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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신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네거티
브 규제 전환 추진과 함께 데이터3법 시행,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추진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이 조사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시점,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혁
신 정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높은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제도개선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가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 관련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확충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 모멘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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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규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정책분야이며,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를 제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부 양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질적인 규제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신기술⋅신산업 규제와 관련한 선
행연구에 따르면, 규제혁신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크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샌
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데이터3법 등 법개정의 주요내용
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라 포지
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려는 근본적인 규제혁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관련
법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법개정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실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법개정, 사회적 소통, 행정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중요
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지속유지 영역, 중점 개선 영역, 점진 개선 영역 등에 대한
i

요소를 분석한 결과, 법개정을 위한 노력과 개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해야하는 영역에 위치했다. 지난 2년간 시행
해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초기로 중점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핵
심 요인들이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법개정 조치, 선정평가
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부처와 관리기관과의 소통 등에 대한 개선이 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법개
정 등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노력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유
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역할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한 법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적 소통과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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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선에 집중했으며 일부 양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질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이 출현하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였다. 네거티브
규제란,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허용되는 항목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과 달리,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규제
샌드박스란,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해 한
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시행 1년간 총 195건을 승인해서 추진
중이며 최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규제샌드박스 보완⋅발전,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혁파), 4대 빅이슈 돌파
구 마련(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기업활력제고(벤처⋅
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다(국무조정실, 2020). 최근 데이터3법 시행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신기술과
신산업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20)가 실시한 규제개혁체감도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
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로 불만족 기업(18.4%)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이 가
장 높고 ‘해당 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해당 분야의 규제 신설 및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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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7.9%)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
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규제혁신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에
서의 반응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성과요인을 도출하고 개별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평균대비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에 따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서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IPA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의 성과요인이 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실증분석(중요도와 만족도, 규제혁신의 성과와
의 관계)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함으로써 규제혁신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기술혁신 규제와 신산업 규제,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
제혁신 현황에서 네거티브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데이터3법 개정, 인터넷전문은
행 도입,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등의 정책을 살펴본다. 셋째, 규제혁신 성과분석을
통해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규제혁신 관련 성과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혁신 규제, 신산업 규제,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이때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
용을 검토하고 규제혁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해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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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관련 핵심 이슈를 살펴본
다.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혁신 전환, 융합 비즈니스모
델의 사업화 실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근 법개
정과 시행이 이루어진 데이터3법, 비대면 금융혁신을 견인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코로나19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내에서의 제도개혁 방향을 살펴본다. 규제혁신 성과분석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
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계층적으로 설계하고 전문가 조사
를 통해 요인별 가중치(중요도)를 도출한다. 이와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
(IPA)을 실시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방향을 도출한
다. 또 다른 성과분석으로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혁신 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핵심인 성과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설문조사(전문가, 기업
체 대상), 퍼지집합이론, IPA분석, 구조방정식 등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종합
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정리한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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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술혁신 규제 연구
본 연구에서의 규제대상은 신산업 규제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기술규제, 산업규
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를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광
호(2016)는 기술규제를 ‘혁신주체의 혁신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부여하
는 정부의 기술 관련 제도’라고 설명하였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는 기술
혁신 규제를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관련 제도’로 정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는 ‘과학기
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거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령
등’으로 규정하였다.1) 이렇게 정의된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본 연구에서의 신산업
규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진입과 신산업 창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2-1> 기술규제 관련 정의
연구자

정의

이광호(2016)

혁신주체의 혁신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부여하는 정부의 기
술관련 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관련 제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거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학기
술 분야의 법령 등

자료 : 연구자 정리

1) KISTEP(20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체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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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규제는 기업의 혁신단계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생산→판매⋅마케팅
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기술개발단계에서
는 연구소설립, 임상실험, 기술도입, 기술표준, 정보보호 규제, 제품생산 단계에서
는 입지, 창업, 기술금융, 제조⋅품목허가 규제, 판매⋅마케팅 단계에서는 시장진
입, 가격, 인증/시험/검사, 기술기준/규정, 공공구매, 수입/수출 규제 유형이 존재한
다. 기술개발 단계의 규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제품생산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성과물의 제품화가 지연되거
나 제품화에 실패할 수 있다. 판매⋅마케팅 단계 규제는 제품이 시장진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진입하더라도 인증 등을 득하지
못해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2-1> 기업 혁신단계별 기술규제가 미치는 영향

자료 : KISTEP(20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재인용.

기술혁신 규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최영훈, 1997).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이광호, 2016). 그
러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반면, 기술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개발 기회를 박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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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막대한 행정비용을 발생,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광호
(2016)는 기술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술규제가
기술개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중복⋅상충 규제로 인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적절한 규제정책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비용과 가격을 증가시켜
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기술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다(최영훈, 1997; 류숙원
과 김상윤, 2010). 둘째, 시장진입장벽을 높여 시장 선순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
친다. 셋째, 상위법령과 하위 관리지침 등에 숨어있는 규제가 많아 규제적용의 모호
성이 발생하고 관리자의 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의 확산 등 불확실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신제품, 신서비스,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혁신창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강현규, 2010; 박구선 외 2011). 다섯째, 첨단기
술의 등장으로 규제공백이 발생한다.

<표 2-2> 기술혁신 규제의 긍⋅부정적 영향과 문제점
구분

내용

긍정적
영향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육성 가능

부정적
영향

∙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기회를 박탈하고 막대한 행정비
용을 발생시켜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 저해

문제점

∙
∙
∙
∙
∙

기술개발 의지와 기업가정신 저해, 기업 비용 증가
시장 선순환 생태계 악영향
규제적용의 모호성과 관리자의 모럴해저드
불확실한 상황에 신속 대처 불가능 : 혁신창출의 기회 박탈
첨단기술의 규제공백

자료 : 최영훈(1997). “행정규제와 기술혁신: 다양한 선택의 갈등”을 연구자가 재정리.

최근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원우
(2019)는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 내용을 살펴보고 규제혁신제도
의 취지와 기능,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규제혁신5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
구법｣의 경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원칙, 안전성 확보와 피해구제를 위한 신기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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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에 유연한 대응, 신속한 처리, 전문가 참여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중소사업자의 법적책임에 따른 위험 부과, 둘째,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 필요, 셋째, 분절적 법체계의 통합법 필요 및 인력과 조직 부족 문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 등이다. 규제혁신 입법노력이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2절 신산업 규제 연구
산업연구원(2016)은 신산업에 대하여 “현재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가까운 미래에 기존 산업을 대체하거나 보완
해 수출과 일자리 등에서 높은 성과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산업
과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신산업은 신기술이나 미래 유망기술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지만 첫째,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품 등이 이미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이며, 둘째, 해당 분야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여 관련된
기업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특히 높은 성장률과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초기 발전단계의 산업으로 기존의 성숙단계에 있는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성장률은 낮지만 성숙단계에 이르면 기존산업보다 매우
높은 성장률을 가질 수 있다(이상규 외, 2013). 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기술개발이 성공하는 경
우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여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
만 기술개발을 위한 다년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개
발되더라도 시장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신산업의 기준조건으로 선도성, 유망성, 정책성이 제시되는데, 기존 산업과 차
별적 방식의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으로 산업 전반의 활력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어
야 하고(‘선도성’),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기존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성(‘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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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선도성과 유망성을 현재는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정책
성’) 신산업으로 구분된다(산업연구원, 2016).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비교하여 신산업은 산업의 융⋅복합화, 장기적 R&D
투자, 변화의 다양화 등의 차별점을 가진다. 전통 제조업은 타 분야와의 연계성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신산업은 특성상 기존기술이나 새로운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한 가지 기술에서 다양
한 산업과 서비스가 파생될 수 있으며 기존산업도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신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장기의 R&D 투자가 요구되며,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태동기의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독점적인 차별적 시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특수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표 2-3> 전통 제조업 vs. 신산업 경제적 특성과 규제 특성 비교
구
경제적
특성

규제
특성

분

전통 제조업

신산업

기술

타 분야와 약한 연계성

타 분야와 융⋅복합화

R&D 투자

단기

장기

시장

성숙기, 경쟁시장

태동기, 차별적 독점 시장

규제 목표

특정성

포괄성

규제 수단

법⋅제도 일원화

수단의 혼합화

규제 역량

일반적 규제 역량

특수, 포괄적 규제 역량

자료 : 이상규 외(2013). 신산업 규제 구성요인 p.90. 재인용.

