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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정부의 규제정책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규제라는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의 영역에 꾸준히 간여해왔기 

때문에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완화정책을 천명하고 강력 

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규제완화나 규제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I품질 (Qua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의 내용도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난다. 경제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제를 포함해서 안전규제에 이르기까 

지 정부의 전 영역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도 전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었다.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일방적이고 지시위 

주의 규제에서 품절을 고려하는 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제정책의 접근 변화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이 갖는 특성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의 규제개 

선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안전 

의 확보이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대의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게다가 ‘제로 위험 (Zero-risk)'을 확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며 I완전한 안전 (perfect safety)’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Jatin 

Nathwani and Jan Narveson, 1995: 616).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적용가능성이다. 적용가능성이 

란 규제기관(정부)， 피규제기관(사업자)， 국민(주민)의 세 당사자들이 합리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원 

자력 안전규제가 갖는 특성상 규제기관언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개선을 이 

루어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원자력 규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1차적 

기관은 바로 규제기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적용가능성과 현실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규 

제담당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규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기존 

규제에 단순히 새로운 내용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해봄으로써 다른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연구의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개선이 요 

구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특히 불량규제 도출을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의 개선이나 규제품질 제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1차년도 연구를 통해 규제품질을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 

모형에 따라 현행 규제를 평가함으로써 1차년도 연구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규제품질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된 규제를 

새로운 규제개선 도구(tool)를 개발하여 개선함으로써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규제개선 도구(tool)는 그 자체만으로 

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규 

제개선 도구가 아니라 새롭게 시도되는 툴을 개발하는 것도 본 연구의 성과 

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 

행한다. 이것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나의 개선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다른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 

n / ‘ 



준화된 모델(Standardized Model)’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표준화된 모델(Standardized Model)’ 

을 이용해 규제개선의 큰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후 연구에서 

규제개선을 이루는 도구들과 절차 등을 담은 하나의 큰 기본틀1)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부분을 고찰하여 연구 

의 설득력을 높이고 연구의 대상집단을 상대로 면접을 설시하여 연구의 적실성 

을 높이고자 한다.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규 

제품질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안전규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학자나 실무기관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될 규제거버넌스， 규제지도(regulatory 

map), 규제 일몰제， 규제협상， 규제 비용 편익분석 등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은 규제관련 학자들의 문헌과 학술논문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다. 

규제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를 탐색하고자 한다. 규제품질 일반 

론적 접근과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규제의 품질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기타 문헌조사의 대상은 원자력 관련 기관의 각종 보고서 

와 백서，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외국 학술논문과 국내의 논문들이다. 원 

자력 규제와 관련한 현행 법령들도 문헌연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틀을 ‘제도화된 체계적 절차CInstitutionalized Systematic Procedure)’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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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적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궁극적 목표는 질 높은 원자력 규제를 개선 

하는 데 적실성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적 연구만으로는 

탐색 가능한 자료가 원자력 안전규제와 높은 관련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경험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면접이 었다. 규제담당기관， 

피규제기관， 제3자(연구원， 주민， 학생)에 대한 인터뷰나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인지하는 다양한 규제도구 

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도 인터뷰나 면접의 중요한 이유이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절에서는 전체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 

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품절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한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제 2 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개괄한다.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의의와 특성을 제시하였고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수 

단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대안적 규제수단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할 수 았도록 하는 기초를 제시하였다2)고 할 수 있다. 

제 3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먼저 원자력과 관련하여 안전규 

제에 대한 열반적 이론을 고참하고 이어서 규제거버넌스， 규제지도， 규제 일 

몰제， 규제협상， 규제 비용 편익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고찰하도록 

2) 이것은 1차년도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모 1차년도 연구는 기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되어 현실적용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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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4 장에서는 규제개선의 도구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규제평가의 6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평가기준들에 대응되는 규제개선 도구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원자력 규제에의 적 

용가능성 도 잘펴 보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규제개선 모형을 실제로 구축해 본다. 먼저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관련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앞서 제시한 규제개선 도구들을 가지고 

규제 내용들을 각각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각 규제개션을 위해 필요 

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순위를 제시해 본다. 

제 6 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도출하고 연구가 갖는 함 

의를 제시하고 더불어 연구의 한계도 지적하여 차후 연구가 보완 •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D 



제 2 장 1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합의 

제 1 절 1차년도 연구의 내용 

1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의 품질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현 규제를 평가하여 불량규제에 대한 품질제고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론적 검토를 선행된 후 단위규제들을 하나의 규제정 

책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위규제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단위규제의 내용상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는 규제들이 많고 분석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규제들 

을 하나의 규제정책 (Policy)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분석에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유형화의 기준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유형(인가， 허가， 면허， 검사 

등)과 특정 규제업무(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관한 규제 포장 및 운반에 관 

한 규제， 보험관련 규제， 폐기물관련 규제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된 규제정책 (Policy)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지는데 이 기준 

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되어진 규제평가 

기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규제 평가 

기준은 미국원자력위원회 (NRC) ， OECD 공공관리위원회 (PUMA) ， Bohm & 

Russel 등이 제시한 평가 가준을 준용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가준을 근거로 l07H 의 카테고리 3)로 분류한 원자력 안전규 

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결과와 대안은 기계 

적이고 이상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실적인 가능성보 

다는 규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실화의 가능성과 거리가 먼 

3) 10로 분류된 원자력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연구·교육용 원자로 관련 규제， 2)포장·운반관 
련 규제， 3)보험 및 손해배상관련 규제， 4)폐기물관련 규제， 5)교육관련 규제， 이주민의견관련 규 
제， 7)면허관련 규제， 8)보고관련 규제， 9)검사관련 규제， 1이과정금관련 규제 등이다. 그러나 여 
기서 제시된 규제정책은 모든 원자력 규제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예시적안 규제모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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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한 내용들은 2차년도 연구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때문에 본 절에서는 1차년도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의 의의와 수단을 중심으 

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부규제의 본질과 규제수단에 대한 구체적 

인 고찰은 원자력 규제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전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2 

차년도 연구에 의미가 있다. 

1. 정부균제의 본질과 균제개혁 

1) 정부규제의 의미와 특성 

정부규제는 ‘개인， 기업 등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 

써 공공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는 통제적 성격의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정부에 의하여 민간활동에 부과된 제약조건’으로 정의할 수 

도 었다. 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 1항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 

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규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는 규범적 차 

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라한 규범적 규제이론은 규제의 주체인 정부가 항 

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과 의지와 션의를 가지고 있음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규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정부 

규제가 공익의 추구와는 전혀 다른 私益의 추구의 결과로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4) 규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포획이론과 

주 대리언 이론이 었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에 의하면 규제는 정치적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로서 궁극적으로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자에게 포획되어 

4) 이 러 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모는 George 1. Stigler, Sam Peltzman, Richard A. Posner 등이 있 
다 하지만 James Q. Wilson은 같은 학자는 규제의 공익이론， 사익이론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7 



규제가 피규제자의 사익추구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소위 

지위의 역전에 의한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난다. 규제의 수요자는 기엽， 소비 

자나 이익단체， 선거구민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규제의 공급자 

는 정치인， 관료 등 공권력의 행사자로 이들 역시 사익의 추구를 위하여 정 

치적 영향을 발휘하는 집단이다. 규제수준은 공권력의 거래를 매개로 한 정 

치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포획이론에 의하면 정부규제 

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며 경제적 비효율의 근본원인이 된다.5) 

규제의 본질을 주인-대리인 모형에 의하여 파악하는 이론에 따르면 규제 

자인 정부(주인)와 피규제자인 기업(대리인)사이의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와 

소유하는 정보의 차ol(비대칭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때문에 규제자 

는 피규제자의 행태를 완전히 감독할 수 없어 규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규제의 실패는 자원배분상의 비효율로 나타나며 사전적 비효율의 원 

인인 역선택 (adverse selection)과 사후적 비효율의 원인인 도덕적 위해 

(moral hazard) 의 두 가지 유 형 이 있 다. 

한편 규제의 정치경제이론에 의하면 정부규제는 공익을 위하여 즉， 불특 

정 다수를 위하여 소수의 행위를 규제함에 그 존재의 근거와 정당성이 있으 

나 현실의 규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말이 전도되어 결국은 다수의 피해， 

소수의 이익보호로 전락되는 현상이 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바 

로 여기에 있다. 소수규제-다수보호로 환원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초기에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이 있음은 모든 개혁에 공통된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규제는 또한 후진국， 독재국가 등에서 비민주적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도 사용되기도 한다. 정치학의 국가조합주의 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의 기간동안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간섭， 통제 

5) P. Bardhan(1997: 132 1)은 부패(corruption)를 “공직을 이용한 사익의 추구행위 (the 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또는 “대리인 문제(the agency problem)의 하나”로 매우 잘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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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시켜 왔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시절 정 

부규제가 관치경제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동원된 것은 분명하다. 규제개혁 

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관료적 권위주의정부하의 정부개엽적 

정책수행방식으로부터 다원적 민주주의적 민간주도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r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 

성과 IMF 관리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이 

다. 규제개혁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 대 

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 정경유착 등에 따른 폐해를 사정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이다. 

2) 정부규제의 유용성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시장이 내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 

조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실패의 대표적 요인으 

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적할 수 았다(최병선， 1993: 66-69). 

(1) 독점상황의 발생 (Control of Monopoly Power) 

몇몇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 자연독점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일정 산출량에 이르기까지 평균비용이 체감하는데 그 산업에서 가 

장 빠르게 최저평균비용을 달성한 기엽이 그 산업을 독점화하게 된다. 이 상 

황에서 여러 기업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이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설정해 주고 이 기업을 규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다한 초과이 익 의 발생 (Rent Control or "Excess Profit") 

경제적 지대는 보통 독점적 이익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경제적 지대와 독 

점적 이익은 다른 개념이다. 경제적 지대란 어떤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보수 

중에서 그 기회비용을 뛰어넘는 부분이다. 이러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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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그 생산요소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의 

미의 지대가 반드시 배분적 비효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기업이 보 

다 효율적인 생산공정을 발견하거나 값싼 원료공급선을 얻거나 혹은 매우 

효율적인 경영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기업은 경제적 지대를 얻게 된다. 

따라서 독점적 이익을 배척하는 시각에서 경제적 지대를 부정하려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 

스럽지 않게 된다. 

(3) 외 부효과의 발생 (Compensating for Spillovers: Extemalities) 

진실한 사회적 비용과 비규제가격(비경쟁적 시장하에서의)간의 차이를 외 

부성 (spillover; extemalities)이라고 한다.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 

는 개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시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외부경제와 외 

부비경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인 외부경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 

는 양보다 적게 생산되게 되고 부정적인 외부비경제는 오히려 필요보다 많 

이 생산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 외부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수 

단으로 개입하게 되고 외부비경제에 대해서는 조세부과 등의 수단으로 개입 

하게 된다. 

(4) 불충분한 정 보(Inadequate Information)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상품들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이에 정부의 규제가 정당성을 

갖는다. 

(5) 과당경 쟁 의 발생 (Excessive Competition: The Empty Box) 

몇몇 산업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과당경쟁이 얼어날 가능성이 었다. 즉 

어떤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을 경우 경쟁자간 과당경쟁이 열어나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모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낭비가 얼어날 수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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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규제의 한계: 비시장실패 

정부규제의 한계로는 비시장실패(정부실패)를 들 수 있다(최병선， 1993: 

837). 비시장이라는 말은 정부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엄격 

히 말하면 비시장은 정부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비시장실패 이론 

은 시장실패 이론에서 유추된 것으로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의 왜곡이 시장실 

패를 초래하듯이 비시장수요와 비시장공급의 왜곡은 비시장실패를 초래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는 비시장수요와 공급의 특징으로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 

부성과 조직 목표， 파생적 외부성 분배적 공평성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시장활동이 가격에 의해 비용과 수입을 연계시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 

면， 비시장활동을 지속케 하는 수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원천， 즉 정부 

에 납부되는 세금，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비시장기구에 제공되는 현금가격이 

붙여지지 않는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결고리 

의 부재로 비시장 생산물의 적절한 양과 가치는 그것의 생산비용과 분리되 

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내부성과 조직 목표 

이는 가관의 성과 및 인력의 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며 평가하기 위하여 

비시장조직 내부에 적용되는 목표이다. 즉， 기관구성원들이 극대화를 추구하 

는 효용함수의 요소이다. 시장조직의 내부기준은 시장의 시험에 부응하고 소 

비자 행위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한다. 그러나 비시장산출물은 측정이 어렵 

고 소비자로부터 선호나 환류가 없거나 믿을 수 없다. 외부성의 존재는 사회 

적 비용과 편익이 의사결정자의 사적 계산 속에 포함되지 않음을 뜻하고 내 

부성의 존재는 사적인 또는 조직상의 비용과 편익이 공적의사결정자의 계산 

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부성은 기관의 공급곡선 

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곡선보다 위로 가게 하는데 그 결과 가외적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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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높은 단위비용이 초래되어 실제의 비시장 산출물은 사회적으로 효율 

적인 수준보다 더 낮게 되며 여기에 곧 비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구체적인 

기관의 극대화 목표로는(maximands) 예산극대화(多多益善)， 기술의 진보(새 

롭고 복잡한 것이 좋다)， 정보의 획득과 통제(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안다 

는 것이 더 좋다) 등이 있다. 

(3) 파생적 외부성 

파생적 외부성이란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예기 

치 않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파생적 외부성은 그것을 야기한 책임 있는 

기관이 미처 깨닫지도 못 할뿐 아니라 그래서 기관의 계산이나 행동에 아무 

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좀 늦게 나타나는 경향과 정치인들의 좁 

은 시계와 높은 시간적 할인율 때문에 잠재적 외부성이 쉽게 간과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비시장 산출물의 질과 양이 모두 정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되지 않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수단과 동기가 제약이 된다. 이것은 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부의 효과 

를 나타낼 수도 었다. 정책분석과 선택이 진행중일 때 그러한 파생적 외부성 

이 고려될 수 있다면 정책선택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4) 분배적 불공평성 

시장활동에서 불공평의 문제는 소득과 부에 관한 것이지만 비시장활동으 

로 인한 불공평은 권력과 특혜에 관한 것이다. 시장볼완전성을 사정하기 위 

한 비시장의 활동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한은 의도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몇 사람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제된다. 즉 비시장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과 편익이 개인소득이 차이 기업 규모의 차이 지역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므로 비시장활동 결과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게 된다. 편익과 비용의 분리 

는 이와 같은 분배적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요한 동언이라 할 수 있다. 이 개 

념은 시장볼공평이 비시장 불공평보다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 

[

ζ
 

-



지 시장활동으로부터 불공평이 야기되는 것이 명백한 것처럼 비시장 활동으 

로부터도 불공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탈규제와 재규제(Derl맹llation & Rel1땅llation)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 

다. 물론 20세기 중반이래 가속화된 정부주도의 경제사회 관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중섬으로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였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오일쇼크로 촉발된 전통적 정부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집약된다 6) 부연하면， 첫째， 정부재정의 위기이다. 행정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의 원천인 경 

제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후 서구 각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섬화된 급격한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재정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일 

례로 영국이 1976년 파운드화 붕괴에 직변하여 미1F의 구제금융을 받은 사 

실은 문제의 섬각성을 대변하는 상정적 사건이다. 

둘째，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이다.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공익 

중섬에서 사익중심 문화로의 변화， 아니면 좀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가로부 

터 시장으로의 이념적 전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 

면서 감지되기 시작한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추세는 특히 영 · 미 계열의 

국가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집권으로 본격화된 

6) 전통적인 정부운영방식은 국가중심주의， 제도적인 고립과 동질성， 국가주권과 우월성， 헌볍적 배 
열상태의 중시 등과 같은 네가지 일반적 특정으로 대표된다(Pierre & Peters, 2000: 79-83) , 

부연하면 첫째， 국가중섬주의는 국가를 명백한 권력의 원전으로 본다. 국가개입을 통해 산업구조 
를 개편하거나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으로 간주된다. 둘째， 정부는 제도적인 고 

립과 동질성에 근거한다. 정부기관틀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회적 행위 

자들과의 협력을 유도하기보다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려고 한다. 셋째， 국가주권과 우월성을 주 

창한다. 국가가 소유하는 주권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강력한 권한이다. 우선 주권은 권력의 행 
사라기보다 지배의 문제로 간주된다. 또한 국가는 자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교류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인 교류에 불과하다. 넷째， 헌법적 배열상태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얀 시각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권력의 궁극적인 윈천이다. 이는 다시말해 기존의 정부가 형식적인 
권력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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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제열주의 사고의 확산은 정부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하 

기보다 문제 그 자체로 인식하였다. 

셋째，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섬화이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 

화는 각기 행정국가의 상부와 하부에서 권력이동을 촉진시키고 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계관계를 산출하는 촉매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는 세계화와 지방화는 물론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점은 언터넷 기반하의 사이버거버넌스가 새로운 네트워크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나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설 

명될 수 있다(J essop, 2000). 

넷째， 정부실패의 확산이다. 전후 국가의 통치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작 

엽은 보수와 진보주의자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유효성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거대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유권자들은 세금 

감면에 유리하고 개인적 자유가 더 보장되는 정당을 지지하였다. 실제로 많 

은 나라에서는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나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정당을 선호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처의 주도하에 사회민주주의의 선화가 종 

말을 고하면서 국가는 지나치게 크고 비생산적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되고 었다(Pierre & Peters , 2000: 61 -64). 

다섯째，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경향이다.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현실은 기존에 중시되어 온 정치안정， 경제발 

전， 국가안보 등과 같은 상위 정 치 (high politics)를 초월해 하위 정 치 (low 

politics)로 범주화되는 문화， 인권， 환경， 사회적 성 (gender) 등과 같은 이슈 

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 

부의 제도와 기능이 발전적으로 분리되고 전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Streck & Schmitter, 1985). 

여섯째， 전통적 책임성의 약화이다. 민주주의론은 선거상의 통제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권력과 책임이 반드시 동일주체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 

고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는 책임이 없는 주체를 국정운영에 끌어들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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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도식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비록 책임성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 

도가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공공과 민간부분간 관계의 복잡성이 가중됨으 

로써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요인들이 탈규제의 맹목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일례로 영국과 열본의 규제개혁을 비교분석한 Vogel에 따르면 단순히 

“탈규제”가 아년 “재규제”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그는 규제개혁의 추진 

동기와 관련하여 시장이나 이익집단의 역할보다는 각국의 고유한 제도요인 

에 초점을 부여하면서 각국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규제개혁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4가지 규제개혁 

의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유화와 관련이 있지만 친경쟁적 재규제와 

전략적 재규제가 특히 자유화에 초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반해서， 입법적 규 

제와 확장적 규제는 자유화 과정의 단순한 보충적 역할을 한다. 한편 친경쟁 

적 규제와 입법적 규제는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에 반해 전략적 규제와 

확장적 규제는 통제력을 강화시킨다. 

[표 - 1] Vogel의 규제 개 혁 4가지 유형 

썼變흩鋼 뿜繼 

기 

對산업 정부l 업자들 돕는 정책설계 IL. 암묵적 규칙의 성문화 
통제력 약화 IL.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촉진하는띠. 공청회의 공식화/책임성 확보를 

규제 추가 j 위한 절차개선 

E. 반독점 규제의 강화나 실행 
전략적 재규제 j 팽창적 재규제 

1. 국내기업에 규제적 이점을 부여 .1 ， . 관료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신설 

對산업 정부IL. 외국기업에 이점을 박탈하는 규| 규제 창설 

통제력 강화| 제사용 IL. 규제통제력 유지를 위한 신설규 
C. 국내기업의 자유화 대응을 위한| 제 대체 

보호 Ic. 새 영역으로 규제의 확대 

일례로 1979년 집권한 대처 정부의 경제관리 모텔은 완전고용과 복지를 

통해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달성한다는 케인지안적 모텔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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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공급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처 정부는 노동조합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영화와 자유화 및 탈규제를 추 

구하였다. 하지만 경제관리의 거버넌스로 지칭되는 새로운 통치방식은 독과 

점 조장과 같은 부작용을 노출시키게 되었고 결국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독립적 규제기구를 매개로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보증하는 재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장훈 외 2000). 일례로 사회적 규제의 강화요구에 부응하 

기 위해 식품안전규제부서를 선설한 일이나 대중교통의 편의제고를 위해 버 

스규제를 강화시킨 조치 등이 재규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Driver & Martell, 1998: 52). 

또한 1980년 레이건의 집권과 더불어 본격화된 미국의 규제완화운동은 통 

선과 금융부문은 물론 항공， 철도， 환경， 그리고 직업 안전에 이르는 분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탈규제에 대한 미국의 관섬은 규제개혁의 기풍을 국내 

산엽 전반은 물론 전세계에 확산시키는 주요 동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계속된 미국의 탈규제 열풍도 최근들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9.11테러는 미국인들의 관섬을 ‘자유’에서 ‘안전’으로 반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연이은 회계부정 스캔들은 규제완화의 재검토와 정부역할 

의 재발견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조선얼보， 2002.8.21). 

