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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 안전, 개인정보 및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 및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규제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

OECD(2021) -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쟁점과 대안
최근 융합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 불
가능한 암호자산(NFT) 등 새로운 규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피보팅(pivoting)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각종 국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
가발전 수준에 비해 규제수준이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
야를 적극 개척하고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
어 온 낡은 규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and-control

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이로 인

regulation)

해 규제가 시장 혁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경직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개선하
기 위해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에 기반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수

pluralism)

요가 증대되고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
임 전환을 제안한다. 스마트 규제(smart

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regulation)

시스템적 접근을 의미하며 다양한 규제방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제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뜻한다.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세부 전략으로 네거티브 규제와 자율규제를 제안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금지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내 낙후지역을 규제자유
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야 한다. 피규제집단이 직접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의 참여를 독
려하고 규제순응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서도 자율규제를 도입한다면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이라는 목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규제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
도형 규제개혁플랫폼’ 등의 제도로 원활한 규제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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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융합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영역의 등장
 융합 신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NFT) 등 새로운 규제 영역의 등장
○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NFT),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못하거나 서로 충돌해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

⋅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 전기차, 가상 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자율주행>

자료

: “5 Ways Self-Driving Cars Could Make Our
World (And Our Lives) Better”,

<메타버스>

자료

메타버스 ‘디지털 금융’ 품었다”,
조선(2021.10.29.).

: “

IT

Forbes(2020.7.17.).

○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신산업 특성상 규제 분야와 방식의 영역 설정이 중요
-

신산업은 주로

ICT

융복합 산업이 중심이 되므로, 규제 분야와 방식에 있어

산업 간 중복규제 문제 등 규제 영역 설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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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보팅(pivoting) 현상 확산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 활로
모색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보팅 현상 확산
○ 피보팅 현상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업이 전략의 중심축은 유지하되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함
-

피보팅 현상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방식, 기업의 핵심 역량에 기반한
방식, 고객의 수요를 고려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사업 다각화 전략이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피보팅
전략이 중요해짐
<중소기업 피보팅 전략 사례>
회사
테크노팩

SR

설립연도
년

1992

블루프린트랩

2017

핸즈코퍼레이션

1972

크리에이트립

2016

자료

년
년
년

사업 확장

→ 친환경 포장 소재 개발
프린팅용 모델링 →
가상 착용 솔루션
목재 제조 → 자동차 휠 제조
여행 정보 제공 → 한국 제품 직구

식품 포장 용기
3D

AI

기존 사업 축으로 새 영역 진출…中企 ‘피버팅 전략’에 승부건다”, 매일경제(2021.6.27.).

: “

○ 피보팅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 영역이 생기는 경우 다각적 고려가 필요함
-

피보팅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 영역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새로운 영역에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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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
○ 국가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각종 국제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수준 대비
규제수준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평가, 세계혁신지수 등 여러 지수에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규제수준이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

○ 국가경쟁력 평가(Global

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Competitiveness

Report)

상위권이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하위권을 기록

1)

-

세계경제포럼(World
우리나라는 총

-

Economic

의

개국 중 종합순위

141

기본환경(Enabling

Environment)

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Forum)

2019

위를 기록하였음

13

분야의 제도(Institutions) 부문 세부 항목인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위를 기록함

‘

○ 세계혁신지수(The

Global

Innovation

87

에서도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Index)

상위권이나, 규제환경 분야는 낮은 순위를 기록

2)

-

미국 코넬대학,

유럽경영대학원(INSEA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개국 대상 2021년 세계혁신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5위, 아시아 1위

132

기록
-

평가지표 중 투입 부문의 제도(institution) 분야는

28

항목 중 규제환경(regulatory

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은

environment)

위를 기록, 제도 분야 세부

57

순위를 기록하여 큰 차이를 보임
1) World Economic Forum(2019),
2) WIPO(2021).

Global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World Economic Forum.