이러한 신산업은 혁신 성과가 급속히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
과가 매우 크지만, 기존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 제품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인한 새로운 기준이 미비하고 기존 규제와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문제점으로 신속한 규제 시스템 구축 미흡, 규제의 유연
성 부족, 규제간의 통합성 미흡이 제기된다. 따라서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산업 분야
의 성장지원을 위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이상규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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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2019)에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부문이 규제로 제약을 받
는다면 202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된다고 보았으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도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2019)에서 발표한 ‘신산업 규제트리와 규제사례’ 보고
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의 혁신제도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신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체감도는 낮은 수준2)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3대
규제로서 대못 규제, 중복 규제, 소극 규제를 제시하고 올 해 초 통과된 데이터 3법
대못 규제를 제외하면 다부처간에 법령으로 얽힌 규제가 많아 하나의 규제만 남아있
더라도 무용지물이며, 기존 산업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 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신산업의
다부처 규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처간의 협력을 통한 중복규제의 일괄 해소와
국민공감대 형성과 반대 진영 설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자유특구 등을 통해 이득
과 손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 3월 자율주행⋅헬스
케어 등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3)하였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다부처 규제에 대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일괄개
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안승구 외(2017)는 산업별 규제강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산업별 규제강도는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활
용하여 제조업 중분류별 규제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2) ‘20년 8월 발표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 불만족 기업
18.4%로 규제개혁 체감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전경련(2020.08.17.))
3) “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촘촘한 ‘규제 트리’ 뽑아내야”. 한국경제매거진(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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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2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 분야｣의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통제변수는 기업의 매출액, 상시종업원수, 기업연령, 계열사 여
부, 제조업별 생산지수 등이고 종속변수는 연구개발비 총액, 혁신활동 투입비, 연구
개발 전담인력수, 석사급이상 인력수 등이다. 총 1,751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OLS회귀분석과 2SLS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의 규제수준은
연구개발활동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연구개발활동이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제 강화에 따라 연
구개발투자가 촉진되는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대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
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진흥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
화가 필요하지만 규제의 유형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통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손동섭 외(2017)는 규제장벽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2년 기술혁신활동조
사: 제조업 분야｣의 응답 중소기업 1,223개사이며 종속변수인 기술혁신 성과를
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혁신, 공정혁신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
과, 규제장벽이 중소기업의 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혁신, 공정혁신 등 모든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장벽이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적절히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안승구 외(2017)의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규제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는 적절하고 우호적인 혁신진흥 규제
정책이므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심용호 외(2015)는 벤처⋅창업 규제개선 정책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미 시
행되고 있는 정책과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규제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벤처⋅창업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구조화하고 ICT 중소기업 CEO
57명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를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진입확대, 부담완화, 인재
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재창업 촉진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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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각 규제유형에 따른 세부 규제내용으로 재 분류하여 총 25개 규제개선
내용에 대한 AHP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판로확대와 자금조달,
M&A 및 IPO 활성화에 대한 규제내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
수의 중요도 순위와 제도의 시행여부(기시행 또는 미시행)를 결합하여 그룹별 규제
개선 정책을 제안했는데 첫째, 중요도가 높고 이미 시행중인 규제개선 정책 그룹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둘째, 중요도가 높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 그룹은
6가지가 분류되었는데 제도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요도가 낮으면
서 현재 시행 중인 규제개선 그룹은 개선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했고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낮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 그룹은 충분한 의견 수렴
을 통해 좋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진욱(2006)은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규제수준과 규제분야
를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정책으로 분류하여 IMD 국가
경쟁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규제 수준은 국가경쟁력
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서 규제분야를 3가지(자본시장, 노동시장, 일반 기업)로 구분하고 각 분야
를 5개의 규제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총 15가지 하위 항목 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
하였다. 즉, 종합적인 규제수준이란 규제개선 및 완화 정책을 다양하게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이다.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과 기업 일반 규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특히, 자본시장 관련 규제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훈 외(2008)는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 내각부(2006)의 모형에서 산업별 규제지수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도 같은 모형을 사
용해서 기본규제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
규제지수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
제완화 증가폭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속
도를 2배 높일 때(연평균 6% 완화하여 현재보다 30%정도 낮출 경우) 5년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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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 증가폭은 1.0%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수를 강도에 따
라 강한 규제지수와 약한 규제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강한 규제지수만
이 총요소생산성 변동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한 형태의 규제를 완화했을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Crain(2005)은 규제비용이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방정부의 규제비용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종사자 1인당 규제비용을 측정했는
데, 전체 기업 평균 규제비용은 종사자당 $5,633이고 500인 이상의 기업은 종사자
당 평균 $5,282, 20~499인 기업은 종사자당 평균 $5,411, 20인 미만 소기업은
종사자당 평균 $7,647로 소규모 기업에 가장 큰 규제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Messaoud and Tehenib(2014)는 기업의 규제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162
개 국가에 대해 2007~2011년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규제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s)를 대
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1인당 GDP성장률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규제가 평균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jankov et al.(2004)도 유사하게 규제와 기업환경을 기준으로 국가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
률 향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그룹(규제 심함)의
국가는 기업환경이 좋은 그룹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약
2.2%p,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그룹의 국가가 기업환경을 개
선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약 1.4%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oletti and Scarpetta(2004)는 1991~1998년 8개년의 OECD 회원국의
비제조업 7개 분야에서 생산시장 규제개혁 측정지표를 사용해 고용보호규제가 고
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안상훈과 차문중(2005)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규제와 진입률, 산업의 성장
과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진입규제로 인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
우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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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규 외(2016)는 신산업 분야 규제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은 432개사이며 규제의 특성 8개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도입
전후 기업의 경영활동(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매출액 대비 마케팅 지출, 매출액 대
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도입이 설비투자에 있어서 대기업에는 부정적,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으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개발활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긍정적인 반면,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규제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동현 외(1998)는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53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해한다’
는 응답 비중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유형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지원이전) 비중을 보면, 응용연구에 대해 ‘저해한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고 기초연구 71.4%, 개발연구 66.7%, 지원이전 53.3%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특성에 따른 영향은 ‘사후규제가 사전규제보다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45.2%, ‘정부규제는 연구과정의 기술혁신활동에 부담이다’는 응답은 77.4%, ‘연
구결과 규제가 연구과정 규제보다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3.1%, ‘기술목
적 달성을 강조하는 규제는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8.8%, ‘상업적 성과
를 강조하는 정부규제는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3.5% 수준으로 나타났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규제는 목적과 특성이 다르더라도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차혜진 외(2020)는 정부의 지원제도와 규제가 가젤기업의 매출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규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
적 규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8년 기술혁
신활동조사: 제조업 분야｣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젤기업(3년 연속 매출
또는 고용이 20%이상 증가한 기업) 542개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독점규제에 의한 경쟁제한, 근로기준과 규제, 특허보호 규제가 매출성장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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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와 고용성장률의 관계에서는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가격제한, 환경규제, 근로
기준과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지환⋅김영준(2019)은 정부의 규제가 서비스 산업의 기업혁신 활동(제품혁
신과 공정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설문조
사 자료의 ‘지난 3년간 정부 규제가 귀사의 혁신활동 수준이나 성과에 얼마나 제약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까?’에 대한 6개 문항과 ‘지난 3년간 귀사의 제품혁
신 및 공정혁신의 주요 목적별 중요도’에 대한 10개 문항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규제는 제품혁신에는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정혁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부규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규제가 제품과 서비스 자체보다는 만드는 공정과정에 대한 규제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규제도입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김권식 외(2016)는 산업별 규제지수와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제조
업별 규제에 따른 기업 기술혁신 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 조직화, 기술혁신
노력, 국내특허출원, 첨단제품 혁신을 지표로한 기술혁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 분야별로
규제수준에 따라 기술혁신 활동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전년 대비
규제법량의 장적 증가를 나타내는 규제유량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있어 규제저
량(규제총량)과 규제유량 중 규제유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주었다.
김영신(2019)은 세계경쟁력연감의 국가경쟁력 점수와 국가경쟁력지수 중 사
업고도화와 혁신전문화요인을 활용하여 ICT 규제가 국가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국가경쟁력, 사업전문성, 혁신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설
명변수로는 ICT 규제 및 법, 최신기술가용성, 벤처자금가용성, 구매력지수, 사업착
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수,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16년의 OECD와 G2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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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CT 규제와 법에 대한
평가가 높은 국가는 국가경쟁력과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ICT 규제와 법 환경의 개선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박헌수⋅지우석(2004)의 연구에서는 국내 지식기반 제조 첨단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별기업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적 변경생산함수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첨단업종의 기술적 효율성은 수도권 기업의 경우 공장증
설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하
여 기술적 효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첨단업종 기업의 공장증
설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은(2016)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대상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
감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정책 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기업 특성, 기업인
의 규제 경험이 정책대상자의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경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위원
회의 심의결과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규제체감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입지특성인 수도권 규제 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규제체감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자
치단체별 규제의 설정과 집행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범⋅지현정(2008)은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시장친화적 규
제완화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OECD에서 실시하
는 규제지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8년과 2003년에 OECD 22개 국가
의 생산성 변화와 규제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한 총요소생
산성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규제의 생산성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시점간
OECD 22개국은 약 17%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규제 개혁이
클수록 생산성 증가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향상되었다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통해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해준 외(2019)는 국가별 규제환경이 기술창업과 국가혁신성에 미치는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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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측정하였다. 규제는 국가경쟁력 관련 연구에서 국가 경제성과에 중요한 요
소로서 규제는 국가의 혁신활동을 좌우하고 규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산업
내 연구개발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제를
조절효과로서 ‘국가의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국가혁신성에 대한 기술창업비율의
긍정적 관계는 강화 또는 약화된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4개 국가의 글로벌혁
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데이터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활동 용이성 지
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높은 규제수준은 규제의 부작용이 순기능
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기술창업의 긍정적 효과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술발전의 진행과정에서 섣부른 규제가 국가의 혁신경쟁력을 약화시키므
로 규제의 대상과 강도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규제의 효과나 성과와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는 아니
지만 권기석 외(2020)의 연구에서는 기술규제가 국가혁신체제 제도적 기반에 매
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국내외 기술규제 연구에 관한
15,336건의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술규제와
관련한 해외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 기술규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특정 이슈나 정책에 따라
증가, 감소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학 중심에서 벗어난 융합적 연구
활동의 강화와 이슈 중심의 단기적 연구가 아닌 지속가능한 기술규제 연구에 대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표 2-4> 선행연구 종합
연구자
∙

김권식 외
(2016)

∙
∙
∙
∙
∙

내용
제조업 분야별 규제에 따른 기업 기술혁신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수준이 높을
수록 기술혁신 활동과 성과가 저해되었으며, 규제유량은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
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 STEPI 2012년 기술혁신활동 조사자료 1,044개 기업
종속변수 : 기술혁신(기술혁신조직화, 노력, 국내 특허출원, 첨단제품혁신)
설명변수 : 규제수준(규제저량, 규제유량)
통제변수 : 혁신활동 투자비용, 인적 자본, 회사형태, 법정유형, 매출액, 업력
분석방법 : 로짓분석(서열로짓, 이항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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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동현 외
(1998)

김영신
(2019)

박헌수⋅
지우석
(2004)

손동섭 외
(2017)

손지은
(2016)

심용호 외
(2015)

22

내용
∙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술혁신
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53명 설문조사
∙ ICT 규제와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고, ICT 규제와 법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확인
∙ 분석대상 : 2009년~2016년 OECD, G20국가 데이터 활용
∙ 종속변수 : 국가경쟁력, 사업전문성, 혁신지표
∙ 설명변수 : ICT 규제 및 법, 최신기술 가용성, 벤처자금 가용성, 구매력 지수,
사업착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수
∙ 분석방법 : 패널데이터 분석
∙ 국내 첨단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증설 규제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변경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수도권에 입지하
는 대기업의 첨단업종 기업이 기술적 비효율성이 낮게 나타남
∙ 분석대상 : 1991년~2002년 동안의 국내첨단 기업 패널자료 사용
∙ 규제장벽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정부의 연구개
발지원과 적절한 규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분석대상 : 2012년 제조업기술 혁신조사 데이터 1,223개
∙ 종속변수 : 기술혁신성과(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혁신, 공정혁신)
∙ 설명변수 : 정부지원, 규제장벽
∙ 분석방법 : 로짓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
∙ 정책대상자인 기업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경험, 합리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규제체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에서는 규제체감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규제내용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분석대상 : 2014년도 규제 체감도 조사자료 6,221개 기업
∙ 종속변수 : 기업인의 규제 체감도
∙ 설명변수 : 기업특성(입지특성), 규제정책 집행요인 인식, 기업인의 경험
∙ 분석방법 : 구조방정식 모형
∙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
진방안의 효과성을 분석하였고 개선되어야 할 규제로서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업 촉진, 입지확보 순임
∙ 분석대상 : 정책수혜자 ICT기업 CEO 설문답변지 57부
∙ 분석방법 : AHP 중요도 분석(변수의 중요도와 제도시행 여부에 따라 효과기대,
제도시행 시급성 필요, 미비사항 재정비, 검토후 시행군으로 분류)

