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86

｜제286호 2022. 1. 17.｜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최해옥 · 이광호

목차
|요약|
Ⅰ. 개요

12

Ⅱ. 해외사례: 일본과 중국

16

Ⅲ.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24
Ⅳ.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방향

37

| 요 약 |

Ⅰ. 개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관리 및 운영 상 주요 쟁점과 문제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
 일본과 중국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인 슈퍼시티(일본)와 슝안신구(중국)를 소개
-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개념의 이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는 제한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존에 막혔던 규제를 유예하여

실증을 실시하고, 사후 지역혁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다른 공간적 제약 없이 신규 서비스나 제품 등의 전반에 대하여 특례조치를 적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융합법」과 규율
구조를 달리하고 있음1)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지역특구법이나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특정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정 행정계획을 전제로 한 공공적 성격의 거시적 사업을 실증
특례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령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
 국내 규제혁신제도의 한계는 규제개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임

1) 김정욱·유성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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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에 초점을 두고2)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지역혁신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분석
- 전주기적 관점에서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행절차별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그림 1] 국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유형 분류 및 연구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관련 전문가들의 포커스 인터뷰 수행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쟁점파악과 문제원인 분석을 통해 및 향후 정책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함

2)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4차년도)』(2020년)에서 수행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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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인터뷰 현황(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서면자문포함)
구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명

설명

명

설명

정부

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담당자

5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담당자

관리위임기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공간연구원(’20년 참여)

8

규제자유특구 관리 및 운영기관

참여기업

5

실증 참여기업

7

지역TP를 통해 추천받은 참여기업

지자체

1

세종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8

중기부 파견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

11

규제자유특구 참여 TP

지역TP
총

12

39

자료: 연구진 작성
* 인터뷰는 대면이나 줌회의로 진행되었고 몇몇의 경우는 서면형식으로 답변을 받아 연구에 활용함

Ⅱ. 해외사례: 일본, 중국 단계별 분석
 일본과 중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단계별 분석을 통해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함
 [시사점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일본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

개혁 메뉴 중 하나로 운영(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시사점 2. 추진체계 확보] 일본 슈퍼시티는 각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시사점 3. 지역주도 강화] 중국은 지방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개혁

시험구’를 설립하고 시험구를 설립하는 지방정부에 제도개혁에 대한 선행선식권 부여
 [시사점 4.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 혁신권 부여] 중국 지방정부는 ‘시행착오권’을 부여

받아 권한 내에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도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표 2> 일본과 중국의 단계별 제도 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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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일본

중국

[1단계]
서류신청

• 사전에 폭넓은 상담이 가능하며 지자체(또는
지자체에 설립된 원스톱 센터)와 내각부의 지방
창생추진사무국이 창구로 활용됨
• 사업자는 구체적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3)

• 국가의 개혁개방 원칙과 방향, 그리고 지역적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제도개혁의 방향과 방식 설정
• 작성된 초안은 성 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고, 제도개혁의
선행선식권 수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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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일본

중국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 특구회의 내 근미래기술실증분과회, 근미래기술실
증분과회 기술검토회가 기술실증구역계획의 초안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동의를
구함
• 구역회의를 개최하여 내각총리의 승인을 신청하고
내각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동의 및 협의 과정을
구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승인을 결정→기술
실증구역계획이 공표되며 관계자에게 통지

• 국무원은 성 정부가 제출한 제도개혁 초안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를 단독 또는 연합으로 소집하여
개혁안에 대한 의견 요청
- 4명의 참사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하여 제도개혁 실시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조사 실시
• 투트랙으로 진행된 평가의 내용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비준 여부 통보

• 사업자는 승인된 실증실험을 실시

•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시험구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 임무를
정책문건으로 하달
• 시험구는 중앙의 개혁임무 실시 사항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달성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제도개혁과 혁신의 임무 평가

[4단계]
종료(법령
정비)

• 기술실증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논의
• 다른 실증실험과의 결과들과 함께 자율주행 및
드론 실현을 위한 법개정 논의

• 선행선식을 통한 제도개혁의 실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수권을 부여받은 시험구 정부가 관련 입법을
통해 이를 법률로 보장

[5단계]
사후관리

• 슈퍼시티 지정 도시는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및 다른 규제개혁 메뉴를 활용할 수 있음

• 비슷한 형태의 시험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실시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바로 확대 실시하기도 함

[3단계]
실증

자료: 연구진 작성

Ⅲ.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요약 및 주요 쟁점 도출
 [1단계: 효율적 업무체계]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혼선 예상

- 운영 및 관리 방식 전환으로 제도 운영상 혼선 예상
 [2단계: 과도한 행정부담]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준설정 미비
 [3단계: 제도적 유인구조]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미흡

-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오히려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문제발생
 [4단계: 법개정을 위한 지원]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연

- 타 부처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진행 중
 [5단계: 사후지원체계]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족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3) 실증사업자의 성명, 주소, 실증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적, 방법, 실증에 포함되는 특례조치의 활용을 요구하는 행위, 실증실험의
장소, 기간, 방법, 사용기자재 정보, 안전, 환경, 사회와 관련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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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행절차 상 제도 및 주체 운영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주요쟁점 요약
단계

주요 쟁점

•
[1단계]
서류 및
접수

•
•

[2단계]
•
서류심사 및
•
승인
[3단계]
실증
[4단계]
종료
(법령정비)

문제원인
• 홍보 및 안내 부족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 방식이 프로
•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역, 사업내용
젝트형 규제샌드박스로 전환되면서 제도 운영상 혼선
등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필수적이라 규제특례 신청 이전
예상
지자체 협의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참여기업과 지자체 간 협의
• 공모방식, 상시접수방식 등 샌드박스 운영방식은 법령
과정의 어려움
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20년은 공모방식, `21년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6월부터 상시접수방식 전환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
• 신청사업의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승인여부 등 중복성
별화 부족
확인 체계 미흡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발생 • 신청단계의 과제를 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하지 않기 때문
하는 등 정부지원금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 신청 사업이 R&D,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사업비
공모방식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를 지원 받은 경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오히려 초기시장 진출 • 제도적으로 중간에 취소는 가능하지만 관련 가이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문제발생
라인은 없는 상황
• 실증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취소를 원해도 제도적으로 • 제도의 특성 상 규제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출
자체가 불가능함
출구전략관련 지원 미흡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법령정비 준비는 타 부처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진행 중

-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 실증특례에 대한 주체별 시각차 존재(실증사업의 목적은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명확하지만, 혁신생태계 구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 실증 이후 타 사업과 연결되는 연계구조 미흡
대해서는 논의필요)
• 실증종료이후 시설물관련 사후 관리 체계 미흡
자료: 연구진 작성
[5단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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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신청준비단계: 신청준비 단순화] 제도의 복잡성으로 혼선 발생

- 준비단계에서 참여기관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는데 어려움 등 애로사항 발생
 [1단계: 효율적 업무체계] 업무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미흡

- 부처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안 기준 설정 미비
 [2단계: 전문인력 지원] 신산업관련 전문 인력 부족

-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실증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3단계: 출구전략] 출구전략 지원 미흡

- 참여기업에 대한 출구관련 가이드라인 제공이 미흡한 상황
 [4단계: 법개정을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구축 미흡
 [5단계: 사후지원체계]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형 사후지원체계 부족

-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미비
[그림 3] 규제자유특구의 실행절차 상 제도 및 주체 운영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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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요약
단계

주요 쟁점

문제원인

신청준비
단계

• 사전준비 단계의 복잡성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3차 이후 특구 관리)이
• 신청 기업의 참여방법 불투명
전담기관으로 추가되어 사업자들에게 혼선
• 담당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 지정 시 실증특례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확정 시 R&D사업계획
인해 노하우 축척 어려움
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
• 사전준비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
어려움

[1단계]
서류신청

• 부처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안
기준 설정 미비
• 사업비가 지원되는 실증사업 등을 기획하는 특구 계획 수립 시,
• 신산업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 입증에
타부처 기 지원여부 사전 파악이 어려움
어려움
• 특구사업자 R&D 지원 시 지원 요령,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등 미흡
• 상시접수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스케줄 관리
• 규제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전문가, 규제부처의 입장이 상이하여
어려움
신청단계에서 명확히 규제 입증과 확인이 어려움
• 규제자유특구가 지원 사업 중심으로 운영
되면서 정부의존도 증가 우려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 신산업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 부족
• 신청서 작성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함.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의 경우
•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에 따른 서류심사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음
과정 차이 발생

[3단계]
실증

•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인 경우 재정지원요령에 따라 협약 해지
절차 및 환수 절차 추진
• 참여기업에 대한 출구관련 가이드라인 제공이
• 실증특례 부여 기간은 2년으로 기간 내 실증을 완료하기 위한
미흡한 상황
진도점검과 안전관리 차원의 모니터링 추진
•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은 참여
• 지역특구법 상 특구면적 내에서 실증을 추진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기업이전을 의무하고 있으며 특구 분야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
가 어려울 수 있음

