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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

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

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

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

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

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

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

런 칸막이를 전제로 한 부처별 대응은 민박규제의 성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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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2003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OECD국가들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한국

은 이 10년 동안 규제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국가이지만, 2013년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규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이혁우, 2017). Kim(2016)은 우리나라의 규

제부담 비용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된다면 99∼322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왜 어떤 국가, 어떤 정부는 다른 국가나 정부 보다 규제관리의 성과가 

더 높을까? 즉 국가나 정부마다 규제관리의 성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불합리한 칸막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다른 규제관리보다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칸막이 규제는 진입규제의 하나이다. 진입규제는 다시 칸막이를 설정해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이렇게 형성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의사를 나누는 건 칸막이 규제이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

격을 규정해 이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각각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다. 전통적인 진입규제가 기업의 시장진입여부,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효과와 동학을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칸막이 규제는 시장을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효과 그 자체에 주목한다. 

물론 모든 칸막이 규제가 문제는 아니다. 칸막이를 구분해 가며 각 부처의 영역을 정

해 주고, 관할범위와 그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규제를 통한 업무처리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상호배타성이 인정되면서, 각각 구분된 규제적용이 가능한 분야라

면 당연히 칸막이를 나누고 규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의사와 변호사는 분명 다른 직

역이고, 이를 칸막이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각각의 전문자격을 위한 규

제를 운영하는 것이 같은 전문자격이라며 이를 함께 관리하는 것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칸막이 규제 중에는 칸막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도 많다. 칸막

이 간 유사성 때문으로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통합의사 제도논의가 대표적이다. 또한 

방송업과 통신업과 같이 기술발전에 따라 과거에는 각각의 칸막이로 인정되었던 것이, 

융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칸막이의 해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칸막이 규제관리에 대한 정부 내 동학(dynamics)은 불합리한 칸막이를 통합하

거나 해체하는 것 보다,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칸막이 경계를 조정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칸막이를 유지한 채, 개별적으로 각각의 칸막이 내의 

규제들을 운영하게 되면 특히 정부가 칸막이 규제라는 구조적 제약을 두고, 규제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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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되면,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중복해야 하고, 각 부처 간 유사한 

성격의 규제관리 시점도 달라지는 등 규제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칸막

이 규제를 그대로 두고, 개별규제의 불합리함 개선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부

가 규제관리에 들이는 투입에 비해, 그 효과는 점점 작아질 가능성도 높다. 진입규제가 

기업의 시장진입여부에 주목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칸막이 규제로 인해 시장의 구조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유발되는 정부의 규제관리 동학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진입규제와 구분해서 칸막이 규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칸막이 규제가 규제관

리의 비효율성과 국가별 규제관리의 차별적인 성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칸막이 규제가 야기하는 정부 내 규제관리의 동학을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칸막이 규제는 규제관리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박동욱, 2010;서순탁･김진수, 2017; 손금주, 2013; 나경연, 2016; 권오현, 2005; 이혁

우, 2018; 이석재 외, 2001) 이에 대한 개념정의의 시도와 정책동학(policy dynamics)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

하고, 칸막이 규제에서 정부의 규제관리의 동학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농어촌민

박과 도시민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된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로 한다. 

Ⅱ.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1. 칸막이 규제의 개념과 구조

칸막이 규제는 정부가 시장이나 사업영역을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된 

칸막이 내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다른 시장이나 사업영역과는 다른 의사결정이나 사업 

활동을 하도록 구조화된다. 조직에서 부서는 고객, 기능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효율적이

고, 각각의 부서는 그에 자기 부서에서만 적용되는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 칸막이를 구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기본이다. 규제도 마찬가지

이다. 쓰레기 투기금지, 신호등 준수 등 국가 내의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들에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규제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영역을 구분해 규제대상을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교통규제라도 운전자와 보행자를 구

분해 각각에 적용되는 규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라도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을 구분지정해, 각각에 적용하는 규제를 운영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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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장이나 사업영역을 구분하는 칸막이 규제는 진입규제에 해당하지만 이 둘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진입규제를 좀 더, 구체화 해 그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입

규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규제 중 하나로서의 칸막이 규제를 규명하고, 그와 연관된 

규제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입규제는 시장이나 사업영역 자체를 구분하

는 기준인 칸막이 규제와 시장이나 사업영역에 대한 진입자격을 규정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업으

로 정의하면서도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서 제외하고 있다. 건설업을 정보통산업, 소방법, 문화재수리업과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칸막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

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분명해 진다. 한편 이렇

게 칸막이 규제가 설정되면, 이제 건설업 혹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자

격을 정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

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칸막이 규제와 진입자격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칸막이 내부를 규율하는 

규제가 진화적으로 형성된다.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

재수리공사 각각을 규율하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칸막이 내부규제

는 해당 규제의 칸막이 전속성(專屬性)에 따라 다시 칸막이 전속적 규제와 칸막이 비전속

적 규제로 재분류될 수 있다. 전속성이란 어떤 행위나, 제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기

관, 제도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다른 제도에서는 효력이 없거나,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

한다.1)

따라서 칸막이 전속적 규제란 특정한 칸막이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규제로 해당 칸

막이가 다른 칸막이와 다른 차별적 성격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런 칸막이 전속적 규제는 

해당 칸막이에서만 유효성을 갖게 된다. 의사에 대해서는 수술실 규제가, 한의사에 대해

서는 첩약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반면,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란 칸막이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칸막이에서 필요하고, 적용도 가능한 규제를 의미한다. 시장이나 

사업영역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이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칸막이 비전속적인 규제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 개의 칸막이가 존재할 때, 하나의 칸막이 내에서만 발견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

1) Williamson(1985)는 그의 거래비용이론에서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하나의 자산이 특정한 용도에 구속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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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칸막이 전속적인 규제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각각의 칸막이에서, 동일･유사한 규제

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당 규제

의 칸막이 전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간의 차별성에 근거해, 해당 칸막이에

서만 전속되는 규제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자격규제, 칸막이 내부규제들이 형성되는 과정은 동태적

이다. 칸막이 규제가 들어서면, 관련규제들이 세부적으로 형성된다. 칸막이로의 진입자

격을 정하는 규제들이 형성되어야 하고, 칸막이 내의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절하

게 개입할 규제들도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규제들은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 

단계에서 함께 한꺼번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진화적으로 형성된다. 이후 규제의 조

정수요를 반영하거나 칸막이 내부 행위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즉 

칸막이 규제 및 관련규제들은 도입이후 새로운 문제대응 과정에서 진화적으로 점점 복

잡해지는 것이다. 

