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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이슈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의 사업 활로 개척

1

o (배경)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 (2019.1.17)
◉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
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 하는 제도
¡ 규제샌드박스법 시행과 더불어 ICT 규제샌드박스법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례에 걸쳐 10가지 신기술 및 서비스 통과
‒ (2월 14일)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 3개 신서비스 통과
‒ (3월 6일)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 4개 신서비스 통과
‒ (5월 9일)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 3개 신서비스 통과
‒ (6월 예정)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및‘택시동승, 대형택시합승’ 심의 예정
※ ‘19. 1. 17 산업융합 차원에서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표 1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 길이 열린 10개 서비스 및 기술

신청업체

내 용

①고려대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안암병원
②카카오
KT
③올리브
헬스케어
④VR 업계 등
⑤폐차업계 및
일반국민
⑥충전서비스

- 환자는 이상 징후 상시 체크 가능 및 내원 안내 통지
•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 서비스’
-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하게 됨으로써 2년간 약 9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 임상시험 매칭률 향상 및 모집기간 단축을 통한 효율성 확보, 참여 희망자 편의 향상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일반 트럭에 VR장치를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 제공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폐차를 원하는 사람과 폐차업계간 중계 서비스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제공업체

-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사업

⑦신호기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개발업체

- 해상 사고 발생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정보를 인근 선박에 송신

⑧지역
중소업체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지역 소규모 업체의 광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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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KT, SK, LG
⑩VR 업계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 원격 모니터링
• ‘VR 모션 시뮬레이터’
- VR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를 법적 문제없이 이용 가능

자료 : 언론 자료, IITP 정리

¡ (금융위원회) 금융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활발하여 100여건이 넘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우선심사대상 지정 등 활발한 업무 진행 중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등 9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함
※ 우리은행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편리하게 환전, 현금인출(100만원 미만)을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쓰루
(Drive Thru)서비스를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운영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각종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제도’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0개 지자체를 실증특례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함
※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
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o (시행 내용)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통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제도, 임시허가 제도 활용으로 신기술 시험 제도 운용
¡ (규제신속 확인 제도) 기업들은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개발시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 (실증 특례제도)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각종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일괄처리제도) 다부처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임시허가제도)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이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해주는 제도
‒ 임시허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가능하고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 완료시
까지는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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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규제샌드박스 제도별 내용 및 절차

시행명

시행절차

규제특례
제도

임시허가
제도

신속처리
제도

일괄처리
제도

자료 :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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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도의 성과와 보완의 요구) 시행초기 성과도 높으나 일부 비판과 후속조치 요구
¡ (시행성과) ‘18년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고 현재까지

15개의 금융회사가 73개 서비스 신청중으로 타 국가에 비하여 성과가 부각
¡ (제도취지 미 부합) 마이크로젠사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제한과 조건을 부과한 승인이라는 일부 비판 존재
‒ 서비스 신청기업인 ‘마크로젠사’는 1만 명이라는 서비스 대상자 인원 규모를 요청했으나 인천
송도라는 지역 제한 및 2,000명으로 서비스 대상인원을 축소하여 승인
¡ (갈등조정)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 합승

서비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 심의 유보
‒ 6월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최근 택시 업계와의 갈등 증폭으로 인하여 관심 집중
¡ (후속입법과 인력․예산)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은 법령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며 후속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 이는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 종료까지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

‒ 반대로 산업융합촉진법의 경우 관련 사업 제한 규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허가
연장이 가능한 바, 법령의 차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차이 발생
‒ 실종특례 사업에 대한 추적을 통해 야기되는 문제점과 추가적인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o 정책성과 높은 규제 샌드박스 후속 입법, 모니터링과 갈등조정 기능도 필요
¡ 규제샌드박스는 ‘19년 1월 도입후 기업체의 많은 활용으로 10여건의 서비스 시행

실적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한국과 같이 규제가 강한 성문법 국가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향적 제도이나 향후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 특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간 후에 사업시행업체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령개정 등 입법적 후속조치 필요
¡ 향후 예정된 택시 동승 및 합승 여부 심의는 사회적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청취 등 갈등 조정도 중요한 요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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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행상의 미비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규제샌드박스