•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에 대한 차별적인 • 규제부처에서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절차를 진행
제도 구축 미흡
하도록 할 수 있는 구속력 미흡
[4단계]
• 법개정을 위한 실증 데이터 축척 및 관리 • 규제 부처 담당자의 순환보직에 따라 담당자 변경 시 법령정비
종료
체계 구축 미흡
애로 가중
(법령정비)
• 부처별 의견을 조율 및 취합해 줄 수 있는 • 법개정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규제부처에 실증추진에 대한 중간
중간조직 부재
공유 체계가 중요

[5단계]
사후관리

•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 특구내로 이전 한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후속지원
적인 연계전략 미비
방안 필요
• 실증 이후 사후관리나 실증연장에 관한 계획은
• 예산당국의 재정지원 예산 협의 시 실증특례 유효기간으로 제한
부족한 상황
• 실증 이후 관련 연구시설 장비는 기반조성 사업과 R&D사업의
• 실증이후 관련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
관리체계 상이
체계 및 활용계획 미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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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방향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책제언(요약)
단계

쟁점

신청준비
단계

신청
준비 단순화

[1단계]
서류신청

효율적
업무체계

부처별 관리체계
고도화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전문성 강화

신산업관련
전문성강화

[3단계]
실증

제도적
유인구조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
•
•
•

‘출구전략’ 관련 제도적 지원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제도적 보완
국조실의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조직보강
참여기관 간 소통창구 개설을 통한 공동의 비전공유 필요

법개정
지원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필요

•
•
•
•

법개정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관리체계
실증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준비 시점변경
부처별 법개정 관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필요
‘안정성’ 입증관련 범부처 수준의 해외조사 지원

안전성 검증
체계

안전성 검증체계를
위한 세부적 제도
지원 필요

• 실증데이터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치
• 부처 간 안전성 검증관련 협의과정에서 유효성을 인정
•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
•
•
•
•
•

[4단계]
종료
(법령정비)

[5단계]
사후관리

사후지원체계

방향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
•
•
•
•
•

정책제언
협의과정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지원체계 신설
참여방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강화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마련 필요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확대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정규직화 하여 노하우 축척

•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지역기반의 전문가 보강
• 특구신청 단계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제공
사후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구축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강화
참여기업의 홍보전략 강화
사후관리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제공
특구지정 후 재정지원기간의 유연성

 정책제언 1.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 사전준비단계에서 협의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조직 신설
- 참여방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강화
- 신청준비단계에서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정책제언 2.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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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확대 전략 수립
-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정규직화 하여 노하우 축척필요
 정책제언 3. 심사과정의 합리성 유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지역기반의 전문가 활용인력 풀 보완
- 특구신청 단계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4.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 실증과정 중 취소하는 기업에 대한 ‘출구전략’관련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의
선택권 강화
-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초기시장 진출의 타이밍을 놓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 국조실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를 위한 내부 조직구성 보강
- 참여기관 간 공동의 비전공유등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정책제언 5.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처별 법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 법개정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지원체계 구축
- 실증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준비 시점을 실증 전으로 변경함으로서 잠재적 이슈 대응
- 부처별 법개정 관련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국조실 산하 중간조직 신설
- 우선 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안정성’ 입증관련 범부처 수준의 해외조사 지원 필요
[안전성 검증 관련 체계구축 강화]

-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증데이터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치하여 ‘안전성’검토
지원(안전성 검토 이외에는 비공개 원칙)제공
- 부처 간 안전성 검증관련 협의과정에서 상호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체계 필요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 발주 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하여, 신뢰 있는 인증기관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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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6.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 지역혁신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구조 제공을 통해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 실증 인프라 관련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사후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구축
- 지역혁신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강화
- 참여기업의 홍보전략 강화를 통해 벤처캐피털과의 연계 구조 강화
- 사후관리단계에서 타 부처의 지원 사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창구 제공
- 특구지정 후 재정지원기간의 유연성 필요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방향 1]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

- 지원사업 보다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개정 부분에 초점을 둔 제도
운영 및 관리 필요
 [방향 2] 지역별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전체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핵심규제 선정 중요
- 예측 불가능한 규제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주도(bottom-up)에서
정부주도(top-down)에 대한 적정한 혼용을 통해 핵심규제 파악 필요
 [방향 3] 정부는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핵심규제 선정과정에서, 과학적 증거기반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축척한 신산업관련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관련 핵심규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방향 4] 지역기반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한 전략 수립

-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의 제도 구성상으로 보면 단발성으로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방향 5]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계 및 유인구조 제공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제도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초기 시장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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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스마트시티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 제도는 최근 규제혁신정책의 핵심과제
 지역단위의 규제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혁신 추구

- 최근 주요 국가들은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단위로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
- 과거 선진국 사례를 모방하여 정책에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의 설계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부족한 상황
 지역에 기반 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적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창출이지만 초기 의도
와는 달리 지원사업의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잘못하면 지역 간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최첨단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지자체도 과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무리수 발생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법령에 따른 201개 메뉴판식 규제를 제공하여 규제를 면제
하거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특정된 규제만 적용가능하다는 한계 존재
- 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명확한 제도운영의 목표 및 방향성 부재에서 기인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주도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미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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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관리 및 운영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필요

STEPI Insight |

 ‘마이크로 작동기제’의 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규제혁신
 정책연구에서 정책집행 분야는 관심의 사각지대, 즉 미스링크(Missing Link)라고 언급

(Hargrove, 1975)
-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조직에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조직의 운용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필요
- 모든 공공정책은 대규모 조직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이해해야만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됨(Elmore,
1978:187)
 성과평가 수준의 관리방식에 한계점 도달

- 실제 정책 작동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상호작동 하는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정책의
성격에 따라 각 변수의 경중은 어떻게 다른지 파악이 중요함
- 정책의 여러 변수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들의 세부적인 수준에서 작동
기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관리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책의 무수한 실패, 혹은 개선수요를 보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
- Nakamura와 Smallwood(1980)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규모와 복잡성을 알아야 하고, 그런 환경 내에서 정책을 실행시키는 조직과 행위자들
사이의 여러 관계를 연구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마이크로 작동기제’는 정책의 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내의 정책과 관련된

조직운용의 내부를 파악하여 문제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개념의 이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는 제한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존에 막혔던 규제를 유예하여

실증을 실시하고, 사후 지역혁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다른 공간적 제약 없이 신규 서비스나 제품 등의 전반에 대하여 특례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융합법」과 규율구조를 달리하고
있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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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지역특구법이나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특정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정 행정계획을 전제로 한 공공적 성격의 거시적 사업을 실증특례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령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
 국내 규제혁신제도의 한계는 규제개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임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에 초점을 두고5)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지역혁신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분석6)
- 전주기적 관점에서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행절차별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그림 4] 국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유형 분류 및 연구범위

자료: 이광호 외(2020); 최해옥 외(2021), p.14을 수정함
4) 김정욱·유성희(2019)
5)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4차년도)』(2020년)에서 수행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임
6)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개발특구(2021.6월~)가 시작되지 않았음으로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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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관련 전문가들의 포커스 인터뷰 수행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쟁점파악과 문제원인 분석을 통해 및 향후 정책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함
STEPI Insight |

<표 6>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현황(서면자문포함)
구분

명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

명

규제자유특구
설명

정부

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담당자

5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담당자

관리위임기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공간연구원(’20년 참여)

8

규제자유특구 관리 및 운영기관

참여기업
지자체

5
1

실증 참여기업

7

지역TP를 통해 추천받은 참여기업

세종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8

중기부 파견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

11

규제자유특구 참여 TP

지역TP
총

12

39

자료: 연구진 작성
* 인터뷰는 대면이나 줌회의로 진행되었고 몇몇의 경우는 서면형식으로 답변을 받아 연구에 활용함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관리 및 운영 상 주요 쟁점과 문제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
 일본과 중국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인

슈퍼시티(일본)와 슝안신구(중국)를 소개
-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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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사례: 일본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단계별 및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함
 [시사점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일본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운영(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시사점 2 추진체계 확보] 일본 슈퍼시티는 각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시사점 3 지역주도 강화] 중국은 지방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개혁시험

구’를 설립하고, 시험구를 설립하는 지방정부에 제도개혁에 대한 선행선식권 부여
 [시사점 4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 혁신권 부여] 중국 지방정부는 ‘시행착오권’을 부여받아

권한 내에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도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표 7> 일본과 중국의 단계별 제도 현황(요약)
단계

