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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도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제20대 국회(2016-2020)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24,141건으로 제13대 국회(1988-1992)의 938건에 비해 

약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법률안의 급격한 증가는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의 결과로서, 

제20대국회의 의원발의안은 전체 발의안의 9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발의안이 각종 

규제심사와 다양한 영향분석 및 단계별 심의를 통해 발의되는 반면, 의원발의안은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좋은 법률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 발의 전·후에 입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론을 통해 해당 법률안의 영향을 분석하여, 입법자가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담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원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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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미국·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사전 입법영향분석(또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일본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준비한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고서가 좋은 입법을 

위한 의원님들이 관련 논의에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하 중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발전에 대한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국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평가’, ‘입법효과분석’, ‘영향분석’, ‘영향연구’, 

‘영향평가’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입법에 대한 논의에 ‘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입법의 품질을 가늠하거나 

입법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법권자가 좀 더 나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 발의 전·후에 실시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입법영향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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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포함된 사례는 유럽연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사전 입법영향분석(또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포함되었다. 아울러 [부록]으로 우리나라 

정부입법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전 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와 관련 세미나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목록 

등 국회입법조사처가 2011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실적도 수록되어 있다.  

개별 국가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내용은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보고서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국가의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등이 「붙임」에 개관되어 있다.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에는, 개별국가가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주요 연혁, 그리고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서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법안의 범주, 분석절차와 담당기관, 보고서의 구성, 분석방법과 

기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사례’는 개별 국가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개별 국가에 대한 보고서의 ‘붙임’에 개별국가의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의 법안 발의와 통과 건수 및 비율, 그리고 법안이 마련되어 

법률로 채택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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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럽연합

개 요

□ 2000년에 유럽연합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와 ‘더 좋은 법률 

만들기’(a better law making process)를 제시함

   ○ 2002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함

□ 유럽연합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영향평가라는 맥락에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발의 전･후에 실시

되고 있음

   ○ 참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법안을 발의하고,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절차에 따라 법안을 검토(독회)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고, 유럽의회가 최종적으로 법률로 채택함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영향평가는 법안 제출 전에 실시됨   

     -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 대상에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이 

예측되는 모든 법률 제안(legislative proposals)뿐만 아니라, 비법률 구상(non-legislative 

initiatives), 위임입법(delegated act), 이행방안(implementing measures) 등도 포함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영향평가 보고서는 법안과 함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

회에 제출됨 

   ○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의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유

형의 영향평가를 실시함

     - 첫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안과 함께 제출한 영향평가에 대한 초기 평가서(Initial Appraisal)를 

‘브리핑’(Briefing)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에 제출함

     - 둘째,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사안, 또는 부적절하게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 대체 또는 

보완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셋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수정안(parliamentary 

amendments)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법안 검토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3

�제1장� 유럽연합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가. 도입배경과 연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1)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옴

영향평가 도입은 유럽연합 법률의 일관성과 품질(coherence and quality)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서 시작됨2)

 1985년 유럽연합 법률(EU legislation)에 「환경영향평가지침(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Directive)」이 포함됨(85/337/EEC)

이 제도는 법률안 마련에 앞서, 환경에 대한 공공･민간프로젝트(public and private 

projects)의 효과와 결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각 부문(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평가는 계획 및 프로그램(plans and programs) 

단계에서 실시되었고, 정책(policies)에는 적용되지 않음3)

- 유럽연합의 정책 위계(policy hierarchy)는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로 구분

되며, ‘정책’은 정부 행동을 합리화하는 지침, ‘계획’은 정책 실행을 위한 계획된 활동, 

‘프로그램’은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정의됨4) 

이후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comprehensive 

strategy)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함5)

1)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는 모든 주요한 공공정책 제안(public policy proposals)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및 법률의 품질 및 일관성 향상,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개선, 공공, 민간, 시민사회 간 

협력 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함(Muldur, Ugur, Traditional and New Tools Methods for the Preparation of the Next European 

Framework Programme(2006-2010), pp.2~3

2) Collová, Claudio, “How Does Ex-ante Impact Assessment Work in the EU?”, Briefing: Better Law-Making in Action, Europe

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5

3) Bäcklund, Ann-Katrin,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Commission – a system with multiple objectives”, Environment

al Science & Policy, 12(8), 2009, p.1077

4) Helming, Katharina, et al,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Land Use Changes, 2008, p.26

5) Bäcklund,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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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3월 포르투칼에서 개최된 「리스본 유럽연합 정상회의(Lisbon European 

Council)」6)에서 유럽연합(EU)은 2010년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

식기반 경제공동체’7) 형성을 목표로 설정함8)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와 ‘더 좋은 

법률 만들기’(a better law making process)가 제시됨 

이에 「리스본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와 회

원국에게 규제환경 표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요청함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행정부 장관(Ministers for Public Administration)은 2000

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거쳐 유럽연합 내의 규제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

그리고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High-Level Advisory Group, HLAG)의 신설을 요청함 

2001년 11월 13일에 전문가그룹(HLAG)인 ‘멘델케른 단체’(Mandelkern Group)9)는 

‘더 나은 규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함10) 

 2001년 11월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11)는 입법 활동에서 정치적 책무성

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더 좋은 법률’의 필요조건을 강화함

「예테보리와 라켄 유럽연합 정상회의(Göteborg and Laeken European Councils)」

에서 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규제환경에 대한 표준화가 합의됨 

6)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최고의 정책결정 기구로  유럽연합(EU) 활동을 위한 기본정책결정을 정하고, 이를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에 가이드라인으로 하달함(이부하,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 기관의 

역할 변화」, 『유럽헌법연구』, 제15호, 2014. 참조)

7)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공동체: world’s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 

8) Muldur, Ugur, 앞의 글, p.2

9) 의장의 이름을 따서 멘델케른(Mandelkern) 단체로 지칭됨 

10) 최종보고서는 ‘더 나은 규제’의 필요성, 목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의 임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유럽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8.),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plann

ing-and-proposing-law/better-regulation-why-and-how_en> 

11)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유럽연합(EU) 기관에 대한 감독권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입법개정 권한이 있음. 유럽연합(EU)

의 입법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와 유럽의회(EP)의 합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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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예테보리･라켄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리스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전략을 구체화하며 ‘더 좋은 법률 만

들기’를 위한 ‘세 가지 전달문(three communications)’을 채택함

- 첫째, 규제환경의 개선 및 간소화, 둘째, 대화와 참여문화의 증진, 셋째,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EC)에 의한 영향평가의 시스템화가 주요 내용임12)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더 좋은 법률’을 ‘최소한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의 최소

화’(minimum cost and administrative burden)로 정립함 

‘더 좋은 법률 만들기 합의’(better law-making agreement)는 유럽연합(EU)의 입법 개

선을 통해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최선의 대안 제시,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

려는 것이며, 유럽 시민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13)

나. 법적 근거

 유럽연합(EU)에서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14)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임 

3개의 기관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법률안 발의에 따른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 수행 업무는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of 

25 June 2002)인 「재정법」(Financial Regulation) 제27조 제4항15)에 근거하고 있음16) 

1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Governance: Better Lawmaking」,  COM (2002) 275 final, 5 June 2002

13) European Council, Council of European Union, “Better law-making agreement”(최종 검색일: 2020.9.14.), <https://www.con

silium.europa.eu/en/policies/better-regulation/#:~:text=What%20is%20the%20better%20law,input%20and%20easier%2

0to%20follow>

14)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연합(EU)의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의 

입법 제안을 심의･의결하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규정, 지침,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함. 회원국 정부에서 파견된 

장관급 대표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회원국 정부를 대변하여 투표권을 행사함(이부하, 앞의 글 참조)

15) Financial Regulation, Article27(4) In order to improve decision-making, institutions shall undertake both ex ante and ex 

post evaluations in line with guidance provided by the Commission. Such evaluations shall be applied to all programmes 

and activities which entail significant spending and evaluation results disseminated to spending, legislative and budgeta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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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제27조 제4항

해당 기관은 의사결정 향상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사전영향 및 사후영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사후영향 평가는 상당한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정, 

입법, 예산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주요 내용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

가. 분석 대상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결방

안으로 제시된 발의안(initiatives)이 수반하는 중요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17)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모든 발의안(initiatives)을 대상으로 함

영향평가의 대상은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이 예측되는 모든 법률안

(legislative proposals), 비법률안(non-legislative initiatives), 위임입법(delegated 

act), 이행방안(implementing measures)임18)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새로운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작성됨

16) European Commission, Financial Regulation and Implementing Rules Applicable to the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17)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최종 검색일: 2020.9.14.),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

process/planning-and-proposing-law/impact-assessments_en>

18)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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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절차와 담당부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각 영역별 정책부서(policy departments)인 33개의 총국

(Directorates-Generals, DGs)19)으로 구성됨

총국(DGs)은 유럽연합(EU)의 법률 및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안 

발의 시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함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사전영향이 명료하게 

식별될 수 없거나, 또는 ②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20) 

총국(DG)은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비례성 분석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nalysis)을 근거로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의 필요 여부를 평가하여 최

종 작성여부를 결정함 

- 비례성 분석의 원칙이란 분석의 깊이가 발의안(initiative)이 미치는 영향에 비례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21)으로 해당 발의안의 영향평가 가능 여부 및 파급효과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임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22) 

책임총국(the lead DG)은 사무국(Secretariat-General)과 함께 초기영향평가

(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를 수행함

초기영향평가(IIA) 단계에서는 문제의 정의, 목적, 정책적 대안, 정책대안과 필요 데이터

에 대한 기초평가 등의 주요 내용을 제시함

이후 영향평가 업무추진부서(Interservice Group, ISG)가 조직됨. 업무추진부서(ISG)

19) 33개 총국의 명단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European Commission, “Department/Executive agencies(33)”(최종 검색일: 2020.9.14.),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field_core_topics_target_id_entityreference_filter=All&field_core_ecorganisation_

value_i18n=Directorate-General&field_department_tasks_tid_entityreference_filter=All>

20)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2017, p.48

21) Cecot, Caroline, et al,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ality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Working 

Paper 07-09, 2007, p.2  

22)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2017,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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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무국 또는 관련 업무 총국(DG)이 총괄하며, 관련 총국의 영향평가 담당부서(DG’s 

IA support function/unit)는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함

작성된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은 규제심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의 

심사를 위해 4주 전에 제출되어야 함 

영향평가 보고서의 최종본은 규제심사위원회(RSB)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

한 요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이후, 기관 내 검토 절차를 거침 

 2007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IAB)

를 신설하여 영향평가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23)

 2015년 규제심사위원회(RSB)가 설치되면서 영향평가위원회(IAB)를 대체함

규제심사위원회(RSB)의 구성원은 의장 1명, 내부관리관 3명, 외부전문가 3명 등 7명이

고, 임기는 3년이며, 독립성이 보장됨24)

규제심사위원회는 더 나은 규제 원칙(better regulation principles)에 따라 법률안 준

비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사후평가(evaluations), 적합

성 검토(fitness check) 등에 대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함25) 

23) Collová, Claudio, 앞의 글

24) Better Regulation Insight Tool, “Regulatory Scrutiny Board”(최종 검색일: 2020.9.5.), <https://bright-tool.eu/theory_module/

regulatory-scrutiny-board/> 

25)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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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럽연합(EU) 입법과정에서 규제심사위원회 역할과 위치 

자료: European Commission, Annual Report 2019 Regulatory Scrutiny Board, 2019, p.8

다. 작성 원칙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 및 분량은 다음과 같음

영향평가 보고서는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함 

보고서 본문의 분량은 30~40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되, 분량이 초과될 경우, 초안 제출 

이전에 규제심사위원회(RSB) 사무국과 논의하여야 함26)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는 평균 1년이 소요됨

26)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201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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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서 구성

 영향평가 보고서의 양식은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됨27)

문제의 정의: 유럽연합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로 

인해 누가 영향을 받는가? 등의 사안을 기술함 

목표의 설정: 세부적이고, 측정 및 성취 가능한 목표의 설정, 설정된 목표가 기존의 유럽

연합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함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모색: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발견(identifying)하고 검증함 

영향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초래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발의안의 비용편익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수행함 

대안의 비교: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함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의 설계: 무엇을, 언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부록: 보고서 작성의 절차, 이해당사자(stakeholder) 의견, 직･간접비용 및 편익, 분석

방법 등을 부록으로 첨부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영향평가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7)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2017, pp.63~76

항목  주요 내용

1

서론: 정치적, 법적 맥락

(Introduction: Political and legal 

context)

• 제안이 제기된 정치적/법적 상황에 대한 파악

• 관련된 유럽 정상회의의 결론, 유럽의회의 해결방안, 결정 등에 대한 파악 

2

문제 분석

(What is the problem and why 

is it a problem?)

• 문제의 본질 및 범위에 대한 기술

• 주요 행위자 및 영향 대상 집단의 식별

• 문제와 관련된 원인 및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  

[표 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영향평가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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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7. 

(2)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가. 분석 대상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28)의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업무는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제출된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초기평가서(Initial Appraisal)를 작성함 

28) 유럽의회조사기구(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는 유럽의회의 씽크탱크이자 내부 연구 조사 지원기관으로 유럽연합(EU)

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독립적, 객관적, 권위 있는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항목  주요 내용

3
EU가 행동해야 하는 이유

(Why should the EU act?) 

• EU 행동의 정당화

• 행동할 EU의 권리에 대한 확인 

• EU 행동의 필요성 

4
목표 설정

(What should be achieved?)

• 문제와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목적 설정

• 다양한 층위(일반, 특수, 실무)의 목적 설정 

• 지향하는 목적이 현존하는 EU 정책 및 전략과 일관성을 갖는지 확인 

5

목표 달성하기 위한 대안

(What are the various options to 

achieve the objectives?) 

•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구별하여 정책 대안을 분석

• 비례 원칙 준수 여부 확인 

• 효율성, 효과성, 일관성 평가 및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대안의 범위 

축소 

• 심층 분석을 위한 타당한 대안의 리스트 작성

6

정책 대안에 따른 영향 분석

(What are the impacts of the 

different policy options and who 

will be affected?) 

•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측정

• 왜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 받는지에 대한 분석

• 질적, 양적, 재정적 영향을 측정, 양적 방법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 제시

• 정책 채택 시, 고려해야 할 위험과 불확실성 분석

7
대안 비교

(How do the options compare?) 

• 각 대안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측정

• 총체적, 개별적 결과를 제시하면서 실현가능성 비교

• 영향별, 대상별로 대안 간의 비교결과 제시

• 가능하고, 적합하며 선호되는 대안 식별

8

실제적 영향 측정 및 평가

(How would actual impacts be 

monitored and evaluated?) 

• 적합한 개입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 식별 

• 실현 가능한 모니터링 및 평가 마련의 전반적 개요 제시 



12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법률안과 함께 제출한 영향평

가 보고서를 16개의 항목으로 평가한 초기평가서(Initial Appraisal)를 작성하여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에 제출함 

 둘째,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영향평가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사안, 또는 부적절하게 다루어

진 사안에 대해 대체 또는 보완적 영향평가 보고서(substitute or complementary 

impact assessments)를 작성함29)

 셋째,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유럽의회(EP)의 법률개정 수정안(parliamentary amendments)

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함 

나. 보고서 구성

 유럽의회조사처(EPRS) 초기평가서(Initial Appraisal)의 주요 목차 다음과 같음

[표 1-2] 유럽의회조사처(EPRS) 초기평가서(Initial Appraisal) 목차

29) Collová, Claudio, 앞의 글, p.3. 

16개 주요점검항목

Background 배경

Problem definition 문제의 정의

Objectives of the legislative proposal 법률안의 목적

Range of options considered 고려할 만한 대안의 범주

Scope of the impact assessment 영향분석의 영역

Subsidiarity/proportionality 보충성/비례의 원칙

Budgetary or public finance implications 예산, 공공재정 영향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est/ Competitiveness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경쟁력 

Simplication and other regulatory implications 간소화 및 기타 규제 영향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제3국과의 관계

Quality of data, research and analysis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의 품질

Stakeholder consultation 이해관계자 의견

Monito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과 평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13

�제1장� 유럽연합

자료: Dunne, Joseph & Hiller, Wolfgang, European Parliament Work in the Fields of Impact Assessment and European 

Added Value(Activity Report for July 2014-December 2015),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6.

라. 분석방법 및 기법

 대안 비교 또는 정책수행평가 시 활용되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30)

비용편익분석(Costs Benefit Analysis, CBA): 기존 정책 또는 대안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monetization)함. 다만, 무형의 가치나 결과에 대해

서는 과소/과대평가될 수 있거나 간과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음. 이에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이 더 많이 활용되는 추세임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MCA): 다양한 목적과 기준을 수반한 복잡한 의

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방법론임. 이 방법은 정성적 영향(특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요소)에서 측정될 수 있는 정량적 영향을 가진 복잡한 사안을 분석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영향평가 시 대안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됨. 그리고 사후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 또는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 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

용됨

최소비용분석(Least Cost Analysis): 가장 낮은 순비용(net cost)을 수반하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비용만을 분석하는 방법임. 이 방법은 편익을 고정하여 상태로 분석할 

때 활용될 수 있음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 CEA): 편익(benefits)에 대해 계량화해야 하

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환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 분석 방법은 기대수명 증가, 교육

수준, 감소된 배출량 등을 측정할 때 활용됨  

30)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TOOL #57”(최종 검색일: 2020.8.26.), <https://ec.europa.eu/info/files/b

etter-regulation-toolbox-57_en>

16개 주요점검항목

Commission regulatory scrutiny board 규제검토위원회의 의견

Coherence between the commission’s legislative proposals and IA 위원회 법안과 영향분석간의 일관성 

Conclusion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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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실적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해당 조치(intervention)가 사전에 고안된 

영역에서 기대하였던 효과를 수반하는지의 여부를 계량화하는 통계 방법임. 이 분석 방

법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비교집단)과 정책수혜집단(처치집답)의 결과를 비

교함

스와트분석(SWOT Analysis): 어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강점(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발견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

으로 향후 변화추이를 예상하기 위해 활용됨

 분석 모델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31)

분석 모델은 사전･사후영향평가 시 정책 대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분석틀

(framework)을 제공함.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목적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시 도움을 주기 위함임 

사전･사후영향평가 시 주로 사용되는 경제모형(economic model)은 다음과 같음

-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s) 

- 계량경제모델(Econometric Models)

- 부분평형모델(Partial Equilibrium Models)

- 마이크로시뮬레이션모델(Micro-simulation Models)

- 투입산출모델(Input-Output Models)

31)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TOOL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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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사례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사전 입법영향평가 보고서 사례를 제시함

2019년 11월에 제출된 「2021-2027년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 전략적 혁신 의제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its Strategic 

Innovation Agenda, 2021-2027)」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평가 보고서 요약 5쪽 분량 

내용의 일부임

A. Need for action

Why? What is the problem being addressed?

The purpose of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 is to address major 

societal challenges by improving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knowledge triangle of research, education and innovation. ~

What is this initiative expected to achieve?

This initiative supports the future implementation and strategic policy development of the EIT and 

will contribute to meeting its objectives for the period 2021 – 2027 as outlined in the Horizon 

Europe proposal, i.e. strengthen sustainable innovation ecosystems across Europe; bring new 

solutions to global societal challenges to market and fost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rough 

better education.

What is the value added of action at the EU level?

The EIT has a unique way of building EU-wide innovation ecosystems that link education, research, 

business and other stakeholders. ~

B. Solutions

What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policy options have been considered? Is there a preferred 

choice or not? Why?

Three Options have been considered in addressing the identified challenges: ~

Who supports which option?

Individual measures foreseen under Option 2 found a high degree of support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consulted, i.e. company/business organisations, academic/research institutions as well 

as EU citizens. In particular, there is strong agreement among stakeholders when it comes to the 

n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and innovation capacity of HEIs in Europe and 

linking the EIT and KIC activities more closely to the regional and local environment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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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 사전 입법영향평가 보고서(62쪽 분량)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602559532784&uri=CELEX:52019SC0330>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Youth, Sport and Culture,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recast) and Proposal for a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Strategic Innovation Agenda of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 2021-2027: Boosting 

the Innovation Talent and Capacity of Europe)”, SWD(2019) 331 final, 2019.11.7.(최종 검색일: 2020.9.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602559532784&uri=CELEX:52019SC0331>

(2)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보고서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EC)의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초기평가서(Initial Appraisal of a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를 『브리핑』(Briefing) 보고서로 발간함

C. Impacts of the preferred option

What are the benefits of the preferred option (if any, otherwise main ones)?

The preferred option would entail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EIT in the next programming 

period. It would deepen the knowledge triangle integratio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nnovation 

ecosystems and increase the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capacity of the higher education sector. 

~

What are the costs of the preferred option (if any, otherwise main ones)?

As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Option 2 would mean an increase in EIT administrative costs 

in line with the overall budget increase of the EIT over the programming period, arising from 

staffing needs and setting up a stronger capacity and expertise in the EIT. ~

How will businesses, SMEs and micro-enterprises be affected?

The preferred Option 2 will contribute to a pool of highly skilled individuals that will benefit 

businesses, SMEs and micro-enterprises.

Will there be significant impacts on national budgets and administrations? 

No.

Will there be other significant impacts?

No.

D. Follow up

When will the policy be reviewe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ferred policy option will be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17

�제1장� 유럽연합

2019년 12월에 발간된 「2021-2027년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 전략적 혁신 의제」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its Strategic Innovation 

Agenda, 2021-2027)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초기평가서 사례(8쪽 분량 중 

일부 내용)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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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Background)

This briefing provides an initial analysis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IA) accompanying the above-mentioned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COM(2019) 331, recast) and proposal for a decision (COM(2019) 330), adopted on 11 

July 2019 and referred to the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f Industry, Research and Energy 

(ITRE).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is a European Union body established in 2008 

and located in Budapest, Hungary. Its aim is to stimulate and support innovation in order to boo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Europe (IA, p. 5).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The problems that the proposals aim to resolve have been identified in the interim assessment of 

the EIT, the Court of Auditors' (ECA) report and the High-level Group report, and are described in 

the IA as follows: sub-optimal funding of the KICs; limited impact of the EIT education activities 

and regional outreach; a high concentration of EIT financial support among a small number of 

partners; and EIT governance and staff issues (IA, pp. 13-21). ~

법률안의 목적(Objectives of the initiatives) 

The general objectives of the EIT have already been outlined in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Pillars II and III, IA, p. 41):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ases of the Union and 

foster its competitiveness, including for its industry, deliver on the EU's strategic policy priorities and 

contribute to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 for the 

proposal on Horizon Europe, p. 15). The specific objectives for the EIT, which are ‘to be defined 

in the Strategic Innovation Agenda’ (IA, p. 23), are as follows: ~

고려할 만한 대안의 범주(Range of options considered)

The IA presents the minimum of two policy options in addition to the baseline. 

Under the baseline (no-change scenario), which is presented as option 1, the funding model would 

not change, the RIS would remain a voluntary tool, and no changes would be applied to the staff 

or their contracts. No new actions would be launched to further address education and regional 

issues. (IA, pp. 34-35). ~

Option 2 builds on the baseline, while also adopting 'technical measures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the EIT' (IA, p. 35). ~

Option 3 introduces 'the same co-funding model and technical measures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the EIT' as under option 2. ~

영향분석의 영역(Scope of the impact assessment)

The IA discusses the economic, societal and innovation impacts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without however specifying the kinds of impacts that fall under each category, and therefore lacking 

sufficient analytical cl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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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비례의 원칙(Subsidiarity/proportionality)

~

Several national parliaments have scrutinised the two proposals, but none has issued a reasoned 

opinion on subsidiarity or proportionality grounds. The deadline for submissions was 7 October 2019 

(for both proposals). The Romanian Chamber of Deputies has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data 

quality and has requested additional, quantifiable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the risks and the 

impact indicators foreseen. 

예산, 공공재정 영향(Budgetary or public finance implications)

~ Under the baseline, the yearly reporting on the KICs' complementary activities would continue to 

add a significant administrative burden (IA, p. 43). ~ Option 2 reduces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KICs (IA, p. 52). Under option 3, the EIT's administrative costs would increase to €90 million, 

compared to €70 million under option 2 and €48 million under the baseline scenario (IA, p. 49). 

The setup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26 EIT hubs for a seven-year period are calculated at 

around €110 million (IA, p. 47).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경쟁력(SME test/Competitiveness)

The IA generally speaks about achieving a higher involvement of SMEs in the KICs; however, the 

impact that KICs could have on SMEs has not been evaluated among the types of impacts. ~

간소화 및 기타 규제 영향(Simplication and other regulatory implications)

The SIA states clearly that 'the EIT will continue its efforts towards simplification in order to alleviate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 (SIA, p. 17). The IA does not give details on simplification within 

the two proposals; however, the preferred option addresses the issue of the administrative burden.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의 품질(Quality of data, research and analysis) 

The strength of the IA lies in the variety of supporting analyses that offer an ample overview of the 

problems the two proposals aspire to resolve. Sources of research include the ECA report, the 

High-level Group reports, the supporting study of the IA, and the interim evaluation performed by 

a consortium of two external consultancies: ICF and Technopolis (Interim Evaluation, p. 21). 

However, the IA makes no reference to a support study that contributed to the assessment of 

impacts. Model-based analysis is used for assessing the impacts on the KICs' co-funding model, 

but no clear picture of the results is given in the main body of the IA. ~

이해관계자 의견(Stakeholder consultation) 

A public consultation on the two proposals was conducted from 10 October to 5 December 2018 

and triggered 157 contributions and 14 written position papers. The public consultation was shorter 

than 12 weeks, the minimum limit provided for in the BRG, but no justification was provide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EU citizens and academic and research organisations (32% each), 

company and business organisations (16%; of this percentage, 44% were SMEs), and a mix of other 

respondents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public authoritie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nvironmental organisations and non-EU citizens' (20%) (Annex 2b, p.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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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andersone, Laura,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its Strategic Innovation Agenda, 

2021-2027”, BRIEFING: Initial Appraisal of a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9.12.(최종 검색일: 2020.9.8.),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42805/EPRS_BRI(2018)642805_EN.pdf>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IA deals with monitoring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a specific chapter featuring a table of key 

indicators to be collected against each objective. Annex 8 explains the impact indicator framework 

that would be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KICs in the next SIA (IA, p. 60 and Annex 

8, pp. 118-131). ~

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견(Commission regulatory scrutiny board)

The Regulatory Scrutiny Board (RSB) issued a first, negative opinion, positive opinion on 15 February 

2019, which was followed by a on 5 April, 2019. In its positive opinion, the RSB recommended that 

the IA be further improved in several important respects. Its key criticism was that the IA did not 

sufficiently analyse stakeholder views on the different options, ~

위원회 법안과 영향분석간의 일관성(Coherence between the commission’s legislative proposals and IA)

The proposal's provisions appear to generally follow the recommendations expressed in the IA. 

결론(Conclusion)

The IA draws on ample supporting analyses, evaluation reports, supporting studies and modelling 

exercises, providing a solid base for the assessment of impacts. Nevertheless, the IA lacks clarity 

in its core chapters, namely when describing the content of the options and assessing the various 

types of impacts. The IA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was put together in some h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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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LP)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입법제안’(규정･지침･결정)하고, 유럽의회(EP)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가 공동으

로 채택함

유럽연합의 제8대 임기(8th parliamentary term), 2014~2019년 동안, 유럽의회(EP)

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401건의 법률안을 채택함

- 이는 지난 제7대(488건)에 비해 약 20% 감소한 수치임

[그림 1-2] 유럽연합(EU) 법안처리 현황(1999-2019, 회기별)

자료: European Parliament, Handbook on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 Guide to How to the European Parliament 

Co-legislates, European Union, 2019,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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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럽연합(EU) 일반입법절차(OLP) 단계별 법안처리 현황(1999-2019, 회기별)

자료: European Parliament, Handbook on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 Guide to How to the European Parliament 

Co-legislates, European Union, 2019, p.50.