Innovation Index 2021 ,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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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산업 육성 지원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중요한 시점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신산업 발굴과 함께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지원이 함께 필요함
-

기업은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피보팅 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신산업
발굴이 필요함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전국경제인연합회(202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밝힘

3)

-

매출액 1,000대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를 높게 인식

-

⋅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 과제로는 ‘투자 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 ‘노동규제 완화(25.8%)’의 순으로 응답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사업>

주

:

자료

:

<중점 추진 규제 완화 과제>

좌측 그래프는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한 기업(n=95) 대상
“차기정부 경제
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22.3.14.).; 저자 재정리.

⋅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22.3.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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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부터 정비할 필요
○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
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 1998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
-

피규제집단이자 시장행위자인 민간부문과 협력이 충분하지 못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고, 핵심규제를 비켜간 변두리 규제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음

4)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낡은
규제 일괄 정비와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음
-

⋅

대한상공회의소(2022)에서 국내 제조 서비스 기업

개사를 대상으로 새

300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조사한 결과, ‘낡은 규제 정비(94.7%)’, ‘이해관계 갈등
조정(94.7%, 복수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5)

-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48.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자료

4)

정부에 바라는 2대 규제개혁 과제는…‘낡은 규제 일괄 정비’, ‘이해관계 갈등 조정’”,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2.2.14.). ; 저자 재정리.

: “新

이민창(2017).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거
버넌스학회보,

5)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

24(1):271-298.

新정부에 바라는 2대 규제개혁 과제는…‘낡은 규제 일괄 정비’, ‘이해관계 갈등 조정’”,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

(20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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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직적인 정부주도 규제 패러다임
신산업 등장 및 시장 혁신 가속화로 명령지시적 규제가 한계에 봉착
 기존 경직적인 규제 방식은 새로운 산업 분야의 등장과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
○ 명령지시적 규제는 경직성으로 인해 자율규제 등의 다른 규제 방식에 비해 규제
유연성(regulatory
-

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flexibility)

명령지시적 규제의 경우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양의 오염 물질 저감량을
요구하는 등 통일된 성과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음

6)

-

이처럼 명령지시적 규제 방식은 자율규제 등 다른 규제 방식에 비해 규제
유연성이 현저히 제한적임

7)

○ 특히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하면서 기존 명령지시적 규제 방식이 규제 집행의
한계에 봉착하는 현상이 발생함
-

서울신문에서

⋅

년 국내 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추진을 위한 여건

2020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신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29.4%)’가 가장 높게 나타남

8)

-

⋅

신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는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 과잉
규제(26.2%)’,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23.3%)’,

‘

규제지체로 인한 회색 규제(20.4%)’,

‘

포지티브 규제(16.2%)’,

‘

칸막이

‘

규제(13.6%)’의 순을 기록함

6) Driesen, David M. (2010). “Alternatives to Regulation? Market Mechanisms and the Environment” In Baldwin,

Robert, Martin Cave, and Martin Lodge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7) Sinclair, D. (1997). “Self regulation versus command and control? Beyond false dichotomies”, Law & Policy, 19(4).

규제장벽에 막힌 韓…신산업 미래는 암울”, 서울신문(2020.7.1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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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대부분 명령지시적 규제 패러다임에 입각한
규제 방식으로, 기업들이 기존 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

자료

규제장벽에 막힌

: “

<신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

신산업 미래는 암울”, 서울신문(2020.7.14).

韓…

;

저자 재정리.

○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1곳은 사업 포기에
이르는 등 경직적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2021)의 조사결과,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71.8%) 등의 차질을 겪었으며, 사업을 포기(12.1%)한 경우도 있음

9)

-

신산업 규제의 3대 문제점으로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높은 진입장벽,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규제애로가 사업 추진에 미친 영향>

자료

규제에 막힌 신산업 기업,
재정리.

: “

규제에 막힌 신산업 기업,

9) “

<신산업 규제환경의 문제점>

곳 중 7곳은 ‘사업 지연’”,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1.10.22.).