일본

중국
• 국가의 개혁개방 원칙과 방향, 그리고 지역적 사회
• 사전에 폭넓은 상담이 가능하며 지자체(또는 지자체에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토론과 전
[1단계]
설립된 원스톱 센터)와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
문가 자문을 통해서 제도개혁의 방향과 방식 설정
서류신청
사무국이 창구로 활용됨
• 작성된 초안은 성 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고, 제도
7)
• 사업자는 구체적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혁의 선행선식권 수권신청
• 특구회의 내 근미래기술실증분과회, 근미래기술실 • 국무원은 성 정부가 제출한 제도개혁 초안 심사를
증분과회 기술검토회가 기술실증구역계획의 초안을
위하여 관련 부서를 단독 또는 연합으로 소집하여
[2단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동의를 구함
개혁안에 대한 의견 요청
서류심사 • 구역회의를 개최하여 내각총리의 승인을 신청하고 - 4명의 참사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하여 제도개혁
및 승인
내각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동의 및 협의 과정을
실시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조사 실시
구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승인을 결정 →기술실 • 투트랙으로 진행된 평가의 내용을 취합하여 최종
증구역계획이 공표되며 관계자에게 통지
적으로 비준 여부 통보 *3년+연장 혹은 종료
•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시험구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
임무를 정책문건으로 전달
[3단계]
• 사업자는 승인된 실증실험을 실시
• 시험구는 중앙의 개혁임무 실시 사항에 대해 연차
실증
보고서를 달성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제도
개혁과 혁신의 임무 평가
[4단계] • 기술실증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논의
• 선행선식을 통한 제도개혁의 실시는 중앙정부 또는
종료
• 다른 실증실험과의 결과들과 함께 자율주행 및 드론
지방정부로부터 수권을 부여받은 시험구 정부가
(법령정비)
실현을 위한 법개정 논의
관련 입법을 통해 이를 법률로 보장
[5단계] • 슈퍼시티 지정 도시는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및 • 비슷한 형태의 시험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실시하
사후관리
다른 규제개혁 메뉴를 활용할 수 있음
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바로 확대 실시하기도 함
자료: 연구진 작성
7) 실증사업자의 성명, 주소, 실증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적, 방법, 실증에 포함되는 특례조치의 활용을 요구하는 행위, 실증실험의 장소,
기간, 방법, 사용기자재 정보, 안전, 환경, 사회와 관련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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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STEPI Insight |

1) [제도분석] 일본의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배경 및 현황] 일본은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수단으로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운영

- 아베정부8)는 규제개혁을 위해 전국(통상적 규제개혁), 기업, 지역단위의 3층 체계를 수립
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도 제안 주체에 따라 분리 운영됨(이광호 외, 2020; 上谷田 卓 2021)
- 국내외 신기술을 유치하고 혁신 개발을 위한 거점형성을 위해 도입(국외기업도 신청가능)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의 지역단위 개념으로 도입

-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입법화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슈퍼시티와 함께
국가전략특구법이 개정됨으로 도입(’17년부터 논의, ’20.6. 개정)
- 현재까지 실제 활용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의 운영과 평가가 어려움(2021.12월 시점)
 일본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자율주행과 드론에 한정하여 운영

- 자율주행과 드론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
-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전의 근미래기술 메뉴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한 경험(자율주행,
드론)에 바탕을 두고 미리 부여할 특례를 마련한 데에 의의
- 신청부터 승인에 이르는 명시적 회신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활용 사업자의 리스크가
존재함
 그러나 근미래기술실증과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명확하게 다른 제도임9)

- 「일본재흥전략 2015」에 근미래기술이 규제개혁 메뉴로 반영되며. 특정실증시험국(特定
実験試験局, ’16년 통지)과 근미래기술실증 원스톱센터(近未来技術実証ワンストップ,
’17년 6월 특구법 개정)가 설치
8)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을 통해 국가전략특구를 처음으로 도입(2013년):성장전략 실행계획 2021(成長戦略実行計画 2021)
에서는 13개 주제 중 ‘새로운 성장을 향한 경쟁정책 등의 기본방향“에서 혁신관련 규제개혁 추진이 나타남
9) 근미래기술실증 원스톱센터는 국가전략특구법 제37조의7에 따른 실증실험 관련 절차를 지원하지만 실증실험에 대한 각 부처의 허가
등에 특례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반면,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동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에 기초하여 구역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 승인을 받아 각 부처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특례조치를 부여하여 근미래기술실증 원스톱센터의 설치가 지역
한정형 규제샌드박스 활용의 조건이 아님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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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미래기술실증은 실증실험 관련 절차를 지원하지만 실증실험에 대한 각 부처의 허가
등에 특례조치는 강구할 수 없음
- 반면에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구역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 승인을 받아 각 부처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특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체계] 일본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감시·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사후 체크를 강화하는

대신 사전 규제는 최소화
 국가전략특구는 특례조치 창설과 개별사업 인정의 두 프로세스가 존재

- 특례조치의 창설은 지자체, 사업자 민간 전문가주도 특구 워킹그룹이 검토 후 특구자문
회의 심의를 거쳐 대응방법을 결정
- 개별사업인정은 사업자 공모 후 지역 분과회 개최를 통해 지역회의가 지역계획을 수립
하여 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및 총리 승인 후 이루어짐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국가전략특구법에 의거해 대상 지역을 특구 지정을 받은 지자체와

특정 분야에 한정
- 참여기관은 사업자, 지자체, 특구지자체, 정부(내각부), 관계부처, 특구회의임
- 자율주행, 드론, 이와 관련된 전파 이용에 한정하여 미리 규제특례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실증실험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지원
 기술실증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위원회 실증사업의 평가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 일본 국가전략특구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자료: 일본 국가전략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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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슈퍼시티


「슈퍼시티」는 데이터’와 ‘기술실증’이라는 점에서 기존 스마트시티와 차별화
STEPI Insight |

 슈퍼시티의 목표는 실증실험의 성공사례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 AI, Io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도시 완전체(まるごと未来都市)를 슬로건으로, 데이터와
연계한 포괄적 규제개혁 수단으로 슈퍼시티 활용
- 슈퍼시티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지방창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스마트시티가
대도시권 위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일본 슈퍼시티 제도의 특징은 일시적 규제 완화와 절차를 간소화한 후 실제 사업이 실행될 때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임

 슈퍼시티에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슈퍼시티는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일부 개정 법률(国家戦略特別区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을

근거법으로 하여 추진 중
- 슈퍼시티 사업 추진 시 각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원조규정(援助規定)
으로 부처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기본방침(각의 결정)에 명기
- 도시 간 상호 연계를 강화를 위해 API 오픈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률상 의무화함
- 제도 상 검토규정 즉,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한계를 검증하여(3년 후) 개선점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추진
 슈퍼시티는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
 슈퍼시티는 각 부처의 데이터와 기술실증을 연계하여 도시전체에 파급효과를 고려한 계획 수립

-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각 부처계획을 중심(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으로
운영되었지만, 슈퍼시티는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
 슈퍼시티 초반의 사업내용은 슈퍼시티를 기점으로 한 스마트시티 형성, 도시 OS를 전체

도시에 보급,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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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부처의 스마트시티 과연 사업 일람
구분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사업명

슈퍼시티 구상 추진 사업

미래기술사회 실증사업

데이터 연계 촉진형 스마트시티 사업

개요

개정국가전략특구법의 성립에 의해
실시. 최첨단 서비스 구축 및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등에 대해
지원

지역 Society 5.0 실현하기 위해
지방창생의 관점에서 미래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사회실증을
목표로 현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련 중앙 부처에 의한
종합적인 지원 실시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 횡단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
는 상호운용성, 확장성, 안전성을 확보한
데이터연계기반 도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느 스마트시티 실현을
중앙 관련부처가 일체적으로 추진

2021년
도 예산

23억 엔
(2020년도 예산 3억 엔)

1.2억 엔 (심포지엄 등 홍보를
위한 사업에 관한 비용)
지자체 재정 조치는 없음

6.9억 엔

과거
선정수

-

2018년: 14건
2019년: 8건
2020년: 12건

주요
지원
대상

최첨단 서비스 구축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사회실증을 위한 핸즈온 지원
(각종보조금, 제도적 기술적 과제
등에 대한 조언 등)

-

구분

국토교통성 도시국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사업명

스마트시티 모델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실증조사사업)

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 정비
사업

일본편 MaaS추진, 지원사업

개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모델사업을 모집하여 추진

물류, 화물, 의료 및 건강 등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첨단 서비스를
추진하여 규제완화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간과 물류,
인류, 차량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 구축

혼잡을 피하기 위한 이동 및 퍼스털
이동을 위해 판데믹 이후의 새로운
니즈에도 대응하는 MaaS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정비 및 지원

2021
년도
예산

2.4억 엔
*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등에 따른
데이터 취득에 필요한
정보화기반시설 정비 지원.
사회기반정비 교부금
(2020년도 약 7,627억 엔)

10억 엔

9.07억 엔

과거
선정수

2019년: 15건
2020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16건

2019년: 19건
2020년: 38건

실증실험

물류, 화물, 의료 및 건강 등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첨단 서비스를 추진하여
규제완화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새
로운 환경정비 도모

