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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응답자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규제정책전문가 8 32.0 32.0

중소기업정책전문가 17 68.0 68.0

25 100.0 100.0

Q1 규제대상기업에 규제순준을 완화 적용 사례 인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15 60.0 60.0

있다 2 10 40.0 40.0

25 100.0 100.0

Q1_1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판단에 대한 평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미흡한 편 1 1 4.0 10.0

미흡한 편 2 1 4.0 10.0

보통 3 5 20.0 50.0

충분한 편 4 3 12.0 30.0

비해당 0 15 60.0

25 100.0 100.0

Q2 정부의 규제들이 피규제대상 기업에 규제준수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그렇지 않음 2 8 32.0 32.0

보통 3 14 56.0 56.0

그러함 4 3 12.0 12.0

25 100.0 100.0

1. 귀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 기업 또는 집단에 대해 기업규모나 매출액, 업력 등의 이유
로 원래 적용해야 할 규제를 면제하거나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
까?

1-1. 귀하는 당시 기업 규모에 따른 해당 규제의 면제나 완화활동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
는데 얼마나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2. 현재 각 부처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피규제대상인 기업 등의 규모에 비
추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규제준수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A1-2012-0290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Q3 정부의 규제들이 피규제대상 기업에 규제차등화가 필요한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 3 2 8.0 8.0

필요한 편 4 18 72.0 72.0

매우 필요한 편 5 5 20.0 20.0

25 100.0 100.0

Q4 규제 차등화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를 잘 아는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은 편 1 3 12.0 12.0

그렇지 않은 편 2 13 52.0 52.0

보통 3 7 28.0 28.0

그러한 편 4 1 4.0 4.0

매우 그러한 편 5 1 4.0 4.0

25 100.0 100.0

Q4_1 (지침이나 절차를 잘 아는 경우) 업무수행과정서 유용한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유용하지 않은 편 1 1 4.0 50.0

유용한 편 4 1 4.0 50.0

비해당 0 23 92.0

25 100.0 100.0

3. 현재 각 부처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피규제대상인 기업 등의 규모
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가 보시기에 각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들은 규제 차등화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
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4-1. 규제 차등화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는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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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개별 규제의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은 편 1 1 4.0 4.0

그렇지 않은 편 2 13 52.0 52.0

보통 3 6 24.0 24.0

그러한 편 4 5 20.0 20.0

25 100.0 100.0

Q6 개별 규제의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피규제집단에 대한 충분한 협의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부족한 편 1 5 20.0 20.0

부족한 편 2 11 44.0 44.0

보통 3 7 28.0 28.0

충분한 편 4 2 8.0 8.0

25 100.0 100.0

Q7 개별 규제의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 검토를 위한 정보의 확보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시간과 정보 모두 부족 1 8 32.0 32.0

검토 시간 부족 2 8 32.0 32.0

관련 정보 부족 3 8 32.0 32.0

시간과 정보 모두 충분 4 1 4.0 4.0

25 100.0 100.0

5. 귀하가 보시기에 각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들은 개별 규제의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6. 귀하가 보시기에 각 부처나 기관에서는 개별 규제의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
등 피규제집단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7. 귀하가 보시기에 각 부처나 기관에서는 개별 규제의 작성 및 집행 과정에서 규제 차등화를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나 정보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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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A1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1: 창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4 16.0 16.0

보통 3 1 4.0 4.0

필요함 4 17 68.0 68.0

매우 필요함 5 3 12.0 12.0

25 100.0 100.0

Q8A2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2: 입지/건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1 4.0 4.0

보통 3 3 12.0 12.0

필요함 4 19 76.0 76.0

매우 필요함 5 2 8.0 8.0

25 100.0 100.0

Q8A3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3: 금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1 4.0 4.0

보통 3 7 28.0 28.0

필요함 4 12 48.0 48.0

매우 필요함 5 5 20.0 20.0

25 100.0 100.0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창업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입지/건축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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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A4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4: 제조인허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6 24.0 24.0