각 시행 부처의 노력과 규제샌드박스 갈등 당사자와 국회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시점이며 아울러 전담 인력의 확대와 관련 예산의 확보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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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도 중요

2

o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 및 규제애로 해소실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평가 시행
¡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
‒ 평가는 매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진행
¡ 행정안전부는 ’19년 1분기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 받아 우수사례 6건을 선정

‒ △인천광역시의 특허보세구역 지정 △경기도 양주시 등기업무 규제개선 △전북 남원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면제 △경기도 성남 관제 공역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경북 성주군 신제품 품명
신설을 통한 기업조달 판로 개척 △충북 제천시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
표 3

지자체의 규제 면제 우수실적 사례
기업
인천광역시

경기도 양주시

현황
•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
•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개선,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토록 개선
(대법원, 토지개발등기규칙 제정, ’18.12)

전북 남원시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공장 유지의무 적극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지역 기업체가
공장을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 성남

• 드론 관련 기업체(56개)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

경북 성주군

• 신제품(3D필라멘트) 품명에 대한 분류코드 미비로 이에 행안부, 국조실 등에 애로 건의 및
품명신설(’19.3)을 통해 이를 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

충북 제천시

• 점용허가 신청시 단순토지점용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 직접작성가능 및 점용
허가 연장신청은 행정복시센터 등 어디서든 가능토록 조치

자료 : 행안부 및 언론 보도 자료 정리

o 5G 융합서비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구역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필요
¡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 정부는 5G 조기 확산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각종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특히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19년 하반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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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융합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사업화 장벽을
신속히 해소키로 함
¡ 스마트시티법의 ‘혁신성장구역제도’ 등은 특정 영역내에서의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개념과 일부 유사하며 국내 50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중
◉ 혁신성장구역제도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
(제43조제1항)으로 국토계획법상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제44조) 기존
법률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
‒ 세종5-1생활권은 교통(자율주행정밀지도, C-ITS), 에너지(에너지관리시스템), 생활안전(미세먼지,
재난대응 AI) 등 도입추진
※ 기존 지역 지구제에서 탈피하여 통합적 도시관리를 적용하는 ‘용도 지역 없는 도시건설’ 등 추진

‒ 부산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수자원(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정수시스템), 생활안전(5G Free
Wi-Fi, 지능형 CCTV), 드론 실증구역 등 조성
‒ 부산광역시는 ’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4대분야(교통개선형, 시민안전형, 생활편의형, 에너지․환경형) 4대 분야 28개서비스 개발
추진
‒ 대구 수성알파시티는 스마트산업, 스마트행정, 스마트시민의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데이터화,
디지털트윈, 시민의 참여를 기본전략으로 다양한 서비스 도입 추진
¡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에 지난해 법제화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경제계도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란 협의체를 통해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추진
‒ 학계와 경제계는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혁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일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

o 규제샌드박스는 중앙부처내 협업과 지방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
¡ 규제샌드박스제도 면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이 각 지자체에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신청
‒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등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많은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평가(모니터링)와 인센티브 제도도 중요
¡ 그동안 건설업 위주의 스마트시티에 5G융합사업 및 위치정보법 등 개선을 위하여 중앙

정부내 관련 부처의 협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관계 조성도 중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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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
보공사와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투자인센티브,
규제샌드박스등 도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등 협력관계 조성도 좋은 사례
참고자료
1) 아시아경제,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 (2019.5.21)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521010012601
2) 행정안전부,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2019.5.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767
3) 한국무역신문, ‘의료기기 대량 수주했으나 수출 못할뻔…안양시, 규제샌드박스로 지원’(2019.5.23)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53101
4) 문화일보, ‘규제개혁 없인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 막힌다’(2019.5.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0901071703016001
5) 연합뉴스 ‘2026년 5G 서비스 생산액 180조 달성·일자리 60만 개 창출’(2019.4.8)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70524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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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동향
영국 규제샌드박스 ‘글로벌화’ 시동