2. 입법과정과 절차

 법안 제안(발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의회(EP)에 입법제안

을 하고, 유럽의회(EP)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법률 발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입

법이 완성됨3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법률안을 제출함 

유럽의회(EP)에서 제1독회를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제안을 채택하거나 수정함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가 유럽의회(EP)의 입장을 수정･변경 없이 수용할 경우, 

‘입법제안’은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중 하나의 유형으로 

채택되어 공개･발표됨 

32) 이재훈,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17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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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회 동안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가 유럽의회(EP)에서 채택된 입장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견을 채택한 후, 제2독회를 위해 이를 유럽의회(EP)에 돌려보냄

제2독회 이후 유럽의회(EP)가 다수결을 통해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의견에  

동의하면 이를 채택,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의견 거부, 

폐기, 또는 개정법률(안)을 제시함 

개정법률(안)을 제시하는 경우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3개월 내로 가중다수

결33)로 개정법률(안) 채택, 거부 시에는 조정 단계에 진입을 시도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유럽의회(EP) 및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파견 구성원)에서 공동법

률(안) 도출이 시도될 수 있고, 이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협업할 수 있으며, 공

동법률(안) 도출이 실패할 시 최종폐기하고, 성립 시 제3독회에 돌입함

6주의 기간 동안 유럽의회(EP)의 다수결,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가중

다수결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폐기함 

3. 참고사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연합체임34)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Council),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EU Commission, EC),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 5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하고 있음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연합의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의 입법제안을 심의･의결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근거

하여 규정, 지침,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함. 회원국 정부에서 파견된 장관급 

대표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회원국 정부를 대변하여 투표권을 행사함

33) 투표권자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각 투표권자마다 다르게 할당된 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임.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에서 사용하는 의사 결정 방식임

34) 이부하,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 기관의 역할 변화」, 『유럽헌법연구』, 제15호, 201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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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각 회원국 1인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한 독립성이 부

여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입법 발의권이 있음 

유럽의회(EP)는 유럽연합 기관에 대한 감독권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입법개정 권한

이 있음. 유럽연합의 입법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와 유럽의회(EP)의 합의 없

이는 통과될 수 없음

 유럽연합의 법률체계의 위계는 다음과 같음35)

규정(Regulation):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짐

지침(Directive):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 유보되어 있음

결정(Decision):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나, 특정한 회원국 또는 특정인만을 구속함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법적 구속력 없음

[그림 1-4] 유럽연합(EU) 입법 관련 기관

자료: 유럽연합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10.5.),

<https://www.europarl.europa.eu/unitedstates/en/eu-us-relations/the-eu-institutions>

3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유럽연합 법령체계”(최종 검색일: 2020.10.6.), <http://world.moleg.go.kr/web/wli/nationRe

adPage.do?ISO_NTNL_CD=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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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미국의 규제영향평가는 20세기 초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 승인시 비용편익(Benefit & Cost, 

BC)분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태동하였고, 1936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채택과정

에서 재정통제수단으로 BC분석이 법제화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음

□ 규제영향분석의 법률적 근거는 「규제유연성법(RFA)」, 「문서감축법(PRA)」, 「미지원의무지출개혁법

(UMRA)」,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인정보 영향 평가법(Privacy Impact Assessment 

(E-Government Act), PIA)」 등 개별 법률로 규율되고, 행정규칙으로 인한 규제의 경우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규제영향 분석 주요 대상은 연간 현재가치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E.0.12866), 새로운 법적 또는 정치적 이슈의 제기(E.0.12866),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치(RFA 5 U.S.C. ch.6),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NEPA 42 U.S.C. 

4321-4347) 등임

□ 규제영향평가의 실행기관은 각 소관부처이며, 해당 보고서를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주관기

관은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내 정보규제실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ion Affairs, OIRA)임

□ 규제영향분석 기본원칙을 반영한 행정명령 12866,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OMB 회보 

Circular A-4에 따르면, 규제는 명확성, 보충성, 합리성, 일관성, 유연성, 최소부담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과 이익이 모두 측정되어야 하며, 규제의 대체 형식에 대해 사전에 

식별되고 평가되어야 함

□ 규제영향분석은 단계적으로 ① 규제조치 필요성, ② 기준선(baseline)의 정의, ③ 분석 대상 기간

(timeframe) 설정 ④ 시행될 규제조치의 대안적 조치, ⑤ 대안조치의 예상되는 결과, ⑥ 비용 편익

의 정량화 ⑦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할인율 설정 ⑧ 정량화 되지 않는 비용 편익에 대한 정성평가 

⑨ 불확실성을 반영한 비용편익의 시나리오 제시의 순서로 이루어짐

□ 규제영향평가서는 사후점검(checklist) 표를 활용하여 최종 검토할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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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가. 도입배경과 연혁 

(1) 도입배경

 미국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사전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또는 행

정규칙 등의 제･개정시 사전적 평가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이 

시행되고 있음

 규제영향평가는 20세기 초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 승인시 비용편익(Benefit & Cost, 

BC)분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태동하였고, 1936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채택과정에서 재정통제수단으로 BC분석이 법제화1)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음

 한편, 1930년대에 신설된 경제 분야의 연방규제에 대해 기업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고  

아울러 1960년대 중반 미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행정부의 실질적 권한이 강해지자, 

규제로 인한 실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된다는 비판하에 규제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음

 이에 의회는 개별 법률로,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통해 규제영향분

석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연혁

 의회에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으로 BC분석을 도입하면서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이 시작되었음

1902년 ｢하천 및 항구법(River and Harbor Act)｣에서 공공사업 채택 기준으로 BC분

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36년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부터 의무화 되

었으며, 1969년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1)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 1936) 33 U.S.C. §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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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BC 분석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작성의무

가 규정되었음

1980년에 「문서감축법(Paper work Reduction Act, PRA)」에 연방 정부의 규제검토 

총괄 부서인 정보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을 

OMB산하에 설치 하도록 하였고,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평가되도록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이 마련되었음

이후 1995년 「미지원의무지출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UMRA)」을 

통해 신규 규제 제정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고려되도록 ‘대안 평가’가 의무화 되었고, 

1996년 「의회 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에서 정부규칙 제정에 대한 

의회심사 제도가 도입됨

 한편, 행정부에서는 공공사업 평가에 BC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개발하면서 통

일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음   

1974년 입법제안 또는 행정명령 제정시 BC분석이 적용되고, 인플레이션 영향평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11821호2)가 발표되었으며, 1978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주는 모든 규칙’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120443)가 발동 

되었음 

1981년 행정명령 12291을 통해 모든 정부규제에 대한 BC분석이 의무화 되었는데, 주

목할 점은 규제로 인한 편익이 ‘사회적 잠재비용’까지 고려한 규제 총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규제로서 채택되면서, OMB의 평가 검토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임4)

1993년 행정명령 128665)을 통해 12개 규제원칙이 정해졌고, 모든 정부부처에 대해 

연간 규제계획을 OMB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토록 의무화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OIRA에게 규제의 수정･폐기･시행보류를 결정할 수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음

2) E.O.11821 Inflation Impact Statement

3) E.O.12044 Improving Government Regulation

4) E.O.12291 Federal Regulation

5) E.O.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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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규제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을 설정한 OMB 회보(OMB Circular 

No. A-4)를 토대로 행정명령 13422를6) 발동해, 규제평가와 관련된 연방기관의 지침이 

마련되었음

2017년 행정명령 13771 및 137777)에서는 전부처에 일자리 제한･과다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규제 등을 폐기･교체･수정하도록 하는 규제개혁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규

제통제가 강화되었음8)

나. 법적 근거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은 행정법규에 의한 규제와 입법에 의한 규제에 대하여 이원화된 평가 

체계로 발전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행정법규의 경우 행정명령에 의해, 법률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규제영향평가의 근거를 

두고 있음 

 행정입법에 의한 규제의 경우 규제평가는 1993년 클린턴행정부의 행정명령 12866가 기준

이 되고 있으며, 2017년 발표된 행정명령 13771호에서 전부처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규제영향분석의 법률적 근거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규제유연성법

(RFA)」, 「문서감축법(PRA)」, 「미지원의무지출개혁법(UMRA)」,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인정보 영향 평가법(Privacy Impact Assessment (E-Government Act), PIA)」 등이 

있음

6) E.O.13422 Further Amendment to Executive Order 12866 on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7) E.O.13777 Enforcing the Regulatory Reform Agenda, E.O. 13771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

8) 미국백악관(최종 검색일: 2020.9.17.), <http;//www.whitehouse.gov/omb/information-regulatory-affairs/regulatory-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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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분석 대상

 행정명령에 의한 규제영향평가는 경제에 ‘중대한(significant)’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대상

으로 하며, 의회 입법에 의한 규제는 그 대상을 각 법률에서 명기하고 있음. 이를 종합한 

주요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음9)

연간 현재가치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E.0.12866)10)

새로운 법적 또는 정치적 이슈의 제기(E.0.12866)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치(RFA 5 U.S.C. ch.6)

10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PR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NEPA 42 U.S.C. 4321-4347)

주정부 등 지방정부 또는 민간 각 부문에 연간 총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의무를 발생시키

는 규제(UMRA 2 U.S.C. chs. 17and 25)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반대급부 없는 지출을 부과하는 등 연방주의와 관련이 있는 조치 

(E.O.13132)

개인의 온라인 접속정보 및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관, 배포와 관련된 규제(PIA 

Sec. 208(b))  

나. 분석 절차와 담당기관11)12)

 규제 소관기관에서 규제제정 계획을 작성하여 OMB 정보규제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ion Affairs, OIRA)에 제출하면, OIRA은 10일 이내에 해당 규제안이 ‘중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함

9) 미국 정보규제사무국(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reginfo.gov/public/reginfo/Regmap/index.jsp>

10) 연간 1억달러 미만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경우 OIRA의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받거나 대안검토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음

11) 김수미,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선진국 운영실태 및 사례」, 중소기업연구원, 2008.12., p11

12) 미국 정보규제사무국(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reginfo.gov/public/reginfo/Regmap/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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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은 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예비 규제안」 및 「예비 RIA」를 작성하여 OMB에 제출

하고, OIRA은 9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회신함

 규제 소관기관은 OIRA 의견을 반영한 「예비 규제안」 및 「예비 RIA」을 관보에 게재하고, 

60일 이상 공공 의견수렴(Public Comment) 기간을 거침

특별한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sec 553)에 따라 소관기관은 연방관보에 공고(public notice) 절차를 거쳐

야 함

관보에 게재되는 규제조치는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라는 공식 문서에 의해야 하는데, 이는 규제조치의 제정목적, 제정배경, 법적근

거, 주요 내용, 담당 기관, 기관이 고려하는 대안 등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어야 함

 의견수렴이 완료된 후 이를 반영한 「최종 규제안」 및 「최종 RIA」가  OMB에 제출되면, 

OIRA는 90일 이내 검토를 완료하여 규제기관에 회신함

규제기관은 행정절차법(APA) 규정에 따라 OIRA 의견을 반영한 최종 NPRM을 다시 관

보에 게재하고, 30일 이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규제기관은 수렴된 의견 중 ‘중요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APA) 민원에 답변

할 의무를 지님

OIRA에 송부되는 「최종 규제안」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의 

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체계자구를 조정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예비 규제안과 논리적인 

연관성(logical outgrowth)을 지닐 것이 요구됨

 규제기관은 OIRA 승인을 얻은 후 「최종 규제안」 및 「최종 RIA」를 발효 60일 이전에 양원 

및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제출하고 발효 30일 이전 

관보에 게재한 후 연방규정집(CFR)에 등록함으로써 규제로서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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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성 원칙

 행정명령 12688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 명령에 IRA의 기본철학, 

원칙, 주요 용어의정의, 적용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명령 12688에 따르면, ‘규제(‘Regulations’ or ‘Rule’)’란 법률 또는 정책을 구현

하기 위해 고안된 일반적인 행정수단으로, 행정행위의 절차, 실행을 위한 요구사항 및 

미래효과를 갖는 일체의 제약으로 정의됨

행정명령 12688에 따르면, 규제는 명확성, 보충성, 합리성, 일관성, 유연성, 최소부담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과 이익이 모두 측정 되어야 하며, 규제의 

대체 형식에 대해 사전에 식별되고 평가돼야 함13)

 규제영향분석 기본원칙을 반영한 행정명령 12866,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OMB 회

보 Circular A-414) 및 규제영향분석에서 정량분석을 강조한 행정명령 13563을 종합하여 

정리한 규제영향 분석의 작성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15)

규제영향분석서의 핵심요소로 제안된 규제조치 목적, 연방 차원의 조치 대신 특정 영역 

또는 특정 지역이 그 대상일 경우 그 이유 및 필요성 등이 설명되어야 하며, 정량화된 

비용 편익의 추계치가 제시되어야 함

라. 보고서 구성 

 RIA는 단계적으로 ① 규제조치 필요성, ② 기준선(baseline)의 정의, ③ 분석 대상 기간

(timeframe) 설정 ④ 시행될 규제조치의 대안적 조치, ⑤ 대안조치의 예상되는 결과,

⑥ 비용 편익의 정량화 ⑦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할인율 설정 ⑧ 정량화 되지 않는 비용 

편익에 대한 정성평가 ⑨ 불확실성을 반영한 비용편익의 시나리오 제시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

13) E.O.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14) 미국백악관(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omb/circulars_a004_a-4/>

15) 미국 정보규제실(최종 검색일: 2020.9.27.), OIRA,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Primer」,

(https://www.reginfo.gov/public/jsp/Utilities/circular-a-4_regulatory-impact-analysis-a-prim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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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방법 및 기법

(1) 분석방법

 규제조치 필요성: 정보비대칭･불공정 관행･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교정, 개인의 자유 또는 

평등의 증진 등과 같이 규제조치의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규제기관, 해당 

기관의 재량의 범위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기준선의 정의: 규제영향평가에서 규제가 없을 경우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을 기준선

(Baseline) 으로서 정의해야 함

 분석 대상 기간설정: 일몰규정이 없는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위해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Timeframe) 을 임의로 설정하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야 함

예컨대 규제로 인해 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자본의 수명이 타임프레임이 될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한 ‘중요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전 기간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시행될 규제조치의 대안적 조치: 해당 규제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를 고려해야 

함. 대안은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일 것을 요구함

이는 행정 당국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음

대안을 모색할 때 ①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지향적 자율규제 ② 진입단계 규제보다 

결과발생 단계에서의 규제 ③ 의무사항보다 기본 규칙을 규정하는 규제 ④ 일률적인 규

제보다 사업의 규모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한 차등 규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대안적 조치로 예상되는 결과: 대안적 규제조치가 선정되면, 이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실

시하여야 함. 이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용, 정량화는 가능하지만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용, 정량화하기 어려운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비용 편익의 정량화: 모든 규제는 해당 조치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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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대기오염 배출 규제의 편익은 오염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기사망자 수, 수질환경 

규제는 호수의 산성화 수치 감소분 등으로 정량화가 가능함

이외에 규제로 인한 민간 및 공공부문 비용절감분, 소비자 또는 생산자 잉여나 비용 등

을 상정할 수 있음

직접적인 비용편익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지불의사접근법(Willing To Pay, WTP) 또는 

수락의향접근법(Willing To Accept, WTA) 등으로 측정해야함  

 할인율 설정: 미래 발생 가능한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 현재가치화하여야 함

할인율 설정은 개인적 할인율 및 사회적 할인율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권장함

 정량화 되지 않는 비용 편익에 대한 정성평가: 개인정보보호, 행복 추구, 인간 존엄성 신장 

등 수익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한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용 편익을 

순위화 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2) 분석기법

 규제영향평가에서 분석기법은 정량 분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할

인율의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불확실성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분석 후 체크리스

트를 통한 점검을 권고함 

(가) 비용과 편익의 측정

 규제 조치로 인한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측정방법으로 지불의사접근법(Willing to 

Pay, WTP) 또는 수락의향접근법(Willing to Accept, WTA)을 사용하도록 함

즉, 개인이 현재의 상태(baseline)가 지속되는 것과 규제조치가 시행되는 상태 사이에 

무차별(indifferent) 하다고 느낄 만큼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이나 비용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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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함

 WTP 또는 WTA와 같이 개인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RPM)을 사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야함

 환경보전이나 문화시설 등과 같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RPM 추정이 어려운 경우 규제조

치로 수익 또는 침익적 처분을 받는 관계인들로부터 (비)사용가치접근법(Use-Value/Non 

Use-Value)을 통해 비용편익을 추정해야함

 한편, 비용편익 측정시 다음 사항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민간의 규제순응비용 및 규제조치로 인한 이득

정부부문의 규제순응비용 및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이득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감소 또는 증가분

일, 여가 또는 여행 등에서 시간의 절약(낭비) 또는 소비로 인한 비용과 편익

 마지막으로 규제영향평가에서 비용편익 측정은 ‘삶의 질 변화’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차별화된 수명이 아닌 ‘통계적 수명(Value of Statistial Life Years, VSL)’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규제영향분석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명의 가치(Use of VSL)는 5백만 달러에서 9백만 달

러로 제시하고 있음

 상기의 방법으로도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규제

조치로 인한 모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또는 규제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손익분기점 분석

(Breakeven Analysis, BA), 규제 조치가 발생하는 주요 결과를 비교하는 비용 효율성

분석(Cost Effective Analysis, CEA)을 활용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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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인율의 설정

 규제영향평가에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PV) 측정시 할인율은 개인적 

할인율(private discount rate)과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개인적 할인율(PR)은 30년간 연평균 이자율인 3% 내외로, 사회적 할인율(SR)은 세전 개인 

평균 자본 수익률의 추정치(estimate of the average before-tax of return to private 

capital)인 7% 내외로 설정함으로써, 현재가치가 과대(또는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함

 특이 비용과 편익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규제조치의 경우, 할인율 설정시 세대 중립

성 원칙(principal of intergenerational neutrality)을 유념하여 세대 간 윤리적인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다) 불확실성 분석(Uncertainty Analysis) 

 규제영향평가에서 산정하는 비용과 편익은 사후 분석이 아닌 예측분석으로 이는 필연적으

로 불확실성을 내포함. 이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할 것을 권고함

(3) 사후 점검

 규제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후점검(checklist) 표를 활용하여 최종 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IA에 규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RIA에 규제 조치가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설명되고 있는가? 

• RIA가 적절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는가?

• RIA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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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세계은행(최종 검색일: 2020.9.7.), <rulmaiking.worldbank.org/en/ria-document>

• RIA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명확하며 완전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RIA에 사용된 데이터, 소스 및 분석기법은 인터넷에 공개되는가? 

• RIA는 규제 조치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정량화하고 있는가?

• RIA가 예상 비용을 정량화하고 있는가? 

• RIA는 비용과 편익의 측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 RIA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RIA는 다른 규제 조항의 이점과 비용을 별도로 평가하는가?

  - RIA는 덜 엄격한 대안과 더 엄격한 대안을 하나 이상 평가하는가?

  - RI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 사항 설정을 고려하는가?

• 법령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제시된 규제안이 다른 대안보다 가장 높은 순편익 (잠재적･경

제적･환경적･공중보건 및 안전･분배적･형평성 포함)을 보이는가?

• RIA에 제시된 규제안이 잠재적 대안보다 바람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RIA는 비용편익에 대해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는가?

• RIA에 적절한 불확실성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가?

• RIA에 분배 영향 및 형평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 RIA는 비용이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가?

  - RIA는 취약 계층(장애인 또는 빈곤층등)에 대한 관련 효과를 분석하는가?

• 분석에 정량화되지 않은 비용편익에 대해 명확한 설명 또는 우선순위가 제시되어 있는가?

• 분석에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양적/질적) 알기쉽고 명확한 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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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사례

제목: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and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규제조치 : Occupational Exposure to Crystalline Silica 

소관 부처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Labor 

작성연도 : 2013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중략-

  OSHA has endeavor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MB’s Circular A-4 (OMB, 2003), a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ory agencies preparing economic analyse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This rule has been reviewed by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i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s required by Executive Order 12866.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Economic and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is to: 

∙ Identify the establishments and industries potentially affected by the proposed rule; 

∙ Estimate current exposures and the technologically feasible methods of controlling these 

exposures; 

∙ Estimat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employers coming into compliance with the rule in terms 

of the reduction in fatal cases of lung cancer, fatal cases of nonmalignant respiratory disease, 

fatal cases of end-stage renal disease, and cases of silicosis morbidity; 

∙ Evaluate the costs and economic impacts that establishments in the regulated community will 

incur to achieve compliance with the proposed rule;  

∙ Asses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ule for affected industries;  

∙ Evaluate the principal regulatory alternatives to the proposed rule that OSHA has considered; 

and 

∙ Estimate the impacts of the final rule on small entities as defined by the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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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최종 검색일: 2020.9.7.), <http://www.osha.gov/silica/Silica_PDF.pdf>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as amended in 1996) 

-중략-

Chapter II:  Assessing the Need for Regulation 

Chapter III:  Profile of Affected Industries 

Chapter IV:  Technological Feasibility 

Chapter V:  Costs of Compliance 

Chapter VI: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nd Regulatory Flexibility Determination 

Chapter VII:  Benefits and Net Benefits 

Chapter VIII:  Regulatory Alternatives 

Chapter IX: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Chapter X:  Environmental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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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엄격한 삼권분립에 의해 정부는 입법 권한이 없고 의회만 법안제출

권을 가짐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115대 의회에서 총 13,556건의 법률안의 발의되었고, 

이 중 3%인 443건만이 최종 가결됨16)

[표 2] 미국 법안처리 현황(2009-2019, 회기별)

임기
의원안

(가결/제출)

115th

Jan 3, 2017 ~ Jan 3, 2019

3%

(443/13,556)

114th

Jan 6, 2015 ~ Jan 3, 2017

3%

(329/12,063)

113th

Jan 3, 2013 ~ Jan 2, 2015

2%

(296/10,637)

112th

Jan 5, 2011 ~ Jan 3, 2013

2%

(284/12,299)

111th

Jan 6, 2009 ~ Dec 22, 2010

3%

(385/13,675)

자료: 미 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statistics>

16) 미 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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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과 절차

[그림 2] 미국 입법절차

Ⓐ 상원의원 발의 Ⓑ 하원의원 발의

↓ ↓

상원 제출 하원 제출

↓ ↓

위원회 심의

(공청회･축조심사)

위원회 심의

(공청회･축조심사)

↓

의결

- 양원 의결내용 동일: Ⓓ단계로- - 

양원 의결내용 상이 : Ⓒ단계로

↓

본회의 의결 → ← 본회의 의결

↓ ↓

통과시 하원송부

(Ⓑ단계 시작)
↓

통과시 상원송부

(Ⓐ단계 시작)

Ⓒ 상하원 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

↓

상하원 승인

(resolving differences Vote)

↓

Ⓓ 대통령 서명

(signs or vetoes)

↓

공포

(Printed)

 미국에서 법률안 제출은 의회 전속권한으로 상･하원의원 각각 법안제출권이 있음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축조심사 등

을 통해 법안을 심의･의결함

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각 원의 본회의를 거쳐 의결하고, 상원에서 의결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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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으로, 하원에서 의결된 법안은 상원으로 각각 제출됨

양원에서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데, 이때 해당 법안

이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된 경우는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의결된 법안의 내용

이 상이한 경우 상하양원협의회에 회부되어 조정･승인을 거친 후 대통령에게 송부됨

 의회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되나,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법안은 의회로 이송됨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한 경우 거부권을 우회하거

나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됨17)

3. 참고사항

 미국의 입법과정 중 특이한 점은 법안의 통과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인데, 이는 하원의 짧은 

임기(2년)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의 복잡함에 기인함

법안 제출과 심사 절차가 상하 양원으로 분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원에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함. 이로 인해 법안에 대한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많은 법안이 계류됨

각 원에서 의결된 법안이라도, 상하 양원 동일법안(companion bill)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상하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의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대부분의 법안이 사장 되는 바,18) 최후 가결되어 공포된 2~3%의 법안은 대부분 동

일 법안에 해당함

 한편, 미국은 연방의회 법제실(Office of Legislative Counsel)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를 담당함

17) 권태웅,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 법제처, 2007.11., pp.66~71

18) 전진영,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현안보고서』 제56호, 국회입법조사처, 2009, pp.1~4



48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상임위에서의 공식심사 과정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아니하

며, 일본과 같이 의원이나 위원회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 법제지원기구에서 실

시하고 있음19)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양원 전체회의, 상하원 협의회 등의 단계별 법안심사과정에서 법

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임 

19) 전진영,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12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49

�제2장� 미국

[참고] 행정명령 제12866호

Executive Order 12866 of September 30, 1993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The American people deserve a regulatory system that works for them, not against them: a 

regulatory system that protects and improves their health, safety, environment, and well-being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y without imposing unacceptable or unreasonable 

costs on society; regulatory policies that recognize that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markets 

are the best engine for economic growth; regulatory approaches that respect the role of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and regulations that are effective, consistent, sensible, and 

understandable. We do not have such a regulatory system today. With this Executive order, 

the Federal Government begins a program to reform and make more efficient the regulatory 

process. The objectives of this Executive order are to enhance planning and coordination with 

respect to both new and existing regulations; to reaffirm the primacy of Federal agencies in 

the regulatory decision-making process; to restore the integrity and legitimacy of regulatory 

review and oversight; and to make the process more accessible and open to the public. In 

pursuing these objectives, the regulatory process shall be conducted so as to meet applicable 

statutory requirements and with due regard to the discretion that has been entrusted to the 

Federal agencies.

