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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기적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

제시


이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및 정책적 보완 방안을 제시

 국내 제도의 파악을 위해서 앞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시사점 도출
 [시사점 1: 다양한 선택지] 다양한 선택지(디지털 샌드박스, 데이터 관련 ICO 샌드박스,

GFIN 글로벌 샌드박스 등) 제공을 통해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 구조 제공
 [시사점 2: 데이터를 활용한 샌드박스]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에 집중
 [시사점 3: 출구전략] 공정한 출구전략 수립을 의무화 하여 참가자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하거나 제3자에게 고객을 이전 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절차기준 제공
 [시사점 4: 홍보전략 강화] 참가기업에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홍보 전략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털 등 부차적인 효과와 연계구조 강화
<표> 해외 사례의 5단계 실행절차 상 특징 분석(요약)
실행절차

영국


[1단계]
서류신청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정부 담당직원(1명)이 파견되어 업무
지원
민간컨설팅근무경험자를 고용하는 등
혁신적자세로 업무수행 주문
상시적 조직운영



정부는 공식문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 명시해줌(회사의 신용
획득 및 미디어 노출에 유익),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디지털 샌드박스, GFIN글로벌
샌드박스, 데이터 관련 ICO 샌드박스




[3단계]
시장출시



신청 기업과 소비자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각의 제도가 존재

[4단계]
종료
(법령정비)




법 개정 속도가 느림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진입
규제 완화

[5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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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국 규제 샌드박스를 R&D로
인식하여 세제해택 제공
참여기업 내용 공개(핵심내용 제외)





스타트업 기업 참여유도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TF를 운영하여 지원업무수행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간 소요
한시적 조직운영

일본




담당자의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안건별
업무배분
혁신적인 사업 활동 내용을 기재
상시적 조직운영(경산성 2년 순환보직)

맞춤형 라이선스
샌드박스 익스프레스(sandbox
express)’를 설치
가속 보조금의 지원, 기업개발
보조금,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보조금






핀테크 이벤트 등을 공동으로 개최
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보험은 주로 B2B회사로서
실험참가자들이 선택하고 있음



실증이후 개별 규제에 관한
법령 개선



외국의 유사한 규제환경기술
발전사항 감안을 검토
지금까지 법 개정(1건)






규제 샌드박스 참가기업의
벤처캐피털 촉진
규제 샌드박스 참여 스타트
업은 세금공제 지원








규제 샌드박스 참가 기업 인증서 발급
혁신적 사업 활동 평가위원회는
신기술 등 시범계획 또는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활용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실증비, 보험비에 대한 정부지원 없음

신기술등 검증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법률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원칙에 따름
참여기업 내용 공개(핵심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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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5단계 실행 절차 별 주요 쟁점에 관한 요약은 다음과 같음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대 실행절차의 단계별 핵심쟁점은 효율적 업무체계, 합리적
절차기준, 리스크 관리, 법 개정 지원, 사후지원 체계로 구성
- 관련된 제도는 조직체계 구축, 출구전략, 보험체계 지원, 법 개정 관련 제도, 사후지원
제도로 구성
 [쟁점 1: 업무 및 관리체계가 효율적인가?]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운영은 담당

기관별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 축적도 어려움
 [쟁점 2: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해

참가자들은 실증범위 축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험참가 중 취소를 원해도
관련 규정 부재로 ‘출구‘가 없는 상황
 [쟁점 3: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는 구체적인가?] 제도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보험관련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고 보험견적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쟁점 4: 법 개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가?] 법 개정과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족으로

관련 법령이 통과되었지만 개별법에서 상이한 규정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부처 참가자들은 예측가능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어려움 발생
 [쟁점 5: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현재 일괄된 사후

지원체계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참가기업 유형별 사후지원체계 지원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 기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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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5단계
실행
절차
[1단계]
서류
신청

5대 핵심
요소

방향


부처별 업무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효율적
업무체계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규제 샌드박스 업무 상 발생하는 데이터 DB화



담당직원들의 고정직 전환을 통한 노하우 축척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홍보전략 수립

[2단계]
서류
심사 및
승인

합리적
절차기준

심사과정 중
실증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 필요



‘조건부 실증특례’를 통한 실증범위 변경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실증 과정 중 취소에 대한 보조금 환급 규정화 필요(출구전략)

[3단계]
시장
출시

리스크
관리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소비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필요



공적 보험 활용을 통한 부담분배 등 단계별 접근 필요

[4단계]
종료
(법령
정비)

법 개정
지원

부처별 법 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강화



부처별 법 개정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체계 강화 필요



국외 유사한 규제 환경 사항을 지원해주는 전담 조직 강화

[5단계]
사후
관리

사후지원
체계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 지원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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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본격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강화
글로벌 기술
실증의 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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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1-1]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부처별 업무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처별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필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별 특성은 유지하되 통합된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규제 샌드박스 업무 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DB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처별, 지역별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 및 업무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구축 필요
 규제 샌드박스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관리체계의

고도화 필요

[1-2]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규제 샌드박스 참여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구조 제공
 영국은 데이터 샌드박스나 디지털 샌드박스 등 다양한 유인구조 제공으로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추진체계 구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과는

기업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둠으로서 기업들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담당직원들의 고정직 전환을 통한 노하우 축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규제 샌드박스 담당직원들의 순환보직을 고정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직운영 상 지원체계 제공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지속적 경력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육성하도록 지원 가능

5

| 요 약 |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규제 샌드박스 참여자들의 실험내용의 공개여부는 참여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되 핵심

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 원칙 필요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와의 연계 구조를 시야에 둔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정책제언 2. 심사과정 중 실증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 필요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한 실증범위 변경 관련 모호성 제거를 위한 대안마련 필요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한 실증범위 축소 등에 관한 대안마련 필요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구 성향이나 성과 등을 고려한 전문가 풀 구성이 필요

 실험 과정 중 실증취소에 대한 보조금 환급 규정화 필요(출구전략)
 규제 샌드박스 실증실험 시작 이후 실험조건을 수정하고 실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보조금(보험비, 실증비용 지원) 등에 대한 환급규정화 필요

정책제언 3.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실증 대상 소비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필요
 실험설계 시 실증 대상자인 소비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리스크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임
 규제 샌드박스의 업종별 업무별, 과제성격 등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지침 제공 필요