안상훈⋅
차문중
(2005)

∙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규제와 진입률, 산업성장과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시장진입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확인함

안승구 외
(2017)

∙ 산업별 규제강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규제유형
과 기업규모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분석대상 : STEPI 2012년 기술혁신활동조사(제조업분야) 자료 2,335개
∙ 통제변수 : 기업매출액, 종업원수, 기업연령, 계열사여부, 제조업별 생산지수 등
∙ 설명변수 : 규제강도 수준
∙ 종속변수 : 연구개발비, 혁신활동 투입비, 연구개발 전담 인력 등
∙ 분석방법 : OLS 회귀분석, 2SLS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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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환⋅
김영준
(2019)

∙ 정부 규제가 서비스산업의 기업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혁
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 KIS 2016 데이터 2,082개 활용
∙ 분석방법 : 위계적 회귀분석
∙ 종속변수 : 혁신성과
∙ 독립변수 : 정부지원제도, 정부규제, 혁신정책

이상규 외
(2016)

∙ 신산업 분야 규제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규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에는 긍정적, 연구개발활동에는 부정적 기업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반
면 대기업은 설비투자는 부정적, 연구개발활동은 긍정적 결과를 확인함

이영범⋅
지현정
(2008)

∙ OECD 국가들의 정부규제 지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규제와 생산성
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고, 분석결과, 생산시장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규제의 개선은
높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분석대상 : 1998년과 2003년 OECD 22개국
∙ 종속변수 : 각국의 생산성 변화 지수
∙ 설명변수 : 제품시장규제지수, 노동, 자본량
∙ 분석방법 : 선형계획법

정해준 외
(2019)

∙ 국가별 규제환경이 기술창업과 국가혁신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 높은 규
제는 국가혁신성에 대한 기술창업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 2011년~2014년까지 84개 국가패널 데이터
∙ 종속변수 : 국가혁신성
∙ 설명변수 : 기술창업비율
∙ 조절변수 : 규제수준
∙ 분석방법 : 패널데이터 분석

차혜진 외
(2020)

∙ 정부의 지원제도와 규제가 가젤기업의 매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고 매출성장률에서는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
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가, 고용성장률에서는 가격제한, 환경규제, 근로기
준과 규제, 창업 규제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 가젤기업 542개
∙ 분석방법 : 다중회귀분석

최진욱
(2006)

∙ 정부규제가 OECD 국가들의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인당 GDP, R&D 지출규모, 종합적 정부규제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종합적 규제수준의 세분화된 분석결과에서는 자본시장 규제, 가격
규제,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주장함
∙ 분석대상 : OECD 회원국 30개국
∙ 종속변수 : 국제경쟁력지수
∙ 독립변수 : 일인당 GDP, 노동생산성, GDP대비 정부지출 규모, GDP대비 R&D
지출, 정부규제 수준, 자본시장규제 수준, 노동시장규제 수준, 기업규제 수준,
국내은행 경쟁 수준, 고용 및 해고 규제 수준, 가격규제 수준, 기업활동 시 관료
대응 시간 수준, 신규사업 용이성
∙ 분석방법 : 횡단면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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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훈 외
(2008)

∙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 내각부(2006)모형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향후 5년간 규제를 연평균 6%씩 완화하면 5년 후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이 1%p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 또한 규제특성별, 산업별로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부개입강도가 강한규제, 규제대상 산업중 부가가치비중이 큰 규제
를 완화하는 경우 총요소생산성향상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함
∙ 종속변수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독립변수 : 규제특성별 규제지수, R&D 투자 잔액, 제조업, 연도 등(규제 특성
별), 규제완화속도, R&D투자잔액, 연도, 산업더미X규제지수, 산업 등(산업별)
∙ 분석방법 : 회귀분석(일본내각부(2006) 모형 활용)

Crain
(2005)

∙ 규제비용이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규제비용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측정함
∙ 전체기업 평균 종사자당 $5,633 규제비용이 발생하였고, 특히 20인 미만의 소
기업은 종사자당 평균 $7,647로 가장 큰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Djankov et
al.
(2004)

∙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률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규제와 기업환경을 기
준으로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함
∙ 분석결과 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는 기업환경을 개선할 경우 약 2.2%p, 2번째,
3번째로 규제가 심한 국가는 약 1.4%p의 경제성장률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Messaoud
and
Tehenib
(2014)

∙ 기업규제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가 평균 경제성장률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 2007~2011년 162개 국가 데이터
∙ 종속변수 : 1인당 GDP성장률
∙ 독립변수 : 국가별 기업환경지수
∙ 분석방법 : 회귀분석

Nicoletti
and
Scarpetta
(2004)

∙ 비제조업 7개 분야의 생산시장 규제개혁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
용보호규제가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 1991~1998년도 OECD 회원국

자료 :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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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제1절 네거티브 규제혁신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
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의 반대 개념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금지⋅예외 허용으로 열거주의에 입각한 사전규제 방식이고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허용⋅예외 금지로 포괄주의에 입각한 사전 허용 및 사후규제 중심의 방식이
다. 네거티브 규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중심의 법체계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융합, 신산업 창출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하므로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도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특정해서
열거된 금지행위와 사업영역, 품목 등을 제외하면 모든 행위와 사업, 품목을 허용한
다. 둘째,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인허가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후 승인이 불가한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인허가를 승인한다. 셋째, 업무 영역과 상품 등을 포괄
적으로 정의하여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국민
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다.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
외적으로 허용하므로 민간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반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허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금지 규제를 함으로써 자율성과 기본
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신기술과 신산업 등 혁신적인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의 창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규제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이때, 네거티브 규제의 우선 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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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셋째, 규제비용이 감소한다. 최소한의 규제만을 대
상으로 관리함에 따라 규제관리 인력과 비용, 소요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장점이 많지만 일부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첫째, 포지
티브 규제방식에서 열거된 규제가 아닌 원칙적인 허용으로 대체하므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정의되므로 명시적 규정
이 없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모호성이 있다. 둘째,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에
따라 규제 집행이 어려워져 소극적인 행정 추진이 야기될 수 있다. 규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과 숙련도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함에 따라 규제 집행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2.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정부는 2017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
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추진한다는 내
용이다. 법령의 개정없이도 신제품과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을 전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의 한정적, 열거적 개념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
로 바꾸고 제품과 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전환한다.
입법방식의 전환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 상황에
서 새로운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모호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사업 시도가 가능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제를 도입하여 필요시 규제를 면제, 유예,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및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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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만, 각 부처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신산
업 가능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을 발굴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 개선안은 1년 이내 최종안 도출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입법방식의 전환과 실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
해서 계획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는 경제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과제를 발굴하면, 소관 부처가 발굴과제를 검토→민간 전문가들이 네거티브 전환
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범부처 협의체에서 이견과제 조정 및 최종안을 확정→법
소관부처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시 유의사항
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네거티브 규제 도입목적이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기반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기존 법체계에 비추어 동시에 전환이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기존 법질서체계에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셋째, 사후에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규제자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3-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자료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4.18.).

2019년 7월 17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인 「행정규제기본
법」개정안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9년 4월 16일 네거티브 규제의 ‘우선허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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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네거티브 규제의 세부유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은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신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신설, 제19조의
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제24조제2항(규제개혁위원회
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신설 등이다.
<표 3-1>「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허용⋅사후규제’ 개정 내용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
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제2절 규제샌드박스 추진
1. 규제샌드박스 개념 및 해외 사례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
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한경경제용어사전, 2020).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을 추진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의 수요기업은 관련 기관에 사업추진 과제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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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 기간, 예산, 장소, 소비자 등의 범위를 정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장출시를 위한 법령개정을 통해 관
련 사업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그림 3-2> 규제샌드박스 적용 절차 및 개념

자료 : 배영임외(2019),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GRI이슈&진단 359호.

규제샌드박스는 2015년 10월 영국 금융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이 핀테크 혁신을 통한 금융 서비스 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초로 도입했
으며 금융서비스 혁신기업들에게 안전한 모래놀이터(실험의 장)를 제공한다는 의
미로 ‘샌드박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은 FCA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고, FCA와 함께 최적의 사업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3-3>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추진 절차

자료 : FCA(2017).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의 내용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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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금융 핀테크 분야에 한정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 반면,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7년 3월, ‘국가
전략특별구법’ 개정안에서 규제샌드박스의 5가지 원칙인 실증우선 주의, 위험요소
관리, 정부의 일원체계 구축, 실증성과의 정책 반영, 행정조직의 수장 참여 등을
정했다. ①실증우선 주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적합성 심사가 아니라 실증우선(Try
first)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②위험요소 관리는 실증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실증내용과 위험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③정부의 일원
체계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내용이다. ④실증성과의 정책반영은 실증 결과를 통
해 법의 정비나 정책입안에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과정의 데이터 등은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한다는 내용이다. ⑤행정조직의 수장 참여는 규제혁신의 신속한
추진과 결단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책임자가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규제샌
드박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기술 계획서를 제출,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심
사절차를 거치고 1개월 이내 인증서를 교부,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부처에 사
업 진행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그림 3-4> 일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

자료 : 일본 경제재생본부의 新技術等社会実装推進チーム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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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샌드박스 법개정 주요 내용
2018년 규제샌드박스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4)과 산업
융합촉진법은 2019년 1월 17일, 금융혁신법5)과 지역특구법6)은 4월 1일 시행되
었다.
<표 3-2>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ICT규제샌드박스

법안
정보통신융합법
통과
2018.09.20.
시행
2019.01.17.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조의2(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 제36조의2(일괄처리)∙
∙ 제36조⋅제37조(임
시허가제도 보완 :∙
주요
기간연장)
개정
∙ 제38조의2(실증을
내용
위한 규제특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촉진법
2018.09.20.
2019.01.17.
산업통상자원부
제3조의2(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제8조의2(갈등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6(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 임시허가 등)∙
∙

금융규제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018.12.07.
2019.04.01.
금융위원회
제2조⋅제4조(혁신금∙
융서비스의 정의, 지정)
제13조(혁신금융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혁신금융사업∙
자의 업무범위)
제17조(규제특례)
∙
제18조(혁신금융사업
자의 의무)
∙ 제23조(배타적 운영권)∙
∙ 제24조(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
지역특구법
2018.09.20.
2019.04.17.
중소벤처기업부
명칭변경(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의13(규제자
유특구 정의)
제72조~제78조(규
제자유특구의 신청,
지정, 위원회 등)
제85조~제91조
(신속확인, 실증특
례, 임시허가 등)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각 법령을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융합법은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제36조(신규 정보
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6조의2(일괄처리), 제37조(임시허가),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제3
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10조의2(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5(임시허가), 제10조의6(임시허가의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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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을 신설하였다. 금융혁신법은 제2조(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 제4조(혁신금
융서비스의 지정),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혁신금융
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7조(규제 적용의 특례),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23조(배타적 운영권), 제24조(규제 신속확인)를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지역특
구법은 제2조제13호(규제자유특구의 정의), 제7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5조(규
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
례 관리 등),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제90조(임
시허가의 신청 등),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설하였다.