Accordingly,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 1. Statement of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중략-

Sec. 2. Organization. -중략-

Sec. 3. Definitions. -중략-

Sec. 4. Planning Mechanism. -중략-

Sec. 5. Existing Regulations. -중략-

Sec. 6. Centralized Review of Regulations. -중략-

Sec. 7. Resolution of Conflicts. -중략-

Sec. 8. Publication. -중략-

Sec. 9. Agency Authority. -중략-

Sec. 10. Judicial Review. -중략-

Sec. 11. Revocations. -중략-

출처: p.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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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998년 블레어(Tony Blair) 정부는 입법과정 등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주요 규제안들에 대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하였으며, 2007년 규제영향평가는 영

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전면 개편함

   ○ 규제영향평가가 규제만을 분석했다면, 영향평가는 정책결정자가 규제 이외에도 정책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게 하고,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관리하도록 함

     - 즉, 영향평가는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가 고려한 대안

(option)들이 무엇이고, 어느 안이 선호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비용과 편익은 얼마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임

□ 영국의 영향평가는 법률안 종류 및 규제의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상위법률(Acts 등), 하위법령

(Statutory Instruments) 등이 그 평가의 대상임

   ○ 영향평가는 정부제출법률안(government bill)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법률안(private members‘ 

bill)에 대해서도 실시됨

   ○ 법률 등이 신설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강화되거나 폐지될 때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비입법적(non-legislative) 조치에 따른 규제도 평가의 대상이 됨

□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대안선택, 제안 협의, 최종 제안, 법률 제정, 평가 등 6단계로 실시됨

   ○ 작성된 영향평가서는 최종 제안 단계에서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의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영향평가서를 수정하여 다시 의

회로 송부하여야 함 

□ 영향평가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 담당자들이 수행하며,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 또한 해

당 법률을 주관하는 부처가 실질적으로 수행함

   ○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각 부처가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준

칙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 추정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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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가. 도입배경과 연혁1)

 영국은 1980년 후반부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

1970년대 영국 공공부문의 특징은 과도한 복지, 과중한 정부규제 그리고 비대하고 비효

율적 공기업 운영이었음2)

- 당시 영국 정부의 과도한 정부규제와 반시장적 정책으로, 1970년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영국의 경제자유평점은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54개국 가운데 33위였음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혁, 노

사관계, 공기업, 민영화,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 등을 추진함

- 당시 대처 정부는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방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규제대안을 선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함

 대처(Magaret Thather) 정부는 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규제가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TI)내에 규제완화팀

(Deregulation Unit)을 설치함

규제완화팀은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수적인 규제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이 시기의 영향분석은 규제의 행정비용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규제의 편익은 고려하

1) OECD･Korea Development Institute,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2017

2) 김영세, 「영국 대처(Thatcher)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의」, 『유럽연구』, 25권 3호, 한국유럽학회, 2007. pp.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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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 즉, 새로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분

석이었음

DTI에 설치된 규제완화팀은 1996년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로 이전되었으며, 영

향분석의 초점이 기업의 부담 경감에서 새로운 규제의 영향평가로 변화됨

 이후 1998년 블레어 정부는 입법과정 등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주요 규제안들에 대

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함

기업, 자선단체, 제3섹터(voluntary sector)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새로운 

법, 규제, 정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규제의 경제적･사회적･환

경적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게 됨

블레어 정부는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니라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라

는 용어를 사용함

- 이는 본래 규제는 사회공동체의 이익 증가를 목표로 하는 만큼, 규제영향평가는 규제

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는 유지하고 나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한 정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3)

- 즉, 무조건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가 아니라 도입하려는 규제가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당시 발간된 보고서는 좋은 규제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함4)

- 비례성(Proportionality):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입되어야 하며, 규제에 의하여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취해야 함

- 책임성(Accountability): 규제당국은 각종 규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함

- 일관성(Consistency): 규제당국의 규제는 규정과 기준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공

3) 이제희,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12, pp.269~292. 재인용

4)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gulation-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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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야 함

- 투명성(Transparency): 규제를 시행하는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규제대상자 친화적

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개방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대상성(Targeting): 규제는 발생된 문제점에만 집중되어야 하며, 규제로 인한 부정적

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함

 2007년 영국 정부는 규제영향평가를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전면 개편함5)

당시 규제영향평가는 대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데이터 등

이 누락되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제시된 논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분석의 질적 개선 및 분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영향평가로 전면 

개정함

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자가 규제 이외에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

을 모색하고,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 규제축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영향평가는 입법의 

영향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영향평가는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가 고려한 

대안(option)들이 무엇이고, 어느 안이 선호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비용과 편익의 정도가 얼마인

지에 대해 분석함

나. 법적 근거

 영국의 영향평가제도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은 없음6)

다만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2001년 규제개혁법(The Regulatory Reform Act 2001)」

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The Legislative and 

5) 장민선,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6) 김준 외,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국회입법조사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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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Reform Act 2006)」에 근거하여 새롭게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라

는 명칭 하에 포괄적인 제도로 시행됨7)

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은 지침서를 통해 규정됨

2. 주요 내용

가. 분석 대상

 영국에서 영향평가는 법률안 종류 및 규제의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상위법률(Acts 등), 하위

법령(Statutory Instruments) 등이 그 평가의 대상임8)9)

영향평가는 정부제출법률안(government bill)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법률안(private 

members’ bill)에 대해서도 실시됨10)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실질적으로 수행함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시민사회 조직 및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영향평가가 요구됨

- 법률 등이 신설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강화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영향평가를 실시

해야 하며, 비입법적(non-legislative) 조치에 따른 규제도 평가의 대상이 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영향평가에서 제외됨11)

조세, 관세, 부담금 또는 기타 요금 등을 부과･폐지･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

조달

7) 장민선,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tter Regulation Framework : Interim guidance』, March 2020, 

p.6

9) 영국 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20.8.25.), <https://www.legislation.gov.uk/understanding-legislation#Associateddocuments

publishedwithlegislation>

10)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2017

11)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tter Regulation Framework : Interim guidance』, March 202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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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의한, 또는 공공기관을 위한 보조금, 재정지원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유효한 신규 조치나 조치의 수정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에 관련된 조치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나. 분석 절차와 담당기관

(1) 분석 절차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대안선택, 제안 협의, 최종 제안, 법률 제정, 평가 등 6단계로 실시됨12)

정책개발 단계(Development stage)는 규제의 목적을 확인, 즉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가 제출될 필요는 없음

대안선택 단계(Options stage)는 정부의 각 소관부처가 규제정책을 개발하면서 여러 

대안들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대안들에 대한 기초적인 비용편

익 분석을 실시함

제안협의 단계(Consultation stage)는 대안 및 비용편익 분석을 구체화하는 단계임. 여러 대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함

최종제안 단계(final stage)는 이해관계자와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가 최종 협의하는 단계로 정부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후

는 집행평가 계획을 제시하고, 최종 영향평가서를 발간함. 최종제안 단계에서 정부제출

법률안 또는 정부가 지지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의 영향평가서가 발간되어야 함

법률제정 단계(Enactment stage)는 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단계임. 

최종 법률안이나 법령 또는 규제관련 법규범에 맞춰 기존에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수정함

평가 단계(Review stage)는 집행된 정책의 실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규제 시행 

3~5년 이후에 집행 후 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가 시행되는 단계임. 집

행 후 평가를 통해 집행 목적이나 집행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그 필요

12)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2017.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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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영향평가를 실시함

 작성된 영향평가서는 최종제안 단계에서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들이 법안을 심

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의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영향평가서를 수정하여 

다시 의회로 송부하여야 함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의 경우 영향평가가 최종 제안 단계에서 1번, 법

률 제정 단계에서 7번 시행됨13)

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각 단계별･연도별 영향평

가서는 [표 3-1]과 같음

구분 정책개발 제안협의 최종제안 법률제정 사후평가 합계

2008년 42 316 5 363

2009년 89 266 3 1 359

2010년 　 91 364 35 　 490

2011년 　 116 525 22 　 663

2012년 96 362 20 1 479

2013년 56 353 13 3 425

2014년 6 386 2 394

2015년 319 1 320

2016년 1 235 1 237

2017년 161 9 170

2018년 184 184

2019년 164 164

2020년 52 52

합계 1 496 3,687 111 5 4,300

주: 2020년은 9월 기준임

자료: 영국 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20.9.7.), <https://www.legislation.gov.uk/ukia>

[표 3-1] 영국 영향평가서 현황(2008-2020)

13) 영국 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20.9.7.), <https://www.legislation.gov.uk/u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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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기관

 영향평가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관련 기관으로는 규제

개선국, 규제개선팀 및 규제정책위원회 등이 있음14)15)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은 전 부처에 걸쳐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

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통합지침을 작성함

BRE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소속 기관임

주요 역할은 규제개선정책과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규제 개선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

는 것이며, 규제개선국장은 총리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함

- BRE는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모든 정부부처에서 나오는 영향평가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Impact Assessment Library를 운영하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

점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

각 정부부처 및 규제 기관들이 신설 규제안을 제시하면 BRE가 이를 검토하지만, 규제안

을 직접 반대할 권한은 없음

 규제개선팀(Better Regulation Unit, BRU)은 각 부처의 규제 관련 업무 및 영향평가를 지

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설치된 조직임

BRU는 해당 부처의 영향평가 절차를 감독하며, 지침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

고, 각 부처와 BRE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각 부처가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지침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 추정을 

검증함

14)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tter Regulation Framework: Interim guidance』, March 2020

15) 최유성･이동탁･김주찬･이영범,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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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는 정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규제･탈규제 제안들을 심사(scrutiny)

함. 심사는 해당 법률안이 내각에서 검토되기 직전단계에 이루어지며, 영향평가서가 

RPC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내각에 제출될 수 없음 

RPC는 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대안의 적절성, 비용 편익분석의 타

당성, 기업영향평가, 정량분석의 타당성, 규제완화대상여부, 위험성, 불확실성, 정성분

석의 타당성, 사후평가 등을 검토하여, 규제의 정당성 확보 및 품질을 제고함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RPC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함16)

- 규제가 정답이라는 가정을 버릴 것

- 가능한 대안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

- 비용과 편익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를 제시할 것

- 비금전적 영향도 철저하게 평가할 것

-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할 것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RRC)는 정부의 규제정책 및 

규제원칙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규제 관련 부처의 주요 장관들로 구성된 RRC는 원칙적으로 RPC가 목적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영향평가서만 검토하며, 규제안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다. 보고서 구성

 영향평가서는 크게 요약서(Summary)와 증거자료((Evidence Base)로 구분됨

 요약서는 개요, 정책개입 및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 대안별 분석(analysis & 

evidence)으로 구성됨

16) OECD･Korea Development Institute,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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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에는 영향평가서 제목, 영향평가서 번호, RPC 참조번호, 소관 부처 또는 기관, 기타 

관련 부처 또는 기관, 발간일, 영향평가 단계, 개입의 범위, 조치의 유형, 담당자 연락처,  

RPC 의견이 기재됨 

- 개입의 범위는 국내와 국제로 구분됨

- 정책 수단의 유형은 1차 입법(primary legislation/act),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statutory instrument) 비입법(non-legislative) 등으로 구분됨

- RPC의 심사의견은 Red(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Amber(목적에 부합. 다만 일부가 협

의단계에서 수정되어야 함), Green(목적에 부합함)으로 구분됨

정책개입 및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은 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경제

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된 다양한 대안 및 선호된 대안을 설명함

- 정책개입 및 대안은 규제로 인한 비용을 제시하고, 고려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정책 목표와 의도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규제대안을 포함

하여 어떤 정책대안이 고려되었는지, 선호하는 안에 대한 근거자료, 추후평가 유무 등

을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석 및 증거(analysis&evidence)에서는 여러 대안 중 선호하는 대안에 대해 정책의 

모든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총경제적 영향평가(Full Economics 

Assessment)의 결과를 제시함

- 순편익과 총비용의 최소값, 최대값, 최적추정치를 제시함

- 또한 주요 영향 그룹별 금전화(monetised)/비금전화(non-monetised) 된 비용과 편

익, 주요 가정, 민감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기술됨

 증거자료(Evidence Base)는 요약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계산식임

고려되고 있는 문제와 정부개입에 대한 정당성, 분석수준에 대한 근거 및 증거, 고려된 

대안 설명, 정책의 목표, 각 대안에 대한 금전화/비금전화된 비용과 편익, 기업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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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간접적 비용과 편익, 선호된 대안의 광범위한 영향, 리스크와 가정, 감독 및 

집행 후 평가계획 등이 기술됨

이 과정에서 해당 대안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 여부가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해야 함

목차 주요 내용

요약서

개요
영향평가서 제목, 영향평가서 번호, RPC 참조번호, 소관 부처 또는 기관, 기타 관련 부처 또는 

기관, 발간일, 영향평가 단계, 개입의 범위, 조치의 유형, 담당자 연락처,  RPC 의견

정책

개입 및 대안

규제로 인한 비용

고려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최대 7줄)

정책 목표와 의도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최대 7줄)

규제대안을 포함하여 어떤 정책대안이 고려되었는가? 선호하는 안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최대 10줄)

이 정책은 추후에 평가될 것인가? 평가일 제시 

대안별 분석

순편익과 총비용의 최소값, 최대값, 최적추정치

주요 영향 그룹별 금전화(monetised)/비금전화(non – monetised)된 비용과 편익 / 주요가정, 

민감도, 리스크(각각 최대 5줄) 

증거자료

고려중인 문제와 정부개입에 대한 정당성, 분석수준에 대한 근거 및 증거, 고려된 대안 설명, 

정책의 목표, 각 대안에 대한 금전화/비금전화된 비용과 편익,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비용 및 편익, 주요 가정에 대한 민간성과 위험성, 감독 및 집행 후 평가계획 등이 기술됨

[표 3-2] 영국 영향평가서 주요 내용

영국 정부는 영향평가서 양식(impact assessment template)을 제공하고 있으며, 템

플릿에는 영향평가서에 담겨야 하는 주요 평가 내용과 분량 등이 담겨 있음17)

 영향평가에는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에 따라 규제가 불평등, 차별, 학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프라이버

시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도 포함될 수 있음18)

17) impact assessment template(최종 검색일: 2020.8.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act-assessmen

t-template-for-government-policies>

18)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2017.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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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방법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돕기 위해 『The Green 

Book: Central Government Guidance on Appraisal and Evaluation』을 발간하고 분

석지침을 제시함19)

Green Book은 비용편익분석을 포함,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함

- 영향평가에서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Green Book에서 제시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

양한 정책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됨20)

비용편익분석의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평가단계부터 민감도 분석까지 총 9

단계에 걸쳐 수행됨

- 9단계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도입의 목적, 규제대안의 탐색, 규제비용편익 항목 

식별, 규제효과의 금전화, 불확실성을 고려한 추정값의 조정, 순비용 현재가치의 산

출, 국내 경제전반의 파급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 등임

3. 보고서 사례21)

 IHS(Immigration Health Surcharge)는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

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의료보험료임

무료로 운영되는 영국의 의료시스템(NHS)의 부족한 예산 지원을 위해 2015년 「The 

Immigration(Health Charge) Order 2015」에 따라 도입됨

19) HM Treasury, 『The Green Book: Central Government Guidance on Appraisal and Evaluation』, 2017

20) KDI･RPC,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자료집」, 2019.2.18

21) 영국 법령정보센터(최종 검색일: 2020.9.7.), <https://www.legislation.gov.uk/u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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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보수당은 총선의 공약 중 하나로 IHS 인상안을 내세웠고, 다시 집권함에 

따라 내무부(Home Office)는 2020년 10월 1일부터 IHS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IHS 

인상에 대한 영향분석서를 소개함

제목 :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갱신 2020

영향분석 번호 : HO0367

RPC 참조번호 : 해당없음

주관부처 :The Home Office

기타 관련부처: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입법영향평가서(IA)

일자 : 2020.3.12.

단계 : 최종

정책개입의 범위 : 국내

정책수단의 유형: Secondary legislation

문의 : Border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Policy, Home Office

Summary: Intervention and Options RPC 의견 : 적정

규제로 인한 비용(2016년도 가격)

Total Net Present 

Value

Business Net

Present Value

Net cost to business per

year (EANDCB in 2014 prices)

One-In,

Three-Out

Business Impact 

Target Status

£1,163m -1,364.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무엇이 고려되고 있는 문제점인가?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IHS(Immigration Health Surcharge)는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비-유럽경제지역(non-European Economic 

Area) 국민이 영국의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가입하기 이전에 내야하는 의료보험료로 2015

년에 도입됨. 정부는 NHS 예산확보를 위해 1년에 1인당 £400에서 £624(학생의 경우 £300에서 £47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함. IHS 인상은 법률 시행 이후 비자신청부터 적용됨

정책 목표와 의도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IHS 인상의 목적은 NHS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임

규제대안을 포함하여 어떤 정책대안이 고려되었나? 선호하는 대안을 정당화해 보라(증거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옵션 0: IHS 현재 수준 유지

옵션 1: IHS 인상

옵션 1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호하는 대안임

이 정책은 추후 평가될 것인가?  평가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평가일을 제시할 것 :  2025년

정책실행이 EU의 최소요구사항을 넘어서는가? 해당사항 없음

이 정책수단이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 없음

이 정책수단이 국제 무역 및 투자의무를 준수하는가?
이 정책수단이 WTO 협약, 자유무역협정 및 영국의 투자조약과 관련이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조직의 규모별 영향 여부
영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영향받음 영향받음 영향받음 영향받음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CO2 배출량 변화는 얼마인가?

(단위 : 백만 톤)

무역분야 비무역분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는 영향평가 보고서를 읽었으며, 이 보고서가 선호되는 대안의 비용, 편익 및 영향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에 만족합니다.

담당부처 장관 : Kevin Fostert            Date :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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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alysis & Evidence                                                       Policy Option 1

설명: 전면 시행, IHS 인상

총 경제적 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

Price Base 

Year 2019/

2020

PV

Base Year 

2020/2021

Time Period yr 

5개년

순편익의 현재가치(단위 : £m)

최소 : 1,001 최대 : 1,327 최적 추정치 : 1,163

비용
(단위 : £m)

총 일시적 비용
(경상가격)

연평균 비용
(일시적 비용제외), (경상가격)

총 비용
(현재가치)

최소 0 0 0

최대 0 112 506

최적 추정치 0 55 251

주요 영향 그룹별 금전화된 주요 비용

IHS 인상으로 인한 5년 간 직접비용은 £251m임

1) 교육 분야: 학비소득 하락, £106m

2) 영국 재정: 입국자 감소로 인한 세금 감소,  £124m

3) IHS 감소: 신청자 감소로 인한 IHS 세입 감소, £12m

4) 내무부: 신청자 감소로 인한 비자 수수료 감소, £9m

주요 영향그룹별 비 금전화된 비용

이 영향분석서가 제공한 금전화된 비용은 정부에 누적된 지출을 포함하고 있음. 기업에 대한 간접비용을 고려하였지만, 

금전화하지 않았음

편익 

(단위 : £m)

총 일시적 편익 연평균 편익 총 편익

연간 (경상가격) (일시적 비용제외) (경상가격) (현재가치)

최소 0 290 1,327

최대 0 330 1,507

최적 추정치 0 309 1,414

‘주요 영향을 받는 그룹’의 주요 금전화된 편익

직접적인 편익: IHS가 £1,414m이 증가함

1) IHS 수익: 영국 내에 계속 체류하거나 이주할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 (표준 루트: £1,255m, 프리미엄 루트: £73m)

2) 영국 재정: 공공서비스 부문 지출 감소:  £85m

3) 내무부: 비자신청처리비용 감소: £2m

‘주요 영향을 받는 그룹’의 기타 주요 비 금전화된 편익

영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감소는 사회적 결속과 주택 및 교통 혼잡의 감소 등 다양한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IHS는 

NHS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졌으며, IHS의 수익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NHS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 재투자될 예정임

주요가정/민감도/위험성 분석(할인율 : 3.5% 가정)

이 분석은 이주민으로부터의 재정수익(소득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민의 의료비용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함. 국가재정

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세 및 간접세 세수를 바탕으로 추정됨. 

기업평가(옵션1)

기업에 대한 영향(연간) £m Business Impact Target £m

비용 : 편익 : 순비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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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영국의 법률안은 공공정책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법률안(public 

bill), 특정 개인･단체 등에 관한 사법률안(private bill), 양자의 규정이 혼재된 혼합법률안

(hybrid bill)이 있음22)

일반적으로 공법률안은 제목과 취지가 의원에게 통지되고 의사일정표에 게재되면 제출

되었다고 간주됨. 사법률안은 공법률안과 달리 등록된 의회대리인이 제출함

 공법률안(public bill)은 정부제출법률안(Government bill)과 의원발의법률안(Private 

Members’bill)으로 구분됨

공법률은 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는데, 의원 1인으로도 발의가 가능하며, 정부제출법률

안은 형식상 장관이 의원으로서 제출함

정부제출법률안(Government bill)은 집권당이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구체화하거

나 매 회기가 개시될 때 정부의 안건을 열거하는 Queen’s speech에서 정부의 아젠다

로 제시되었던 내용을 포함함

- 집권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부제출 법률안은 타 법

안에 우선됨

의원발의법률안(Private Members’bill)은 개별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임

- 의원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거나, 관련 이익단체의 제안 또는 정부의 제안에 따라 

법안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마련됨

- 의원발의법률안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회기 중에 1독회의 기회를 얻는 것조

차 어려움23)

22) 이상윤･홍성민,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2』, 한국법제연구원, 2017

23) 서성아, 『의원입법 영향평가 비교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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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회에 발의된 전체 법률안 중 의원발의법률안의 비중은 매우 높으나, 실제 통과되는 

비율은 10% 미만임24)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정부제출법률안이 의원발의법률안에 비해 중요하게 취

급되고 우선시 됨

회기

통과 통과 못함 합계 통과 비율(%)

정부

제출

의원

발의

정부

제출

의원

발의

정부

제출

의원

발의

정부

제출

의원

발의

2017-2019년 51 14 9 306 60 320 85.0 4.4

2016-2017년 24 8 3 109 27 117 88.9 6.8

2015-2016년 23 6 3 112 26 118 88.5 5.1

2014-2015년 26 10 0 126 26 136 100.0 7.4

2013-2014년 25 5 6 144 31 149 80.6 3.4

2012-2013년 28 10 6 93 34 103 82.4 9.7

2010-2012년 42 7 4 224 46 231 91.3 3.0

계 219 60 31 1,114 250 1,174 - -

자료: 영국 의회 웹사이트, 각 회기별 sessional return(최종 검색일: 2020.9.4.),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

cations/commons/sessional-return> 

[표 3-3] 영국 의회 법안처리 현황(2010-2019, 회기별)  

2. 입법과정과 절차25)26)27)

 제출된 법률안은 3독회제를 거침. 공법률안은 상원 또는 하원에 먼저 제출될 수도 있지만,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원을 모두 통과하여야 하며, 양원의 절차는 동일함28)

제1독회(first reading)를 통하여 법률안이 상원이나 하원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나, 이 

24) 의원 개인은 원하는 대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의회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개인 의원들이 낸 법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5) 이상윤･홍성민,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2』, 한국법제연구원

26) Cabinet Office, 『Guide to Making Legislation』, 2017. p.128

27) 홍완식,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법제처, 2012

28)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 발의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제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발의되며, 재정관련 

법률안의 경우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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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형식적 단계로 법안의 짧은 명칭(short title)만 낭독됨

제2독회(second reading)에서는 의원들이 처음으로 우려사항이나 수정을 요한다고 생

각되는 부분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반대가 있는 경우에 표결이 진행됨

위원회 단계(committee stage)는 축조심사(line by line examination)29)가 이루어지

는 단계로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짐

- 하원은 16~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에서 축

조심사를 하게 됨. 상원은 법안위원회가 따로 없고 필요한 경우 상원 전체에서 이 단

계의 심사가 이루어짐

보고 단계(report stage)에서는 법률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단계로, 본회의에서 수정

안을 심사하게 됨. 이 단계에서는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제고하고 결정하

게 되며, 추가 수정안이 제안되기도 함

제3독회(third reading)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법률안의 최종검토단계임

 법률안이 양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여왕의 승인(Royal Assent)을 받음으로써 형

식적으로 공포됨

모든 절차를 마친 법률안은 즉시 시행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 또는 장관의 개시명령이 

있은 후에 시행되는데 대체로 여왕의 승인을 받은 법률안은 2개월이 경과된 후에 개시됨

단 계 내 용 비고

제1독회 법률안의 공식적 제출 -

제2독회 법률안의 일반원칙 토론 -

위원회 단계 법률안의 축조심사 법안 위원회(bill committee)

보고 단계 위원회의 수정안 고려 추가 법안 수정 가능 -

제3독회 법률안의 최종검토 -

[표 3-4] 영국 의회 입법절차

29) 상원의 경우 이 단계에서 clause-by-clause examination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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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독일

개 요

□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은 ‘법률품질 개선’, ‘규범밀도 축소’, ‘자원운용 최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은 1980년대 쉬파이어 행정대학(Hochschule für Verwaltungswissens 

chaften Speyer)의 연구프로젝트를 계기로 도입되었음

□ 입법영향분석이 규범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0년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이 개정･시행되면서 부터임. 이후 연방내

무성의 「입법영향분석 실무지침서(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발간을 통해 입

법영향분석은 보다 체계화되었음

   ○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법률안을 계획하는 경우 이 지침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은 ‘사전입법영향분석(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pGFA)’, 

‘병행입법영향분석(beglei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GFA)’, 사후입법영향분석

(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 rGFA)’의 3단계로 분류됨

□ 사전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는 입법계획 수립, 법률초안(Referentenentwurf) 구상 및 작성 등이 

이루어지며, 정부안은 물론 의원안도 분석대상이 됨

   ○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인 정부안 중 상원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의원안으로 우회 제출한

다는 점에서 의원안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관련 부처와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 산하 행정비용 감

독기구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완성됨

□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분으로는 비용편익분석(Kosten-Nutzen Analyse)과 

비용효과분석(Kosten-Wirksamkeit Analyse), 편익가치분석(Nutzwert-Analyse)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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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가. 도입배경과 연혁 

 독일에서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은 법률만능주의에 따른 국가

규제의 급증, 시민과 경제 분야의 자율성 위축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

즉, 국가의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하여 경제와 사회의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가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고안되었음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은 다음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법률품질 개선(Verbesserung der Qualität von Gesetzen)

둘째, 규범밀도 축소(Verringerung der Regelungsdichte)

셋째, 자원운용 최소화(Sparsamer Umgang mit Ressourcen)

 입법영향분석은 1980년대 쉬파이어 행정대학(Hochschule für Verwaltungswissenscha

ften Speyer)의 연구프로젝트에 의해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 법률계획의 예상 비용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2000년 입법영향분석 실무지침서의 발간으로 사전과 병행, 사후의 단계별 입법영향이 구체

화되었고, 1984년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는 법률의 단순화와 과도한 규제의 축

소를 위해 새로운 법률안을 심사할 때 법규의 불가피성, 효율성, 타당성 등에 관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였음

 1990년대 이후 법적 방법 및 기술, 협의절차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고, 그러한 취지에서 

법령의 통일적 형태에 관한 권고 및 지침이 제정되는 등 법령심사의 제도화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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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2월 1일 「현대적 국가 - 현대적 행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

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이에 기반하여 2000년 9월 1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

desministerien, GGO」이 개정･시행되었음

 2001년 연방내무성(Bundeministerium der Inneren)1)은 「입법영향분석 실무지침서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를 발간하였고,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법률안

을 계획하는 경우 이 지침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나. 법적 근거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는 2000년 개정된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 제43조 및 제44조에 근거함2)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 제43조는 입법영향분석의 근거에 해당하는 ‘법률안의 목표

설정 및 불가피성’을 비롯하여 ‘사실적 근거’, ‘해결가능성’, ‘효력부여의 확정’, ‘법률 및 

행정의 간소화 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내무성이라는 명칭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연방내무･건설･지역사회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로 

변경되었음

2) Die Bundesregierung,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최종 검색일: 2020.9.3.), <https://www.verw

altung-innovativ.de/SharedDocs/Publikationen/Artikel/20111005_ggo.html?nn=4631084>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

제42조 (연방정부 법률안의 구조)

제1항: 법률제출문은 법문 초안(법률안), 법률안의 이유(입법이유), 부록33)과 같이 서두에 위치하는 개관(표지)

으로 구성된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제45조제2항) 법률제출문에 첨부한

다. 연방정부의 의견도 동일하다. 

제43조 (입법이유)

제1항: 입법이유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한다.