 공적 보험 활용을 통한 리스크 분배 등 단계별 접근 필요
 초기 제도 형성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참가기업들의 리스크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 보험을 활용하는 등 단계별 전략 필요
 초기 정부의 공적 보험을 활용하여 축척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서 민간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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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4. 부처별 법 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강화
 부처별 법 개정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체계 강화 필요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처별 법 개정 관련 TF가 운영 중이지만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강화 필요
 국외 유사한 규제 환경 사항을 지원해주는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함
 신기술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관련 국외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강화 필요
 공무원 조직 내에서 다양한 정책연구 및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규제제도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레그테크(RegTech)에 관한 발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줄 수 있는 지원기능 강화 필요

정책제언 5. 본격적인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강화
 벤처캐피털 등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일반적인 사후지원체계를 넘어선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원제도 강화
 벤처캐피털 지원제도와 연계된 사후지원제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 창구 설치 필요
 참가기업의 아이디어를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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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6.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규제 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 필요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역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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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디지털시대에 당면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 제시
 디지털 시대의 규제효과(Regulatory effectiveness in the era of digitalization)를 발표

하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제시
- 디지털화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기술의 융합은 시장과 분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전통적
경계를 붕괴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
-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 규제관련 이슈는 실제 위기가 닥칠 때
까지 우선 지켜보는 전략(wait and see)이 적합함을 제안하고 있음(OECD, 2019)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제도는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디지털 시대에 당면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일치

 최근 주요 국가들은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혁신적인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 구축
- 하지만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만 강조해서는 규제관리의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는 인식 필요
 국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규제의 유연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

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
-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과정에서 기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제품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글로벌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는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국외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 하지만 규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관심은 미흡
 그동안 스냅샷처럼 해외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기존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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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의 해외 사례를 고찰하는 연구는 있어 왔지만, 모두 현시점에서 해외 제도를
비교하고 한국에 이식하는 것을 제안하는 단순 벤치마킹의 연구가 대부분
- 다른 제도의 특정부분을 국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도입하는 방식은 성공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이 연구를 통해 해외 사례에서 배우되 국내 맥락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벤치마킹 연구에서 벗어나 해외 사례의 운영상 작동기제를 추적하여 우리나라 제도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전주기적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
 이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구체적으로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단계 실행절차별 조직 및 운영 상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 존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Micro-operating Mechanism(MoM))란


마이크로 작동기제란, 관리적 측면에서 조직 및 운영 상 주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실행절차상 단계별로 구분하여
미시적인 작동기제를 파악하는 것을 뜻함



최근 정책네트워크모형, 정책흐름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 등은 각 이론의 주요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과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지만, 거시적 변수와 미시적 변수를 연계하여 정책과정의 구체
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간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핵심방향은 거시적 제도 변수와 미시적 행
위자 변수 간 연계와 정책과정에 대한 서술을 위한 통합모형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둘러싼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에
기반 한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살펴보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를 적용할 경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을 밝히고, 제도적 환경의 제약 하에서
각기 상이한 선호와 가치체계 등을 갖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므로, 규제 샌
드박스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특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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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발전이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가별로 다르게 진화 중

- 영국, 싱가포르, 일본은 실증특례만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임시허가도 도입
 해외 국가들은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설계에 높은 관심

- 국외 국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높은
관심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지역혁신+프로젝트형)으로 나눌 수 있음

-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과기부, 산자부, 금융위 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단위의
안건을 기반한 업무수행 유형
* 이 연구에서는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금융위원회)로 간단히 표기

-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는 중기부, 국토부, 연구개발 특구 등 프로젝트 단위의 안건을
기반으로 지역에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유형
- 대한상의는 민간협력체계로서 부처별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부처에서 이를 지원
하는 담당 공무원을 따로 배치하는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기대
 이 연구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산자부, 과기부, 금융위)에 초점을 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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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는 ‘법 개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국내는 실증이후 법 개정에 관한 연구와 해외사례 도입과정에서 해외사례 등 제도연구

자체에 관한 연구가 강함을 확인
- 주요 연구는 법제화 방안연구, 법제 비교 분석연구 문헌과 규제 샌드박스 글로벌 정책동향
및 국외 사례검토 등에 관한 연구 수행
[그림 1]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유형 분류 및 연구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국외는 핀테크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와 국가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레그테크

(RegTech)로 분류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IT기술의 합성어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뜻한다. 국제금융협회(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서는 레그테크를 빅데이터·클라우드·머신러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한 대응보고를 유효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즉, 레그테크는 인공지능(AI)과 블록
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Bigdata)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실시간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NAVER 지식백과 사전 ‘레그테크’ 참고)
 국내는 실증종료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임시허가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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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규제 샌드박스 연구의 주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분석
국내연구

국외연구

STEPI Insight |

자료: 연구진 작성

2. 규제 샌드박스 마이크로 작동기제 파악을 위한 항목 도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5단계 실행절차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요 쟁점 도출
 이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살펴보기 위해 제도의 진단과 주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핵심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단계 실행절차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요 쟁점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규제 샌드박스의 5단계 실행절차는 서류신청(1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2단계), 시장
출시(3단계), 법령준비단계(4단계), 사후관리(5단계)로 구분
- 마이크로작동기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항목 도출은 우선 데이터 수집분석, 사전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진 회의를 통해 작성
- 주요 주체별(관리 위임기관, 참가기업 등) 포커스 그룹 인터뷰(대학, 전문가 등)를 통해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와 주체간의 주요 이슈 및 쟁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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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이크로 작동기제 파악을 위한 연구의 틀
단계(T)

준비단계(T1)

실증단계(T2)

사후단계 (T3)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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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실행절차

[1단계]
서류신청

관련 항목
제도

주체

접수창구 수용성, 접근성, 용이성 등

참여동기,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서류 준비 상 이슈 등

성과배분, 조직구성형태(운영, 보상, 관리) 등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심사항목(기준) 등

참여준비자세 등

[3단계]
시장출시

기업지원 전문성, 애로사항처리 등

담당업무의 우선순위, 인센티브
홍보전략, 부차적 효과. 애로사항 등

[4단계]
종료(법령정비)