3.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의 유형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총 3가지로 구분
된다. 신속확인은 관련 부처가 해당 사업에 관련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 회신
하는 제도이며 실증특례는 현재 규재가 모호하거나 법령공백, 규제적용의 부적합,
금지 또는 불허인 경우에 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제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증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마지막 임시허가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현행 규제에서
공백이 존재하거나 규제적용이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2년간
규제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사업이 현행 규제에서
‘금지 및 불허’인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사업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신
청해서 진행한다.
기업이 신기술 및 신서비스 과제를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사업의 혁신성, 이용
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
며 2년(최대 4년)간 과제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제도의 정비 여부를 결정한
다. 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중단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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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규제샌드박스 유형 및 주요 내용

자료 :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www.sandbox.or.kr)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4.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및 주요 사례7)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1년간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이 중 사업
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ICT융합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혁신 77건, 지역특구
39건이고 사업 추진 유형별 분포는 실증특례 158건, 임시허가 21건, 적극행정 16
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하거나 기간 경과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확인제는 총 180건을 처리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60%가 앱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IoT(12%), 빅데이터(10%), 블록체인(7%), VR(5%), AI(3%)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사업화 과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 승인건수
가 13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26%, 대형 금융기관
11%, 공기업 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인 과제의 30%인 58개 과제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에 착수 했으며
아직 초기이지만 이용자 및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수소충
전소 설치 과제는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 2,154대가 이용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되어 활용 중이며 약 7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특례

7) 관계부처 합동(2020.1.23.).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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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 21개 기업이 2천5백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으며 20여개사는 해외시
장 진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3-6>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3.).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첫째, 갈등과제에 대한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
는 과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실증특례 과제 등은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상황에
서 시작하지 못했던 사업영역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통한 신산업의 실험이다. 공유주방, 공유숙박 등 공유경
제 모델과 대출비교 금융 플랫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실증특례 등의 과제를 통해
생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 혜택 등을 검증한 후 그 성과가 개별기
업이 아닌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개 과제는 일부 개정,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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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 사례
과제명

신청기업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빅픽처스

주요내용

개정시점

∙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
에 VR시뮬레이터를 포함하도록 직업능력 ‘19.12.31
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에이치디씨
조명
사용 가능토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 ‘19.7.30
아이콘트롤스
(임시허가)
기준’ 제정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현대자동차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
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 ‘19.3.18
령⋅시행규칙 개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알에스
케어서비스

∙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
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19.11.20
개정
∙ 보조장치 시험 검사기준 마련중

∙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 등급
분류 신청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VR 모션 시뮬레이터
모션 디바이스 제출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19.5.27
(실증특례)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전파법 개정 준
비중

NH농협
손해보험

∙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한 경우 재계약
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
정’ 개정
‘19.10.2
∙ 계약시 청약의사 확인 생략하는 ‘보험업법’
개정 준비중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

루트에너지

∙ P2P업 등록사항,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
호 등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이용자보
‘19.10.31
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실증특례)

신한카드
핀크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회사
겸업금지 폐지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20.1.9
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한국전력공사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실증특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20.1.9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3.).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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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데이터3법 개정
1. 데이터3법8) 개정안 주요 내용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여 8월 5일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
입하였으며 데이터 전문기관의 역할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산업(마이데이
터) 도입, 개인정보의 이동권과 데이터 처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 등 자기결
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부분 이관하였다. 개인정
보 거버넌스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다.
<표 3-4> 데이터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법령

개정목적

개인정보보호법 ∙ 데이터 신산업 육성
(개인정보보호위 ∙ 개인정보보호 강화
원회)
∙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
∙
∙
∙

주요 내용
∙ ‘가명정보’ 도입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 기
록보존 목적 동의없이 이용 가능
∙ 데이터 전문기관 : 타 기관 가명정보의 결합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
적 조치, 개인식별시 회수⋅파기 처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
호 총괄 기능 수행(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처벌 : 개인식별 목적 정보처리시 매출액 3%, 4
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하 과징금

∙ 거버넌스 정비 :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금융회사 제외)
법령 유사⋅중복조항 정비
∙ 마이데이터 산업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개인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를 제공), 최소 자본금 5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동의, 이동권, 대응권
∙ 처벌 : 개인식별 목적 정보처리시 매출액의 3%,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
∙ 법령 유사⋅중복조항 정비
위원회)

∙ 거버넌스 정비 :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각 법률 개정안 요약정리.

8)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어이다.

38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호의2(가명처리의 개념 정의),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정보주체 동의없이 개
인정보 이용),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의 신설이다. 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②가명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가명정보 처리 기관 : 가명정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④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9호의2⋅제9호의3(본인신용정보관
리업), 제2조제15호(가명처리)⋅제16호(가명정보),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36조의2(자동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의 신설이다. 법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에 기반하여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유업무
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이다. ②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이다. 신용정
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의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요구권
도입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유사⋅중복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활용에 대한 관련 법
령 일원화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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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EU)의 GDPR9) 사례
GDPR은 유럽 국가를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으로 규정하
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2016년 공식
채택된 규정으로 2년의 예비 시행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 전역에
적용하였다. GDPR은 본문 11장(Chapter), 99개 조항(Article), 전문(Recital)
17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속력 있는 법률로서 EU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GDPR의 주요내용은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기업
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이동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를 제시하고 공
익적 목적, 연구 및 통계의 작성 목적인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프로파일링을 거부하거
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대상국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 허용한다. 규칙을 위반시에는 데이터 처리 책임자에
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심각한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유로, 일반적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유로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유럽연합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단일화된 개인정보보
호 규칙인 GDPR을 제정하였다. 유럽내 데이터 이동권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역외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추었다. 유럽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에 대해서 GDPR은 “유럽연합 역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사업장 활
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고, 이때, 해당 처리가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제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경우에는 GDPR의 적용
을 받게되고 이 절차를 적정성 결정이라고 한다. GDPR의 제44조~50조까지 적정

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2016년 5월 24일 발효,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
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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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에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GDPR의 적정성 평가 결정을 획득한 경우, ②표준데이터보
호 조항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적절한 안전조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③①과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정보주체에 대한 위험을 고지받은 후 정보주
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has
explicitly consented) 경우에는 가능하다. 적정성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인은 첫
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권리 침해시 구제 수단 등을 갖춘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다. 둘째, 개인정보 관련 독립적이고 집행력있는 감독기
구의 존재이다. 셋째, 적정성 결정을 획득한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의 업무 규정 여부이다. 우리나
라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GDPR 적정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GDPR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가명처리를 거친 정보는 추가적 정보 사용을 통해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본다고 명시
개인정보의 범위 확대
∙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가명처리 정보의 활용
목적인 경우의 정보 처리는 당초 목적과 양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가명처리를 통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
∙ 삭제권(잊힐 권리) :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표현과 정보의 자유 권리
행사, 공적 권한, 공익 목적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불가)
∙ 처리제한권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요구(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공
익상 중요한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제한)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 개인정보 이동권 : 개인정보를 체계적⋅통상적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
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권리
∙ 프로파일링 거부권 : 프로파일링은 자동화된 정보처리를 의미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짐
∙ DPO(Data Protection Officer : 정보보호책임자) 필수 지정, 개인정
기업의 책임성 강화
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72시간 이내 신고
개인정보 이전 제한 ∙ 적정성 평가(국가),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기업) 등 있어야 가능
∙ 심각한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부과(개인정보처리 주요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역외 이전 등)
과징금 부과
∙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부과(아동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 관
련 내용 등)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의 내용을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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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법 제⋅개정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목
적은 ①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IT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리와
수수료 등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②은행산업 경쟁 촉진(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보수적 영업행태 혁신의 자극제 역할), ③미
래 신성장동력 창출(금융회사와 ICT기업, 핀테크업체 등이 제휴하여 시너지를 창
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이다. 2016년 12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2017년 4월, 한국카카오은행(주)의 은행업 인가 결정으로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조(정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
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물리적 영업점
설치 은행과의 차별화를 명시했다. 둘째,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에서 ‘인터넷전
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은행법상의 1천억원
의 1/4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셋째,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서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이
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시키고 ICT기업의
주식 보유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다. 2020년 5월 19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
준에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관련 조건을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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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
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
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제5조(한도초과보유주
위반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주의 요건)
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내용을 발췌 정리.

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사례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이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2호로 2016년 1월에
설립하여 2017년 7월부터 정식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23조400억원으로 ‘케이뱅크’보다 10배 이상 많다. 최근에는 기술
금융(TechFin)과 언택트(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
며 금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430~784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의 주
요 비즈니스모델은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자유적금,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기타
대출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정식영업 개시 직후 가입고객
수가 100만명에서 2019년 7월에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 4월 1,220만명
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3억원에서 2017년 –1,045억원,
2018년 –210억원으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다가 설립 이후 3년만인 2019년에
흑자로 전환해 당기순이익 137억원, 2020년 185억원까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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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

<그림 3-8>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 삼성증권(2020.9.2.). 카카오뱅크 2Q Review: 성장둔화보다 수익성 개선에 초점.