제1호: 법률안 및 개별 규정의 목표설정과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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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 제44조는 ‘법률의 재정적 영향과 근거’, ‘공공재정 수지에 대

한 영향’, ‘주(州) 및 자치단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 ‘경제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관료비용(Bürokratiekosten)5) 산출’, ‘법률안 제출 이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보고서 [부록] 참조 

4) 독일 「기본법」 제72조제3항은 ‘연방과 다른 주의 법률 제정 권한 영역’을, 제84조제1항제3문은 ‘연방법과 다른 주(州)의 행정기관 및 

행정절차 관련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6개월)’을 내용으로 함

5) 관료비용은 기업에 법률안의 정보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말함. 관료비용은 관료비용지표(BKI)에 따라 

연방통계청이 작성하고 연방정부가 매년 분기별로 발표함.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해당 법률안이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GGO)」에 따라 관료비용 측정을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 있는지 심사함

제2호: 법안이 근거하는 사실 및 인식적 출처

제3호: 다른 해법의 존재가능성, 사인(私人)의 (과제)완수 가능성, 거부 시 사유  

제4호: 보고의무, 기타 행정적 의무 또는 승인유보가 그에 상응하는 국가 감독 및 승인절차로 도입되거나 확대

될 수 있는지 여부, 수범자의 법적 자기의무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

제5호: 입법영향(제44조)

제6호: 효력부여의 확정 근거, 법률의 시효 설정 가능성

제7호: 법률 및 행정의 간소화 여부, 무엇보다 현행 규정의 간소화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지 여부

제8호: 유럽연합 법률과의 관련성 및 합치성

제9호: 유럽연합의 지침 또는 기타 법률행위 실행 시 그 기준을 넘어 제정될 수 있는 규정의 범위

제10호: 독일이 체결한 국제조약과의 합치 여부   

제11호: 현행 법적 상황의 변화

제12호: 법안의 효력 발생 시 기본법 제72조 제3항 또는 제84조 제1항 제3문이 특수성의 근거가 되는지 여

부, 경우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4)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 제44조 (법률의 결과)

제1항: 법률의 결과는 법률의 주요한 영향을 말한다. 그것은 의도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포함한다. 

예상되는 법적 결과는 소관 연방부처와 협의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재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계산 또는 추정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의 효과가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하는지, 특히 그것이 어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기재되어야 한다. 

연방내무성은 법적 영향의 파악을 위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2항: 공공재정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향은 예상되는 집행 관련 영향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재무부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그에 관한 일반적 기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재정에 부가되

는 수입과 지출은 각각의 다년 재정계획기간으로 분류된다. 다년 재정계획에서 추가 지출 또는 소득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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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분석 대상 

 사전 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는 행정부 소관부서의 입법계획 수립에 따라 작성되는 법률초

안(Referentenentwurf)이 분석대상이 됨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인 정부안 중 상원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의원안으로 우회 

제출한다는 점에서 의원안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병행 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는 정부 소관부서의 법률초안에 대한 비용분석, 법체계와 형식 

심사 등이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짐

고려했는지 여부와 균형을 찾는 방법을 명시해야한다. 필요 시 소요 예산의 액수는 연방재무성의 협조를 얻어  

산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산하여야 한다. 재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입법

이유(Begründung)를 기입해야 한다. 

제3항: 각 주와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영향이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법안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부터 적시에 지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제4항: 연방부처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민, 경제, 행정에 대한 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기재해야 한다. 

제5항: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연방경제･기술부와 협의하여 경제적 비용,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그리고 개별 가격 및 가격수준에 

대한 법률의 영향

2.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와 협의하여 법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법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방부처는 관련 전문가그룹과 협회, 특히 중소경제 및 소비자의 정보를 획득

해야 한다. 

제6항: 제45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참여자가 예상하는 추가적 영향은 요구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7항: 법률안에 대한 이유서에서 담당 연방부처는 심사하였는지 또 어떤 기간에 심사하였는지, 그리고 의도한 

효과가 달성되었는지, 발생한 비용이 결과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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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입법영향분석단계에서 법률안은 관련부처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서 조율 및 심의

를 거쳐 법률로 완성됨

 사후입법영향분석은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 중인 법률을 대상으로 효과, 실효성 등의 제반 

평가가 이루어짐

나. 분석 절차와 담당기관

(1) 분석 절차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은 ‘사전입법영향분석(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p

GFA)’, ‘병행입법영향분석(begleitende Gesetzesfolgenabschätzung, bGFA)’, 사후입법

영향분석(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 rGFA)’의 3단계로 분류됨6)

pGFA은 입법단계 이전의 분석유형으로서, 장래의 입법대안을 개발하고 그 입법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제 관련 정책의 채택이나 

실시의 가부를 검토하거나 복수의 규제대안 중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활용됨

- 이 단계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규율의 범위, 입법대안의 가능성, 입법 후 예상 결과, 

최적의 입법대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음

bGFA은 입법절차7)의 단계에서 특정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형식에 부합하는지

를 심사･검토하는데 활용됨

- 이 단계에서는 법규의 준수 및 집행 가능성, 효율성 증대 효과, 비용 절감효과, 법규의 

간소화, 모순 및 흠결의 수정 등이 논의됨

rGFA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관련 법령이 실제로 입법자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

는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측정하는 단계로서 해당 규제법령의 개정. 폐지, 유지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됨

- 이 단계에서는 법령 실시에 따른 정책적 목적의 실현 가능성 평가가 핵심이며. 법령 

6) Die Bundesregierung, 「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 Leitfaden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최종 검색일: 2020.

9.3.), <https://www.bmfsfj.de/blob/84362/f92734d9f57ce4c18d63320de68f45aa/moderner-staat-gesetzesfolgen-data.pdf> 

7) 독일의회의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첨부] 참조



78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실시 이후 개정 필요성의 고려요인에 대한 논의도 가능함

 사전, 병행, 사후의 3단계 모듈방식은 각각 구상(Konzeptionsphase), 실행(Durchführungsphase), 

평가(Bewertungsphase)의 절차를 따름 

[표 4-1] 독일 입법영향분석 유형

시점 핵심질의 예상결과

pGFA
규제 계획 및 규제 필요성의 개괄

적 심사 단계

- 어떤 규제대안이 목표달성을 

보장하는데 최선인가?

- 어떤 규제효과가 어디서, 누구

를 위해, 언제 예상되는가?

최상의 규제대안 선택

(경우에 따라 무규제 가능)

bGFA
발의단계 및 발의안 또는 선택된 

부분에 대한 심사

- 계획된 규범이 수범자과 규제

영역에 적합한가? 

- 규제영역과 관련하여 부담과 

이익이 이상적인가? 

법안 및 법안 일부의 승인, 개정, 

개선

rGFA
법규의 적용경험이 있으면,  효력 

발생 후 일정 시간 경과된 시점

- 규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 개정이 고려되는가?

- 가치 증명(목표 달성, 수용)

- 필요한 변경

자료: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Leitfaden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최종 검색일: 

2020.9.15.), <https://dopus.uni-speyer.de/frontdoor/deliver/index/docId/456/file/FB-234.pdf> 

(2) 담당 기관

 2005년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은 연정협약서(Koalitionsvertrag)에 법

률에 수반되는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8)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델

(Standard-Kosten Modell)9)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2007년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 소속 행정비용 감독기구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

는 행정부담 측정을 시작하였음

 2011년 3월 22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제1조제3항의 개정으로 이행비용 심사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8) 법령준수로 인해 개인, 기업, 행정 등의 수범자(Adressat)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부담 및 시간부담을 말함(「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2조제1항 참조)

9) 표준비용모델은 국민, 기업 행정에 발생하는 비용인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산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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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에 포함되었음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1조(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 제3항: “위원회는 무엇보다 

시민과 경제 그리고 공공행정에 미치는 새로운 규정의 이행비용을 추적가능성과 방법론

적 적절성의 측면에서 심사한다. 또한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타 비용의 기재내

용을 심사한다.”

다. 보고서 구성 

 독일은 법률영향평가의 3단계(사전, 병행, 사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음

[표 4-2] 독일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작성절차와 지침 

단계 세부절차 작성지침

사전입법영

향분석
구상

1. 규제영역 분석

2. 규제대안 전개

3. 규제시나리오 전개

□ 분석절차

- 문제분석, 목표분석, 체계분석

제안된 규제목표를 달성하는데 규제를 신설･강화

하는 것보다 무규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규제대안이 있는지 우선 검토･기술함

□ 보조수단

- 독창적 기술, 참고문헌 평가, 전문가 인터뷰

4. 적합한 수단 선정

□ 질적 절차와 수단

- 조직화된 전문가 및 수범자와의 토론, 편익가치

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 양적 절차와 수단

- 델파이조사, 기타 표준화된 조사

델파이기법은 토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왜

곡된 의사전달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규제의 구상단계에서는 정책델파이기법이 적용되는

데, i)규제이슈의 구체화, ii)질문지 설계, iii)1차 질문

지 결과분석, iv)후속 질문지 개발, v)회의소집, vi)최

종보고서 작성 등의 단계로 구분됨  

□ 체계화된 절차와 수단

- 결과지향적 체계분석

- 컴퓨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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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절차 작성지침

실행단계

5. 전문가 및 수범자와의 워크샵

□ 선택항목: 전문가

- 다학제성, 다른 영역, 다른 차원

□ 선택항목: 수범자

- 직접적 관련자, 기타

6. 규제대안의 수정 및 심사

□ 규제대안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작성에 대

한 점검사항

- 무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비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은 없는가?

7. 규제수단의 적용에 의한 각 규제대

안의 결과사정(필요시 규제대안 시

나리오의 배경)

□ 심사항목

- 목표달성, 비용효과 관계

- 부작용, 다른 영역과의 부합성

평가단계
8. 최적의 규제대안의 추천을 포함한 판정, 선별 및 문서화

9. 정책적 관점에서 규제대안의 선택: 다음 평가단계로의 진행여부 결정

병행입법영

향분석
구상단계

심사항목의 설정

□ 심사항목

- 목표달성 가능성

- 실제성

- 배분효과(규제의 결과비용 포함)

- 이해가능성

- 상호작용

- 규제의 수용가능성

- 기타

□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규제기준과 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기술하였는가?

-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 제시된 존속기한이 타당성이 있는가?

2. 규제형태에 따른 후속중요성 선택

3. 심사항목에 따른 적합한 테스트절차

와 심사수단의 분류 및 선택

□ 심사항목별 적합한 테스트절차

- 실제성 → 도상연습(圖上練習)

- 목표달성

- 배분효과 → 비용결과분석/비용편익 분석, 

성과흐름분석

- 상호작용, 수용가능성 → 상호의존성 분석, 교차

분석 

-이해가능성 → 이해가능성 심사, 일관성 심사

- 수용가능성 → 수용연구

4. 심사수단 및 테스트과정의 구상과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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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절차 작성지침

실행단계 5. 수범자에 대한 테스트 실행 및 심사수단의 적용

평가단계
6. 결과의 판정, 선정 및 문서화

7. 개정, 보완, 확정(필요시 규제초안의 수정)

사후입법영

향분석

구상단계

1. 심사항목의 확정

□ 심사항목

- 목표달성 가능성

- 비용

- 비용･편익･효과

- 수용도

- 실제성

- 부수효과

- 기타

□ 점검사항

- 의도된 규제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규제수용에서 저항이 없었는가?

- 규제목표와 관련된 개별처분이 내용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었는가?

- 관련된 개별처분이 규제의 효과모델에 기초하는가?

2. 평가범위의 확정

3. 비교요소의 선택

□ 비교요소

- 존재･당위

- 사전･사후

- 사후분석

- 사례연구

4. 심사항목의 전개

5. 자료조사의 항목선택, 자료조사과정의 구상과 조직화

6. 판정절차의 확정

실행단계 7. 자료조사의 실행

- 지속적 보고

- 실제연구

- 전문가/수범자 워크샵

- 관련자료

평가단계

8. 조사자료의 관점

9. 규제법령의 품질에 대한 비교･평가

10. 평가의 문서화 및 추천

자료: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pp.57-62.



82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라. 분석방법 및 기법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은 입법 및 정책실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편익

을 계량화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대표적인 분석기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Kosten-Nutzen Analyse)과 비용효과분석

(Kosten-Wirksamkeit Analyse), 편익가치분석(Nutzwert-Analyse) 등이 있음

비용편익분석은 투입비용과 산출이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임

비용효과분석은 상이한 행동양태들의 상대적 비용과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임  

편익가치분석은 다수의 대안입법의 효용성을 비교･평가하는 분석기법임

3. 보고서 사례 

 최근 연방하원에 제출된 정부발의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 사례는 이하와 같음10)

2020년 8월 19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오프라인 약국 강화에 관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Vor-Ort-Apotheken)」은 입법영향(Gesetzesfolgen)을 6개

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음 

- ① 법률 및 행정 간소화(Rechts- und Verwaltungsvereinfachung), ② 지속가능성측면

(Nachhaltigkeitsaspekte)11), ③ 이행비용을 제외한 예산지출(Haushaltsausgaben 

ohne Erfüllungsaufwand), ④ 시민, 경제, 행정에 대한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 

⑤ 기타 비용(Weitere Kosten), ⑥ 기타 입법영향(Weitere Gesetzesfolgen) 

10)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n und Plenarprotokolle des Bundestages」 - aktuelle Dokumente(최종 검색일: 2020.9.1

4.), <https://pdok.bundestag.de/index.php?start=auto>

11) ‘지속가능성 측면’은 의도하지 않은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평가로서, 법률안의 영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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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법률안(2020.8.19.)]

독일연방하원  의안번호(19/21732) 제19대 2020.8.19.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연방정부 법률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Vor-Ort-Apotheken (오프라인 약국의 강화에 관한 법률안)

--------------------------------------------------

Vorblatt(표지)

A. Problem und Ziel(문제와 목적)

Mit dem Gesetzentwurf soll die flächendeckende Arzneimittelversorgung der Bevölkerung durch 

Vor-Ort-Apotheken gestärkt werden. Insbesondere durch die Einführung und Vergütung 

zusätzlicher pharmazeutischer Dienstleistungen sollen die Vor-Ort-Apotheken gezielt gefördert 

werden und in ihrer wichtigen Funktion für die qualifizierte Arzneimittelversorgung der 

Patientinnen und Patienten gestärkt werden. Auf diese Weise soll die pharmazeutische 

Kompetenz der Apothekerinnen und Apotheker den Patientinnen und Patienten noch besser 

zugutekommen.. (...)

(이 법률안은 오프라인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광범위한 의약품 공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추가적

인 제약 서비스의 도입과 보상을 통해 오프라인 약국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격하게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약사의 제약능력이 환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Gesetzestext(법문) 

(...)

-------------------------------------------------

Begründung(입법이유)

(...)

IV Gesetzesfolgen(입법영향) 

1. Rechts- und Verwaltungsvereinfachung(법률 및 행정의 간소화)

2. Nachhaltigkeitsaspekte (지속가능성)

3. Haushaltsausgaben ohne Erfüllungsaufwand(이행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출)

4. Erfüllungsaufwand(이행비용)

 a) Bürgerinnen und Bürger(시민)

 b) Wirtschaft(경제)

 c) Verwaltung(행정)

5. Weitere Kosten(기타 비용)

6. Weitere Gesetzesfolgen(기타 입법영향)

(...)

출처: Deutscher Bundestag,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Vor-Ort-Apotheken(최종 검색일: 2020.9.3.), 

<http://dipbt.bundestag.de/doc/btd/19/217/19217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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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연방하원의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이 제출한 「코로

나19 파산(신청)중지법 개정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COVI

D-19-Insolvenzaussetzungsgesetzes」은 연방정부 제출 법률안과 같이 입법영향(Ges

etzesfolgen)의 세부 항목을 입법이유(Begründung)에서 적시하고 있음

[연방하원 법률안(2020.9.15.)]

독일연방하원  의안번호(19/22496) 제19대 2020.9.15. 

Gesetzentwurf der Fraktionen der CDU/CSU und SPD  (연방하원 법률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COVID-19-Insolvenzaussetzungsgesetzes 

(코로나19 파산신청중지법 개정법률안)

--------------------------------------------------

Vorblatt(표지)

A. Problem und Ziel (문제와 목적)

Die COVID-19-Pandemie ist noch nicht überwunden und viele Unternehmen sind aufgrund der 

Pandemie insolvenzgefährdet. Um Unternehmen auch weiterhin die Möglichkeit zu geben, sich 

unter Inanspruchnahme staatlicher Hilfsangebote und im Rahmen außergerichtlicher 

Verhandlungen zu sanieren und zu finanzieren, soll die Insolvenzantragspflicht weiterhin 

ausgesetzt werden können. Die weitere Aussetzung soll nur für Unternehmen gelten, die 

pandemiebedingt überschuldet, aber nicht zahlungsunfähig sind.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음. 기업에게도 국가지

원책 사용으로 법정 외 협상 틀 안에서 스스로 회복하고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신청의무를 계속

해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 다만 추가적인 중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지만 지불불능상태

는 아닌 기업에 해당됨

----------------------------------------------

Gesetzestext(법문) 

(...)

-------------------------------------------------

Begründung(입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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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utscher Bundestag,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COVID-19-Insolvenzaussetzungsgesetzes

(최종 검색일: 2020.9.3.), <http://dipbt.bundestag.de/doc/btd/19/221/1922178.pdf>

IV Gesetzesfolgen(입법영향) 

1. Rechts- und Verwaltungsvereinfachung(법률 및 행정의 간소화)

2. Nachhaltigkeitsaspekte (지속가능성)

3. Haushaltsausgaben ohne Erfüllungsaufwand(이행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출)

4. Erfüllungsaufwand(이행비용)

5. Weitere Kosten(기타 비용)

6. Weitere Gesetzesfolgen(기타 입법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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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하원에 제출되기 전에 상원을 거쳐야 하지만, 하원의원 제출안

은 상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법안(eilbedürftige Gesetzentwü

rfe)’에 대해서는 의원 또는 정당주도의 발의가 이루어짐12)

 제16대 의회(2005-209)부터 현 제19대 의회(2017-2021)에 제출된 입법발의안의 발의

주체별 발의건수 대비 가결건수를 보면 정부안이 상원안은 물론 의원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12) Parlament, Weg der Gesetzgebung(최종 검색일: 2020.9.15.),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gesetzgeb

ung_neu/gesetzgebung/weg-255468> 

[표 4-3] 독일 법안처리 현황(2005-2021, 회기별)

의원발의 정부발의 상원발의

발의건수 가결건수(%) 발의건수 가결건수(%) 발의건수 가결건수(%)

제16대

(2005-2009)
264 89(33.7) 537 488(90.9) 104 19(18.3)

제17대

(2009-2013)
278 88(31.7) 484 433(89.5) 82 17(20.7)

제18대

(2013-2017)
148 52(35.1) 526 488(92.8) 57 10(17.5)

제19대

(2017-2021.9.2.)
220 55(25.0) 280 219(78.2) 52 4(7.7)

자료: Deutscher Bundestag. Statistik der Gesetzgebung 16. - 19. Wahlperiode(최종 검색일: 2020.9.16.) 

<https://www.bundestag.de/parlamentsdok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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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과 절차

 「연방내무･건설･지역사회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의 소관부처는 정부안 및 의원안에 대해 발의 후 체계자구 심사 및 타 법률과의 합치성 검토

를 실시함

「연방내무･건설･지역사회부」 소속 Ⅴ국은 헌법 및 공법, 행정법 관련 법안의 성안 및 

연방정부와 개별 정부부처의 모든 발의안의 행정형식, 기본법(헌법)과 합치여부 등을 검

토함13) 

연방정부 법률안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소속 IV국에서 법체계와 형식, 논리 그리

고 기본법, 유럽연합법, 국제법과의 합치성, 현행 법률과의 충돌가능성 등이 심사대상이 

됨14)

연방정부의 법률제출문(Gesetzesvorlage)은 표지(Vorblatt), 법문(Gesetzestext), 입

법이유(Begründung)로 구성되는데,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는 표지와 입법이유에 기재됨

 의원발의안의 경우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시 및 형식 검토 등의 준비는 주무 장관의 승인 

하에 연방정부의 소관부처가 지원함.15) 의원발의안에는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간략한 입

법이유서(kurze Begründung)’가 법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함.16)

13)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Unsere Abteilungen und ihre Aufgaben」(최종 검색일: 2020.9.15.), 

<https://www.bmi.bund.de/DE/ministerium/das-bmi/abteilungen-und-aufgaben/abteilungen-und-aufgaben-node.html> 

14)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Abteilung Öffentliches Recht」(최종 검색일: 2020.9.15.), <https:/

/www.bmjv.de/DE/Ministerium/Abteilungen/OeffentlichesRecht/OeffentlichesRecht_node.html;jsessionid=DE2D2C975

6B93144D56E4D9C7655C15F.2_cid289> 

15)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 제56조제3항

16) 연방하원의사규칙 제76조제2항(최종 검색일: 2020.9.15.),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rechtsgrundlagen/

go_btg/go08-2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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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독일 입법절차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정부

◦법률안은 연방정부와 연방상･하원이 연방하원에 제출함

◦정부안은 하원에 제출되기 전 상원이 의견표명

◦정부 소관부서에서 입법계획 수립, 법률초안

(Referentenentwurf) 구상 및 작성의 사전 입법평가

분석이 실시됨

⇓ ⇓ ⇓

연방하원 1･2･3차 독회

◦법률안은 3차례의 독회(Lesung)를 거침. 제1독회는 법

률안 제출자의 제안취지 설명 및 교섭단체의 의견이 개

진됨. 제2독회는 상임위원회 심의단계로서 구체적 사안

에 대한 검토 및 수정안이 추가됨. 법률안 심의는 제2독

회에서 종결되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제3독회가 개회됨

◦비용분석, 법체계와 형식 심사 등의 병행적 입법평가단계

를 거친 후 소관부처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서 심의･확

정됨

⇓

연방상원
 

◦연방상원의 동의 후 법안은 연방정부로 이송되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양원협의회(중재위원회) 개최

⇓

중재위원회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연방하원은 중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함

연방하원

⇓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하원에 이송된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쳐 

연방정부로 이송됨  

연방정부

⇓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이 서명하여 연방법률 관보에 공포함. 연방

법률관보가 발행된 후 12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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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연방정부간공동업무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법률제출문 표지(Vorblatt)

[표지는 2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

A. 문제와 목적

B. 해법

C. 대안

D. 시행비용을 제외한 정부재정지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각각 구분]

E. 시행비용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연방정부의 규제계획에서 이행비용의 산정 및 기재에 관한 지침이 

중요함]

 E.1 시민에 대한 이행비용

 E.2 경제에 대한 이행비용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중 정보의무에 따른 관료비용

 E.3 행정적 이행비용

[연방, 주 구분 (지방자치단체 포함)]

F. 추가비용

[특히 경제와 사회보장시스템, 개별물가와 물가수준, 특히 소비자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프랑스

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2. 주요 내용

3. 보고서 사례

*참고자료

[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6788-4562, hahy21@nars.go.kr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02-6788-4529, shimsungeun@nars.go.kr

제5장

프랑스

17)하혜영* ･ 심성은**



94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제5장 프랑스

개 요

□ 프랑스 영향연구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임

   ○ 프랑스는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개정시 정부제출법안(projets de loi)에 

대한 영향연구(étude d'impact)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조직법률 제정시 영향연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

   ○ 프랑스 영향연구는 정부안의 과잉을 억제하고, 의회의 심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됨

□ 프랑스에서 입법 영향연구의 경우 해당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부처에서 작성하고, 독립기관인 국사원

(Conseil d’État)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함께 보고서의 형태로 첨부하고 있음

   ○ 프랑스 영향연구는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영향연구의 초안은 법령안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법령안을 제안할 때에는 

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야 함. 영향연구의 내용은 법령안의 준비와 변경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보안･변경될 수 있음

   ○ 법률안의 최종 영향연구 보고서는 법률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고, 하원 및 상원의 의회문서로 

영향연구 보고서의 공개가 결정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정부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법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법안이 입법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법률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사원과 의회에 제출되는 영향연구 보고서는 헌법과 조직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단계의 사전 분석을 거쳐야 함

   ○ 제1단계 ‘진단’(diagnostic), 제2단계 ‘추구된 목적’(objectifs poursuivis), 제3단계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options possibles et les motifs du  recours à une 

nouvelle législation), 제4단계 ‘새로운 규정의 예상 가능한 영향’(incidences prévisibles 

du dispositif), 제5단계 ‘자문활동’(consultations menées), 제6단계 ‘개혁의 실행’(mise 

en œuvre de la réforme) 분석이 있음

□ 프랑스 영향연구 보고서의 목차 및 구성은 해당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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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가. 도입배경과 연혁

 프랑스의 경우 양질의 규범이 국가경쟁력을 담보한다는 1990년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의 지적과 더불어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는 법률의 양적 성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영향

연구 제도가 도입됨

1990년대부터 OECD에서는 규범 특히 법률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옴. 양질의 규

범이 경쟁력을 담보한다고 여긴 OECD에서는 개별 국가의 정부에게 법 규정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 분석 및 조사 등을 권고하였고, 이 같은 권고는 유럽연합(EU)과 더불어 프

랑스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프랑스의 법령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약 30%가 증

가하였고, 1990년 이후에 30%가 증가하는 등 법령의 양적 증가가 지속됨. 그러나 이러

한 법령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측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옴1)

이에 따라 프랑스는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입법에 대한 영향연구를 실

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프랑스 영향연구 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1995년에 총리 훈령(circulaire)2)을 통해서 제

도화되기 시작했으나 실효성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3)

1995년 11월 21일 총리 훈령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률안에 

대하여 영향연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됨

1998년 1월 26일 총리 훈령에서 프랑스의 입법영향연구가 정식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윤계형･한동훈,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4: 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13, pp.17~18

2) 훈령(circulaire)은 상급기관이 그 권한 하에 있는 직원에게 발하는 훈령으로 법률과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행동지침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발해지며 국민들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박균성,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2007)

3) 김용기･한동훈,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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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26일 총리 훈령에서는 영향연구를 활성화기 위한 개선 조치가 있었음. 당

시 입법 영향연구의 대상에 대한 조정과 평가의 수행에 있어서 국무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의 역할을 규정함

 그러나 프랑스는 입법의 영향연구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총리 훈령보다 상위

의 규범인 법률로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2008년에 있었던 헌법 개정에서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영향연구 제도를 도입하

고, 2009년 「헌법 제34-1, 제39조,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

(이하 조직법률)」’4) 제정시 영향연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

2008년 7월 23일 개정 헌법에서 영향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08년 헌법 개정시 ① 집행권의 통제, ② 의회권한의 강화, ③ 새로운 기본권의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큰 폭의 헌법 개정을 시행했는데, 당시 영향연구와 관련하여 헌법 제39

조를 개정함

헌법 개정에 따라 2009년 4월 15일에 개정된 조직법률에서 영향연구의 법적 근거, 절

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향연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5)

 결국, 프랑스 영향연구(étude d'impact)의 목적은 첫째, 법안의 질 향상을 통해 상･하원 

의원의 개입이 필요한 지를 확인, 둘째, 상･하원에 대한 정부 제출법안의 개혁 범위 고지, 

셋째,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도구 제공임6)

 프랑스의 영향연구 대상은 정부제출법안(projets de loi)이고, 의원발의법안(propositions 

de loi)은 영향연구 대상이 아님7)

4) 법률 명칭은 「Loi organique n° 2009-403 du 15 avril 2009 relative a l'application des articles 34-1, 39 et 44 de la Constitution)」임

5) 프랑스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 오르도낭스(법률명령),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중에서 조직법률(loi organique)은 헌법규정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상 공권력기관의 조직, 권한 등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함(윤계형･한동훈,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비교제도론 4: 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Mode d’emploi: Comment renseigner l’étude d’impact d’un projet de loi?, 2017, p.2 

7)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은 의원발의법안에는 영향연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의원발의법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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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법률의 대상은 시민의 자유 등과 관련된 민법, 국적이나 혼인관계 등, 형법

과 관련된 범죄 등 헌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항목에 합치되어야 함. 국민일반생활에 직

결된 구체 사항은 대체로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관행이 있음

참고로 프랑스 의회에서 법안의 처리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음. 프랑스 제14대 의회

