후변화 의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
제개혁과 기후변화 두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규제수단의 구축 및 역할, 관련 경제활동
에서 규제개혁의 의미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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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2011.4.)
(1) 회의개요
○ 제4차 회의에서는 규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는 길, RPC
와 수평적 협력, 규제 거버넌스 원칙, 규제정책 : 이슈와 영향이라
는 주제를 다룸.
― ‘규제정책 : 이슈와 영향’에서는 열린정부와 전자입법, 규제개혁
의 성과측정, 국제규제협력 강화, RPC 글로벌 관계(MENA, 베트
남, 인도네시아)를 다룸.
― 규제개혁 성과측정에서는 규제관리체계(RM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지표의 국가별 보고서 발행(이스라엘, 에스토
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브라질, 남아프리카, 러시아)

(2) 주요 회의내용
○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권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기존 규제 검토, 전자입법과 열린정부, 러시아의 OECD 가입심사
(공공관리 부문)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됨.
― 명시적인 규제의 품질 관리·감독과 투명성, 참여를 포함하여 열
린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거버넌스에 명확한 강조점을 둠.
― 규제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을 폭넓게 언급하는 것과 규제를
디자인함에 있어 위험평가, 관리, 의사소통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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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권고안) OECD 사무국은 규제품
질 제고를 위한 명시적 정책 수립,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책 및 열린
정부 구현, 내각 내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관료 임명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권고안’ 초안을 제시
― 회원국들은 권고안을 채택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각국의 다
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내각 내 규제개혁
을 책임지는 관료 임명 부분은 수정해 줄 것을 요청

(3) 우리나라 관련 사항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정책 홍보) 우리나라 대표단은 기존 규제 검
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1998년 50%의 규제감축을 회원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제시함.
― 규제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규제개
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소개됨.
― 우리 대표단은 규제정책으로 재검토형 일몰제와 규제정보화 시
스템,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건의, 우수 규제건의
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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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2011.11.3~4.)
(1) 회의개요
○ 2011년 11월 2~4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규제정책위원
회(제5차) 정례회의 및 관련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 이번 5차 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지속가능개발전문가모임 합동
워크숍과 MENA 특별회의가 함께 개최되었음.

(2) 주요 회의내용
○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권고안) OECD 사무국은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명시적 정책 수립,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책 및 열
린정부 구현,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정
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권고안’ 초안을 제시
― 회원국들은 새롭게 수정된 권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지한
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하면서,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에 다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 봄에 규제정
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 (지속가능개발전문가모임 합동 워크숍 내용) 의사결정에서의 경
제·환경·사회적 고려사항을 통합하는 다양한 영향평가(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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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도구와 방법론을 검토
― OECD 환경·경제통합과에서는 환경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
하고 환경정책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용편익분
석의 역할을 설명하고 사례 발표
― OECD 경쟁과에서는 1단계에서 규제가 경쟁을 침해한다고 평가
되면 2단계에서 같은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규제를 탐
색하여 규제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인 경쟁평가도구(CAT,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를 소개
― OECD 환경·경제통합과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
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가치’의 도출이 필요하므
로, 각 국가가 고유의 특성(소득수준, 물가수준, 성장률 등)을 고
려하여 사용가능한 기본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음을 설명
○ (녹색성장과 영향평가 주제 발표) 우리나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14)이 ‘녹색성장과 영향평가’에 대해서 주제 발표
― 한국의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성이 아직 주
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비용편익분석에 포함되어 있음을 소개
― 또한 한국에서 2000년 환경·교통·재난·인구 등의 영향평가를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영향평가가 독립기관에서
독립적인 절차로 실시됨에 따라 2008년에 다시 분리된 사례를 설
명하면서, 단순히 물리적 차원에서 영향평가를 통합하는 것은 성
공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제시

14) 권영한 박사가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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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시 할인율 적용문제 제기) 우리나라 대표단은 영향평가를 실
시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
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회원국들은 어떤 할인율
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 제기
― 이에 OECD 사무국 및 호주에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한 단일
한 할인율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각국에서는 소득수
준 등 개별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의견이 있었음.

