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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 약
규제자유특구 운영 제도개선 제언 필요성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기반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 최초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등 해당 제도의 환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특구 지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기업의 유입 등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증특례에 따른 성과는 다소 부족
규제자유특구사업 중･장기 추진 방향 재설계 등 제도개선 제언 필요

규제자유특구 제도 진단 및 제언
규제자유특구 신규 개소 수를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 유도하고 성과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특례 실증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를 위한 지원에 초점두는 방향으로 역량
집중 필요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므로 신규 수립하여 규제 특례 전략 분야 선정하고 전략적 지정
필요
특구별 적정 과제 수 관리 강화 및 법령 정비 예상 속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 필요
특구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배제, 타 지역개발 사업 지표 재활용 대신 규제자유
특구만의 규제특례 관련 고유 성과지표 고안 필요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 일부 항목 사용을 제한하고 R&D 실증 비용
위주로 사용하도록 개편하며 실증성과에 따라 후불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실증 2년 동안은 R&D 재정 지원, 2년 이후에는 육성에 필요한 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여 실증사업 중단 우려 해소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조문을 개선하고 현장 필요사항을 반영한 조문 신설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상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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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 지향점
실증 결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제도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부응하는 규제혁신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인 “규제자유특구 분석을 통한 제도･법제 개선
연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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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e counsel called for improvising the operating system of the Free Regulatory
Zone
Review and modify the system workflow (as needed) due to the past expiration
of special Free Regulatory Zone designation, which is “regional-based regulatory
sandbox type”, initially put in place for a two year term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regulatory free zones and suggest strategies
for the direction of mid- to long-term promotion redesign
Insufficient regulatory innovation outcomes from regulatory special cases
despite notable outputs in job creation, sales increase, and company inflows
which are resulting i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uggestions for the Free Regulatory Zone system
Limit the number of new locations to focus on legal improvement support,
thereby selectively strengthening performance management
Set a mid- to long-term plan, entailing a new special regulatory strategic field
establishment to designate strategies
Reinforce the limit for the number of tasks in each special zone and prioritize
legal improvements based on the expected enactment timeline
Devise unique performance indicators by excluding performance indicators
that do not meet the performance goals, instead of recycling indicators designed
for unrelated projects
Limit the use of some items such research allowances and/or indirect expenses,
to focus on R&D demonstration costs, and consider reimbursements based
on empi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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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dynamic on-site support, such as providing R&D financial support
for initial two years and diverting it to financial, manpower, and location support
later as needed to resolve concerns over the suspension of demonstration projects
Improvise and establish regulations that reflect on-site needs, instead of being
fixated on manuals

Summary of suggestions
Renovate system to improve regulations based on on-site outcome, particularly
by strengthening the prompt support system for participating entities to
maximize the return on investment and the benefit of participation
Revise the system to respond promptly to the on-site trend and emerging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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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의의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한･중･일 분업구조 재편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국내 기업의 입지 선택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기업 유치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
- 특히,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요구
- 지역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규제특례를 중앙정부가
일괄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 구축 필요
각종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 구역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18.9월), 시행(’19.4월)
- 시･도별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에 기반하여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 신청에서 제외함

전국 단위에 즉시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지역별 산업맞춤으로 일정 공간 및
기간을 한정하여 시행
-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 일반적인 규제 샌드박스와는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과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하고 맞춤형 패키지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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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특징
규제혁신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 해당 부처의 규제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 시 시･도지사는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는 제도
규제자유특구법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 실증특례라고 부르기도 하며,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
규제자유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
(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 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규제자유특구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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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와 같이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가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 부여받는 특례 외에도 기존 특화발전특구와 같이 기존 법령상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례조항을 열거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각각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제특례
- 규제자유특구에서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소위 ‘메뉴판식 규제특례’
※ 규제자유특구법 제2장 제2절의 123개 항목 + 제3장 제3절의 78개 항목으로 기존 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규제자유특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규제자유특구 입법과 함께
추가적인 사항이 별도의 장으로 추가된 것임

- 기존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일반적 규제특례를 분야별로
나누면 총 201개의 규제 적용 특례
※ 실제 조문 숫자가 201개는 아님

- 규제자유특구만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색
※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는 타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대동소이한데, 규제자유특구가
다른 규제 샌드박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이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라 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2021)

[그림 1] 규제자유특구 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홈페이지)
3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
-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①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②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③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세액 조세 감면 가능
“지역 기반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 (신청 절차) 시･도지사 신청 → 중기부 장관 → 관계기관 협의 →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사전 검토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 → 규제자유특구
지정･고시(중기부 장관) 순으로 지정
-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 제안 가능
※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 등의 제안 수용해야 함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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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19)