(2012~2017)에서 정부제출법안의 경우 409건 중에서 339건이 가결되어 82.9%이며, 

의원발의 법안은 1,837건 중에서 110건이 가결되어 6.0%에 그침8)

이와 같이 프랑스 영향연구는 의회가 정부제출법안의 과잉을 억제하고, 의회의 심사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의회가 주도하여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

고 있음

나. 법적 근거 

 2008년 헌법 개정에 의해서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영향연구 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됨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제39조 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음

동 법 제39조 제3항에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한 정부제출법안의 제안 설명은 조직법률

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서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영향연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직법률의 

요건에 따른다는 것은 영향연구의 도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2009년 4월 15일에 개정된 조직법률에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영향연구 관련 규정이 포함됨

 현행 조직법률 제8조 등은 영향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임

동 법 제8조에는 “정부제출법안은 그 작성시부터 입법영향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

은 입법영향연구를 보고하는 문서는 정부제출법안을 국사원(Conseil d’État)에 이송할 

입법영향연구의 의무를 회피할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김용기･한동훈,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 p.11)

8) 의회 웹사이트, “Statistiques de l'activité parlementaire sous la XIVe législature”(최종 검색일: 2020.9.4.),

   <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sous-la-xive-legislature#node_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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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정부제출법안에 첨부된다. 입법영향연구를 보고하는 문서는 입법영향연구와 관계

되는 정부제출법안과 함께 법률안을 처음 제출받은 원의 사무국에 제출된다”고 규정하

고 있음

또한 동 규정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을 보고하는 문서는 정부제출법안에 의해 추구된 목적

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새로운 법 규정의 간섭 외의 가능한 선택을 조사하며, 새로운 

입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도록 함. 그리고 동 규정에서 입법영향연구를 보고하

는 문서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제시함 

동 법 제11조에서는 입법영향연구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제시하고 있음

「헌법 제34-1조, 제39조,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

제8조

정부제출법안은 그 작성시부터 영향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영향연구를 보고하는 문서는 정부제출법안을 

국사원에 이송할 때에 정부제출 법률안에 첨부된다. 영향연구를 보고하는 문서는 영향연구와 관계되는 정부제출법

안과 함께 법률안을 처음 제출받은 원의 사무국에 제출된다. 영향연구를 보고하는 문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의해 

추구된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새로운 법규정의 간섭 외의 가능한 선택을 조사하며, 새로운 입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영향연구를 보고하는 문서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 현재 발효되거나, 기초되고 있는 유럽법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관련성과 국내법질서에 대한 정부제출법안의 영향

• 정부제출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국토에 대한 법의 적용상태

• 고려된 규정의 과거의 적용방식, 폐지될 법규정, 제안된 임시적 조치  

• 헌법 제73조와 제74조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누벨칼레도니아, 남극지역 프랑스령에서 고려된 규정의 적

용조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된 변용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용면제를 증명하는 적용조건

• 채택된 계산방법을 적시함으로써 경제적･재정적･사회적･환경적 결과와 각각의 공공행정과 관계되는 법인과 개인

을 위해 고려된 규정에 기대되는 재정적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 

• 공적인 직무에 고려된 규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

• 국사원에 대한 제소 전에 행해진 자문

• 필요한 적용규범의 예상목록, 적용규범의 주요방향 및 적용규범 공포를 위한 예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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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분석 대상

 프랑스의 영향연구의 대상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임

 즉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사전에 영향연구를 해야 함

조직법률 제8조에 따르면, 정부제출법안은 영향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의원발의법안은 영향연구 대상이 아님. 의원발의법안들은 대부분 간략한 개정사항 

만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앞에 제안이유(exposé des motifs)를 첨부함

 다만, 정부법안 중에서 다음과 같은 법안들은 영향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헌법 개정안, 재정 관련 법안, 사회보장자금조달 관련 법안, 헌법 제34조 제21번째 문단

에서 규정한 프로그램 법안9) 및 위기상황을 연장하는 법안(조직법률 제11조)

헌법 제53조에 따른 국제조약 등과 관련된 법안도 영향연구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적･재정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프랑스 법질서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며, 협상의 역사, 서명과 비준의 상황 및 필요한 경우 유보조항 

또는 프랑스에 의해 표명된 해설적 성명을 제출함으로써 조약과 협정에 의해 추구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령명령(ordonnances)의 비준을 요청하는 법안에 대한 영향연구 의무도 면제되는데, 

이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조직법률 제11조 제2항 해당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것임10)

9) 프로그램 법안은 국가 활동의 목적을 정하는 프로그램 법률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법률안을 의미함

10) 헌법재판소 Décision n° 2009-579 DC du 9 avril 2009의 제21항 참조



100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나. 분석 절차와 담당기관

 프랑스에서 입법영향연구는 정부 각 부처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률안을 국사원

(Conseil d’État)11)과 의회에 제출할 때 법률안 심의의 필요성, 입법의 영향 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법률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영향연구 보고서의 초안은 법령안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 그리고 법령안

을 제안할 때에는 영향연구 보고서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영향연구의 내용은 법령안의 준비와 변경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보안되고 변경될 수 

있음

법률안의 최종 영향연구 보고서는 법률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고, 하원 및 상원의 의회

문서로 영향연구 보고서의 공개가 결정될 수 있음

법률안 이외의 법령안에 있어서는 공개수단의 한계 때문에 당연히 공개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의 공포에 최종본을 공표하는 것은 가능함

최종적인 영향연구 보고서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문서의 일부임

- 법률의 최종 영향분석 보고서는 법률안이 하원 또는 상원의 사무국에 제출된 때 이후 

의회의 결정으로 공개됨. 정부가 제출한 영향연구 보고서는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되

며, 일반 국민은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12)

 영향연구는 해당 법안을 작성하는 정부부처의 담당자가 작성함

정부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법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 

법안이 입법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법률

안에 첨부하여 제출함13)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향연구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은 국무회의에 회부될 

11)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임. 

국사원은 크게 행정부와 소송부로 나뉘는데 소송부는 대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과 명령 제정시 자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제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상윤･홍성민, 「주요국의 입법절차」,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한국법제연구원, 2017, p.17)

12) 프랑스의 대표적인 법률정보 포털인 Legifrance(http://www.legifrance.gouv.fr/)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서를 열람할 수 있음

13) 김준 외,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국회입법조사처, 2020, p.5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101

�제5장� 프랑스

수 없음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관은 국무회의 전에 법령안의 주무장관 및 내각 사무

총장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법안의 영향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의견차이가 클 경우, 총리는 반대 입장에서의 추가적

인 영향연구를 지시할 수도 있음

최고행정법원의 기능을 하는 국사원이 영향연구의 충실성에 대해 심사함

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영향연구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프랑스 영향연구는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14)

법안과 함께 제출된 영향연구 보고서에 대해 의장단회의(Conférence des présidents)15)

와 공공정책평가･통제위원회(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 CEC)16)가 검토함

- 의장단회의는 법안제출 후 10일 이내에 영향연구서가 조직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지 심사하고,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제소된 

법안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일정 등록이 유보됨

- 공공정책평가･통제위원회는 법안이 제출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하원의장의 요구에 

따라, 영향연구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위원회 및 의장단 회의에 전달함

14) 김준 외,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국회입법조사처, 2020, p.54

15) 하원의장, 하원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원장, 교섭단체의 장, 재정위원회 수석보고자, 유럽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됨

16) 하원의장,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재정위원회 수석보고자, 유럽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평가국장, 양성기회균등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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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프랑스 입법영향연구 절차

일정 영향연구 정부발의안(간략)

초안

국사원 이송

취소 

2개월 전

입법개정안에 대한 사전 견해

입법 연구 조건 명세 관련 

규정 회의

 • 계획수립

 • 기대 기여

 • 일정

조건 명세에 대한 총리실 결재

집필

부처들의 

기여

(분야별 영향)

입법연구 초안 법률 초안

  ⇣   ⇣

수정

국사원 이관

최소 

1개월 전

총리실로 이관

영향연구 계획 법률안

담당자 간 회의 부처 간 회의

법률안 제출

법률안 및 영향연구 재가

국무조정실

국사원

재독회의

법률안과 입법연구 수정본 재가 

국무회의 심의용

의회

자료: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Lignes directrices pour l'élaboration des études d'impact, 201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103

�제5장� 프랑스

다. 작성 원칙 

 프랑스 영향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조직법률 제8조)

현행 또는 기초되고 있는 유럽법과 해당 법안의 관련성과 국내 법질서에 대한 영향

고려된 규정의 과거의 적용방식, 폐지될 법규정, 제안된 임시적 조치

헌법 제73조와 제74조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누벨깔레도니아, 남극지역 프랑스

령에서 고려된 규정의 적용조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된 변용과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적용 면제를 증명하는 적용조건 

경제적･재정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공공행정 관련 법인 및 사인에게 미치는 재정적 

비용편익 분석(채택한 계산방법을 적시해야 함)

공공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해당 법안을 국사원에 제출하기 전에 행한 자문 등의 내용

 국사원과 의회에 제출되는 영향연구 보고서는 헌법과 조직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단계의 사전 평가를 거쳐야 함17)

제1단계는 진단(diagnostic) 분석으로 준거가 되는 상황과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확인

된 문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함. 즉, 진단의 단계는 현재의 법 규정의 부적합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정부가 개선하기를 원하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임

제2단계는 추구된 목적(objectifs poursuivis) 분석으로 법률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한 

목표의 정의 또는 달성목표에 대한 정의 단계임. 즉 추구하는 목적은 새로운 법규정의 

개입필요성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제3단계는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options possibles et les motifs 

du recours à une nouvelle législation) 분석으로 새로운 법규제정 이외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입법을 취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단계임 

제4단계는 새로운 규정의 예상 가능한 영향(incidences prévisibles du dispositif) 

17)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Lignes directrices pour l'élaboration des études d'imp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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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영향을 검토하는 단계임. 영향연구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물질적․구체적인 표현으로 여러 유형의 영향

에 대한 수량화가 요구됨. 해당 영향분석의 소관부처가 “채택한 계산방법”(méthode de 

calcul retenue)을 명시해야 함

제5단계는 자문활동(consultations menées) 분석으로 국사원의 심리 이전에 이루어지는 

열람의 단계로 조직법률에 따라 영향평가에 의견 수렴에 대한 목록을 첨부하기 위함임

제6단계는 개혁의 실행(mise en œuvre de la réforme) 분석으로 법률시행에 필요한 

예상 법령(décret)의 목적을 적시하는 것임

라. 보고서 구성

 영향연구 보고서의 목차 및 구성은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됨

영향연구 보고서에는 조직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6단계의 사전 평가절

차를 거치지만, 보고서의 구체적인 목차는 법률안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첫 번째 사례는 「프랑스와 알바니아 간 국방협력 합의와 프랑스와 키프로스 간 국방협

력 합의 승인 관련 법률안」 제정에 대한 영향연구 보고서(2019년)의 목차임18)

「프랑스와 알바니아 간 국방협력 합의와 프랑스와 키프로스 간 국방협력 합의 승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영향연구 보고서 

목 차 

1. 참고상황

2. 협상연혁

3. 합의목적

4. 합의실행에 대한 추정영향

5. 서명 및 비준상황

6. 발표 혹은 보류

18) République française, Etude d’impact: Projet de loi autorisant l’approbation de l’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Conseil des ministres de la République d’Albanie relatif à la coopération dans le domaine 

de la défense et de l’accord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défens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hypre, 2019, Assemblée nationale(최종 검색일: 2020.9.4.), <http://www.assemb

lee-nationale.fr/dyn/15/dossiers/alt/accord_pays_ emploi_familles_missions_offici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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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제정에 대한 영향연구 보고서(2019년)의 목차임19)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영향연구 보고서

목 차 

1. 서론

2. 제1조. 여성들과 미혼여성 출산에 대한 의학적 지원접근확대

3. 제1조. 출산연령개념 명시 

4. 제1조. 생식세포의 이중기증 금지, 8주 이전 배아와 생식세포 이중기증 간 선택 

5. 제2조. 생식세포 기증에 대한 배우자 동의 삭제

6. 제2조. 자가 생식세포 보존장려 철폐

7. 제3조. 제3자 기증과 의학지원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인식

8. 제3조. 기증으로 출생한 아동과 기증자 관련 정보관리

9. 제4조. 여성동성애자 부부의 제3기증자 간 출생자의 친자관계확인

10. 제5조. 장기기증 개선을 위한 기증자와 수혜자 간 교차장기기증 확대

     -- (중략) --

42. 제32조. 기한종료 시 생명윤리법 평가실시

마. 분석방법 및 기법

 영향연구 보고서는 “새로운 규정의 예상 가능한 영향(incidences prévisibles du 

dispositif)”을 분석해야 함. 여기서 주요한 영향으로는 경제적･행정적･재정적･사회적･환경

적 영향연구가 있음.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0)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고려해 거시경제적 관점과 기업에 대한 경제

적 부담 등의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함

- 특히 기업에 대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 투자에 대한 

영향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행정적 측면으로는 새로운 법률이 행정적 부담 경감, 증가 등의 영향을 초래하는지, 또 

새로운 행정적 절차가 신설될 확률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함

19) République française, E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bioéthique, 2019, Assemblée nationale(최종 검색일: 2020.08.31.),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2187_etude-impact>

20)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Mode d’emploi: Comment renseigner l’étude d’impact d’un projet de loi ?, 2017,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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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등 공공행정기관의 다

년간 재정계획을 고려해 영향 평가가 실시됨

-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① 대출 혹은 인력보충 등 비용과 경제적 지출이 소요되는 

조치, ② 예산의 증감, ③ 추가 지출에 대한 재정 상황 등을 들 수 있음 

- 사법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일 경우 법원의 소송 건수 증감과 이로 인한 법관과 

공무원 등의 인력 증감도 함께 측정되어야 함

사회적 측면으로는 일자리, 근로조건, 노동시장 기능 등에 대한 영향이 측정되어야 함

- 사회통합,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사회적 불평등･수입･고령층의 사회적응력 감소 등

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평가 대상 법안이 새로운 권리의 신설, 기존 권리의 더 용이한 실행, 새로운 의무사항 

부과, 새로운 비용 지원 필요,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제공 강화 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함

- 더불어 질병 확산, 위생과 관련된 위험, 행동양식 변화, 보건 관련 기관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대상이 됨

환경적 측면으로는 기후, 그리고 탄소 비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

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들은 새로운 법안의 영토, 인적･물적 이동, 기업의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 특히 기업과 소비자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 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원, ② 친

환경적인 상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 ③ 투자･대출･보험 규칙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영향, ④ 기업의 생산양식변화로 인한 오염유발, ⑤ 보건과 

생활에 대한 영향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영향연구 보고서의 작성단계에서 “자문활동(consultations menées)”이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영향연구의 수행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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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률의 요청에 따라서 수행하는 영향연구서는 국사원에 제출하기 전에 행한 자문목

록을 작성해야 하며, 자문에는 의무적 자문과 선택적 자문이 있음

의무적 자문은 자문이 행해져야 할 사항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선택적 자문

은 기여(협조) 요청, 인터넷을 포함한 포럼과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의 공개된 자문, 공개

토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3. 보고서 사례

 다음은 프랑스 영향연구 사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해당 영향연구 사례는 2019년에 작성된 「프랑스와 알바니아 간 국방협력 합의와 프랑

스와 키프로스 간 국방협력 합의 승인 관련 법률안」 제정안에 대한 영향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21)

- 해당 보고서의 작성 기관은 외무부(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임 

21)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Etude d’impact: Projet de loi autorisant l’approbation de l’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Conseil des ministres de la République d’Albanie relatif à la coopération 

dans le domaine de la défense et de l’accord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défens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

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hypre, Assemblée nationale, 2019.7.24.(최종 검색일: 2020.9.4.),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alt/accord_ pays_emploi_familles_missions_officielles>

「프랑스와 알바니아 간 국방협력 합의와 프랑스와 키프로스 간 국방협력 합의 승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영향연구 보고서 

1. 참고 상황

• 프랑스-알바니아와 프랑스-키프로스 국방협력 합의는 각기 상이한 상황에서 체결되었음

• 프랑스-알바니아 국방협력은 알바니아의 2009년 NATO 가입을 계기로 1996년 국방 관련 양자합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프랑스-키프로스 국방협력합의는 2007년 양국 간 국방협력합의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사･기술협력

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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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연혁

• 프랑스-알바니아 국방협력 합의는 2012년 프랑스가 주도하고, 2016년 알바니아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한 것으로 

2017년 알바니아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음 

• 프랑스-키프로스 국방협력 합의는 2014년 알바니아의 기존 합의 개정 요구로 시작되었음. 주요 목적은 에너지안

보, 해양안보, 조기경보 등으로의 협력분야확대와 병참기술 협력 등이며, 2017년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음  

 3. 합의 목적

• 프랑스-알바니아 국방협력 합의는 그간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협력 합의안 체결로 인해 국방과 안보개념, 

군조직과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합의 실행에 대한 추정영향

• 법적인 영향 측면에서 프랑스-알바니아 국방협력 합의는 UN(「UN 헌장 제2조와 제5l조) 및 NATO 등 국제법에 

합치되며, 프랑스-키프로스 국방협력은 UN과 EU법에 합치됨. 두 국가와의 국방협력 합의는 EU법에 합치되며, 

프랑스 국내법의 수정을 요하지 않음 

• 재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두 국방협력 합의 모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프랑스-알바니아 국방

협력 합의에는 2017년 약 5천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2018년에도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키프로스 

국방협력 합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2017년 21,664유로로 현 합의로 인해 소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인 영향 면에서 알바니아의 국방비 증액과 2009년 헬리콥터 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알바니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키프로스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면에서 키프로스에 대해 프랑스 함대 정박 등 작전 

시 협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무적으로는 알바니아와 2002년 조세회피예방과 소득세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며,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향

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키프로서와의 국방협력 합의에는 세무 관련 영향이 야기될 만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음

5. 서명 및 비준 상황

• 프랑스-알바니아 국방협력 합의는 2017년 양국의 외무부장관의 조인이 완료되었으며, 프랑스-키프로스 국방협력 

합의는 2018년 국방부장관의 조인이 실행되었음 

6. 발표 혹은 보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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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프랑스 제14대 의회(2012~2017)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409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837건으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약 81.7%를 차지함. 그러나 법률안의 가결률을 

보면 정부안이 의원안보다 매우 높음

제14대 의회에서 정부안의 경우 409건 중에서 339건이 가결되어 82.9%이며, 의원안

은 1,837건 중에서 110건이 가결되어 6.0%에 그침22) 

[표 5] 프랑스 법안처리 현황(2012-2017)

구 분 정부안 의원안

제출건 409건 1,837건

가결건 339건 110건

가결률 82.9% 6.0%

자료 : 프랑스 의회(Assemblée nationale) <http://www.assemblee-nationale.fr>

2. 입법과정과 절차

 프랑스에서 일반 법률안23)의 제출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가 갖고 있음

프랑스 헌법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은 정부 수반인 총리와 양원의 의회의원 모두에

게 있음. 법률안은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이 있음. 그리고 재정 법률안(Loi de 

finances)은 정부에서만 제출할 수 있음

22) 프랑스 의회 웹사이트 ‘Statistiques de l'activité parlementaire sous la XIVe législature’ 항목 참조(최종 검색일: 2020.9.4.),

    <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sous-la-xive-legislature#node_42603>

23) 일반법률이란 우리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인데, 프랑스는 의회에서 법률로 의결하는 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법률 외에 헌법법률, 

조직법률, 재정법률, 사회보장기금법률이 있으며, 각 법률마다 입법과정은 차이가 있음(이상윤･홍성민, 「주요국의 입법절차」,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한국법제연구원, 201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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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정을 보면, 법률안의 의회 제출 및 접수 → 의회 양원 심사 및 의결 → 대통령 공포 

순임24)

정부안의 제출권은 총리에게 있는 반면,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그리고 각 의회 소

위에서의 심의 및 양원 간 수정안 교환을 거쳐 법률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함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음

 그러나 정부안과 의원안의 발의 전 단계는 차이가 있음

 정부안은 ① 법안 작성, ② 관계부처 협의, ③ 국사원의 의견청취, ④ 국무회의 ⑤ 법안의 

의회제출 및 접수, ⑥ 의회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침25)

법안 발의를 위해서 관련 부처에서 법안을 작성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이나 평가를 거쳐

서 법안의 초안을 완성함. 초안의 첫 부분에는 법안 마련의 근거가 되는 이유서를 작성

하여 첨부함

작성된 법안초안의 경우 법의 시행과 관계되는 부처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침. 

즉 합의된 법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보통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처간 회의를 개최함

- 관계 부처협의 단계에는 영향연구도 포함되는데, 국사원에 법안을 전달할 때부터는 

이 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함

프랑스 정부입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필수적인 단계는 국사원의 의견청취 단

계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안이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되기 최소 4주 전에는 국

사원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어야 함

- 국사원의 의견청취 단계에서는 특히 법안이 헌법 등 다른 상위 규범에 위배되는 사항

이 없는지를 확인함. 즉 국사원이 정부안에 대해 전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함

24) 이상윤･홍성민, 「주요국의 입법절차」,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한국법제연구원, 2017, p.17.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입법절차』(최종 검색일: 2020.9.15.),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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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의견까지 수렴한 법안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무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어 심

의를 거침

- 국무회의에 법안초안을 의제로 상정하기에 앞서 법안의 최종본 및 법안에 대한 영향

평가를 확정짓기 위한 회의도 열림

- 국사원 의견 청취 및 국무회의 심의 과정은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

앞서 과정을 거친 이후 정부안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양원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됨. 의회심의단계은 의원안 입법절차와 동일함

 의원안은 ① 법안 작성, ② 의회 제출 및 접수, ③ 의회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침26)

의원발의 법안은 작성이 완료되면 법안의 발의자가 속한 의회에 먼저 제출되어야 함

- 반면, 정부안은 하원 또는 상원 사무국에 구별 없이 제출함.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정 

법률안과 사회보장기금 법률안은 「헌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하원 사무처에 먼저 제

출되어야 함

의회 심사과정은 보면 다음과 같음. 최초로 법안을 제출받은 의회를 제1원이라고 함

- 법안이 제1원에 제출되면 가장 먼저 관할 위원회에 회부되고, 이 위원회는 법안을 검

토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보고 책임자를 지정함

- 관할 위원회의 보고 책임자는 위원회 소속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안에 대한 수

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법안을 채택하거

나, 수정안을 채택하거나, 법안을 부결할 수 있음

- 그리고 정부안이나 의원안이 의사일정에 등록되면, 제출 후 6주의 기한이 경과한 후

에는 법안은 제1원(하원 또는 상원)에서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음. 채택된 법안은 제2

원으로 전달됨

이후 양원의 법안왕복심의를 거치게 됨. 제2원은 법안 전달 후 4주가 경과한 후에 동일

한 규정에 따라서 법안을 심의함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입법절차』(최종 검색일: 2020.9.15.), <http://world.moleg.go.kr>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113

�제5장� 프랑스

- 제2원 심의에서 법안이 수정되어 이 수정안이 표결된 경우, 수정된 부분에 대한 심의

를 다시 받기 위해 법안은 제1원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법안왕복심의라고 함

제출된 법안이 같은 내용으로 하원과 상원 양쪽에서 모두 표결되면 법안이 채택됨

- 그러나 심의를 마친 후에도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정부는 양원동수위

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를 소집할 수 있음. 여기서 공통된 하나의 법안

을 작성하여 양원에서 각각 최종표결에 부쳐야 함

- 최종표결에서도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 양원에서 법안에 대한 

독회가 다시 열리며,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려 하원에 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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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오스트리아

개 요

□ 1970년대 말부터 연방수상실 주도로 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그 계기는 

1979년 연방수상실이 발표한 ｢입법가이드라인1979｣임. 이후 2009년 말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gesetz)」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체계화된 입법영향분석(Folgenabschätzung) 

제도로 발전되었음 

□ 2013년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Di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 WFA)’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2015년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Die Vereinfacht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

□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은 “정부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영역(impact dimensions)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며,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Ressort)에서 실시함

   ○ 입법영향분석 시 대상영역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향(wesentliche 

auswirkungen)에 대해서만 분석하며, 어떠한 경우든 재정적 영향은 중요한 영향으로 간주

하여 분석함 

   ○ 사전 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 연방수상실(Wirkungscontrollingstelle)로부터 품질에 대한 관

리가 이루어지며, 사전 입법영향분석서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은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과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으로 

구분됨

   ○ ‘완전한 내용(vollinhaltliche)의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① 연관성 심사, ② 중요성 심사 

등 2개의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재정적 영향’,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소비자보호정책적 

영향’, ‘기업과 국민의 행정비용에 대한 영향’, ‘사회적 관점에서의 영향’, ‘아동과 청소년에 대

한 영향’, ‘실질적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함

   ○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연방재무부장관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연방수상령 제6조에서 규정한 효과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이 없고(keine wesentliche 

Auswirkung) 5년 또는 전체기간에 걸쳐 2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영향이나 장기적인 재정

적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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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1)과 법적 근거

가. 도입배경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수상실이 주도하여 1970년대 말부터 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

을 시작하였으며, 그 계기는 1979년 연방수상실이 발표한 ｢입법가이드라인 1979｣임 

이 가이드라인에는 법률의 외적 구조의 표준화와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음

｢입법가이드라인 1979｣에는 법률의 전문과 설명문(Vorblatt und Erlauterungen)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안의 설명문에서 해당 입법의 재정적 영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입법가이드라인 1979｣의 주요 내용은 ｢입법가이드라인 1990｣에 의해 계승되었음

 1986년 ｢입법가이드라인 1979｣의 영향으로 연방법률의 법안을 마련할 때 해당 입법조치

의 재정적 영향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됨

이후 1997년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1998년 주와 도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분석, 1999년 국민경제와 지역경제(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의

무화됨

 그러나 2000년대와 2010년 초반까지 OECD로부터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이러한 평가의 주된 이유는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을 지운 반면, 그것을 수행할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해주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1) 김준, 「오스트리아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 사례와 시사점」, 『입법평가연구』 제12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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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말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체계화된 입

법영향분석(Folgenabschätzung) 제도가 도입됨

 2013년 이후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Di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 

WFA)으로 새롭게 개편됨

오스트리아는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사용가능한 자원의 최적 활용성에 따라 연방행정의 

목표･성과･집행을 조율하기로 하였고, 우선 공공행정은 높은 수준으로 성과유지하기 위한 

전략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함2)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성과지향적인 조정’(die wirkungsorientierte Steuerung)의 

일부이며, 모든 법령 초안(Regelungsvorhaben)과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의도하는 목표와 

조치에 따라 논의되어야 하고, 지표(Indikator)를 통해서 목표달성이 측정될 수 있음

연방행정의 일관된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영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게 되었음

 2015년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Die Vereinfacht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규제계획 및 프로그램이 하나의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만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Bündelung)이 허용됨

나. 법적 근거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은 「연방헌법」 제51조제8항과 「연방예산법」(2013)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투명성, 효율성, 연방재정 상황의 가능한 충실한 설명의 목표

를 고려한 성과지향의 기본원칙임

2) 오스트리아 내각수상실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7.),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 wirkungsorientierte_verwaltun

g/folgenabschaetzu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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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과 ‘내부적 평가’(interne evaluierung)는 「연방예산법」제17조, 

제18조 등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17조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방법,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원칙과 실행방법,3) 

재정적 입법영향분석 방법 등을 규정함

제18조는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방법･포함사항 등을 규정함

제68조는 범부처적 성과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과 성과보고서를 연방수상실, 감사원, 