2. 규제수단 

규제수단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엄멸하게 

말하자면 세가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크게는 전통적인 명령지시 

적 규제방식과 시장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무정책 대안도 엄 

밀히 말하자면 규제기관이 의도한 것이가 때문에 그것도 규제수단에 포함시 

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정책수단이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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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령이나 지시적인 규제를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명령지시적 

규제에 의한 정부개입은 강제적이며 따라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가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규제기관은 명령지시적 규제에 익숙하고， 기존의 행태를 고수하려 하기 때문 

에 명령지시적 규제가 만연하게 된다. 그리고 명료성 확실성 등과 같은 명령지시 

적 규제방식의 장점은 획얼적이고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관료제의 선호와 

부합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명령지시적 규제를 선호하는 유인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은 유연성의 결여， 기술혁신의 저하로 

인한 하향 평준화， 규제기관의 포획가능성， 기득권 보호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2) 무정책 대안 

정부가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 규제적 수단과 규제가 아닌 정책수단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간섭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수단들을 선설 또는 강화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무런 정책수단도 새로 만 

들지 않는다는 대안이 바로 무정책 대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정책은 정부의 개 

입이 근원적으로 없었다는 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무정책 대안은 많은 정부실패가 야기되는 경우， 규제의 준수율이 낮아서 정책 

이 사문화되는 경우나 비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성공적인 정책프로그램이 존 

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비용 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등에 채택할 수 있는 대 

안이다. 또한， 민간 또는 시장의 자동，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도 무정책이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3) 시장지향적 규제수단 

(1)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Ïnfonn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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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의 주요한 형태중 하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생산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공정， 보관기간， 속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 

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규제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 

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며 공공교육 프로그램과 정보공개， 

그리고 설득에 의한 방법이 정보에 근거한 대표적인 비규제대안이다. 

(2) 경 제 적 유인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 유언이라는 비규제대안은 사회적으로 보다 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세금이나 과태료， 보조금 사용자 요금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기금계획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재정수입 (revenue)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개인이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정부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 

납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절하여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거 래 가능한 재 산권 적 권 리 (tradeable property rights) 

거래가능한 재산권적 권리란 어떤 특정 권한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 

리를 정부가 발행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대단히 희귀성이 높은 자원을 배분하거 

나， 오염배출권의 예와 같이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함이다. 

(4) 성 과기 준규제 (perlorrnance based regulation) 

성과기준규제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와는 달리 정책입안자가 상정한 결 

과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을 규정하기보다는， 그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의 수 

준 자체를 규제로서 설정한다. 즉 성과기준규제는 정책의 목표를 보다 직접적으 

로 달성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목표수준 

을 여하한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5) 안전조항 및 면제조항(safe harbours, waiver or variance provisions)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기준규제하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기준에 

Q 
]



순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에 순응하는 것이 보다 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성과기준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확실성을 

선호하는 피규제자에게 성과기준과 함께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 

다. 즉 피규제자에게 성과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명령지시적인 세부규정에 따르는 

선택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과기준의 장점을 확보하면서， 수단 

선택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과기준규제의 단점도 보완하는 대안이 안전조항이다. 

(6) 사후적 통저11 (ex-post controls) 

사전 통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몇몇 정부들은 피규제자들에게 사후에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정부에 얄리는 방식의 도입을 꾀하고 있다. 즉 정부는 피 

규제자들이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피규제 

자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한 행동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침묵정책 

(silence p이icy)이라고도 불리는 데 그 이유는 규정의 상한선을 지키는 한 모든 

유형의 행동에 대한 승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7) 보상(rewarding good behaviour)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응이 필요한데， 보상이라는 긍정적 유인 

이 제공되면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상은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대안의 

연종이다. 

(8) 공동규제 ( co-regulation) 

공동규제는 엽체로 구성된 협회나 전문가 협회간의 합의가 규제의 역할을 대 

신하는 형태의 비규제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규제의 전형적인 내용을 구성 

하는 실행규칙은 기업체로 구성된 산업조직， 직능대표 및 정부 사이에 협의로서 

이루어진다. 

(9) 자율 규제 ( self-regulation) 

자율 협약과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도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독립된 정책수단은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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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오히려 민간 부문에 책임을 부여하는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자율 규제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 

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0) 자율 협 약(voluntary agreements) 

자율 협약은 동등한 파트너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으로서 한 쪽 당사자 

는 정부이고 다른 한 쪽은 민간 부분이 된다. 이 계약은 정부의 강제력에 의하기 

보다는 상호 일치하는 이해관계로부터 도출된다. 즉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 

황에 대하여 당사자인 민간부문의 피규제자도 동일한 선호나 상황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하 

는 것이 자율협약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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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제평가 모형의 제시 (6가지 기준) 

1. 1차년도 연구의 함의 

1차년도 연구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품질을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한 결과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에는 완화를 필요로 하는 것도 강화를 필 

요로 하는 것도 있음를 밝혔다. 그러나 완화/강화의 결과 외에 현행 규제의 

보완과 세련화는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1차년도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현 

행 원자력 안전규제의 품질이 낮다는 것이다. 빠른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 

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안전규제의 내용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안전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이 반드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완화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강화와 완화로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런 면에서 안전규제 각각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규제품질 제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원자력 안전규제의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화된 체계적 절차 

(Institutionalized Systematic Procedure)’가 필요하다는 점 이 다. 안전규제는 

시간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야할 것이지만 제도화된 

체계적 절차가 없다는 매번 새로운 접근과 방법으로 규제개선의 얼관성을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 절차를 제도화시킴으로써 향후 규제개선 

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평가를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중요한 의미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자력 규제개선을 위한 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는 기 

존 규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년도 연구가 갖는 한계도 었다. 즉 너무 많은 규제 내용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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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하였 

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중에서 핵섬적인 규제내용에 대한 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대하여 1차년도에 제시한 

6가지 기준에 대응되는 규제개선의 툴을 개발하고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므 

로 1차년도에 제시한 6가지 규제평가 기준을 제시해 본다. 

2. 규제평가 모형의 6가지 가준 

새로운 규제 평가기준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새로운 규제 평가기준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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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제 1 철 원자력 안전규제와 가준 

본 절에서는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밝히고자 한다. 즉 

원자력 안전규제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현재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를 제시한다. 

1. 원자력 안전규제의 의의 

원자력안전규제란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 

고 행하는 공권력행사를 말한다. 

원자력안전규제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 

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며， 안전규제의 대상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폐기 

시설 등 원자력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사용후핵연 

료처리사업자， 핵연료물질 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 

등이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규제 수단 유형과 속성을 

살펴보면 정부규제의 성격상 경제적 규제로서 속성을 갖고 있는 규제와 사 

회적 규제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규제로서 속성을 갖고 있는 규제로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원자력 기자재， 핵주기사업， 폐기물 사업에 대한 허가， 발전시설용 

량의 제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량의 제한，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 

력요금의 제한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적 규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규제로서 

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원자력 환경규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안전규 

제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설계， 발전소의 시공， 발전소의 운영 검사， 방사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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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저장， 운송， 저리 등 원자력반전과 관련된 전단계에 걸쳐서 이루어 

진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경제적 규제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규제는 산업정 

책， 에너지 수급정책， 물가정책， 과학기숨 진흥정책，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 

책목적에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규제로서 

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규제는 정부가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는 정부만 

이 수호할 수 있는 보편적 이익(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비하여 사회적 규제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나 환 

경규제는 시장실패에 그것의 존재이유가 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와는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최병선 1993: 416). 우선 원자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규 

제는 원자력 위험이 갖고 있는 외부효과， 원자력 위험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 

성 등 전형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인하여 민간의 자율에 얼엄하는 것만으 

로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또는 공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들로서 그것의 절대적 필요성과 당위성 

이 인정된다. 

2.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성 

원자력 안전규제는 고도의 훈련된 인력과 독립된 정부기관에서 사업자의 

활동에 갚숙이 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었다. 환경 · 식품 · 보건 · 건축 · 가 

스 · 전기 등의 연반산업규제는 대부분 단순하고 정형화된 규제로 단시간의 

인력훈련만으로도 규제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 · 기 

계 · 전기 · 전자 · 인간공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 

반 산업규제는 정부가 규제기준만 정하여 확인 · 감시할 뿐 설치 · 운영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원자력은 설치단계부터 운전 · 폐 

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개입되어 철저한 확인 •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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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다수 국가는 별도의 원자력기관이나 정부부처 내에 원자력발 

전과는 독립된 전담부서를 두고 안전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미국， 캐나다 등 대다수의 원전운영 국가가 이런 분리형 규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1). 

원자력안전규제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사엽자(개인포함)의 권리 ·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다.7) 그리고 그 중요성만큼 

엄격히 적용되는 규제라는 특성에서도 보듯이 원자력안전규제는 당연히 법 

률의 근거를 가지고 또는 법률의 수권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즉，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7)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균제는 1958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에 근거하고 았다. 그리고 그 하위법 
령인 시행령과 시행균직에도 근거를 두고있다. ‘원자력볍시행규칙’， ‘원자로시섣등의기술기준에관 
한규직’，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직’등이 그것이다. 

건
 



제 2 절 규제 개 선 도구의 이 론 

본 절에서는 규제개선의 도구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잘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도구마다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또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 

기 때문에 여가서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저1 시하고자 한다. 

1. 균제거버년스 

여기서는 먼저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 

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가 대두되게 된 환경적 변화에 대해 

서 도 간단히 잘펴 보도록 한다.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전개 

거버넌스( Govemance)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등장하 

게 된 개념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Cleveland， 1972), ’정부 

없는 거버넌스’(Peters ， 1998) 등의 구호는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 

는 것이다(김석준， 2000). 그런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어느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다양한 해석만큼이나 그 개념정의도 매우 다양한 다의적(多義的)개념이 

가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가가 어렵다.8)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Jessop， 1998: 31) 시민사회 중섬 

8) 거버넌스를 국정관리(노정현， 1997, 2000; 고숙희외， 1998; 정정길， 2000; 박응격， 2000)나 협 
지체제(박재욱·류재현， 2000) , 기타 국가경영 공치(共治) 동반자적 통치 공동경영으로 불리기도 
하며(박재욱·류재현， 2000) 등 용어 해석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며 거버년스를 그대로 불라 잠 
시 그 해석을 유보하는 경우(전종섭， 2000; 정용덕 외， 1999; 김석준 외， 2000; 주성수， 2000) 
도 았다. 이는 거버넌스가 정치학， 경제학， 정치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으며 각 학문분야에 따라 그 시각과 훗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까지는 그대모 거버넌스모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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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주 

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heterarchy; 

Jessop, 1997; 1999: 351)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 

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 

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Kooiman and Vliet, 1993: 64; 

Rosenau and Czempeil, 1992: 5).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Stoker: 

1998b).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 

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한다(김석준， 2000: 

42-43). 

2) 규제와 규제거버넌스 

규제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본절적인 가능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도 환경， 안전， 복지 등에 이르는 사회 규제 등 정부의 규제는 광범위하 

다. 로위 (T. ]. LowD의 국가 가능 분류를 보더라도 규제 가능은 배분기능， 

재배분기능， 헌법적 기능과 함께 4대 주요 가능임을 딸 수 있다. 

문제는 규제가능이 과거에는 정부의 고유한 가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 

근 들어 정부 규제의 역기능과 비효율이 제가되면서 정부규제의 정당성과 

방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1980년 대 들어서는 대대적인 탈규제 (Deregulation) 혹은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1990년 대에는 세계화 정책과 선자유주의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정부 규제의 수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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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규제 논의가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의 양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규제로 인한 @ 막대한 규제비용，(2)비효율과 낭비，@불 

공평하고， 복잡하며 지연적인 절차，@비민주적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과정， 

@예측불가능한 규제 결과를 사정하려는 노력에 집중되었다면(Brayer， 1982: 

2-4) 최근의 규제논의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전영평 · 장임숙， 2003). 

3) 규제거버넌스 대두의 새로운 환경 

규제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재정위기， 시장을 향 

한 이념적 수렴， 세계화와 지방화의 섬화， 국가의 정책실패， 정책결정의 부분 

화와 전문화，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전통적 책임성의 변절 등을 지 

적할 수 었다.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적 요인들을 지적해보면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 

렴，(2)세계화와 지방화의 섬화，@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사회적 변 

화와 복잡성의 증가，(5)전통적 정부책임성의 변질 등을 들 수 있다. 

2. 균제열몰제 

일몰제(법) (sunset legislation)은 어떤 행정기관의 설치근거법에 그 기관의 

존속기관을 마리 정해두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규제기관의 성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그 가관을 존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최병선， 1994).9) 

규제임몰제도는 주로 미국의 주정부를 중섬으로 발전되어왔다. 한때 36개 

주정부에서 얼몰제도를 채택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았지만 적용대상과 그 방 

9) 이라한 일몰규정은 반드시 규제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 맞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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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보이고 었다. 모든 행정기관에 규제얼몰제도를 도입 

하는가 하면 일부 규제 및 면허기관에만 션별적으로 적용하는 주도 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시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더글라스 

(William O. Douglas)가 대통령에게 규제기관은 10년 동안만 존속되어야 한 

다고 건의하면서 열몰제도에 대한 관섬이 싹트기 시작했다. 

미국의 얼몰제도는 1976년 콜로라도주가 처음 도입한 것을 계기로， 주정 

부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었다. 이외에 텍사스주의 경우는 1974 

년 주헌법제정회의 (Constitution Convention)와 1976년 정부운영에 관한 합동 

자문위 원회 (Joint Advisory Committee on Govemment Operations)의 제 안 

이 최초로 있었다. 

얼몰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일몰심사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얼마나 타 

당성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일몰제의 성패가 판가름난다.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13개의 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0) 

규제 일몰제도는 규제의 성과와 시대적 변화 현재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지표를 근거로 규제의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규제 일몰제도의 목표는 

비효율적인 규제 및 비시대적인 내용의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 

거나 행정상의 비대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가 있는 규제를 완화 · 수정 · 폐 

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몰제도는 효과적인 규제완화( deregulation)에 기 

여한다. 규제완화는 새로운 규제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규제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집단들이 저항하여 효과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몰제도는 규제기관과 규제 

조항에 관한 자동종결규정과 함께 일몰섬사기구와 섬사대상가구에 대한 행 

동강제매커니즘(action-enforcing mechanism)을 규정하여 규제완화를 촉진시 

킬 수 있다. 

10) 미국에서 제시하는 일몰섬사의 기준은 능률성， 효과성， 규제완화， 활용성， 중복성， 공익성， 고충 
저리도， 시민참여도， 상급기관의 요건 충족도， 규직의 공정성， 정보공개， 폐지될 경우 파급효과， 
수권법의 개정필요성 등이다(권해수 외，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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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규제지도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방 

민석 (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규제지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규 

제지도는 규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 

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 

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규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한 가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분포도/속성도， 절차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개념정의하고 었다.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규제지도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경련 등 민간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열환으로 고안된 용어이다. 전경련에서 최초로 주장된 규 

제지도의 개념은 규제의 형성과 변화를 보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된 

것으로서， 제도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 선제도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었다. 

하나의 정부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 

적인 규제가 계속적으로 양산이 된다. 이러한 규제의 상호의존성이 규제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이를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이라고 

한다. 대가엽규제정책이나 토지규제정책 등 특정정책 영역에서 규제효과를 

얻기 위해 피라미드처럼 규제가 누적되면 결국 ‘규제비용의 복리효과 

(compounding effect)’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규제비용의 복리효과는 단 

순히 피규제자가 규제로 인해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규제의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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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리로 늘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반되는 정책비용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11) 따라서 이 시각 

에서 보는 규제지도는 규제 자체의 확산성으로 발생하는 복리효과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 특정 규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규제를 종적 

인 시간흐름을 통해 파악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초로 제기되었던 규제지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규제의 

발생과 확산이 어떠한 경보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얼종의 과정도(process map)로서 규제지도를 보는 것을 말한다. 

(2) 분포도(distributional map) 또는 속성 도(attributive map)로서 의 규제 지 도 

규제지도는 규제의 구조화와 실제 파악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개념화할 수 았다. 규제지도는 시간개념을 적용하는 규제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풍속영업관련 규제， 벤처산업， 수출입통관 관 

련분야 등 여러 부처와 다수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나 

중복규제의 경우에는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 해당 분야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었으며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 

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 

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품질 제고 차원의 노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규 

제가 가지는 적정성과 효율성은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의 규제 차원의 문제 

에 국한하지 않고， 규제 전체의 유가적 관계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법칙 Oaw of unintended consequences)의 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이 때 해당 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지도화하여 전 

11) 정부규제는 사회적 총비용(집행비용/ 준수비용/ 우회비용/ 왜곡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비용들을 모두 합할 경우 목표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규제개학위원회/ 
2003a: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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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차원에서 주요 관심규제의 위상을 파악하여 문제발생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규제실태를 파악하는 두 번째 시각 중에서 규제의 구조화에 보다 중점을 두 

는 입장에서 규제지도는 ‘특정 분야에 존재하는 규제 전체를 속성과 특정에 따 

라서 차원화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는 지도’로 규정할 수 었다. 이 때의 규제지 

도는 분포도(distributional map) 또는 속성 도(attributive map)로서 정 의 된다. 

(3) 절차도(procedure map)로서의 규제지도 

규제지도는 행정영역의 전체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 

는 특정한 규제정책의 실제 집행이나 운용상의 복잡성을 구체화하여 설명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당 규제가 중요규제나 정책적 규제인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되기도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는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며 비용을 지불해 

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 

식하고 행정활동에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행 

정절차에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규제의 복잡성과 행정절 

차상 핵심적 규제를 파악하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일례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 

(“현존 규제의 50% 이상의 연내 폐지” 등)에 따라 상당한 개혁작업이 이루 

어졌지만， 규제의 폐지나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크게 체감되지 못했다. 비록 

규제의 수는 단순히 감소되었지만 행정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 

기 때문에 개혁과정을 정당화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12). 

규제실태를 파악하는 두 번째 시각 중에서 규제현장에서 열어나는 실제파 

악에 보다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규제지도는 ‘특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 

12) 2003년 5월 현재 약 κ700여개의 정부규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유럽 국가나 일 
본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것은 규제의 내용 
과 집행상의 문제와 관련된다(규제개혁위원회/ 2003a: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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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는 개별 규제를 총합하여 이들간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면 규제지도는 절차도(procedure map) 

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방민석 (2003)은 규제지도를 “기존 규제의 

내용， 규제의 수， 피규제 대상과 규제집행주체， 법 · 제도적 규제 수단， 규제 

상호간 연결관계 등을 적절한 배열방법과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규제경로를 

설정하거나 구조화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4.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 공정한 절차(due process)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 

기서 잘펴볼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념이 강하고 따라서 정책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 

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규제정책 결정과정을 거의 마비상태에까지 이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에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혁선적인 규제정책 결정방법이다(최병선， 1994).13) 

규제협상이란 규제정책 분야에서 대두되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규제기관이 공식 

적 인 정 책 결 정 (formal rule-making) 과정 에 들어 가기 이 전 에 규제 정 책 에 정 

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의 대표자들을 협상테이블에 불러 들여 이 

들이 보다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정책대 

안에 도달하게 하고 이렇게 작성된 정책대안을 규제기관이 수용하는 규제정 

책 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법적 과정 (judicial 

process)을 닮아 가고 었는 규제 정 책 과정 을 입 법 적 과정 Oegislative 

13) Robert B. Reich(1 98 1)는 규제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사이 그리고 이들과 규제기관 
사이의 끊임없는 소송으로 인하여 유일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논지를 전개 
하면서 규제협상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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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에 보다 흡사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었다. 

규제협상이 추구하는 목적， 혹은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 

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정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 스스로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한다. 이 때 이루어진 합의가 반드시 

이들의 추후 행동을 구속(binding)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상호이해와 선뢰는 이들간의 항시적인 극한대립(confrontation)과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결정된 규제정책의 집행 ümplementation)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주로 규제협상과정에서 정책집행의 방법에 관한 논 

의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틀면 이용가능한 기술수준， 자 

원의 소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집행의 단계를 설정한다거나 

의무이행의 확인 또는 규제위반 행위의 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결국 규제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잘 작동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규제협상에 있어서 규제기관은 물론 얼방 당사자로서 협상에 참여하며 협 

상위원회 (negotiation committee)의 구성， 그것의 소집 및 의사진행 등 운영 

방법의 결정권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 규제기관은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관련법령이나 규제기관의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규제협상이 기존의 공식적인 정책결정 방식을 완전하게 대치하는 것 

은 아님 을 보여 준다(Daniel， 1988). 