보통 3 2 8.0 8.0

필요함 4 13 52.0 52.0

매우 필요함 5 4 16.0 16.0

25 100.0 100.0

Q8A5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5: 품질안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치 않음 1 4 16.0 16.0

필요치 않음 2 4 16.0 16.0

보통 3 2 8.0 8.0

필요함 4 10 40.0 40.0

매우 필요함 5 5 20.0 20.0

25 100.0 100.0

Q8A6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6: 환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치 않음 1 3 12.0 12.0

필요치 않음 2 4 16.0 16.0

보통 3 5 20.0 20.0

필요함 4 10 40.0 40.0

매우 필요함 5 3 12.0 12.0

25 100.0 100.0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제조인허가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품질안전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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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A7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7: 산업안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치 않음 1 2 8.0 8.0

필요치 않음 2 2 8.0 8.0

보통 3 7 28.0 28.0

필요함 4 8 32.0 32.0

매우 필요함 5 6 24.0 24.0

25 100.0 100.0

Q8A8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8: 인력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치 않음 1 1 4.0 4.0

필요치 않음 2 3 12.0 12.0

보통 3 5 20.0 20.0

필요함 4 11 44.0 44.0

매우 필요함 5 5 20.0 20.0

25 100.0 100.0

Q8A9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9: 판매/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2 8.0 8.0

보통 3 9 36.0 36.0

필요함 4 12 48.0 48.0

매우 필요함 5 2 8.0 8.0

25 100.0 100.0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산업안전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인력관리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판매/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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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A10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10: 해외통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4 16.0 16.0

보통 3 7 28.0 28.0

필요함 4 13 52.0 52.0

매우 필요함 5 1 4.0 4.0

25 100.0 100.0

Q8A11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11: 운영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5 20.0 20.0

보통 3 7 28.0 28.0

필요함 4 12 48.0 48.0

매우 필요함 5 1 4.0 4.0

25 100.0 100.0

Q8A12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12: 사업전환/승계/폐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1 4.0 4.0

보통 3 7 28.0 28.0

필요함 4 15 60.0 60.0

매우 필요함 5 2 8.0 8.0

25 100.0 100.0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해외통상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운영관리

8.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부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들에 대해 기업
의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사업전환/승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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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A1 기업의 규제유형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1: 신고/보고/등록/통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3 12.0 12.0

보통 3 3 12.0 12.0

필요함 4 16 64.0 64.0

매우 필요함 5 3 12.0 12.0

25 100.0 100.0

Q9A2 기업의 규제유형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2: 기준설정/검사/시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6 24.0 24.0

보통 3 4 16.0 16.0

필요함 4 13 52.0 52.0

매우 필요함 5 2 8.0 8.0

25 100.0 100.0

Q9A3 기업의 규제유형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3: 허가/인가/승인/면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5 20.0 20.0

보통 3 5 20.0 20.0

필요함 4 11 44.0 44.0

매우 필요함 5 4 16.0 16.0

25 100.0 100.0

9. 다음은 규제방식과 관련한 규제유형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유형들에 대해 기업의 규모
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신고/보고/등록/통지

9. 다음은 규제방식과 관련한 규제유형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유형들에 대해 기업의 규모
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기준설정/검사/시험

9. 다음은 규제방식과 관련한 규제유형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유형들에 대해 기업의 규모
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허가/인가/승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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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Q9A4 기업의 규제유형 관련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4: 행정질서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필요치 않음 2 4 16.0 16.0

보통 3 7 28.0 28.0

필요함 4 12 48.0 48.0

매우 필요함 5 2 8.0 8.0

25 100.0 100.0

Q10A1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1: 창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면 면제 1 1 4.0 4.0

기준 및 절차 완화 2 18 72.0 72.0

시기 및 주기 유예 3 4 16.0 16.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2 8.0 8.0

25 100.0 100.0

Q10A2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2: 입지/건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준 및 절차 완화 2 18 72.0 72.0

시기 및 주기 유예 3 2 8.0 8.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3 12.0 12.0