<그림 1> 진입규제의 구조: 칸막이 규제와 진입자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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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막이 규제의 양면성

칸막이 규제는 한 사회가 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

들어질 수밖에 없다. 각 사회마다 자신의 필요에 따른 체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공식화되

기 위해서는 대상을 정하고, 그것이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기준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분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상호출자제한의 적용대

상인 기업집단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칸막이는 경제발전에 따라 중소기업으

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대기업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아

지면서 이들 기업의 특수성을 담기에는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2010년 산업발

전법을 개정하면서 중견기업이란 새로운 기업분류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회의 다원화가 이루어지면, 원래 하나의 공간이나 틀에서 규율되던 규제대

상이 세분화 된 양태를 반영하여, 특수화하게 된다. 교육기관은 원래는 학교라는 제도로 

충분했던 것이, 고등/중등/초등 교육기관의 하위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화가 이루어

지고, 미용업 역시 원래는 하나로 규정되었지만,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디자인, 피부

관리로 분화되기도 했다.2) 업의 분업화를 반영해 규제에서도 칸막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제도적 분화가 높은 사회일수록 칸막이 규제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칸막이 규제는 사회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칸막이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가 수행한 행위

에 대해 체계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그 행위가 

한 사회의 규제체계 내에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런 행위

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도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행위가 

그 사회의 규제체계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도 칸막이 규제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

다.3)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칸막이 규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구

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의 업종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가 정부가 규제로 정

한 칸막이 중 하나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그 외 다른 정부정책들이 칸막이 구획

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칸막이에도 속해 있지 않은 업종이라면, 규제적용을 

안 받아 자율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보조금의 수혜대상이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인증이

2) 원래 미용업은 이들 모두를 포괄했지만, 2008년에 피부 관리가 분화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네일아

트, 2016년 메이크업이 새로 분화되면서 원래 1개였던 칸막이가 4개가 되었다. 

3) 규칙(기준, 표준)은 원래 규제레짐의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성격이 

있다(Scot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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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를 받지 못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인증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4) 

따라서 칸막이 규제는 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규칙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육정책은 칸막이로 구분된 교육기관인 대학(고등

교육기관), 중･고등학교(중등교육기관), 초등학교(초등교육기관)에 따라 구분되어 설계된

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부가 설정한 칸막이 어디에도 포함되

지 않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설립에도 애로가 있겠지만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칸막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규제대상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

경이 정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 모순을 드러낸다. 규제는 도입당시의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틀 속에서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전제가 되

는 이런 배경들이 변화하면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게 개선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Bardach et al., 1982). 기술발전으로 융합영역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스마

트송전은 전기에 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송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기반

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공사라는 현재의 칸막이는 스마트송전이

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유발할 수 있다(이혁우, 2017). 이것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공사라는 칸막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국가와 비교하면 더욱 명

료해 진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능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칸막이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아가 칸막이 규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경직적인 

경향을 띤다. 이것은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규제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 North, 1990)으로 각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해석

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칸막이 규제의 경우, 칸막이 내 영역에 존재

하는 집단과 그 외부의 집단은 확연히 다른 유인을 갖게 된다. 칸막이 내의 집단은 규제

가 쳐 놓은 진입장벽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제 하는 기존집단이다. 반면 칸막

이 외부의 집단은 진입장벽 밖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이지만, 칸막이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다. 이 중 칸막이 내의 집

단은 기성의 집단으로 사업체들 간 협회 등을 조직하는 등 상대적 응집력이 높고, 정치

4) 바퀴 받은 지게차가 대표적이다. 통상 지게차는 궤도가 달려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

가능했는데, 바퀴를 달린 지게차를 개발해 이를 극복했다. 그런데, 바퀴달린 지게차는 자동차에도, 

건설기계에도 속하지 않아, 실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칸막이로 인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분류하는 것을 결정한 후에야 해소될 수 있었다(트럭지

게차의 특구건설기계 지정 고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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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력도 큰 반면, 칸막이 밖의 집단은 비교적 신규의 업체들로 조직화 수준도 낮

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Olson, 1965). 실제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협회, 정보통신 공사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을 설립하여 자신의 칸막이 영역에 대한 이

해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는 반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칸막이 밖의 사업체들은 이런 

조직적인 응집력을 갖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칸막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를 조정하거나 해체할 

경우, 칸막이 내의 집단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칸막이 밖의 집단은 사업기회가 커

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칸막이 규제의 타당성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칸막이 내의 이해당사자들은 현 상태를 보장해주는 칸막이 규제의 유지

를, 칸막이 밖의 이해당사자들은 칸막이 규제의 조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간의 논쟁은 상대적으로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의 부담을 져야 하는 보다 

조직화되고 응집력이 높은 기존 칸막이 내의 집단의 영향력을 반영해, 폐지보다는 조정

을, 조정보다는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칸막이 규제가 경직적인 것은 칸

막이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각 칸막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공고하게 형성되기 때문

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칸막이 규제는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규제와 혼재되어 

언급되거나(박동욱, 2010;서순탁･김진수, 2017; 손금주, 2013; 나경연, 2016), 업역을 구

분하는 규제로 신산업의 시장진출 애로를 칭하는 용어로 활용되어 왔다(권오현, 2005; 

이혁우, 2018; 이석재 외, 2001).5) 칸막이 규제와 유사한 연구로는 업역규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업역규제에 대한 기존연구는 진입규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

다. 나경연(2016)은 건설업역 간 칸막이 규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경쟁제

한적 진입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금주(2013)는 방송과 통신에 

5) 대표적으로 칸막이규제는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칸막이규제에 싹 잘리는 

신성장...’(문화일보, 2018.8.13.), ‘칸막이 규제 있는 한국선 아마존･알리바바 못나와’(한국경제신문, 

2019.4.3.), ‘칸막이규제 개선해야’(머니투데이, 2018.5.11.), ‘칸막이 규제에 실종된 빅데이터 전략’

(조선일보, 2018.3.25.), ‘첫발 뗀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칸막이’(중앙일보, 2019.1.18.), ‘업권 칸막