(3) 우리나라 관련 사항
○ (한국의 경험 소개) 우리나라는 규제지출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함.
― 규제예산과 관련하여, 규제영향분석에서 규제도입에 따른 예산
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규제감독이나 규제개혁에 필요한 예산 등
도 규제예산에 포함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중 규제와 관련된 예
산을 배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
― 규제비용 유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도입한 ‘한시
적 규제유예제도’를 소개함. 이는 경기 회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하여 피규제자의 규제비용을 유예하는 제
도임.
― 규제총량제와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존 규제의 50%
를 감축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모든 등록규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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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규제 총량을 간접적으로 관리하
고 있음을 소개함.
― 규제공표와 관련하여, 현재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평가 및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집행 등을 통해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
다고 언급함.
― 행정부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규제심사나 덩어리 규제정비
시 행정부담의 완화 측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특
히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 거래비용을 감
소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개
○ OECD 사무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규제비용에 관
련한 경험을 공유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
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함.

6. 규제정책위원회 제6차 회의(2012.4.11~12.)
(1) 회의개요
○ 제6차 회의는 11~12일에 걸쳐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규제성과 측
정, 규제정책과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안 실행 등이 호주의
Gary Banks 주재로 개최됨.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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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회의내용
○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이 회의는 앞으로 약 2년간 시리즈로 개최
될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회의였음.
―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규제개혁과 성장 및 사회후생 사이의 연관
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경험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회의의 향후 논의 주제 선정) 첫 회의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해 향후 논의될 주제들을 선정함.
― 2012년 4월(6차 회의) : 경제위기 시 나타난 각국의 친성장적 규
제수단들
― 2012년 11월 : 형식적 정책수단으로부터 실질적 개선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들
― 2013년 4월 :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들(지방정부의 역할, 호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towards a seamless economy” 등)
― 2013년 11월 : 규제정책의 성장잠재력 (국제적 차원에서 불필요
한 규제 차이와 중복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규제협력 등)
― 2014년 4월 : 종합정리(wrapping up, 규제정책과 성장 간의 분석
적, 경험적 연관을 인식하고 전파)
○ (규제성과에 대한 측정) 본 주제에 관해서는 규제정책위원회 안에
별도의 자발적 운영그룹(Steering Group)이 형성되어 논의를 진행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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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규제정책 평가를 위한 프레임
워크’ 워크숍의 주요 논의내용이 보고되었음.
―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시도(pilot)하
는 국가로서 주요 계획을 보고하였음.
― 또한 ‘규제성과에 대한 측정’과 관련한 4차 워크숍을 2011년 6월
11~1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향후 2년간 임무안 초안 발표) OECD 사무국은 향후 2년간(2013~
2014)의 업무수행계획 초안을 발표함.
― RPC는 기존 사업인 규제성과측정 등과 신규 추진 사업인 규제정
책을 통한 성장과 포용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RPC는 회원국 대표에게 정책의 선호순위를 조사하여 첫 번째 우
선순위 추진정책은 ‘규제정책을 통한 성장과 포용 증진’, 두 번째
우선순위는 ‘규제성과측정’이라는 결과를 얻음.

7. 규제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2012.11.19~20.)
(1) 회의개요
○ 제7차 RPC 정례회의는 19~20일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
최되었음. 이와 더불어 지난 6차 회의에서 진행된 1차 세션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2차 세션이 함께 열림.
― 제7차 정례회의에서는 규제성과측정 프로그램과 규제의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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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 공공부문 혁신, 국제규제협력의 문제 등을 논의함.
― 멕시코가 규제개혁에 관해 논의하고, 말레이시아는 최근의 기업
규제 현대화를 위한 개혁에 대해 발표함.
― 경제규제자의 비공식적 모임인 NER이 21일 회의를 가짐. 첫 회
의는 2012년 4월에 있었고 NER의 참여를 독려함. MENA는 규제
개혁에 대한 최근의 활동을 발표함.
― OECD는 2013년 1월 말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규제개혁 컨퍼
런스에서 세 개의 워크숍 세션을 조직함을 알림.