[그림 2]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19.7월 1차 특구 지정 후 총 14개 시･도 28개 특구 지정 및 예산 지원
- ’21.6월 기준, 총 4차례에 걸쳐 총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1)
※ 1차(’19.7월, 7개), 2차(’19.11월, 7개), 3차(’20.7월, 7개), 4차(’20.11월, 3개)

(규제특례) 24개 특구 63개 사업에 총 128개의 규제특례를 허용
(실증현황) 특구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1･2차 특구에서는 실증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3･4차 특구는 실증착수 준비 중
- (1차 특구) 제품 성능평가,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마치고 관계부처(전문기관)와
안전성 입증 절차를 거쳐 실증을 마무리하는 단계
- (2차 특구) 사업별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실증 착수 단계
- (3･4차 특구)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 전담조직 및 안전위원회 구성, 장비구축 준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 준비 단계

1) ’21.7월에 지정된 5차 규제자유특구는 본 이슈페이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5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1)

[그림 3]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21.6월 기준 24개)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개선 제언 필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최초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등 해당
제도의 환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1차 특구의 실증 기간이 원칙적으로 만료함에 따라 성과 가시화 단계로, 다양한 사업화
추진 기대
※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특구사업자)의 매출 증가, 특허 출원, 주요 핵심부품 국산화, 시제품 생산 등
기술경쟁력 향상 및 수출 기회 확대

- 한편, 규제 특례 부여가 종료되고 새로운 특구가 지속 지정되기 위한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할 시점
규제자유특구 현황 분석을 통한 중･장기 추진 방향 재설계 등 제도 개선 제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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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자유특구 제도 진단 및 개선안 제언

1.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 수의 특구 지정 필요
(현황) 매년 신규 지정은 지자체 경쟁 둔화 예상
※ 현재까지 총 4차례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평균 차수 당 6개, 연 12개)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16개 관리 예상됨(<그림 4>)

중복적인 아이템 및 파급력이 떨어진 규제 특례 요청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규제 완화
효과 하락
- 신규 특구 지정을 위한 기획, 선정 및 특구 내 규제특례 사항 부처 간 조율･협의 등
업무 범위 확장 및 특구별 실증 운영･성과 관리, 평가 등 관리 업무 가중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규제자유특구 개소 수로 인해 특구별 고도화 및 후속 조치 업무
난항 우려
- 특구 분배 지정 등으로 14개 시･도지사가 최소 1개 이상 특구 지정 가능하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필요

[그림 4] 규제자유특구 개소 수 추이 예상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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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제언) 규제자유특구 신규 개소 수를 제한하여 선택과 집중 유도
규제자유특구가 매년 3개 지정된다는 가정하여, 2년 연장 가능(2+2년)하므로, 모두 연장됨을
가정하면 매년 9개 정도로 관리 가능
소관 부처 등은 특례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저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 등을 점검하는 등 지정된 특구 관리에 집중
규제특례 실증사항을 바탕으로 법령정비를 위한 지원 강화

2. 규제자유특구 육성 운영 계획 마련 및 전략적 특구 지정 등을 통한 특구 질적 관리
고도화
(현황 및 문제점) 민간기업 제안 및 지자체 개별 신청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특구
지정으로 중･장기적 운영 방향 부재
(상향식 운영 한계) 지자체 의견의 적극적 수렴은 장점이나 ① 지자체 간 유사･중복*,
② 전 지역의 규제자유특구화**, ③ 기업･지자체의 특례･지원 사항 평가 등을 위한 복잡다단
절차 발생***
* 바이오･의료･헬스, 자율･친환경 이동수단 등으로 일부 아이템으로 국한되는 현상발생
** 현재까지 비수도권에 총 24개 특구 지정･운영
*** 사전컨설팅･분과위원회 등 특구 지정 전 위원회 진행이 평균적으로 약 37회 발생

(운영 계획 부재)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특례와 맞춤형 정부지원 등 “지역
특구 육성 목적 운영 계획” 부재
-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규제자유특구 육성계획에 따라 지자체･특구분야･실증과제,
사업자 수의 조절･제한이 부족
- 소위 ‘특구 졸업기업’에 대한 관리 및 타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개선방안) 일부 하향식(top-down) 지정 사례*를 참고하여 전면적인 “전략적 특구” 지정
방식으로 제도 개편
* 4차 특구 지정 시,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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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전략적 지정)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규제 특례 전략 분야 선정 후, 지자체별
효과성･형평성* 등에 맞는 특구 지정
* 기존 특구와의 상승효과(synergy) 및 지역 육성에 소외된 지역 고려

- 차수별 평균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최대 2개 지역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특구 지정
※ 유사한 제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는 광역특구와 강소특구로 구성, 광역특구는
’15년 이후 추가 지정이 없으며, 이후 지역 내 기관 중심의 강소특구만을 지정하여 총 개소 수(12개)를
’19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며 특구의 질적 강화 추진