5. 규제 비용 편익 분석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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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언하여 국민의 

열상생활과 사회 · 경제 ·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CD항5호)으로 정의할 수 었다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비용-편 

익 분석이 실시되는데 정부규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수 

단이 된다 14)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규제의 효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정부규제 

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행정비용과 피규제자의 규제순응 비용)을 정당화시 

킬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었다. 물론 비 

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 

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정부규제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보다 많 

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정부규제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서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1단계(비용과 편익의 요인파악):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그 

규제의 비용과 편익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특정 정부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다른 요인과 완전하게 분리사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언을 빠짐없이 고려하는 

14) 물론 규제의 비용 편익 분석이 규제영향분석을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분석을 위해서 객 
관적 자료와 계량화되는 결과가 중요한데 비용 편익 분석은 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효용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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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제 2단계(비용과 편익의 분류) : 정부규제의 편익과 요인이 파악되면 다음 

으로는 이들을 일정한 시각(perspective)에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에서 일정한 시각이란 특정 정부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목적 

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규제의 목적에 따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류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당사자들이나 규 

제목적을 고려하여 타당한 분류가 있어야 한다. 

제 3단계(비용과 편익의 측정) : 보통 앞의 절차만으로 정부규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합리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용 

과 편익을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환산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할인(discounting)의 문제이다. 할인이란 여러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민감도 분 

석도 실시해야 하는데 민감도 분석이란 서로 다른 대체적인 할인율을 적용 

하여 봄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비용과 편익의 할인과 관련된 문제로서 장차의 비용과 편익에 

내재된 위험요인 (risk factor)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비용편익분 

석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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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틀 

[그림 - 2J 연구를 위한 분석틀 

새로운 됨표고 달효] 
!" .•••••••••••.. ~ 

평가기준 
제언 

................. 

... ‘ .... • •• • •• •• ••• 

@ 명확성 

@효율성 

I@ 규제거버넌λ 

@유연성 I@ 일몰제 평가 및 

@신뢰성 I@ 규제지도 연구·교육용 기준의 
--~ 

@ 잭임성 
I@ 규제협상 

원자로규제 우선순위 

제공 

@ 정치적 

고려 
I@규제비용편익분석 

... 
........ 

본 연구의 핵심은 현 규제를 평가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구축하 

고 이를 대상 규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규제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제시한 

것은 규제거버넌스， 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비용편익분석 등이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각각의 툴(tool)을 적용한 후에 평가하기 위해서 고 

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규제환경과 집행자의 

여러 가지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는 참고적인 

제언 수준에 한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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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규제개선의 도구(tooD 

제 1 절 규제평가의 기준 

1. 평가가준 도출 

규제를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누가 평가를 하느 

냐에 따라， 혹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규제평가 기준을 도출하 

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정부규제에 대한 평가이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평가 기준을 도 

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1차년도 연구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가 제시하는 5가지의 기준과 OECD에서 ·제시하는 9가지 기준， 마지막으로 

Bohm & Russel이 제시하는 7가지 기준을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1)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기준15) 

(1) 독립성(independency) : 원자력은 그 영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된 규제는 타기관의 견제나 정치적 압력， 재정적 포획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곤란하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체 

제를 확립하여 독립적이고 선진적으로 원자력안전규제에 접근하고 있다. 

(2) 공개성 (publication): 원자력과 관련된 규제와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는 기준이다. 그리고 안전규제의 형성과정에도 사민단체나 주민들의 참여가 

15) NRC의 5대 기준은 1994년 9월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밝힌 안전규제활동 5대원칙 

에 그대로 준용되어 정부의 안전규제 정책기조로 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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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3) 명확성 (definiteness): 명확성은 원자력안전규제 내용상 규제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애매모호한 규제는 피규제집단의 규제이해도를 

저해하여 규제목표 달성을 어렵게한다.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며 규제의 질을 떨어뜨려 규제 순응도를 낮게 만든다. 

(4) 효율성 (efficiency) : 효율성은 적은 규제비용으로 얼마만큼 안전규제의 

목표를 잘 달성하느냐의 기준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규제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전확보라는 기본적 목표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5) 선뢰성 (reliance): 신뢰성은 안전규제가 현재 상황에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여 피규제자로부터 선뢰성을 확보하는냐의 기준이다. 정책 목표의 환경이 변 

화하였을 경우에도 규제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인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2) OECD 공공관리위원회 (PUMA)의 기준 

(1) 체계성 (systernic) : 단위안전규제의 내용이 핵섬 요소들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며， 광의적인 규제체계 내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2) 실증성 (empirical) : 규제의 영향분석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양적 자료와 엄정한 실증기법들을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OECD 

가 권고하는 설증성 기준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동일한 영향분석과정을 

밟으면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선뢰도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규제내용이 잘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증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은 

- 39 -



무엿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얼관성과 융통성 (consistent but flexible): 규제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폭넓은 연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집행자가 중요한 규제정책의 선택이나 적용 

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서술한 실 

증성과 더불어 일관성 기준은 규제정책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확장성 (broadly applicable): 단위규제가 가능한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상집단이나 시기， 장소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어 

야 한다면 규제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인 것이다. 

(5) 투명성과 자문(transparent and consu1tative): 규제가 광범위한 자문결 

과들을 반영해야 할뿐만 아니라， 규제의 명확한 결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6) 적시성 (timely):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환경변화와 관련지어 적절한 규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규제대안이나 환경의 적극적 대처 

로 적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7) 대응성 (responsive): OECD에 따르면 규제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집행자 

가 규제의 취지를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대 

응성이란 조직 외부환경의 고객에 대한 반응(response)을 의미한다. 그러나 

OECD가 제시하고 있는 대응성 기준의 대상은 정부관료제 내 • 외부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규제내용은 정책집행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설성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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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까‘;z. 。
Tì:.C돋흐 제고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8) 실용성 (practical): 규제정책 집행과정에서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자원 

구비를 요구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우 

리의 경우 규제의 경제적 운용과 합리적 설계 등에 있어 실용성 기준을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3) Bohm & Russell의 기 준 

(1) 정적 효율성 (static efficiency): 정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시장유인 

적 규제방식은 선택된 목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의미한다. 

(2) 정보수요(Ïnfonnation intensity): 정보수요는 고려하고 있는 대안을 기획， 

프로그램화하고， 집행하는데 규제자에게 어떠한 수준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필요 

한가를 의미한다 

(3) 정 책 집 행 및 감시 의 용이 성 (ease of monitoring and enforcement): 정 책 집 

행 및 감사의 용이성은 규제 순응수준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는 평 

가변수이다. 

(4) 상황변화에 대 한 유연성 Wexibili ty ) : 상황변화에 대 한 유연성 은 주어 진 정 

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기술이나 소요되는 자원의 종류， 기타 경제 

적 상황이나 행위가 변화하였을 경우 규제대안이 이에 적응하여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5) 동적 효율성 (dynamic efficiency): 동적 효율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혁선적 

띠
 



기법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6) 정치적 고려 (political consideration): 정치적 고려는 사회의 집합적 선택문 

제에 있어 중요한 평가차원이다. 이는 분배문제， 윤리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 규제평가의 기준 도출 

1994년 9월 정부는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원자력 안전규제의 정책기조를 

밝힌바 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미국 NRC가 제시한 원자력안전규제원칙을 준용 

한 것이다(과학기술부 2(02). 여기서 제시할 평가기준은 미국 NRC의 원자력 안 

전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OECD기준， 그리고 Bohrn & Russell 기준을 고찰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내용상 유사한 항목끼리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표 - 2J 기존의 세 가지 규제평가의 기준 

정보수요 

정적효율성 
동적효율성 

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 

유연성 

@ 효율성 
체계성 

대응성 

@ 

-@ 

-@-@) 
공개성 
신뢰성 

독립성 

적시성 

확장성 
일관성 
실증성 
융통성 
실용성 정치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기준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규제평가 기준 

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미국원자력위원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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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규제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J 새로운 규제평가의 기준 

뾰
 

= 
@ 
• @ 
-@ 

-@ 

-@ 

} @ 

새로운 평가기준 

즉 앞의 [표 3J 에서 @에 해당하는 기준은 명확성으로，(2)에 해당하는 기 

준은 효율성으로，@은 유연성으로，@는 선뢰성으로，(5)는 책임성，@은 정치 

적 고려로 표현할 수 있다 

2. 새로운 평가가준의 내용 

1) 명 확성 (definiteness) 

명확성은 현재의 규제정책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OECD에서 제시한 투명성의 가준도 규제정책의 명확성파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OECD에서는 피규제기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규 

제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의미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정책을 집행한다면 규제내용은 차치하더 

라도 일단은 피규제기관에 대하여 규제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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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은 선택된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또는 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목표달 

성도가 높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정 

책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대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의 수 

집비용부터 집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OECD에서 제시한 체계성과 대응성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큰 틀에서의 짜임새 있는 규제정책은 전체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 

이다. 법적 명확성의 측면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 

는 것이므로 효율성의 평가기준이 된다. 대응성은 정책집행자에 대한 평가기준으 

로서 집행자가 열마만큼 규제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기준 

이 된다. 규제 취지와 내용을 잘 숙지한 규제집행자는 규제의 효율성을 높열 수 

있기 때문이다. 

Bohm & Russel이 제시한 정보수요도 효율성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산출(output)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투입(input) 

을 낮추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비용 

이 높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집비용이 낮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단순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펼요한 정보를 의 

도적으로 배제한 정책은 효율성이 높다고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도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정 

책 집행과 감시가 용이하다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실한 실현이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적게 소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유 연 성 (flexibility) 

과학기술의 발달과 규제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기존 규제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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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서 규제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현행 규제가 상황변화 

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규제인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현재의 규제가 피규 

제대상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OECD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적시성과 확장성도 유연성의 평가기준에 들 

어간다. 적시성은 말 그대로 환경변화와 관련지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었다. 특히 원자력관련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았는데 그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규제 

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확장성은 규제가 대상집단이나 시기， 장소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가준이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논의의 순서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규제라면 긍정적인 평가와 더 

불어 규제존속이 가능해 절 것이다. 

4) 선 뢰 성 (reliance) 

선뢰성은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규제대상 집단이나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차원이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는 규제기관이 

나 피규제기관이 규제정책을 얼마나 선뢰하고 순응하느냐를 평가하게 된다. 

미국 NRC가 제시한 원자력 정책 및 활동의 공개성을 안전규제의 신뢰성에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안전규제 정책의 내용상 특히 기술상 

의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의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다면 선뢰성은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공개성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 

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개성은 

규제정책뿐만 아니라 규제정책 집행기관의 선뢰성 평가에 중요한 부분이다. 집행 

기관의 정책 및 활동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나 피규제기관들로부터의 선 

뢰성은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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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제시한 일관성과 실증성도 신뢰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증성 

이란 동일한 영향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동열할 정도로 정책의 선뢰도를 제 

고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한 규제만이 국민이나 피규제기관 

들의 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성도 마찬가지이다. 규제정책의 집 

행과정에서 지속적언 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규제정책 자체의 신뢰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나아가 정부의 선뢰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5) 책 임 성 (responsibility) 

미국 NRC 기준에 따르면 규제기관 및 활동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 기관에 대한 간섭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책임 있 

는 활동을 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규제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독립된 규제기관이 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 

라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 그리고 일선 원자력관련 기관들이 원자 

력 관련 규제담당 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은 일선 원자력관 

련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나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16) 

OECD보고서에서 제시한 융통성의 기준도 책임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규제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유연성의 확보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담당하고 있느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융통성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가 바로 규제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원자력 관련 규제는 사후 책임보다는 사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권 

한의 명확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6)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된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그 핵심적 기 

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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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 치 적 고 려 (political consideration) 17) 

정치적 고려는 Bohm & Russel의 평가기준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인데 원 

자력 규제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라는 평가기준을 생략하기는 힘들다. 왜냐하 

면 원자력 규제라는 것이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갇이 새롭게 도출된 규제 평가 가준은 여섯 가지로 명확성， 효율성， 

유연성， 선뢰성， 책엄성， 정치적 고려 등이다. 각각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간략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4J 새로운 원자력 안전규제 평가 기준의 내용 

평가 기준 내용 

명확성 확실한 법적 근거의 유무: 형식적 명확성과 내용적 명확성 

효율성 
목표달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평가: 규제집행 전과정의 비용 

을 의미 

유연성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가의 평가: 피규제기관의 기술발달을 

저해하는지도 평가에 포함 

선뢰성 
피규제집단의 공개적 참여와 일관성에 대한 평가: 규제의 객관1 

성 확보가 관건 

책임성 
규제집행의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에 따곤는 권한확보: 실패한 

규제정책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됨 

정치적 고려 
비경제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국제적수준의 규제 고려 

17)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프변 규제정책과 입법은 다양한 정치적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어떤 정치적 상황의 파악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만 

드는 요소는 규제의 비용을 담당하는 쪽과 편익을 향유하는 쪽이다(최병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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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제개선의 도구(tooI) 

본 절에서는 다양한 규제개선의 도구들을 원자력 규제라는 틀 속에서 규 

명하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각 도구들이 갖고 있 

는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총괄했지만 여기서는 원자력규제와 관련하여 논의 

한다. 또한 규제평가의 기준에 대응되는 도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8) 

1. 규제 거 버 넌 스 (regulatory governance) 

1) 규제거버넌스의 의미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대로 규제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본질적인 가능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도 환경， 안전， 복지 등에 이르는 사 

회 규제 등 정부의 규제는 광범위하다. 문제는 규제기능이 과거에는 정부의 

고유한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정부 규제의 역기능과 비효율 

이 제기되면서 정부규제의 정당성과 방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규제의 경우 전통적으로 당연히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인식되어왔고 최근에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당연히 정부규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를 집행하기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었다. 정부규제로 언한 규제비용과 비효율， 비민주적이고 정당성이 결여 

된 규제과정， 예측 불가능한 규제결과 등은 원자력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거 

버넌스가 도입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18) 그러나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기준에 정확히 1: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도구 속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준이 하나의 도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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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원자력 규제에 있어서 규제거버넌스는 정부나 규제기관의 일방적 

이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제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규제과정에 그들이 함께하여 최적의 규제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규제평가 기준과의 관계 

규제평가를 위한 6가지 기준과 규제거버넌스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1:1로 

대응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선뢰성， 정치적 고려에 우선 조응(照應)한다고 할 

수 있고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유연성이나 책임성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 

다. 게다가 규제거버넌스의 개념정의를 광의로 할 것인지 협의로 할 것인지 

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9) 

본 연구에서 필요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보다는 광의 

의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할 수 았다. 왜냐하면 참여주의나 공동체 주의에 대 

한 요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성상 정부의 권한 

19)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김석준(2000)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협의 일반 광의 

- 혈의의 신공공관리 개념(서 - 혈의， 일반적 의미에 참여주 
- 인사， 예산 등 내부 통제를 

비스연계망)에 시장주의를 의와 공동주체주의를 합한 
대폭 완화 

추가한 것 커ι‘-- 일선관리자에게 재랑권과 책 
-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적 - 정부재창조1)에서의 기업가 

。Cj1 -닙'F- C 、)j
경제학을 결합한 것 적 정부의 관리 

성과를 향상과 고객 만족의 
-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 

행정관리 
부문에 도입하자는 주장 

- 내부규제완화와 민간기업 관 
신공공관리의 신보수주의적， 

리기법의 공공부문 도입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대표 

자료: 정정길 (2000: 531-532) 내용을 재정리함.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heterarchy; Jessop , 1997; 1999: 35 1)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 
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빚 조종형태’로 정의한다(Kooiman and Vliet, 1993: 64; Rosenau 
and Czempeil, 1992: 5). 광의의 거벼넌스는 정부중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 
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모 파악한다(Stoker: 1998b).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 
한다(검석준， 2000: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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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정부분 인정되어야 하고， 정부의 권한이 피규제기관이나 다른 이해당사자 

들 보다는 작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거버넌스는 규제 당사자들의 참여나 공동 

체 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이나 정치적 고려 등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3) 규제거버넌스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대하여 규제거버넌스라는 툴을 적용할 때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각 규제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이다. 규제당사자들이라 함은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로서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하고 피 

규제기관으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는 원자력연구소와 교육 

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경희대학교가 된다. 이 밖에도 기타 연구 · 교육용 원 

자로와 관련된 지역주민， 학교 당국자 학생 등이 규제당사자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하는 기제가 있는지 일단 평가하고 그런 다음 실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기제를 구축해 본다. 

둘째， 규제 관련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회의， 협의 등의 시기와 횟수 그리고 내용도 파악해 본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범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셋째， 규제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려되는 대상자를 일정한 형식에 맞게 배치하고 그 대응전략을 

미리 고려하는 것도 규제품질을 제고하는데 펼요하라라 생각된다. 

넷째，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탈규제 (deregulation)할 수 있는 규제의 내용과 

그 폭을 살펴본다. 이것은 규제기관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단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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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유출되어서는 곤란하다.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 규제의 탈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아이디어 수준의 탐색적인 제안이 외부로 유 

출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2. 얼 몰제 (regulatory sunset) 

1) 일몰제의 의미 

규제일몰제는 일몰법등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것 

처럼 얼몰제를 인식하기보다는 규제열몰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선과 기 

술적( technical) 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반적으로 일몰제(법) (sunset legislation)는 어떤 행정기관의 설치근거법 

에 그 기관의 존속기관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규제기 

관의 성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그 기관을 존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최병선， 1994)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일몰제가 갖는 일반적인 기능과 적용기 

법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었다. 

규제일몰제는 단순히 규제기관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고 규제 자체에 대한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는 기법(技法， technical)적인 

것도 포함한다. 

원자력 규제에 관련하여 고려한다면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에 

대한 일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담당기관이 자신이 수행하는 규 

제와 관련하여 존속과 폐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내용에 대한 일 

몰법을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20) 

20) 일볼제가 반드시 존속과 폐지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 
를 존속해야 하지만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제 

를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모 넓은 의미에서는 존속과 폐지도 보완의 범주에 들어간다 
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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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원자력 규제에 있어서 규제일몰제는 규제기관이(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품질 제고나 규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규제환경의 변화와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의 지속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자신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단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환경의 변화 

에 따라 존속하거나 강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2) 규제평가 기준과의 관계 

규제일몰제가 원자력 안전규제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안전의 확보에 위험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제얼몰제가 갖는 의미는 규제의 존속과 폐지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와 완화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규제평가의 6가지 기준 중에서 규제일몰제와 조 

응(照、應)하는 것은 유연성이라고 할 수 았다. 

규제평가의 기준 중에 유연성은 규제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었 

다. 규제환경은 규제기관， 피규제기관，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자 기존 규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규제일몰제이다. 

원자력 안전기술 중에 중요한 요소로는 기술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적절하 

게 대응하지 못하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모두에게 과다한 규제비용이 발 

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적 변화라는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려 

면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요구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식(認識)의 문제이다. 특히 피규제기관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규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만약 피규제기관의 인식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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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은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규 

제기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다면 규제기관은 규제내용을 존속하거 

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이 다. 

결과적으로 규제일몰제는 규제평가 기준 중에서 유연성과 대응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적용하고자 한다. 

3) 규제일몰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원자력 안전규제에 규제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기관이 규제일몰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룹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규제담당자들이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필요성 

을 느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규제환경의 변화를 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변화를 단위시간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즉 3년이나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원자력 기술의 

변화， 발전을 직접 구분해 보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적 변화를 제외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 규제기 

관， 피규제기관의 하드웨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규제담 

당기관이나 인원， 혹은 피규제기관이나 담당자가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규제내용 자체의 변화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규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혹은 어 

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상황을 파 

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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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기술적인 입장 또는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규제일몰제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무엿보다 션 

행되어야할 과제이다，21) 

3. 규제 지 도 (regulatory map) 

1) 규제지도의 의미 

규제지도는 최근에 규제개혁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 중에 하나이 

다. 규제지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과정도로서의 규제지도와 규제의 현재 상 

태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규제지 

도를 규정하는 분포도나 절차도의 규제지도가 그것이다. 

원자력 규제의 경우 규제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는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게도 실행의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내용과 절차를 열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규제지도를 작성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규제가 많이 부과되는지를 알 수 있 

고 그 규제의 담당기관과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규제의 부담여부를 규 

제자가 스스로 파악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가능 

성이 훨씬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와 관련하여 피규제기관으로부 

터 제기되는 요구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원자력 규제의 규제지도 작성은 규제기관이 내부적으로 규제의 완 

화나 규제강화의 대안을 마련할 때 최적의 시점과 내용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tooD가 될 것이다. 

21)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일몰제도 13개 섬사기준을 원용하여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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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평가 기준과의 관계 

규제지도의 작성은 원자력 규제와 관련하여 피규제기관보다는 규제기관에 

게 매우 요긴한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에게 해당되는 규제평가기준 

과 관련되어 있다. 