(2) 주요 회의내용
○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라운드테이블 2차 세션에서 ‘형식적 정책
수단으로부터 실질적 개선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들’이라는 주제
를 ‘정책측정에서 개선으로 :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라는 제목으로
논의함.
―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의장인 Gary Banks가 좌장을 맡아 규제개
혁이 어떻게 국가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지, 경제의 어떤 특정
부분이 혹은 규제의 어떤 영역에서 회원국들이 규제개혁으로부
터 성장과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선순위
를 정할 것인지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함.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약 2년간 시리즈로 개최될 ‘성장을 위한 규제
정책’ 라운드테이블의 두 번째 회의로, 사무국이 수집한 각국의
경험 및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기초로 규제개혁과 성장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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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이번 토론은 일부 구조적 장애(structural bottlenecks)를 제
거하고, 혁신을 조장하며 성장을 위한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어
떻게 각국이 규제개혁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조합해 나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음.
○ (국제규제협력) 사무국에서 마련한 기초 보고서를 배경으로, 캐나
다-미국 간의 규제협력 사례, 화학제품안전, 소비자제품안전 분야
의 규제협력, 경쟁법집행 분야의 규제협력 등 열 가지 국제규제협
력의 사례가 제시되었음.
― 다양한 국제규제협력 분야에서 공통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 각국 정부가 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일반적, 개별적 IRC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 다양한 IRC 형태 중 잠재적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과 도전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 OECD 내 다른 위원회 및 외부 단체들과의 협력과정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IRC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였음.
○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프로그램)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자발적 회
의인 스티어링그룹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함. BIAC
는 규제정책과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안 실행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권고안 실행의 평가에 관해 업무를 지지함을 표명함.
― 스웨덴은 2012년 6월 3~4일에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5차 전문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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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권고안 실행에서의 모범사례와 진전)에 회원국들을 초대함.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은 ‘순응비용 측정과 절감에 대한 OECD
지침 개발과제’에 자발적으로 2만 5,000유로를 기부함을 알림.

(3) 우리나라 관련 사항
○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소개)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하
여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9월 발표
한 총 236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소개함.
― 이는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의 부담 완화, 중
소기업의 애로해소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음.
― 회원국들은 이 중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상의 연령규제완화
사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음.

8. 규제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2013.4.22~23.)
(1) 회의개요
○ 제8차 회의는 정기회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한 세
번째 회의, 그리고 임시 NER회의와 함께 개최됨.
― 정례회의에서는 콜롬비아의 규제개혁 검토, 규제성과측정에 관
한 프로그램, 국제규제협력, 임시 NER에 대한 OECD에서의 위
상, 규제집행과 순응에 대한 국제적 모범사례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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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 회의는 OECD 제품시장규제(PMR)15)조사, 2013 베를린 컨퍼
런스, 규제당국 성과의 측정과 평가 등을 다룸.
○ 제8차 회의는 지난 논의에 기반하여 진행됨. 제7차 규제정책위원
회(2012.11.19)는 규제개혁과 성장전략에 대한 27개 회원국에의
답변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 지난 논의에 따르면 각 국가가 제시한 성장전략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및 중소
기업 지원이 제시되었고, 이번 논의에서도 포용적 성장의 측면에
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 또한 지난 논의에서 제시된 고용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veness) 역시 이번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짐.
― 규제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그 효과는 항상 양면성을 지니는 만
큼 지지를 유도하고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난 논의
에서는 협의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힘.
― 이번 논의에서도 각 국가별 사례와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발언에
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과 협의 절차가 중요 이슈로 다뤄짐.

(2) 주요 회의내용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회원국들은 세계 전반적인 경제위
기와 국가적 예산제약하에서 포용적 성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15) Product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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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
― EU, 일본, 미국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
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회원국들은 경쟁활성화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실업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 규제의 효과는 항상 양면성을 지니므로 지지를 유도하고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
고 협의하는 절차가 주요 이슈로 다뤄짐.
○ (콜롬비아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콜롬비아는 규제 품질 제고와
규제 간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시도한 사례를 소
개하고,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및 OECD 사무국이 대표로 논의
○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모범관행 논의) 규제기관에 대한 연구
는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이뤄진 2005년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 및 2012년 모범관행에 대한 권고, PWB(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이어 지속되어옴.
― 규제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① 역할의 명료성, ② 독립성의 정도, ③ 규제당국의 독립성을 위
한 의사결정과 통치 구조, ④ 책임, 성과와 투명성, ⑤ 규제 대상
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⑥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마련

36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 연구

― 회원국들은 각 원칙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
무국은 OECD 웹페이지를 통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논의와
의견 공유를 지속하여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에 원칙에 대해
승인할 예정
○ (포용적 성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회원국들도
다른 국가의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를 발굴해나가
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규제개혁 경험
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
○ (2013~2014년 추진업무 계획) OECD 사무국에서는 회원국 간 경
험을 공유하고 관련된 모범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규제성과측정,
국제규제협력,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 확립, 규제 거버넌스 연구
등을 2013~2014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규제정책이 긍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각 의제별로 공유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
― 회원국들은 세계 전반적인 경제위기와 국가적 예산 제약하에서
성장과 포용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임에 공감함.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경쟁활성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실업 심화 문제를 다루는 포용과 관련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규제개혁의 역할이 거듭 강조되었음.