1

o 2015 영국, 금융산업 리더국가로서의 지위 확보 위한 ‘프로젝트 이노베이트’ 시행
◉ 규제샌드박스
- 영국의 前 수석과학자문관인 마크 월포트가 제약 분야의 임상실험 제도를 금융서비스업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처음 제안한 개념
¡ 영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세계적 지위 확보를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환경’(Right

regulatory environment)을 조성 하였으며 금융감독기관과 정부과학청이 협업
‒ (금융규제기구의 목표와 임무 변화) 금융행위 감독기구(FCA), 지급결제시스템감독기구(PSR), 건전성
규제기구(PRA)의 목표와 임무에 경쟁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규정
※ 각 규제기구는 각 기구의 경쟁 조성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 해야함

‒ (정부과학청의 권고) 핀테크의 기여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핀테크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규제샌드
박스의 개발을 권고하고 규제기술(RegTech)의 개발을 독려
※ 핵심기술은 기계학습 및 인지컴퓨팅,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최적화 및 결합, 배포시스템, 모바일
결제시스템, P2P어플리케이션
※ 규제기술(RegTech)는 규제와 혁신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규제제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기술을 규제업무 자체에 이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핀테크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을 권고(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

‒ (FCA의 Project Innovate) 금융서비스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FCA와 산업계간의
소통 활성화, 규제샌드박스의 개발, 규제기술의 개발과 이용지원을 권고
※ FCA는 특정영역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주제별 특화주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협의과정을 진행

표 4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핵심사항

주요 내용

새로운

• 새로운 일의 수행방법은 국민오도, 시스템 불안정요인이 되므로 규제당국은 소비자보호와 혁신과

규제마련
실험실
제공
통제된
시스템
(임상실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함
• 새로운 핀테크 비니지스 모델의 개발실증실험에 필요한 실험실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컴퓨터모델링
으로 수행가능하며 이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수행가능
• 시스템은 금융감독기구에 의하여 개발하고 감독되어야 함 즉,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됨

자료 :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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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 확장을 위한 글로벌 샌드박스 출범
¡ 영국 FCA는 영국내에서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경험을 토대로 금융기업들의 세계규제기관

들과의 소통과 혁신 아이디어의 확장을 위해 글로벌금융규제당국 협의체인 ‘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 ’18.8월,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로 설립안을 제안해 26개국으로부터 99개 의견서접수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9.1월, 29개 기관으로 구성된 GFIN 출범
※ 호주(ASIC), 바레인(CBB), 프랑스(AMF), 홍콩(HKMA), 홍콩(HKSFC), 카자흐스탄(AFSA), 싱가포르(MAS),
UAE(아부다비 ADGM), 영국(FCA), 미국(BCFP), 버뮤다(BMA), 캐나다(ASC) 등

‒ GFIN의 3대 기능 규제기관간의 네트워크, 규제기술(RegTech)의 개발을 독려
¡ (글로벌 샌드박스‘Cross-border Testing’ 시범사업)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여러 개의 국가

에서 동시에 실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 하게 하는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별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은 규제 기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
‒ 시범사업은 영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홍콩 등 20여개 국가의 기업이 참여 중
표 5

Cross-border Testing 시범사업 참가 각국 규제 기관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 Central Bank of Bahrain (CBB) / Bermuda Monetary
Authority (BMA) / British Columbia Securities Commission (BCSC) (British Columbia, Canada) /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 (Ontario, Canada) /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Québec, Canada)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Hong Kong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KSFC) /
Magyar Nemzeti Bank (Central Bank of Hungary) / 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FSA) (Astana,
Kazakhstan) / Bank of Lithuania (LB)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UK) / Guern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FSC)/ Jer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JFSC)

자료 : FCA 2019

‒ 첫 시범사업 모집은 ‘19. 2월에 모집 마감됐으며 2019년 2분기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
‒ GFIN은 시범사업이 기업들과 참여한 회원기관들에 있어서도 실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샌드박스 신청절차 간소화 및 규제통합 가능 영역 모색 추진
표 6