- 이후, 지자체･지역기업 의견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특구 지정 필요
- 상향식 지정의 경우에도 ’22년부터 규제자유특구는 약 14개로 그 개소 수가 일정히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전략적인 하향식 특구 지정에도 제도 정착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 수는
유지
* 규제자유특구는 2년 지정(이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되는 것을 기준으로 매년 7개 선정 시
’22년부터는 14개의 특구 개소 수 유지(2년마다 특구 내용 일부 변경)

- 관계 부처 및 산업별 T/F에서 기업 및 인프라 분포 등 지역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순위
마련
-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산업보다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 우선 선정
(특구 내 실증과제･기업 조정) 산업별 국내외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실증 기업 선정 여부 검토
-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여부 및 향후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
※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First-mover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특례 부여

- 산업 규모가 큰 경우 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자체별 산업을 조정하고 중복을 최대한 지양하되,
지자체에서 제출한 규제특례 및 지원방안을 토대로 기업 수나 과제 수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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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자유특구 적정 과제 수, 법령 정비 예상 속도에 따른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특구사업자 비공모 선정, 낮은 법령 정비 속도
(특구 사업자 비공모 선정) 공모 등 경쟁 없이 R&D과제와 그 수행기업(특구사업자)을
특구 계획을 통해 사전에 지정하므로, 해당 특구 내 적정 과제 수 및 주관･참여 기업에
관한 관리 상대적 강화 필요
(낮은 법령 정비 속도) 4차까지 총 132개 규제특례가 확정되었지만, 1･2차 특구 37개
실증사업의 56개 법령정비안 마련을 ’21.4~6월에야 진행

(개선방안) 특구별 적정 과제 수 관리, 법령 정비 속도 따른 차별적 관리
(적정 과제 수･사업자 관리) 사업자 요건 등을 통한 공통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사업자의 관련 예산 이중수혜 여부 검토, 설립예정 사업자 배제 등 지정 요건 강화

- 다만, R&D과제 없이 기업 자체 재원으로 실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구 사업자 수
집계 시 제외 가능
(규제개선 예상 속도에 따른 관리) 규제법령 정비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 특구 및 사업자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역할(재정 지원 여부나 법령정비 실무 지원 여부 등) 차별화
- (안전성 입증 용이 혹은 기존 기술력･인프라로 실증 가능한 경우) 예산 지원 생략 혹은
소액 지원, 임시허가, 법령 정비 위주 지원
- (행정규칙 개정만 필요한 경우) 중기부는 특구 조직과 관계부처 간 협의 진도 점검 및
협조 요청사항 중심으로 지원 ⇔ (법･시행령 개정 필요한 경우) 법령정비 TF 중점 사안에
포함

4. 규제자유특구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발굴 노력
(현황 및 문제점)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지표 부족
※ 타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비교하기가 어려움

(당연 달성 성과 지표) R&D 예산 지원에 따라 규제유예 수는 해당 특구 지자체에서,
입주 기업･신규 채용 수는 특례 적용 기업이 당연히 달성 가능한 지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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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부재) 유의미한 실증 수행 여부, 관련 법령 개정･폐지 건수,
관련 노력 등이 지표로 부재

(개선방안) 기존 특구 평가지표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규제자유특구 고유의
지표 고안 필요
(성과 목표 분리) ‘규제특례’ 성과 목표와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분리하여 방향성 구체화
필요
(정량 성과 지표 추가) 실증 수행 완료 여부 및 소요 시간, 법령 정비 여부 수, 실증 결과
기반 시제품 제작 건수 등
(정성 성과 지표 추가) 중앙정부･지자체 유관 사업과의 상승효과, 지자체 기존 산업과의
상승효과 등

5. R&D 실증 비용 지원 중심으로의 예산 편성 검토
(현황 및 문제점) 신기술･신서비스 실증특례 지원을 위한 R&D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R&D 과제 항목’ 구조
(사용용도) 기업별 실증특례 지원 예산이 ‘해당 규제특례 실증에 집중’하지 않고 통상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설정
*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 및 간접비(연구지원 등)는 특구 내 실증과 관련성 낮음

(개선방안) 규제특례 위한 R&D 실증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용도 제한 관리, 성과기반 재정
인센티브 도입
(연구개발비 일부 항목 사용 제한) 실증과 관련도 낮은 연구개발비 항목의 사용 제한
가능
* 정부 R&D 과제는 `21.1.1.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적용받고 있는 바 혁신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R&D 과제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특구 내 실증 R&D 지원을 위한 정책지정 과제의 연구개발비이므로 예산 편성 시 타
일반 R&D 과제와 달리 실증과 관련도 높은 항목 위주로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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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실증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계상을 불허하고, 연구활동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협약 시 관리 필요
(재정 인센티브) 특구 내 기업의 R&D 실증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후불형 방식으로
R&D 실증비용 추가 지원
- (예시) 정부 연구개발비는 최초 50%만 협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 최종
평가 시 R&D실증에 관한 기술평가 내지 상용화평가에서 모두 성공 판정을 받는 기업에
대해 나머지 연구개발비 50%를 인센티브 형태로 사후 지급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정 과제 모두 규제특례 적용 지원하되 성과
평가 후 일부 우수 과제에 한해 1년간 R&D 실증 사업비 지원