제3장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의 개요

37

― 이번 논의의 전반에 걸쳐 포용적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노동시장, 기업(특히 중소기업), 조세가 자주 언급됨.
○ (다음 회의를 위한 논의) OECD 사무국 및 영국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 방향을 제시함.
― 포용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으
로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정의한 후에
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인 정책효과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효과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포용적
성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규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프랑스는 포용적 성장이란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특히 고려해야 하므로 규제영향분석 등에 근거한 사회 전반
의 합의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NGO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함.
― 멕시코는 에너지 정책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과 국가경제를 동시
에 고려하여 접근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
― 네덜란드는 포용적 성장에 있어 민간과 정부 영역이 같이 참여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 TUAC은 조직된 사회, 시민과 대표성을 갖는 정부기관이 협력하
여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노동시
장의 양분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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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는 영향평가와 모범규제관행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효과적이
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
― OECD 사무국은 좋은 관행이 있다면 벤치마킹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생산성과 참여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고 또한 규제개혁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continuing process)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 (규제성과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OECD 사무국은 2013년 6월
2~3일 스톡홀름에서 제5회 권고안 이행의 모범관행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임을 공지함.
― 권고안이 각 국가마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
로 이해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선정
― 우리나라는 이번 규제성과측정 프로그램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
지 못하지만 논의결과 및 모범관행을 참고하여 향후 규제품질 개
선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규제성과측정을 위해 OECD 내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근무
하고 있는 직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과측정지수들의 개
선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
○ (규제순응비용 측정과 절감) OECD 사무국은 규제순응비용 측정
과 비용감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순
응비용 및 규제영향 측정에 대한 전문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을 발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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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된 규제정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임.
<표 2> 규제정책위원회
주제
1차
(2009.
11.6.)
2차
(2010.
4.14.~15.)

주요 내용

우리나라 관련 사항

·규제의 질에 대한 정치적 관심(The Political Interest in Regulatory Quality)
·규제의 질에 대한 정치적 관심
·다양한 맥락에서의 규제 (Regulation in ·호주의 규제개혁 논의
a Multi-lateral Context)
·규제와 순응에 대한 혁신적 접근, 전자
입법과 열린정부, 더 강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세계경제를 위한 규제, 국제관
계전략, 위원회 의사소통전략 규제개혁
10년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의

·갈림길에 선 규제정책 : 새로운 정책
3차
어젠다를 향하여(Regulatory Policy at
(2010.
the Crossroads: Towards a New Policy
10.28.~29.) Agenda)

·열린 정부와 전자입법
·행정간소화 전략
·규제 거버넌스와 국제관계
·규제 인지도조사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규제의 사회적 영향 측정
·녹색성장을 위한 더 좋은 규제
·규제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

·OECD 규제정책위
원회 의장단 참여
·규제개혁 홍보 영
문브로셔 배포

·규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는 길
·RPC와 수평적 협력
4차
·규제 거버넌스 원칙
(2011.4.) ·규제정책 : 이슈와 영향
·규제관리체계(RM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자료의 국가별 보고서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한국의 경험 소개 :
5차
·지속가능개발전문가모임 합동 워크숍
권고안
규제개혁 및 관리 현
(2011.
· MENA특별회의
·지속가능개발전문가모임 합동 워크숍 황 소개, 규제비용과
11.3.~4.)
·녹색성장과 영향평가 주제 발표
유예, 규제총량제
6차
(2012.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규제성과 측정
4.11.-12.)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회의의 향후
논의 주제 선정
·규제성과에 대한 측정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2차 세션
7차
·규제성과측정 프로그램과 규제의 집행과 ·국제규제협력
(2012.
순응, 공공부문 혁신, 국제규제협력의 문제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프로그램
11.19.~20.) ·경제규제자의 비공식적 모임(NER)
8차
(2013.
4.22.~23.)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정책
·콜롬비아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국제모범관행 논의
·포용적 성장
·규제성과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규제순응비용 측정과 절감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소개

제4장
규제성과측정
(Regulation Performance Measuring Program)

○ 규제성과측정체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
지고 각 국가의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여 관여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규제정책위원회의 논의내용 중에서도 규제성과측
정체계개발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임.