법 개정 준비 등

법 개정 준비,
종료 후 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등

[5단계]
사후관리

혁신조달과의 연계, 벤처캐피털과의 연계, 글로벌 진출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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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도의 파악을 위해서 앞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함
 [시사점 1. 다양한 선택지] 다양한 선택지(디지털 샌드박스, 데이터관련 IOC 샌드박스, GFIN

글로벌 샌드박스 등)제공을 통해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 구조 제공
 [시사점 2. 데이터를 활용한 샌드박스]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에 집중
 [시사점 3. 출구전략] 공정한 출구전략 수립을 의무화 하여 참가자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

하거나 제3자에게 고객을 이전 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절차기준 제공
 [시사점 4. 홍보전략 강화] 참가기업에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홍보 전략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털 등 부차적인 효과와 연계구조 강화
<표 2> 해외 사례의 5단계 실행절차 상 특징분석(요약)
실행절차
[1단계]
서류신청

영국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정부 담당직원(1명)이 파견되어 업무지원
민간컨설팅근무경험자를 고용하는 등
혁신적자세로 업무수행 주문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 구성으로 구성
상시적 조직운영



정부는 공식문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 명시해줌(회사의 신용획득 및
미디어 노출에 유익),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디지털 샌드박스
GFIN글로벌 샌드박스
데이터 관련 ICO 샌드박스






핀테크 이벤트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실증이후 개별 규제에 관한 법령 개선

[3단계]
시장출시



신청 기업과 소비자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각의 제도가 존재

[4단계]
종료
(법령정비)




법 개정 속도가 느림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진입규제
완화

[5단계]
사후관리




싱가포르

영국 규제 샌드박스를 R&D로
인식하여 세제해택 제공
참여기업 내용 공개(핵심내용 제외)








스타트업 기업 참여유도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TF를 운영하여 지원업무수행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간 소요
한시적 조직운영
맞춤형 라이선스
샌드박스 익스프레스(sandbox
express)’를 설치
인재 프로그램의 자금지원
가속 보조금의 지원, 기업개발보조금,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보조금

일본










규제 샌드박스 참가기업의 벤처캐피털
촉진
규제 샌드박스 참여 스타트 업은
세금공제 지원

참여기업에게 인증서 발급
혁신적 사업 활동 평가위원회는 신기술
등 시범계획 또는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활용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실증비, 보험비에 대한 정부지원 없음



보험은 주로 B2B회사로서
실험참가자들이 선택하고 있음



외국의 유사한 규제환경기술 발전사항
감안을 검토
지금까지 법 개정(1건)




담당자의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안건별
업무배분
혁신적인 사업 활동 내용을 기재
상시적 조직운영(경산성 2년 순환보직)





신기술등 검증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법률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원칙에 따름
참여기업 내용 공개(핵심내용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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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규제 샌드박스 서류신청단계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

구조 제공
 데이터 보호규제국은 데이터 관련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Sandbox를

시작하여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 촉진1)
* 영국의 IC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권리를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개방성과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
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ICO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ICO에서 개발한 사업(2019년부터 시행)
 디지털 샌드박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제공
* 영국 디지털 샌드박는 2020.4.5일에 시작하여 1단계 신청기간(2020.10.5.-10.30.)을 통해 실증을
시작함

- 영국은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2)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지원자 모집의 세 가지 중점영역은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영역, 사기 및 사기방지·취약한 소비자의 재정적 회복력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접근성 향상임3)
 특히 데이터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의 역할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과는 기업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둠으로서 기업들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 추진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프로세스 상 관리를 위한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

1)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UK 공공부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 보호(built-in data protection)” 실시 중
2) 영국 디지털 샌드박스, https://www.digitalsandboxpilot.co.uk/faqs(검색일: 2020.11.12.)
3) 디지털 샌드박스의 경우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 협업, 테스트 할 수 있는 디지털 테스트 환경에 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초기 단계의 개념을 증명하는 과정에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차이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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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과정 중 출구전략 제공으로 참가기업들을 위한 합리적 절차기준 제공
 참가기업들은 소비자를 고려한 공정한 출구전략 수립 의무화

- 출구전략의 내용은 참여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 중단을 선언하거나
STEPI Insight |

제3자에게 고객을 이전할 수 있음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모든 기업은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규제 샌드박스에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 관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건담당관

제도 도입
 규제 샌드박스 참가기업들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위의 규제

문서들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라고 언급4)
- FCA는 운영과정에서 사건 담당관(Case Officers)을 통해 참여기업의 규제 이행을 돕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대상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마다 규제 이정표
(signpost)를 제시하여 필요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사건 담당관은 참여기업에게 직접 또는 FCA의 다른 부서를 지원을 받아 적시에(in a
timely manner)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규제에 관한 정보를 지닌
조정자(informed coordinator)’로서 역할을 함
 영국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독창성과 성공의 핵심에는 사건 담당관 제도가 위치함

-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건 담당관을 배당하여 참여기업과 협업하게 한
취지는, 규제기관이 직접 혁신 기업에 규제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혁신
기업과 ‘긴밀히 협업하여’ 규제기관이 혁신과 시장을 이해하고 공부하여 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규제를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함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 중
 글로벌 핀테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GFIN: 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와

글로벌 샌드박스(Global Sandbox)를 설립하여 운영 중5)
4) Deloitte, A Journey through the FCA regulatory sandbox: The benefits, challenges, and next steps, p.4.
5) 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GFIN)https://www.fca.org.uk/firms/innovation/global-financial-innovation-network (검색일: 2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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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샌드박스의 추진 목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금융 산업의 신기술과 비즈니스가
속도감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
- 국가별 규제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 및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협업과
지식 공유를 수행
- 참가기업에게 레그테크와 관련된 협업, 지식의 공유를 위한 포럼, 국경을 넘어선 실증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소비자)
1) 사전동의제도
 의약품 임상실험과 동일하게 샌드박스 참여기업은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하에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테스트에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 그에 따른 손실 보상, 그밖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 항목별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2) FCA의 지도·감독권
 FCA는 테스트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보상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 및 의견 제시
3) 테스트 참여 고객은 여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와 동등한 권리 보유
 의약품 임상실험 사전동의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필요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FCA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의 사전동의제도를 일반 소매상품 소비자(retail customers)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6)

2. 싱가포르
 싱가포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내용면에서 영국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목표설정에는 차이가 있음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개혁 성과창출이 아닌,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육성 중