혼잡을 분산시키는 시스템, 접촉을
피하는 시스템 등 MaaS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주요
지원
대상

자료: 内閣府(2020) スマートシティの推進に向けて p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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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STEPI Insight |

1) [제도분석] 중국형 규제혁신제도 ‘선행선식(先行先试)’
 [배경 및 현황] 중국의 규제개혁은 ‘선행선식’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선행선식제도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됨

* 선행선식은 한자 표현 그대로 ‘우선적으로 실행하다’, ‘우선 시험해 보다’라는 뜻임

- 중국은 체제전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일정기간 제도를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지 결정함
- 지방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개혁시험구’를 설립하고, 시험구를
설립하는 지방정부에 제도개혁에 대한 선행선식권 부여
- 중앙정부의 종합개혁시험구 설립계획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당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는 계기마련
 선행선식제도는 정책실패를 허용하는 ‘시행착오권’임

- 선행선식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정부에게는 정책결정 과실로 인하여 개혁 및 혁신이 실패
하거나 혁신의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
- 제도적으로는 입법 공백에 대한 ‘선행 입법권’이나 개혁·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현행
법률법규의 일정 기간 동안 법률적용의 ‘적용 면제’를 함의
- 통상적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관점에서 선행선식 제도와 유사
 [체계] 선행선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적 제도 혁신권 부여
 지방정부는 선행선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식에 관한 전권을 가짐

- 선행선식권은 중앙정부, 즉 국무원(国务院)의 회답(批复), 결정(决定) 또는 국무원 각
위원회의 지도의견（指导意见) 발표를 통해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음
- 이를 통해 당해 지역의 제도혁신은 물론이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지방정부에게는
‘시범사례’로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중국 제도개혁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자치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가 중국

전체 제도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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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현황] 선행선식은 정책 및 입법관련 시험제도이지만, 법치원칙을 준수하며 실시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입법권한을 수행하도록 함
- 선행선식의 법률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立法法)》에 있으며, 입법법은 수권의
주체, 수권의 기한, 수권 범위의 제한, 그리고 입법변통권한 및 임시집행정지권한, 지방
정부의 선행시험입법권한 등에 대해 규정함
- 선행선식의 절차상 합법성은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이하 조례)
제35조에 근거함

2) [사례분석] 슝안신구10)
 시진핑 정권은 신도시화 정책의 핵심프로젝트로서 스마트시티 건설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도입
* 슝안신구는 국가지도자가 주도해 추진하는 세 번째 전국단위 국가급 신구로서 주목받고 있음(덩샤오핑
선전특구(’80년), 장쩌민 푸동신구(’90년), 시진핑 슝안신구))

- 슝안신구는 베이징에 과도하게 인구 및 기능이 집중된 현상을 극복하고 낙후된 허베이성
개발을 목표로 함
-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 동안 허베이성은 베이징, 텐진으로부터 일정규모의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위임받았고, 착공에 들어간 프로젝트 투자액은 1조 1,348억 위안
(약194조 4천 25억 원) 규모임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은 대기업의 독자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옴
- 바이두, 알리바바, 화샤싱푸 등 중국 내 대규모 스마트시티 기업들이 슝안신구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세워 도시개발을 진행 중
-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동차 기업인 장청자동차, 중국교통 등 대기업들의 슝안신구
이전 추진 중

10) * 슝안신구 스마트시티는 북경-천진-슝안이 포함되는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징진지 지역 면적은 21만
6천㎢으로 한반도와 비슷하며 거주인구는 1억 천명, GDP는 6조 5,000억 위안(약 1,116조 5,050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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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법·제도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접근

- 2019년 말을 시작으로 중국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상하이(上海),
STEPI Insight |

충칭(重慶), 선전(深圳),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区),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시
등 6개 도시로 확대 진행 중
 슝안 스마트시티는 주로 금융 분야에 초점을 둔 규제샌드박스가 운영 중이며 이는 기업과

민간의 이주를 지원하는 금융대책 위주로 편성되어있음
- 금융분야 성장을 위해 관련 국유은행, 사업자 산하 지급기관, 중앙기획사산하 수신기관
등이 입주하여 금융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참고자료] 슝안신구의 7개 중대 임무
△친환경·스마트 신도시 건설 △우거진 녹음과 맑은 하늘, 깨끗한
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혁신·
하이테크 도시 건설 △우수한 공공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경영 모범도시 건설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친환경
교통 도시 건설 △시장 중심 메커니즘과 정부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 도시 건설 △대외개방과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갖춘 개방
도시 건설

자료: 시진핑의 슝안신구, 선전·푸둥 이어 중국 제3의 기적 될까
http://www.ajunews.com/view/20170412094006049(2017.4.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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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의 제도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9>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현황 [요약]
단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실증성격



프로젝트 단위 실증



R&D

예산지원





실증비용지원
책임보험지원(년 단위 갱신)
사업화지원비용(특허, 사업화 등)





R&D예산/ R&D실증인프라
책임보험지원(년 단위 갱신)
사업화지원비용(특허, 사업화 등)

지역범위



수도권 포함 전국



수도권 제외지역

신청주체



기업체



지자체



지자체, 참여기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건축공간연구원은 ’20년만 참여),
국토교통부

지자체, TP, 참여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년부터 사업화지원을
위해 참여),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준



전국단위 기업체 참여가능



홍보수단



세종, 부산 네트워크를 통해 설명회 개최

승인 기준으로 기업체 주소가 해당 지역 내
위치해야 함 (주관기관은 기업체에만 한정)
KTX내부 홍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홍보부스운영(1년/1번)



(Top-down) 초기 서비스 로드맵을 만
들어 공모했다가 bottom-up으로 변경
(Bottom-up) ’21.6월부터 스마트시티
내 사업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만
신청가능
지자체로 범위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로
변경

근거법령

참여주체


주제발굴


운영특징

참여
모집

조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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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정부투자계획분석
중소벤처기업부와 TP가 규제여부확인, 전문가위
원회 등을 통해 주제를 결정하여 지자체에 제안
안정적인 특구주제 사전발굴을 위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특구의 실무지원단은 예비
특구계획서 제출 및 활동보고서 제출
(Bottom-up)지자체가 사업 발굴하여 제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관련 기업의 보험  규제 자유특약관련 기업의 보험관련 자료수집 후
관련 자료수집 후 보험 상품의 선별 및 보험
보험 상품의 선별 및 보험가입견적
가입견적, 보험 청약절차 안내진행
- 보험청약절차 및 안내진행



지정공모 → 상시접수로 변경



지자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규제 
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지원

TP(지역총괄관리 및 운영 상 간사 역할)+지자
체가 참여기업 밀착지원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참여기업 모집

역내 기업들 대상으로 홍보를 통한 참여기업 모집
하지만 여전히 신청기업에 대한 참여방법 불투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자체
(경제산업국)
중소벤처기업부에 파견된 지차체 공무원(5급
사무관급)이 담당 업무지원

인력
특성



KAIA+지자체(스마트도시과)

조직
유형



정규조직

자료: 연구진 작성





보험관련 업무 내용
접수
형태
참여
지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






상시접수

한시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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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요약 및 주요 쟁점 도출
STEPI Insight |

 [1단계: 효율적 업무체계]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혼선 예상

- 운영 및 관리 방식 전환으로 제도 운영상 혼선 예상
 [2단계: 과도한 행정부담]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준설정 미비
 [3단계: 제도적 유인구조]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미흡

-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오히려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문제발생
 [4단계: 법개정을 위한 지원]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연

- 타 부처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진행 중
 [5단계: 사후지원체계]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족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그림 6]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행절차 상 제도 및 주체 운영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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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주요쟁점 요약
단계

제도 요약

주요 쟁점




[1단계]
서류 및
접수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3단계]
실증





[4단계]
종료
(법령정비)



규제샌드박스 신청요건 확인
실증지역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수렴
신청서류 작성 및 준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규제특례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규제샌드박스 중복사업 여부
검토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심의
(1차 심의)/ 국가스마트도
시위원회 심의(2차 심의)
사업별 규제특례 승인결과
안내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
적정여부 검토
규제특례 조건 이행계획
확인 및 사업개시
규제특레 조건 이행여부
등 사업 모니터링 실시
규제특례 조건 이행결과
등 실증사업 결과보고
실증기술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시 소관부처
에 법률정비 요청
















[5단계]
사후관리



사업성과 및 제도개선 추적
모니터링 실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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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 방식이 프로
젝트형 규제샌드박스로 전
환되면서 제도 운영상 혼선
예상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참여기업과 지자체 간 협의
과정의 어려움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
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
지만, 여전히 차별화 부족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발생하
는 등 정부지원금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공모방식의 전환을 통해 행
정부담 경감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함으
로서 오히려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문제
발생
실증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취소를 원해도 제도적으로
출구전략관련 지원 미흡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법령정비 준비는 타 부처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진행 중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
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실증 이후 타 사업과 연결
되는 연계구조 미흡
실증종료이후 시설물관련
사후 관리 체계 미흡