6가지 규제평가 기준 중에서 규제지도의 작성과 대응되는 기준은 명확성 

과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확성이라 함은 규제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명확하게 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규제 

의 절차에 따라서 법적 규제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식적， 

내용적 명확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두 번째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규제평가 기준 중에서 책임성은 규제를 집 

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규제집행기관을 밝히는 것은 결과 

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밝히는 것이므로 규제와 관련하여 집행과 결과책임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바로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제지도를 작성 

한다는 것은 각 규제의 마디 (joint)마다 규제담당 기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규 

제의 책임성 확보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제지도의 작성은 규제평가 기준의 내용 중에서 명확성과 책 

임성에 대응(對應)되는 도구로 본다. 

3) 규제지도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원자력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지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과정도로서 

의 규제지도뿐만 아니라 분포도나 절차도의 규제지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즉 어느 하나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을 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의 단위규제 혹은 개별 규제에 대하여 두 

가지 규제지도를 동시에 작성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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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오히려 이해를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규제개선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성격을 갖는 과정도로서의 규 

제지도 작성은 유보하기로 한다，22)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지도는 절차도로서의 규제지도이다. 이 

것은 현재 열어나는 특정한 규제정책의 실제 집행이나 운용상의 복잡성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현행 원자력 규제， 더 구체적 

으로 말하면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절차에 대한 지도작성 (mapping)을 한다는 것이다. 

절차도로서의 지도작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규제의 열반적인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연구 • 교육용 원자 

로의 허가선청에서부터 시작하여 해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직선 상에 규제의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해당 규제의 규제유형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규제집행 

을 책임지는 기관과 규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즉， 법 

률， 시행령， 규칙， 조례， 지침， 별표， 고사 등과 같은 분류 기준을 중섬으로 해 

당 규제들을 분류해야 할 것이다. 분류된 법령과 내용을 통해서 그 책임기관 

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현된 규제집행 절차뱀과 해당되는 규제법령 

을 조합(combine)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각 절차에 따른 해당 법 

령을 대응시켜 ‘규제시간 규제형식-규제내용’을 결합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담당기관을 명기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규제지도를 좀 더 업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규제지도에 대한 규제기관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규제의 건수가 많이 몰려 있는 마디 (joint)라고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22) 과정도로서의 규제지도 작성은 규제의 형성과 변화를 보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서， 제도의 확산과정을 섣명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도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가는 현상을 섣명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섣 적용에 펼요 
한 함의(含意)를 많이 포함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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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도 규제가 

그 시점에 많이 부과(load)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기계 

적으로 평가한다면 타당성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 

1) 규제협상의 의미 

원자력 규제는 대부분 안전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매우 엄격한 수준을 유 

지하고 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안전확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하 

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실제 원자력 규제는 많은 측면에서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 

인할 수는 없다. 

규제협상이란 규제기관이 공식적인 정책결정 (formal rule-making)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규제정책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의 대표자들 

을 협상테이블에 불러 들여 이들이 보다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호 의견교환 

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에 도달하게 하고 이렇게 작성된 정책대안 

을 규제가관이 수용하는 규제정책 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협상의 의미는 규제거버넌스와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하 

지만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이라는 규제의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개별 규제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거버넌스보다는 좀 구체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 Oegislative) 성격을 지니는 것도 규제거버넌스 

와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반드시 규제협상이 사전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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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도구로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요컨대 규제협상은 규제기관이 새로운 규제의 제정에 있어서 피규제기관 

과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규제의 질을 확보하고 규제집행의 순응을 높이 

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도 활용될 수 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인 측변 

에서의 규제협상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규제평가 기준과의 관계 

규제협상이 원자력 규제에서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많은 원자력 규제들 

이 갈등유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규제평가를 위한 6가지 기준에서 규제협상과 관련하여 대응시켜 볼 때 효 

율성과 선뢰성에 조응(照應)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사전적인 측 

면으로 규제를 만들기 전에 피규제기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후 발생한 갈 

등의 정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후적인 측면 

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한 피규제기관들과의 협상을 통해 원활한 규제집행을 

구현하자는 취지이다. 

효율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는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규 

제협상과 관련된 효율성은 반드시 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인적 · 물적 투입을 모두 고려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투입의 정도만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투입이 같을 경우 원활한 집행과정 

과 결과산출을 지향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선뢰성은 피규제기관들의 참여와 논의과정을 구조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 

근할 수가 있다. 규제신설이나 변경의 과정에서 피규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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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알정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피규제기관들 

에게 협상요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협상을 거친 규제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규제협상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원자로 규제에 대하여 규제협상의 툴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었 

다. 사실 과정상의 절차를 보면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두 툴의 성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거버넌스는 규제품질제고의 하드워l 어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고 규제협상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협상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규제거버넌스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규제협상은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의 논의와 연장션상에서 규제거버넌스는 규제기관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이 주가 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규제거버 

넌스는 규제기관의 자신들이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규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규제를 도출하자는 것이지만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이 제 

기하여 최적규제를 도출하자는 것이므로 피규제기관이 주가 된다. 즉 규제협 

상이라는 툴의 기본적언 목적은 피규제기관이 자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제기관이 제시하여 구조화시켜줘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협상이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수렴하는 구체적인 도구라고 한다 

면 규제기관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었다. 소극적이라는 말의 의 

미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중한 태도와 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협상의 과정과 내용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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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선중을 기해야 하고 많은 가능성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결론을 도출하 

고 제 기 하는 우(愚)를 범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피규제기관에 대하여 설득하고 강요하기 보다는 일정한 합의를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규제협상을 시작할 때 협상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23)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합의 도출이 설득과 강요 

보다는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 

제는 바로 안전확보에 대한 언식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원자 

력 규제에서 안전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다른 가치(효율성이나 정치성)를 

고려한다면 규제협상의 원래 의미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피규제기관에게 규제협상이라는 기회를 부여하고 반대로 도출 

된 결론은 집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관이 최대 목 

표는 안전에 대한 확보이고 다른 부분은 안전확보가 전제된 이후의 문제이 

기 때문에 양보의 여지는 있을 수 었다. 즉 규제집행의 효율성을 규제협상이 

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규제 벼 용편 익 분석 (regulatory benefit cost analysis) 

1)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의미 

비용편익분석은 원래 미국에서 대규모의 수리(水利) 및 토목공사 등 자원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어 주로 공공개 

발사업 (public development project) 및 프로그램 의 경 제 적 타당성 평 가에 광 

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최병션， 1994: 762). 

23) 규제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이 협상의 결론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을 부 
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이다. 즉 협상결과를 추후 행동을 구속(binding)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참고용으모만 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 60 -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정부규제 분야에 이러한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부규제의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설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자력 규제의 경우 규제 전체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판 

단이 요구된다. 비용편익분석 역시 규제영향분석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비용편익분석이라 함은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요인을 파악하는 것 

이다. 그라고 파악된 비용과 편익요언을 경제적 기법들을 동원하여 재해석하 

고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원자력 규제는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용편익분석 

이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규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원자력 규 

제의 비용은 피규제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규제자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원자력 규제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은 규제기관이 규제비용과 편익 

요인을 고려하여 규제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 

서는 계량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하는 것을 유보하고자 한다. 계량화는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요인파악과 분류하는 정도로만 분석하고자 한다.25) 

2) 규제평가 기준과의 관계 

원자력 규제를 평가하는 기존의 6가지 기준 중에 비용편익분석과 대응되 

는 것은 바로 효율성의 기준이다. 효율성의 기준은 경제적인 평가기준이 된 

24) 비용편익 분석의 일반적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D비용과 편익의 요인파악 • @비용과 
편익의 분류 • @비용과 편익의 측정 • @기타요인 고려하여 결론도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5) 할인율(劃引率)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할인율이란 미래 
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할인율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판식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계량화를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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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 발생하는 

편익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이다. 

원자력 규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는 내용이나 형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 규제의 목표에 대한 변경은 수정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기존 규제들을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논의한다면 규제 

의 품칠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성은 투입의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출의 측면에 

서도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이다. 즉， 어차피 같은 양의 비용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산출， 혹은 더 높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피규제기관의 규제순응이 더 높아졌다든지， 원자력의 안전수준 

이 더 높아졌다든지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면 기존 규제비용의 축소 

없이도 효율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 규제비용편익분석 적용 사 고려해야 할 사항 

원자력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안 

전이라는 것에 비용과 편익으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자칫 다른 대리 

(proxy)목표를 개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툴째，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의 요인을 우선 파악하고， 비용편익의 분류 

까지만 진행하는 연구이다. 할인율을 통해서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유보한다. 일단 비용요인과 편익요언을 무작위로 파악하고나서 비 

용편익을 분류하기로 한다. 

비용요인과 편익요인을 파악한다는 의미는 원자력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와 시행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용편익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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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다는 것은 규제의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각을 중섬으로 비용편 

익을 분류하기로 한다 

셋째， 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한 

다. 원자력규제와 관련된 많은 비용이 있겠지만 핵섬적인 비용을 중섬으로만 

비용을 산출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산출은 미래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동태적인 것으로 파 

악하지 않고 현재의 비용을 중심으로 한 정태적 비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미래의 가치가 게재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 

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비용(가치)만을 고려한다. 

m 

ω
 



제 1 절 

저15 장 규저l개선 모형의 구혹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관련 규제내용 

본 절에서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 연구 • 교육용 원자로의 규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는 

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입법수준에 따른 행정규제를 먼저 규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원자력볍 

흥련펄~황 

법 제33조 

법 제12조 

(준용) 

/ 

/ 

l혐鍵 
ι 

第33條 (없究用 原n盧등의 許可) CD~규究fIj 또는 敎育用의 原T爛 및 關係施設을 建設 • 운영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種類別로 大統없슴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長E의 듭'f "J 릅 받아야 
한다 감 nJ딴은 事項을 變벚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科學싶術部슴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中싼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Æ에 의하여 띠고I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f ;iJ 의 종류별로 깐可申請렬에 放射

線環境影響강P價밥， i軍營技術指동1 書， 安全性分析報告書， 建設 및 i몇轉에 관한 하1質保證計劃書 기 
타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혈類를 천부하여 f、}몇技術댐3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熱出

시 10결로와트미만인 原 f爛로서 f'1 學技짜J-1î'f)長官이 인정하는 없究m 또는 敎혀用 原 f爛의 
경우에는 ij조設 및 i훨轉에 관한 바W'H여證듭f홉'U書는 이를 천부하지 아니한다， 
Glffi12條 · 第13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F져의 경우에 이른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31쫓第3 

號중 ”第17條”는 ”第35條”로 본다. 

第12條 (쉰 可基準) 第11條第p강의 칩:可j휴 f용i은 다음파 같다. 

1 發電f텀 原子爛 및 關係施設의 建設에 필요한 &術能力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發7룹}f] 原 r煙 빚 |짧係施않의 f、7置 · 構造 및 設備가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f物質풍에 의한 人體 · 物體 및 公共의 %害防止에 支障이 없을 것 

3. 發電버 原子爛 및 關係施設의 建~i'~로 인하여 放射性物質등에 의한 國民의 건강 빚 環행상 

의 1호땀防止에 지 장이 없윤 것 
4 第11條第2項의 야!定에 의한 Al1l質保證쉽劃띔의 내용이 f‘|學技術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것 

법 제13조 

(준용) 

법 제22조 

(준용) 

第13條 (缺빼事 m)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끓는 第11條第1핏의 ;YI 可블 반을 수 없다-
1 禁治짧者 · 뻐定ì'h&者 또는 破잖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양에 위반하여 禁鋼 이상의 삐의 i쿄섣f플 반고 그 에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T을 받지 
아니하기호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나 제의 tA行鋼據릎 반고 그 執1]J햄據期f벼중 

에 있는 者
3. 第17條의 생{定에 의하여 許可가 펴ízl1'l된 후 2年이 정파되지 아니한 휩 

4. í王설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였는 &人

第22條 (;)'f nJ基準) 第21條第1項의 ，퓨 nJ基準은 다음과 같다， 
1 發電깨 )!í{ T爛 및 !빼係빼設의 運營에 필요한 技術能시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發電야l 빙子爛 벚 關係拖많의 1't能이 科f좋，t}:術ffií슴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여 放射에L 

物質등에 의 한 人體 · 物體 및 公共의 %’띄防止어11 2:'띤 이 없을 것 
3 發電HJ )Ji(子爛 맞 關係뻐Z&'앉으1 운영으로 인하여 放射11:物휩등에 의한 國民의 건강 및 행행 

상의 危팍防止에 지장이 없을 것 

4 第21條第2項의 ，t:Q'xË에 의한 1돼質保짝~f 劉별의 내용이 사뺑싶術部슴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것 

법 제36조 

第36條(iljIi JH) CDffi15條의2. 第16條 · 第18條 · 第20條 · 第23條의 2. 第25條 · 第29ft#; 내지 5fm條

의 規'xi:'은 없究用 原子爛등 많圖者에 판하여 이플 뺑배한다-
@第1 J줬의 셔「벼에 있어서 ”發펴用 原 「생않l품者” 또는 "發휩用 꺼~H盧運營者”는 "끊{究며 J땅 
H옳등 I않 1폼者”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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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2 

(준용) 

법 제16조 

(준용) 

법 제18조 

(준용) 

법 제20조 

(준용) 

법 제23조의2 

(준용) 

법 제29조 

(준용) 

법 제31조 

(준용) 

법 저1135조의2 

第15條의 2 (계링관리규정)CD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 nJ를 받은 者(이하 ”發電用 原子
爛않置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規힘j物資중 核物質(이하 ”特定核物質”
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特定核物質의 使用開始전에 1''1學技術部長官의 승인윤 얻 
어야 한다， 이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科學싶術部감이 정하는 정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계량관리규정이 特定核物質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충분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檢훌)CD發電用 原子熺設置者는 發電用 原 f憶 및 關係施設의 建設 · 特定核物質의 계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슈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長官의 檢흉를 받아야 한다 
@科學技術部長J터’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좁結果 다유 各號의 ]에 해당할 때에는 發電Jjj

I영了煙設置者에셰 그 是 IE 또는 補完을 명할 수 있다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폼 "J흙準에 미달될 때 

2. 第11條第2:g~의 規定에 의한 펴可申請書의 ìTh附書類 빚 第15j엇의2의 規'<c에 의한 계량관리 
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냥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第18條 Ci니錄과 備置) 發電j뮤 I방子爛設置者는 發電朋 原子爛 빚 關係施設의 建設에 관한 事項

을 科병技術部쉬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하여 이를 그 I事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第20條 (承繼) 發電朋 1명子爛設置者가 그 사업을 讓波하거나 死L한 때 또는 法人의 合짜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업의 讓受人 '#1續人 또는 잠함후 {J 續하는 냥人이나 合供에 의하여 짧'，'1.된 
&人은 그 發電)fj 原子健設置者의 :tt!líV.륜 承繼한다 이 경우 그 相續人이 第13條第1號 내지 第
3號의 1에 해당히는 때에는 3月 이내에 그 사염을 다른 사란에게 讓짧할 수 있다. 

第23條의 2 (檢~) CD第21條第1項의 規Z에 의하여 許 "J릅 받은 者(이하 ”發電用 原子爛運營者

”라 한다)는 發電!껴 1핑子健 및 關係施짧의 운영 · 特定核物質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長官의 檢조훈를 반아야 한다. 
@科學tIi術部j~'남은 第1項의 規5:Ë에 의한 檢훌%밍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發電벼 

原子煙i뿔짝者에게 그 是正 또는 補강을 명할 수 있다-
L 第22 않의 規파에 의한 긴可基準에 미딜되거나 第29陳第1따의 規Æ에 의한 惜置가 미홉할 때 
2 第21條第2떤의 規jjò에 의한 따 nJ L뀐請쁨의 t양附휠類 및 第32條에서 f렐꺼〕하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타 이 法애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第25條 (記錄과 b뚫置) 發電벼 1땅子健運營者는 發1휩셔」 原 子t盧 및 關係施設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F{學技術돼37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錄하여 이름 그 」→場 또는 事業所마다 備置하여야 한다 

第29條 (運營에 관한 잦全챔置등) a 發電m 原 f爛運營者가 發電用 原子健 및 關係施꿇을 週
營할 때에는 λ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體 · 物體 및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指
置꽉 하여야 한다 

@發電서] 原子爛運營者 및 그 從業디은 第21條第2項의 運營技術指針書를 遭守하여야 한다 

@發電用 原子爛運營者는 原子煙마다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 原 H홈操織藍督者免許룹 받은 
者 및 原子爛操維士免許룹 받은 者 각 1人 이상윤 늪 原 f爛의 運轉業務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發電用 原 H盧運營者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核썼料物質取板藍督者免許를 받은 자 및 放

射線取댔땀督者免;까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原子爛 및 판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放射線安
rÎ'管l떤륜 위 한 업 무에 종사하게 하여 야 한다 

第31條 (發電用 原子爛 및 關係施꿇의 解體)CD發電用 原子爛運營者가 發電用 原子爛 및 關係
施設의 191'體하고자 할 때에는 發電用 原子爛 및 關í%、뼈設의 解體즘f홉:~書(이하 ”解體꾀畵:~볍”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科學技術해3동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다만， :fl 섹拉術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科學技術I
;l1H즙官에 게 i'ftf'T→하여 야 한다 
@第1)頁의 規;:E에 의한 解體計劃띔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發파깨 原 f생 및 關係施Iftt의 Wi'體 }jμ 및 I 事 너程 

2 放射tt物質 및 그에 의한 펴앗의 제거방법 

3 放射性}發棄物의 처 리 · 처 분방법 
4. }j!l:射앓으로부터의 jJi:땀륜 방지하는데 필요한 뺨置 
5. }j!l:射1'1 物質등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의 評땀 맞 ~L 對策

6. 發/핍돼 原 n盧 및 관계시설의 解體에 관한 하1質保證히홉~ 

7 기타 짜學tJ:術해ßk'티이 정하는 사항 
(5)1"1學技 111띠部長官은 發電m 原子爛 및 l빼係施設의 解體가 완료되기 전에 發電며 I젠子爛 및 

{뼈係施쐐의 解體狀況윤 확인 · 點檢하여 야 한다 
@까행H術部굉I다은 第5따의 規짜어1 의 한 확인 • 劉檢結果 發닙:UH 原 H옳運營者가 第2項의 

t쳐定에 의한 解體計劃書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是 TE 또는 補7E을 명할 수 있다， 

第35條의 2 (사업의 休 · 廢止등회 1\’告) 없究며 原子爛등設置者가 그 사엽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거냐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 

야
 



2. 원자력법시행령 

췄훨헬;쫓:쫓* “ ;ι 

제 49조 (준용규정) 저1126조의 2 내지 제31조 · 제37조 및 저1142조의 규정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령 제49조 경우에 이틀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 

원자모등섣치자”로 본다 

령 제26조의2 제26조의 2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볍 제 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섣치자는 
사염소마다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파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이플 변경 

(준용)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갇다 

령 제31조 제31조 (품질보증검사)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가 볍 서1111조세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보증제획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른 
(준용) 수행하는지의 여부관 검사할 수 있다. 

령 제37조 저1137조 (사염개시기간) 법 제24조저11항저1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파 함은 그 허가 

준용 를 받은 1갈로부터 5년의 기간을 말한다 

저1142조 (정기검사)(1)법 제 23조의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령 제42조 
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플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준용)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법 제 22조제 1호 내지 제3호의 기술기 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2 원자로시섣의 내압 · 내방사선 기타 성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제 27조 (사용전겪사)(1)발선용원자로섭치자는 법 제 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섭의 

령 제27조 공사 빚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준용) 
합격한 후가 아니연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CZl제 1항의 검사륜 할 경우 원자로시섣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 12조제2호 및 법 제2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륜 합격으로 한다. 

