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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신 이고 략 인 성장을 지원하기 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 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 를 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신성장사업 는 지역 략산업에 해 신 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 다. 그러나 김경
수 의원이 33인을 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표하여 의안
을 제출하 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 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 ,
명칭, 용범 , 추진체계, 규제 신 3종 세트의 용, 메뉴 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
지 논쟁이 발생하 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 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 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면 개정됨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 을 비교분석하고, 쟁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 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 특구, 지역 략산업, 지역 신성장사업, 규제 신 3종세트, 국가균형발

Abstract Special Act on Regulatory Freedom Zone and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t" introduced a new 
type of 'Freedom Special Zone of Regulation' that is leg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Special Districts for 
Reg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to support the innovative and strategic growth of the areas, and even passed 
a number of legal grounds for providing innovative regul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within the Special Districts. Starting with the bill legislation proposed by The Parliament 
Members, Kim Kyung-soo on behalf of 33 suggestors, Choo Kyung-ho, Jung Sung-ho and Hong Il-pyo submitted 
the bill legislation on behalf of 10 to 12 proposers, respectively. As a major matter of issue, the purpose, designation, 
scope of application, promotion system, application of A Bill of Three kind on Regulatory Innov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ny kind of regulation as like types of menu, special cases, punitive regulations, and so 
on have been argued until the end of the bill propos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ill suggested by the Parliament members and bill approved already are to be compared and analyzed to confirm 
how the items on issue were reflected for the bill finally and to draw up measures for the correct opera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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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 은 역사 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인류에게 많은 편의와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환

경오염 등 그에따른 부작용이 발생하 다. 이에 세계 각

국은 기술의 활용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을 심으로 규제를 명문화하여 제재하기

시작하 고 이는 세계 인 심사로 떠오르게되었다[1].

세계의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변하는 기술을규제가 따

라잡을 수 없는 수 에 다다르자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

고 실증을 통해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규제완화에

을 두기 시작하 다[2].

처음에는 일부 개별법에 한 특례를 인정하는 수

에서 시작하 으나 실질 인 효과는 높지않았고 신

인 신기술을 연구하기에는 더 폭넓은규제완화가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부터 규제 리존 특별법안

은 지역의 강 을 활용한 선택과 집 을 통해 지역 주도

의 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해서는 국단 로 도

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하기 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이었다가 2018년 10월「지역특화

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부개정법률안」으로 기

존 법률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201개의 특례를 확 · 용

하고 규제3종세트를 도입하여 우선 허용 원칙에 따른 네

거티 식 규제특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3]. 폭

넓은 규제특례가 용되자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IoT 등 신산업분야에서 신 인 실험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 으며 미래먹거리

를 한 과학기술을 빠르게 선 해나가고 있다[4].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한논의가 학계와

산업계 등으로부터 꾸 히제기되어왔으며 2018년 3월에

김경수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본격 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었다[5][6].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 을 도모하고자 특정지역

에 규제에 한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안

이나 환경을 히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제

도이기 때문에 규제특례의 범 와 리감독등의 방법에

하여 의원 간의 립이 첨 하게 이어져오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김

경수·정성호·추경호·홍일표 의원의 규제자유특구 련

법안과 국가 법률 정보를 통해 공개된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을 비교·분석

을 통해 입법목 , 용범 , 추진체계, 규제특례, 징벌규

정 등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규제특례법

을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한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8].

2. 진경과  주 안 비

2.1 진경과

2018년 3월 15일김경수 의원이 표 발의한 「지역특

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부개정법률안」은 제

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 소벤처기업

원회(2018. 4. 9.)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문 원 검토

보고를 듣고 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 원회에 회부되

었고, 2018년 8월 16일 추경호의원이 표 발의한「지역

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부개정법률안」과

2018년 8월 20일 정성호의원이 표 발의한 「지역특화

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부개정법률안」은 「국

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원장이 간사와 의를

거쳐 각각 2018년 8월 21일 소벤처기업소 원회에 직

회부되었으며, 2018년 8월 23일 홍일표의원이 표발

의 한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부개정

법률안」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원장이

간사와 의를 거쳐 2018년 8월 24일 소벤처기업소

원회에 직 회부되었고 2018년 9월 20일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 에 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 다.