문제원인



홍보 및 안내 부족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역, 사업내용 등에 대한 지자
체 합의가 필수적이라 규제특례 신
청 이전 지자체 협의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공모방식, 상시접수방식 등 샌드박
스 운영방식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
지는 않으며, `20년은 공모방식,
`21년 6월부터 상시접수방식 전환
신청사업의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승
인여부 등 중복성 확인 체계 미흡







신청단계의 과제를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지 않기 때문
- 신청 사업이 R&D, 타부처 규제샌드
박스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제도적으로 중간에 취소는 가능하지
만 관련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제도의 특성 상 규제해소가 되지 않
으면 사업진출 자체가 불가능함



-



실증특례에 대한 주체별 시각차 존재
(실증사업의 목적은 명확하지만, 혁
신생태계 구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의필요)

Ⅲ.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1단계 쟁점: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혼선예상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 방식이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로 전환되면서 제도

운영상 혼선 예상
STEPI Insight |

- 국토부는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규제혁신지구’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국내 수도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에서든 실증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변경(’21.6.)
* [기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 → [변경 후]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기존
존치), 실증특례(기존 존치)로 바뀜. 대산상공회의소가 민간지원기관으로 참여(’22.1)

- 제도 운영방식에서도 초기 탑다운 방식의 공모가 버튼업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지정
공모에서 상시접수방식으로 전환(’21)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참여기업과 지자체 간 협의과정의 어려움

-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역 기반 실증을 위해 지자체(실증관련 인허가 업무
담당)와 협의한 내용을 계획서에 담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여기서 협의한 내용이란 ‘어떤 지역에서 ~에 대한 실증’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필요

- 지자체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는 초기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는 ‘지자체 협의체’를
발족하여 지원하였지만, ’21년부터는 국토부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운영하는 126개 지자체가
소속된 지자체협의체가 있음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화 부족
- 사업범위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은 최근 나오고 있는 전 산업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함 발생
[참고자료] 규제샌드박스 보험관련 내용
 일반적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보험가입중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임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배상 ,금융사고배상책임,신용정보관련손해배상책임,기술서비스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 등의 위험을 커버
하기 위한 보험가입으로 규정
 대표적인 두 보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음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따라 영업 배상 내 파생되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자면 영업배상책임 내에는 다음과
같은 배상책임 섹션이 나뉘어져 있음
1. 시설소유 배상책임, 2.드론배상책임, 3.도급업자배상책임, 4.임차자배상책임, 5.학교경영자배상, 6.차량정비업자배상, 7.임상
시첨배상책임, 8.하청업자배상책임
 그 외 주차장특별약관/곤도라업자특별약관/선박수리업자특별약관/인격침해특별약관/항만하역업자특별약관./ 창고업자특별
약관/경비업자특별약관/하청업자특별약관/공인회계사특별약관/계약상 가중책임특별약관/제제 및 엠바고특별약관 등등이 있음
 예를 들어 특정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시설의 서비스 중 발생될 수 있는 제 3자의 피해배상을 든다면, 시설소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특약을 가미하는 형태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을 의미
자료: 규제샌드박스 보험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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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쟁점: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발생하는 등 정부지원금 관리 및 운영 체계 미흡

- 초기 실적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정부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문제
- 실증에 참여했다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된 기업이라는 인식도 존재
- 국토교통부의 경우 기업체 실증은 같은 지역은 불허하지만, 유사사업이 타지역에서
실증하는 것은 허용하며 유사사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관리위임기관에서 불허를 판단한
다는 입장임
* 규제특례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위임기관(과기부, 산자부, 금융위, 중기부 등)을 통해 타
부처 중복여부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중
 공모방식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 기존 공모방식에서는 서류제출 시 평가 기준이 많고, 규제 이슈 뿐만 아니라 사업성
(법령상에 보면 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등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
- 최근 상시모집으로 전환되면서 참여기업의 행정부담은 적어진 상황
 3단계 쟁점: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미흡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오히려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문제발생

- 안전성 검증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기업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여겨지고 있음
* 단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은 전국단위로 사업이 가능함
- ‘안전’이라는 이유로 사업 운영 및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시장 진입의 타이
밍을 놓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사례연구] 세종시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특례 사례 경과(실증과정 중 제도개선으로 심의를 거쳐 조기 종료된 사례)
 사례 경과
- a기업은 공유 PM사업 실증 신청과정에서 규제특례위원에서 안전을 이유로 배치 장소를 한정하고 기존 사업내용과 다르게 조정
- 같은 시간 세종시의 타 PM사업체(b업체, c업체 등)는 자사의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초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반면에 a기업은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했지만 이는 규제로 작용하여 초기시장 진입 어려움을 겪음
 실증특례를 우선 종료하고, 사업운영 계획 중
- a기업은 4년 특례를 받았지만 (’20-’21.5월)까지로 사업을 종료하고(7개월간 국비지원을 받고, 2,3월부터 국비 받지 않겠다고
선언) 이후에는 자비를 들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하지만 대중교통과 도로교통법이 2021년 5,6월 관련법인 오토바이관련 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증(고등학생가능),
자동차면허증 소지자만 전동차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된 상황임
자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인터뷰 내용

28

Ⅲ.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문제원인 분석

 실증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취소를 원해도 제도적으로 출구전략관련 지원 미흡

- 관리위임기관의 담당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관련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
STEPI Insight |

지원산업이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관련 보험에 근거하여 잔액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언급
- 출구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지원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임
- 하지만 참여기업이 1차 년도 국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함
 4단계 쟁점: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연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법령정비 준비는 타 부처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진행 중
- 법령정비요청제도에 따라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담당자가 국조실에 법개정 관련
필요사항을 신청할 예정으로 확인
 5단계 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재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 참여기업이 대부분 역외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
연계 및 유인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임
- 실제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가 원칙이지만 사업체가 원한다면 지자체에 요구하여
이관이 가능함
 실증 이후 타 사업과 연결되는 연계구조 미흡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신청 시 평가 과정에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은 혁신조달제품등록 할 수 있는 요건이 됨(type3)
 실증종료이후 시설물관련 사후 관리 체계 미흡

-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실증이후에 관련 시설장비 처리 관련 소유권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
 실증특례에 대한 주체별 시각차 존재

- 실증사업의 목적은 명확하지만, 사후 혁신생태계 구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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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신청준비단계: 신청준비 단순화] 제도의 복잡성으로 혼선 발생

- 준비단계에서 참여기관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는데 어려움 등 애로사항 발생
 [1단계: 효율적 업무체계] 업무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미흡

- 부처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안 기준 설정 미비
 [2단계: 전문인력 지원] 신산업관련 전문 인력 부족

-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실증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3단계: 출구전략] 출구전략 지원 미흡

- 참여기업에 대한 출구관련 가이드라인 제공이 미흡한 상황
 [4단계: 법개정을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구축 미흡
 [5단계: 사후지원체계]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형 사후지원체계 부족

-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미비
[그림 7] 규제자유특구의 실행절차 상 제도 및 주체 운영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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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요약
단계

제도 요약





[1단계]
서류신청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3단계]
실증





[4단계]
종료
(법령정비)

[5단계]
사후관리



문제원인


사전준비 단계의 복잡성
신청 기업의 참여방법 불투명
담당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하우 축척
어려움
사전준비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 어려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3
차 이후 특구 관리)이 전담기관으로 추가되
어 사업자들에게 혼선
R&D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리 규정을 준
수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특례 연장절차를
위한 실증결과보고서, 안전성 입증 등 지역
특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의무가 있
어 참여기업에게 부담


지자체는 규정에 명시된
특구계획 공고, 열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예비특구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 고지 후, 수
립된 특구계획에 대해 중

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

부처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사

업체에 대안 기준 설정 미비
신산업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
제 입증에 어려움

상시접수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스케줄 관리 어려움

규제자유특구가 지원사업 중심으
로 운영되면서 정부의존도 증가
우려

사업비가 지원되는 실증사업 등을 기획하
는 특구 계획 수립 시, 타부처 기 지원여부
사전 파악이 어려움
특구사업자 R&D 지원 시 지원 요령,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등 미흡
규제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전문가, 규제
부처의 입장이 상이하여 신청단계에서 명
확히 규제 입증과 확인이 어려움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되면
특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
의하고 특구위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심의위(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최 
심위위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특구위(위원장 : 국무
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특구 지정

신산업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 부족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에 따른
서류심사과정 차이 발생