차등화 금지 5 2 8.0 8.0

25 100.0 100.0

9. 다음은 규제방식과 관련한 규제유형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유형들에 대해 기업의 규모
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행정질서벌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창업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입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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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Q10A3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3: 금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준 및 절차 완화 2 14 56.0 56.0

시기 및 주기 유예 3 8 32.0 32.0

차등화 금지 5 3 12.0 12.0

25 100.0 100.0

Q10A4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4: 제조인허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준 및 절차 완화 2 12 48.0 48.0

시기 및 주기 유예 3 6 24.0 24.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3 12.0 12.0

차등화 금지 5 4 16.0 16.0

25 100.0 100.0

Q10A5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5: 품질안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준 및 절차 완화 2 6 24.0 24.0

시기 및 주기 유예 3 5 20.0 20.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6 24.0 24.0

차등화 금지 5 8 32.0 32.0

25 100.0 100.0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금융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제조인허가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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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Q10A6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6: 환경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준 및 절차 완화 2 6 24.0 24.0

시기 및 주기 유예 3 8 32.0 32.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3 12.0 12.0

차등화 금지 5 8 32.0 32.0

25 100.0 100.0

Q10A7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7: 산업안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준 및 절차 완화 2 11 44.0 44.0

시기 및 주기 유예 3 5 20.0 20.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3 12.0 12.0

차등화 금지 5 6 24.0 24.0

25 100.0 100.0

Q10A8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8: 인력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면 면제 1 1 4.0 4.0

기준 및 절차 완화 2 12 48.0 48.0

시기 및 주기 유예 3 4 16.0 16.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4 16.0 16.0

차등화 금지 5 4 16.0 16.0

25 100.0 100.0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환경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산업안전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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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Q10A9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9: 판매/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면 면제 1 2 8.0 8.0

기준 및 절차 완화 2 13 52.0 52.0

시기 및 주기 유예 3 5 20.0 20.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3 12.0 12.0

차등화 금지 5 2 8.0 8.0

25 100.0 100.0

Q10A10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10: 해외통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면 면제 1 1 4.0 4.0

기준 및 절차 완화 2 17 68.0 68.0

시기 및 주기 유예 3 3 12.0 12.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2 8.0 8.0

차등화 금지 5 2 8.0 8.0

25 100.0 100.0

Q10A11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11: 운영관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면 면제 1 1 4.0 4.0

기준 및 절차 완화 2 13 52.0 52.0

시기 및 주기 유예 3 6 24.0 24.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4 16.0 16.0

차등화 금지 5 1 4.0 4.0

25 100.0 100.0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판매/영업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해외통상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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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Q10A12 기업의 규제준수비용 관련 규제 차등화 방식12: 사업전환/승계/폐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면 면제 1 1 4.0 4.0

기준 및 절차 완화 2 19 76.0 76.0

시기 및 주기 유예 3 3 12.0 12.0

행정벌/과태료 경감 4 1 4.0 4.0

차등화 금지 5 1 4.0 4.0

25 100.0 100.0

Q11 중소기업의 규제 차등화를 상시 종업원수로 할 경우 적정한 것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인(10인 미만) 3 5 20.0 20.0

1~19인(20인 미만) 4 5 20.0 20.0

1~49인(50인 미만) 5 11 44.0 44.0

1~199인(200인 미만) 7 1 4.0 4.0

1~299인(300인 미만) 8 3 12.0 12.0

25 100.0 100.0

Q12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차등 조치의 필요비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평균 규제준수비용의 100% ~ 150% 미만 1 2 8.0 8.0

평균 규제준수비용의 150% ~ 200% 미만 2 11 44.0 44.0

평균 규제준수비용의 200% ~ 250% 미만 3 12 48.0 48.0

25 100.0 100.0

10. 업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의 발생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때, 각 규제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차등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사업전환/승계/폐업

11. 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차등화를 시행할 경우,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어떠한 범위의 업체들이 차등화의 대상으로 적정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2. 귀하는 개별 규제에 대한 준수비용 수준(매출액 대비 규제준수비용)이 해당 규제에 적용
을 받는 평균적인 업체들의 준수비용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높을 때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차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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