-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핀테크 관련 서비스의 시장성을 실험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
- 라이선스 취득 시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 관련 요구상황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벤처기업
에게는 참여 동기 제공
6) Speech by Christopher Woolard, FCA Director of Strategy and Competition, delivered at the Innovate Finance
Global Summit on 11 April 2016, <https://www.fca.org.uk/ news/speeches/innovate-finance-global-summit>
(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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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자국 내 내수 시장이 작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을 통해
전 세계 핀테크 솔루션 개발에 관한 이슈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STEPI Insight |

협력 확장 중
 싱가포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법제도상의 특징은 영국과 유사하게 기존 법 항목에 적용

제외에 관한 항목을 근거로 면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
-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를 법적인 제도가 아닌 소관기관의 정책사업 형태로 운영
- 범부처·기관 합동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영국과 마찬
가지로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파트너십 운영
 민간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라이선스 제공으로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위해 노력 중
- 규제 완화에 있어 사업자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기업에 맞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
 규제 샌드박스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적극 활용 중

- 규제 샌드박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잠재
적인 리스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적극 도입함
 싱가포르 통화국은 ‘금융부문 기술 및 혁신개념 증명제도’ 도입을 통한 자금지원제공

* 「금융부문 기술 및 혁신개념 증명제도」의 신청자는 금융기관, 허가 규제기관, MAS 감독 또는 등록 또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통화청이 라이선스, 규제, 감독 또는 등록한 금융 기관이 하나 이상 있는 기술
또는 솔루션 제공 업체(스타트 업, 전문 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 포함)일 것이 요구됨

-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초기 혁신 기술의 실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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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명확한 지침 제공
 기술위험관리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때 기술 리스크 관리 지침7)에 의해 위험평가 진행

- 기술위험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주요활동이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등 ‘포괄적인 위험
평가 프레임 워크 및 기법(CRAFT)’를 활용한 위험평가 진행
[참고자료]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
1) 스타트업, 중소기업(Startup SG SME)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자금지원
-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최대 70%까지 지원
2) 가속 보조금의 지원
3) 기업개발보조금의 지원
4)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의 지원
-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의 신청자격자는 싱가포르에서 등록 및 운영할 것, IT 솔루션 또는 장비의 구매· 임대·구독은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것(선택한 솔루션에만 해당), 최소 30%의 현지 지분 보유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보조금의 지원
6) 싱가포르 통화국은 금융부문 기술 및 혁신개념 증명제도 도입
-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초기 혁신 기술의 실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
7) 비즈니스 성장보조금 지원
-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핀테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8) 벤처캐피털 촉진과 플랫폼 대출 등8)
- 지적 재산권과 시장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인 싱가포르 기반 기술 스타트 업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

3. 일본
 일본은 사회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도입

- 이 보고서에서 일본이 육성해야 할 가치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를 선별하여 자국에
맞는 독특한 규제제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일본은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진화 중이고 데이터 증명 없이는 도입이 어려운

제도설계로 인해 세계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
-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성과를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실행 착오에
의한 사회 실증의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9)
7) 싱가포르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https://www.mas.gov.sg/~/media/MAS/Regulations%20and%20Financial%20Stability/Regulatory%20and%20Super
visory%20Framework/Risk%20Management/TRM%20Guidelines%20%2021%20June%202013.pdf(검색일:
2020.10.30.)
8) 싱가포르 정부의 벤처캐피털 촉진과 폴랫폼 대출 등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investmentrules/countries/index.html?p=fin-tech&t=fintech&s=funding-arran
gements&c=SG(검색일: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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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적극적인 참가기업 홍보를 통해 벤처캐피털과 연계 등 부차적인 효과와의 연계구조 형성
STEPI Insight |

중시
 일본 정부는 참가기업에 대한 자금적인 지원 보다는 홍보효과 강화를 선택하여 집중

- 실제 경산성 규제 샌드박스 담당자 인터뷰 결과 참가기업의 홍보효과를 강화해서 투자를
받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와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각 안건(참가기업)별 보도자료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언론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임
* 경제산업성과 내각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총10건(신기술실증계획 인증안건9건, 신기술 등 실증에 관한
규제 특례조치 1건(2020.10.20. 기준))에 대한 제목, 신청자, 보도자료, 법령, 공표문, 요약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10)

 일본은 외국의 유사한 규제 환경 기술 발전사항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중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가져가야 할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특징

- 국내외 해당 안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일본 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에게
신기술 및 실증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중시함
* 일본은 “신기술 실증이후 법 제20조에 의해 신기술 등 시범계획에 규정된 소관의 장관은 규제 특례
조치의 정비 및 적용상황에 외국의 유사한 규제 환경 기술 발전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강구”를 언급하고 있음
 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글로벌 수준에 맞는 규제 환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외 경험을

기반한 자국 내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신기술 검증과정에서 창출되는 ‘데이터’ 활용 중시
 ‘혁신적 사업 활동 평가위원회’에 신기술 등 시범계획 또는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활용

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신기술 검증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공개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
9) 최해옥(2017)년 참고
10) 일본 규제 샌드박스, https://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kyousouryoku_kyouka/shinjigyo-kaitakuseidosuishin/
gaiyou_sandbox.pdf(검색일: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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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등 검증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42호)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함
*신기술 등 및 혁신적인 사업 활동의 내용은 ‘신기술 등 검증의 내용 및 실시 방법'으로 어떤 정보·자료를
수집하는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얻은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해외 기술 실증의 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일원적 창구를 구축하여

대응 중
 일본 내각부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연대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글로벌 기술의

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고 해외진출과 연결시키는 전략 수립
- 담당업무부처는 대일투자에 관한 상담(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포함)과 규제개혁요청
사항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
[참고자료]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조치


혁신적인 기술이 있더라도 자금조달 등의 제약으로 새로운 기술 등의 검증이 어려운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16조 제18조에 근거)

1) 중소기업 신용보험법(1950년 법률 제264호)의 특례
2)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1963년 법률 제101호)의 특례
3)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자료: 日本経済再生本部,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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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1단계 핵심쟁점: 효율적 업무체계]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운영은 담담 기관별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 축적도 어려움
 [2단계 핵심쟁점: 합리적 절차기준]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해 참가자들은 실증범위 축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험참가 중 취소를 원해도 관련 규정 부재로 ‘출구‘가 없는
상황
 [3단계 핵심쟁점: 리스크 관리] 제도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보험관련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고 보험견적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4단계 핵심쟁점: 법 개정 지원] 법 개정과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족으로 관련 법령이