신청서 작성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함. 분과
위원회 심의위원의 경우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음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인 경우 재정지원
요령에 따라 협약 해지 절차 및 환수 절차
추진
참여기업이 실증 취소 신청 후 특구위원회
의결 시 특구사업자 해지가 가능하며 법 상
사업비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실증특례 부여 기간은 2년으로 기간 내 실
증을 완료하기 위한 진도점검과 안전관리
차원의 모니터링 추진
지역특구법 상 특구면적 내에서 실증을 추
진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전을 의무
하고 있으며 특구 분야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규제부처에서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개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
구속력 미흡
규제 부처 담당자의 순환보직에 따라 담당
자 변경 시 법령정비 애로 가중
법개정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규제부처에
실증추진에 대한 중간 공유 체계가 중요
특구내로 이전 한 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필요
예산당국의 재정지원 예산 협의 시 실증특
례 유효기간으로 제한
실증 이후 관련 연구시설 장비는 기반조성
사업과 R&D사업의 관리체계 상이

지자체, 사업자 등을 중심
으로 예비특구계획 발굴 및
수립
부처와 지원기관은 예비특
구계획에 대해 규제여부, 사
업성 등을 위주로 검토하고
예비 특구계획 제고 지원






특구 지정 및 특례 부여 효
력 발생 후, 각 특구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개시

규제자유특구는 실증에 필
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재정지원(실증R&D, 
인프라, 사업화)하고 성공
적인 실증을 수행하도록
지원 중
실증이 완료되면 안전성

및 실증관련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임시

허가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특구가 안
착될 수 있도록 추진

지자체 사업 안내 등 사후 
연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참여기업에 대한 출구관련 가이
드라인 제공이 미흡한 상황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은 참여기업 입장에서 부담

으로 작용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인 경우
재정지원요령에 따라 협약 해지

절차 및 환수 절차 추진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구축 미흡
법개정을 위한 실증 데이터 축척

및 관리 체계 구축 미흡
부처별 의견을 조율 및 취합해

줄 수 있는 중간조직 부재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미비
실증 이후 사후관리나 실증연장 
에 관한 계획은 부족한 상황
실증이후 관련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및 활용계획 미비

STEPI Insight |

신청준비
단계

주요 쟁점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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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 단계의 복잡성으로 혼선 발생
 사전준비 단계의 복잡성

- 신청준비단계는 관리기관 많아 제도의 복잡성 가중할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이나 지자체의
경우 업무 담당자를 찾기 어려워 업무수행에 애로사항 발생
*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신청업무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정이후
업무는 지정차수에 따라 1,2차 특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차 특구 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담당. 여기서 재정지원사업(R&D 및 보조금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도입된 신속확인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규제관련 신속검토과정 지원체계 미흡
 신청 기업의 참여방법 불투명

- 규제자유특구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TP는 참여기업을 모집하거나 공고하지만,
특정주제에 대해서는 TP가 관련 전문 업체를 찾아서 문의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방법이 불투명한 상황
- 이러한 불투명한 참여기업 모집과정은 향후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방법 투명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참여기업입장에서는 지역마다 참여홍보방식이 다르고, 참여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가 없는 등 정보획득에 어려움
 담당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하우 축척 어려움

- 사업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담당자가 순환보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 참여기관은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 언급
 사전준비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 어려움

- 지자체나 TP가 직접 관계부처와 관련 규제사항을 협의해야 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위단의 조율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
 1단계 쟁점: 업무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체계 미흡
 부처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안 기준 설정 미비

-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은 타 부처와 중복적인 사업내용
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산업통상자원부 인프라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사업 등과의 중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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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중복사업들이 발생하다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
- 부처별 중복지원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NTIS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증
R&D 검토를 통해 사전에 유사사업을 확인하고 있음
STEPI Insight |

 신산업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 입증에 어려움

-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규제를 명확히 입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산업
규제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입증에 어려움 발생
*인터뷰내용: 강원도 원격의료는 명확한 규제 입증으로 향후 제도개선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규제 입증이 어려운 상황
 상시접수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스케줄 관리 어려움

- 정기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접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참여기업은 신청 준비 시 애로사항
발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부의존도 증가 우려

- 규제자유특구는 실증특례 부여 시 실증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들이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2단계 쟁점: 신산업관련 전문 인력 부족
 신산업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 부족

- 참여기업은 지역에 기반 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 해당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련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을 확장하거나 사후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측면의 제도적 보완 필요
*인터뷰내용: 광주 무인특장차에는 생산기술연구원 박사1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이끌고 있고,
경북TP의 경우 포항 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재료공정연구소 베터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박사 1명
을 경북TP 팀장으로 파견하여 업무수행 중(파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

- 신기술 분야의 실증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전문 인력 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지역인력정책과의 연계전략 필요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에 따른 서류심사과정 차이 발생

- 실증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멤버 구성의 성향이 특구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33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3단계 쟁점: 출구전략 지원 미흡
 참여기업에 대한 출구관련 가이드라인 제공이 미흡한 상황

- 특구사업자를 조정할 경우 관련 절차가 복잡한 상황임
* 예를들어 참여기업 중 1개 기업이 빠지면 특구사업자 지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데 ‘특구심의 위원회’
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실제 특구사업자의 자진철회는 두 가지 절차 상 문제를 발생. 1)특구법 측면에서 특구
사업자의 자진철회 또는 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사업자
해지를 승인, 2)재정지원사업 측면에서 보조금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처리
* 규제자유특구 R&D 사업은 20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외에도 협약 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고의로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등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를 중단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 보험금은 중도에 특례를 철회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금은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음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은 참여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특례를 부여한 관리감독기관(지자체, 중기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
- 매달 국조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성과관리의 목적으로 고용, 매출, 실증 등의 내용을
제출해야 하지만 참여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
- 국조실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취합 방식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인 대안 마련 필요
 4단계 쟁점: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에 대한11) 차별적인 제도 구축 미흡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안전성 검증은 기술실증이 아닌 사업화 실증임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규제자유특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통제를 받으며 R&D형태, 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R&D보다는 실증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예를들어 자율차 운행의 경우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의 인증기관에서 운행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사업화 실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
11) 조충호 교수님(고려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인터뷰 2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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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을 위한 실증 데이터 축척 및 관리 체계 구축 미흡

- 현재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법개정을 위한 ‘안전성’검증을 위해 용역(TP발주/지자체와
함께 비R&D예산(플랫폼지원사업, 과제당 5천정도)통해 검증)
STEPI Insight |

-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해 기업체에게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안전성 관련 용역결과물의 목차를 보면 국내외조사(안전가이드라인), 기업 데이터로 입증, 안전성검증
결과 제출의 항목이 필수로 포함
* 실증결과 보고서는 실증종료 30일 이내 제출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3개월전에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법개정을 위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사전협의 진행
 부처별 의견을 조율 및 취합해 줄 수 있는 중간조직 부재

- 법개정 단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부처의 법령 개정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
- 실제 의견조율과정에서 타부처의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 안전성 검증 결과물이(데이터와 실제 지자체-TP가 수행한 안전성에 관한 결과물) 관계
부처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잠재적 이슈 존재
[참고자료]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안전성 검증기관의 기준
* 시행령 제59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9. 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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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쟁점: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형 사후지원체계 부족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미비

- 규제자유특구는 참여기업을 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타지 업체들도 실증시작
이후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변경하면(지사형태)되고, 실증이후는 다시 본 주소지로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
* 법령에 따르면, 특구사업자는 특구계획에 포함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받은 자로서 특구 내 소재한 자(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명시, 지역혁신사업육성 취지에 따라 특구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역내기업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역외기업인 경우 특구계획을 고시하는 관보 및 특례 확인서에 ‘특구 내 이전’을 하여야 특구사업자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기재함으로서 조건부 지정이 이루어 짐.다만, 비영리 기관은 특구 내 본사 이전 또는 지점 신설(이전)이 절차상 어려움으로,
실증 R&D 외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화 지원 및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구계획에 포함
되면 역외에 소재하더라도 참여를 허용

- 중기부는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가점 부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으며,
중진공의 경우 수출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
 실증 이후 사후관리나 실증연장에 관한 계획은 부족한 상황

- 성과 중심의 제도 추진으로 선정에 제도적 노력이 집중되어 있고 실증 이후의 기반조성
사업은 미비한 실정
- ‘2+2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초기 2년은 자금적인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만 가능한 상황임
* ’22년부터 지자체가 지방비 재원을 마련하여 실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특구안착화 방안을 통해 안착화 관련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실증 연장 시 책임보험가입, 안전성 검증
입증비용 관련 재정지원 가능(1. 추가 2년 실증연장 시, 2. 임시허가를 받을 경우)
 실증이후 관련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및 활용계획 미비

- 규제자유특구는 R&D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증 중심의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의 실증관련 연구시설 장비는 실증 인프라로서 관련 사업체
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전략 제시 필요
[참고자료]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후속지원

(기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 대상 R&D 연계

(투자) 규제자유특구 펀드 : 특구내 혁신기업 대상 대규모 전용펀드 자금 조달

(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 사업장, 생산설비 구축 및 운전자금 등 지원

(수출) 수출바우처 : 수출 인증,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서비스 지원

(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시장 내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의 수의계약 허용