10

;

저자

곳 중 7곳은 ‘사업 지연’”,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1.1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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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체 현상 해소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증대
 명령지시적 규제 패러다임의 한계로 규제가 시장 혁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지체 현상 발생
○ 규제지체는 기술혁신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개입이 필요
-

규제지체 현상은 기술혁신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됨

10)

-

⋅

규제지체 현상은 법 제도 등 정부규제가 시장보다 후행한다는 측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규제지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됨

-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지체로
인해 사업 운영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 다수
<신산업 분야별 규제지체 사례>
분야

서비스/상품

쟁점

딜리버리T
스마트
택시
모빌리티
배송서비스

딜리버리T,
Ÿ 택시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20kg 미만의 소형 화물을 배달
운전자(택시),
하는 플랫폼 사업 계획
사용자(개인),
Ÿ 현행법상 택시를 활용한 택배영업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화물연대,
않아 운영 어려움 봉착
퀵서비스 협회 등

심혈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대상
헬스케어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전자,
사용자
(개인, 기업 등)

Ÿ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
하여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상태
확인 및 내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Ÿ 현행법상 금지 여부 및 의료기기 임상실험 승인 대상 여부가
불명확
Ÿ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물리적
망 분리

핀테크, IT,
금융 기업 등

⋅ ⋅

⋅

Ÿ 현행법상 민간 금융 기업들은 외부 통신망과 내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핀테크 기업 등의
경쟁력 약화 요인 지목 및 관련법 개정 등 현실화 요구
Ÿ 금융위도 디지털 전환 촉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목표로 망 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

핀테크

자료

10)

이해관계자

:

⋅

LG

이종한 김신 홍승헌 김성부(2020).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저자 재정리.

이종한⋅김신⋅홍승헌⋅김성부(2020).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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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규제유예(regulatory
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forbearance)

-

규제유예는 법률에서 의무화한 규제기관의 감독, 감시 및 집행 역할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11)

-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규제지체의 경우 규제거버넌스에 따라 금지나
불허, 또는 규제유예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12)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 적용을 유예하여 신산업 혁신 지원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는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 놀이터와 같이,

sandbox)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신산업을 시험하는 방식
-

정해진 환경 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함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료

:

⋅

–

대한민국정부 대한상공회의소(2022).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p.15.

11) Choi(2002). “Regulatory Forbearance and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2(2): 251-275.
12)

이종한⋅김신⋅홍승헌⋅김성부(2020).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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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의 경직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다원주의에
기반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수요 증대
○ 최근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에 기반하여 효과적 규제를 위한

pluralism)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시되는 추세
-

규제다원주의는 정부만이 규제 활동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며, 민간부문의 기업,
시민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규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 규제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대안적 규제전략과 규제 집행의 유연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옴
-

대안적 규제전략은 정부규제가 아니면서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적
대안(regulatory
alternatives),

뿐만 아니라 비규제적 대안(non-regulatory

alternatives)

명령지시적 규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형태의 정부규제(alternative
를 포괄함

13)

forms of regulation)

- Aryes

&

의 규제 집행전략 피라미드에서는 규제 집행의

Braithwaite(1992)

유연성을 강조하며 피규제자의 역량이나 순응 수준에 따라 집행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규제 집행전략의 피라미드>

자료

13)

: Ayres & Braithwaite(1992).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p.39.

최유성(2013). 대안적 규제전략(Alternative

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Regulatory Strategie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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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의 규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
○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 매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둠
-

규제샌드박스 대상 과제 중 절반에 가까운

의 과제가 시장 출시 혹은

46%

실증테스트 중으로 집계됨
-

⋅ ⋅

신속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 매출 고용 증가의 성과로 연계되며,
규제자유특구 2조

억 원, 혁신금융 분야 2조

3,572

억 원 등 3년간 총 4조

1,498

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

14)

8,837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유연한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
유니콘기업

- ‘

15)

’

⋅

등 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명령지시적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
-

⋅

⋅

특히 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 분야가 IT 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엄격한 진입규제 등이 기업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명령지시적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식을 모색할 필요

14)

대한민국정부⋅대한상공회의소(2022). 규제샌드박스 백서-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15)

유니콘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뜻하며, 창업⋅벤처생태계의 확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됨. “제2벤처열기(붐) 속 국내 유니콘기업은

p.36.