이 규제, 한국 금융허브 장애물’(서울경제신문, 2019.8.21.), ‘말로만 외치는 융합?, 혁신 가로막는 칸

막이 규제 여전’(SBS, 2017.8.11.), ‘칸막이 규제에 의료빅데이터 주춤’(NEWS1, 2019.12.6.) 등 

google에서 칸막이 규제로 검색하면 다수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39

대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가 구성되어 왔고, 이런 규제틀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광(2018)은 규제칸막이 탓에 정보통신기술분야

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의료･보안 등 칸막이 규제가 강한 분야와 

결합되는데 제약이 많아서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최민수(2011)는 건설분야의 각종 칸막

이식 업역규제와 수직적 생산체계가 건설생산의 상호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

다. 이병기(2014)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에서는 강한 진입규제나 칸막이 규제가 자원재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

다고 분석했다. 그 외 정두남 외(2012)는 미디어 다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식 

규제를 시청률 점유율과 같은 성과규제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표 1> 칸막이 규제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주제 저자 연구분야 및 내용

진입규제에 
초점

나경연(2016)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설업의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해소
해야 함 

손금주(2013)
방송과 통신은 칸막이식 규제가 구성되어 왔고, 이런 규제 틀이 변함없이 유
지되고 있음

김재광(2018)
규제칸막이 탓에 정보통신기술분야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
건･의료･보안 등 칸막이 규제가 강한 분야와 결합되는데 제약이 많아서인 것
으로 분석

최민수(2011)
건설분야의 각종 칸막이식 업역규제와 수직적 생산체계가 건설생산의 상호협
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

이병기(2014)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강
한 진입규제나 칸막이 규제가 자원재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
다고 분석

정두남(2012)
미디어 다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식 규제를 시청률 점유율과 같은 
성과규제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융합영역과의 
모순

심영섭(2015)
칸막이 규제가 산업융합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 개별기술･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

박동욱(2010)
융합이 진전되면서 칸막이식 분류와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

정윤식(2017) 방송통신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지체가 칸막이 규제가 그 원인이 있음을 주장

최공필(2013)
창조경제를 위한 신 금융패러다임에는 칸막이식 규제를 보다 큰 틀에서 정비
해야 한다고 주장

조만(2015)
주택시장에 개발･중개･자문･관리 등의 하위 업역 별로 다양한 칸막이 규제가 
존재하여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출현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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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역규제가 기술발전으로 칸막이 간 융합영역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못하는 모순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동욱

(2010)은 융합이 진전되면서 칸막이식 분류와 규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영섭(2015)은 칸막이 규제가 산

업융합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 개별기술･업종･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전

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정윤식(2017)은 방송통신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의 지체가 칸막이 규제가 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공필(2013)은 창조경제를 위

한 신 금융패러다임에는 칸막이식 규제를 보다 큰 틀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만(2015)은 주택시장에 개발･중개･자문･관리 등의 하위 업역 별로 다양한 칸막이 규

제가 존재하여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서비

스의 출현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존의 업역규제에 대한 연구는 업역

규제를 진입규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개념이나 특징, 진입규제의 세부 분류

로서의 규제들과 칸막이 규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특히 기존의 업역규제에 

대한 논의에는 업을 구분하는 규제의 의미에 국한된 결과, 칸막이 규제가 초래하는 진입

규제 속성, 융합영역의 반영지체 등 산업측면에서의 분석을 주로 하고 있어서, 칸막이 

규제에서 규제관리 동학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사실 업역규제는 그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

다. 위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만 보더라도 업역구분, 업역보장, 업역규제를 혼재해서 사

용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의 영역(range of business)을 정한 규제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

다.6) 그런데 이런 업역규제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칸막이 규제로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

를 시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먼저 업역규제는 업의 영역을 정하는 규제

로 업(business)과 규제(regulation)의 개념 모두가 포함되지만, 칸막이 규제에서는 규제

로 인한 구획(partition) 자체에 초점을 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가 가능하다. 즉 규제 

칸막이를 두고, 관료와 이해당사자 등이 벌이는 특유한 현상을 보다 일반화시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업역규제는 사업영역에 대한 구분의 국한된 개념이지만, 칸막이 규제는 

이런 사업영역의 구분에 더해, 규제가 구분하는 모든 양태를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구분, 고등, 중등, 초등 

교육기관의 구분 등 업역규제로는 어색한 양태에 대해서도 칸막이 규제로는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칸막이 규제는 업역규제에 비해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6) 업역규제는 국내에서는 업역규제로, OECD(2015, 2018)에서는 Market Partitioning System, Market 

Partitioning Conduct로 칭해지며, 통상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관점에서 사업영역 간의 구획을 

의미한다. 그러나 OECD 역시 업역규제나 칸막이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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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과, 성격을 정의하고, 이것이 정부 내 규

제관리에서 유발하는 동학을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칸막이 규제라고 불리는 규제

들에 대한 실무적 관리를 위한 제안을 위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칸막이 규제에서 규제관리의 동학

1. 칸막이 별 별도의 규제관리

칸막이 규제는 시장이나 업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민간의 규제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

부도 그 틀 내에서만 규제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칸막이 자체를 해체하지 않은 한, 규

제집행, 규제개선 수요파악, 규제개선과 같은 정부의 규제관리는 칸막이 안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각 칸막이 규제소관 부처, 혹은 부서는 개별적으로 규제집행을 위한 인

적･물적 자원배치 등 독자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칸막이 규제는 각 칸막이 내 담당자

들의 할거주의와 같은 칸막이 행정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어떤 업무가 칸막이로 

구분되면, 그 담당자는 자기가 속한 칸막이와 무관한 업무까지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칸막이별 별도 규제관리는 진입자격이나, 칸막이 전속적 규제,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 모두에서 나타난다. 먼저 진입자격 규제는 칸막이 통합으로 재설계 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칸막이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유지한 채 진화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

분한 칸막이에서는 의사자격규제, 치과자격규제, 한의사 자격규제가 각각 진화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칸막이 전속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칸막이 별 특성을 반영

해, 각각 진화해 온 규제들은 칸막이 규제를 유지하는 정당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한의

사에만 적용되는 첩약에 대한 관리규제, 의사에만 적용되는 수술실 관련 규제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이들 칸막이 전속적 규제 역시, 개별 칸막이에 대한 규제수요를 반영해 지