□OECD의 규제성과측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규제정책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연례 워크숍을 조직하여 공무원과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OECD 정책분석가들과 함께 규제성과측정
에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하여 오고 있음.
― 2013년 6월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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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전문가 워크숍 : 영국 런던) 규제정책위원회는 위원회로 격
상되기 이전부터 OECD회원국의 규제관리체계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 규제관리체계의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를 발간함.
― 이와 관련하여 규제정책평가에 관한 제1차 전문가회의가 2009년 4
월 2~3일에 영국 런던에서 ‘규제관리체계의 지표’라는 제목하에
개최됨. 이 워크숍에서 규제관리지표에 관한 논의가 수행되었고
규제설정에 지표 역할의 중요성이 논의됨. 또한 결과나 성과측정
이슈와 지표설정방법 등이 논의되었음.
― 규제관리체계의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결과를 논하고 규
제관리의 복합지표의 가중치를 논의함. 46명의 전문가와 각국 대
표들은 정책결정에 지표가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와 다음 작업
인 성과지표설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함.
― 이 워크숍을 통해 규제정책위원회가 규제관리지표를 승인하고
지표결과의 발간물에 반영함.
― 규제정책위원회의 제2차 정기회의에서 자료수집의 수정보완사
항을 회원국에게 간략히 보고하였고, 이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강조됨.
○ (제2차 전문가 워크숍 : 터키 이스탄불) OECD의 인식조사(Perception Survey)가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작업과정의 첫 번째 단계였
음. 이와 관련하여 터키 이스탄불에서 2010년 6월 21~22일에 ‘성과
측정 : OECD 회원국의 인식조사이용’이라는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
됨.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규제성과지표에 관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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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규제개혁정책의 두 가지 주요 개념
(① 이용자 중심 태도 ② 규제개혁정책주기 내로 평가를 포함할
필요)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40명의 전문가와 15개국의 대표들은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성과
를 평가하는 데 전략적이고 방법론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평가
도구의 결과해석과 조사도구 디자인의 복잡함을 강조함.
― 워크숍에서 논의된 것과 이후 연구를 통하여 OECD는 개혁과정
의 결과를 논하고 평가하는 데 대한 인식조사를 정부가 이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식조사의 지침서16)를 발간함.
○ (제3차 전문가 워크숍 : 스페인 마드리드) 세 번째 전문가 워크숍은
‘OECD 회원국의 규제성과측정에 대한 틀의 개발’이라는 제목하에
2011년 9월 26~27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림.
― 규제개혁에서의 성과측정에 대한 운영그룹의 2011~2012년 목표
는 ① 어떻게 규제정책성과가 국가 간에 비교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관련 측정방법과 지표들에 대한 옵션
을 개발하는 것임.
― 이는 연구·국가 간 경험의 공유와 지침개발을 통해 실현될 수 있
는데, 이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전문
가 워크숍이 개최됨.
― 이 워크숍에서 다음 두 가지의 주요 이슈를 설명함. ① 규제정책
과 규제관리체계에 대한 투자가 경제, 사회에 개선을 가져오는지