연방하원 등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

 법률, 하위법령, 국제조약 등만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협약, 주요 예산사업 

등이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임

법률안은 주로 연방정부가 제출하며, 해당 법률안을 준비하는 연방 각 부처가 입법영향

분석을 담당함

 의원은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지만, 직접 발의하기보다는 정부에 특정한 내용의 법률안을 제

출할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대부분임4)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오스트리아의 경우 실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정부

부처가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기본원칙, ‘완전한 내용의 입법영향분석’과 ‘간소화된 입법영향

분석’의 체계적인 단계, 효과차원, 중요성 기준, 결과설명의 보고구조 등을 「입법계획 및 그 

밖의 계획 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연방수상령」(이하 “연방수상령”

이라 함)5)에서 규정함

3) 성과지향적 영향평가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쪽에는 어떤 법률 또는 정책의 기대되는 효과를, 그 반대쪽에는 예상되는 비용과 

부작용을 설정한 다음, 이를 전체적이고 투명하게 비교･형량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킴(오스트리아 

내각수상실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9.), <https://www. oeffentlicherdienst.gv.at/wirkungsorientierte_verwaltung/folgena

bschaetzung /index. html>)

4) 오스트리아에서는 의원 5인 이상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주로 야당의원들이 발의하지만 가끔은 긴급한 입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영향평가 등 정부 내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당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함(오스트리아 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 

9.19.), <https://www.parlament.gv.at/ENGL/PERK/ 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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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분석대상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은 “정부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영역(impact dimensions)

은 상당히 넓고 포괄적임

「연방예산법」 제17조제1항은 영향평가 시 “어떤 경우든” 재정, 경제, 환경, 소비자보호, 

아동과 청년,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젠더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입법영향분석 시 대상영역을 모두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중요한 영향

(wesentliche auswirkungen)만 평가함

- 다만 어떠한 경우든 재정적 영향은 중요한 영향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중요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로 대신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분석절차가 간결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을 제시하

지 않아도 되며, 내부적 평가6) - 즉 사후 입법영향분석 - 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분석절차와 담당기관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의 특징은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사후 입법영향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임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사전 입법영향분석에서 제시되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계획했

던 조치들이 시행되었는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지표별로 그리고 종합

5) Verordnung des Bundeskanzlers über Grundsätze der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 bei Regelungsvorhaben und 

sonstigen Vorhaben (WFA-Grundsatz-Verordnung – WFA-GV)

6) 사후 평가는 정부 내부의 회고적 평가절차라는 의미에서 ‘내부적 평가’라고 부르며, 입법이나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중요한 예상 밖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 내부적 평가는 주로 주관 부처 내에서 수행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도 함. 오스트리아 내각수상실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10.),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wirkungs

orientierte_ verwal tung/folgenabschaetzung/evaluierung/interne_evaluier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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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 입법영향분

석 단계에서부터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염두에 두고 추적 가능한 데이터 수집방안을 마

련하며, 필요한 경우 설문자료(survey data)를 활용하기도 함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Ressort)에서 실시함 

사전 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 연방수상실(Wirkungscontrollingstelle)로부터 품질에 대

한 관리가 이루어짐

또한, 연방수상실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통제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매년 시행된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받으며, 3월 말까지 연방하원에 제출함

 사전 입법영향분석서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시점(통상적으로는 3-5년 후)이 미리 정해지며,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지표들도 지정됨

따라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이 사후 입법영향분석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은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과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

분석’으로 구분됨

‘완전한 내용(vollinhaltliche)의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7)은 ‘재정적 영향’,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소비자보호정책적 영향’, ‘기업과 국민의 행정비용에 대한 영향’, 

‘사회적 관점에서의 영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영향’, ‘실질적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함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연방재무부장관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연방수상령 제6조에서 규정한 효과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이 없고(keine 

7) ‘완전한 내용의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후술하는 ‘연관성 확인’, ‘중요성 심사’를 거쳐 내용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입법영향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적인 입법영향분석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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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entliche Auswirkung) 5년 또는 전체기간에 걸쳐 2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영향

이나 장기적인 재정적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 실시됨

다. 보고서의 구성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규제계획에 대해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수

행되어야 함

(1) ‘완전한 내용의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완전한 내용의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① 문제분석, ② 목표설정, ③ 조치설정, ④ 영향분석, 

⑤ 내부평가계획, ⑥ 분석결과제시, ⑦ 내부평가로 구성됨

문제분석(Problemanalyse)

- 왜 해당 입법(사업)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문제와 원인), 왜 제안하는 조치를 선택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문제와 조치의 범위, 조치가 없는 경우의 시나리오 및 모든 대안

(Nullszenario und allfällige Alternativen) 설명]

목표 또는 목적설정(Zielformulierung)

- 해당 입법(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목표에 대해 1~5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와 입법이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상태를 각각 지표로 표시하며, 지표의 표시는 사후평가 과정에서 의도한 결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임

조치 또는 수단설정(Maßnahmenformulierung)

- 해당 입법의 목표를 위해 취할 조치 등을 기술하며, 조치설정도 지표로 제시하여야 함

관련 효과차원에서의 영향분석(Abschätzung der Auswirkungen in den betroffenen 

Wirkungsdimensionen)8)

8) 오스트리아 내각수상실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7.),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wirkungsorientierte_verwaltun

g/folgen abschaetzung/wirkungsdimensionen/wirkungsdimension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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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또는 그 밖의 사업에 근거한 영향분석은 특히 주요 정책영역에서 의도치 않은 

중요한 영향을 가시적이고 추적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영향분석은 단계

별 절차에 따라 진행됨[단계 1(간소화된 분석: 중요성 심사), 단계 2(각 효과차원의 

필요한 경우 중요한 영향에 대한 심화된 분석)]

- 연관성의 확인(Feststellung der Betroffenheit): 우선 개별적인 효과차원의 연관성

을 질문하는데, 영향분석을 위한 소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중요성 심사에 앞서 연관

성을 판단함 

∙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법 또는 그 밖의 사업이 개별적인 효과차원에 기본적으로 연

관되어 있는지를 제출하고9), 없는 경우 입법 또는 그 밖의 사업으로부터 변화가 없

는 정책영역들은 신속히 배제됨 

∙ 하나의 효과차원 또는 직접적으로 설문된 부분영역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심사 

경과는 종료되고 중요성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중요성 심사(Wesentlichkeitsprüfung):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효과차원에서는 

중요성이 결정되고, 이를 위해 효과차원은 이미 주제영역에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성 

기준을 넘어선 경우 전체적인 효과차원이 심화되어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요

하게 연관되는 부분영역(Teilbereich)에서 심화된 분석이 이루어짐 

∙ 중요성 심사 시 정책의 입안자 또는 법률가(Legisten)들이 질문에 간단하고 명확하

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때 전문화된 분석방법에 대한 심화된 인식

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중요성은 대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또는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중요성 심

사는 자원의 비례적 투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효율 의미에서의 단계이고 중요한 

영향은 재정적 효과 등에서 상세히 분석됨

∙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원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수행하는데, 재정

적 영향은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IT 도구를 활용하여 양적지표(수혜자 수,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 소요예산, 행정비용 등)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됨

9) 이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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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부처 간 검토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하고(연방수상과 재무

부장관 제출 전), 원칙적으로 검토기간(Begutachtungsfrist)을 위해 최소 6주간의 

검토기간이 주어져야 함(｢연방수상령｣ 제9조제3항)

내부평가 계획(Planung der internen Evaluierung)

- 해당 입법 또는 사업이 시행된 후 일정 시점 소관부처는 내부적 사후 영향분석을 시행

분석결과제시(Ergebnisdarstellung)

내부평가 실시(Interne Evaluierung): 내부평가 계획에 따라 적어도 5년 이내 평가, 내

부평가에 대한 보고 

(2)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10)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허용(Zulässigkeit) 여부 심사(Prüfung)는 연방수상

실 성과관리부서(BKA-Wirkungscontrollingstelle)와 연방재무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예

비심사가 수행될 수 있음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확장된 전문(Vorblatt)과 법률 정보 이외에 ① 문제분석

(간소화), ② 목표설정(지표 없이 가능), ③ 조치설정(지표 없이 가능), ④ 재정적 영향(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이 허용되는 계획은 내부적 사후평가 수행의무 없음)으로 구성됨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은 업데이트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도구 버전 

3.7’[WFA-Tool (Version 3.7)]을 사용해야 하며, 결과서는 메뉴항목의 “결과문서” - “간

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생성”을 사용하여 생성함 

10) 오스트리아 내각수상실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7.), <https://www.oeffentlicherdienst.gv.at/wirkungsorientierte_verwaltu

ng/folgenabschaetzung/ Kurzinfo_Checkliste_Vereinf._WFA_Buendelung.PDF?6wd8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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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방법 및 기법

(1) 입법영향분석 기법

 효과 예측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를 요건으로 하되, 특정한 효과측정의 방법론에 대한 기본원칙

은 연방수상령에서 규정하고, 개별적 효과측정의 분석방법론은 각 부처의 시행규칙에 따름

각 부처의 다수부령(WFA-Spezialverordnung)은 각 효과차원이 명시되어 있고 중요

한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자세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영역에 따라 관할 연방장관이 

제정함

예컨대, 기업과 국민에 대한 행정비용에 대한 분석의 경우 표준비용모델

(Standardkostenmodell)을 활용하며,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 이

른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Analyse) 등을 활용함

 입법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로서 각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량적 분

석방법(데이터베이스, 설문 조사, 통계적 방법 등)과 정성적 분석방법(인터뷰, 사례 연구 등)

이 고려되는데, 가능하고 합리적이면 정량적 방법이 정성적 추정 방법보다 우선되어야 함

(｢연방수상령｣ 제12조)

 효과차원에서는 영향분석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수상령과 함께 각 효과차원별로 소관부처의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바, 각 분석영역에 따라 ‘간소화된 영향분석’(Vereinfachte 

Abschätzung)과 ‘심화된 영향분석’(Vertiefende Abschätzung)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음

「성과지향적 입법영양분석 틀에서 재정적 영향분석에 대한 연방재무부령」11)

- (방법론적 도구의 사용 - 제12조) 연방재무부장관은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도구

(재정적 영향 계산기)와 매뉴얼을 제공하며, 이 도구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구현

하는 데 사용됨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틀에서 경제정책적 효과의 거시경제적 영향분석에 대한 연방

11)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über die Abschätzung der finanziellen Auswirkungen auf die öffentlichen 

Haushalte im Rahmen der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 bei Regelungsvorhaben und sonstigen Vorhaben (WFA

-Finanzielle-Auswirkungen-Verordnung – WFA-Fi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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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연방경제가족청소년부령」12)

-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틀에서 경제정책적 효과의 거시경제적 영향분석을 규율하

며, 「연방예산법」 제58조제2항의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간소화된 그리고 심화

된 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와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제1조)

- 공급측면에서 자본에 대한 영향과 노동 공급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고, 공급 부작용은 

정성적으로 평가되나 예외적인 경우 정량적으로도 평가되므로, 특정 효과가 가능한 

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틀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적 영향분석에 대한 연방경제가

족청소년부령」13)

- 「연방예산법」 제17조에 따른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틀에서 경제정책의 기업, 특

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규율하며, 간소화된 그리고 심화된 영향분석을 위

한 방법론적 도구와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제1조)

- 간소화된 영향분석의 틀에서 [별표 1](Anlage 1)의 조치에 따라 기업에 중대한 영향

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연방수상령의 관련 중요성 기준

(Wesentlichkeitskriterien)이 사용됨(제3조)

- 심화된 영향분석의 틀에서 [별표 2](Anlage 2)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제4조)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틀에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방노동사회소

비자보호부령」14)

- 「연방예산법」 제17조에 따른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틀에서 사회적 영향분석을 

12)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und des Bundesministers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über die 

Abschätz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Aspekte wirtschaftspolitischer Auswirkungen im Rahmen der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 bei Regelungsvorhaben und sonstigen Vorhaben (WFA-Gesamtwirtschaft-Verordnung – WFA-GWV)

13) Verordnung des Bundesministers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über die Abschätzung der wirtschaftspolitischen 

Auswirkungen auf Unternehmen im Rahmen der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 bei Regelungsvorhaben und 

sonstigen Vorhaben (WFA-Unternehmen-Verordnung, WFA-UntV)

14) Verordnung des Bundesministers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über di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

zung bei Regelungsvorhaben und sonstigen Vorhaben betreffend die Auswirkungen in sozialer Hinsicht (WFA-Soziales-Ve

rordnung - WFA-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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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며, 입법영향과 관련하여 간소화된, 심화된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조치들을 규

율함(제1조)

- (간소화된 영향분석) 간소화된 영향분석의 틀은 사회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표 1]에서 나열된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추정해야하며, 노동시장에서 조치의 수요효과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하여야 함(제3조)

- (심화된 영향분석) 심화된 영향분석의 틀은 [별표 2]의 요구에 따라 잠재적 중요한 사

회적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심화된 영향분석은 수

요조건의 변화로 야기되는 직접･간접 고용효과도 고려하여야 함(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효과는 고용배수를 활용하는 경우 숫자로 표시되어야 하나, 

다른 효과의 질적 설명은 객관적인 논거로 제시된 경향을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함

그 밖의 효과차원에서 개별 소관부처의 시행규칙이 존재함

(2) 방법론적 도구의 활용(Anwendung)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는데, 경제분석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서는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BMASK)에서 제공하는 경제 및 노동

시장 정보시스템, 예산 및 노동시장급부관련정보시스템[die Informationssystemen ELIS 

(Economic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System) und BALI (Budget-, 

Arbeitsmarkt- und Leistungsbezugsinformation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등이 활용됨

 연방수상과 연방재무부는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과 ‘간소화된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석도구(WFA-IT-Tool)15)를 제공하여 영향분석과 모듈

시스템에서 적용구조의 일관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오스트리아는 입법영향분석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석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5) WFA-IT-Tool Version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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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입법영향분석의 표준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석도구의 활용은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간소화된 성과지향

적 입법영향분석’, ‘결과설명’의 수행에 사용됨 

이는 각 효과차원에서 간소화되고 심화된 분석을 위한 방법적론 도구로서, 연방정부의 

소관부처 구성원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완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제공하는 규제계

획 또는 그 밖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연방수상령」제13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석도구는 문제분석의 구현 단계부터 입법영향분석 및 사후평

가의 모든 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지원하는데, 이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

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고, 법안검토과정에서 필요

한 문서, 결과자료 등을 생성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석도구는 분석대상별(법률, 법령 등)로 제공되며, 영향분석 대

상 발견을 위한 점검표(Checklist), 단계･분야별 가이드라인, 각종 영향분석을 위한 기

본통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계산도구 등을 제공함

- 분석도구로서 WFA_IT-Tool_Version_5.6_Produktivversion-RUN 등이 제공됨

(3) 입법영향분석의 품질관리(Qualitätssicherung)

품질관리는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유익한 가치에 대한 피드백을 부처에 제공하여 

목표, 조치, 지표와 영향이 통일적이고 높은 품질로 분석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함

또한 여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 영역에서의 정보들을 제공

할 수 있음

품질관리의 경과와 실시는 법령의 규제계획(Regelungsvorhaben, z.B. Gesetzen 

oder Verordnungen)인지, 다른 계획인지, 기타 법적 조치인지에 따라 구분됨

연방수상실 범부처 효과관리부서(Die ressortübergreifende Wirkungscontrollingst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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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Bundes)의 품질관리는 입법영향분석의 통일되고 높은 질을 보장함

- 연방수상실 범부처 효과관리부서는 입법영향분석서에 대한 심사 시 목표설정, 조치설정 

등에 있어 관련성(Relevanz), 내용의 일관성(Inhaltliche Konsistenz), 이해가능성

(Verständlichkeit), 추적가능성(Nachvollziehbarkeit), 비교가능성(Verglichebarkeit), 

심사가능성(Überprüfbarkeit) 등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함

이를 위해 「효과관리령」(Die Wirkungscontrollingverordnung)을 두고 있는 바, 완전

한 내용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보장, 내부평가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

고,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하원에 보고함

2019년 기준 성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보고서에는 전체 76개의 규제계획에 대

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16)

3. 보고서 사례

 「신 요양보호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사례

16) Bundesministerium für Kunst, Kultur, öffentlichen Dienst und Sport(BMKÖS),｢Bericht über die Wirkungsorientierte Folgen

abschätzung 2019｣, Wien, 2020(www.bmkoes.gv.at)

 

[사례] 「신 요양보호기금법(Novelle zum Pflegefondsgesetz)」에 관한 영향평가 

1. 법률 소개

 ∙ 2011-2014년간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원, 보조해주는 기존 「요양보호기금법」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신 요양보호기금법(Novelle zum Pflegefondsgesetz)」

2. 사전 영향평가

(1) 사전 영향평가의 배경

 ∙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비용을 보조해 주는 기존 법률의 적용시점이 2014년까지로 한

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도 각 주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연구결과 2015-2016년에 합계 6.5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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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기

금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 요양보호기금법(안)」을 2013년에 마련함

(2) 영향평가 담당

 ∙ 소관 부처인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u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z)

가 담당

(3) 중요한 영향(Wesentliche Auswirkungen)에 대한 분석

 ∙ 요양보호기금에 대해 지원할 목적으로 연방은 주와 도시들에 대해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의 창설 및 

보장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들을 취할 것임 

 ∙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공지출이나 이것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자세하게 평가하기 

어려움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 상황은 지속적으로 사후평가 될 수 있음

(4) 연방재정 및 기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12-2016 재정안정협약」 맥락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는 돌봄펀드에 2015-2016년 기간에 

6억 5천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 2011-2014년 기간의 연방정부 지원액은 이미 기존의 「요양보호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 법률 개정 결과 2011년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펀드는 2013년까지 1,430만 유로를 이전받

게 되었음

(5) 사회적 영향

 ∙ 요양보호기금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주와 시에게 재정지원을 함

 ∙ 지원금은 요양서비스와 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용될 것임

 ∙ 이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 각 주에서의 사례관리 확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수요에 따른 요양

보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미래의 수요와 새로운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모델이 만들어 질 것임

3. 사후 영향평가

(1) 사후 영향평가의 배경

 ∙ 「신 요양보호기금법」은 2015, 2016년 두 개년동안 각 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2017년 이후에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2016년 내로 결정될 필요가 있었음

(2) 영향평가 담당 

 ∙ 소관 부처인 연방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는 2016년 이 법률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였음

(3) 중요한 영향(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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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준, 「오스트리아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 : 사례와 시사점」, 『입법평가연구』 제12호, 한국법재연구원 2017.

 ∙ 모바일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창출된 신규고용 인원, 재가서비스 확대에 따라 창출된 신규고용 인원 등을 

전년도(2014년)와 비교하여 제시함

 ∙ 비시설입소 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와 시설입소 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의 변화를 2011-2015년 기간에 

대해 제시함

 ∙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지출액의 73%가 시설돌봄에, 20%가 모바일서비스에, 7%가 데이케어, 재가서비스 

등에 지출되었다고 보고함

 ∙ 모바일 돌봄서비스 시간은 2015년 1,640만 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시설보호시간은 총 2,020만 시간으로 측정됨

 ∙ 2011-2015년 기간에 시설보호 부문의 증가(2.6%)에 비해 비시설보호 부문이 크게 증가함(24.2%)

(4) 전체적 평가

 ∙ 이 입법의 전반적인 목표는 확실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함

 ∙ 정부는 이 제도를 2016년 이후에도 유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다만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존재형태, 주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평가 시점(2016년)에 모든 

지역에서 이 입법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4. 평가결과의 활용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1억 4,000만 유로를 주에 보조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2017년 1월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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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오스트리아의 의회 권한 및 구성

오스트리아는 형식상 국가수반인 대통령(국민투표 선출)이 있으나, 의원내각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의회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음

연방의회(Parlament)는 연방하원(Nationalrat)과 연방상원(Bundesrat)을 말하는데. 

연방하원은 법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연방상원은 연방의회

에서 각 주(Bund)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함

- 연방하원은 법률에 대해 제안･심의･의결권을 보유하고, 예산통제권 등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연방상원과 하원은 각기 독립적인 실체이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상･하원의 합동회의인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가 소관함

- 연방의회는 헌법과 연방의회법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신임투표권･형사소

추･탄핵소추권 등과 전쟁선포권 등을 가짐

연방상원은 각 주 법률에 따라 각 주 의회가 선출한 상원의원 61인으로 구성되며, 연방

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5년의 의원 183명으로 구성됨

 연방의회 법률안 발의 현황(2019. 10. 23 ~ 현재 기준)17)

제27대 의회에는 48개의 정부제출안(Regierungsvorlagen – Gesetze)이 발의되었으며, 

연방상원으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은 4개(「실업급여법」개정안 등 연방상원의 1/3 의결  

2개안 포함)임

또한 제27대 의회에는 연방하원의 교섭단체(Fraktion) 및 개별의원이 제출한 독립 법률안

(Selbstängie Anträge)이 217개, 위원회안(Ausschüsse)은 8개, 국민발안은 4개가 제출됨

17) 오스트리아 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14.), <https://www.parlament.gv. at/PAKT/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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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과 절차

 법률안 발의(Gesetzesinitiativen) 및 제출 주체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안들이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며, 연방하원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 초안이 발의되어야 하는바, 연

방정부, 연방하원 소속 의원, 국민, 연방상원은 법률안(Gesetzesvorlage)을 제출할 수 

있음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은 다양한 논거를 통해 제기됨. 예컨대 연방정

부는 정책이나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개별 의원들 역시 

프로그램과 자신의 이익집단의 대표로서 관여하여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의 구현을 원함

법률안은 연방정부(Reglierungsvorlage)가 제출하는 법률안, 연방하원 소속 의원

(Selbständiger Antrag)이 발의하는 법률안, 국민발안(Volksbegehren), 연방상원의 

법률안(Gesetzesantrag des Bundesrates) 등으로 구분됨

- 연방정부: 정부는 사전 내각에서 채택된 안을 하나의 실체로서 제출

- 연방하원 소속 의원: 5인 이상 의원은 법안 제출이 가능(Initiativantrag)하며, 모든 

위원회도 본회의로부터 예비심사를 의뢰받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 5인의 하원의원은 공동으로 서면 법률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할 수 있음(｢연방헌법｣ 

제41조, GOG-NR 제26조). 의원발의 법률안은 “독립 법안”(Selbständige 

Antrag) 또는 “발의법안”(Initiativantrag)이라 함

∙ 입법계획을 매우 빨리 구현해야 하는(예컨대, 소모적인 검토절차 없이) 경우, 정부

여당이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함

∙ (빈번한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에 제안) 하원의원들은 연방정부가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편인데, 이는 구체적인 초안을 위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중요한 경우에 나타나고, 하원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절차에서 단지 필요

한 법률의 초석을 제공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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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발안: 유권자 10만 명 이상 또는 3개 주 선거권자 1/6 이상의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는 연방중앙선거관리청(Bundeswahlbehörde)에 제출함

- 연방상원: 연방상원의 의견 또는 상원의원 1/3 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

고, 연방상원 의장이 직접 연방하원 의장에게 제출함

 의회에서의 법률안 심의･의결 절차(Der Weg eines Bundesgesetzes)

연방상원의 이의제기권(Einspruchtsrecht)이 없는 법률안에 대한 연방하원에서의 심

의･의결

- 법률안 접수(Einlangen des Gesetzesvorchlags) 및 제1독회 가능성 → 위원회 배정･회

부(Zuweisung an einen Aussschuss) →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의(Vorberatung) → 

전체회의 보고(Berichterstattung) → 전체회의 토론(Debatte) → 제2독회･제3독회 

및 표결･의결(Abstimmung) → 인증･부서･공포[Beurkundung, Gegenzeichnung 

und Kundmachung im Bundesgesetzblatt(연방관보 공표)]

연방상원의 이의제기권(Einspruchtsrecht)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연방하원에서의 심

의･의결

- 연방하원으로부터 연방상원 송부 → 연방하원의 의사 절차와 유사 → 이의제기가 없

거나 8주 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증･부서･공포(연방관보 공표)

- 연방상원이 이의제기한 경우 → 연방하원에서 동일한 의사 절차 진행 → 연방하원이 

연방상원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새로운 법률의결, 연방하원이 연방하원의 원안을 

가결하는 경우(Beharrungsbeschluss) 인증･부서･연방관보 공포

 연방정부에서의 법률안 제출 전 과정

입법의 필요성 및 구상 등 입법활동(의회가 제안하는 법안의 대부분은 전문행정관료에 

의해 입안된 법안을 의원이름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음. 이 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은 

규제 대안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부적인 작업문서”임) → 관련법안 검토보

고서 및 예비안(Bericht und Ministerialentwürfe – 부처 내 소관부서, 부처 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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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수행) 작성 및 부처 안으로서 잠정 확정 → 관계부처와의 협의(재정 수반 시 연방

재무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절차 → 연방수상실의 심사 

→ 법안의 확정[정부법안에는 법안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수록한 전문(Vorblatt)

의 형식을 요구함] 및 연방하원 제출

 오스트리아 의회 입법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6] 오스트리아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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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980년대 후반, 적극국가를 표방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규제입법으로 인하여 법치국가적 실

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음

□ 1990년, 의회는 산하에 전문평가기관인 의회행정통제처(Parliamentary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PCA)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PCA가 1999년 「연방헌법」 개정 당시 입법영향평가 조항이 포함되도록 중요한 개척자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영향평가는 단순한 의회의 감독 도구에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의회 활동을 포괄

하는 도구로 바꾸게 됨

   ○ 스위스는 1999년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헌법에 규정하였음

□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법률 및 명령 그리고 그에 관한 규칙(Erlasse)을 비롯해 법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치(프로그램 약정, 정보캠페인 등)를 모두 포함함

   ○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경우 의원발의 입법요구안과 연방내각의 입법요구안 모두 입법영향평

가의 대상임 

     - 의원발의 입법요구안의 경우 발의예정 요구안의 소관위원회에서 사전 입법영향평가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

     - 연방내각 입법요구안의 경우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특정분야는 사전 입법영향평가가 반

드시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의회의 요구 또는 정부의 자체 판단에 근거한 사전 입법

영향평가가 수행되고, 법률안 초안을 제출하기 전 규제영향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성별영향 

평가 등 다양한 개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스위스의 입법영향평가는 의회 PCA와 연방정부, 연방감사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음

   ○ 입법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연방의회의 조직은 의회 행정통제처(PCA)로 의회를 대신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연방헌법」 제170조에 따른 입법영향평가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 내 45개에 이르는 다양한 행정 단위에서 입법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스위스 연방감사원(Swiss Federal Auditory Office, SFAO)은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책의 시행과 효과를 평가한 후,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변경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연방의회는 「연방의회법」 제26조제3항에서 ① 적법성(Rechtmässigkeit), ② 절차적합성

(Ordnungsmässigkeit), ③ 합목적성(Zweckmässigkeit), ④ 효과성(Wirksamkeit), ⑤ 경제

적 효율성(Wirtschaftlichkeit) 등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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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배경과 연혁

 1980년대 후반, 적극국가를 표방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규제입법으로 인하여 법치국

가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음

낮은 성장률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특징지어진 스위스의 경제와 더딘 개혁조치의 한계는 

새로운 국가모델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높이게 되었음1)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국가정책의 효과, 정부결정의 이행 및 감사 방법 등에 

대한 의문이 공공재정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이념의 부상에 따른 국가의 역할 및 위치에 

관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서 등장하게 됨2)

기반시설 분야와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문제와 연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 상실의 문제 

등이 발생함

공공정책 실행의 결함이 다양한 국가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국가가 수행하는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요구

하게 되었음

이러한 요인들은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까지의 과정 속에서 평가의 영역이 차지할 수 있

는 공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성찰적 담론을 이끌어내며, 평가가 공공정책 영역의 

적극적 과정으로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효과지향적(Wirkungorientierte) 국가에 대한 요청은 효과지향적 입법에 대한 요구로 이어

졌으며, 법률의 실효성(Wiksamkeit)을 높이는 효과지향적인 입법수단으로서 입법영향평가

(Gesetzesevaluation)가 제도화 됨3)

1) OECD, Regulatory Reform In Switzerland, 2006 

2) Katia Horber-Papazian and Marion Baud-Lavign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trong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Evaluation 

in Switzerland”, Swiss Public Administration Making the State Work Successfully, IIAS, 2018.8

3) 배건이, 『입법영향평가 적용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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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스위스 연방정부 내에 구성된 입법영향평가실무위원회(Arbeitsgruppe 

Gesetzesevaluation, AGEVAL)는 법률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실효성(Wiksamkeit)

과 합법성(Rechtmäßigkeit)을 제시하여 입법영향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음4)

 1976년부터 1986년까지 과학연구진흥을 위한 국가기구인 국립과학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구된 ‘공공조치의 효과(The Effectiveness of Public Measures)’ 프로그램의 결과, 법률

시행에 수반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당시 체계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던 ‘입법이행’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초점으로 등장하였음5)

 또한, 1987년 연방법무부가 설립해 1991년까지 활동한 입법영향평가실무위원회

(AGEVAL)는 ‘스위스 연방정부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가치 분석’을 목표로 연방 및 주(州) 

공무원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위탁 평가 연구를 통해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였음

국가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스위스 평가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연방행정에 대한 네트워크 

평가가 이루어짐

 1990년, 의회는 의회 내 전문평가기관인 의회행정통제처(Parliamentary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PCA)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동 기구에는 상원과 하원의 통제위원회(Control Committees)를 대신하여 공공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책임이 부여됨

PCA는 1999년 「연방헌법」 개정 당시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평가가 

진행되도록 보장할 것(the Federal Assembly shall ensure that federal measures 

are evaluated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이라는 입법영향평가 조항이 포

함되도록 중요한 개척자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영향평가는 단순한 의회의 감독 도구에

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의회 활동을 포괄하는 도구로 바꾸게 됨6)

4) 배건이, 『입법영향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5) Stolyarenko, K., National evaluation policy in Switzerland, Parliamentary Forum for Development Evaluation, 2014

6) Bussmann, W., “Institutionalisierung der Evaluation in der Schweiz. Verfassungsauftrag, Konkretisierungsspielraum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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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 조항에의 규정은 입법활동과 그 평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신호로 작동

하였으며, 스위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제도화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가

진 국가로 평가받는 척도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스위스는 1999년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헌법에 규정

하였음

나. 법적 근거

 스위스는 헌법적 차원에서 입법영향평가 조항을 규정한 최초의 나라로, 「연방헌법」 제170조

(Überprüfung der Wirksamkeit)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7)

「연방헌법」 제170조(Überprüfung der Wirksamkeit)는 연방의 조치를 실효성(Wirksamkeit)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법정주의를 선언함

2015년 기준, 연방 및 주(州) 수준의 90여개의 법률 및 조례에 262개의 평가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8)

 「연방헌법」 제170조가 입법영향평가의 제도적 성립을 위한 구체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

다면, 그 외 개정된 헌법조항들은 입법영향평가 시 규범적 영향분석과정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작용함

Umsetzungsstrate-gie”, In H. Schaffer (Ed.), Evaluierung der Gesetze / Gesetzesfolgenabschatzung (II) (pp.1~20). Vienna: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atsbuchhandlung, 2007

7) Die Bundesversammlung sorgt dafür, dass die Massnahmen des Bundes auf ihre Wirksamkeit überprüft werden(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평가가 진행되도록 감시한다).