속되어, 부가된다. 칸막이 비전속 규제는 칸막이는 칸막이의 경계와 무관하게 일반적으

로 적용이 가능한 규제로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 별로 각각 설

계되고 운영된다. 이런 칸막이 규제에서 이런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와 그 관리업무는 

규제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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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막이 유지 성향과 그 이유 

칸막이 별 규제관리체계는 기술발전 등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칸막이 간 융합영역

이 발생하면서 그 타당성이 낮아지게 되면 모순이 나타나고 개선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칸막이 규제는 이런 상황에서 칸막이가 해체되고, 각 구획들이 통합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칸막이를 통합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보다 새로운 융합영역에 상응하는 칸막이를 새로 도입해, 오히려 칸막이가 증가하는 현

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부처는 칸막이 구분의 정당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칸막이 진입자격을 세부 

조정하여 규제애로에 대응하는 것을 칸막이 자체의 철폐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규

제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칸막이 규제애로에 대한 부처

와 해당 관료의 의사결정의 대안에는 칸막이 규제폐지보다는 칸막이 진입규제의 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존 칸막이 내의 이해당사자 역시 칸막이 규제 폐지를 통한 칸막이 통합을 선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칸막이 내에서 제한적인 경쟁을 하고, 각각의 칸막이

를 토대로 형성된 보조금이나 조달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칸막이 통합에 따른 불확

실성에 비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칸막이 진입자격을 갖추어 이미 해당 칸막이 

내에서 안정적으로 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칸막이 통폐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일 수도 있다. ‘타다’의 등장으로 택시와 렌트카, 버스로 구분된 대

중교통 칸막이 체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이에 택시운전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한 것

이 그 예이다.7) 그 결과 이들 이해관계자들 역시 칸막이 규제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그것

의 폐지보다는 규제상황을 반영한 세부 칸막이 진입자격의 조정을 통한 존속을 요구하

게 된다. 

그런데 이런 칸막이 경계규제의 조정은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에는 부분최적(sub- 

optimization)일 수 있지만 정부전체로서는 칸막이 규제로 인한 개별, 중복관리 부담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전체로도 칸막이를 전제한 국지적인 조정으로는 여

전히 개별 칸막이에 대한 진입자격을 별도로 정해 놓고 운영함으로 인해, 융합 아이디어

와 사업실현이 불가능한 모순이 유지된다. 

7) 매일노동뉴스(2019.5.16.), “개인택시 기사 분신 사망.... 타다 반대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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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칸막이 관련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는 정책 환경이나 규제대상의 변화로 상시적인 수정을 요구받는

다. 칸막이 철폐가 아닌 칸막이 유지를 전제로 변화된 규제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사업의 간 

융합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를 유지하면서도 융합영역의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공사의 개념에 특정한 융합기술을 적용한 전기사업을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전기사

업의 개념에 해당 정보통신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재개념화 할 수밖에 없다. 즉 

각각의 칸막이의 진입자격을 조정해서,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해, 기존 칸막이 체계에서

는 불가능했던 사업이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한편 칸막이 전속적 규제는 원래 칸막이 내에서만 타당한 규제이다. 이런 개별 칸막이

를 전제로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상황의 변화로 특정한 시장을 칸막이로 

구분해야 할 근거가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되면, 칸막이 전속적 규제 역시 개선요구를 받

게 된다. 칸막이 전속적 속성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의사에만 

전속되었던 의료기기 사용규제에 대해 의료일원화를 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

을 유지한 채,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게 되면, 의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

아지게 되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의사와, 한의사 각각의 칸막이에서 각각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란 원래 각각의 칸막이에서 적용되는 규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칸막이에 적용가능하거나, 적용해야 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칸막이 규제망에서 이

런 성격의 규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칸막이 간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칸막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관리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칸막이 비전속

적 규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규제설계 시 의제(擬制)방식8)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가 모두 의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소관부처

별로 유사･동일한 개별 규제를 설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8) 의제(擬制)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

을 일컫는다. 사망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행방불명자는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진정한 

사망과 같이 취급된다(민법 28조). 의제는 보통 “…으로 본다.”라는 조문의 규정 형식을 취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C%9D%98_%ED%95%B4%EC%8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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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칸막이 규제의 효과

칸막이 규제망이 복잡하게 진화하는 것은 칸막이 규제에서 정부의 규제관리 비용이 

유발되는 전제이다. 새로운 칸막이가 생겨 칸막이의 수가 많아지거나, 칸막이 경계를 규

정하는 진입자격 규제나 칸막이 내부규제들이 새롭게 도입되어 갈수록 그에 따른 정부

의 규제관리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관리와 

규제민원에 대한 대응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관리해야 할 규제의 수가 양적

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칸막이 규제 구분으로 인한 모순은 칸막이 간 동일･유사한 규제인 비전속적 

규제를 통합하여 규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제공할 수도 있다. 칸막이가 폐지되면, 칸막이 비전속적 규제는 자연스

럽게 통합될 규제 가능성이 높은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막이 규제의 유지성향으

로 칸막이 규제 별 규제관리가 지속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역시 칸막이와 무관한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한 번의 의사결정이나 관리로 가능한 것을 부처별로 각각의 의사결정을 해

야 하며 규제집행에 있어서도 각각의 집행체계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을 지

속해야 한다. 이것은 규제관리에 있어서 중복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각 

부처별로 문제에 대한 규제의 조정이나 대응의 속도가 차이가 나면, 특정한 칸막이에서

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칸막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지속하는 것은 

규제관리의 성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칸막이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이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칸막이 진입규제, 칸막이 내부규제 역시 폐지 혹은 구조조정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칸막이 규제의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면 이런 규제관리방식은 규

제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투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된다. 반면 

이처럼 칸막이 규제 자체에 불합리성이 존재하여 그 개선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

막이 규제의 해소를 통한 규제관리가 아닌, 칸막이를 유지한 채, 대응하게 되면 정부에 

규제부담은 점점 가중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칸막이 규제 해소

가 요구됨에도 이의 존속을 전제로 규제개선에 대응하면, 규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

되지 못하고 관련한 규제애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칸막이 규제라는 해당 영역의 틀을 규정하는 규제모순을 해소하지 않고, 그 

하위의 규제를 수정하여 규제모순에 대응하게 되면 규제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점점 

많아지고, 규제관리의 성과는 제한적이 된다. 즉 타당성이 낮은 칸막이 규제가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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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정부가 칸막이 규제를 두고 규제의 오차수정(error-correction)을 하면 할수록 정

부의 규제관리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이 심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

부가 규제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기대만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원

인이기도 하다.