개사”,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2.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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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한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명령지시적 규제에서 스마트한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명령지시적 규제를 보완할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 기술 및 산업 변화에 맞추어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다원적 협력이 중요함
-

사회 주체 간 협력과 함께 명령지시적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그간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명령지시적 규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더 나은
규제(better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 ‘

가 제시되어 왔음

regulation)’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한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함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규제(smart

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regulation)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스마트 규제는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을 중시하며 새로운 규제 설계
과정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접근과 적극적 규제수단을 통칭하며,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의 접근방식을 의미함

○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의 세부 전략으로 네거티브 규제(negative

와

regulation)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제안함
-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용하되, 금지해야 하는 사항을 법에
정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임

-

자율규제는 피규제집단이 직접 스스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자율성과
함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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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규제는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양한 규제 방식을 포괄함
○ 스마트 규제는 유연하며 다원적인 규제 접근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제 설계와
평가, 환류 등의 시스템적 접근과 적극적 규제수단까지를 의미함
- Gunningham

and

에 따르면 스마트 규제는 상상력 있고

Grabosky(1999)

유연하며 다원적인 환경규제 접근법을 의미함
와

- OECD

는 더 나은 규제(better

EU

에서 스마트 규제로의 전환기에

regulation)

놓여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규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음
-

스마트 규제는 규제의 목표와 원칙, 기준 등 규제 구성 요소와 규제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16)

-

스마트 규제는 기존 규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

새로운 규제수준을 정하고 규제결과를 평가 환류하는 과정을 지향하며,

⋅

신기술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적극적 규제수단까지 포괄함

17)

○ 스마트 규제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된
규제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스마트 규제를 적용
-

스마트 규제는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 분야에서도 시장 상황과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고, 보다 유연한 접근을 적용할 필요

16)

이상규⋅김수동⋅최현경⋅빙현지(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산업연구원,

17)

정우성 외(2018).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국토연구원,

p.43.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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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규제 시스템의 구성요소>
규제 범주
위험
환경
보건
사회
안전
삶
윤리
인력
품질
거래
가격
경제
진입
시장구조
환경과
사회
자료

:

⋅

규제 목표
위험관리
환경보전
보건향상
안전성
삶의 질 제고
사회가치 보존
복지
고품질
공정거래
적정가격
경쟁촉진
시장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

규제수단
Ÿ 직접적 수단
- 법, 세금, 보조금 등
Ÿ 간접적 수단(사회적 합의)
- 여론 형성
- 시장유인 규제

추진전략
Ÿ 규제시스템 구축
- 위험베이스, 위험관리
- 성과베이스, 평가관리
- 책임 및 투명성 제고
- 부처 간 협력
- 규제역량 강화

Ÿ 경제적 규제개선
- 규제시스템 구축
Ÿ 직접적 수단
-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균형 모색
- 법, 세금, 보조금, 약관, 면허
- 규제수단의 혼합전략
- 산업간 균형과 협력
Ÿ 간접적(자발적) 수단
- 동태적 대응(규제절차 개선 및
- 인증, 표준, 민간협약
평가 반영 시스템 구축)
- 규제의 단순
명료화

⋅

이상규 김수동 최현경 빙현지(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산업연구원,

p.44.