16) OECD(2012), Practitioner’s Guide to Perception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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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② 더 나은 규제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더 큰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56명의 전문가와 24개국의 대표들은 국내에서 규제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틀의 개발을 논의함.
― 이 워크숍에서 규제성과측정에 관련한 두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고, 규제정책평가에 대한 틀이 마련되어 2012년 4월 제6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되고 승인됨. 그 결과 이 워크숍에서 논의되고
후에 개선한 틀이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음.
―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이 틀을 사용하여 시험적으로 평가해 보기
로 함. 캐나다는 환경, 네덜란드는 내무부의 일반행정법 개혁에
적용함.
○ (제4차 전문가 워크숍 : 독일 베를린) 2012년 6월에 독일 베를린에
서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네 번째 전문가 회의가 ‘성장촉진: 규제순
응비용의 측정과 절감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제목하에 개최됨.
― 이 4차 전문가 워크숍의 목표는 순응비용을 측정하는 접근법과
기술을 공유하고 성장촉진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규제비용 절
감에 대한 전략을 찾는 것이었음.
― 규제순응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법과 기술들을 공유하고 규
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 이러한 전략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후생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임.
― 70명의 전문가와 24개국의 대표들은 그들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
유하고 순응비용과 규제의 이점 측정의 기술적 문제점과, 성장과 후
생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정치적 어려움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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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문가 회의의 결과로 순응비용 절감과 측정에 대한 주요 정
책적 시사점이 확인되고 순응비용 절감의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가 개발되었음.
○ (제5차 전문가 워크숍 : 스웨덴 스톡홀름) 규제성과측정에 관한 다
섯 번째 전문가 워크숍이 2013년 6월 3~4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서 개최됨.
― 전문가와 대표들은 ‘2012 규제정책과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OECD
권고안’17)의 12가지 원칙18)을 각각 실행하기 위한 요건, 목적 등을
논의함. 또한, 실행을 위한 우선순위나 효과적인 사례, 그리고 실
행의 장애요인, 이의 극복방안 등을 논의함.
― 스톡홀름 워크숍은 규제성과측정을 위한 OECD 프로그램의 일
부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슈, ① 성공인지 실패인지
를 가리기 위해, 혹은 규제정책, 수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성
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② 규제정책과 관리를 위한 투자
가 경제나 사회에 가져오는 개선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설
명함.

17) ‘2012 OECD 권고안’은 2011년에 철저한 공식 위원회 업무를 통해 2012년 3월에 채택됨.
18) 본 보고서의 마지막에 첨부자료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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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제성과측정 워크숍 회의내용
장소

1차
(2009.4.2~3.)

영국
런던

주제

주요 내용

·규제관리지표에 관한 논의
수행
·규 제설정에 지표 역할의
·규제관리체계의 지표
중요성 논의
·결 과나 성과측정 이슈와
지표설정방법 논의

·규제개혁정책의 두 가지 주
·성 과측정 : OECD
요 개념(①이용자 중심 태
2차
터키
회원국의 인식조사
도 ②규제개혁정책주기 내
(2010.6.21~22.) 이스탄불
이용
로 평가를 포함할 필요)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3차
스페인
(2011.9.26~27.) 마드리드

4차
(2012.6.)

5차
(2013.6.3~4.)

독일
베를린

·O ECD 회원국의 규 ·규제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제성과측정에 대한
데 이용될 수 있는 틀의 개
틀 개발
발 논의
·순응비용 절감과 측정에 대
·성장촉진 : 규제순응
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 확인
비용의 측정과 절감
·순응비용 절감에 대한 협력
의 문제점 극복
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두 가지 중요한 이슈, ① 성
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리기
위해, 혹은 규제정책, 수단
·‘2012 규제정책과 규제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규제
스웨덴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
스톡홀름
권고안’에 관해 논의
는지, ② 규제정책과 관리를
위한 투자가 경제나 사회에
가져오는 개선을 어떻게 보
일 수 있는지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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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규제성과측정 관련 발간물
○ 규제성과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발간물이
있음. 아래에서 각각의 발간물에 대해 간략히 살펴봄.

(1) 규제와 규제정책의 영향평가(Cary Coglianese)
○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그 규제가 실행이 되고 난 후의 효과
를 사후적으로 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
―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의 사후적 평가에 관심을 두고 체계적인
평가연구를 제도화하는 틀을 제공함.
○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하
여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규제나 규제정책이 측정된 결과
에서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한 연구설계
(research design)가 필요함.
― 규제정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평가는 ① 규제정책하에서 개
발된 규제들의 실질적인 결과, ② 업무가치나 민주주의 가치 등
에 기반한 적절한 과정의 결과가 필요함.
○ 평가를 위한 지표는 평가 대상이 되는 규제나 규제정책이 다루고
있는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지표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① 영향, ② 비용효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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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모든 유리한 영향에서 손해가 되는 영향을 차감한 것)
― 이 중 ③ 순이익이 가장 좋은 지표가 될 것이나 모든 순영향과 악
영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화폐가치로 환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힘듦. 평가자는 이러한 경우 ② 비
용효과지표에 의존함. 이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건강이
나 환경가치 등과 같은 각각의 영향에 집중할 수 있음.
○ 연구설계는 규칙이나 정책에 의해 야기된 효과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정확한 조건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함. 가장 좋은 연구설계는
임의실험(randomized experiment)임.
― 그러나 임의실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평가는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를 분리하는 실증연구에 기반을 두고 실행됨. 이마
저도 가능하지 않으면 사례분석 같은 정성적 분석을 하게 됨.