<그림 2> 분석의 틀: 칸막이 규제 유지의 구조(통합과 비교)

Ⅳ. 사례분석: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규제

1. 사례선정의 이유

칸막이 규제에서 발생하는 규제관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칸막이 진입자격규제와 칸막이 내의 전속규제, 비전속 규제의 복잡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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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적 과정이 발현된 사례일 필요가 있다. 칸막이 규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칸막이 

규제가 분화되기 전보다, 규제민원의 처리, 규제관련 법령의 개정, 규제개선과제의 발굴 

등과 같은 규제관리의 부담이 증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박은 오랫동안 보건사회부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칸막이 없이 다른 숙박업과 통합적

으로 관리되어 오던 숙박업이었다. 이런 민박에 대해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6월23일,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민박업을 도입해, 농림부에서 이를 관할하게 되기 시작

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11년 12월30일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도시

민박업이 도입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숙박업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시민박을 명시하여 숙박업의 칸막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

로서 과거 하나의 보건사회부의 공중보건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민박이 

보건사회부, 농림부, 문화관광부의 세 개의 부처에서 세 개의 개별적인 법인, 공중보건

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리되게 된 것이다.9) 이후 2010년 에어비엔

비 등 새로운 숙박업의 형태가 출현하면서 이런 칸막이 규제관리의 애로가 누적되면서 

공유민박으로 통합관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민박에 대한 규제는 그 형성, 진화, 통합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칸

막이 규제에서 정부의 규제관리 양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시민박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민박업은 원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이 되다가, 농어촌민

박과 외국인도시민박이 각각 하위의 칸막이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칸막이 규제의 동학

을 보다 구체화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일반적인 업, 즉 원래 하나의 칸막이의 근

거인 공중위생관리법상 민박업이 아닌,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이란, 특수성격

의 칸막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사례분석을 통해 칸막이 규제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적

절하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분석하겠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숙박업이 아닌 농촌과 도

시 지역에서 각각 완화된 숙박업의 형태로 도입된 것으로 그 유사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으로 칸막이를 

나누어 관리한 규제이다. 

9) 여기에 2003년 11월7일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펜션업이 도입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도 일부 민박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7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한옥체험업과 호스텔업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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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막이 규제로 인한 정부의 규제관리 동학

1) 칸막이 폐지 수요와 칸막이 유지성향

(1) 칸막이 폐지･조정 수요: 공유숙박업의 등장

공유숙박10)은 에어비앤비(AirB&B)라는 숙박수요자와 공급자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 모델은 호텔이나 여관 등 전통적인 숙박

업소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을 투숙객과 일부 공유하

면서 조식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실제 2007년 미국에서 시작 한, 

에어비앤비는 2011년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커졌고, 2020년 현재,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누적 7억 5천만 명이 넘는 체크인수, 하룻밤 200만 명이 넘는 

게스트가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11) 

그런데 이런 공유숙박의 활성화는 2013년 에어비엔비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민박

규제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민박은 전통적 민박, 농어

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데다가, 각각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해서 사업자도 이들 복수의 정

부부처와 협의를 해야 했고,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겠지만, 주인 직접거주, 허용주

택제한, 면적제한, 조식제공 제한 등이 각 민박의 형태별로 달라 공유숙박업의 진입에 

큰 애로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다.12) 그 이유는 외국에는 없는 주인직접거주나 허용주택

제한과 면적제한, 조식제공 제한과 같은 규제의장벽에 더해,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 간에도 이들 규제의 세부내용이 달라서, 공유민박업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문화

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복수의 부처와 협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민박업

의 칸막이는 공유숙박업으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대

응하는 정부부처에게도 비효율과 부담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10) 공유숙박업은 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고객의 수요만큼이나 다양한 숙소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숙박업에 대한 별다른 진입규제가 없었던 국가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공유가능 한 공간을 에어비앤비에 내 놓음으로서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소유자의 

관심도 끌었다. 

11) 에어비앤비 뉴스룸(https://news.airbnb.com/ko/about-us/, 2020.9.7. 검색)

12) 2020년 시행되고 있는 위홈에 대한 공유숙박 규제 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으로 하

고 있다. 민박 관련 정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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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막이 유지와 신규 칸막이 도입 성향

공유숙박의 등장으로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민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도시민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칸막이를 해체해 민박업의 통합과 이를 통한 

규제간소화가 아닌 칸막이를 유지하고 나아가 새롭게 공유민박업을 추가해 칸막이 숫자

를 증가하려는 성향을 보였다.13) 한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

인도시민박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설계･집행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 정부부처는 민박규

제에 대한 칸막이 구조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다음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민

박을 두고, 각 부처 간 칸막이가 공고한 것은 규제가 곧 부처의 힘이 되는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14) 

(기재부 A국장)

“숙박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무가 아니어서, 허용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

광부가 해야죠,” 

(문체부 B국장) 

“농촌민박 사업모델이 수요층도 존재하고 벤처로 성공할 수 있다 보지만, 기본적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걸려 있으니 농식품부가 판단할 문제예요”

(농식품부 C과장) 

“농어촌민박을 허용한 취지가 농가 부업소득 증대예요. 빈집에도 숙박을 허용하는 건 

제도취지에 어긋나고 안전문제도 생길 거예요. 민박업자 등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15) 

한편 2018년 1월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여기에서 나아가 오히려 기존

의 칸막이 규제에 대해 또 다른 칸막이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안을 마련하였는데, 그것

13) 내국인 대상 도심 내 공유민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6년 10월 전희경 의원, 2017년 

10월 이완영 의원이 발의하였다. 이후 2018년 8월 27일,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내･외국인 모

두가 이용가능 한 공유민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19년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

유민박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도심 내국인에 대한 공유민박

은 불법상태가 되고 있다. 