- 특구사업자와의 인터뷰 중, “실증특례 등을 통해 규제 완화만 명확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활을 걸고 사업하는 것이므로 신용담보, 융자대출 등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R&D 연구비 주느라, 절차 복잡하고, 입금 늦어지고, 또 차후에
일반 R&D과제랑 동일하게 연구과제 평가, 정산, 관리 등에 대응하느라 비효율적이다.
진짜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연구비 지원없어도 다 알아서 한다.” 등이 언급되기도 함

6. 정책 목표에 맞는 지원 패키지 구성 등 지원 체계 다양화
(현황 및 문제점) 특구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사업만 국한되어 추진
지속
구

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화
지원

지원기간 및 평균지원금액
2년, 1,000백만원/년 내외

과제기획･발굴

1년, 350백만원/년

책임보험료지원, 제품상용화지원,
판로지원

2년, 70백만원/년

인프라(기반시설･장비 구축)

특구지정기간 내, 지원금액 별도 예산심의

(개선방안)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 패키지 편성
(실증 종료 기업은 원칙적 재정 지원 제한) 실증 2년 동안은 R&D 재정 지원, 2년 이후에는
육성에 필요한 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여 실증사업 중단 우려 해소
- 1차･2차 14개 특구의 특구별 15개사 기준으로 책임보험, 시험･평가비용, 판로지원 등
목적 기업당 30백만 원 지원할 것을 산출하였으나 210개사 동일 지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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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특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 확대
-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 등에 특구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 지원
- 대기업이 특구 내 투자 시 투자･대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세제지원) 지방이전 기업 등 특구 기업 대상 세제 지원 검토
(인력양성지원) 지자체의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연계
* 기존에 소규모로 지원했던 각종 사업의 패키지화 지원

(인력수급지원) 특구 내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구인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규제자유특구
플랫폼으로 실시간 공유
(정주여건 개선 지원) 특구 내 단지의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개선

7. 기술변화를 반영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상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노후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과 달리
규제자유특구법의 큰 특징이기는 하나, 해당 내용은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했던 규제프리존TF에서 시작하여 작성된 내용
- 최근 큰 규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바이오 분야,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공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메뉴판식 규제특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은
찾기가 쉽지 않음
- 특히, 2020년 데이터3법 개정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비식별화 등에 관한
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메뉴판식 규제특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아직 미반영
규제자유특구법 제11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
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자유특구 내 설치된 사물
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는 2020.2.4.자로 조문이 삭제되고, 일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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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만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비차별성) 기존 지역특화특구에서 활용되는 규제특례도
그대로 포함되어 201개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 규제자유특구보다는 지역특화특구 사업의
목적에 상대적으로 부합하는 규정이 존재
규제자유특구법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신기술 등과 무관한 규제특례 사항) 200여개가 넘는 규제특례 중에 일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신기술, 신서비스와는 무관한 규제특례가 다수 포함
규제자유특구법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개선방안) 상시적인 ‘메뉴판식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연구 필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말그대로 ‘메뉴판’과 같은 개념으로, 매년 법령 개정이 된 사항,
개선이 되어 불필요한 ‘규제완화’는 ‘메뉴판’에서 삭제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메뉴판’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과세 특례의 사항을 매년 법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형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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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규제자유특구 운영 제도 분석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의 검토
필요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 수의 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육성 운영 계획 마련 및 전략적 특구 지정 등을 통한 특구 질적 관리 고도화
규제자유특구 적정 과제 수, 법령 정비 예상 속도에 따른 관리
규제자유특구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발굴 노력
R&D 실증 비용 지원 중심으로의 예산 편성 검토
정책 목표에 맞는 지원 패키지 구성 등 지원 체계 다양화
기술변화를 반영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상시 개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이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제도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규제자유특구는 산업기술 혁신 속도에 맞춰 법령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구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업 모델의 혁신성 및 안전성이
테스트되고, 입증 결과는 관련 법령 정비 시 활용
실증 결과에 기반하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제 개선 가능
지역 기반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규제특례를 통한 규정 개정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야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로서 기능 가능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개별 부처 및 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집행되었던 규제개혁이 합의제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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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범부처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기반으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가능
규제를 개선한다는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양적인 성과보다는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운영 필요
혁신이라는 가치가 규제자유특구를 대변하는 개념이므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
유특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혁신성을 항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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