(2) 규제관리수단과 프로그램 평가(Claudio Radaelli and Oliver
Fritsch)
○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규제의 질(質)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임. 여러 부문에 걸친 규제의 실행 등을 다루고, 고품질
규제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증진하고, 규제활동의 총수준에는
변화가 없는 정책수단이나 관리감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규제성과측정에 대해 운영그룹(steering group)에서 다뤄진 일련
의 규제지표들을 마무리짓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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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정책수단이나 감독기관이 경제성과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지는 않음. 이는 ‘(1) 규제와 규제정책의 영
향평가(Cary Coglianese)’에서 다루고 있음.
○ 우선 이 보고서에서는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
분함. 투입-과정-산출, 그리고 중간결과는 민간이 정부의 규제노력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고려하는 행태적 또는 인지적 변화를 포함
함. 최종결과는 경제지표에 대한 스마트규제의 영향을 보여줌.
― 투입지표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지만 산출이나 중간결과지표
를 찾아내는 것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개념적
으로 좀 더 어려움.
○ 이 보고서는 3종의 투입지표(예산, 직원, 훈련)와 10종의 산출지표
(RIA 관련지표, 협의 관련지표, PIR지표 등), 5종의 중간결과지표
(법의 개수나 법형성과정의 기간 등), 3종의 최종결과지표(행정부
담 등)를 보고함.
― 위의 각 지표들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작성함. 이에 대하여 이러
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지표와 관련하여 더 개념
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참고문헌들을 제시함.