제 26조의3 (특정핵물질의 계링: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1)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뱀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겨l 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다유 각호의 검사른 만아야 한다 
1 특정핵불칠을 보유한 시섣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 
2 특정핵물질의 운반에 관한 방호검사 
@파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 1호의 검사플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 · 검사일정 • 검사내 

용등이 포함된 검사셰획을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령 제26조의3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득정핵물질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 우 운반개시 30일 전까지 제 1항제 

(준용) 
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계량관리 빛 방호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 검사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겨l 량관리 및 방호겸사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 의한 국제원 
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제1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 항의 검사겁과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 102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1)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멤 저1129조제 1항(법 처l 
36조에서 준용하는 정우플 포함한다)의 규정에 믹하여 과학기술부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원자쿄시설의 순시 및 접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령 제102조 5 원자로시섣의 자체점겪에 관한 조치 

(준용) 
6 원자효시선의 가동중 전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7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8 사염소 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9. 사엽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10 사업소 안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제1항의 규정에 룹구하고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냐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 1항 

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숲적인 변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 
장이 없다고 과학기숭 1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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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법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제 12조(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의 작성) 

제 1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선고) 

제 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 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 23조(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저1124조(변경허가의 선청) 

제 27조(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제 2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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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절등의가술기준에관한규칙(과학기술부령 )26) 

원자로시셜의 위치 

원자로시설의 구조 • 설비 및 성능 

제4조(지질 및 지진) 

제5조(위치제한) 

제6조(기상조건) 

제7조(수문 및 해양)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제9조(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 

제 10조(다수기 건설) 

제 11조(적용범위:연구용등원자로시설 준용) 

제 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 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저1]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제 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 16조(설 비 의 공유) 

제 17조(원자로의 설계) 

제 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제 19조(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제어) 

제 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제 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제 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 24조(전력공급설비) 

제 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 2β조(원자로보호계통) 

제 27조(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제 29조(잔열제거설비) 

제 30조(비상노섬냉각장치) 

제 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등)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 장설비) 

저1134조(방사션방호설비) 

저1135조(원자로의 노섬등) 

26) 본 규칙의 내용이 기술적(technicaJ)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한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요건 체계 분석(KINS!RR-107 ， 2002: 53-54)"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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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제어재구동장치) 

제37조(과압방지) 

제 39조(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저1140조(성 능검 증 부품의 사용) 

제 41조(시험 · 감시 · 검사 및 보수) 

제42조(설 계 기 준사고) 

제43조(기동 • 정지 빚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제44조(신뢰성) 

제45조(인적요소)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저11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제48조(운전제한조건의 설정 · 조정 등) 

제49조(초기시험) 

제 67조(적용범위) 

제68조(품질보증 조직 ) 

저1169조(품질보증계획) 

제 70조(설계관리) 

제 71조(구매서류관리) 

제 72조(지시서 • 절차서 및 도면) 

제 73조(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제74조(품목의 식 별 및 관리 )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제75조(특수작업의 관리) 

제 76조(검사) 
품질보증기준 

제77조(서류관리) 

제 78조(시험관리) 

제 79조(측정 맞 시험장비의 관리) 

제 80조(취급 · 저장 및 운송) 

제81조(검사 · 시험 및 운전의 상태) 

제 82조(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제 83조(시정조치) 

제 84조(품질보증기록) 

제85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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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법시행령 별표 

별표8 

휩홍썼훌훌~(I.H훌쫓)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엽무(세323조제2항관련) 
1. 법 세 111조제 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가 · 허가 또는 지정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 빚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섣의 건섣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볍 제 12조의2제 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1조제1항 천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볍 제33조제 l 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 · 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 

전성 심사 

마 법 제43조세l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엽의 허가 또는 지정에 관펀된 안 
전성 심사 

바 볍 제57조제l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뱀 저1165조제 1항 선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 사용 · 이동사용 및 판매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76조제 l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익한 폐기시섣 등의 건설 · 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볍 제 1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승인에 관한 안전성 섬사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 11조제3항(법 저1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 

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륜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 
자로 및 관계시섣의 해체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 43조저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변경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섬사 
라- 법 제55조저11항 전단 빚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해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72조제 l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섬사 
바. 법 제 90조의2제 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들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볍 제 104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숲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법 제 111조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셔11111조세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확인 · 점겪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 16조제 1 항(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릎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시설 및 

관계시설 건섣에 관한 검사 
나. 법 제 23조의2제 1항(멤 세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블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 

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1조제5항(세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플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해체상황의 확인 · 점검 

라. 법 제45조제 1항믹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셜치 · 운영에 관한 검사 
마. 범 세55~ξ제5항외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섣의 해처l상황의 확인 · 점검 
바. 법 제5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겸사 

사‘ 법 세67조세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 사용 · 이동사용 및 판매에 관한 
검사(균사적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 둠의 사용 ·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룹 제외한다) 

아- 볍 제 73조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에 관한 검사 
자.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섣 등의 섣치 ·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랴 · 처분에 

관한 검사 
차. 법 서1190초세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능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꾼사적 목적의 방사 

생물질 능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카. 법 제90조의3제 1항 본분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사용중인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검사 

타 뱀 저1190조의6셰 1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염무 등에 관한 검사 
5 법 제90조의8 및 볍 져'11 03조제 1항믹 규정에 의하여 판독영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엽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6 볍 저1]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혐의 실시 

7. 법 세 111조제 1항저11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익 접수와 조치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뱀 세 11조세 1항 단서， 법 제21조제 1항 단서， 법 제31조제 1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륜 

포함한다)， 볍 저133조제 1항 단서， 볍 세43조세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법 제55조제 1항 단서， 법 제57조제 
1항 단서， 법 제65조 제 1항 단서， 법 제72조제 1항 단서， 법 제76조제1항 단서， 법 제90조의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냐. 법 세35초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엽의 휴 · 폐지 등의 신고 
다 법 제55조의 2( 법 세63조， 법 제75조， 볍 제83조 빚 법 제90조의 12에서 준용하는 경우틀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사엽개시 등의 신고 

라 법 제여조세1 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 J 

마. 볍 셔1165조세 l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산고 ( 
바. 범 세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및 그 변경신고 
사 법 저116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무대행자빅 등록변경신고 

아， 볍 서118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능의 운반신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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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저11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자의 변경신고 
차， 법 제 10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성물질 둥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 보관 · 배출 · 저장 • 처리 · 처 
분 · 오염제거 • 기록인도 그 밖의 방사선장해 방어 조치 
8. 법 제 111조제 1항제 11호의 규정에 관한 엽무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5조세1항의 규정에 의한 변허증의 교부신청서의 접수 및 서류심사 

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등의 수용 • 양도 관련 업무 
다， 법 제 103조제1항 및 법 제 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9 법 저'1111조제1항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련된 안천성심사에 관한 사항 

10 볍 제 111조세 l항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션 및 방사능 감시 · 
평가에 관한 사항 

11. 볍 제 111조제]항셔1115호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판한 사항 
12. 법 제 111조제 1항제 16호의 규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4조저11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 외의 방사성폐기물 

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엽무 
나 볍 저1189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증 발생한 사고의 초치에 관한 엽무 
다 법 제 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 

터 방사성물절 등을 위탁반아 운반하는 자익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물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 
한 엽무 

라， 법 제 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이 볍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펼요 
한 기준(기숲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 · 개발 

- 71 -



6. 가 타(고시 )27) 

흙분 

과학기술부고시 

제96-28호 

짧f醫였E훌t(Lq훌쫓i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작성지침 외 

27) 기타에는 별지서식， 고시， 훈령 등이 포함되는데 주로 고시를 중섬으로 살펴본다. 그러나 각종 
고시들이 발전용 윈자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연구·교육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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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균제 개 선 도구(tooI)의 적 용28) 

본 절에서는 제 4장 제 2절에서 제시한 각 규제개선 도구들을 연구 · 교육 

용 원자로 규제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각 

규제개선 도구별로 확인해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1. 규제개선 도구들의 핵섬내용 정라 

앞장에서 제시한 각 규제개선 도구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질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 

상 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고자 함이다. 

[표 5J 규제개선 도구의 내용 정리 

규제개선도구 핵심 내용 

O 규제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규제거버넌A 
O 규제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하는가? 

O 규제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가? 

O 탈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가? 
O 규제일볼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충분한가? 

0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단위시간별로 체크하고 있는가? 

규제일몰제 O 규제기관이나 피규제기관의 형식적/내용적 변화를 체크하고 있는가? 

O 규제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세를 체크하고 있는가? 

O 현행 규제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O 현행 규제의 적용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O 현행 규제의 규제유형이 분류되어 있는가? 

규제지도 o 규제집행 절차도(節次圖， procedure map)와 규제법령을 조합하고 

있는가? 

O 규제마디 (regulatory joint)에 대한 토론과 평가가 있는가? 

2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적용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펼요할 것으로 보인 
다. 적용한다는 의미는 도구틀의 체크리스트에 대응하여 현행 규제틀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펼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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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O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의 의사반영 도구임을 알고 있는가? 

규제협상 O 규제협상 결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 

O 안전확보라는 전제에 동의를 한 합의도출이 있는가? 

O 도출된 결론을 집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O 대리목표(proxy objectives)를 섣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규제비용 O 비용요인과 편익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편익분석 O 핵심적인 비용만을 산출한 것인가? 

O 현재의 비용(가치)만을 고려한 것인가? 

1) 규 제 거 버 넌 스 (regulatory governance) 

규제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경직성과 비효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 

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거버넌스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원자력 규제에 있어서 규제거버넌스의 도입은 원 

자력규제의 품질제고와 불량규제를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 

이다. 규제거벼넌스의 원리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규제의 논의 구조 속으 

로 규제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규제거버넌스라는 규제개선 도구를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구체적으 

로 적용시켜 보도록 한다. 

CD 규제당사자의 규명: 규제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았는가? 

규제거버넌스의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규제 

당사자의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명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규명이 

중요하다. 

규제 당사자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전제이다. 규제기관， 피규제기관 등으로 크게 이분하는 

띠
 



방법이 었을 수 있고 규제기관， 피규제기관， 제3의 당사자(국민)으로 삼분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규제 당사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 3J 규제 당사자의 류
 

It원~ 규제기관 

(정부) 

2 S 
피규제기관 제3의 당사자 ‘ .폈제71관 
(사업자) (국민) 엽자) 

[이분법] [삼분법] 

본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는 이분법으로 당사자를 분류하고 있다. 즉 

관련 규제에는 제 3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분법적인 규제당사자 분류에 의하여 

각 당사자들을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기관은 정부가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과학기술부가 담당 

부서가 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원자력국이 정부담당 기관이라 

고 할 수 있다 29) 그리고 원자력법시행령 별표8에 의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이 규제위탁기관으로서 정부의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 

전기술원은 중요한 실절적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30) 

29) 현재(2003. 12. 31)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은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안전과， 원자력방재과모 조직되어 있다. 이 밖에 원자력안전섬의관(심의관 김용환)이 있다. 

30) 원자랙안전기술원에서도 구체적으모 연구 · 교육용 원자모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지만 기술적 
인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한 조직만을 명기하기 
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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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기관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에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었는 곳은 원자력 연구소 한 곳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용 원자로도 경희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 

기 때문이다. 즉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와 관련된 피규제기관은 원자력연 

구소와 경희대학교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자면 원자력연구소 

내의 ‘하나로 이용 연구단’이 실질적인 피규제기관이 될 것이고， 교육용 원자 

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공학과’가 실질적인 피규제기관이 된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4J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규제당사자 규명 

〔규제기관] 

하나로 경희대 
[피규제기관] 

휩펀f흰 란현란핏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러한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위의 표처럼 단순히 조직만을 고려한다면 그 실효성에 의 

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규정할 

수록 좋다. 규제기관으로서는 실제로 의견을 수렴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피규제기관에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선정 

된 것이므로 의견제시를 함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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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규제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 

하고 있는가? 

규제거버넌스에서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규제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나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앞서 규제 당사자들을 규명하였는데 연 

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당사자는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제기관은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국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되고 피규 

제기관으로는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이용연구단’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가 

된다. 그럼 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 

거나 청취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지 잘펴보아야 할 것이다. 

규제기관들이 피규제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방법에는 공식적 

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도의 일관성과 책엄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비공식적인 

방법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공식/비공식적 의 

견수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에 명문화된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규제기관은 정기검사라는 규제를 통해서 규제기관과 접촉 

할 공식적인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기검사가 바로 피규 

제기관의 의견제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2년 (24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31) 정기검사는 공식적 

인 것으로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전화를 통해서나 문서를 통해서 혹은 직접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칠 수 있다. 

31) 연구용원자로등섣치자는 원자력법 제36조， 원자력법시행령 제49조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28 
조에서 준용되는 원자력볍 제 16조(검사) , 원자력볍시행령 제42조(정기검사)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 19조(정기검사)에 따라 최초 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4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원자력안전기술원， 2002: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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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거버넌스에서 피규제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을 중요하게 고려 

하는 이유는 신뢰성에 있다. 피규제기관들이 규제기관의 규제를 선뢰하고 받 

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규제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적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볍령에 명문화하여 공식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적 

어도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 

제기관이 솔선하여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규제의 성격상 피규제기관은 ‘손해(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생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전달받을 통 

로를 먼저 점겸해 줌으로써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와 관련하여 피규제기관들의 의견수렴 방법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 6J 규제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방법 확인 

구분 방법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 

1. 법령상의 의견수렴 방법 없음 

그C그그~끼| I -1내 닙 c>↓님 I=t내 
2. 규제→피규제기관의 정례회의 없음 
3. 비정례적인 회의 매년 약 2회 정도 
4. 기타32) 정기검사 
1. 전화 수사로 

비공식적 방법 2. 비공식적 면담 수사로 

3. 기타 수사로 

여기서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시된 의견과 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뢰를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32) 기타의 경우는 정기검사나 보고 등 다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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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제공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피규제기관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고， 잘 정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33) 

@ 활발한 의사소통구조: 규제당사자들과 질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규제거버넌스에서 세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구조에 대한 

점검이다. 일단 앞에서 규제당사자와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잘펴보았다. 즉 하드왜어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프트혜어적인 측면으로 각 의사소통의 방법， 시기， 

횟수， 내용 등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만약 암의 단계에서 의사개진 방법 자체가 없다면 이번 단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앞으로 그러한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의사소통을 실칠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을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시기는 ‘언제 피규제기관들의 의사를 청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며 횟수는 ‘얼마나 자주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들을 것언 

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용은 ‘어떠한 규제에 대하여 어 

33)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개진된 의견이 처리가 어려운 사 

항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의 통보를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유보하고 의견수렴 

사질을 먼저 통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논의 

---극~C걷린 
----잊. 口 i처리 : 

공식적 의사 
의견 수렴 및 

비공식적 의사 

ï\ 의견수펌사설을 

통보 

<의견수렴 및 처리의 절차〉 

재
 



디까지 그들의 의사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34) 

그러나 앞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중섬으 

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작성될 수 었다. 

[표 • 7J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구조 

구분 방법 의사소통 방법의 구성 

1. 법령상의 의견수 
횟수 없음 

렴 방법 
시기 없음 

내용 없음 

2. 규제-피규제기관 횟수 없음 

시기 없음 
공식적 의 정례회의 내용 없음 
방법 횟수 매년 약 2 회(보통15회 중 공식적인 회의 수) 

3. 비정례적인 회의 시기 미규정 

내용 피규제기관이 주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횟수 247R월당 1회(정기검사) 
4 기타 시기 정기검사 후 24개월 

내용 원자력법시행규칙 제 19조와 관련된 내용 

횟수 수시 
1. 전화 시기 수시 

내용 모든 관련사항에 대하여 

비공식적 횟수 수시 

2. 비공식적 면담 시기 수시 
방법 

내용 모든 관련사항에 대하여 

횟수 수시 

3. 기타 시기 수시 

내용 FAX나 기타 이메일을 통해서 협의 및 건의 

위의 표는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본 것 

이다. 현재 규제거버넌스 차원에서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공식적 장치 

로는 비정례적인 회의와 정기검사가 있는데 비정례적인 회의도 공식화의 정 

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내용상의 규정도 사전에 논의하 

는 것이 중요하다.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피규제기관의 의사전달에는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전달에는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된다. 즉 논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민감한 사 

34)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규제거버넌스는 다분히 규제기관 중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며 피 
규제기관은 규제기관이 사전에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들의 행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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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난처해질 수 있으므로 규제기 

관의 섣무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탈규제 {deregulation}의 가능성 점검: 탈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았 

는가? 

지금까지 규제거버넌스의 틀안에서 규제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절차들 

을 살펴보았다. 이번 단계는 이러한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규제당사자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취 

합한 이후에 그들의 의견플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결 

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실무 담당자가 아 

닌 연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 

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규범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 

는 수준으로만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기관이 해당 규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피규제자의 입장에 

서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해당 

규제담당자가 모두 참여하여 브레인스토밍 (brainstorrning)의 방법으로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결과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두 번째로는 앞의 단계에서 취합한 피규제기관들의 의사들을 수렴한 것파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비교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몽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였다면 그 규제는 규제 

기관/피규제기관 모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규제로서 차후 집중적 

으로 논의할 규제로 분류하면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피규제기관이 요구한 내용들을 점겸하는 단계이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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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규제기관의 요구가 의미있다고 파악되는 것은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마지막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추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탈 

규제가 가능한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만약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는 개선될 것이고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고 결정된다면 해당 규제 

의 개선은 유보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열련의 과정들이 외부 

(특히 피규제기관)에 유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 

이기 때문에 탈규제의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록 탈규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탐색적인 제안(pilot proposition)의 형식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그것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35) 

[그림 5J 탈규제 가능성 점검을 위한 절차 

규제기관의 브레인스토밍 

관련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문자답(自問自答) 

4 // 、、

브레인스토밍 결과|\ 비교 ::;;;'"1피규제기관의 의사 

‘ 공통사항 의미았다고 판단한 사항 i 

• • 
탐색적 제안 

(pilot proposition) 

35) 탐색적 제안 이후에 규제기관이 결정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규제의 개선 여부 
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규제기관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개입하여 공식적으로 단계를 제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규제기관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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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 제 일 몰 제 (regulatory sunset) 

규제연몰제는 규제에 대한 존속과 폐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제개선 도구라 

고 할 수 있다. 만약 규제의 폐지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해당 규제 

가 폐지되는 강력한 도구(tool)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존속이 결정 

되고 오히려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규제내용을 보완하 

고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한 규제개선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일몰제가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자 모색된 제 

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다분히 효율성과 관련된 도구라고 할 수 있다，36) 하 

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규제얼몰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는 규제내 

용의 변화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성과 관련된 것으로 전제한다. 

CD -Tt제열몰제에 대한 가본내용 이해: 담당자들은 규제얼몰제를 적용 

할 의사가 충분혀 았는가?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해당 규제 담당자들이 규제얼몰제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규제 

일볼제뜰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규제일몰제에 대한 기본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규제 

얼몰제 자체에 대한 내용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일 

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규제일몰제 (regulatory sunset)의 내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도 밝혔으므로 

본 절에서는 간단히 정리한다. 

36) 일반적으로 얼몰볍 (sunset legislation)은 행정기관에 대한 설치근거법을 의회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섬사하고 필요하다변 존속시카고 불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것인데 해당기관의 목표달성 
도와 경제성(예산)이 중요한 섬사기준으토 고려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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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의 내용 

규제기관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규제내용에 대한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외부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선이 수행하는 규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존속이 결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와 강화를 결정하게 된다. 

규제의 존속과 폐지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의 기본내용은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전제를 담당자들 

이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전전제라는 것은 바로 규제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담당자들이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다. 만약 규제담당자들이 규제환경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규제얼몰제가 잘 적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면 규제일몰제의 적용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규제담당자 

들에 대한 규제열몰제의 수용가능성 정도를 확언해야 할 것이다. 

규제환경에 대한 변화 인식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었다. 

[표 • 8J 규제환경의 변화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 

1. 과거 3년， 5년， 10년과 비교했을 때 관련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2. 해당 규제의 피규제기관에 변화(증가， 감소， 대체)가 있었습니까? 

3. 해당 규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4. 현재의 규제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의 질문들과 관련하여 대체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일몰제의 적 

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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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적절히 변화시키자는 다분히 환경적응적인 

요소를 가지고 았다. 그러므로 규제환경 변화인지를 위해 제시되는 다음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 원자력 기술변화의 언지: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단위시간별로 체크 

하고 있는가? 

원자력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환경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엿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환경적 변화이다. 원자 

력의 중요한 목표가 안전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었으며 그에 따라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기술의 발전정도를 순간순간 체크하기란 쉽지 않 

다. 게다가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일정한 단위시간을 정해놓고 기술 

변화(발전)의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라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대한 기술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와 관련된 

기술들을 배열하고 기술변화의 주기가 빠른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학기술부령)을 중심으로 해당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제5장 제 1절 참조) 

[표 9J 기술변화 체크를 위한 리스트 

대분류 -ιA」‘ t trj T E르T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5조 ‘위치제한’을 포함한 8개 항목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 제 17조 ‘원자로의 설계’를 포함한 387H 항 
'- E-1L 숫r 

원자로시설의 건셜 및 운영에 
제76조 ‘검사’를 포함한 19개 항목 

관한 품질보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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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처럼 체크리스트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소분류된 리스트 중에 

서 상대적으로 기술변화의 주기가 빠른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나눈 

다. 그리고 기술변화의 주기가 빠른 항목에 대해서는 2년 (24개월)， 기술변화 

의 주기가 빠르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4년 (487H 월) 그리고 5년마다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 만든 표는 연구 

자가 임의로 만들어 본 예사적인 표이다. 