이 법률안은 지역의 신 이고 략 인 성장을 지

원하기 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 특구와는 구별

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 를

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신성장사업 는 지역 략산업에 해 신

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2.2 경수 원 안( 안 호12489)

2018년 3월 김경수 의원이 표 발의한 부개정안에

서는 측 불가능한 4차 산업 명에 효율 으로 응하

기 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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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다. 기존의 지역특화발 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 를 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 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신성장사업에 해 신 인 규제특례를 부여할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해 제안되었다.[9]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 규제특례 등의 용을 통해

국가균형발 과 지역 신성장에 기여하고자 수도권을

신특구의 지정 상에서 제외한다.

지역 신성장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 등과 공동

으로 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소벤처기업부장 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앙행정기 과 국가균형발 원회

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 신성장특구 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소벤처기업부장 이 지정·고시한다.

지역 신성장특구에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한 특례를 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자체는

특구 내 신사업의 육성을 하여 세제지원 부담

을 감면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징벌규정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등을 받은 자나 고의로 취소된 임시허가 등을 계속한 자

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하

고 과실로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하 거나

취소된 실증특례를 용한자 는 특례에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3천만원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3 정 호 원 안( 안 호 14962)

2018년 8월 20일 정성호의원이 표발의한 부개정

안에서는 김경수 의원 안과 동일한규제특례를 규정하면

서도 신특구의 지정 상을 비수도권 외에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수도권 지역에는

신특구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지정방법 등 추진체계는 김경수 의원안과 동일하고,

정부는 특구에 한 세제지원 부담 감면과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다. 한 징벌의 수 도 같다.

2.4 경호 원 안( 안 호14906)

2018년 8월 16일 추경호의원이 표발의한 부개정

안의 목 도 규제 리존특구의 운 을 통하여 지역 략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진하고 지역의 균형발 과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있다.

추진체계로는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의 지역 신성장

특구 원회의 역할을 규제 리존특구 특별 원회가 수

행하며 원장은 소벤처기업부장 이 된다. 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여 규제 리존특구사무국을 둔다. 규제

신3종세트에 한 사항은 그 내용이 유사하여 별도로

언 할 사항이 없으나 연구개발특구법에 한 특례 등의

메뉴 식 규제특례가 상당 수 제안되고 있다.

징벌규정은 김경수·정성호의원안에 비하여 크게 처벌

수 를 완화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등

을 받은 자나 고의로 취소된 임시허가 등을 계속한 자에

게는 3년이하의 징역 는 3천만 원이하의 벌 에 처하

고 취소된 특례 사업 활동을 계속하 거나 취소된 실증

특례를 용한자 는 특례에 따른 손해배상방안을 마련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간 180일을 과하여 공유민

박업을 한자에게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5 홍 표 원 안( 안 호15018)

홍일표의원이 2018년 8월 23일 발의한 부개정안에

서는 규제 리존특구 원회의 원장을 국무총리로 정

한다. 한 추경호의원안에서 규제 리존의 지정 상으

로 수도권을 부 제외하고 있는 반면 홍일표의원안에서

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

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

른 지역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수도권이라도

규제 리존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

정한 특례 징벌규정 등에 하여는 추경호의원안과

동일하다.

2.6 통과 안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에서는 김경수·홍일표의원안

과 같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상이 되는 지역에서 수

도권을 완 히 제외하 다[9].

김경수·정성호의원안의 지역 신성장특구 추경호·

홍일표의원안의 규제 리존은 통과법안에서 규제자유특

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특구용어의 변경에 따라 지

역 신성장특구 원회 규제 리존특구특별 원회도

규제자유특구 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주요 의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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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은 같다.