8) Wirths, D., & Horber-Papazian, K., “Les clauses d’évaluation dans le droit des cantons suisses: leur diffusion, leur contenu 

et la justification à l’origine de leur adoption”, LeGes, 2016(3), 2016, pp.4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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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내용 근거

제2조제2항
연방은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지속가능성 심사의 제도화

제5조제2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조치의 목적달성도 평가

제126조제1항 연방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국가조치의 경제적영향 평가

제178조제1항
연방내각은 연방행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보장하고 

연방내각에 위임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조치의 이행가능성 평가

제50조제2항 연방은 그 활동이 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국가조치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표 7-1] 스위스 입법영향평가 관련 해석기준 작용 헌법조문

자료: 배건이, 『입법영향평가 적용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연방헌법」 제170조의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연방의회법」 제27조와 제44조 및 제

141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9)

9) Uhlmann, Felix, Evaluation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 Comments from a Swiss Legal Perspective, University of 

Zurich, 2016

「연방의회법」

제27조(효과성 평가) 

법으로 지정된 연방의회의 기관들은 연방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이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에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b.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의 지침에 의해 수행된 영향평가를 검토한다. 

c. 연방의회는 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제44조(위원회의 의무)

이 법 또는 업무규칙에 따른 참고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a.∼d. 생략

e. 위원회는 책임 영역에서의 영향평가를 책임진다. 위원회는 연방의회의 관할 기관에 관련 제안을 제출하거나 

연방평의회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f.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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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법」 제141조는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이 됨

 「연방재정통제법(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che Finanzkontrolle)」 제5조는 재정적 

효과에 관한 영향평가를 규정함10)

연방은 질서적합성･법적합성･경제성을 기준으로 재정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경제성 

심사는 절감수단이 적합하였는지, 비용과 효용이 적절한 관계에 있는지, 재정적 지출이 

기대된 효과를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10)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영향평가 관련제도(Ⅴ) -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제141조(법률안 제출 시 제안설명서의 첨부)

1. 연방평의회는 연방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 제안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방평의회는 법률안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한 경우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 법적 배경 및 헌법 등 상위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와 유럽 법률과의 관계

b. 법률안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

c. 입법과정의 예비단계에서 논의된 관점 및 연방평의회의 대안 및 관련 입장

d. 입법과정의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제정의 이행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평가

e. 업무 및 재정 조정

f.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 공동체에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미치는 비용과 인력 조달 계획

g. 경제･사회･환경･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

h. 입법계획과 관련한 법률안의 위치

i. 양성평등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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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분석 대상

 「연방헌법」 제170조에 따른 실효성 심사에 따를 경우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법률 및 명령 

그리고 그에 관한 규칙(Erlasse)을 비롯해 법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치(프로그램 약정, 정보

캠페인 등)를 모두 포함함11)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경우 의원발의 입법요구안과 연방내각의 입법요구안 모두 입법

영향평가의 대상임 

- 의원발의 입법요구안의 경우 발의예정 요구안의 소관위원회에서 사전 입법영향평가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

- 연방내각 입법요구안의 경우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특정분야는 사전 입법영향평

가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의회의 요구 또는 정부의 자체 판단에 근

거한 사전 입법영향평가가 이루어짐 

∙ 연방내각의 경우 법률안 초안을 제출하기 전 규제영향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성별

영향 평가 등 다양한 개별영향평가를 실시함

 입법요구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며, 법률안 초안에 

대해 칸톤, 정당, 이해관계인이 함께하는 입법협의가 이루어짐

- 연방기관 또는 연방정책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실시한 연방사무에 속하는 모든 

활동이 평가대상이고, 연방법령을 집행하는 칸톤정부의 활동도 포함됨12)

나. 분석 절차와 담당기관

 입법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연방의회의 조직은 의회 행정통제처(PCA)로 의회를 대신하여 평

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3)

11) 배건이, 『입법영향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2) 최용훈,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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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의 법적근거는 「연방의회법」 제67조, 제153조 및 156조와 「의회행정규칙

(Parliamentary Administration Ordinance)」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음

PCA는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8명의 전문가가 과업을 수행 중이며, 완전한 독립성을 보

장받음

PCA의 평가는 연방정부와 연방 행정기관, 연방법원 및 기타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연방 통제위원회(Control Committees)에 제출됨

PCA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수행한 평가보고서는 심층보고서 16건, 요약보

고서 3건으로 연평균 3.8건임 

해당 위원회가 평가영역을 선정하면 PCA는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위원회를 지원함

PCA는 스위스 평가학회(The Swiss Evaluation Society, SEVAL)의 평가표준을 사용

하여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핵심요약보고서와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생산함

위원회는 PCA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며, 평가종료 후 2, 3년

이 지나면 위원회가 사후관리를 실시함

 「연방헌법」 제170조에 따른 입법영향평가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14) 

연방정부 내 45개에 이르는 다양한 행정단위에서 입법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개발협력부(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연방 공중보건국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SFOPH), 연방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연방농업국(Swiss Federal Office for Agriculture, SFOAG), 연방사

회보험국(Swiss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SFSIO), 주 경제사무국(The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등에서 평가 업무가 수행되며, 연간 약 80 건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15)

13) Stolyarenko, K., National Evaluation Policy in Switzerland, Parliamentary Forum for Development Evaluation, 2014

14) Uhlmann, Felix, Evaluation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 Comments from a Swiss Legal Perspective, University of 

Zurich, 2016,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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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감사원법」 제5조에 따라 스위스 연방감사원(Swiss Federal Auditory Office, SFAO)

은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책의 시행과 효과를 평가한 후, 그 효율을 높이

기 위한 변경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연방재무부에 부속된 기관이지만 연방재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기관임

연방평의회를 대신하여 연간 약 20%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방감사원법」에 따라 의회행정통제처(PCA)와 협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연방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주제선정부터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전체 평가과정

을 책임지고 있음

연방감사원은 25∼30개의 평가주제를 선정하는 전략에 따라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주요주제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며,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할 평가

의 수를 결정함

SEVAL 평가표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며, 심층면접, 집단면접, 직간접 이해관계자 조사, 

데이터베이스 및 기록 분석, 통계 및 문헌검토 등 4∼5개의 방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함

다. 작성 원칙

(1) 입법영향평가의 원칙

 유용성(Usefulness): 평가 과정 및 결과는 사용자를 위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함

 실행가능성(Feasibility):  평가는 맥락에 맞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계 및 구현 되어야 함

 정당성(Correctness): 평가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존중과 공

정성은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함

 품질과 신뢰성(Quality and reliability): 평가는 방법론적으로 견고한 접근법에 기초하여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권고사항은 조사결과와 포괄적･논리적으로 연계되

어야 함

15) Katia Horber-Papazian and Marion Baud-Lavign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trong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Evaluatio

n in Switzerland”, Swiss Public Administration Making the State Work Successfully, IIAS, 2018.8.,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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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Participation):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평가결과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

 공정성과 독립성(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품질 높은 평가를 위해 명확하고 신

뢰할만한 자료를 찾아야 하며,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투명성(Transparency): 평가보고서 및 모든 평가의 관리･대응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야 하며, 공공관리 플랫폼(ARAMIS)에 게재되어야 함

(2) 입법영향평가의 내용

 사전적 입법영향평가가 반드시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16)

스위스에서는 보통 SEVAL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함

SEVAL은 그 정관에서 평가란 “평가 대상의 디자인, 이행 및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분석 및 평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

평가의 목표는 지식의 확보에 있지만, 입법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평가의 질은 ‘유용성(Nützlichkeit), 실현가능성(Durchführbarkeit), 적절성

(Korrektheit) 및 정확성(Genauigkeit)’이란 요건들로 더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

(SEVAL 표준 2016)

그 요건들 중 마지막은 “방법론적으로 튼튼한 도구”의 사용이나, 이 기준은 여전히 사전

적 입법영향평가 수행방식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남기고 있음

라. 분석방법17) 및 기법

(1)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16) Uhlmann, Felix, “Ex-Ante Evaluation in Switzerland from a Legal Perspective”, In: Kye-Hong, Kim. Goals and Methods 

of Ex-Ante Evaluation of Legislation: Proceedings of the 2019 KLRI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Seoul. Seoul, 2019, pp.59~82

17)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FDFA, Evaluation Policy,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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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는 「연방의회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① 적법성(Rechtmässigkeit), ② 절차적합

성(Ordnungsmässigkeit), ③ 합목적성(Zweckmässigkeit), ④ 효과성(Wirksamkeit), ⑤ 

경제적 효율성(Wirtschaftlichkeit) 등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함

 연방내각은 「연방의회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법률안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입법영향평가

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더해 농업과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 외교분야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분야에 미치는 영향,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

가의 기준으로 두고 있음

 분석방법은 법률안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계로 이하에서는 개발협력사

업의 예를 제시하고자 함

연관성(Relevance): 관련 사항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효율성(Efficiency): 투입-목표 대비 비용효율성의 정도

효과성(Effectiveness):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

영향(Impact): 프로그램의 영향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의 지속여부

(2) 입법영향평가의 유형

 메타평가(Meta evaluations): 기존 연구결과에서 다양한 평가 및 품질 결과를 비교하며 수

행하는 평가방법

 질적방법(Qualitative methods): 기존 문헌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평가유형을 식별･판단하고 추세분석을 실시하는 평가방법

 참여접근법(Participatory approaches):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

 양적방법(Quantitative methods): 조치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무작위 

통제시험 등을 활용하거나 비교군과 통제군의 비교를 통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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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사례

 입법영향평가 보고서의 구체적인 목차는 법률안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요소 중 하나인 ‘중소기업 호환･조화성 심사’ 사례 

[사례] 중소기업 호환･조화성 심사

1. 제도소개

 ∙ 중소기업 호환･조화성 심사는 스위스 입법절차에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의 요소임

 ∙ 동 심사는 1999년에 국가규제에 의한 중소기업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2. 추진주체

 ∙ 중소기업 단체의 견해를 대표하는 특별위원회 즉, 중소기업포럼이 동 심사의 수행 위임자임

 ∙ 이 협회는 연방 경제부의 대표, 경제 분야 7명의 경영인, 주(州) 경제부의 대표, 기업을 위한 창업센터 대표로 

구성됨

 ∙ 동 심사는 경제부 본부에서 이루어짐

3. 심사방법

 ∙ 전문가패널 또는 경우에 따라 관계자패널에 의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또는 이미 존재하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 선발된 해당 기업 12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집단에 설문을 실시함

 ∙ 이 설문은 소위 입장표명절차(Vernehmlassungsverfahren)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것으로, 정당･주정부･이

익집단에 의한 법안의 외부평가 과정에서 시행되는 것임

자료 : 윤광진･정창화,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평등법(Gleichstellungsgesetz)」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사례

[사례] 「평등법」 시행 10년 경과 후 실시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1. 평가개요

 ∙ 연방법무부는 「평등법(Gleichstellungsgesetz)」 시행 10년이 경과한 후 사후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함

 ∙ 주요 평가 사안은 증거절차, 집단소송권, 성적괴롭힘, 차별적 해고, 징벌적 해고, 임금평등임

2.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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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윤광진･정창화,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200여 개 법원의 종합 판결의 조사, 60여 개 중재소의 모든 중재사건 조사, 1500여 개의 친피고용자 조직

(노동조합, 이익단체, 여성단체 등)의 서면 설문, 500개가 넘는 기업(특히 기업의 인사과)의 서면 설문 등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분석함

 ∙ 소관부처는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권고, 몇 가지 조치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3. 평가결과

 ∙ (증거절차 관련) 소명신청과 입증에 대한 청구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입증책임완화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집단소송권 관련) 개인소송의 강화 또는 보완으로써 집단소송은 본래 개인소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성적 괴롭힘 관련) 임금 불평등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의 경우, 사건의 90%는 

피해 당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문제가 있었음

 ∙ (차별적 해고 및 징벌적 해고 관련) 변호사와 법원에서도 이 규범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오히려 해고의 악용에 대한 일반적 규범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임금평등 관련) 임금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불평등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평가의 활용

 ∙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등법(Gleichstellungsgesetz)」이 일정부분 평등을 개선한 측면도 

있지만 일정부분 한계도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임금평등 실현의 어려움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

하였음

 ∙ 의회는 보고서를 인지하고 계속적인 조사를 위한 여러 위원회의 위임을 승인하였음

 ∙ 향후 후속연구가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임금평등을 위한 조사, 수행 권한을 가진 관공서의 다양한 모델조사, 

노동조합과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녀 간 평등을 더욱 향상시키는 대안모색 등이 

이루어질 것임

 ∙ 특히 중소기업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가능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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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Analyses in Criminal Proceedings」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사례

DNA Analyses in Criminal Proceedings

(Summary of the report by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for the Council 

of States’ control committee)

□ 작성일시: 2019. 02. 14.

 ∙ In recent years, the use of DNA analysis has become well established at a steady level 

throughout Switzerland, and its use may be regarded as appropriate overall.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DNA analysis is used in the various cantons, some of which apply 

it inappropriately. Furthermore, there are several weaknesses in the system of oversight.

 ∙ The prosecution authorities may have recourse to DNA analysis when investigating crimes. 

The police can use traces of DNA to identify suspects and establish a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crime. The statutory regulations on the use of DNA analysis are framed in broad 

terms. It may be used to investigate more serious classes of crime, but not when investigating 

more minor ones. However, as DNA analysis is a procedure that encroaches on fundamental 

rights, it must be used proportionately. There has been repeated criticism of the fact that in 

some cantons the use of DNA analysis has now become too widespread.

 ∙ For this reason, in January 2017 the Federal Assembly’s control committees(CCs) instructed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PCA) to evaluate the use of DNA analysis in 

criminal proceedings. At its meeting of 6 November 2017, the CC-S FDJP/FCh 

sub-committee decided to focus its evalua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actice and on 

the role of the Federal Office of Police (fedpol) as the oversight body

- 중략 -

  - Generally appropriate use 

  - Inappropriate differences in the cantons

  - External coordination agency is fit for purpose but its mandate needs to be re-examined

  - No independent oversight of DNA analysis laboratories – only appropriate to an extent

자료 : PCA EVALUATION REPOR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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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연방헌법」 제160조제1항 및 제181조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은 연방의원 및 위원회, 교섭

단체, 연방내각, 칸톤으로 한정하고 있음

제48대 의회(2007∼2011년)부터 제50대 의회(2015∼2019년) 동안 통과된 연방법률 

및 긴급연방법률의 수는 각각 160건, 161건, 134건이며 이 중 40건, 39건, 30건이 의

회의 제안으로 통과된 법률로 일반 연방법의 약 1/4을 차지함18)

[표 7-2] 스위스 의회 법안처리 현황(2007-2019, 회기별)

자료: 스위스 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10.5.), 

<https://www.parlament.ch/de/%C3%BCber-das-parlament/fakten-und-zahlen/bilanz-50-legislatur>

2. 입법과정과 절차19)

가. 입법요구 

 입법은 연방의회의 제안, 국민발안 또는 칸톤발안, 이익단체의 건의, 국제조약의 체결, 연방

내각의 입법계획, 칸톤정부의 추천, 행정상 필요 등 다양한 입법요구로부터 시작됨

18) 스위스 의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10.5.), https://www.parlament.ch/de/%C3%BCber-das-parlament/fakten-und-zahl

en/bilanz-50-legislatur

19) Dr. iur. Christine Kaufmann･Johannes M. M. Chan, 「Legislative processes in China, Hong Kong and Switzerland」, 『Seminar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witzerland - Hong Kong – China』, 2008. 

법령(ERLASSE) 제48대 의회 제49대 의회 제50대 의회

연방법(BUNDESGESETZE) 152 156 133

긴급 연방법(DRINGLICHES BUNDESGESETZE) 8 5 1

합계 160 16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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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의 법률안 발의 방식은 연방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이를 연방내각에 요구하여 연방내각이 제출하는 방식과 연방의회가 법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접 법률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음

나. 법률안 초안작성 및 입법요구안 분석

 입법요구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된 후 초안작성이 시작되며, 연방정부 부처가 입안절차에 관

여함

입법요구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며, 법률안 초안에 

대해 칸톤, 정당, 이해관계인이 함께하는 입법협의가 이루어짐(「연방헌법」 제147조)

연방내각은 연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법률안 작

성단계에서 전문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있어 법률안 제출에 있

어 절대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음20)

다. 법률안 제출

 연방정부 또는 연방의회는 입법협의절차를 거친 법률안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법률안을 확

정하여 법률안 제안설명서(연방정부의 경우 Botschaft, 연방의회의 경우 repert)와 함께 

의회에 제출함

라. 법률안 심의 

 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면, 상원 및 하원의장은 협의를 통해 법률안 심의순서를 결정하며, 

이때 심의를 먼저 하는 원을 선(先)의원이라고 함

선의원과 후의원의 이견 발생 시 양원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

20) 최용훈,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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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택 및 공포

 두 의회에서 최종 채택된 법률은 국민투표(5만명 이상의 요구 또는 8개 이상의 칸톤 요구 시 

성립)를 요구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법률로 공포되고 발효됨

[그림 7] 스위스 입법절차

자료: 스위스 정부 온라인 공식 사이트(https://www.ch.ch/) 참조 후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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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일본에서는 사전 입법영향평가 및 사후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행정기관이 2002년 4월부터 정책평가제도, 2007년 10월부터 규제영향평가제도

(Regulatory Impact Analysi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정책평가제도의 근거법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

の評価に関する法律)」임

   ○ 2007년 3월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

に関する法)」 일부개정에 의해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됨. 2007년 10월부터 각 행정기관이 규

제의 신설 및 폐지 시 사전평가가 의무화됨

□ 일본의 규제영향평가는 각 성청이 규제의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서를 총무성에 송부하고, 

총무성이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각 성청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침

   ○ 총무성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각 성청은 규제의 신설 및 폐지를 추진함

   ○ 2018년 기준 각 성청은 120건의 규제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함

□ 규제영향평가서는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의 영향평가, 비용과 효과의 관계, 그 외 관련사항, 

사후평가 실시 시기 등으로 구성됨

   ○ 단, 규제 도입에 동반된 비용이 소액인 경우, 부차적 영향이 무시될 수 있을 경우, 국제조약비

준에 동반한 규제여서 비준국으로서 여지가 없는 경우 평가를 간소화 할 수 있음

□ 2007년 일본에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는 평가가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의 규제영향평가가 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각 성청이 작성한 평가를 

총무성이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임

   ○ 둘째, 규제영향평가의 공표 시기가 법률안의 경우 법안의 완성단계인 각의결정 이전, 시행령은 

「행정수속법」에 근거한 퍼블릭코멘트 이전까지로 시기상 평가의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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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1) 도입배경과 연혁

가. 도입배경

 일본에서는 사전 입법영향평가 및 사후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입법평가를 입법적 성격에 따른 국가적 조치에 대한 평가, 즉 법 형식을 구비한 

규범이 적용영역에 미치는 재정적･비재정적, 의도적･비의도적 영향 전반을 분석하는 것

으로서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포괄하는 개념1)으로 정의할 경우 2002년 4월부터 도입된 

정책평가제도(政策評価制度)가 이에 해당함

일본에서는 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2007년 10월부터 규제영향평가제도

(Regulatory Impact Analysis)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일본의 법률안이 대부분 중앙 행정기관에 의해 기획･입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법

률의 유효성 및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파악은 일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옴2)

일본의 입법과정에서 법안 발의는 내각발의법안과 의원발의법안으로 구분되며, 내각발

의법안의 발의 건수 및 가결율이 높음

- 참고로 1947년 5월 20일 소집된 제1회 국회부터 2015년 1월 26일 소집된 제189회 

국회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5,095건임. 이중 내각발의법안이 9,758건(64.6%)이며, 

의원발의법안이 5,337건(35.4%)임3)

1) 박영도, 『입법학입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pp.534~535; 이상윤,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2009, 한국법제연구원 pp.128~130

2) 手塚貴大, “行財政改革․政策評価․政策評価行政法-政策評価法等を素材とした公共政策･立法評価の現状と課題”, ｢広鳥法学｣ 33卷2号, 

2009, pp.1~40

3) 茅野千江子, “議員立法はどのように行われてきたか,” ｢レファレンス｣, 201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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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평가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에 대한 필요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그 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임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의 도입 및 수정 시 비용 및 편익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규제 전 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함

나. 연혁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1990년대 중앙성청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됨

1996년 하시모토(橋本龍太郎)총리 직속심의회인 「행정개혁회의(行政改革会議)」는 각 성청

의 평가기능의 강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를 요청함

1998년 6월 통과된 「중앙성청 등 개혁기본법(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에 중앙성청개혁의 

기본방침으로 사회･경제정세 변화를 고려한 객관적인 정책평가기능 강화(제4조) 및 평

가결과의 공표(제29조) 내용이 포함됨

동 법 제17조에 따라 총무성이 각 성청의 연계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확립, 

각 성청의 평가결과의 공개 및 정책반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이에 따라, 총무성은 평가국을 설치하고 2000년 7월 「정책평가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政策評価に関する標準的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함

 2001년 1월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

する法律)」이 제정됨

동 법을 근거로 2002년 4월부터 각 행정부처의 정책평가가 시행됨

 2007년 3월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

価に関する法)」의 일부개정에 의해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됨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 3개년계획(2004년)」에서 규제영향평가가 모든 규제의 신설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2007년 3월 평가시행령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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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2007년 8월 24일 「규제의 사전평가 실시에 대한 가이드라인(規制の政策評価

の実施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제정･발표함

2007년 10월부터 각 행정기관이 규제의 신설 및 폐지 시 규제의 사전평가가 의무화됨

(2) 법적 근거

 정책평가 및 규제영향평가는 다음 두 법령에 근거함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이하, 「평가법」)

동 법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의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책평가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이 완수되도록 

함이 목적임(제1조)

동 법은 각 행정기관이 소관정책의 정책효과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 평가결과를 해당정

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제3조)

각 기관의 독자적인 평가 이외 총무성의 정책평가 내용도 포함되어 각 성청의 정책에 

대한 이중적 평가실시가 가능해짐(제12조･제13조)

기타 동 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책평가)

제4조(정책평가결과의 취급) 

제5조, 제6조(기본계획) 

제7조(사후평가의 실시계획)

제8조(사후평가의 실시)

제9조(사전평가의 실시)

제10조(평가서의 작성)

제11조(정책에 대한 반영상황 공표)

제12조(총무성이 실시하는 정책평가)

제13조(총무성이 실시하는 정책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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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

関する法律施行令)」 (이하, 「평가시행령」)

동 법 제3조에 의해 「평가법」 제9조(사전평가)에 해당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 2007년 개정 전까지 규제는 사전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2. 주요 내용

(1) 분석대상

「평가법」에서 각 행정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3개 분야 즉, 연구개발, 공공사업, 정부개발

원조(ODA) 사업 중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9조)

단, 사전평가는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함. 

이에 따라 2001년 「평가법」 성립 당시 규제에 대한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는 의무 사전평가대상에서 제외됨(제9조제2항)

사후평가는 각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책평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혹은 정책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미착수 또는 10년간 미완료된 정책을 정책평가의 의무 대상으로 함(제7조)

제14조,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

제16조(평가서의 작성)

제17조(권고)

제18조(평가 및 감시의 연계)

제19조(국회보고)

제20조(정책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등)

제21조(정책평가관련 정보의 활용), 제22조(소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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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행령」 제3조는 「평가법」 9조에 따른 의무 사전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0억 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

10억 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건설사업

10억 엔 이상의 무상자금협력사업 및 150억 엔 이상의 유상자금협력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에 따른 규제4)의 신설, 변경,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의 확충 및 기간을 변경하는 정책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혹은 「지방세법(地方税法)」 규정에 의해 세액 혹은 

소득의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

상기 사전평가 대상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법률은 제외됨

(2) 분석절차 및 담당기관

 일본의 정책평가 및 규제영향평가는 각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총무성이 

각 부처를 초월한 평가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함

내각은 매년 각 행정기관의 정책평가 및 총무성의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

도록 되어 있음

 소관 행정부처

각 행정기관의 장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마다 「정책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1년마다 「사후평가 실시 기본계획」을 작성함

각 행정기관은 정책평가이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함. 