통과되었지만 개별법에서 상이한 규정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부처 참가자
들은 예측가능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어려움 발생
 [5단계 핵심쟁점: 사후지원체계] 현재 일관된 사후지원체계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참가기업 유형별 사후지원체계 지원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 기대
[그림 3]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절차별 주요 이슈 도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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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쟁점] 업무 및 관리체계가 효율적인가?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은 담당 기관별 특성에 따라 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
 산자부와 과기부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금융위는 차별화된 조직 및 관리 체계를 통해

운영 중
- 산자부와 과기부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실증특례)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등 운영상에 차이가 있음
- 산자부와 과기부의 내부조직은 규제 샌드박스 팀과 사후관리팀이 있고, 외부조직으로 법률
자문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위는 내부조직만 운영
- 산자부, 과기부는 상시접수만 적용, 금융위는 상시접수와 수시접수를 혼용하여 접수 중
* 참가기업들의 업무보고는 산자부(2주/1번), 과기부와 금융위(1달/1번)로 운영 중
 현재는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직 및 관리체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시 어려움이 예상됨

 금융위는 독특한 조직 및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 중
 핀테크 지원센터는 차별화된 조직관리 및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 중

-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관리위임기관인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혁신지원법에 근거하여
공모를 통해 ’18년부터 금융혁신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시작됨
- 운영자금은 ’1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핀테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비스 보완 지원사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보조금과 회비로 운영
- 조직 구성 특성상, 내부인력은 초기 구성원이 그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으로 노하우
축적에 용이한 구조임
 핀테크라는 단일 업종 지원으로 내부조직운영이 타 부처와는 다르게 구성

- 단일 업종지원으로 실증관련 업무분야(모빌리티, 로봇, 의료 등)가 아닌 업무성격에 따라
내부조직 구성, 컨설팅과 비용집행으로 구분
* 산자부와 과기부의 내부조직은 실증관련 업무분야별로 인력을 배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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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체계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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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작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 및 운영상 발생하는 데이터의 중요성 인식부족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 미흡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관리 과정상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은 근거기반의 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관리체계 미비
- 현재 규제 샌드박스 업무상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활용모델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는 등 향후 데이터 관리 관련 잠재적 이슈 존재
 제도 운영 상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혼선 예상

 규제 샌드박스 담당직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조직 운영 상 어려움 예상
 담당직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하우 축적 등 어려움 예상

- 실제 규제 샌드박스 담당직원들은 순환보직제도로 초기 제도설계과제에 참여했던 팀장급
담당 직원들이(팀원들은 그대로 유지 중) 다른 부서에 배치되는 등 업무관련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의 담당 직원들의 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초기 시행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인력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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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담당 직원에게 고정직 전환 등 조직 운영 상 다양한 유인 구조 제공 필요

- 규제 샌드박스의 조직경영 상 인력관리 측면에서 정부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
으로 경력개발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보직기간을 늘리며, 이들에게 관련
수당·성과급 및 승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직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2단계 쟁점]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한 실증범위 축소 등 이슈 발생
 심사과정 중 ‘조건부 실증특례’로 실증 범위 및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조정 및 보완절차 미비
- 참가 참여기업들이 ‘조건부 실증특례’로 실증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문제를 보완해
주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변경된 실증내용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기업입장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없는 내용임
에도 불구하고 ‘규제 샌드박스 ~호 기업’의 상징성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
 참가기업은 실험참가 중 취소를 원해도 관련 환급규정이 부재하는 등 ‘출구전략’이 공백인 상황
 참가기업은 실증 중 취소를 원해도 관련 규정 공백으로 취소가 어려운 상황

- 기업입장에서는 실험참가의 목적이 ‘수익성’인 만큼, 실증결과가 기업의 수익성과 연결
되지 않으면 실험을 취소하고 싶지만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실증특례 지원비나 보험지원금 등에 대한 보조금 환급규정 미비 등 ‘출구전략’ 공백

- 제도 참여시 정부는 기업에게 금전적 지원(실증지원, 보험금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소 시
이에 대한 환급규정을 제공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 구성 또한 적합성 검증 필요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안정성과 사업가능성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서류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전문위원회(의견서 제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승인/불허 판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의견서를 참고하여 승인과 불허판단에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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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들은 승인과 불허라는 판단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

- 민간위원회 구성 시 연구결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구 성향을 고려한 인력풀 구성 필요
- 인터뷰 결과 의료분야의 경우 같은 전문가이지만 성향 즉,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STEPI Insight |

차이가 극명히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구성에 있어 연구 성향 등도 고려한
전문가 구성 필요
[그림 5] 제도와 주체별 5단계 실행절차-산자부, 과기부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 제도와 주체별 5단계 실행절차-금융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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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쟁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는 구체적 인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리스크 관리 측면의 제도적 보완 시급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는 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사고범위에 대한 사전 정보 및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설계
- 실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소비자가 불명확하여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 설정이 미비한 상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 부재

- 부처별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관련 부처별 가이드라인은 동일
- 업종별·업무별 등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지침 제공 필요
 리스크 관리를 보완해 주는 보험제도,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
 대부분 보험사는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필요한 보험과 보장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이슈
 사업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 필요한 보험이나

보장내용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이슈 발생
- 대부분 보험사는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내용상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담보물건이 생산물(제품)만 있는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으로 가입이 되지만, 사업내용상
생산물과 영업을 통한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영업배상도 별도로 가입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신규로
개발된 보험상품 등을 통해서만 보험 가입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보험견적 전문 인력 부족
 현재 보험견적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보험가입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번 반복적인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은 일반보험상품(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과 장기
보험상품으로 나뉘고 있음
- 일반보험상품의 경우 손해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취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일반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설계사가 부족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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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규제 샌드박스 보험관련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조건 : 대인배상 1인당 1.8억 원/ 무한 대물배상 10억 원
 영업배상책임보험 :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남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때문에 보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조건 : 대인배상1인당 1.8억 원/ 무한 대물배상 10억 원
 개인정보보호 관련손해/신용정보관련 손해/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기술서비스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에 관련된
위험이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된 보험을 아래에 명시한 기업규모에 맞춰 가입하여야 함.
-가입조건: 기업규모에 따라 가입한도 차등
-대기업: 10억 원 한도, 중소기업. 공공기관 5억 원 한도, 벤처기업 2억 원 한도
-그 외 회사 및 개인 : 1억 원 한도
자료: 글로벌금융판매 임성환 팀장 자료제공(2020.10.28.),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정의는 네이버 사전 참고