‘카카오뱅크’의 최근 예금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분기에 14조9천억원
에서 4분기 20조7천억원, 2020년 1분기 21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예금규모의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만기 도래
에 따른 인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카카오뱅크’의 예금상품은 26주 적금,
모임통장, 저금통서비스 등 차별화된 상품들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저원가성
수신을 유입시켰다. 26주 적금의 계좌수는 2018년 10월에 53만계좌에서 2020년
4월 520만계좌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모임통장 이용자수는 오픈 당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에는 515만명까지 증가했다. 모임통장의 잔액 또한 2019년
3월 5,140억원에서 2019년 11월에 1조2,8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12월
출시한 소액 자동 저축 상품인 ‘저금통’은 출시 4개월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하
며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상품 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냈다. 연령별 이용자
분포를 보면, 2~30대가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40대 31.2%, 50대 이상
9.5%를 차지한다.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상품은 2019년 1월 ‘직장인 사잇돌 대출’을 시작으
로 같은해 5월,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 출시, 8월 자체 신용평가모델 기반에 둔
‘중신용대출’ 출시하였다. 중금리대출 상품의 누적 공급 규모는 2019년 3월 1,540
억원에서 1년만인 2020년 3월 1조3,3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1분기에 공
급한 중금리 대출액 3,532억원은 전체 은행권 공급 규모의 40%에 해당한다. 가계
신용대출의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함께 개인 주식투자 수요증가, 전세자금
용도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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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카카오뱅크 예금규모 추이

<그림 3-10> 카카오뱅크 중금리대출
누적 공급 규모

자료 : 삼성증권(2020.9.2.). 카카오뱅크 2Q Review: 성장둔화보다 수익성 개선에 초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
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본(ICT기업에 한해)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기존 4%, 의결권 없이 10%)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
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
지하고 있으나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업(ICT) 주력 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시행후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은 카카
오가 최대주주로 34%의 지분을 확보하고 카카오뱅크의 50%지분을 소유했던 한국
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16%의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29%의 지분을 매각하였다. ‘카카오뱅크’는 금년 하반기부터 IPO절차를 준비할 계
획이다.
<그림 3-11> 카카오뱅크 지분구조(변경전)

<그림 3-12> 카카오뱅크 지분구조(변경후)

자료 : 삼성증권(2020.9.2.). 카카오뱅크 2Q Review: 성장둔화보다 수익성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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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1. 추진개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경제계-국회 공동으로 법⋅제도개
혁 TF를 설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정부는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
된 76개 법⋅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경제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
앙회를 주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한 57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하여 제안하였다. 국회에서는 K-뉴딜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사항 중심으로 41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추가적으로 25개 과제에 대해 검토⋅협의 중이다. 정부
는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12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뉴딜 펀드 등의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2.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제도개선 추진과제
디지털 뉴딜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 본인 동의시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 등이
민원처리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민원처리법 개정) 행정기
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전자
정부법 개정)하는 재도개선이다.
둘째,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및 내실화 :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
하는 근거를 명확히하고(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한다. 또한 대학이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총 학점의 20%이내 개설 가능, 대학원은 20%이내 이수가능 제도를 자율적으
로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핀테크 산업 활성화) : 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 : 고객 거래은행에서 상점 거래은행으로 ‘지급지시’만 전달해 간단
히 이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업종을 도입한다. 또한 혁신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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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인하하고
영업규모별 자본금 특례를 부여한다(분기별 거래액 100억원 이하 → 최소자본금
1/2로 인하, 30억원 이하 → 1/4로 인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넷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생활물류 산업 활성화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택배
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배달대행 등 신 업종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물류
시설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계획적 설치 유도를 위해 도시설계 및 개발사업 단계
부터 생활물류시설을 반영한다.
그린뉴딜 관련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린
뉴딜기본법’에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그린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 근거
를 규정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제도 도입 :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전을 매개로 구매하는 방안을 우선 허용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 개정을 통해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전기사업법 개정).
셋째, 지자체/주민주도 에너지 분권 확대 : 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 추진, 기초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추진한다(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또한 지
역 주민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넷째, 저탄소 스마트 그린 산단 확대 : 녹색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
⋅판매 등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근거법을 마련한다(녹색
융합클러스터법 제정). 노후화된 산단을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스마트그린 국
가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경제계에서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10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 허용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사전동의한 경우에
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
하므로 본인 인증 등 계약자의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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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개선한다(보험업법 개정).
둘째, 해외 소액 송금 규제 개선 : 현행 핀테크 기업(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은
고객과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어, ATM 등을 통한 송금대금 수납⋅전달이
불가한데, 핀테크 기업도 ATM과 창구거래 등을 통해 고객과 송금대금을 수납⋅전
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셋째, 금융사 임직원의 재택근무 규제 개선 :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전산의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산망 원격접속이
제한되므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보안조치를 전제로,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넷째, 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제 도입 :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려면 750여만원의 비용, 최소 5개월의 시간, 105개의 평가요소 등
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를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인증항목 등을 경량화하는 간편인
증(자율)제도를 마련한다(정보통신망법 개정).
다섯째, AI기반 선결제 택시 등 허용 : 현재 택시요금은 기계식 미터기 측정에
따라, 시간⋅거리 당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GPS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하고, 플랫폼
택시의 요금을 자율화(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하여 선불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스마트물류센터 사전인증제 도입 : 중소기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
로 첨단설비 등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혜택을 받기 어렵다. 중소기업에
예비인증제를 도입하여 설계도면 등을 통해 예비인증을 받고 우대대출 등이 가능하
도록 개선한다(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일곱째, VR 체험장 규제 개선 : 현재 VR 체험기기는 규모와 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되고, 안전성 검사 등으로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다. VR 체험기기를 제2종 근린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건축
법 시행령),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허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한다.
여덟째, 화재진압용 드론 활용 규제 개선 : 도심지 화재진압 및 구조 등에 드론
을 활용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안정적 활용에 애로가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산불’ 활용을 ‘산불 및 건물⋅선박 등의 화재’로 확대하여 고층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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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홉째, 사업장 내 부산불 재활용 규제 개선 :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 내에서
공정 부산물을 다른 공정 원료로 쓰려면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이 필요해 원료의 활
용에 제약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이 없
이도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 내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열번째, 새로운 친환경 소재의 야영시설 설치 허용 :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만
야영시설에 설치가 가능한데, 친환경 신소재 등 새로운 소재를 야영장에 설치 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표 3-7>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
1차 주요 제도개선 중 ∙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
과제
∙
(8개 과제)
∙
∙
∙

경제계 제안
(10개 과제)

∙
∙
∙
∙
∙
∙
∙
∙
∙
∙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생활물류 산업 활성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강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허용
녹색융합 클러스터 육성 지원 및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지정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 적용
해외 소액송금 규제 개선
금융사 임직원 재택근무 규제개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제 도입
AI기반 선결제 택시 등 허용
스마트물류센터 사전인증제 도입
VR 체험장 규제 개선
화재진압용 드론 활용 규제개선
사업장 내 부산물 재활용 규제개선
새로운 친환경 소재의 야영시설 설치 허용

자료 : 법⋅제도개혁 TF(2020.9.23.).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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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성과분석
제1절 연구방법론 및 조사 설계
1. 연구방법론
1) 퍼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
퍼지집합이론은 Zadeh(1965)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의사결정기법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한 측정값을 하나로 통합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층 형태의 측정지표가 존재하고 여러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는 이론이다. 다양한 측
정지표값을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는 방법론에는 단순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등위를
표시하는 방법(Wheeler et al., 1989),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한 통합기법
(Bonano and Apostolakis, 1991),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Satty, 1980),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방법(Keeney, 1992)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의사결정기법으
로 계층화 분석법이 사용되는데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계층화 분석법은 Saaty(1980)가 개발하였으며 여러 속성들을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가중치를 도출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예를들어 기술혁신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
팅혁신 등 4가지 혁신활동의 속성이 존재하고 4가지 혁신활동의 세부 속성으로
제품혁신을 위해 필요한 품질개선, 제품의 다양화, 산업기술표준 달성 등이 존재하
고 나머지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에 대해서도 하위 속성이 존재하게 된다.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분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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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적인 가중치와 선호도를 체계적인 비율로 척도화하여 계량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층화 분석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점수화하여
표현해야 하는데 이때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할 수 있다. 의사
결정에 대한 응답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수학적 이론의 한계점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때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체계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
출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곽승준 외, 2003).
퍼지집합이론은 계층화 분석법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반영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퍼지집합
(fuzzy set),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 퍼지넘버(fuzzy number)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퍼지집합이론은 각 개인의 응답을 퍼지넘버(fuzzy numbers)
로 변환하고 이를 총량화하는 절차를 통해 결과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Sohn
et el., 2001). 퍼지집합이론에서는 응답자 개인의 의견을 수리적인 계산을 위해
퍼지넘버로 변환하여 유용하게 만든다. 퍼지넘버는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기 위해
fuzzy integrals를 통해 정량화한다. 퍼지넘버는 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신
뢰구간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퍼지넘버의 가운데 숫자에는 0.5의 가중치가 부
여되고 나머지 두 개의 숫자에는 0.2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한 가중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퍼지집합이론의 의사결정 계층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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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n명의 응답자가 있고 k개의 평가항목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개별 응답자
i의 집합은  

       ‥  이고,          ‥  은

개별 평가속성 t의 집합이다. 개별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하고 응답자들이
평가속성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결정한다(언어값). 이때, 중요
도는 매우 중요하다 1점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까지로 구성할 수 있고 확신의
정도 또한 매우 확실하다 1점부터 매우 불확실하다 5점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확신도 평가결과(언어값)에 대응하는 퍼지넘
버를 구성한다. 이는 퍼지신뢰지수(fuzzy confidence index)를 계산하기 위한 방
법으로 3개 숫자로 이루어진 퍼지넘버가 (a, b, c)로 주어졌을 때, 소속함수  
는 다음 식과 같다. 각 언어값에 대해 퍼지넘버를 대응하고 퍼지신뢰지수(  )를
계산한다.


      ≦  ≦        ≦  ≦ 



 ≅      
 

 ․ 


 

 

 ․

  



 

 ․


  

<표 4-1> 언어값들에 대응한 퍼지넘버
언어값(linguistic values)
퍼지넘버

중요도(  )

확신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불확실하다

중요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0, 0.25, 0.5)

보통이다

보통이다

(0.25, 0.5, 0.75)

중요하다

확실하다

(0.5, 0.75, 1)

매우 중요하다

매우 확실하다

(0.75, 1, 1)

(0, 0, 0.25)

셋째, 퍼지신뢰지수에 대한 총합산값을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한다. 이때 보통
  로 계산한다. 0.5의 의미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에 대한 중립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평가속성의 중요도는 총합산값에 대한 정규화를 통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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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






 )

마지막으로 중요도(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평가속성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의
견을 통합한다. 다음 식은  명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중합산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는 평가속성  에 대한 각 개인의 추정량을 의미한다.
   

    






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방법론은 Martilla and James(1977)에 의해 개발된 후 마케팅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속성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우선 중점적으
로 추진해야할 부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할 부분, 관리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IPA방법론은 연구자가 분석대상에 대한 속성을 결정하고 개별 속성의 중요도
와 성취도를 측정한 후 2차원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하고 중요도와 성취도의 수준
에 따라 향후 전략방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는
데 구분기준은 중요도와 성취도의 평균값이다.
IPA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4개의 사분면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데, 1사분
면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지속유지영역(Keep up the good
work)이고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영역으로 집중노력이 필요
한 영역(Concentrate here)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낮은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Low Priority)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4사분면은 중
요도는 낮지만 성취도는 높은 영역으로 현재 과잉노력(Possible Overkill)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Martilla and James, 1977).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는 개별 속성에
대한 중요도(전문가 설문)와 성취도(기업의 만족도 설문)를 기반으로 IPA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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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규제혁신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는 속성
별 중요도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성취도는
실제 규제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느끼는 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는 점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방
법은 앞에서 설명한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도를
반영하여 상대적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림 4-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의 도식화

자료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pp. 77-79.