[표 - 10J 기술변화 점검표(예시 )37) 

점검주 
하C그모 --, 

2년 (247H 월) 4년 (487H 월) 5년 

기 변화내용38) 변화내용 변화내용 l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능적 신뢰성 

o 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 
과 운전 줌에 발생하는 고장 둥을 ... . ..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로보호계통 
의 설계기준을 정함 

원자로 노심 및 관련 냉각계 

2년 통은 출력운전범위 안에서 

(24개월) 
o 제 18조 원자로의고유 원자로보호를 위하여 원자로 ... . .. 

보호 의 급격한 반응도 증가가 자 
연적으로 억제되도록 함(신 
설조항) 

... . .. 
원자로시설의 부지는 방사선 

。 제9조 비상계획의 설 비상사고시 주민을 보호할 
i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계획 ... 

행가능성 의 설행이 가능한 지역에 선 

정하도록 함(신설조항) 
원자로시설의 섣계시 인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운전 

4년 시 방사선피폭과 인적 오류의 발 

(48개월) 
생을 최소화 하고， 종사자 및 외 

。 제 45조 인적요소 - 부주민이 운영중 받게될 예상피폭 ... 
선량을 평가하여 운전상태에서 예 

상되는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탈성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 
한 적합한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 ... 

위의 점검표를 통해서 기술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술변화의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제의 내용이 어떻게 바 

뀌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뀐 규제의 이전 규제는 자연스 

37) 이 표를 만들 때에는 기술변화의 주기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중요도도 분류의 기준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38) 변화내용은 연구자가 염의모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이유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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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일몰(sunset)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 피균제가관의 하E웨어 변화 점검: 피규제기관의 형식적/내용적 변 

화를 체크하고 있는가? 

규제환경의 변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규제기관의 변화이다. 즉 

피규제기관의 조직변화가 생겼을 경우나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규제일몰제 

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있어서 해당 기관이 원자로를 해체할 경우 담당 

조직이 향후 없어지게 된다 39) 또한 원자로 해체와는 상관없이 관련 조직의 

변동이 생길 수가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점검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 

요하다. 

원자로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사례가 았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 

용 원자로인 ‘연구로 1호(Triga Mark • II)’와 ‘연구로 2호(Triga Mark- ill)’가 

폐지신고를 하고 해체 중에 있다. 

[표 - 11J 현재 해체 중인 연구 · 교육용 원자로 현황 

연 구 용 원 자 로 

구 분 연구로 1호 연구로 2호 
(Triga Mark-II) (Triga Mark-III) 

운영기관 및 한국원자력(연) 한국원자력(연) 
설치장소 (서울) (서울) 
주요시설 

원자로 원자로 
(주요설비) 

열출력 250KW 2MW 

가동연도 1962년 1972년 

용 도 
기초연구 기초연구 

학생설습등 RI생산 동 

비 고 폐지신고: ’ 96. 7. 8 폐지신고: '98. 7. 4 

자료: 원자력 안전백서 2002 재편집 

39) 해당 조직이 없어지더라도 엽무를 담당하던 인원은 대부분 남게되며 담당 업무가 바뀌게 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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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자로의 해체는 관련 조직의 변동(소멸)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규 

제환경 변동사례이다. 더불어 원자로가 해체되면서 해당 피규제기관의 업무 

내용에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기관의 엽무변동도 요청된다. 

또한 피규제기관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담당 조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도 체크해야 한다. 이것은 규제일몰제의 측면보다는 책임성의 확보라는 측면 

에서 중요하다. 즉 피규제기관 담당조직과 담당자의 명확한 규정과 확인은 

규제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피규제기관의 하드웨어 점검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 

게 된다. 결국 소멸될 규제의 원천을 피규제기관의 하드혜어 변동에서 찾는 

다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그림 - 6J 피규제기관의 하드웨어 변동에 따른 규제일몰제 적용 예 

피규제기관의 

하드워|어 변동 

변동되어야 할 
벚/’ 

아잃';4 [ 

소멸 (sunset) 

10 해체되는 원자· 
로가 있는가? 11-를 

-。 피규제기관의 · 

조직변동이 있’ 

는가? 
쿄s.::1::. 
'- --, 

@ 규제내용의 변동추세 확인: 규제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 

세를 체크하고 있는가? 

여기서 제시하는 규제내용의 변동추세 (trend) 확인이란 규제의 내용이 과 

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동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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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추세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규제상황이 어 

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었다는 점과 규제기관이 규제변동을 사전 

에 유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규제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많은 변수들의 변동도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 점검 항목은 규제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 

술적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항목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참여와 같이 항목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의 규제내용을 점겸해 봄으로 

써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을 체크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은 특별히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즉 앞의 ‘ [표←10J 기술적 변화 점검표’와 같은 형식으로 표를 

만들어 체크항목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해당 법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 내용 

을 정리하면 변동주기와 내용， 이유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며 향후 추세 

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5)Tf제얼몰제 적용의 의지 확인: 현행 규제의 존속과 폐지를 객관적 

으로 결정할 의지가 있는가? 

규제일몰제의 마지막 단계는 규제기관이 스스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규제를 존속하든지 폐지하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즉 순수하게 기술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40) 

‘변동되어야 할 규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것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음 해당 규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존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40) 만약 규제기관이 규제일볼제를 적용할 의지가 없거나 약하면 중립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편향되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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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도 대두되는데 여기 

서는 미국의 13개 섬사기준41)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도출하여 

새롭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J 규제일몰제도의 섬사가준 

심사기준 내용 

규제완화 O 보다 완화된 방식의 규제 또는 대안적 규제방식의 존재여부 

화E므요 〈그서 C그 O 규제의 내용이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규제대상 소멸) 

주E그보 -，서 C그 
O 한 기관의 기능과 표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기능영역 및 표로 

그램과 중복되는 정도 

그〔그그 。-끼| / 〔서그 
O 규제기관이나 피규제기관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 

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폐지될 경우 파급효과 O 해당 규제가 폐지되어도 미규제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 

위의 표에서 제시한 가준들을 적용한 후에 규제를 존속하지 않아도 좋다 

는 결론이 나온다면 해당 규제를 점차 일몰(sunset)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었다. 일몰이라고 해서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열정 

기간 둔 후에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성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41) 미국 일몰제도의 13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능률성， 효과성， 규제완화， 활용성， 중복성， 공 
익성， 고충처리도， 시민참여도， 상급기관의 요건 충족도， 규직의 공정성， 정보공개， 폐지될 경우 
파급효과， 수권볍의 개정필요성 등이다. 

% 



3) 규 제 지 도 (regulatory map) 

규제지도가 최근 규제개혁 분야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이 갖고 있는 가본적인 개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즉 특정 업무 

의 진행절차에 따라 규제적용의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도(節 

次圖)로 나타내는 것이다. 

규제지도를 통해서 규제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 

로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았다는 점이다. 규제적용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규제의 담당기관이 

어디인지 제시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42) 

CD 전체 규제적용의 과정 언식: 규제적용의 절차를 숙지하고 았는가? 

전체 규제적용의 과정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독립적인 규제업 

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용이나 교육용을 위하 

여 원자로 건설허가를 받는 것에서부터 해체승인을 받고 완료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전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규제맴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해당하는 과정이며 전체의 

틀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전체과정은 발전용 원자로보다는 그 과정이 

단순하다. 크게는 원자로 운영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단계: 운영 전단계(건설 · 운영허가 ~ 사용전 겸사)， 2단계: 운영단계(품잘보 

증검사， 정기검사)， 3단계: 운영 후(휴 · 폐지선고 ~ 해체승인)로 나띈다. 그 

러나 세부적인 과정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 규제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42) 굳이 해당 책임기관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볍령의 구분을 통해서도 해당 책임기관을 알 수도 있 
다. 즉 과학기술부 고시의 경우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책임기관이 된다. 

」’ l 
l ’ 

Q 

니
 



[그림 - 7J 연구 · 교육용 원자로시설 운영 절차도 

C그 
~ 
i 

영 

후 

탄 

겨| 해체승인 

자료: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요건 체계 분석 (KINS ， 2002: 51)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절차 중에서 운영단계의 절차는 다소 이견 

(異見)이 있을 수 였다. 다른 규제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핵섬과정은 여기서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절차도를 작성한다는 것은 규제업무의 전체 틀을 이해하고 있 

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각 규제단계들이 따로따로 분리된 

(divided)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system)로 구성되었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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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유형의 분류: 규제의 유형이 분류되어 았는가? 

규제유형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해 

당 업무의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과정을 고려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규제의 내용을 법령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였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제를 나열 Oist up)하는 것은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업무와 관련된 규제는 무엇인지 명확히 법령을 통해 

서 확인해 주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규제업무의 내용 명확화와 관련이 있 

다.43) 

규제 내용을 볍령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식상 책임기관이 어디 

인지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등과 같은 법 

령 수준별로 규제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관련 규제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살 

펴볼 수 었다. 또한 규제개선의 여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고시’같은 경우 과학기술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었지만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선의 가능성은 상대적으 

로 낮디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는 

그 만큼 설득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를 볍령 수준별로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었다. 그런데 제 5장 제 1절에서 이미 관련 법령을 제시하였기 때 

문에 여기서는 내용은 생략하고 법령의 조항만 예시 수준에서 제시한다. 

43)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준용규정에 대한 부분이다. 준용규정은 특별히 규제의 내용을 따로 규정하 
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준용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특히 
연구 · 교육용 윈자모 규제는 많은 부분 발전용 원자로의 규제를 준용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용규정은 명확성이나 잭임성의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 
용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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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一 13J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 쁨
 앓롯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별표 

원^~력법 

12조 
13조 
15조 ) 
16조 
18조 
20조 
22조 

25조 
29조 
31 조 
33조 
35조의2 
36조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령 

잭縮쟁2짧7뚫좋의환2휩(좋준용) 
별표8 

규제 

대상 26 용) 
10 

-원자력법시행규칙 -과학기술부고시 

(과학기술부렁) 저196-28호 

쇄제제재제제세재 7조 (계호침특규량 외정정관)책리불 잭 및갱성의 방지 12조 
13조 
18조 
21 조 
23조 
24조 
27조 
28조 

-원자로시설등의기 
술기준에관효R칙 
(과학기술부령) 

제제619조조제제4895조조 

위의 표에서 가로로 구분을 둔 것은 각 개정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별표8은 원자력법시행령별표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규 

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표8의 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부령이나 과학기술부고시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의지 

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법령일 

수록 개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를 유형별로 종합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표는 규제총량44)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44) 규제총량은 규제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학기술 
부는 관련 규제를 98년 8월 이후 꾸준히 정비하여 약 2167R의 규제가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규 

- 94 -



[표 - 14J 규제유형별 법령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벼효 
E르 ...I.L 

14 8 5 
자료: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요건 체계 분석(원자력안전기술원， 2002: 51-54) 참고 

@ 규제뱀의 완성: 규제집행 절차도와 규제법령을 조합하고 있는가? 

이번 단계는 규제법 작성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단계를 통해서 먼저 ‘규제단위 (regulatory policy) ’45) 적용의 절차도를 작 

성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단위’와 관련된 규제들을 제시하 

였다. 그것도 각 법령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두 단계를 하 

나로 결합하여 나타낸 것이 결과적으로 규제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 

국 규제맴이란 규제단위에 따른 규제적용의 ‘로드맴 Ooad map)’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규제맴을 예시적으로 작성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뼈) 

제총량의 제시를 통해 규제신설과 폐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5) ‘규제단위 (regulatory policy)’는 1차년도의 연구에서 제시한 10개의 ‘유형화된 규제정책 

(policy)’과 같은 개념의 용어이다. 즉 단위 규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유형화하여 규제정책으로 

서 본 연구에서의 규제단위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46)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규제맴’과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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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J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랩 

<규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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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은 규제집행의 절차와 규제법령을 조합하고 었다. 더불어 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관까지 제시하고 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완 

벽한 규제뱀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두 가지 정도로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에 의해 

드러나지 못하는 규제 내용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규제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선(線)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한 

다. 연구로나 교육용 원자로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고 동위원소에 대한 규제 

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까지 모두 규제맴에 표현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문제 

점은 다른 규제맴 작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맴이 입체성을 띠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었 

다. 사실 규제라는 것은 규제기관의 일방적인 행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상호작용이 있게 되는데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게 요구하는 ‘시정’이나 ‘보완요구’와 같은 과정이 상호작용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하나의 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관과 담당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규제랩에 모두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위의 규제맴이 입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 

히 규제뱀을 작성하는 것이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고 규제맴 작 

성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제시되는 것이므로 낮은 수 

준에서 ‘환류(feedback)’되는 과정과 기타 부속규제는 생략하기로 한다갯) 

@ 규제마디별 고려: 규제마디 (regulatory joint)에 대한 토론과 평가가 

있는가? 

규제맴의 완성을 통해서 약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었다. 첫 

번째는 ‘규제단위’의 적용절차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절차마디에 

48)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규제맴 작성의 최종 단계로서 제시할 ‘규제마디에 대한 토론과 평가’ 부 
분이 중요하게 대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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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규제내용을 알 수 었다. 마지막으로 규제담당기관도 확인할 수 있 

다. 즉 규제의 절차 내용 책임기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규제랩을 작성하여 절차， 내용， 책임기관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개선을 위한 도구로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규제맴이 규 

제개선 도구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규제마디 (regulatory joint) ’49)에 

대한 규제기관의 토론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토론과 평가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작 

성된 규제맴이 적실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규제뱀이 실제 

규제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추가 · 보완을 통해 완성된 규제 

맴이 되도록 환류(feedback)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즉 규제의 내용이 어떠한 

가를 규제집단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평가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필요한 규제임에도 미규제된 

것’， ‘과도한 규제’， ‘불량규제’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규제기관의 의지를 표명하는 단계로서 미규제된 것으로 판 

단되면 ‘규제의 신설’을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면 ‘규제폐지’를 그리고 불량규 

제로 판단되면 ‘규제의 개선’으로 결정하게 된다. 

위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규제뱀의 

적실성 평가 

[그림 9J 규제맴에 대한 토론과 평가 

~ 
규제마디으1 li 

내용평가 

49) 규제마디(regulatory joint)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규제마디는 규제절차의 

각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 ‘건설 · 운영허가’， ‘사용전 검사’ 
등과 같은 과정이 규제마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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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도한 규제를 판단할 때 기계적인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 규제마디에 규제의 건수가 많이 

몰려있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로 평가하여 규제의 폐지를 결심한다면 안전성 

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규제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규제임을 판단할 때에는 질적인 측면의 고려를 통해서 과도한 규제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랩 중에서 ‘건설 • 운영허가’라는 규제마디의 평 

가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자. 규제볍의 적실성 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다. 즉 현재 규제절차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내 

용평가에 있어서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과학 

기술부 고시는 구체적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규제신설이 요 

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었다. 또한 연구 · 교육용 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발전용원자로시설 

의 기술요건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자칫 합리적언 규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과도한 규제를 지적 

한 것으로서 향후 준용규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에 대한 규제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구체적으로 준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환경상의 위해방지 

기준’이 규정되어 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원자력안전기술원， 2002: 50). 향후 

위의 조문이 원자력법시행령 제323조의 2 규정에 삽입되는 것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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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협 상(regulatory negotiation) 

지금까지 대부분의 원자력 규제는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러나 원자력 규제가 갖는 기본성격상 갈등유발의 가능성이 다른 어떤 규제 

보다도 높은 분야가 바로 원자력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규제집행의 효율성이나 규제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 규제협상이다. 규제협상의 기본원리 

는 규제거버넌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규제거버넌스는 초점이 규제기관에 맞 

춰져 있는 반면에 규제협상은 초점이 피규제기관에 맞춰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규제협상은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견해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규제 

기관의 규제선뢰성을 높이고 규제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규제협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틀을 고려하면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구분: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차이 

를 구분할 수 았는가? 

규제협상과 규제거버년스에 대한 구분은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적 

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규제거버넌스는 규제기관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하드웨어 (hardware)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협상은 피규 

제가관이 기존 규제나 새로운 규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 

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워l 어 (software)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50) 

5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한 것은 규제거버넌스는 다소 구조적인 측면의 강조가 강하고 규 
베협상은 내용적인 측면의 강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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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으로서는 규제협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초점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에 초점을 두고 규제거버넌스는 규제기관에 초점 

을 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규제거버넌스처럼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청취 · 수렴한다면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규제의 선 

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규제협상은 규제거버넌스와 달리 피 

규제기관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다만 그것이 큰 범위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규제에 대해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서 주지시킬 사항을 고려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 15J 규제협상의 내용 

O 규제협상은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 

O 규제협상의 시작은 피규제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다. 

O 규제협상의 대상은 구체적인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이다. 

@ 규제협상의 가능인식: 규제협상은 피규제가관의 의사반영 도구임을 

알고 았는가? 

규제협상의 기능인식 단계는 앞의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규제기관으로서 규제협상의 내용과 가능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규제협상이 피규제기관의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을 위한 장 

치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규제협상의 구조화’ 단계로 

볼 수 있다.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무작위 (random)로 청취한다는 것은 효율성 

의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조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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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의 내용을 보면 시기， 방법， 사후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 교육 

용 원자로의 경우 시기는 1년에 한번 (12개월) 정도로 할 수 있다，51) 이것은 

정기검사가 24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 번 정 

도의 의사소통 단계를 마련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을 펼요가 있기 때문이다. 

방법의 경우에는 세미나， 협의， 미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협 

의회’ 정도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관련된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듣 

고 규제기관의 의사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협의수준으로 하면 되리라 

본다. 사후처리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결과의 

수용’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피규제기관의 의견을 수용 

하든 수용하지 않든 협상 결과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표 - 16J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협상의 구조화 

O 규제협상은 매년(정기검사 후 12개월 이내) 하도록 한다. 

O 규제협상의 방법은 협의회의 성격으로 한다. 

O 규제협상의 대상은 구체적인 개별 규제로 한정한다. 

O 규제협상의 결과는 수용하고 피규제기관에 통보한다. 

@ 규제협상 결과의 수용: 균제협상 결과에 대한 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규제협상에 대한 기능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규제협상의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이다.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 

이지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피규제관의 선뢰와 규제집행의 순응이 

다. 그러므로 규제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규제기관이 어떻게 수용할 것 

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규제협상의 과정 중에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상기술 

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협상의 결과는 수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51) 규제협상의 시기는 규제단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피규제기관의 상황에 따라서도 조 
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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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직하다. 다만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소극적’ 

이라는 말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신중한 태도 

가 요구된다. 

먼저 규제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림 lOJ 예상 협상결과52) 

바야드익 A 이느 켜 
122 T λλ'-- ?~ 

안전기술원 내에서 

처리가가능한것 

담당자가현장에서 ICD 
처리할수 있는것 

담당자와타부서의 
켜 1(2) 협의가필요한 <

상위기관의 수준에서 

처리가가능한것 I@ 

받아들일 수 없는 것 I@ 

규제협상의 결과 1차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얼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받아들얼 수 없는 것’이 

란 결국 피규제기관의 과도한 요구가 될 것이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내용이며 이 부분은 사 

실 규제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나 더 이상 규제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 

안이다. 

받아들일 느
 

L 이
X
 

수
 
’ 것으로 판단된 협상결과는 처리수준에 있어서 두 가지 

로 다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의지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부나 대통령 혹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즉 

상위기관의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피규제기관으로서는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원자 

52) 여기서 의미하는 협상결과는 시간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현장에서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므 
로 규제협상을 하는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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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정부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연히 이들을 통해 요구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만약 요구가 매우 

정당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상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우 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위기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재고(再考)의 여지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결과는 다시 현장성 

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타부서와의 협의를 필 

요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 

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여기에는 안전기준이나 기술적인 사항 

보다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기술적인 것 

과 안전기준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타부서와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담당자 임의의 결 

론을 제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규제협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담당자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1)’ ‘담당자와 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 a ’, ‘상위기관의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 ‘받아들 

일 수 없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규제협상의 사후처리가 가 

능한 것은 @과 @이다.@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후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2)의 경우 협상담당자가 현장에서 결과를 예언하는 것은 금 

물이다. 사소한 규제하나의 변경이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규제 

의 변경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합의도출: 안전확보라는 전제에 동의를 한 합의도출이 었는가? 

규제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이다. 협상은 합의도출을 이루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도출에 설패했을 경우 협상 당사자들은 오히려 불선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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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안전확 

보라는 궁극적 목표에 서로 동의를 한 이후에 합의도출을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여 효율성이나 정치성이라는 가치에 현혹되어 안전이라는 목표를 간 

과했을 경우에 올 피해는 엄청난 것이므로 반드시 안전이라는 목표를 간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합의도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규제의 신뢰성 확보와 집행의 순응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기관은 피규제기관의 편의를 양보하고 대신 안전확 

보와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게 된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 규제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규제는 ‘준 

용 규제’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경우 연구 • 교육용 원자로의 규제는 발전용 

원자로의 규제를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었다. 규제협상을 통하여 피규제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전문가， 학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 (KINSαIR-442， 원자력 안전규제 체 

계개선 및 효율화 연구)에서도 지적(원자력안전기술원， 2002: 187)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 특 

히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협상의 예상 결과에 따르면 @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다른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안전기술원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륨을 개정하거나 관련 법령을 선설 · 개정하기 위해서 

는 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먼저 현재의 규제체제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 

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고 개정을 한다고 하더 

라도 적용될 기술수준의 정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 

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조언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준용하는 규제는 새로운 규제로 신설 · 개정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술수준이 적용되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운 

영자는 적실성 높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반면 규제기관으로서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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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규제에 대하여 선뢰를 받게 되고 확실한 피규제기관으로부터의 순응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예들 들어 설명한 것이지만 결국 규제협상의 결과는 피규제기관은 적실성 

높은 규제를 받게되는 것이고 규제기관은 규제의 선뢰와 집행 순응을 확보 

하게 되는 것이다. 

