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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

00부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www.police.go.kr 02-3150-1195

고용부 www.moel.go.kr 044-202-7065

공정위 www.ftc.go.kr 044-200-4257

과기정통부 www.msit.go.kr 044-202-4467

관세청 www.customs.go.kr 042-481-7805

교육부 www.moe.go.kr 044-203-6703

국방부 www.mnd.go.kr 02-748-6822

국세청 www.nts.go.kr 044-204-2319

국토부 www.molit.go.kr 044-201-4816

권익위 www.acrc.go.kr 044-200-7137

금융위 www.fsc.go.kr 02-2100-2802

기상청 www.kma.go.kr 02-2181-0326

기재부 www.moef.go.kr 044-215-2573

농식품부 www.mafra.go.kr 044-201-1362

농진청 www.rda.go.kr 063-238-0453

문체부 www.mcst.go.kr 044-203-2252

문화재청 www.cha.go.kr 042-481-4648

방통위 www.kcc.go.kr 02-2110-1324

법무부 www.moj.go.kr 02-2110-4272

병무청 www.mma.go.kr 042-481-2903

보훈처 www.mpva.go.kr 044-202-5252

복지부 www.mohw.go.kr 044-202-2274

산림청 www.forest.go.kr 042-481-4281

산업부 www.motie.go.kr 044-203-5568

소방청 www.nfa.go.kr/nfa 044-205-1489

식약처 www.mfds.go.kr 043-719-1513

여가부 www.mogef.go.kr 02-2100-6218

외교부 www.mofa.go.kr 02-2100-8264

원안위 www.nssc.go.kr 02-397-7318

인사처 www.mpm.go.kr 044-201-8139

조달청 www.pps.go.kr 042-724-7445

중기부 www.mss.go.kr 042-481-4336

통계청 kostat.go.kr 042-481-2398

통일부 www.unikorea.go.kr 02-2100-5980

특허청 www.kipo.go.kr 042-481-5060

해경청 www.kcg.go.kr 032-835-2423

해수부 www.mof.go.kr 044-200-5166

행복청 www.naacc.go.kr 044-200-3071

행안부 www.mois.go.kr 044-205-1488

환경부 www.me.go.kr 044-201-6391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02-6050-3982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02-2124-3111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02-6000-5447

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02-3275-2108

한국경영자총협회 www.kefplaza.com 02-3270-7322

정부는 규제개선 추진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

나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

요청제’를 도입하고, 건의자, 경제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규제입증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국민·기업  ‘입증요청제 ’

국민과 기업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규제입증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각 부처 홈페이지에 입증요청제 창구 개설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①수용하기 어렵다거나 ②중장

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과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지 각 부처에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부처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시 건의자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

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2. 경제단체 협력·지원사항

국무조정실과 주요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는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여, 개별 기업의 제도 참여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경제단체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부

처와협의하여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

가겠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1. 개 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

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

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건의자·경제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규제입증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 고충과 애로를 정부에 상세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하여 규제를 개선합니다.

 2. 운영 체계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은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

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경제단체, 연구원,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규제입증위원회에 출석

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3. 운영 성과

규제개선 추진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

한 결과 2019년 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제·개정된지 오래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규칙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접수된 기업과 경제단체의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수용되

지 않았던 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다시 검토하여 추가로 개선하였

습니다.

        ●  운영성과 주요 사례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9종으로 한정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채혈세트 등)

면제대상 의료기기 7종 추가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고시   
     개정, ’19.8월)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 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1.

1.

2.

1.

2.

1.

2.

2.

3.

현황 개선

바이오의약품 등 보세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부설연구소 연구용 원재료
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 재료로 사용 허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9.12월) → 
원재료 별도 반입에 따른 비용·기간 감축(약 2개월)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범위 확대

현황 개선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중소기업 중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제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 인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19.12월)   
 *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현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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