2. 설문조사 설계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신기술⋅신산업 규제
실태, 둘째,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노력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셋째,
규제샌드박스 참여경험이 있는 기업의 제도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평가 등이다.
퍼지집합이론을 통한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성과요인을 계층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우선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노력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분석을 위해 하위 계층
제4장 규제혁신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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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구분하였으며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인터넷 은행법,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
특구 등 규제특례 사업 추진,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
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합의, 시민(소비자)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단의 다양한 운영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 규제혁
신 프로세스 개선은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 분석을 위해 하위 계층으로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
정시스템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선정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
내용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하위 평가속성을 구분했는데, 지원제도의 합
리성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제도의 거버넌스와 조직, 컨설팅을 통한 지원절
차, 법제도 기반 구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행정시스템 효율성은 신청절
차의 간소화와 편리성, 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상담을 통한 정보획득 용이성, 정보
공개의 투명성, 관리기관의 일원화 등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세 번째,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은 담당자의 전문성, 적극성, 연결 용이성, 합리적 처리, 책임감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 선정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은 평가위원의 전문
성, 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원내용의 타당성은 지원기간의 적정성, 관련 부처의 협력, 관리기관과의 소통,
개발, 인증 등 후속지원 연계, 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림 4-3> 규제혁신 성과 계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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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성과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20여명(법제도, 과학기술, 신산업, 정책 등을 전공한 교수와
연구원, 민간기업 전문가)을 대상으로 하위 평가속성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중요도
평가결과의 확신도를 조사한 후, 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해 가중치를 도출한다. 개별
평가속성의 가중치는 IPA분석에서 중요도로 사용한다.
<표 4-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예시)
※ 다음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내용입니다. 각 요인별 중요도와 확신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중요도
구분

확신도

전혀
중요하지 → 보통 → 매우 매우 → 보통 →
중요하다 불확실
않다

매우
확실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소통과 합의
(기업, 시민과 소통 및 합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부처 협력, 거버넌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인터넷 은행법,
법개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제자유특구 등
기반
규제특례
사업 추진
구축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 설문항목과 동일하게 정부 규제혁신 추진
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요인에 대해 성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외 추가적
으로 정부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기술혁신 성과는 지식재산권(특허출원 등)
의 확보, 정부와 지자체 R&D지원사업에 참여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는 제품
과 서비스 매출, 수출, 수익성 향상, 외부 자금의 조달 규모와 횟수 증가,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 규제혁신 성과분석

59

<표 4-3>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항목
귀사에 관련되는 규제 리스트
귀사의 규제로인한 기업경영 차질 경험(손실 및 이익)
정부 규제혁신 개선에 대한 평가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와 체감도
정부 규제혁신 예상되는 성과 및 정부 정책 우선순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법개정 등
∙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제도기반 구축 ∙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 사업 추진
∙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신산업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합의
정부
사회적 소통과
규제혁신
∙ 시민(소비자)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의견수렴
합의
추진에 대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단의 다양한 운영
성과요인
∙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규제혁신
∙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프로세스 개선 ∙ 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
∙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성과
∙ 기술혁신, 경제적 성과 등
∙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제도의
∙ 지원제도의 거버넌스와 조직
합리성
∙ 컨설팅을 통한 지원절차
∙ 법제도 기반 구축
∙ 신청절차의 간소화, 편리성
∙ 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행정시스템
∙ 상담을 통한 정보획득 용이성
효율성
∙ 정보공개의 투명성
∙ 관리기관의 일원화
∙ 담당자의 전문성
∙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 인력의
∙ 담당자 연결 용이성
규제샌드박스 태도와 전문성
∙ 담당자의 합리적 처리
제도의
∙ 담당자의 책임감
성과요인
∙ 평가위원의 전문성
선정평가위원회의 ∙ 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합리적 운영 ∙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 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
∙ 지원기간의 적정성
∙ 관련 부처의 협력
지원내용의
∙ 관리기관과의 소통
타당성
∙ 개발, 인증 등 후속지원 연계
∙ 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
∙ 진입장벽 제거, 시장출시, 안전성 검증, 사회적 합의, 법제도 기
규제샌드박스
반 구축, 유망 혁신기업 발굴, 규제혁신 문화 확산, 국민 생활편
핵심성과
의 및 삶의 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신기술ㆍ신 ∙
산업 규제 ∙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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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초통계 분석
1. 응답자 일반현황
신기술⋅신산업 규제실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정책이 기업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신기술⋅신산업 기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설문
지 기반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0부의 설문응답이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업성장단계는 사업 확장에서 추가 투자 단계가 64.0%로 가장 많았으며, 매
출 발생부터 손익분기점 도달 23.0%, 기술개발부터 매출 발생 이전 13.0% 순이었
다. 기술분야는 App 기반이 30.0%로 가장 높았고, 빅데이터 18.0%, 사물인터넷
14.0%, 가상/증강현실(VA/AR) 10.0%,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각 8.0% 순으
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 특성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TOTAL

100

100.0

기술개발~매출 발생 이전 단계

13

13.0

매출 발생~손익분기점 도달 단계

23

23.0

사업확장~추가 투자 단계

64

64.0

App 기반

30

30.0

사물인터넷(IoT)

14

14.0

빅데이터

18

18.0

전
기업성장단계

기술분야

종사자 규모

체

블록체인

8

8.0

가상/증강현실(VR/AR)

10

10.0

인공지능(AI)

8

8.0

없음

12

12.0

10인 미만

23

23.0

10인 이상~30인 미만

40

40.0

30인 이상~100인 미만

29

29.0

100인 이상

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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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기업이 보유한 자사의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하여 응답기업들은 5점 만점 기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제품, 서비스이다’
4.84점, ‘기술, 제품, 서비스가 독창적이고 경쟁우위가 있다’ 4.73점, ‘사업성과 시
장성이 우수하다’ 4.66점,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4.28점으로
본인들의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림 4-4> 자사 보유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의 혁신성 평가

2. 신기술⋅신산업 규제 실태
신기술⋅신산업 기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관련 규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 3법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
호 규제’가 26.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금융서비스 규제 7.0%, 앱 중개 및
거래 서비스 규제와 앱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가 각각 5.0%, 신산업⋅신기술 제품
규제, 의료서비스 규제, 에너지 서비스 규제 4.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신기술⋅신산업 규제 중 기업과 관련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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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신기술⋅신산업 규제 수준에 대하여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의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2.73점으로 보통보다 약
간 낮게 나타났다. 신기술⋅신산업 규제수준에 대한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이 높다
고 평가한 응답은 12.0%로 보통 56.0%, 낮음 32.0%로 신기술⋅신산업 기업들의
규제 수준에 대한 애로사항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6> 신기술⋅신산업 규제수준에 대한 사업 추진의 애로정도

지난 3년간 추진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대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
한 응답에서 5점 만점 기준 3.0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응답은 18.0%,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0%로 거의 비슷했지만, 정부
의 규제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지난 3년간 정부 규제혁신 개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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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대해 만족도를 질문한 응답에서는 5점 만점 기준
3.03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11.0%, 불만족한다는 응답
이 7.0%로 만족의 응답이 조금 더 높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응답기업은 만족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핵심규제 개선’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27.3%, 규제혁신 문화 확산 18.2%, 해당 분야 규제완화 및 폐지 9.1% 순이
었다. 반면,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기업은 57.1%가 ‘규제혁신
에 대한 인식 저조’를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4-8> 지난 3년간 정부 규제혁신 노력 만족도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노력에 대한 사업 추진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는 5점 만점 기준 3.09점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1.0%였으며, 도움정도가 낮다는 응답은
10.0%로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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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노력의 사업 추진 도움 정도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 기준 2.71점으로
체감도는 낮았다. 지난 3년간 정부 규제혁신 활동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11.0%인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9.0%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그림 4-10>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체감도

신기술⋅신산업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
과적인 정책은 ‘신산업 규제완화 및 폐지’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포괄적 네거
티브 규제 30.0%, 한시적 규제완화 19.0%, 규제개혁 신문고 7.0%, 우수 규제혁신
사례 발굴 및 포상 4.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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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가장 효과적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 기준 3.39점으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의 규제혁
신 정책이 성과를 거둘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은 45.0%인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11.0%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 기업들의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은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와 기관간 협력하고 있다가 각각 13.3%, 적극적으로 노
력한다, 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각 6.7%, 공무원 마인드가 변하
고 있다 2.2% 순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기업들은 ‘규제체계가 변하지 않는다’와 ‘정부부처와 기관이 별로 의
지가 없다’가 27.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사회적으로 합의
가 잘 되지 않는다 18.2%, 핵심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8.2%, 공무
원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다 9.1%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규제혁신 효과성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신기술, 신산업 규제정비’
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신속한 후속조치 47.0%, 부처와 기관
간 협력 38.0%, 한시적 규제완화 34.0%,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확립 16.0%,
공무원 마인드 제고 7.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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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향후 정부 규제혁신 정책 성과

<그림 4-13> 향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규제혁신 정책

신기술⋅신산업 기업들에게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현재 도달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중요도와 성과로 나누어 평가하였
다. 그 결과 응답기업들은 5점 만점 기준 혁신성장 효과를 3.69점으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했으며 경제적 성과 3.64점, 사회적 안전망 구축 3.49점, 소비자 편익(혜
택)의 증대 3.48점 순이었다. 반면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적 성과를 3.09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했고 혁신성장 효과 3.07점, 사회적 안전망 구축 2.98점, 소비
자 편익(혜택)의 증대 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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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정부 규제혁신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

향후 3년간 정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의 도움정도를 예상하
는 질문에 대해서는 5점 만점 기준 ‘R&D 투자’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고, R&D
인력 고용 3.06점,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3.03점,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재
산권 확보 3.00점 순이었다.
<그림 4-15> 정부 규제혁신을 통한 기술혁신 성과 도움