용되는 규제특례는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에서 제

안된 특례를 기본으로 추경호·홍일표 의원 안에서 제안

된 특례에서 의료법에 한 특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최

종 통과법안에 반 되었다. 규제 신 3종 세트의 용어도

최종 으로 규제의 신속 확인(제85조), 실증을 한특례

(제86조 내지 제89조), 임시허가(제90조, 제91조)로 변경

되었다.

징벌규정은 추경호·홍일표 의원 안 로 완화되어 거

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임시허가 등을 받은 자는 3년이

하의 징역 는 3천만원이하의 벌 에 처하고 취소된 특

례를 계속하여 용한자 는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으로 반 되었으나 공유민박업 조항이 최종 으로

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과태료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3. 개정안 비  

3.1  목적  특  명칭

비교 상인 네 법안의 입법목 은 역지방자치단체

별 특성을 반 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에서 과감한 규제개 등

을 용하여 극 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고경제를 활

성화하려는 것으로 유사하다. 다만 특구를 지칭하는 용

어로써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은 지역 신성장특구, 추

경호·홍일표 의원 안은 규제 리존특구, 통과된 법률안

에서는 규제자유특구로 표기하고 있다[10,11].

Table 1. The Name of Proposed Bill

Sortation Legal proposition name(법률제안명)

Kim Kyung-soo ·
Jung Sung-h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Special Act on Regulation of Regional
Special Distric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Choo Kyung-h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Special Act on Regulation of Special
Districts for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and Regulatory Free Zone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Hong Il-py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Special Act on Regulation on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Areas and
Regulatory Deregulation Area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a bill of passage
Special Act on Regulatory Freedom Zone
and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3.2 본적 체계  주  규정사항

김경수·정성호 의원안과 추경호·홍일표 의원 안은

상사업의 선정방식, 결정주체 차, 규제특례 등의

용범 , 산업별 특례의 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규제특

례의 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의 경우 지역 신성장특구/지역

리존특구의 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역지방자

치단체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성호 의원안은 국가

균형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포함시키고 있고 홍일표 의

원 안은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경

제자유구역 지정 운 에 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포함 시킬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최종 으로는 비수도권지역은 완 히

제외되는 것으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신성장과

국가균형발 을 도모하는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수

도권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으로 낮은 지방을

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운 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함이다[6].

Table 2. Regional Comparison by Bill

Sortation Target area

Kim Kyung-soo
·Jung Sung-h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Widely Local Area Municipal governments
ex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Choo Kyung-h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Including the Zone of USFK Return
Merchandise in the Capital Region

Hong Il-py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Including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 bill of passage
Widely Local Area Municipal governments

ex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3.3 가균형 전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의 경우 국가균형발 의

에서 지역 신성장특구 지정 신청시 시·도지자사가 국가

균형발 특별법에 따른 시·도 지역 신 의회와 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벤처기업부 장 이 지자체로부터

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 원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며 신특구 원회가 규제 특례 등을

심사하거나 부여하는 경우 지역균형발 해여부를 고

려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홍일표 의원

안에서는 해당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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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책결정  조  능

특구의 지정 규제특례 등의 부여를 심사하는 원

회의 경우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은 국무총리를 원장

으로 하는 ‘ 신특구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

신성장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하며 하부

원회로 기부장 을 원장으로 하는 ‘ 신특구규제특

례등심의 원회’를 두어 신특구 원회에 안건을 사

심의하고 신특구 지정 목 범 내에서 지역 신사업

자/규제특례 등을 변경하도록 심의하고 있다. 홍일표 의

원 안은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규제 리존특별

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 등

을 부여·변경·취소하며, 추경호 의원 안의 경우 홍일표

의원안과 동일한 특별 원회를 두되 원장을 기부장

으로 하고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각각의 의원안과 통과법안은 의사결

정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 특

구운 의 기본방향에 한 사항, 특구계획의 승인 특

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한 사항, 지역사업의 육성

에 한 사항, 특구 운 을 한 규제특례 등 규제개

선에 한 사항, 특구 운 의 평가에 한 사항, 규제 신

속 확인에 한사항, 임시허가 취소에 한 사항, 실

증특례의 부여·변경·취소에 한 사항, 련 앙행정기

의장 시‧도지사 간등의의견조정에 한 사항, 기

타 특구의 지정 운 에필요한사항 등에 한의사결

정을 주 한다. 의원 안 별로 원장의차이가 있으며 아

래의 표와 같다.