(세제) 투자세액공제 : 특구사업자(중소·중견) 사업용자산 투자의 소득/법인세 감면

(지자체) 창업지원 : 사무공간, 창업정보 제공, 임대료 및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자료: KIAT 사후관리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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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신청준비단계]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1단계: 서류신청] 부처별 관리체계 고도화
 [2단계: 서류 심사 및 승인] 신산업관련 전문성강화
 [3단계: 실증]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4단계: 법령정비]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필요
 [5단계: 사후관리]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표 12>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책제언(요약)
단계

쟁점
신청
준비
단순화

방향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1단계]
서류신청

효율적
업무체계

부처별 관리체계
고도화

[2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전문성
강화

신산업관련
전문성강화

신청준비
단계

[3단계]
실증

제도적
유인구조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4단계]
종료
(법령정비)

규제샌드
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5단계]
사후관리

사후지원
체계

안전성 검증체계를
위한 세부적 제도
지원 필요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정책제언
협의과정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지원체계 신설
참여방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강화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마련 필요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확대 필요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정규직화 하여 노하우 축척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지역기반의 전문가 보강
특구신청 단계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



















‘출구전략’ 관련 제도적 지원
초기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제도적 보완
국조실의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조직보강
참여기관 간 소통창구 개설을 통한 공동의 비전공유
법개정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관리체계
실증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준비 시점변경
부처별 법개정 관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필요
‘안정성’ 입증관련 범부처 수준의 해외조사 지원
실증데이터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치
부처 간 안전성 검증관련 협의과정에서 유효성을 인정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제공
사후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구축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강화
참여기업의 홍보전략 강화
사후관리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제공
특구지정 후 재정지원기간의 유연성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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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사전준비단계에서 협의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조직 신설

- 참여기관들은 각 부처별 이해관계로 인해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참여방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강화

- 규제자유특구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TP는 참여기업을 모집 및 공고하지만, 특정
주제의 경우 관련 업체를 찾아 참여를 문의하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 주도의 특구 계획 수립 시 공모 절차를 공개하고, 참여 방법과 참여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수립 필요
- 향후 이러한 참여방법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신청준비단계에서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 규제자유특구에서 신청준비단계는 참여기업들을 모집하고 관련 규제를 파악하여 제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상 가장 중요한 단계
-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담당기관의(지자체, 기업, 중기부, 관리위임기관 등) 명확한
역할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각 참여기관의 명확한 역할 부여 및 안내서 배포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정책제언 2. 부처별 관리체계 고도화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현재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관리상 부처별 서류양식, 필요서류 등의
표준화 체계 미흡
-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영역과
구분영역으로 구분한 체계 수립 필요
- 특구 계획을 심사하는 분과위원회 개최 시 타부처 지원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보제공 필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확대 전략 수립 필요

-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을 중심에 둔 규제개혁은, 산업 전체의 생태계 육성에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핵심규제를 선정하고, 이를 테마화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기업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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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정규직화 하여 노하우 축척

-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 필요
STEPI Insight |

정책제언 3. 심사과정의 합리성 유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지역기반의 전문가 활용인력 풀 보완

- 규제자유특구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대안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기업에게 기술지원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 요령을
개정 중
- 지역에서는 신산업분야의 전문영역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에 어려움
- TP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풀에 대한 전문성 강화 필요
- 지자체의 Top-down식 특구 기획 시, 특구 기획·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여
단기 전문직이나 전문가 적극 활용 필요
 특구신청 단계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신청서 작성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함.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의 경우 점검해야 할 내용이 과다
- 분과위원회 개최 시 가급적 위원장은 별도의 인력풀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4.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실증과정 중 취소하는 기업에 대한 ‘출구전략’관련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의 선택권 강화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실증관련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근거한 계약관련 보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잔액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고 언급
-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실증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관련 규정은 R&D 절차로 환급이 가능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이 이루지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미흡한 상황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초기시장 진출의 타이밍을 놓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해소하기 위해 ’안전’이라는 이유로 사업
운영 및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시장 진입이라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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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시장 진출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언급한 기업이 발생한 만큼 초기 시장진출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국조실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를 위한 내부 조직구성 보강

- 초기 신청단계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증 이후 법개정 단계에서도 부처 간의 조정과 통합
관리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초기 규제샌드박스 제도 상 명시된 국조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직 구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참여기관 간 공동의 비전공유등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 제도의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하고 있는 정부, 관리위임기관, 참여기업, 지자체 간의 소통
창구 부족으로 참여기업과 담당공무원간의 거리감 발생
 안전관리 여부는 실증의 핵심사항으로 모니터링이 불가피함을 실증 시작전에 체계화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5.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필요
 부처별 법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법개정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안전성 검증은 기술실증이 아닌 사업화 실증임으로
기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예를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의 인증기관에서 운행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사업화 실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전성 검증체계는
미흡한 실정
 실증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준비 시점을 실증 전으로 변경함으로서 잠재적 이슈 대응

- 실증 전 참여기업과 관리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 수집 데이터에 대한 정보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유한다면 이러한 잠재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처별 법개정 관련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국조실 산하 중간조직 신설

- 법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적이기도 한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부처의 법령 개정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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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처별 협의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협의대상인 부처에서는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 중기 옴부즈만, 국조실 등과 협조하여 규제부처에서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STEPI Insight |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수단 제공 필요
 우선 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안정성’ 입증관련 범부처 수준의 해외조사 지원

- 신산업 및 서비스의 예측불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성 기준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이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는 전 부처의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적이 법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에 있는 만큼 향후 해외
조사 지원을 통한 제도적 보완 필요
 안전성 검증 관련 체계구축 강화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증데이터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치하여 ‘안전성’검토 지원

(안전성 검토 이외에는 비공개 원칙)제공
- 안전성검증을 위해 기업체에게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정부는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증데이터 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을 설치하여 등 ‘안전성’
입증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부처 간 안전성 검증관련 협의과정에서 상호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체계

- 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부처 간 조정은 또
다시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지고 있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 발주 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하여,

신뢰 있는 인증기관의 참여 확대
-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인증기관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유인 구조
제공 필요
- 지역의 신산업분야 육성전략과 함께 지역에 위치한 인증기관들의 활성화 및 연계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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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6.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지역혁신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구조 제공을 통해,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전략
- 규제자유특구는 타지 업체들도 실증시작 이후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변경하면(지사
형태)되고, 실증이후는 다시 본 주소지로 이동도 자유로운 상황
- 참여기업이 대부분 역외기업이기 때문에 실증 이후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필요
 실증 인프라 관련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사후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구축

- 규제자유특구는 R&D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증 중심의 인프라 사업이 많고
규제자유특구 관련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실증이후에 관련 시설장비 처리 관련 소유권
등의 가이드라인제공 필요
 지역혁신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강화

- 향후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제도와의 연계구조 강화 필요
 참여기업의 홍보전략 강화를 통해 벤처캐피털과의 연계 구조 강화

- 현재 정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 전략은 미흡한 실정
- 우리나라도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캐피털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함
 사후관리단계에서 타 부처의 지원 사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창구 제공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들은 사후지원체계를 지원하지 않아도 타 부처에서 관련
사업이 많음으로 지원 시 평가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특구지정 후 재정지원기간의 유연성 필요

- 인프라구축지원-실증R&D지원-사업화지원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모든 재정지원은 2년으로 한정
- 단계별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고, 특구 지정 후 재정
지원 또한 3년 이상으로 확장되는 등 기간설정의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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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및 향후 발전방향

 [발전방향]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방향 1]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

- 지원 사업 보다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개정 부분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
STEPI Insight |

및 관리 필요
 [방향 2] 지역별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전체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핵심규제 선정 중요
- 예측 불가능한 규제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주도(bottom-up)에서 정부
주도(top-down)에 대한 적정한 혼용을 통해 핵심규제를 파악 필요
 [방향 3] 정부는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핵심규제 선정과정에서, 과학적 증거기반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축척한 신산업관련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관련 핵심규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방향 4] 지역기반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한 전략 수립

-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의 제도 구성상으로 보면 단발성으로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방향 5]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계 및 유인구조 제공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제도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초기 시장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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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and Regulatory Free Zone
HaeOk Choi · KwangHo Lee

Ⅰ. Introduction
 Evaluating major issues for each stage of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managerial aspects of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identifies major issues at each stage, and suggests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supplement policies in the future.
 Differentiation from former researchers in that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draws major issues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ach stage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it.
 While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it is significant that we reviewed the status of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in Japan and China at each stage, and
introduced specific examples such as Super City(Japan) and Xiong'an New
Area(China).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Promotion of strategies in connection with future regional innovation through

demonstration of regulations that were previously blocked within a limited
spatial range.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promotes strategies
linked to regional innovation in the future by demonstrating previously blocked
regulations within a limited spatial range.