향후 3년간 정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 기준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수출, 수익’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 3.14점, 외부 자금조달 규모, 횟수 3.05점,
사업분야 다양성 3.03점, 고용 증가 2.95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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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정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 도움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규제가 개선이 된다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성과에 대하여 연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3.47%, 고용은 전
년대비 평균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R&D 투자 비중은 매출액 대비
평균 0.12%가 감소하고 평균 3천 5백만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으로 예상되는 연간 기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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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중치 도출 및 성과분석
1. 퍼지집합이론을 통한 가중치 도출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요인 대분류 3개 지표와 세분류 11개 지표에 대한 가중
치는 다음과 같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시 가장 중요한 요인(대분류)은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0.356)이며 다음으로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0.333), 사회적 소통
과 합의(0.31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분류 지표 순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정부 규제
혁신 성과요인은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0.102),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
고 공정하게 추진(0.101),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0.096),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0.095),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0.094),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
개정 추진(0.094),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특례 사업 추진
(0.094),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과 합의
(0.092),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0.088),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수단을
다양하게 운영(0.082),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0.063) 순이다.
<표 4-5> 정부 규제혁신 성과요인 가중치(전문가설문)
대분류
지표
가중치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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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6

0.311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0.333

합계

1.000

세분류
지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적용)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특례
사업 추진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과 합의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단(공청회,
게시판, 상담창구 등)을 다양하게 운영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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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순위

0.095

4

0.094

6

0.094

7

0.094

5

0.092

8

0.096

3

0.082

10

0.102
0.088
0.063
0.101
1.000

1
9
11
2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성과요인 대분류 5개와 세분류 23개 지표에 대한 가중치
도출 결과, 대분류 5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행정 시스템 효율성(0.22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원제도의 합리성(0.211), 선정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0.195), 지원내용의 타당성(0.194),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0.17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분류 23개 지표의 가중치 도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정평가
위원의 전문성(0.052)이며 다음으로 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0.051), 담당자의 전
문성(0.049), 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0.048), 관련 부처의 협력(0.048), 신청
절차의 간소화, 편리성(0.047), 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0.046), 법제도 기반 구축
(0.046), 관리 기관과의 소통(0.046), 담당자의 적극성(0.045), 담당자의 책임감
(0.045),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0.044), 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0.0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규제샌드박스제도 성과요인 가중치(전문가설문)
대분류
지표

가중치

지원제도의 합리성

0.211

행정 시스템 효율성

0.223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0.178

선정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0.195

지원내용의 타당성

0.194

합계

1.000

세분류
지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제도의 거버넌스와 조직
컨설팅을 통한 지원절차
법제도 기반 구축
신청절차의 간소화, 편리성
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상담을 통한 정보획득 용이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관리기관의 일원화
담당자의 전문성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자와의 컨택 가능성
담당자의 합리적 판단
담당자의 책임감
선정평가 위원의 전문성
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
지원기간의 적정성
관련 부처의 협력
관리기관과의 소통
개발, 인증 등 후속지원 연계
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
합계

가중치
0.039
0.040
0.034
0.046
0.047
0.051
0.040
0.041
0.037
0.049
0.045
0.041
0.039
0.045
0.052
0.046
0.044
0.043
0.038
0.048
0.046
0.041
0.048
1.000

순위
19
18
23
8
6
2
17
14
22
3
10
16
20
11
1
7
12
13
21
5
9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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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혁신 IPA분석(성과 및 만족도, 중요도)
1)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IPA분석
IPA 분석을 위해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100개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규제
혁신 성과요인별 성과 및 만족도 평균을 도출하였다. 5점척도로 조사한결과, 응답기
업들은 정부 규제혁신 요인에 대해 대부분 3점(보통) 내외 수준의 성과 및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
과의 협력(3.20)이며 다음으로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3.13), 포괄적 네거티
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3.10),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3.09),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특례 사업 추진(3.05),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혁신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성과 및 만족도와 중요도 관점에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지속유지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음)에는 ①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③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
특례 사업 추진, ⑤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
⑧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⑪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이
해당한다. 2사분면(최우선지원 : 중요도 높지만 만족도 낮음)에는 ②인터넷 은행
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④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⑥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3사분면
(개선필요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음)에는 ⑦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단(공청회, 게시판, 상담창구 등)을 다양하게 운영, ⑩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
굴, 홍보, 포상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관리필요 자율적 추진 : 중요도
낮지만 만족도 높음)에는 ⑨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특정 신산
업 육성을 위한 법개정과 개별 산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때 신산업 분야의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과 위험성, 안전망 마련
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중요한
기조로 유지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특례제도의 운영, 산업간 소통,
규제관련 부처와의 협력, 규제혁신 절차의 공정성 등은 현재 추진내용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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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이며 정책적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분야인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은 실제 필요
성에 비해 높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그림 4-18> 정부 규제혁신 IPA 분석

<표 4-7> 정부 규제혁신 IPA(만족도, 중요도) 값
정부 규제혁신 성과요인
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②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③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특례 사업 추진
④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⑤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
⑥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⑦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단을 다양하게 운영
⑧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⑨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⑩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
⑪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평균

만족도 중요도
3.10
3.01
3.05
2.93
3.04
2.92
2.91
3.20
3.13
2.99
3.09
3.03

0.095
0.094
0.094
0.094
0.092
0.096
0.082
0.102
0.088
0.063
0.101
0.091

IPA
사분면
1
2
1
2
1
2
3
1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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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IPA분석
IPA 분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성과 및
만족도)를 분석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23개 지표의 만족도는 평균 3.36
점으로 보통이상 수준이며 만족도 수준이 높은 항목은 담당자에 대한 요인으로 담
당자의 전문성, 적극성, 책임감, 합리적 판단(3.6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3.53), 담당자와의 컨택 가능성(3.53), 지원제도의 거버넌스와
조직(3.47), 지원기간의 적정성(3.47), 컨설팅을 통한 지원절차(3.35), 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3.35), 관련 부처의 협력(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성과 및 만족도와 중요도 관점에
서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지속유지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음)에는
⑩담당자의 전문성, ⑪담당자의 적극성, ⑭담당자의 책임감이 위치하고, 2사분면
(최우선지원 : 중요도 높지만 만족도 낮음)에는 ④법제도 기반 구축, ⑤신청절차의
간소화, 편리성, ⑥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⑮선정평가 위원의 전문성, ⑯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⑰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⑳관련 부처의 협력, ㉑관리기관과의
소통, ㉓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이 해당한다. 3사분면(개선필요 : 중요도와 만
족도 모두 낮음)에는 ③컨설팅을 통한 지원절차, ⑦상담을 통한 정보획득 용이성,
⑧정보공개의 투명성, ⑨관리기관의 일원화, ⑱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 ㉒개발,
인증 등 후속지원 연계 등이 위치하고, 마지막 4사분면(관리필요 자율적 추진 :
중요도 낮지만 만족도 높음)에는 ①지원대상의 선정기준, ②지원제도의 거버넌스
와 조직, ⑫담당자와의 컨택 가능성, ⑬담당자의 합리적 판단, ⑲지원기간의 적정
성 등이 해당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시행초기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강점영역
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실행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가장 많은 요인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법제도 기반 구축이나 프로세스의 개선, 선정평가 절차의 개선,
부처 및 기관과의 소통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높지만 기업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은 분야로 정책 실행전략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이 필
요하다.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는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방법 등으
로 관리기관이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내용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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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규제샌드박스 IPA 분석

<표 4-8> 규제샌드박스 IPA(성과 및 만족도, 중요도) 값
규제샌드박스 성과요인
①지원대상의 선정기준
②지원제도의 거버넌스와 조직
③컨설팅을 통한 지원절차
④법제도 기반 구축
⑤신청절차의 간소화, 편리성
⑥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⑦상담을 통한 정보획득 용이성
⑧정보공개의 투명성
⑨관리기관의 일원화
⑩담당자의 전문성
⑪담당자의 적극성
⑫담당자와의 컨택 가능성
⑬담당자의 합리적 판단
⑭담당자의 책임감
⑮선정평가 위원의 전문성
⑯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⑰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⑱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
⑲지원기간의 적정성
⑳관련 부처의 협력
㉑관리기관과의 소통
㉒개발,인증 등 후속지원 연계
㉓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
평균

성과 및 만족도
3.53
3.47
3.35
3.29
3.12
3.24
3.24
3.24
3.24
3.65
3.65
3.53
3.65
3.65
3.24
3.24
3.18
3.35
3.47
3.35
3.06
3.24
3.24
3.36

중요도
0.039
0.040
0.034
0.046
0.047
0.051
0.040
0.041
0.037
0.049
0.045
0.041
0.039
0.045
0.052
0.046
0.044
0.043
0.038
0.048
0.046
0.041
0.048
0.435

IPA 사분면
4
4
3
2
2
2
3
3
3
1
1
4
4
1
2
2
2
3
4
2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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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혁신의 기업 성과 영향요인 분석10)
1) 연구모형 및 변수 정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성과 및 만족도를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행정프로세스 개선의 3가
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변수들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혁신 성과를 거쳐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연구모
형을 설계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H1) : 정부의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사회적 소통과 합의 노력은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프로세스 개선 노력은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H4) :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4-20> 연구모형

10) 본 연구에서는 성과분석을 위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노력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분석을 함께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표본의 확보가 미흡하여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노력에 대한 성과 영향
요인 분석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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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를 위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를 측정하였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변수를 도출하고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선정하였다. 모
든 설문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표 4-9>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잠재변수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관측변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law1

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law2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특례 사업 추진

law3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law4

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사회적 소통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단(공청회, 게시판, 상담창구
합의
등)을 다양하게 운영
규제혁신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혁신 성과

경제적 성과

social1
social2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process1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process2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process3

지식재산권(특허출원 등)의 확보

innovation1

정부와 지자체 R&D지원사업에 참여 성과

innovation2

제품과 서비스 매출, 수출, 수익성 향상

economic1

외부 자금의 조달 규모와 횟수 증가

economic2

비즈니스모델 다양화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

economic3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
다. 요인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요인적재값을 도출하고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관측변수의 요인적재값은 최저
0.755~최대 0.945로 잠재변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도 0.7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항목들 간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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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1998) 모든 변수에서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s) 3.0을 활용하여 측정모
형 추정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Smart PLS 3.0은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
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는 통계기법이다
(Chin, 1998).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집중 타당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개념 신뢰도
인 Composite Reliability는 모두 0.8 이상이고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 분산추출값) 값은 0.6 이상으로 모두 신뢰도와 집중 타당성에서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Composite Reliability는 0.7 이상,
AVE 값은 0.5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Carmines and Zeller, 1979).
<표 4-10>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잠재변수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혁신 성과

경제적 성과

관측변수
law1
law2
law3
law4
social1
social2
process1
process2
process3
innovation1
innovation2
economic1
economic2
economic3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
0.800
0.862
0.887
0.874
0.917
0.945
0.790
0.929
0.887
0.933
0.886
0.755
0.882
0.860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0.881