14)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06/99092468/1, 2020.1.6.일자)

15) (동아닷컴, “칸막이 행정에 좌초되는 유망 신산업” 2020.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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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에는 없는 공유민박업에 대해 120일의 연간 영업일수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과 (준)농어촌에서 230m2이하의 주인이 실

거주 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식만을 제공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농어촌민박, 도시지역에서 230m2이하의 주인이 실거주 하

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능한 문화관광

체육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도시민박에 더해, 연간 상시로 영업이 가능한 외국인도시민박

과 농어촌민박과 달리 120일의 연간 영업일수 제한을 받으면서 도시지역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는 공유민박이란 복잡한 규제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공유민박이라는 각

각 다른 제도의 민박을 운영해야 한다. 

2) 칸막이 규제 내 개별규제 진화

(1)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시민박에서 칸막이의 경계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과 도시라는 

지역, 주인 거주조건, 민박이 가능한 주택유형이다. 먼저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의 

전형적인 주거양식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을 목적으로 농어

가의 부업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16) 따라서 거주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국인도시민박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사무용 공간을 제외한 주택에 대

해서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박으로 도입되었다. 따라

서 여기에도 주거요건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칸막이 진입자격들은 도입 

이후, 규제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로 농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개별적인 개정과 

규제민원에 대한 대응 등의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농어촌민박은 1995년 6월23일, 농어촌지역에만 적용하였던 민박의 한 형태이

다. 여기에 2006년 법령 개정을 통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

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와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원래 5호 이상으로 되어 있던 요건을 

폐지하면서 150m2이하라는 주택면적의 제한도 요구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준)농어

촌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면적도 230m2이하로 완화되었다. 그 외 농어촌민박은 당초

에는 지정제로 도입되었다가, 1998년에는 신고제로 전환, 2004년 지정제로 전환, 2009

16)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의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농어촌진흥법 제2조), 외국인도시민박사업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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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다시 신고제로 전환과 같이 시장진입요건을 조정하였다. 이처럼 농어촌민박에 

대한 진입자격규제는 도입당시의 제도설계를 포함해서 최소 6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외국인도시민박의 경우, 2011년 12월 30일 도입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농어

촌민박의 부업의 성격을 반영, 주거조건과 230m2이하의 주택면적 제한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23일에는 원래 외국인도시민박이 관광업편의시설의 하나로 되어 

있던 것에서 관광객이용시설로 그 분류를 변경하였다. 이런 규제의 변화로 외국인도시민

박을 하려는 자는 신고에 의해 가능했던 것에서 관광객이용시설 등록위원회의 사전심사

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더 갖게 되었다. 이로서 외국인도시민박이라는 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자격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외국인도시민박에 대해서도 적어도 2차례의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을 위한 노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개별 칸막이의 진입자격의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부 등 각 부처가 

각 칸막이 내의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어촌민박에서 그 적용범위

를 농어촌민박에서 (준)농어촌지역에까지 확대한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민박수요

가 있고, 이에 따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17) 가능한 주택면적으로 

150m2이하에서 230m2이하로 완화한 것도 보다 많은 자가 이들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면서도 거주요건은 명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것이 부업에 해당하는 민박임을 명확하게 했다. 이는 외국인도시민박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농어촌민박업의 230m2이하의 

주택면적을 수용하면서도 주거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칸막이 내 전속적 규제 간 모순

민박에서는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 각각의 칸막이

에만 적용되는 규제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민박만 규정된 조식제공 규제, 외

국인도시민박에서만 존재하는 숙박대상을 외국인에 제한한 규제이다. 그 외 공중위생관

리법상 숙박업의 경우, 전통적인 숙박업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수행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가지고 있다. 

먼저 농어촌민박에는 원래 취사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입당시 규정을 

보면,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18) 식사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17) 농림부 보도자료(2007.8.2.) 중 “농어촌지역 주민만 가능했던 농어촌민박을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

촌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환경과 비슷한 준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 하는 

것으로 제도변화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18) 농어촌정비법(1994.12.22. 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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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규정을 두고 규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이므로, 농어

촌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농어촌민박은 숙박만 제공

하는 것으로 식사까지를 제공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음식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동 

규정은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해석되었다.19) 이에 대해 농어촌민

박의 경우, 고객에 대해 숙박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반대의 주장도 펼쳤다.20) 그 결과 정부는 2005년 규제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은 아침식

사만 제공하되, 식사비용은 민박비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런 규

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에는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민박에 전

속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농어촌민박에 대해 조식 제공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한 정부

가 조식가능이란 결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부분적 해결은 했겠지만, 이제 왜 농어촌민박

에 대해서만 조식만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농림부는 봉착하게 되었다. 조식가능이 결정

된 이후부터, 점심과 석식 모두가 가능하게 식사제공 관련한 규제를 삭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21) 농어촌민박의 칸막이 내에서는 조식만 가능하다는 규제가 

공유경제의 상황에서 사실상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시민박의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한편 외국인도시민박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

어 있었다. 이 규정은 2015년,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지장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내국인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런 고객의 특정화 

역시 외국인도시민박에만 전속적인 것으로 다른 유형이 민박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

본적으로 숙박시설은 내국인, 외국인과 무관하게 숙박수요가 있고 이에 대해 숙박업자

와 고객의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런 외국인도시민박에서 이런 규제가 존재

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국내 도시지역을 

여행하는 내국인이 왜 도시민박을 이용하지 못해야 하는지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

19) 연합뉴스, 2015.7.7. “내일부터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20) 농어촌민박의 입지여건상 주변 음식점 부족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의 불편

사례가 많았다(전북연합신문, 2015.7.7.일자, 농어촌빈박, 이용객 편익위해 조식제공 허용, 

2020.1.20. 검색).