- The discipline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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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ct」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whose main content is to apply special measures to overall new services or
products without any spatial restrictions.
- On the premise of the designation of a regulatory free zone, special
measures are applied to regional innovative growth projects 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promoted within the zo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rules for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 For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rule on how the innov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economy will be substantially impacted through this policy.
- In the case of the Special Regional Zone Act or the Smart City Act, specific
new technologies or new products are not specified as targets, and
macro-projects of a public nature premised on a specific administrative
plan are subject to empirical special cases. no difference exists.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and conducts research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Differentiate from former research focused on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 Analysis focusing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gulatory Free Zone)
- Significance of identifying issues for each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ng system from a life cycle perspective and
suggesting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in the future.


Identification of issues through focused interviews with experts in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Identify issues and derive future policy
task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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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ase study: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were drawn in Korea, through step-by-step analysis of
STEPI Insight |

regulatory sandboxs in Japan and China.
 [Implication 1. Regional-level regulatory reform] Japan operates as one of the

regulatory reform menus in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a
regional-level regulatory reform (regional-specific regulatory sandbox)
 [Implication 2. Securing the Promotion System] Japan Super City prepares a

project promotion system, such as promoting a “joint review committee”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project budgets between ministries.
 [Implication 3. Reinforcement of regional leadership] China established a

‘comprehensive reform pilot zone’ to solve the problem of constrain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granted priority to institutional reform
to the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the pilot zone.
 [Implication 4. Granting the right to system innovation to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in China are given the ‘right to trial and error’,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so that they can carry out institutional reform within their
authority without fear of consequences.

Ⅲ. Analysis of major issues and causes of problems in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1.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Summary of Smart City Regulatory Sandbox Scheme and Derivation of Key Issues
 [Stage 1 Issue: Efficient Work System] Expected to be confused by the change

in operation method.
- Expected confusion in system operation due to change of operation and
management method.
 [Stage 2 Issue: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Insufficient manag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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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system for government subsidies.
- Inadequate setting of standards for companies receiving multiple benefits
from government subsidies.
 [Stage 3 Issue: Institutional Incentive Structure] Insufficient institutional

incentive structure due to empirical participation.
-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causes problems such as
missing the timing of entering the initial market.
 [Step 4 Issue: Support for Law Revision] Delay in preparation for law revision

- In progress referring to the project-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of other
ministries.
 [Step 5 Issue: Post-Support System] Lack of post-support system to create

practical effects.
- Insufficient support system after demonstration of offshore companies in
terms of establishing a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2. Regulatory Free Zone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and issues in the Regulatory Free Zone
 [Application preparation stage: Simplification of application preparation]

Confusion caused by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 In the preparation stage, there are man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so there
are difficulties such as difficulty in finding a person in charge.
 [Phase 1] Issue: Efficient work system] Insufficient efficient operation system for

work and management system.
- Inadequate setting of alternative standards for businesses that provide
overlapping support by department.
 [Phase 2] Issue: Support for Professional Manpower]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related to new industry.
-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o support the demonstration of new
industri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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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3] Issue: Exit Strategy] Insufficient support for exit strategy.

- Insufficient provision of exit-related guidelines to participating companies.
STEPI Insight |

 [Step 4] Issue: Safety Verification for Law Revision] Lack of a regulatory

sandbox-type safety verification system.
- Inadequate establishment of a differential system for regulatory sandbox-type
safety verification.
 [Level 5] Issue: Post-Support System] Lack of regional innovation-type post-

support system to create practical effects.
- Lack of continuous linkage strategies such as creating an innovative
ecosystem in the region after the demonstration.

Ⅳ. Policy recommendation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ach stage of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are summarized as follows.
 [Policy Recommendation 1] Propose alternative solutions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 Establishment of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that can support the
consultation process in the preliminary preparation stage.
- Reinforcement of procedural rationality for participation methods.
- Suggest alternatives that can solve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in the
application preparation stage.
 [Policy Suggestion 2] Advancement of management system through standardization by

department.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rough standardization by
department.
- Establishment of expansion strategy for participating companies by providing
various options.
-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know-how by making rotational posi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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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icials in charge regular positions.
 [Policy Recommendation 3] Reinforcement of expertise to maintain rationality in

the review process.
- Complementing the pool of local-based experts in new industries and services.
- There is a nee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zones focusing on key issues.
 [Policy Recommendation 4] Provision of institutional incentives according to

empirical participation.
- Strengthen the options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related to ‘exit strategy’ for companies that cancel during the
demonstration process.
- Prepare a plan to prevent companies from missing the timing of entering the
initial market by participating in the system.
- Reinforcement of internal organizational structure to strengthen the integrated
management function of the Office of National Affairs.
- Open communication channels to share a common vision amo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olicy Recommendation 5] Regulatory Sandbox Safety Verification System.

[Law revision management and operation support]
-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for

‘regulatory sandbox-type safety

verification’ for law revision.
- Response to potential issues by changing the time of service preparation for
verification of empirical safety to before verification.
- Establishment of an interim organization under the Office of National Affairs
that can coordinate opinions related to law revision by ministries.
-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lect key new industrial fields and support the
overseas investig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related to ‘stability’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safety verification-related systems]
- Provision of 'safety' review support(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except
safety review) by establishing mandatory provisions for the provision of
empirical data generated during the ve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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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need for an interim support system that can recognize mutual
effectiveness in the inter-ministerial safety verification-related consul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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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ordering services for safety verification, specify an organization that can
verify data-based safety and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rusted certification
organizations.
 [Policy Suggestion 6] Reinforcement of follow-up support for full-fledged new

technology and service activation.
- Continuous linkage strategies such as creating an innovative ecosystem in the
region after demonstration by providing an incentive structure for companies
to stay in the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 Establishment of follow-up management system and utilization plan for
research facility equipment related to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 Reinforcement of follow-up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through
establishmen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y in terms of regional
innovation.
- Strengthen the linkage structure with venture capital by strengthening the PR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mpanies.
- Provide a window that serves as a guideline to introduce support projects of
other ministries during the follow-up management stage.
- Requires flexibility in the financial support period after designation of a zone.
 The future direction of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development

is suggested as follows.
 [Direction 1]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gional innovation-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regulatory reform should be focused on.
-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d manage the system with a focus on law revision
to fundamentally reform regulations rather than support projects.
 [Direction 2] It is important to select core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entire industrial ecosystem in the new industries and service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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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tends to foster by region.
- In order to respond to unpredictable regulatory issu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ore regulations through an appropriate mix of the existing
private-led (bottom-up) and government-led (top-down).
 [Direction 3] The government needs to present scientific evidence-based

opinion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ore regulations for new industries and
services.
- It is necessary to present relevant core regulations by analyzing and utilizing
the data on regulatory complaints related to new industries that the
government has accumulated.
 [Direction

4]

Establishment

of

strategies

in connection with region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 Consider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structure,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is highly likely to be terminated in a single event,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o manage and operate it.
 [Direction 5] In order to activate the system, it is linked with performance

creation in the follow-up management stage.
-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o that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bear the risk of initial market failure by actively linking with
the government's innovative public procurement system.

52

STEPI Insight 발간 현황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22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022.01.17.

제285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 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2021.12.31.

제284호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전망과 혁신전략

2021.12.22.

제283호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지원･육성 현황 및 개선 방향

2021.12.15.

제282호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2021.12.01.

제281호

R&I(Research & Innovation)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기반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의 이해와 사례

2021.11.25.

제280호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2021.10.18.

제279호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2021.08.30.

제278호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및 활성화 방향 - KIS 2020, CIS 2018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2021.08.02.

제277호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2021.07.26.

제276호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2021.07.05.

제275호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2021.06.01.

제274호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향

2021.05.17.

제273호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

2021.05.12.

제272호

혁신정책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시스템 평가체계 구축 방안

2021.05.03.

제271호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2021.04.26.

제270호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04.08.

제269호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과 지속가능성 진단

2021.03.22.

제268호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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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Insight |

제286호

2021년

2020년

53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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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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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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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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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경력 |
∙ 2016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연구실적 |

최해옥

∙ 최해옥 외(2021),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해옥 외(2021),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STEPI Insight , 267호.
∙ 최해옥 외(2021),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상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43권 제4호, pp.155-172.
∙ 최해옥(2021),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주체 간 인식유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pp.149-162.
∙ 최해옥(2021), ｢Q방법론을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갈등구조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6호,
pp.1219-1238.
∙ 최해옥 외(2021),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당사자 간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pp.3-26.
∙ 최해옥(2017), 「규제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동향과 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
(email: leekh@stepi.re.kr / Tel: 044-287-2143)

| 주요경력 |
∙ 2003 – 현재
∙ 2016 – 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

| 주요연구실적 |

이광호

∙
∙
∙
∙
∙
∙

이광호 외(2017∼2021),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외(2021),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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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특집호.

STEPI Insight | 제286호
발행인

문미옥

발행일

2022년 1월 17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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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략기획경영본부 대외협력팀(044-287-2035)

FAX

044-287-2067

인쇄처

미래미디어(02-8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