@ 집행전략: 도출된 결론음 집행하도록 하는 전략올 구사하고 았는 

가? 

규제협상의 마지막 고려사항은 결과의 집행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앞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 

르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단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고 

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협상을 하기 전에 규제협상의 구속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따라서 집행전략은 달라진다. 즉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면 굳이 

집행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협상결과를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성격을 부여했다면 집행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규제협상의 대상 

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집행전략의 필요성이 결정되기도 한다. 

협상의 대상을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한정하였다면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 

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전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53) 

결국 집행전략의 구사여부는 앞의 단계에서 피규제기관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규제협상의 결과에 대한 집행전략 중에서 ‘제3의 카드’에 대한 것만 살펴 

보고자 한다. ‘제3의 카드’란 협상 대상이 된 규제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구로 원자로를 운영하는 ‘하나로 이용연구 

53)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안전에 대한 핵심적 부분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으모 제외하고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 협 
상 대상을 한정한다변 규제협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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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개션을 요구해 온다면 그 규제는 그대로 

두고 ‘제3의 부분’ 예를 들면 ‘겸사료’를 인하해 주거나 ‘향후 몇 년간 검사료 

를 동결’하는 방식의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닮) 이것은 기존의 안전규제는 

그대로 두고 상대적으로 양보가능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54) 만약 이러한 카드를 피균제기관이 거부한다면 검사료를 올라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협상의 초 
점을 안전관련 규제에서 검사료로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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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regulatory benefit cost analysis)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규제를 준수하는 피규제기관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규제기관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 

유롭지만 사업자언 피규제기관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문제는 새롭게 대두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비용편익분석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규제평가의 기준 중에 

서 당연히 효율성과 대응이 된다. 즉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 

제의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전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하나는 할인율(discount rate)에 대한 전제인데 본 연구에서 할인 

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할언율의 적용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고 비 

용 · 편익의 계량화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두 번째는 잠재적 편익 ·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사실 비용편익분석이 잠재적 편익 (shadow benefit)의 현재가치에서 잠 

재적 비용(shadow cost)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순편익을 비교하여 정책대안 

을 평가하는 기법이긴 하지만 원자력 규제의 경우 잠재비용 산출의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55) 

@ 대리목표(proxy objectives)56)의 유무: 대라목표를 절정하고 았지 

는 않은가? 

비용편익분석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분석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추출할 수 

가 없다. 원자력 규제의 경우 대상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편차가 크기 때문 

55) 잠재비용을 계산할 때 윈자력 사고의 유무에 따라서 비용계산에 엄청난 편차가 생걸 수 있다. 
즉 원자력 사고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56) 대리목표(proxy objectives)는 매개목표(mediation objectives)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리목표가 
더 큰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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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히 중요하다. 

분석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대리목표의 존재 유 • 무에 따라 

서 살펴볼 수 었다. 만약 대리목표가 존재하고 었다면 분석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 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이다. 이 목표에 이의 

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떤 원자력 규제가 되었든 안전을 1차적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은 대리목표의 존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에도 1차적 목표는 안전이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분에서 ‘검사의 효율화’라든지 ‘인 · 

허가 절차의 개선’과 같은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었다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검사의 효 

율화’， ‘언 · 절차의 개선’ 등도 모두 안전을 위한 방법들이긴 하지만 자칫 여 

기에 매몰되다 보면 비용과 편익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대리목표의 존재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편익요인을 파악하는데 편향(bia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 비용 • 편익요인 파악: 벼용요인과 편익요언을 파악하고 있는가? 

비용편익분석의 단계57) 중에서 비용요인과 편익요인의 파악은 가장 먼저 

57) 일반적으모 비용편익분석의 단계는 CD비용과 편익의 요인파악 • @비용과 편익의 분류 • @ 
비용과 편익의 측정 • @기타요인 고려하여 결론도출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행정규제 영향분 
석 요령(규제개혁위원회 1998: ~i4-39)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7단계모 구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t:l l 용 • 편익분석의 절차 } 
o 제 1단계: 규제비용(편익)의 가능한 항목을 열거 

o 제2단계: 각 비용(편익)의 부담(수혜자)를 규정 

o 제3단계: 각 비용(편익)의 측정방법을 결정 
O 제4단계: 무규제상태를 상정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 측정지표의 가치를 측정 

0 제5단계: 규제가 살시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측정지표의 
가치를 측정 

O 저116단계: 지표들을 가능한 한 단일의 공통된 단위로 전환 

O 저17단계. 분석결과의 정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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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된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다.끊) 그러므로 기 

회비용을 추정함에 었어서 그 규제로 인하여 정부， 기업， 국민， 규제기관， 피 

규제기관 등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각각 생각해야 한다(규제개혁위원 

회 , 1998: 34-35) , 

반면에， 편익이란 규제 및 여러 가지 대안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개선사항 

들을 총칭한다. 한편 규제대안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는 단기적으 

로 변화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단기적으로 변화를 초래하 

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상태 

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규제개혁위원회， 1998: 39-40),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비용편익 요인을 파악하면 다음과 갇다. 

[표 - 17J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비용편익 요인 

비용 

O 원자력안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 

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O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관리 비용 

O 원자력관련 시셜 주변의 시설제한 

편익 

O 연구를 통해 발전로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 

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O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기여 

O 연구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 10 원자력 관련 교육도구로서 편익 
O 원자력 시설 담당 기술자들의 교육을10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 

위한 비용 10 인명의 피해의 위험을 감소 
O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기물에 의한10 의약·식품과 같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 

환경오염 10 원자력 담당 기술자들의 자질을 향상 
O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은 비용의 부담 주체와 편익을 

누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비용에는 정부가 부담하 

는 것도 있고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다. 또한 제3자， 즉 사회가 

부담하는 것도 었다. 편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운영자， 사회가 

58) 어떤 재화의 두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편을 포기할 경우， 포기 안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의 평가액(評價願)(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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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편익이 각각 있다. 위의 표에서 작성한 비용 · 편익을 부담(수혜)주체 

별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 18J 비용 · 편익의 주체별 뽑
 비용 펴。| 

L...! --, 

o 원자력안전 규제와 관련된 사항 g 관 
o 연구를 통해 발전로와 같은 대규모 원 

리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X。4 -t「j o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관리 비용 자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규제기관) o 원자력 시설 담당 기술자들의 교육 g 
O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기여 

위한 비용 
o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 

o 환경오염올 방지하기 위한 비용 o 원자력 담당 기술자들의 자질 g 향상 

O 연구를 통해 발전로와 같은 대규모 원 

o 연구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 자로의 문제점을 미 연에 방지 

운영자 
료 

O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기여 

(피규제기관) 
O 원자력 시설 담당 기술자들의 교육을 

O 원자력 관련 교육도구로서 편익 

위한 비용 
O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 

o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O 의약·식품과 같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 

O 원자력 담당 기술자듣의 자질 g 향상 

o 연구를 통해 발전로와 같은 대규모 원 

사회 
o 원자력관련 시설 주변의 시설제한 

자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제 3자) 
o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기물에 의 

。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 

한 환경오염 
o 인명의 피해의 위험을 감소 
O 의약·식품과 같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 

비용 · 편익의 주체에 대한 구분이 없을 때에는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단 

순비교밖에 되지 않지만 주체별로 구분한 결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나누어 

서 부담하는 반면에 편익은 다른 주체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규제시행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인데 규제시행 전 

의 비용 · 편익은 시행 후의 비용 · 편익과 대체로 역의 관계에 었는 것으로 

다
 

이
 사
 

수
 
’ 보

 
E 

@ 비용산출: 핵섬적인 벼용을 현재의 가치로 잔출한 것인가?59)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핵섬적인 비용의 산 

출과 현재의 비용(가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제시하 

59) 앞의 고려사항에서는 ‘핵심비용 산출’과 ‘현재가치 고려’로 나누어서 지적했지만 이를 하나로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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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과 대응되는 도구(tool)이고 

효율성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신중히 접큰해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의 경우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 

시킬 것인지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 

자력 사고가 갖는 엄청난 피해비용 때문이다. 연구용이나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 발전용 보다는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는 하지만 비용에 포함 

될 경우 편익에 비해서는 매우 크게 작용한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사고 중에서 인명과 환경오염에 피해를 줄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 어느 미래의 시점에 가능성 

이 매우 희박한 것을 비용에 포함하여 분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원자력규제의 품질제고와 개선에 적실성 있는 분석이 아니다. 반면에 편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이 앞으로 이용될 부문은 무궁무진하고 그것 

을 통해 발생할 부가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단순히 편익을 

산출해 낸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예측불가능한 사건에 대하여 비용 

과 편익을 산출하지 말고 현재 산출가능한 핵심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산 

출해야 한다. 

비용 · 편익의 계산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할인율(discount rate) 

이다.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전환(transfer)시키 

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할인율60)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현재가치가 다르 

60) 정정길(999)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세 가지 측면의 할인율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한다. 즉， 민간할인율(private rate of return) , 사회 적 할인율(social rate of return) , 
그리고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이다. 첫째， 민간할인율은 민간자본시장에 
서 형성된 시장이자율(market rate of interest)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이자율을 가리킨다. 자본시 
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이때 형성된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적 선호(time preference)7} 
적절히 반영되어 결정된다. 이런 경우 정부는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 
다. 둘째，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본시장이 비록 완전하다 하더라도 시장이자율은 소비자들의 진정한 시간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사업은 후세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이 창출하는 여러 가지 
외부효과를 반영시카기 위하여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언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명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 
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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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므로 중요하다. 원자력의 경우 비용과 편익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 

문에 할인율 1%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사회경 

제적 여건을 감안해야 하므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과 

정을 거쳐야 하며 그 또한 가능성 (probability) 이 작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 

지게 된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산업의 평균수익율(average rate of return)이 공공사업의 할인율 
모 사용될 수 있다.할인율을 종류 맞 내용 첨부(정정길， 1999: 8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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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규제개선 도구 적용에 대한 제언(提言) 

제 2 절에서는 규제개선 도구를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적용해 보았 

다.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것은 다섯 가지로 ‘규제거버넌스’， ‘규제 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편익비용분석’ 등이었다. 

본 절에서는 각 규제개선 도구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규제개선 도구의 의미 

규제개선 도구들을 구체적인 규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도구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펼요하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구체적으로 적 

용한 결과를 통해 개선 도구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규제개선 도구들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들을 논의하고 그 기 

준에 따라 각 도구들을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규제에 각 도구들을 적 

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과 이유를 아이디어(idea) 수준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1) 규제개선 도구의 성격구분을 위한 기준 

각 규제개선 도구들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 

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개선 도구들의 의미를 파악한다. 

첫째， 규제평가 기준의 대응이다. 이것은 규제개선 도구들이 1차년도에서 

제시한 규제평가를 위한 6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파악하 

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제시된 도구를 사용하여 원자력 

규제의 개션을 하면 6가지 기준 중에서 해당 기준은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규제거버넌스는 신뢰성， 정치적 고려라는 기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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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되는데 이 규제거버넌스라는 규제개선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용 원자로 규 

제를 개선하였다면 개선된 연구용 관련 규제는 정치적 고려나 선뢰성을 확 

보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자의 구체성에 대한 기준이다. 즉 제시한 다섯 가지의 개선 도 

구를 적용하는데 각 참여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참여자의 구체성이 높을수록 규제기관은 

규제개선 전략을 세우기 용이하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규제거버넌스의 경우 규제기관 외에 피규제기관이나 지역 

주민， 시민단체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도 규제거버넌스의 참여자가 되어 의사 

를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규제개선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규제기관 

으로서 이러한 규제개선 도구를 사용할 의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에 규제지도와 같이 특정 규제와 참여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진다면 규제개 

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만큼 도구 사용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도구이용의 주체에 대한 기준이다. 이것은 ‘제시한 다섯 가지의 개 

선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하는 것인데 당연히 규제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용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규제협상’의 경우에는 피규제기관이 주체 

가 되어 사용하게 된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규제개선 도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규제개선 도구가 규제기관 중심의 도구 

라고 한다면 자칫 규제개선이 통제강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피규제기관이 주체가 되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규제개선의 궁극적 목표 

가 적실성 높은 규제확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넷째， 도구 적용의 고려시점이다. 즉 특정한 대상규제에 대하여 관련 도구 

들을 언제 적용할지 구분해 보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규제개 

선 도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규제가 이미 선설되어 

집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이라는 규제개선 도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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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비효율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각 도구들을 적절한 시점에 

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개선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입 가능성의 기준이다. 위의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규제개 

선 도구로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인지 분류해 보는 것이다. 이 

것은 개선도구를 사용할 때 요구되는 조직적 · 환경적 자원의 범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업 

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규제개선을 위한 도 

구를 사용할 때 상위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규제일몰제’의 경우 관련 규제를 변경하거나 조직변동이 요구된다면 과학기 

술부나 대통령의 결섬 혹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 

하지 않다. 그러나 ‘규제지도’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자체적으로 얼마 

든지 사용가능하고 법적 ·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이 도구의 사용 

가능성 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각 규제개선 도구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 19J 규제개선 도구의 성격 61) 

7밸rft한 규제거버넌λ 규제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비용편익 

부석 

규제평가 기준의 신뢰성 
유연성 

명확성 신뢰성 
(경제적)효율성 

대응 정치적 고려 책임성 (집행의)효율성 

참여자의 구체성 포괄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포괄적 

도구이용의 주체 규제기관 규제기관 규제기관 피규제기관 규제기관 

도구적용의 
규제신설 이전 규제개선(폐지)사 규제집행 이전 규제집행 시 규제개선(폐지)시 

고려시점 

도입 가능성 

(타기관 협력여부) 
중간 나^으p 늠3I二E 口L 중간 중간 

61) 이 표는 연구·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대하여 각 규제도구들을 적용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제시하 
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자력 규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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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개선을 위한 도구적용 

지금까지 규제개선 도구들을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적용하여 결과 

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실성 조c:..Q.. 
TI:'-•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적용 순서는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일단 

은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개선에 한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적실성 높은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규제의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 규제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 규제를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서 문제가 도출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1차년도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는 준용규제가 많 

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명확성 부분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규제의 명확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책임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명확성， 책임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었다，62) 

제시된 5가지 규제개선 도구에서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 

는 ‘규제지도’이다. 규제지도의 도입을 통해서 미진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 

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 관련 규제의 책임기관을 규정한다면 명확성과 책 

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제지도’의 경우 참여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상급기관의 협력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 

는 개선도구이므로 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지도’의 작성을 통 

해 규제개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타 

규제개선 도구들도 규제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의 필요성이 었다. 만약 다른 도구틀을 사용한다면 우선 규제거버넌스 • 규 

제협상 • 규제비용편익분석 • 규제일몰제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규제지도’를 통해서 명확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었다면 연구 · 교육용 원자 

62) 각종 규제의 명확한 규제가 띠비되어 있다면 책임기관이나 담당자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 
히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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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경우에는 발전용 원자로와 같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규제 

기관의 참여와 의사를 보장하는 규제를 통해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규제비용편익분석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구와 교육을 위한 원자로 건설이 많아져 규제비용이 증가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열몰제의 경우 현재 연 

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었기 때문에 규제일 

몰제의 도입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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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우선순위 

원자력 규제는 비단 연구 · 교육용 관련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용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관련 규제나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규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규제대상이 있다. 

앞서 제시한 5가지 규제개선 도구들은 이러한 많은 분야의 원자력 규제개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각 도구들을 기계적으로 모두 도 

입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적 

용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지도 • 규제거버넌스 • 규제 

협상 • 규제비용편익분석 • 규제열몰제의 순으로 적용할 것을 제언 

(propose)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언이 모든 규제에 대하여 동일한 순서 

로 적용할 것으로 제언한 것은 아니다. 각 대상 규제의 특성과 취약부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적용 순서를 제시하기 보다는 규제평가 기준을 중섬으로 규제의 어떤 

부분이 취약할 때는 어떤 규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명확성 · 책임성 

원자력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명확성일 것이다. 규제가 명확하 

지 않으면 피규제기관의 임의적 행태를 규제할 수 없다. 또한 명확하지 못한 

규제는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가 때문에 사후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명확성과 책임성은 원자력 규제의 가장 핵섬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개선 도구는 ‘규제지도’이 

다. 규제지도의 작성을 통해서 규제적용의 션후를 알 수도 있고 미규제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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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어디인지도 진단할 수 었으며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제 

의 책임기관(또는 책임자)이 어디인지도 잘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규제지도의 

도입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서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도입 

도 상당히 용이하다. 게다가 ‘규제지도’는 구체적 규제사무가 적용되기 이전 

에 사용되므로 규제적용의 일관성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2) 유연성 

원자력 규제의 규제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자력 기술의 발전은 물 

론이고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빠른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유연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63) 유연성이 높은 규제일수록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이 확보된 부분 

에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면 관련 규제의 신설이 

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규제일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제일몰제’란 보통 일몰제와 같이 기간을 사전에 정해놓고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선 혹은 폐지할 

것언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체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개념에 약간 차이 

가 있다. 보통 원자력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모든 규제를 한꺼 

번에 살펴볼 수는 없다. 때문에 여기서는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규 

제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주 체크해야 하는 규제 

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하여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규제를 체크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규제의 변경이나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 

변경된 규제하나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의 변경， 혹 

은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 

63) 유연성이라는 의미는 규제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완화든지 강화든지 변화할 수 있 
는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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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고려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신뢰성 · 정치적 고려 

원자력규제도 규제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피규제기관의 행동을 제한하 

거나 강제하기 때문에 규제의 순응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원자력 

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산엽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의 순응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피규제기관의 규제순응을 확 

보하지 못한다면 원자력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피규제기관의 규제에 

대한 선뢰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규제거버 

넌스’와 ‘규제협상’이다. 

‘규제거버넌스’는 피규제기관과 규제기관이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도구이다. 심지어는 국민(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에 

는 주민이나 국민 참여를 배제하였지만 다른 규제의 경우에는 주민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규제기관과 사업자(피규제기관)만이 관련 규 

제에 관여한다면 주민이나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을 같이 참여시켜 규제개선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최종 규제에 대한 순응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64)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다는 것은 

규제의 정치적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규제협상’의 경우에는 ‘규제거벼넌스’와 운영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 

고 았다. ‘규제거버넌스’가 규제기관 중심의 운영 도구라면 ‘규제협상’은 피규 

제기관 중심의 운영 도구이다. 규제기관 일방적인 운영이 아니라 피규제기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통로가 있다는 것만으 

로도 규제 집행의 효율성윤 기할 수 있다. 일단 규제기관이 제시한 규제를 

64) 여기서 시민단체의 참여까지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규제냐에 따라 시민단체의 참 
여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이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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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규제기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었도록 함으로써 규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다. 

4) 효율성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효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효율성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투입을 줄이거나 산출을 높이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은 피규제기관의 순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고할 수 있다. 

규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규제협상’을 들 수 있다. 

‘규제거버넌스’의 경우 보다 넓은 수준에서 순응과 이해를 확보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에는 ‘규제협상’이 더 적절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규 

제협상’을 통해 피규제기관이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한다면 원 

활한 규제집행이 가능해 진다. 자율적인 규제준수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정 규제에 대하여 그 규제의 준수에 필요한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규제비용이 편익에 비하여 과 

다하게 요구되거나 비용에 비해 편익이 현저하게 작다면 규제개선이 요구되 

는 것이다. 규제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진행 

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원자력규제에 적절한지 논의의 여 

지가 있다. 원자력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이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혹은 편익이 너무 작다고 규제를 재평가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 

할 때는 단순히 금전적인 비용과 편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과 편익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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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언 (proposition) 

원자력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지 단적으 

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규제평가 기준을 중섬으로 우선순위를 살펴 

봤을 때 원자력 규제는 명확성과 책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빠른 규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고 판단되며 선뢰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이 확보된 뒤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규제 

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규제지도(명확성， 책임성) • 규제일몰제(유연성) • 

규제거버넌스(선뢰성， 정치적 고려) • 규제협상(선뢰성， 집행의 효율성) • 

규제비용편익분석(경제적 효율성)의 순으로 규제개선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제언에 불과한 것으로 각 규제의 

특성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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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 장 

제 1 절 연구의 요약 

「펴 트를 
c::킹 L.-

본 연구는 ‘대안적 규제수단의 개발 및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의 계속과제 

로서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원자력 규제 

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이 

본 연구이다. 