(3)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 정량적 증거의 문헌연구(David
Parker and Colin Kirkpatrick)
○ 이 보고서는 규제정책을 디자인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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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두 가지 방법
으로 추구함.
― 우선 이론에 관한 논의와 검토, 건전한 규제정책과 거버넌스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에 관해
검토함. 다음으로는 경제적 결과에 관해 규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 이 보고서는 특정 형태의 규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개선
하기 위한 과정을 다룸. 일반적인 형태의 규제정책과 규제 거버넌
스, 행정적 간소화와 규제부담 절감, 사전적·사후적 규제분석, 협
의, 투명성, 규제기관 등을 분석함.
○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함. ① 규제의 영향은 상
황에 의존함. ② 규제정책 변화와 경제성장 같은 경제적 성과에 대
한 영향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 견고한 정량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
은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함. ③ 규제변수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보
려고 할 때, 국가 간 회귀분석에 의존하면 정책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사례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됨. ④ 대부분의 정량적 분석은 규제
의 비용에 집중하고 규제의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음.
○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는 많은 방법론과
자료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규제정책의 정량적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인 이 보고서의
결과에서 정책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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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OECD의 규제정책위원회(RPC)의 설립과 이후 활
동내용, 그리고 규제성과측정 프로그램의 논의과정과 진행과정을
살펴보았음.
― 규제성과측정체계개발 프로그램은 현재 다섯 차례의 전문가 워
크숍이 개최되었고, 3종의 발간물이 간행된 상태임. 캐나다와 네
덜란드가 이 기본틀에 자국의 경우를 고려하여 시험분석함.
○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규제체계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는 규제지
수 개발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존의 논의 현황이나 정보를 알
기 힘든 규제정책 담당자에게 규제체계개발의 과거와 현재의 논
의 현황과 논점 등을 알려 주어, 담당자의 교체와 무관하게 규제체
계개발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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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국문)
1. 규제의 질을 위한 명시적인 전반적 정부정책을 위하여 최고 수
준의 정치적 노력을 가한다. 규제가 입안되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이 비용을 정당화하고, 배분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순혜택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에는 이행의 명확한 목표와 프레임
워크가 수립되어야 한다.
2. 규제를 통해 공공이익을 달성하고, 관련자들의 합법적 요구사
항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 과정에서 투명성
과 참여도를 포함하는 열린정부의 원칙을 고수한다. 여기에는
규제 제안 초안 준비 및 관련된 지원 분석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한 목적의, 온라인을 포함하는 공공에 대한 의미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는 규제가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당
사자들이 관련 규제하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규제정책 절차와 목표의 관리 감독을 활발히 제공하는 메커니
즘과 기관을 설립하고, 규제 정책을 지원 및 집행하여 규제의 질
을 도모한다.
4.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신규 규제
제안의 설립에 대한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로 통합시킨다. 명확
하게 정책 목표를 확인하고, 규제가 필요한지 또한 규제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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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지
를 평가한다. 규제 이외의 수단에 대해서 고려하고, 최선의 방식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된 각기 다른 방식의 상충 효과 (tradeoff)를 파악한다.
5. 규제가 항상 최신이고, 비용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며 일관적임
을 보증하고,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용과 혜택
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하는 명확히 규정된 정책 목표에 대해 중
요한 규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6. 규제정책과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과 규제를 적용하는 공공 기관
들에 대한 리포트를 정규적으로 발행한다. 이와 같은 리포트는
또한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와 같은
규제의 도구, 공공 자문 관례와 기존 규제의 검토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7. 규제결정이 이해충돌, 편견 혹은 부적절한 영향력 없이 객관적
이고,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개발한다.
8. 규제제재를 내리는 기관이 취하는 규제 및 규제 결정의 적법성
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검토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시민
들과 기업들이 상기의 검토 시스템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접근하
고, 시기적절하게 결과를 받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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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한 경우, 목표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보장할 수 있도
록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규제
의 설계 및 구성과 이행에 적용한다. 규제기관은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효력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행
및 집행 전략을 세운다.
10.필요한 경우, 초국가적, 중앙 및 지방 정부 레벨에서의 메커니
즘 조율을 통하여 규제 일관성을 도모한다. 규제 방식에서의 일
관성을 도모하고, 규제 중복 혹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레
벨에서의 정부기관에 있어 교차적 규제 이슈를 파악한다.
11. 지방 정부 레벨에서의 규제관리능력 개발과 이행을 지원한다.
12. 규제조치 개발에 있어, 동일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관련 국
제 기준과 프레임워크에 주목하고, 필요하다면 관할권 밖의 당
사자들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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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영문)
1. Commit at the highest political level to an explicit whole-of-government policy for regulatory quality. The policy should have clear
objectives and frameworks for implementation to ensure that, if
regulation is used,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justify the costs, the distributional effects are considered and
the net benefits are maximised.
2. Adhere to principles of open government, includ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the regulatory process to ensure that regulation
serves the public interest and is informed by the legitimate needs
of those interested in and affected by regulation. This includes providing meaningful opportunities (including online) for the public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reparing draft regulatory proposals
and to the quality of the supporting analysis.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regulations are comprehensible and clear and that parties can easily understand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3. Establish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o actively provide oversight
of regulatory policy procedures and goals, support and implement
regulatory policy, and thereby foster regulatory quality.
4. Integrat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into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for the formulation of new regulatory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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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als. Clearly identify policy goals, and evaluate if regulation is
necessary and how it can b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in achieving those goals. Consider means other than regulation and identify
the tradeoffs of the different approaches analysed to identify the
best approach.
5. Conduct systematic programme reviews of the stock of significant
regulation against clearly defined policy goals, including consideration of costs and benefits, to ensure that regulations remain up
to date, cost justified, cost effective and consistent, and deliver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s.
6. Regularly publish reports on the performance of regulatory policy
and reform programmes and the public authorities applying the
regulations. Such reports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on how
regulatory tools such a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public consultation practices and reviews of existing regulations are
functioning in practice.
7. Develop a consistent policy cover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regulatory agencies in order to provide greater confidence that regulatory decisions are made on an objective, impartial and consistent
basis, without conflict of interest, bias or improper influence.
8.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ystems for the review of th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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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and procedural fairness of regulations and of decisions made
by bodies empowered to issue regulatory sanctions. Ensure that
citizen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these systems of review at
reasonable cost and receive decisions in a timely manner.
9. As appropriate apply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strategies to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to ensure that regulation is targeted and effective. Regulators should assess how regulations will be given effect and should
design respons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strategies.
10. Where appropriate promote regulatory coherence through coordination mechanisms between the supranational,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of government. Identify cross-cutting regulatory issu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to promote coherence
between regulatory approaches and avoid duplication or conflict
of regulations.
11. Foster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management capacity and
performance at sub-national levels of government.
12. In developing regulatory measures, give consideration to all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rameworks for co-operation
in the same field and, where appropriate, their likely effects on
parties outside th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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