[4단계 쟁점] 법 개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가?
 임시허가 종료 이후 법 개정까지 기간연장에 관한 실증 종료처리 관련이슈
 국내는 전 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국사례와는 따르게 실증 종료처리에 관한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산자부, 금융위와는 달리 과기부(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실증 종료처리에 관한 규정이 누락
되어 있는 상황11)
- 과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참가자 경우에만 제도의 예측가능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 발생
 임시허가관련 실증이후 법 개정과 관련한 통합관리 체계 미흡
 법 개정과 관련된 총괄은 국조실이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업무는 각각의 기관에서

TF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 국조실은 법령정비요청제도를 통해 법 개정과 관련된 총괄 업무 수행

11) [의안번호: 210099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등 21인)(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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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비요청제도란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 경과 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
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9.7.15. 신설)12)

- KIAT의 경우 임시허가 이후 법령개정을 위해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20.4.27.) 운영 시작
- NIPA의 경우 법령개정을 위한 지원단을 3월부터 시작(3.25.)하고, 법 개정을 위한 준비
팀을 공식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법령개선 지원단’(’20. 6월말부터)으로 출범
- 금융위에서는 법률개정을 위해서 국조실의 법령정비요청제도를 그대로 활용
<표 3> 법 개정 준비를 위한 부처별 현황
담당기관

법 개정 준비



산업기술
진흥원



관련 조직 신설

규제수리워킹그룹(4.27.)을 법 개정 관련 준비
관계부처의 기술검토가 ’20년 초에
진행되었고 공식적으로 4월 법제도 관련
준비 워킹 그룹이 시작됨
규제수리워킹그룹은 1차 회의를
진행했고, 검토 이후,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임(5건 진행 중)(2020.6월
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ICT 규제 샌드박스 법령개선
지원단(6월말~)을 통해 법 개정 관련 준비
 임사허가 관련 정부 부처는 내부적으로
선제적인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대응 중
- 예를 들어 공유주방, 공유숙박 등은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뒤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핀테크지원
센터



2020.4월 기준 타 부처와 같은
조직신설은 없는 상황(20.4월 기준),
법령정비요청제도 활용(20.11월 기준)
현행 4년까지 금융관련 규제면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사업할 수 있도록
수정(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2019.12.4.)

자료: 연구진 작성, KIAT, NIPA, 핀테크 지원센터 인터뷰(2020.4-6)를 정리

12) 산자부 보도자료(2019.7.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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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5단계 실행절차 상 주요쟁점 분석

[5단계 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STEPI Insight |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의 연계구조 강화 필요
 일반적인 사후지원체계를 넘어선 기술혁신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유인구조 제공

필요
-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기술혁신형 지원체계와의
연계구조 강화를 통한 사후지원체계 지원 필요
 기술혁신형 사후지원체계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 필요

- 정부의 결정 지연은 기업으로서는 사업(실증)의 임시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부담이자 비용으로 이어짐
- 어디까지가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와 같은 핵심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협의 필요
 참여주체별 및 업종별 인식차이를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일괄된 사후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별 특징에 맞는 사후지원체계를 지원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 기대
- 인터뷰 결과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과의 연계를 주로 언급했지만, 중소기업이나
공사의 경우는 R&D 기술개발과제와의 연계 등 제안
- 특히 R&D 기술개발 과제와의 연계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를 이루었지만,
향후 추가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들은 제품의 혁신성 보다는 사업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

- 기업들의 인터뷰 결과, 정부가 기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기업들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털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

- 사업규모와 자금이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 추가적인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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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시민참여 관련 제도 공백
 참가자들의 불평불만사안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고, 이를 데이터

화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피드백 과정 미비
- 참가기업의 아이디어를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
부족

[기타] 해외기술 실증의 장으로서 확대가 가능한가?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활용전략 미비

-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 솔루션, 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내지 개선함으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기술의 장으로 확대 활용 가능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해외기술 실증의 장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획득 가능한 솔루션들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및 구현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줌
-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구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국외 주요 국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술 실증의 장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중
* 영국은 글로벌 샌드박스(Global Sandbox), 글로벌 금융 혁신 네트워크(GFIN: 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를 설립하여 운영
* 일본은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연대하여 글로벌 기술의 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고 해외진출과
연결시키는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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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5단계 실행절차 별 주요 쟁점에 관한 요약은 다음과 같음

STEPI Insight |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대 실행절차의 단계별 핵심쟁점의 방향은 효율적 업무체계, 합리적
절차기준, 리스크 관리, 법 개정 지원, 사후지원체계로 구성
- 조직체계 구축, 사전심사, 보험체계 지원, 법 개정 관련 제도, 사후지원 제도로 구성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4>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5단계
실행절차

[1단계]
서류신청

5대
핵심쟁점

효율적
업무
체계

방향

정책제언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부처별 업무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업무 상 발생하는 데이터 DB화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담당직원들의 고정직 전환을 통한 노하우 축척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홍보전략 수립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합리적
절차
기준

심사과정 중
실증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 필요



‘조건부 실증특례’를 통한 실증범위 변경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실증 과정 중 취소에 대한 보조금 환급 규정화 필요(출구전략)

[3단계]
시장출시

리스크
관리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소비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필요



공적 보험 활용을 통한 부담분배 등 단계별 접근 필요

[4단계]
종료
(법령정비)

법 개정
지원

부처별 법 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강화



부처별 법 개정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체계 강화 필요



국외 유사한 규제 환경 사항을 지원해주는 전담 조직 강화

[5단계]
사후관리

사후지원
체계

본격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강화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 지원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기타

글로벌 기술 실증의
장으로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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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1-1.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부처별 업무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처별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필요