Table 3. The Comparison of Policy Decision 

legislative bodies According to the Bill

3.5 규제특례 적용  원칙과 

4개의 법안 모두 지역 신성장특구 는 규제 리존

특구 내에서 다른 법령에서 명시 으로 열거한 제한·

지사항 외에는 사업을 모두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 네거티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의 경우 신기술 활용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 ·환

경을 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메뉴 식으로 나열된 일반 규제특례에 해서는 추

경호·홍일표 의원 안이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보다 많은

조항을 갖고 있다[14].

실질 으로 규제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규제 신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있다. 규제 신조치로 인하여 선의

의 제3자가피해를입었을 때이를보상하기 하여김경

수·정성호 의원 안에서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모두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

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고 홍일표·추경호 의원 안

은 실증특례의 경우에만 책임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하

고 있다. 통과 법안에서는 김경수·정성호 의원 안을 따른

다[15].

규제 신조치의 감독에 해서도 차이가 있다. 김경

수·정성호 의원 안에서는 소벤처기업부장 이 규제

신조치 용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생명·안 ·환

경·개인정보 련 험이 있을 경우 취소하는 등의 재검

토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계기 장과 공동으로 실증특례

련 활동을 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경호·

홍일표 의원 안에서는 실증특례의 사후 인 취소 외에

국민의 안 ·건강·보건 환경에 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특례의 일시 지, 지역

범 제한, 련시설의 폐쇄 등을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

해 두고 있다. 통과법안에서는 김경수·정성호의원안을

따른다[16].

Sortation Decision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Kim Kyung-soo
·Jung Sung-h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Committee on
Innovation and
Growth Special

Districts

Prime Minister

Review Committee
on Special Cases
for Innovation
Special Districts

minister of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hoo Kyung-h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Special Committee
on Regulatory Free

Zone Special
Districts

minister of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ong Il-pyo
a proposal for a

revision bill

Special Committee
on Regulatory Free

Zone Special
Districts

Prime Minister

a bill of passage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Committee

Prime Minister

Special Cases of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Review
Committee

minister of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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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Scope of
application

substantiation
objective

Purpose of market launch

Limitations are
high, such as local,

period

Low or no limit, such as
local period

statutory
interpretation

unclear

① "Regulatory quick check"
*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hall promptly
check the necessary conditions, such as approval,

upon application by the business owner.

Statutory
vacuum·

nonconformity

② "Exception for the
Realm"

(Test verification of
new services and
products using new

technology)

③ "Promptu permit"
(Require to prove safety))

breach of
decrees

-

4. 결론

규제샌드박스 활용 고려 시 국단 의 법률만으로

가능하나, 국가균형발 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역시도 단 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산업부의 산업융

합법이나 과기부의 정보통신융합법에서 국단 의 규

제샌드박스를 제공하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역시도 단 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수도권 쏠

림 상을 방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법

은 다른 법과는달리 세제·재정의지원과 차 간소화 등

메뉴 신 규제활용도 함께 도입함으로써 지역단 신

성장사업의 극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 도모가 가능

하게 되었다[17]. 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2015

년 자동차 리법 개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

험·연구 목 을 한 임시규정을 마련하 으나 그 범

가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련 기술을 충분히 고려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규제자유특구를 자율주행자동

차를 핵심으로 지정할 경우 하 범령에서마련하지 못한

제도 등이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임시운행의규제를 완

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통해 추진할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를 실질 으로 개발·운행 하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명과 련된 ICT와

융합된 기술이 추진 될 경우 기존 규제와의 마찰이 지속

으로 상된다. 이에 규제자유특구의 극 도입을 통

해 신기술·신사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 ·환경 등의

공익 가치보호가 균형 있게 추구될 것이다. 한 재

의 규제체계가 반 할 수 없는 구조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향후 소기업의 신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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