0.917

0.734

0.848

0.929

0.867

0.845

0.903

0.758

0.794

0.905

0.827

0.785

0.872

0.696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분석은 각 변수의 AVE 값이 0.5 이상이
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AVE 값의 제곱근
을 비교하여 AVE 값의 제곱근이 상관계수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의 상관계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각선에 위치한 AVE 값의 제곱근이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모두 크므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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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AVE 값의 제곱근보다 클 경우에는 2가지 변수를 다른 변수로 볼 수 없으므로
판별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11> 판별타당성 분석
규제혁신
프로세스

잠재변수

법제도 개선

사회적 소통

법제도 개선
사회적 소통
규제혁신
프로세스
기술혁신 성과
경제적 성과

0.856
0.564

0.931

0.709

0.522

0.87

0.506
0.415

0.358
0.189

0.52
0.327

기술혁신
성과

0.909
0.462

경제적 성과

0.834

주 : 대각선에 진한 글씨가 AVE값의 제곱근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PLS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경로계수 추정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방법(Bootstrapping)을 사용하
였다. PLS(부분최소자승법)는 개념간의 예측이 주목적이며 부트스트래핑은 모수
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자료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표본오차를
확률분포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비모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분석
을 통해 t값을 도출할 때 사용한다(Tenenhaus et al., 2005). 경로계수값
(original sample)은 독립변수의 변화값에 대한 종속변수 변화값의 비율을 나타내
는 것이며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표본 평균분포의 표준오차를 나타내
는 것으로 모수 추정에 대한 정확도와 안정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채택의
여부는 t값으로 표현되며 경로계수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다. t값이 1.645
보다 클 때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t값이 1.96보다 클 때는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t값이 2.58 이상일 때는 유의수준 0.01, t값이 3.30 이상일 때는 유의수
준 0.001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H1(법제도 개선
⇒기술혁신 성과), H3(규제혁신 프로세스⇒기술혁신 성과), H4(기술혁신 성과⇒
경제적 성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 요인 중 기술혁신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규제혁신 프로세스(0.312)이며 법제도 개선은 경로계수
0.25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통(0.050)은 기술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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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가설검증(경로분석)
가설(경로)

Standard
Original
T Statistics
Deviation
P Values 가설검증
Sample (O)
(|O/STDEV|)
(STDEV)

H1

법제도 개선 ⇒
기술혁신 성과

0.256

0.140

1.829

0.068*

채택

H2

사회적 소통 ⇒
기술혁신 성과

0.050

0.109

0.462

0.644

기각

H3

규제혁신 프로세스 ⇒
기술혁신 성과

0.312

0.122

2.555

0.011**

채택

H4

기술혁신 성과 ⇒
경제적 성과

0.462

0.089

5.224

0.000***

채택

주 : *p<0.1, **p<0.05, ***p<0.001.

<그림 4-21> 가설검증(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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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0.310

0.214

제4절 소결
1. 규제혁신 실태조사 결과
신산업 분야(앱서비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성과
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사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나타났으며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정도는 5점만점에 2.73점으로
보통이하라고 응답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3.03
점이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1.0%로 불만족한다는 기업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 규제혁신에 만족하는 이유는 핵심 규제의 개선(45.5%)이며 불만족
하는 이유는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저조(57.1%)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정부
규제혁신 노력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0%로 도움이 안된
다는 기업 10.0% 보다 두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정책은 신산업 규제완화 및 폐지(37.0%),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30.0%)이며 향후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5.0%)이 긍정적
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성과는
전년 대비 평균 매출액 3.47% 증가, 고용 1.1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만족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IPA분석 결과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요인별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결과, 11개 요인
중 5개 요인이 지속유지 영역에 위치하고 최우선 중점개선 영역에는 법개정 추진,
산업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들과의 의견수렴 등이 위치했다. 중요도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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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모두 낮아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을 위한 수단의 다양한 운영, 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이 분포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혁신 추진 노력의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법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
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야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23개 핵심요인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결과에
서는 9개 요인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해 아직 시행초기로
전반적으로 실행전략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제도 기반 구축, 신청절차의 간소화, 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선정평가 위
원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관련 부처와 관리기관과의 소통, 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 등에 대한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아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지원절차, 정보획득 용이성, 정보공
개 투명성, 관리기관의 일원화, 선정평가 절차의 신속성, 후속지원 연계 등 지원
프로세스와 선정평가 과정에 대한 추진전략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정책
으로 현행 규제내에서 사업이 어려운 비즈니스에 대한 실증과 검증을 가능하게 한
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2년차를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도 지적됨에 따라 정책방향이나 기업의 체감도와 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ICT융합과 산업융합 프로젝트를 구분
해서 지원해야하는 불편과 모호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고 관리기관 및 부처와의
협력과 소통, 법개정 등 후속처리 신속성 등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정부 규제혁신의 기업 성과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핵심요인의 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분
석한 결과,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법개정 추진, 규제특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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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기반 구축 성과는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행정
프로세스의 개선 성과도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소통과 합의 노력은 규제혁신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혁신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은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혁신 정책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뿐 아니라, 규제샌드박
스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요인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
석하고자 하였으나,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이 195개사에 불과하고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회수율의 한계가 있어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대
한 성과분석은 진행하지 못하고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제4장 규제혁신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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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술 및 신산업 규제 관련 선행연구와 규제의 성과 영향을 분석
한 실증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규제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정인 영향을 살펴
보고 신산업에서의 규제혁신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규제란 본
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규제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사업화를 저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규제가
기업의 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규제혁신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
키거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규제혁신의 중점 기조로 발표한 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 관련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혁신
노력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규제혁신 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앞서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3가지 요인은 첫째, 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둘째, 사회적 소통과 합의, 셋째,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이며 각 요인별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도 5가지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별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5가지 요인은 첫째,
지원제도의 합리성, 둘째,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셋째,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넷째, 선정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다섯째, 지원내용의 타당성으로 구성하였다.
규제정책을 구성하는 요인을 계층적으로 설계하고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를 조사하였다. 이때 중요도는 규제혁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만
족도는 규제혁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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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부 규제혁신의 11개 성과요인별 중요
도(가중치) 분석에서는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시민(소비자)들
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
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23개 성과요인별 중요도(가중치) 분석에서는 선정평가
위원의 전문성이 1순위이며 다음으로 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담당자의 전문성,
법개정 등 사후처리의 신속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규제혁신 11개 성과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했
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요인은 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이고 다음
으로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23개 요인별 만
족도 분석에서는 1순위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적극성, 책임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담당자와의 컨택 가능성 등 담당자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금 현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분야는 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③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규제특례 사업 추진, ⑤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 ⑧규제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 ⑪규제혁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등이며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만족도가 낮아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
중 지원해야하는 분야는 ②인터넷 은행법, 데이터3법 등 법개정 추진, ④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⑥시민(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등이다. 정책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정책방
향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는 ⑦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
단(공청회, 게시판, 상담창구 등)을 다양하게 운영, ⑩규제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포상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기업의 만족도는 높아 현재
과잉집중하지 않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에는 ⑨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해당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수요자 측면에서
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부분은 특정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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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법개정과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신산업의 도입으로 시민들이 얻게되는 편익, 위험성, 안전망 마련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정책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IPA분석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분야
는 ⑩담당자의 전문성, ⑪담당자의 적극성, ⑭담당자의 책임감 등 모두 담당자의
역량과 관련된 요인이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집중해야할 분야는 ④법
제도 기반 구축, ⑤신청절차의 간소화, 편리성, ⑥행정프로세스의 신속성, ⑮선정
평가 위원의 전문성, ⑯선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⑰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⑳관
련 부처의 협력, ㉑관리기관과의 소통, ㉓법개정 등 사후처리 신속성이 해당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③컨설팅을 통한 지원절차, ⑦상담을 통한 정보획
득 용이성, ⑧정보공개의 투명성, ⑨관리기관의 일원화, ⑱선정평가 절차의 신속
성, ㉒개발, 인증 등 후속지원 연계 등이며 마지막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분야에는 ①지원대상의 선정기준, ②지원제도의 거버넌스와 조직, ⑫담당자와의
컨택 가능성, ⑬담당자의 합리적 판단, ⑲지원기간의 적정성 등이 해당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시행초기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강점영역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실행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가장 많은 요인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법제도 기반 구축이나 프로세스의 개선, 선정평가 절차의 개선, 부처 및
기관과의 소통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높지만 기업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은
분야로 정책 실행전략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요자 관점에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
다.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는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방법 등으로
관리기관이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내용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노력이 기업의 기술혁
신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혁신을
위한 사회적 소통 노력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혁신
프로세스의 개선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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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계-당-정부 공동으로 법⋅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뉴딜정책을 가로막
는 법⋅제도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관련 161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디지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는 76개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마이
데이터 활용 확대, 원격교육 인프라 마련 및 내실화,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다. 제도개선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제⋅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와같이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고 작년부터 규제샌
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과 신산업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기도 기업에 대
해 추가적으로 실증비용(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원 이내), 책임보험료(보험료
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조기실증 컨설팅(최대 5백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혁신기업이 집적해
있고 다양한 산학연 기관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규
제혁신 정책에 의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개정 등이 필요한 영역
은 정부에서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노력은 경
기도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익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검증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보다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함
으로써 경기도 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실증을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관련 기업들의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집중해야할
정책요인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표본수가 17개사에 머물러 구조방정식을 통한 실증분석에는
활용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IPA분석을 통해 정책 성과를 분석했다는 데는 의
의가 있다. 추후에는 규제샌드박스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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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in New Industries

Regulation is an important policy fiel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and it can
promote or hinder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ompanies. All of the previous governments have been pursuing
regulatory innovation as a key task, and have endeavored in various
ways to remove regulations that hinder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although there were some quantitative results,
there was a limit to raising the qualitative level of regulatio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on the regulation of new industries, regulatory
inno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particularly, it has been found to play
a role in promoting investment expansion while protecting SM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negative
regulation, regulatory sandboxes and regulatory free zones, and the
Data 3 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s the fundamental regulatory innovation effort to convert the positive
regulatory system into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with the 4t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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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trives to foster the
data industry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However, due to the ambiguity of the law, it is
expected that guidelines for each industry must be prepared and various
empirical processes are required to be applied in industries.
After evaluat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lements of
sustainability,

focus

improvement,

and

gradual

improvement.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new industries was the first priority to be
focused and improved. In the case of the regulatory sandbox, there are
a number of key factors that need to be intensively improved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Specifically, improvement in legal amendment
measures through the project, the expertise of the selection and
evaluation committee, fairness,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with
ministries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was urgently needed.
Finally, statistically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thre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actually
affect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technology innov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he administration proces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 role
on th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communication and consensu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rough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industries, but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directly
affect the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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