2차년도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었다. 

첫째， 원자력 규제의 개선도구(tool)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차년도 연구는 개선의 방향 즉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강화할 것인 

지에 대한 원칙론적인 부분을 제시하였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하나하나에 적용이 가능한 도구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실제 적용가능성이 높은 규제개선도구(tool)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었다.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용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특 

히 원자력 규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이상적인 개선도구가 아니라 실용성 

이 높은 개선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실용성 

높은 도구들을 제시하였는데 ‘규제거버넌스’， ‘규제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 

상’， ‘규제비용편익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이 도구들은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방법들로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구들이다. 

셋째， 각 도구들을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직접 적용하여 그 결과 

와 예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원자력 규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자로’와 관련된 규제이다. 특히 ‘발전용 원자로’와 관련된 규제 

가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연구 ·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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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었다，65) 

넷째， 다섯 가지 규제개선도구를 활용하는 ‘표준화된 모벨(standardized 

Model)’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았다. 각 규제개선 도구들이 갖는 특 

정이 었다. 어떤 도구는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도구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었다. 그래서 1차년도 연구에서 제공한 규제의 평가 기준에 맞는 

각 도구들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기준이 부족할 때는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 

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 시킨 것이 중요한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었다. 

다섯째， 앞서 제시한 ‘표준화된 모델’을 이용하여 원자력 규제 전체의 개 

션을 도모할 수 있는 가본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틀을 ‘제도 

화된 체계적 절차Onstitutionalized Systematic Procedure)’라고 부른다. 즉 

표준화된 모델들을 개별 원자력 규제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 

제’의 경우에는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규제지도’라는 도구를 적용하여 규제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며 이 

후 기준의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구들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차년도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한다. 

1. 1차년도 연구의 평가 

먼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1차년도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1차년도 연구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품질평가를 위한 기준제시와 품질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규제평가의 가준은 미국원자력위원회 (NRC) ， 

OECD 공공관리위원회 (PUMA) ， Bohm & Russel 등이 제시한 평가 기준을 

65) 직접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만 규제의 대상이 ‘원자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 
에 규제의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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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여 제시하였는데 명확성， 효율성， 유연성， 선뢰성， 책임성， 정치적 고려 

등이 그것이다.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원자력 규제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결과와 대안은 기계적이고 

이상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규 

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실화의 가능성과 거리가 먼 부분이 

없지 않았다. 

결국 1차년도 연구의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연구의 과제는 현실성이 높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개선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되었다. 

2. 규제개선 도구의 이론적 배경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이 높은 규제개선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문헌과 논문을 탐색한 결과 다섯 가지의 도구들 최종 결정하였는데 ‘규제 

거버넌스’， ‘규제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비용편익분석’등이 그것 

이다. 그리고 이 도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제 거 버 넌 스(regulatory govemance) 

규제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본질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도 환경， 안전， 복지 등에 이르는 사회 규제 등 정부의 규제는 광범위하 

다. 로위 (T. J Lowi)의 국가 기능 분류를 보더라도 규제 기능은 배분기능， 

재배분기능， 헌법적 기능과 함께 4대 주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규제가능이 과거에는 정부의 고유한 가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 

큰 들어 정부 규제의 역기능과 비효율이 제가되면서 정부규제의 정당성과 

방식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에 대한 언식은 197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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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화 되 었으며 , 1980년 대 들어 서 는 대 대 적 인 탈규제 (Deregulation) 혹은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1990년 대에는 세계화 정책과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정부 규제의 수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종래의 규제 논의가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의 양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규제로 인한 @ 막대한 규제비용，(2)비효율과 낭비，@불 

공평하고， 복잡하며 지연적인 절차，@비민주적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과정， 

@예측불가능한 규제 결과를 사정하려는 노력에 집중되었다면(Brayer， 1982: 

2-4) 최근의 규제논의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전영평 · 장임숙， 2003) ,66) 

2) 규제 일몰제 (regulatory sunset) 

일몰제(법 )(sunset legislation)은 어떤 행정기고나의 설치근거법에 그 기관 

의 존속기관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규제기관의 성과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그 기관을 존속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최병선， 1994) ,67) 

규제얼몰제도는 주로 미국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는데 일몰제도 

에서 중요한 것은 일몰섬사의 기준이다. 이 기준을 얼마나 타당성있게 만드 

느냐에 따라서 일몰제의 성패가 판가름난다.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13개의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8) 

규제 일몰제도는 규제의 성과와 시대적 변화 현재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지표를 근거로 규제의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규제 일몰제도의 목표는 

66) 규제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환경 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재정위기，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 세계 
화와 지방화의 섬화， 국가의 정책실패，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 
가， 전통적 책임성의 변질 등을 지적할 수 있다. 

67) 이러한 일몰규정은 반드시 규제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 빚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68) 미국에서 제시하는 일몰섬사의 기준은 능률성， 효과성， 규제완화， 활용성， 중복성， 공익성， 고충 
처리도， 시민참여도， 상급기관의 요건 충족도， 규칙의 공정성， 정보공개， 폐지될 경우 파급효과， 
수권법의 개정필요성 등이다(권해수 외， 199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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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규제 및 비시대적인 내용의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 

거나 행정상의 비대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가 있는 규제를 완화 · 수정 · 폐 

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몰제도는 효과적인 규제완화( deregulation)에 기 

여한다. 규제완화는 새로운 규제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었으므로 규제로 언하여 혜택을 입는 집단들이 저항하여 효과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몰제도는 규제기관과 규제 

조항에 관한 자동종결규정과 함께 일몰심사기구와 섬사대상기구에 대한 행 

동강제매커니즘(action←enforcing mechanism)을 규정하여 규제완화를 촉진시 

킬 수 있다. 

3) 규 제 지 도(regulatory map) 

방민석 (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규제지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규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수 

단으로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분포도/속성도， 절차도)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지도는 절차도로서의 규제지도이다. 

절차도(procedure map)로서의 규제지도는 행정영역의 전체 차원에서 작성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특정한 규제정책의 실제 집행이나 운용상 

의 복잡성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당 규제가 중요 

규제나 정책적 규제언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되기도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는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행정활동에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가 때문에 정책이나 행정절차에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규제의 복잡성과 행정절차상 핵심적 규제를 파악하여 대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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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일례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현존 규제의 50% 이상의 연내 폐지” 등)에 

따라 상당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규제의 폐지나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크게 체감되지 못했다. 비록 규제의 수는 단순히 감소되었지만 행정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혁과정을 정당화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69) 

규제실태를 파악하는 두 번째 시각 중에서 규제현장에서 열어나는 실제파 

악에 보다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규제지도는 ‘특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 

해 이루어지는 개별 규제를 총합하여 이들간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면 규제지도는 절차도(procedure map) 

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규제지도를 “기존 규제의 내용， 규제의 수， 피규제 대 

상과 규제집행주체， 법 · 제도적 규제 수단， 규제 상호간 연결관계 등을 적절 

한 배열방법과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규제경로를 설정하거나 구조화한 것”이 

라고 정의한다. 

4) 규 제 협 상 (regulatory negotiation) 

규제협상이란 규제정책 분야에서 대두되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규제기관이 공식 

적인 정책결정 (formal rule-making)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규제정책에 정 

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의 대표자들을 협상테이블에 불러 들여 이 

들이 보다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정책대 

안에 도달하게 하고 이렇게 작성된 정책대안을 규제가관이 수용하는 규제정 

책 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법적 과정(judicial 

69) 2003년 5월 현재 약 7，700여개의 정부규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유럽 국가나 일 

본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것은 규제의 내용 
과 집행상의 문제와 관련된다(규제개혁위원회， 2003a: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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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을 닮아 가고 있는 규제 정 책 과정 을 입 법 적 과정 Oegislative 

process)에 보다 흡사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규제협상이 추구하는 목적， 혹은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 

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정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 스스로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한다. 이 때 이루어진 합의가 반드시 

이들의 추후 행동을 구속(binding)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자가 

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상호이해와 신뢰는 이들간의 항시적인 극한대립( confrontation)과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결정된 규제정책의 집행Cimplementation)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주로 규제협상과정에서 정책집행의 방법에 관한 논 

의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용가능한 기술수준， 자 

원의 소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집행의 단계를 설정한다거나 

의무이행의 확인 또는 규제위반 행위의 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결국 규제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잘 작동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규제협상에 있어서 규제기관은 물론 일방 당사자로서 협상에 참여하며 협 

상위원회 (negotiation committee)의 구성， 그것의 소집 및 의사진행 등 운영 

방법의 결정권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 규제기관은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관련법령이나 규제기관의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규제협상이 기존의 공식적인 정책결정 방식을 완전하게 대치하는 것 

은 아님 을 보여 준다(Daniel， 1988). 

5) 규제 비 용-편 익 분석 (regulatory benefit-cost analysis)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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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사회 · 경제 ·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는 것"(행정규제가본법 제2조CD항5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비용 편 

익 분석이 실시되는데 정부규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수 

단이 된다.70)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았다. 첫째， 정부규제의 효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정부규제 

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행정비용과 피규제자의 규제순응 비용)을 정당화시 

킬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었다. 물론 비 

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 

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정부규제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보다 많 

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정부규제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서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는 달리 나타난다. 

3. 규제개선 도구의 적용 시 고려사항 

규제개선 도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지만 이 도구들을 원자력 규제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0) 물론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이 규제영향분석을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분석을 위해서 객 
관적 자료와 계량화되는 결과가 중요한데 비용-편익 분석은 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효용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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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거버넌스 

먼저， 각 규제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이다. 규제당사자들이라 함은 규 

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로서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하고 피규 

제기관으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는 원자력연구소와 교육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경희대학교가 된다. 이 밖에도 기타 연구 · 교육용 원자로 

와 관련된 지역주민， 학교 당국자， 학생 등이 규제당사자들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규제 관련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회의， 협의 등의 시기와 횟수 그리고 내용도 파악해 본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범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셋째， 규제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려되는 대상자를 일정한 형식에 맞게 배치하고 그 대응전략을 

미리 고려하는 것도 규제품질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탈규제( deregulation)할 수 있는 규제의 내용과 

그 폭을 살펴본다. 이것은 규제기관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단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외 

부로 유출되어서는 곤란하다，71) 

2) 규제일몰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기관이 규제열몰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규제담당자들이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필요성 

을 느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변화를 단위시간별로 

71)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 규제의 탈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므모 아이디어 수준의 
탐색적인 제안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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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즉 3년이나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원자력 기술의 

변화， 발전을 직접 구분해 보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적 변화를 제외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 규제기 

관， 피규제기관의 하드혜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규제담 

당기관이나 인원， 혹은 피규제기관이나 담당자가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규제내용 자체의 변화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규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혹은 어 

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상황을 파 

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기술적인 입장 또는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규제일몰제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 

행되어야할 과제이다. 

3) 규제지도 

규제지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과정도로서의 규제지도뿐만 아니라 

분포도나 절차도의 규제지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하나만을 중 

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데 하나의 단위규제 혹은 개별 규제에 대하여 두 가지 규제지도를 동시에 

작성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정도로서의 규제지도 작 

성은 유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지도는 절차도로서의 규제지도이다. 이 

것은 현재 일어나는 특정한 규제정책의 실제 집행이나 운용상의 복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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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현행 원자력 규제， 더 구체적 

으로 말하면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절차에 대한 지도작성 (mapping)을 한다는 것이다. 

절차도로서의 지도작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규제의 일반적인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연구 · 교육용 원자 

로의 허가신청에서부터 시작하여 해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직선 상에 규제의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해당 규제의 규제유형의 분류가 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규제집행 

을 책임지는 기관과 규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즉， 법 

률， 시행령， 규칙， 조례， 지침， 별표， 고사 등과 같은 분류 기준을 중섬으로 해 

당 규제들을 분류해야 할 것이다. 분류된 법령과 내용을 통해서 그 책엄기관 

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현된 규제집행 절차맴과 해당되는 규제법령을 

조합(combine)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각 절차에 따른 해당 법령을 

대응시켜 ‘규제시간-규제형식→규제내용’을 결합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담당기관을 명기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규제지도를 좀 더 입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규제지도에 대한 규제기관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규제의 건수가 많이 몰려 있는 마디 (joint)라고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많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도 규제가 

그 시점에 많이 부과(load)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기계 

적으로 평가한다면 타당성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규제협상 

규제협상의 물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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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과정상의 절차를 보면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두 툴의 성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거버넌스는 규제품질제고의 하드웨어적인 성 

격을 가지고 었고 규제협상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협상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규제거버넌스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규제협상은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의 논의와 연장선상에서 규제거버넌스는 규제기관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이 주가 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규제거버 

넌스는 규제기관의 자신들이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규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규제를 도출하자는 것이지만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이 제 

기하여 최적규제를 도출하자는 것이므로 피규제기관이 주가 된다. 즉 규제협 

상이라는 툴의 기본적인 목적은 피규제기관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었다. 그러므로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제기관이 제시하여 구조화시켜줘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협상이 피규제가관의 의사를 수렴하는 구체적인 도구라고 한다 

면 규제기관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이라는 말의 의 

미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협상의 과정과 내용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결론 

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많은 가능성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결론을 도출하 

고 제 기 하는 우(愚)를 범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피규제기관에 대하여 설득하고 강요하기 보다는 열정한 합의를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규제협상을 시작할 때 협상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았지만 합의 도출이 설득과 강요보 

다는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 

는 바로 안전확보에 대한 인식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규제에서 안전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다른 가치(효율성이나 정치성)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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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규제협상의 원래 의미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피규제기관에게 규제협상이라는 기회를 부여하고 반대로 도출 

된 결론은 집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관이 최대 목 

표는 안전에 대한 확보이고 다른 부분은 안전확보가 전제된 이후의 문제이 

기 때문에 양보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즉 규제집행의 효율성을 규제협상이 

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규제비용편익분석 

첫째， 원자력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안 

전이라는 것에 비용과 편익으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자칫 다른 대라 

(proxy)목표를 개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의 요인을 우선 파악하고， 비용편익의 분류 

까지만 진행하는 연구이다. 할인율을 통해서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유보한다. 일단 비용요인과 편익요인을 무작위로 파악하고나서 비 

용편익을 분류하기로 한다. 

비용요인과 편익요인을 파악한다는 의미는 원자력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와 시행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용편익을 분 

류한다는 것은 규제의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각을 중심으로 비용편 

익을 분류하기로 한다. 

셋째， 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한 

다. 원자력규제와 관련된 많은 비용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비용을 중심으로만 

비 용을 산출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산출은 미래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동태적인 것으로 파 

악하지 않고 현재의 비용을 중심으로 한 정태적 비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미래의 가치가 게재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비용(가치)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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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섯 가지 도구들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절문형태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 리 가 가능하다. 

[표 20J 규제개선 도구의 내용 정리 

규제개선도구 핵심 내용 

O 규제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규제거버넌〈 
O 규제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하는가? 

O 규제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가? 

O 탈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가? 

O 규제일몰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충분한가? 

O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단위시간별로 체크하고 있는가? 

규제일몰제 O 규제기관이나 피규제기관의 형식적/내용적 변화를 체크하고 있는가? 

O 규제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세를 체크하고 있는가? 

O 현행 규제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O 현행 규제의 적용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O 현행 규제의 규제유형이 분류되어 있는가? 

규제지도 O 규제집행 절차도(節次圖， procedure map)와 규제법령을 조합하고 

있는가? 

O 규제마디 (regulatory joint)에 대한 토론과 평가가 있는가? 
O 규제거버넌스와 규제협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O 규제협상은 피규제기관의 의사반영 도구임을 알고 있는가? 

규제협상 O 규제협상 결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 

O 안전확보라는 전제에 동의를 한 합의도출이 있는가? 

O 도출된 결론을 집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O 대리목표(proxy objectives)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규제비용 O 비용요인과 편익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편익분석 O 핵심적인 비용만을 산출한 것인가? 

O 현재의 비용(가치)만을 고려한 것인가? 

4. 사례분석 

1)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은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관련 규제이고 사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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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규제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법령을 통해서 관련 규제의 내 

용을 파악하였다 

규제는 법령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법률， 시행령， 규칙， 고시， 

별표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규제를 추출하였다. 현재 (2004년 1 

월)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를 유형별로 종합한 규제의 내용은 아래의 표 

와 같다. 그런데 이 표는 규제총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표 21] 규제유형별 법령 

률
 

버
 닙 

시행령 규칙 고시 별표 

14 8 5 
자료: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요건 체계 분석(원자력안잔기술원， 2002: 51-54) 참고. 

분석결과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규제는 대체로 갖춰져 었지 

만 ‘발전용 원자로 규제’를 준용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었다. 

2) 적용결과 

파악된 규제의 내용으로 앞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규제개선 도구들을 적 

용하였다，72) 적용결과 명확성이나 책임성 부분에서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은 원자력 규제라는 특성 

때문에 굳이 핵섬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못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개선 도구들을 적용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72) 질문형 태로 되어 있는 고려사항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설제로 많은 도구적 절차들을 본문에 제시 
하였으나 본 결론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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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J 규제개선 도구의 성격 73) 

y펀rltr 규제거버넌λ 규제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비용편익 

부석 

규제평가 기준의 신뢰성 
유연성 

며。화 「서 。 선뢰성 
(경제적)효율성 대응 정치적 고려 책임성 (집행의)효율성 

참여자의 구체성 포괄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포괄적 

도구이용의 주체 규제기관 규제기관 규제기관 피규제기관 규제기관 

도구적용의 
규제선설 이전 규제개선(폐지)시 규제집행 이전 규제집행 시 규제개선(폐지)시 고려시점 

도입 가능성 
중간 L;<LI口L 뇨i二f DL 중간 중간 

(타기관 협력여부) 

규제개선 도구들음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적용한 결과 ‘어떠한 도 

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실성 높은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적용 

순서는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최종 결론을 제언(proposition) 수 

준으로 도출하였다. 

적설성 높은 규제개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규제의 평가가 션행 

되어야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는 준 

용규제가 많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어서 명확성 

부분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규제의 명확성이 떨어지면 당연 

히 책임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명확성 책임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제시된 5가지 규제개선 도구에서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 

는 ‘규제지도’이다. 규제지도의 도업을 통해서 미진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 

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 관련 규제의 책임기관을 규정한다면 명확성과 책 

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지도’는 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지도’의 작성을 통 

73) 이 표는 연구·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대하여 각 규제도구틀을 적용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제시하 
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자력 규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39 -



해 규제개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적설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타 

규제개선 도구들도 규제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의 필요성이 었다. 만약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우선 규제거버넌스 • 규 

제협상 • 규제비용편익분석 • 규제일몰제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원자력 규제 개션을 위한 제언 (proposition)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원자력 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이다. 즉， 규제개선 도구의 적용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규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결국， 원자력 규제는 명확성과 책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빠른 규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고 판단되며 신뢰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이 확보된 뒤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규제 

의 개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규제지도(명확성 책임성) • 규제열몰제(유연성) • 

규제거버넌스(선뢰성， 정치적 고려) • 규제협상(신뢰성， 집행의 효율성) • 

규제비용편익분석(경제적 효율성)의 순으로 규제개선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언은 제언일 뿐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각 

규제의 특성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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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함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절 

에서는 연구의 한계와 연구가 갖는 함의를 고찰하도록 한다. 

첫째， 규제개선도구와 규제평가 기준과의 일치성에 대한 한계이다. 6가지 

규제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되는 각 규제개선 도구를 5가지로 제시 

하였다. 그런데 그 대응의 정도가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대응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규제거버넌스의 

경우 선뢰성이나 정치적 고려에 대응되는 개선도구로서 제시하였는데 사실 

효율성， 책임성 등에도 대응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작을 뿐 

이다. 

둘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일반적인 원자력 규제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개선도구들과 적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에서 규제개선도구의 일반 

적인 내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만 예를 들어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른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못하였 

다. 즉 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한 겸증이 없었다. 

셋째，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에 적용시켜 결과를 도출하긴 하였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결과에 볼과할 뿐 실제 적용하여 규제개선이라는 최종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후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설제 적용을 시도하여 규제개선 도구에 대한 실효성을 실증해 볼 필 

요가 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먼저 원자력 규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기계적으로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단위별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도구를 적용하여 규제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규제개선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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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에는 규제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피규제기관의 참여가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각종 규제개선 도구에는 피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등 다양한 규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더 나아가서는 규제집행의 순응까지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도구의 적용 순서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제언 (proposition)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여 사용된다면 본 연구의 제언은 지침서 (manual)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원자력 규제개선 지침서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후 다양한 규제에 적용해보고 도구의 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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