또한 매년 1회 정책평가의 반영결과에 대해 총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함

4)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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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성

총무대신은 3년마다 정책평가의 통일성 및 객관성 담보를 위한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함

2015년 4월 총무성의 정책평가 기본사항 및 통일성 담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

구로서 정책평가심의회가 설치됨. 주로 국가중점정책에 대한 각 부처 횡단적 과제파악,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에 따른 과제 등 총무성이 검토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조언을 

담당함

총무성의 정책평가 대상은 첫째, 법령 및 각의 결정에 따라 정부조직 전체의 대응이 필

요한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둘째, 행정기관 공통의 행정제도 및 시스템 활용에 

관한 정책, 셋째, 복수의 행정기관의 정책으로 정책의 종합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임

 규제영향평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각 성청이 규제의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총무성에 송부함. 총무성은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각 성청에 통보함

이를 반영하여 각 성청은 규제의 신설 및 폐지를 추진함

각 성청은 일정기간 경과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총무성에 제출하고, 총무성

이 점검결과를 각 성청에 통지한 후 각 성청이 결과를 공표하게 됨

(3) 보고서 구성

가. 정책영향평가

 각 성청의 정책평가방식으로는 사업평가방식, 실적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이 있음

사업평가방식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 필요성 여부의 견지에서 해당사업 및 시책의 

비용 및 효과를 추계, 측정, 평가하는 방식임 

실적평가방식은 정책 결정 후 정책의 수정 및 개선의 견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실적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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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방식은 대상정책의 효과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정책의 직접적 효과 및 인과관계, 

외부요인 등에 대해서도 분석함

 정책평가서의 공통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정책의 목적, 목표, 근거법령, 정책체계상의 위치

정책평가 담당기관 및 평가시기

정책평가의 관점

- 필요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정책이 적합했는가에 대해 기술

정책효과의 파악방법 및 효과

- 정책효과의 파악을 위해 사용한 가정 및 전제조건 등을 포함

전문가 활용

- 전문가활용 시기 및 방법, 전문가 의견반영 내용의 개요 등을 기재

정책평가 과정 시 사용한 자료 

- 데이터 및 문헌에 대한 개요, 데이터 소재 등을 기재

나. 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구성

규제영향평가의 기본구성은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의 영향평가, 비용과 효과의 관계, 

그 외 관련사항, 사후평가 실시 시기 등임

- 단, 규제 도입에 동반된 비용이 소액인 경우, 부차적 영향이 무시될 수 있을 경우, 국

제조약비준에 동반한 규제여서 비준국으로서 여지가 없는 경우 평가를 간소화 할 수 

있음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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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일본 규제영향평가보고서 구성

기본 구성

1. 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상 및 과제

   규제의 신설 및 개정의 필요성

2. 규제의 영향평가

   평가시기, 직･간접적 영향, 직･간접적 비용, 부차적 영향 및 파급효과 

3. 비용과 효과의 관계

   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대체안과의 비교

   비용 및 편익분석의 경우 비교대상을 상정 

   이 비교대상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여 규제의 신설에 따른 영향을 비교 설명

   비용 및 편익은 가능한 정량화 혹은 금전가치로 표시

4. 그 외 관련사항

5. 사후평가 실시시기

간소화시 구성

1. 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   

2. 규제의 영향평가

3. 그 외 관련사항

4. 사후평가 실시시기

출처: 総務省行政評価局, 「政策評価に関する基礎資料集」, 2019.10

(4) 분석방법 및 기법

 총무성은 가이드라인에서 평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첫째, 정량적 평가수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 지수에 의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둘째, 정량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정성적인 평가수법을 활용함. 다만, 이 경

우에도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 및 사실에 근거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을 확보하도록 함

셋째,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평가서에 명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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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사례

 2019년 실시된 각 부처의 정책평가는 총 2,247건임5)

사전평가는 공공사업 765건, 규제 145건, 연구개발 103건, 조세특별조치 70건, ODA 

54건, 그 외 10건 등 1,147건임

사후평가는 총 1,100건임

 2018년 각 성청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 신설･폐지된 규제에 대한 120건의 정책평가를 

수행했으며, 해당 평가에 대한 총무성의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6)

첫째, 비용 및 효과의 금전가치화･정량화를 촉진할 것

둘째, 규제의 검토 제 단계에서 사전평가 활용을 촉진할 것

셋째, 사전평가서에서 사후평가의 실시시기 및 지표의 명시할 것 

 2007년 일본에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

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7)

첫째, 일본의 정책평가자체가 외부평가 없이 행정기관의 자기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각 

성청이 작성한 평가를 총무성이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임

- 또한  OECD국가에 설치된 규제감독기구가 일본 내에는 없음

둘째, 규제영향평가의 공표 시기가 법률안의 경우 법안의 완성단계인 각의결정직전, 시행

령은 ｢행정수속법｣에 근거한 퍼블릭코멘트 이전까지로 정해짐. 시기상 평가의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운 바, 규제책정 초기과정에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5) 総務省,「令和元年度政策評価等の実施状況等の国会報告」, 2020.6

6) 総務省,「平成30年度規制に係る政策評価の点検結果」, 2019.8

7) 岸本充生、“規制影響評価（RIA）の活用に向けて：国際的な動向と日本の現状と課題,”｢経済系:関東学院大学経済経営学会研究論集｣

No.275, 2018. pp.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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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현황과 과정 및 절차

1. 입법현황

 일본의 입법과정에서 법안 발의는 내각발의법안과 의원발의법안으로 구분되며, 내각발의법

안의 건수 및 국회통과 건수가 더 많음

하지만, 최근 의원발의법안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각발의법안에 대한 수정도 증가추

세임

[표 8-2] 일본 법안처리 현황(2018-2020)

단위: 건, %

 내각발의법안 의원발의법안

발의 가결 가결률 발의 가결 가결률

196회

(2018.1.22.-7.22)
65 60 92.3% 71 20 28.2% 

197회

(2018.10.24.-12.10)
13 13 100% 88 9 10.2% 

198회

(2019.1.28.-6.26)
57 54 94.7% 70 14 20.0% 

199회

(2019.8.1.-8.5)
0 0 0% 0 0 0% 

200회

(2019.10.4.-12.9)
15 14 93.3% 26 8 30.8% 

201회

(2020.1.20.-6.17)
59 55 93.2% 57 8 14.0% 

합계 209 196 93.8% 212 59 27.8% 

주: 제196회 2018년 1월 22일부터 200회 2020년 6월 17일까지

출처: 內閣法制局(최종 검색일: 2020.9.9.), <https://www.clb.go.jp/contents/all.html> 근거 필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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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과 절차

 내각발의법안의 경우, 법문은 각 성청에서 작성하고, 각의청의안(閣議請議案)으로 총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각법제국에서 예비심사를 받게 됨

내각법제국의 각 성청 원안에 대한 심사는 헌법 및 타 법제와의 관계, 입법내용의 타당성 

검토, 입안의 의도가 법문에 명확히 표현되었는지 여부, 조문의 표현, 구성의 적합성, 

용어사용의 오류 검토 등의 내용을 다룸

 의원발의법안의 법문은 중･참의원 법제국이 담당함

중･참의원 법제국은 의원발의법안의 초안 및 수정안 등을 작성함. 중･참의원 법제국은 

중･참의원 제안법률안의 초안 및 수정안 작성, 법률안 및 개정안 국회심의 시 답변의 

보좌, 기타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을 담당함

중･참의원(議院)의 위원회, 참의원 조사회는 각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발의자는 위원장 혹은 조사회장이 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 소속정당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함

-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각 소속정당의 기관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행이 있음

일본 내 의원입법이 많지 않았던 이유로는 발의요건이 까다롭고, 기관 사전승인관행 등

이 지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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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 입법절차

의원발의 법안 내각발의 법안

중의원 20인 이상

참의원 10인 이상 찬성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의원 50인 이상

참의원 20인 이상 찬성

각 성청에서 입안

각 성청에서 법문작성

내각법제국 예비심사

각의제출

내각법제국 최종수정

각의결정 

총리대신 명의로 의회제출

 ⇩ ⇩

중(참)의원 의장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본 회의

⇩

참(중)의원 의장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본회의

*부결 및 수정시 중(참)의원으로 재송부 3/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

가결

⇩

공포(천황)

출처: 参議院(최종 검색일: 2020.9.9.), <https://www.sangiin.go.jp/japanese/aramashi/hourit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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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우리나라 정부입법 사전 영향평가 제도

개 요

□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입안을 하려는 주관부처는 법령에서 정해진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법제처의 심사 요청시 제출해야 함

   ○ 법제처는 정부안의 총괄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안의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때 사전 영향평가와 규제심사의 결과를 제출하고 있음

□ 정부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현재 6개의 영향평가 제도가 

있음

   ○ 첫째,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

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 둘째,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

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임

   ○ 셋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란 법령상의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실시함

   ○ 넷째, 통계기반정책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 혹은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임

   ○ 다섯째,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안부장관

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임

   ○ 여섯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관 정책의 수립･

시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임

□ 규제심사의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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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입법 영향평가제도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며, 여기서 입법권은 

법률제정권 즉, 법률안을 제안하고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권리임

 입법권과 달리 법안의 발의권은 국회의원과 같이 정부에도 있음(「대한민국헌법」 제52조)

정부입법의 경우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률안을 입안하게 됨1)

 현재 정부입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2)

① 입법계획의 수립 → ② 법령안의 입안 →  ③ 사전 영향평가 → ④ 관계 기관과의 

협의 → ⑤ 입법예고 → ⑥ 규제심사 → ⑦ 법제처 심사 → ⑧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⑨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⑩ 국회 제출 → ⑪ 국회 심의ㆍ의결 

→ ⑫ 공포안 정부 이송 → ⑬ 국무회의 상정 → ⑭ 공포

 정부입법의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더불어 ‘규제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음

사전 영향평가의 경우,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

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임

규제심사의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함

1) 법제처, ｢2020년도 법제업무편람｣, 2020, p.2 

2) 법제처, 정부입법절차(최종 검색일: 2020.9.4.),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178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그림 9] 우리나라 정부입법 및 영향평가 절차

정부입법 절차

1. 입법계획 수립

2. 법령의 입안

3. 사전 영향평가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5. 입법 예고

6. 규제 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

9. 대통령 재가

10. 국회 제출

영향평가 절차

입안

주무부처

평가(검토)

담당기관

입안

주무부처

평가
요청

평가
실시

의견
반영

 

①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

②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부)

③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④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청)

⑤ 자치분권 사전협의(행정안전부/교육부)

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고용노동부/교육부)

 

입안

주무부서

규제

조정실

입안

주무부서

규제개혁

위원회

ㆍ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제출

ㆍ규제심사

  대상여부

ㆍ비용･편익 

  분석

ㆍ종합의견

ㆍ검토의견

  반영

ㆍ규제영향

  분석서 

수정･보완

ㆍ예비심사

(10일 이내)

ㆍ본 심사

(45일 이내)

 정부안에 대한 총괄 검토･심사

  * 입안주무부처는 법안심사 요청시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를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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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입안을 하려는 주관부처는 법령에서 정해진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거쳐 그 결과

를 법제처의 심사 요청시 제출해야 함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ㆍ조정하고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또한 법령안의 총괄적인 심사도 담당하고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안의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①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 ②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③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④ 입법예고 결과, ⑤ 재정소요추계서, ⑥ 규제심사 결과, ⑦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 등(「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법제처는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필수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 심사

를 의뢰받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3)

2. 사전 영향평가제도

 정부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 법령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6개의 영향

평가 제도가 있음

사전 영향평가제도는 ① 부패영향평가, ② 성별영향평가, ③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④ 통계기반정책평가, ⑤ 자치분권 사전협의, 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있음

가. 부패영향평가4)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임

3) 법제처, ｢2020년도 법제업무편람｣, 2020, p.28

4) 국민권익위원회,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2020,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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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

둘째,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

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

셋째,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제고임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임. 동 규정에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관

련 규정이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에서는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

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과 더불어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

향평가 요청 등 관련 규정이 있음

2005. 12. 2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운영됨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임

동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부패영

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기타 부패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을 총괄함

 부패영향 평가의 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우선,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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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

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를 실시함

평가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②평가단계

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수렴, ③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

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④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⑤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

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함

평가결과의 처리를 보면, ①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

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②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

나. 성별영향평가5)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말함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첫째,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둘째,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도입함

5) 여성가족부,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0,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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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성별영향

평가법」이 2011. 9. 15. 제정되고 2012. 3. 16. 시행됨

「성별영향평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정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법령의 제･개정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

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의 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중앙행정기관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

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시 제외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평가서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만 작성･

제출할 수 있음

작성 예외의 법령은 ①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

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②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③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등이 있음6)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안 관련 부처에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제출함

여성가족부에서는 통보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① 개선사항 없음, ② 자체

개선안 동의, ③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함

통보기한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이 가능함

6) 구체적인 제외 법령 등은 여성가족부,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0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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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함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 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란 법령상의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실시함

 해당 평가의 목적은 첫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실시함. 둘째, 법령의 입안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다

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중복 또는 상충 요인을 제거하

고자 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에 근거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

도를 실시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고,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함

「개인정보보호법」의 2015. 7. 24.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6. 7. 

25. 시행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실시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는 전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조)가 있으며,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2017,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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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평가요청서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함. 침해요인

이 없을 경우 절차는 종료되고, 침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검토를 진행함

- 통상 입법예고기간(40일)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가를 종료하기 어

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이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출된 평가요청서(법령안)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에 통보함.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또는 ‘개선권고’로 

평가결과를 통보함

셋째, 해당 부처는 침해요인 평가 결과를 법제처에 제출하고, 반영결과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제출함

-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반영한 결과를 확인하여 ‘① 개선의견 수용, ② 수용,③ 일부수용, 

④ 중단’으로 표시함

라. 통계기반정책평가8)

 통계기반정책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함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필요 통계지표를 구비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

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추진 근거는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임. 동 조항에 평

가실시의 근거와 추진 주체(통계청장)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음

8) 통계청, ｢2020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 2020,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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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통

계기반정책관리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음

- 그러나 법적 근거를 갖추고, 명칭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2. 12. 18. 「통계법」일부개정시 해당 규정(제12조의2)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춘 이후임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평가 주체는 통계청임

동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통계청장이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

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과정은 크게 예비평가와 실질평가로 구분됨

첫째, 예비평가는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

는지를 평가함. 즉 실질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임

- 의원입법은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함께 평가하되,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

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함

- 통계청장은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매년 선정하여 지침으로 통보, 제외법령에 대해서

는 평가요청을 하지 않음

- 예비평가의 경우 요청서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통상 10일까지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둘째, 실질평가는 도입 변경되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와 

개발･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함

- 실질평가의 대상은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

가가 필요한 경우와 더불어 예비평가 결과가 ‘실질평가 대상’인 경우임

- 평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임. 평가요청 지연 또는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 그 밖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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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까지임 

통계청의 평가결과 유형은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② 실질평가 면제 ③ 통계지표 활용권고 

④ 통계개발･개선 ⑤ 통계개발･개선 미합의가 있음. 평가가 완료되면 통계청장은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

-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는 매년 2월에 통계청에 제출하고,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는 매년 10월에 통계청에 제출함

마. 자치분권 사전협의9)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간사무배

분의 적정성, 국가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

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임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실시목적은 제･개정 법령안이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 및 원칙 등을 준수

하였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임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영역 확대 및 지방의 자치재정･

조직･인사･입법권 보장을 추진할 수 있음

또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배분을 통해 권한･책임을 둘러싼 국가･지방간 분쟁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동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협의할 대상 법령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국가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임

9)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2019, p.18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부록

187

�부록1� 우리나라 정부입법 사전 영향평가 제도

동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2019. 7. 1.) 신설됨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4대 협의체임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요청서를 제출함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를 접수 및 협의 결과서 통보, 자치분권 사전협

의 지침 작성･통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자문단 구성･운영을 실시함. 그리고 중앙행정

기관 발의 제･개정 법령안 중 일반자치분야의 사전 검토를 담당함

교육부는 중앙행정기관 발의 제･개정 법령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등 교육자치 분야 법령안의 사전검토를 담당함

지자체 및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자치권 침해소지 여

부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역할을 담당함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운영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사전협의요청서 작성･제출단계임.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자치분권사전협의지침의 검토기준을 참고해 법령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마련 후 ‘사

전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시작과 동시에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

둘째, 지방자치 관련성 검토단계임. 사전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

안의 내용이 지방자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관련성이 없는 경우 협의 종료하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법안의 검토를 실시함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행안부내 자치분권사전협의자문단의 의견조회단계임. 행정안전

부장관(교육부장관)은 명백히 자치권 침해소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4대 협의체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함

- 의견요청 공문을 받은 지자체 및 4대 협의체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안을 검토해 제출함



188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넷째, 법안검토단계임.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자문단 등의 제출

의견 및 지침의 검토기준을 토대로 대상 법령안의 자치권침해 여부를 검토함

-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은 법안검토 결과에 따라 ① 원안동의 ② 보충의견 ③ 개

선권고로 구분해 검토의견을 확정함

다섯째, 추가협의단계로 검토의견이 ‘개선권고’인 경우임. 행정안전부･교육부 중 어느 

하나의 검토의견이 ‘개선권고’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권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 수용･일부수용･불수용 및 입

법절차중단 여부 등을 결정해 ‘개선권고반영결과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송부함

여섯째, 협의종료단계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종료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① 

원안동의 ② 보충의견 ③ 개선권고로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송부함. 해당 소관 기관의 

장은 법제처심사 요청시 결과통보서를 첨부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협의종료 되는데 까지 일반적

으로 40일 내 협의절자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10)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제도임

 해당 영향평가의 목적은 첫째, 정부 정책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

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고용확대 및 지역별 균형적인 인재육성을 

실현하고자 함. 둘째,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함

10) 교육부･고용노동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지침｣, 2016,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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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제20조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음

지방대육성법은 2014. 1. 28. 제정하고, 2014. 7. 29. 실시되었음. 지역균형인재 고용

영향평가제도는 2015년 5월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교육부장관 

주재)에서 심의･의결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됨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법령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영향평가

서는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교육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검토 결과 평가 대상에 해당됨에

도 불구하고,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평가서 제출을 안내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고용영향평가 평가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

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고용영향평가의 과정은 ① 평가대상 여부 결정, ② 고용영향평가 평가서 제출, ③ 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④ 이행상황 제출의 4단계 절차로 진행됨

1단계는 고용영향평가대상 여부 결정임.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영

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본격적인 고용

영향평가에 앞서, 해당 법령이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평가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침

2단계는 고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제출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법령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서를 작성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함

3단계는 고용영향평가 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고용

영향평가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중앙부처의 장에게 통보함. 검토 결과에 따라 ① 이견 없음, ② 개선권고로 구분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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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한 평가 결과를 정책 또

는 법령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 또는 개선권고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작성해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함

3. 규제영향분석11)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

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의사결정 수단임

 규제영향분석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 합리적 의사결정에의 기여, 규제비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성 제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 수렴 기회의 제공 등의 

수단으로써 의의를 가짐12)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임

규제영향분석서는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규제의 범위

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은 신설･강화 규제라 할지라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

시하고 있는데 다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심사의 예외가 

되는 사무임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동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

정하고 있음

11) 국무조정실,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19, pp.1~17 

12) 정부의 각종 등록규제현황은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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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의 기능을 수행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5인

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규제심사 절차 및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내용은 [표 9]와 같음

첫째, 정책입안 단계로 ① 규제심사 사전 검토 의뢰(중앙행정기관), ②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규제조정실)가 있음

둘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단계로 입법예고 7일 전까지 시행함. ① 규제심사 대상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중앙행정기관), ②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심사 요청(중앙행

정기관) 및 승인(규제조정실)이 진행됨

셋째,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단계로 ①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의 결정(규제조정실)

을 입법예고 전에 함, ② 규제영향평가 검토(영향평가 담당기관)를 실시함. 영향평가 담

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제출해 규제조정실에서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협의함

넷째, 입법예고 단계로  40일간(행정예고 20일간)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관보 또는 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

다섯째, 규제영향분석서 검증(비용･편익분석) 단계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실시함

- ① 규제연구센터의 비용 검증이 실시됨. 규제연구센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고 검증 결과(동의 또는 부동의)를 제시함

- ②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이 있는데, 요청(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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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 규제심사 절차 및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비고

정책입안 소관부처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 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

▼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 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

입법예고

7일 전까지

▼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규제영향분석 유형(표준/간이형)결정/ 비용관

리제 적용여부 예비검토

  ※ 심사 비대상은 심사종결

입법예고 전

▼

입법예고 소관부처 ∙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시 규제 영향분석서 공표
40일간

(행정예고 20일간)

▼

규제영향

분석서

검증

(비용 분석

검증)

규제연구

센터

(1차 검증)

∙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 보고서 작성･제출

  ※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 부처)

  ※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 여부 및 2차 검증 대상 확정

1차검토･수정

(10일 내)

2차검토･수정

(5일 이내)

↓

비용분석

위원회

(2차 검증)

∙ 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중 연간균등  순비용 10억원 이상, 비용상 중요

규제 (직간접 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폐지･

완화 규제(비용 관리제 대상) 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

7일 이내

▼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 평가 의견 등 종합

∙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

▼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 규개위)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 위원회 예비심사 → 본 심사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심사 종결   

심사요청일로부터 

예비심사

10일 이내, 

본심사 45일 이내

자료: 국무조정실,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1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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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검증의견 종합 단계(규제조정실)임. 규제조정실은 검증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

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소관 부처로 전달

일곱째, 자체심사 단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비용분석위원회 

검토의견,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

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및 보완함

여덟째, 규제심사 단계(규제개혁위원회)로 ① 예비심사의 경우 심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함.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된 경우에는 심사를 종결하고 중요규

제는 본심사에서 심의함. ② 본심사의 경우 심사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함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2020.

국무조정실,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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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성과(2011.~2020.9.)

1.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연번 세부구분 권호 제목 일자

1 현안보고서 137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2 현안보고서 1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3 현안보고서 139호
「국가공무원법」상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입법

영향분석
2011.12.30.

4 현안보고서 140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영향분석 

: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2011.12.30.

5 현안보고서 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2012.02.21.

6 현안보고서 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05.31.

7 현안보고서 166호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10.18.

8 정책보고서 19호 「노인복지법」상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입법영향분석 2012.10.24.

9 현안보고서 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

영향분석
2012.11.23.

10 현안보고서 17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11 현안보고서 181호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12 현안보고서 182호 「국회법」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2013.01.09.

13 현안보고서 18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3.01.14.

14 현안보고서 20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영

향분석
2013.11.29.

15 현안보고서 20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18.

16 현안보고서 209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26.

17 현안보고서 21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입법영향 

분석
2013.12.27.

18 현안보고서 22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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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구분 권호 제목 일자

19 현안보고서 226호
「공직선거법」제47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2014.02.12.

20 현안보고서 246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4.12.26.

21 현안보고서 275호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 분석 2015.11.11.

22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의 입법영향분석
2015.11.30.

23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호

「근로기준법」 제33조(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의 입법영향분석
2015.11.30.

24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입법영향분석 2015.11.30.

25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

의 입법영향분석
2015.12.29.

26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5호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분석 2015.12.30.

27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6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의 입법영향분석
2015.12.31.

28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7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6.06.24.

29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8호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관련 입법영향분석 2016.06.30.

30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6.09.09.

31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

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2016.10.10.

32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입법영향분석
2016.10.31.

33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2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2016.11.01.

34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3호

「상법」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

분석
2016.11.23.

35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4호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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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구분 권호 제목 일자

36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5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6.12.09.

37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6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2016.12.29.

38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

의 특례)의 입법영향분석
2016.12.29.

39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8호 「병역법」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6.12.29.

40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19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2016.12.30.

41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0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입법

영향분석
2016.12.30.

42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1호 납세자보호관 제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의 입법영향분석 2017.10.10.

43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2017.12.04.

44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3호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2017.12.11.

45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4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77조의2 등)의 입법영향분석
2017.12.28.

46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5호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7.12.29.

47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6호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2017.12.29.

48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7호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 입법영향분석 2017.12.29.

49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8호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2017.12.29.

50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29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8.10.18.

51 현안분석 24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8.10.23.

52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0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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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성과(2011.~2020.9.)

연번 세부구분 권호 제목 일자

53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1호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8.12.05.

54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2호

「방위사업법」상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제18조제7항)

의 입법영향분석
2018.12.19.

55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3호

단말기 부정이용･명의도용 방지(「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6)

의 입법영향분석
2018.12.20.

56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4호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영향분석 2018.12.24.

57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5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8.12.24.

58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2018.12.26.

59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7호 「공익신탁법」의 입법영향분석 2018.12.31.

60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8호 학업중단 숙려제의 입법영향분석 2019.12.03.

61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39호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05.

62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0호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13.

63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1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20.

64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2호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23.

65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3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2019.12.24.

66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4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2019.12.26.

67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5호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31.

68
입법영향

분석보고서
46호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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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영향분석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학술행사

연번 구분 제목 일자

1 세미나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2010.12.21.

2 간담회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11.07.27.

3 세미나 2011 입법영향분석 세미나-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의 이론과 실제 2011.12.08.

4 세미나 2012 입법영향분석 세미나-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의 실제 2012.08.02.

5 세미나 2012 입법영향분석 하반기 세미나-현행 법률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 2012.12.20.

6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2013.09.30.

7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2013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2013.12.02.

8 세미나 2014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의 실제 2014.09.17.

9 간담회 방법론을 활용한 입법영향분석 2015.07.22.

10 세미나
[2015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새로운 양식에 따른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2015.10.20.

11 세미나
[2015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2)-새로운 양식에 따른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2015.11.20.

12 간담회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6.03.25.

13 간담회 국내외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 현황 및 시사점 2016.03.30.

14 초청강연 펠릭스 울만 교수 초청 강연 2016.05.12.

15 세미나 2016 입법영향분석 상반기 세미나 2016.07.04.

16 세미나 2016년 하반기 제1차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2016.09.28.

17 세미나 2016 입법영향분석 하반기 제2차 세미나 2016.10.17.

18 간담회 유럽의회조사처(EPRS)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현황과 과제 2016.11.10.

19 세미나 2017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2017.09.21.

20 세미나 2018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2018.09.19.

21 간담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09.30.

22 세미나 2019 입법영향분석 세미나(I) 2019.10.01.

23 간담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관련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2019.10.08.

24 세미나 2019 입법영향분석 세미나(II) 2019.10.29.

25 학술대회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 2020.07.22.

26 간담회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2020.08.18.

27 간담회 독일 및 오스트리아 사전입법평가 제도 및 사례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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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영향분석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용역

연번 제목 일자

1 국회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 : 국회 입법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2009.12.31.

2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2010.10.31.

3 의약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의 입법영향분석 2012.12.20.

4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2013.11.30.

5 경제･산업분야 규제입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2014.10.08.

6 입법(규제) 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2014.12.23.

7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실행지침 연구 2015.12.15.

8 입법영향분석모형 개발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2015.12.23.

9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2015.12.23.

1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영향분석 2015.12.29.

11 「전자어음법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2015.12.30.

12 입법의 성평등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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