○ 처벌을 통해 규제순응을 높이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달리, 스마트 규제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순응도를 제고함
-

명령지시적 규제는 정부의 규제 집행에 피규제집단이 불응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

금전적 비금전적 처벌(penalty) 등 불이익을 부과하여 규제순응 확보
-

스마트 규제는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규제수단을
혼합적으로 활용함
<스마트 규제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자료

:

⋅

⋅

⋅

이상규 김수동 최현경 빙현지(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산업연구원,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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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민간의 자율성 보장 및 산업 혁신 촉진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방식으로 법에 명시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
○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용하되, 금지할 것을 법에 명시하는 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 명시된 것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달리,
법에 명시된 것을 금지하되 그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함

-

법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실무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 등의 방식으로
혼용되어 사용 중임

18)

 정부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기반을 구축해 옴
○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함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인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은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뜻함

-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규제 체계 전환 유형은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 관리 등 네 가지로 구분됨
-

네거티브 리스트는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령 서술 방식을 의미함

19)

18)

무역규제 분야에서 수출입 허용 품목만을 명시하고, 그 밖의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
(Negative List)
19)

방식과 수출입 제한⋅금지 품목만 명시하고, 그 밖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일컫는 용어에서 유래함. 관계부처 합동(2018.2).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2018.2).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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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유형은 입법 방식을 변화시켜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구현하는
방식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8.1.19.).

: “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산업 혁신을
독려한다는 장점을 지님
-

⋅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신산업 육성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포괄적 개념 정의, 제품과 서비스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

평가 관리 등의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구현할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사전 검토 필요
-

네거티브 규제 체계 구현을 위해 현행 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 제도의 폭넓은 도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보다 폭넓게 도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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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낙후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네거티브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낙후지역에도 성장동력 마련의 기회 제공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보다 넓은 범위의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구역임
-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특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은 없음

20)

-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간 규제특례를 비교해 보면,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더 많으며, 규제샌드박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만
적용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간 규제특례 비교>
구분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샌드박스)

자료

:

지역특화발전특구
128개 적용
미적용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검색일

“rfz.go.kr” (

규제자유특구
201개 적용
적용: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

: 2022.3.16.).

○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지정되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

현재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음

-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경직적 규제로 인해 가평군, 연천군

21)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경기도내 낙후지역에도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한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년 1월 현재 전국에 총

20) 2022
21)

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운영 중이며 이 중 경기도내 지정 특구는

196

개임.

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3항을 근거로 하여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는 수도
권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혁신사업 혹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
하는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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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로 규제순응과 효율성 제고
 피규제집단이 직접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순응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음
○ 피규제집단이 직접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순응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피규제집단이 직접

- Gunningham and Grabosky(1999)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해 효율성, 집행의 용이성, 규제순응 확보, 전문성,
환경 적응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자율규제는 환경,

IT,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피규제집단에서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여 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

최성락 외(2007)에 의하면 자율규제의 집행 형태는 피규제집단인 업계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업계가 준수할 기준을 제정하고,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김해시 대포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자율규제형성 이니셔티브가 가능함을 보여줌

22)

-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유형은 정부 개입의 정도와 규제 분야의 공유재적 속성에
따라 다양한데, 참여자 스스로 자율규제 형성 이니셔티브를 결성하는 유형(아래
표의 ‘유형

22)

이 가장 이상적임

I’)

최성락⋅이혜영⋅서재호(2007).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4):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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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대포천의 경우 하천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함

-

대포천 유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개선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지역으로 공식 지정됨
<자율규제 유형 분류>
정부 통제(개입)의 정도

기준

적음
<유형 1>

O

공유재적
속성

참여자(사업자 혹은 주민)의 자율규제 형성
이니셔티브
자율규제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됨
: 주민(사업자) 중심의 사후감시체계
정부의 통제 큼
규제기구와 정부간 관계가 긴밀

유형 3>
정부(혹은 제3자)의 자율규제 형성
Ÿ
이니셔티브
자율규제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음 Ÿ
: 정부(전문가) 중심의 사후감시체계가
있으나 용이하지 않음
정부의 통제 적음
Ÿ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
Ÿ

유형 4>
정부(혹은 제3자)의 자율규제 형성
이니셔티브
자율규제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음
: 정부(전문가) 중심의 사후감시체계가
있으나 용이하지 않음
정부의 통제 큼
규제기구와 정부간 관계가 긴밀

<

X

Ÿ
Ÿ
Ÿ

:

2>

Ÿ 참여자(사업자 혹은 주민)의 자율규제 형성 Ÿ
이니셔티브
Ÿ 자율규제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됨
Ÿ
: 주민(사업자) 중심의 사후감시체계
Ÿ 정부의 통제 적음
Ÿ
Ÿ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
Ÿ
Ÿ

자료

큼
유형

<

<

최성락 외(2007).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4):73-96.