21) 농어촌민박에서 석식관련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박업자

의 석식제공이 식품접객업에 해당 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면제여

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제364회-법제사법소위 제1차, 2018년11월12

일). 그런데 식사제공과 관련한 규제가 외국인도시민박업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민박

에서만 차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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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통상적인 숙박에서 구분하지 않는 고객의 층위를 외국인민박에 대해서만 두어야 

하는 이유가 공유민박의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그리고 공중위생

관리법상 숙박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칸막이 간 비전속적 규제의 중복

농어촌민박은 원래 안전관련 규정이 없었다. 1995년 도입당시, 취사장비 1조를 갖추

면서 공중위생법상 여인숙업의 객실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

칙 개정으로 2000년 여인숙업 객실요건 부합요건이 삭제되면서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

관리법 상의 시설과 안전규정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런데 이후 농어촌민박에 다시 

안전관련 규정이 도입된 것은 2003년 1월 6일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1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2008년 2월 4일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속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하는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제가 조정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수동식소화기 1조이상 구비 및 객실

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조직제공이 가능

해 짐에 따라 조직제공을 위한 냉장고, 위생적 조리시설, 환기시설, 먹는물 공급기준 등

이 도입되었다. 2019년 8월16일에는 안전기준이 다시 강화되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

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연면적 150이하에는 유도표지, 초과의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150초과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 설치, 난방기설치장소와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

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한편 외국인도시민박업의 경우에도 안전규제의 진화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1년 12월 30일 동 민박 도입당시에는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민박

의 경우, 도입당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2015년 1

월 1일, 소화기 1대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추가되었다. 2019년 11월 

19일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시민박의 경우, 대상이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민박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안전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처 마다 개별적으로 안전규제관리를 하는데 드는 노력

을 줄일 수 있다. 대동소이한 규제대상에 부처를 각각 다르게 규제를 하다 보니, 안전규

22) 외국인도시민박에서 내국인 고객 불가조건은 공유민박의 도입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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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같은 공통의 규제가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위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어촌민박의 안전규제는 적어도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

고, 외국인민박의 경우에도 안전규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2019년의 사정을 보면, 농어촌민박의 안전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되었음에도 외국인민박

에 대한 안전규제는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같은 민박에 대한 안전기

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국인도시민박의 안전규제에 강화수요가 있다고도 해석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농어촌민박의 안전규제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

서 숙박업의 경우, 서비스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이것이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관련 규정이 농어촌민박은 2015년에 서비스안전기준 준수와 이를 

위한 교육실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18년 7월 19일 개정 후, 2019년 

다시 개정되어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안전에 대한 내용을 서비스안전기준에 포함시

켰다. 한편 외국인도시민박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기준 없이 운영되다가 2019년 12월 

3일 한국관광품질인증제의 도입과 그 일환으로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과 시설 및 서비스분야,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역시 각각의 서비스관련 제도가 차별적으

로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칸막이 규제와 정부의 규제관리 부담

민박에 대한 칸막이 규제는 정부에 중복의 규제비용부담을 유발하면서도 규제관리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원래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이었던 것을, 

부업의 형태로 가능한 일종의 간이숙박업을 도입하기 위해 칸막이를 도입하고, 이를 다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민박으로 칸막이를 나누어 규제관리를 하다 보니, 각각의 칸막이 

내에서의 규제가 복잡하게 진화되면서 각 부처는 이들 진화한 규제의 망에서의 애로에 대

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등으로 민박규제의 양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 지금까지 분석한 칸막이 별 규제의 개별적인 진화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1995년 1개의 칸막이 체계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안전과 서비스규제와 같은 사실상 동일한 규제에 대한 민원에 각각 개별 부처가 대응하

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 해 지고 있기도 하다(임주현, 2018). 이것

은 행정절차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의 분석자료에 서는 농어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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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신고처리의 수수료가 없고, 농어촌민박이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되어 있어 현장조사 후 1-2일 내 신고

필증이 교부되는데 비해, 외국인도시민박은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신청처리

기간이 17일에 이르고 있어 개선수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3) 이처럼 부처가 칸막이

로 개별적으로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규제민원을 담당하는 정부의 또 다른 

정부에서도 이런 차별적 상태에서 유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등급제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안, 서비스･안전기준의 경

우, 유사･동일한 시설인 외국인도시민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에도 칸막이 규제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24)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 업무들

을 수행하는 데는 개별적인 자원투입이 이루어진다. 단속이나 안전점검을 위해서도 계

획수립, 시행, 결과분석, 개선안 도출 및 정책개선안 마련과 같은 단계적인 업무가 발생

하는데 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관리지침을 설계하는 데는 법령의 개정

만큼이나 오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기도 한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부처 내부의 회의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관리부처에서 하나의 틀 

속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민박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전체 정부로서는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칸막이 규제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결국 정부가 민박에서 유사한 분

야인 외국인민박과 농어촌민박에라도 소관부처를 하나로 하고, 규제와 그 근거인 법령

도 하나로 통합하며, 농촌과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의 경

우, 칸막이를 나누지 않고, 해당 부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칸막이 내에서 수립, 운영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부가 확연히 규제관리의 비용을 높게 치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민박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고도화 되면서, 각 개별부처가 이에 개별적

으로 대응하고, 이로 인해 각 부처 사이의 제도적 모순이 유발되면서 정부의 규제관리의 

비용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민박사업자나 관광객의 요구에 미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23) 규제개혁옴부즈만(2013), 도시민박업 지정신청, 이렇게 간단하게, 옴부즈만의 현장속으로 99번째 

이야기(https://www.osmb.go.kr/board/regcase_detail.jsp)

24) 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농림축산식품부, 2015.7.7.), “여름휴가철에 앞서 농

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8.7.18.),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19.11.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시민박업 단속(문화체육관광부, 20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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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박의 칸막이 규제의 개별 진화 양상

농어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도시민박
(문화체육관광부)

비고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

･1995.6.: 농어촌대상/5호 이상(신설)
･2003.1.:주택연면적 150m2이하(신설) 
･2006.4.: 단독,다가구/거주요건(신설)
･2008.2.: (준)농어촌확대, 주택연면적
 230m2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신설)
･1998.2.: 지정제→신고제, 지정제로 재전
환(2004), 신고제로 재전환(2009)

-2011.12.: 도시지역/거주요건/단독, 다
세대, 아파트, 연립주택/숙식제공/주택
연면적 230m2/

･2016.3.23. 신고제에서 사전심사제로 전환
칸막이 
전속
규제

칸막이 
내부규제

･1995.6.:조식제공 금지
･2005.1.:조식제공 가능
 (식사비용 민박비용에 포함)

･2011.12: 외국인만 가능
･2014.11.: 내국인가능
 (마을기업에 한정)

･2014.12.: 객실마다 단독형경보기
･2015.1.: 신고필증, 요금표게시, 교육
･2015.7. 서비스안전기준(신설)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2015.9.: 정화조 산정기준 개정
･2018.7.: 서비스안전기준 개정
･2019.8.: 안전기준 강화(휴대용비상조명
등, 피난유도표지/유도구, 완강기, 일산화
탄소경보기 등)

･2015.1.: 소화기1대, 객실마다 경보기
･2019.11: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2019.12.: 한국관광품질제: 보통이상
(시설 및 서비스, 인력전문성, 안전관리
항목: 760점 이상)