-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도 효율적으로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업무 및 프로세스를
통해 접수창구의 수용성 향상 필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별 특성은 유지하되 통합된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 초기 시행과정을 거친 지금의 시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통합화된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은 향후 제도의 노하우 및 데이터 축척에 있어 중요한 역할 기대
- 통합화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서류접수를 일원화 하고, 그 외의 과정은 부처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등 타부처와 연계하지만 각각 차별화하는 ‘따로 또 같이’ 전략 필요
 규제 샌드박스 업무 상 발생하는 데이터 DB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처별, 지역별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

및 업무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구축 필요
-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 공개는 기업 비밀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 비즈니스모델 공개 등은 기업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 선택권
보장 필요
 규제 샌드박스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관리체계의

고도화 필요
- 제도의 업무상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여 향후 규제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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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규제 샌드박스 참여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구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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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데이터 샌드박스나 디지털 샌드박스 등 다양한 유인구조 제공으로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데이터 보호규제국은 데이터 관련 ICO 샌드박스를 시작하여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
촉진
- 디지털 샌드박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제공
*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추진체계 구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과는 기업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둠으로서 기업들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 영국과 싱가포르는 실험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실험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역할로 남겨 두는 등 참가기업의 선택 존중
-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축에 있어 정부역할을 추진체계 구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
 담당직원들의 고정직 전환을 통한 노하우 축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규제 샌드박스 담당직원들의 순환보직을 고정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직운영 상 지원체계 제공
- 규제 샌드박스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관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재교육
등의 환경 구축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지속적 경력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육성하도록 지원 가능
- 전문직위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보직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이들에게 관련 수당·성과급 및 승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구조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등 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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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규제 샌드박스 참여자들의 실험내용의 공개여부는 참여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되,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 원칙 필요
- 국내 규제 샌드박스 담당자들은 참가기업의 리스트는 대외비로 간주하고 있고13) 각
부처별 보도 자료는 우수사례 기업들만 소개되는 등의 이슈 존재
-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개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와의 연계 구조를 시야에 둔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일본의 경우 경산성 홈페이지는 경산성이 작성한 각 기업별 보도 자료와 참여기업들의
실증내용을 공개함으로서 벤처캐피털과의 연계 등 부가적인 효과와 연계하는 것을
중요시함
* 일본은 신기술 등 검증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는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국과 싱가포르는 참가기업의 주요 내용과 기관설명이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만 국내는 일부기업만 성공사례로 공개되어 있는 상황임

정책제언 2. 심사과정 중 실증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 필요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한 실증범위 변경 관련 모호성 제거를 위한 대안마련 필요
 조건부 실증특례로 인한 실증범위 축소 등에 관한 대안마련 필요

-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있어 시장출시 직전인 서류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조건부
실증’으로 인해 실증 범위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 필요
-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 시 초기 제출했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성격의 실험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필요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구 성향이나 성과 등을 고려한 전문가 풀 구성이 필요

-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같은 전문가이지만 성향 즉,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극명히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구성에 있어 연구 성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필요
13) A관리위임기관에 문의한 결과 참여기업의 공개는 비공개라고 언급함. 하지만 최근 규제 샌드박스 2년 성과보고서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 등 참여기업 리스트 관리에 혼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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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과정 중 실증취소에 대한 보조금 환급 규정화 필요(출구전략)
 규제 샌드박스 실증실험 시작 이후 실험조건을 수정하고 실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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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보험비, 실증비용 지원) 등에 대한 환급규정화 필요
- ‘조건부 실증특례’를 통해 실증자체를 취소하고 싶지만 관련 규정 공백으로 인해 취소가
어려웠던 기업들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제공하는 등 출구전략에 관한 지원제도 필요
-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환급규정을 마련하여 지정취소의 사안에 따른 차등적인 환급
규모나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 필요
 영국은 실증과정 중 출구전략 제공으로 참가기업들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기준 제공

- 정부는 참가기업들의 소비자를 고려한 공정한 출구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 출구전략의 내용은 참여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 중단을 선언하거나
제3자에게 고객을 이전할 수 있음

정책제언 3.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실증 대상 소비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 제시 필요
 실험설계 시 실증 대상자인 소비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리스크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임
- 실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리스크 분배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리스크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필요
 규제 샌드박스의 업종별 업무별, 과제성격 등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지침 제공 필요

- 업종별 업무별, 과제성격 등에 따라 대형과제, 소형과제, R&D형 과제, 비영리형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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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보험 활용을 통한 리스크 분배 등 단계별 접근 필요
 초기 제도 형성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참가기업들의 리스크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 보험을 활용하는 등 단계별 전략 필요
- 실제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 관련된 기술에 대한 보험 수가
책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
-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공적 보험(노랑우산공제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초기 보험 수가 산정에 관한 부담 등 현 제도의 리스크 분배를 부담해 주는 방안
고려필요
- 민간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어려우면 중소기업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유사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의 보험제도 활용도 고려해볼만함
 초기 정부의 공적 보험을 활용하여 축척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서 민간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
- 현재 규제 샌드박스의 보험관련 제도는 민간 보험회사와 수가를 책정하고 기업과 함께
리스크 부담을 안고 실험을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분배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실험 시 발생하는 데이터 등을 축적하여 관련 보험 수가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적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

정책제언 4. 부처별 법 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강화
 부처별 법 개정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체계 강화 필요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처별 법 개정 관련 TF가 운영 중이지만,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부처별 법률개정과 관련된 업무의 중복성 배제와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 강화 필요
* KIAT는 ‘규제수리 워킹그룹’, NIPA는 ‘ICT 규제 샌드박스 법령개선 지원단’을 구성, 핀테크 지원센터는
법령정비요청제도 운영 중

 국외 유사한 규제 환경 사항을 지원해주는 전담 조직을 강화 필요
 신기술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관련 국외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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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기술규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이나 관리위임기관의 정책실을
강화하여 해외 유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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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조직 내에서 다양한 정책연구 및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및 심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무원
조직 내 연구 활동지원 가능
- 규제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규제정책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
경우 특별한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등 유인구조 제공 필요
 규제제도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레그테크에 관한 발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줄 수 있는 지원기능 강화 필요

정책제언 5. 본격적인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강화
 벤처캐피털 등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일반적인 사후지원체계를 넘어선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원제도 강화

-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여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과 연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확대하여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혁신형 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벤처캐피털 지원제도와 연계된 사후지원제도 강화