○ 경기도내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서도 김해시와 같이
참여자의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수자원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가 지정되어 있어,
환경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해 자율규제가 가능할 경우 정부의 명령지시적 규제 없이도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이라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시 군에서도 김해시 사례를 참고하여
참여자의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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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규제개혁플랫폼을 만들자
유연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경직적 규제방식에서 유연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규제 체계
전반을 개선하여 성장동력 확보
○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 재편을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 재편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자율규제 전략을 제시함

-

네거티브 규제로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성장 및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로 규제순응과 규제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음

-

규제 패러다임 재편을 위해서는 명령지시적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민간의 시각도
전환이 필요함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규제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임

○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촉진할 경우 포획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체계를 신중히 설계할 필요
- May

&

에 따르면 민간, 시민사회 등 제3집단이 규제 집행에

Winter(1999)

참여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확대하고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협력적 방식의 규제 집행이 중요성을 갖는 한편 이익집단에 정부기관이
포획(capture)될 우려가 있으므로, 포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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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으로 원활한 규제개혁 지원 도모
 규제 패러다임 재편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등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수립⋅지원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확대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수립 필요

○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을 수립하여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성장동력 확보
-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에 경기도, 도내

⋅

⋅

개 시 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1

도내 기업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개혁의 전 과정을 지원
-

또한 경기도내 기업들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확대하여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미해결

- ‘

과제의 경우 주기적으로 해결상황을 점검하여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협력 확대

-

경기도내 낙후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형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 규제에 대한 민간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기업, 군사, 환경규제 등 경기도내 중첩규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개선방안 모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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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규제의 기본 원칙】
기준

기본 원칙

내용
-

1.

규제의 정당성

-

2.

원칙의 명확성

-

3.

효과성

기준의 객관성

-

4.

절차의 투명성

-

5.

개선의 유연성

-

6.

효과의 확실성

-

효율성

7.

실행의 효율성

-

8.

자료

:

⋅

적용의 구체성

⋅

-

⋅

규제의 필요성
지속적인 유지가능성
타 규제와의 중복여부
자율규제 등 대안의 사전고려
목표의 명확성
규제원칙의 목표부합성
규제원칙의 이해 용이성
명확한 규제기준의 제시
규제기준의 실질적인 실현가능성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규제기준
규제 위반 기준의 제시
처벌 수준의 적정성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도입시 절차에 대한 인지
도입 절차에의 공정한 참여
도입의 절차의 공정성
도입에 대한 의견의 개방성
도입 전 전문적인 의견의 반영여부

개정의 용이성
폐지의 용이성
자율규제로의 유도
규제준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공정한 규제의 준수 여부
규제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
규제 사항에 대한 사전정보의 제공
사전정보 취득의 용이성
세부 규제사항들의 수
규제행정비용의 과다 여부
규제준수 조사 비용의 과다 여부
세부 규제사항들의 구체성(숫자, % 등)
명확한 세부 규제사항들의 제시
처벌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세부 규제사항의 제시

이상규 김수동 최현경 빙현지(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산업연구원,

p.52.

【신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경제 및 규제 특성 비교】
구분

전통 제조업
기술

경제적 특징

타 분야와의 연계성이 약함

융 복합화

단기간 투자

장기간 막대한 투자

성숙기의 경쟁 시장

태동기의 차별적 독점 시장

규제 목표

특정성

포괄성(사회 윤리 등)

규제 수단
규제 역량

법 제도 일원화
일반적인 규제 역량

수단의 혼합화
특수하거나 포괄적인 규제 역량

R&D

시장
규제 특성
자료

:

⋅

신기술산업

⋅

⋅

이상규 김수동 최현경 빙현지(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산업연구원,

p.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