칸막이 
비전속 
규제

주요정책
자료

･2011.4: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
어촌민박 등급제 도입

･2016.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
리 가이드라인

-･2020.3.:지자체 민생방안 규제혁신 - 농
어촌 민박

･2019.11.: 외국인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그런데 만약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두 유형의 민박을 

포괄하여 현재 두 민박제도에서 차이가 있는 제도를 시장의 진입을 보다 제고시키는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자격조건으로 각각 

운영 중인 외국인도시민박에서의 사전심사제도와 농어촌민박의 신고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칸막이 전속규제 중 농어촌민박의 조식만 제공 규정은 철폐하고, 외국

인도시민박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철폐하여, 통합제도에서는 식사제

공의 자율성 보장,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규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빈집

이 많고, 이에 대한 공유숙박 수요가 큰 농어촌의 경우,25)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외국인

25) 농어촌지역은 빈집이 많이 있어서, 다자요와 같은 업체에서는 이를 활용한 공유민박 모델을 추진하

고 있다. 정부는 다자요의 빈집활용 공유민박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완화 실험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 2020.2.14. 빈집숙박 ‘다자요’ 사업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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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의 경우에는 거주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칸막이 비전속 규제로 

안전이나 서비스 규제는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이다.26) 

이처럼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간의 칸막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체육

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두 개의 부처에서 민박관리를 위한 각각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던 것을 통합할 수 있고, 두 부처 간 신청 서류나 관리문서의 차이, 심사방식의 

차이 등과 같은 행정적 차이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박운영실태 

점검 등, 현장점검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 공유

민박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에 칸막이로 인한 민박제도의 다양화로 인한 혼란과 진입애로

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정부의 규제관리는 대상과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정부가 각 부처를 두고, 소관업무

를 법률을 통해 구분하고 있듯이 규제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규제든 소관부처와 대

상이 있다. 이런 면에서 규제관리에서 칸막이는 정부운영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모든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규제관리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 내 

할거주의의 문제가 지적되듯이 규제관리도 칸막이로 인한 성과의 미비와 특히 정부 내 

규제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관할해 온 칸막이 규제와 그 관리는 칸막이 자체의 효용이 낮아져, 통합이나 체

계의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칸막이의 해체나 재구성 보다는 

칸막이 경계규제의 조정이나 칸막이 내의 규제들의 미세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설령 해당 규제의 개선수요는 충족할 수 있더라도, 칸막이에서 초

래되는 규제관리의 모순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개별 부처 역시 여기에 하나하나 대응

해야 한다. 

칸막이 규제정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이 

26) 2020년 12월 현재, 정부에서 제시되어 논의 중인 안은 이와는 달리, 기존의 농어촌민박과 외국인도

시민박을 그대로 두고, 공유민박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공유민박에 대해서는 연간 180일의 제한을 

두고, 도시지역에 내외국인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칸막이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외국인도시민박과 공유민박 간의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규제관리비용이 더

욱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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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하나의 칸막이 규제의 정비가 수많은 부수규제의 개선보다 민간에 대한 효과

도 크며, 정부 내의 규제관리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물론 칸막이 규제

의 철폐와 같은 과감한 규제관리의 방향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도시민박과 농

어촌민박에서의 칸막이 규제와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칸막이 

규제의 철폐는커녕, 칸막이 내에서 외국인도시민박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규제기준 하나

를 두고, 2016년 10월, 최초 법안이 제출된 이래, 2020년 12월까지도 이루어지지 통과되

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숙박업과, 민박을 칸막이 지어 별도로 규정한 규제체계 때

문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자로서는 민박에 내국인까지 허용

하는 규제의 변화를 이들에게 시장의 상당부분을 내주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막이가 많아질수록 칸막이 내의 집단과 칸막이 

밖의 집단 간의 이해상충의 가능성과 긴장이 높아지며, 이렇게 한번 도입된 칸막이 규제

는 칸막이 규제로부터 혜택을 얻는 집단을 형성해서 좀처럼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규제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런 칸막이 규제와 같은 어려운 정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루

틴하게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는 규

제개혁위원회에서 매년 각 부처에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는 각각 자신의 칸막이 규제 내에서의 관리만 

집중하게 된다. 칸막이 규제 전체를 조망하고, 이를 통폐합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칸막이 규제의 해소는 국정의 최고관리자 수준에서 의제를 채택해

서 관련부처를 참여시키는 하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칸막이 규제가 법률안

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의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칸막이

로 인해 문제가 인지된 규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한시적인 규제정비위원회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정권초기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칸막이 규제에 대한 개념화와 사례분석은 향후에도 본 연구에

서 분석한 업역만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칸막이 규제사례를 포함해서 다른 사례를 통해 

방식으로 검증되고, 이론심화를 위한 시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칸막

이 내부 규제를 전속성에 따라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전속

성의 판단기준, 전속성을 가진 규제의 동태적 성격변화, 전속성에 따른 규제관료 및 이

해당사자의 행태와 그 유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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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울러 칸막이 규제관리에서 정부에 초래되는 비용을 표준화하고, 측정한 후 모형

을 구축해, 계량분석을 통해 칸막이 수가 많아질수록 규제관리의 성과에 비해 규제관리

비용이 한계적으로 높아질 것임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칸막이 규제개

념과 이론이 보다 세련되고 규제연구 분야에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는 이론의 제도화 

과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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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olution of Partition Regulation and the Dynamics of Regulatory 
Management: A Focus on the Accommodation Industry

Hyukwoo Lee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partition regulation and analyzed the dynamics of 

regulatory management in its evolution. Partition regulation guarantees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but the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performance could be limited if 

regulatory management is maintained even in situations where feasibility is questioned. 

Within a framework structured by unreasonable partitions, government has to adjust the 

entry 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partitions, create behavioral regulations within individual 

partitions, or conduct overlapping regulatory management in spite of identical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Homestays (Minbak) in Korea are divided into 

normal homestays,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and are managed by 

multiple government ministries. In particular,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s are designed and 

applied for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while safety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are also operated by different ministries. Regulatory 

management based on these partitions is delaying the introduction of shared 

accommodation in Korea.

【Keywords: regulatory management, partition regulation, entry restrictions, increasing 

marginal costs, accommodation industry, Minb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