- 기업들의 인터뷰 결과 벤처기업들은 사후지원제도에 있어 벤처캐피털과 연계, R&D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안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 창구 설치 필요

- 참여자들의 불평불만사안과 향후 개선방향등을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피드백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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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업의 아이디어를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 필요

- 아이디어의 스케일업 과정에서 교육부와 연계된 봉사점수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수집 창구를 통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정책제언 6.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규제 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 필요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기술실증의 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규제환경 관리체계를 시야에 둔 거버넌스 체계 구축필요
- 해외 기술실증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을 정하여 일관된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국조실과의 협력체계 구축필요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역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으로 독특한 환경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규제 이슈를 활용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 관리체계 강화 필요

40

참고문헌

참고문헌
STEPI Insight |

OECD(2019), “Regulatory effectiveness in the era of digitalisation”, OECD Publishing, Paris.
Speech by Christopher Woolard, FCA Director of Strategy and Competition, delivered at
the Innovate Finance Global Summit on 11 April 2016, <https://www.fca.org.uk/
news/speeches/innovate-finance-global-summit> (검색일: 2020. 11. 5.).
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GFIN),
https://www.fca.org.uk/firms/innovation/global-financial-innovation-network (검색일:
2020.6.20.)
FCA(2017),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2017.10)”.
영국 디지털 샌드박스, https://www.digitalsandboxpilot.co.uk/faqs(검색일: 2020.11.12.)
영국 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 https://www.fca.org.uk/firms/innovation/regulatory –sandbox,
(검색일: 2020. 11. 5.).
Deloitte, A Journey through the FCA regulatory sandbox: The benefits, challenges, and next
steps, p.4.
싱가포르 정부의 벤처캐피털 촉진과 폴랫폼 대출 등,
https://www.dlapiperintelligence.com/investmentrules/countries/index.html?p=fin-tech&t
=fintech&s=funding-arrangements&c=SG(검색일: 2020.11.5.)
싱가포르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https://www.mas.gov.sg/~/media/MAS/Regulations%20and%20Financial%20Stability/Regulat
ory%20and%20Supervisory%20Framework/Risk%20Management/TRM%20Guidelines%20%2
021%20June%202013.pdf(검색일: 2020.10.30.)
싱가포르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보조금의 지원,
https://www.mas.gov.sg/schemes-and-initiatives/Artificial-Intelligence-and-Data-AnalyticsAIDA-Grant(검색일: 2020.11.5.)
일본 규제 샌드박스,
https://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kyousouryoku_kyouka/shinjigyo-kaitakuseidosu
ishin/gaiyou_sandbox.pdf(검색일: 2020.9.25.)

41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日本経済再生本部, 新技術等実証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推進を図るための基本的な方,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underlyinglaw/basicpolicy.pdf(검색일:
2020.8.20.)
산자부 보도자료(2019.7.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최해옥(2017),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동향과 이슈 , 제3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번호: 210099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1인)(2020.6.25.)

42

STEPI Insight 발간 현황

STEPI Insight 발간 현황
제267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021.02.18.

제266호

CES 2021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트렌드와 대응방안

2021.01.29.

제265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위성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2020.12.30.

제264호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2020.12.23.

제263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

2020.12.17.

제262호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2020.11.17.

제261호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정보의 생성·지원 체계화 방안

2020.11.10.

제260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를 중심으로

2020.10.30.

제259호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020.09.23.

제258호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2020.08.10.

제257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2020.07.10.

제256호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2020.06.15.

제255호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2020.05.25.

제254호

실증연구 없는 기술사업화는 가능한가

2020.05.11.

제253호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2020.04.20.

제252호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2020.04.10.

제251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2020.04.01.

제250호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20.03.16.

제249호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2020.03.05.

제248호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2020.02.20.

제247호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0.02.10.

제246호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

2020.01.30.

제245호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

2020.01.15.

제244호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 특성과 대응방안

2019.12.30.

제243호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2019.12.20.

제242호

진짜 유니콘을 키우자!

2019.11.20.

제241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③ 중국의 로봇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10.15.

제240호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2019.09.18.

제239호

기술사업화 효율화를 위한 기술금융 제안

2019.09.04.

제238호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2019.08.18.

제237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② 중국의 3D 프린팅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08.08.

STEPI Insight |

2021년

2020년

2019년

43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9년
제236호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2019.07.15.

제235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①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06.28.

제234호

2019 CES와 MWC의 디지털 혁신 트렌드와 정책 제언

2019.05.30.

제233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2019.04.29.

제232호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2019.03.29.

제231호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비교와 시사점

2019.02.12.

제230호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2019.01.15.

제229호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2018.12.31.

제228호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2018.12.27.

제227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2018.12.21.

제226호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과제

2018.11.20.

제225호

스케일업을 통한 지역 중소도시 혁신 방안

2018.08.20.

제224호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와 방향

2018.07.23.

제223호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2018.05.03.

제222호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2018.04.09.

제221호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2018.02.05.

2018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과 발간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4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 부연구위원
(email: hochoi@stepi.re.kr / Tel: 044-287-2305)

| 주요경력 |
∙
∙
∙
∙

최해옥

2016
2014
2012
2011

–
–
–
–

현재
2016
2014
20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중국 칭화대학교 건축학부 도시계획학과 박사후연구원
일본 오사카시립대 창조도시과 박사후 fellowship

| 주요연구실적 |
∙ 최해옥(2017),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동향과 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해옥 외(2017), 「일본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해옥(2018), 「스마트시티의 혁신정책과 발전방안 탐색을 위한 사전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도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email: leekh@stepi.re.kr / Tel: 044-287-2143)

| 주요경력 |
∙ 2003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6 – 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

| 주요연구실적 |

이광호

∙
∙
∙
∙
∙

이광호 외(2017, 2018, 2019),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외(2018), ｢자율주행차 분야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작성 기획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외(2016),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2016),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 제9권 2호.
이광호(2016),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 규제연구 ,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연구원
(email: ejmok@stepi.re.kr / Tel: 044-287-2032)

| 주요경력 |
∙ 2017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 주요연구실적 |

목은지

∙ 이광호 외(2020),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 제267호
발행인

문미옥

발행일

2021년 2월 18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층

문의

전략기획실 연구관리팀(044-287-2035)

FAX

044-287-2067

인쇄처

미래미디어(02-8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