회사명

FCA 시행 고려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여러 거래 환경속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 감독,

Alphapoint

거래에 필요한 요인들을 충족하는 공공,민간 블록
체인망 구성

국가별 참여 기관
Bermuda Monetary Authority (BMA), Bank of
Lithuania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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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특별한 규제의무와 진행되는 규제변화를
Ascent
RegTech

ATLANT

자동적으로 진단하는 AI-driven 규제기술 Solution
개발
- 이 제품은 기업으로 하여금 각국의 규제기관의
규제의무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볼수 있게 함
•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공유, 2차 거래 및 최적화된
구매절차를 확인 하게 해주는 디지털보안플랫폼
개발

Coinvestion

DACX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부동산 공유에 투자하고
부분적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보안 플랫폼 개발
• 다국가간 통화 지불, 자산, 일용품을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통하여 해외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래폼 개발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Québec),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
Central Bank of Bahrain (CBB),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Jerse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JFSC), LB
British Columbia Securities Commission
(BCSC), BMA, JFSC, LB, MAS
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FSA),
plus others to be confirmed

자료 : FCA 2019

o 영국의 규제샌드박스는 ‘Regulation free’가 아닌 ‘Controlled regulation’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일방적인 규제의 면제가 아닌 기존 산업과 소비자의

보호가 전제된 협의와 통제된 규제를 의미
¡ 규제 기관의 업무목표와 성과 측정, 금융당국과 과학청 등 정부 내의 협업과 조화도

참조할 만한 사항
¡ 갈등 발생 전 상호 이해관계자들과의 집중토론 제도도 도입을 고려할 만한 사항
¡ 핀테크 분야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실험 및 안착과

동시에 영국 주도 하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주목하여 향후 우리 혁신
기술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탐색 필요

참고자료
1) Ernst & Young (2016) UK Fintech on the Cutting edge: An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tech sector,
Benchmarking studied commissioned by HM Treasury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UK-FinTech-On-the-cutting-edge-Executive-summary
2)

moodysanalytics, ‘FCA on Next Steps for Cross-Border Testing Pilot with Fintech Firms’ (2019.4.30)
https://www.moodysanalytics.com/regulatory-news

3) fca, ‘GFIN cross-border testing pilot – next steps’ (2019.4.29)
https://www.fca.org.uk/firms/gfin-cross-border-testing-pilot-next-steps
4) 산업일보, 핀테크 주도하는 영국, 글로벌 샌드박스 ‘시동’ (2019.4.7)
https://www.kidd.co.kr/news/208083
5) KOTRA,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길 뚫린 핀테크 산업, 다음은 해외로’ (2019.4.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205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11

2019-21 ICT Brief

일본, 미국, 싱가포르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현황

2

o 日, 신속실증과 규제개혁을 위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2018.6.6)
¡ 일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사업화

기간 단축이 중요한 바 규제로 인한 지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제정
‒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기업이 제안하는 신규 사업 및 서비스 등에 대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
※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을 시험하는 ‘지역제한형’과 구분됨

표 7

시기

2017.3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경과

주요 내용
•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에 관한 ‘국가전략특별구법’을 개정하며 규제샌드박스 도입검토
- 국가전략특별구법은 규제 및 제도개혁을 위하여 2013년 제정
• 미래투자전략 2017은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2017.6

및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 규제샌드박스 창설도입 결정
- 국가전략특구에서 자동주행, 드론 시험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 5원칙 수립
* 규제샌드박스 5원칙 “실증우선, 리스크관리, 정부의 일원체제, 정책성과반영, 최고경영진 참여”

2017.12

• 신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 명시

2018.5

• 196회 정기국회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2018.6

• 경제재생본부 규제샌드박스 단일종합창구 개설

자료 : Kif, 2018

¡ 신기술실증은 ‘실용화가능성 실증’과 ‘규제분석 실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샌드박스 시간은 사업자가 제안한 기간을 고려
‒ (실용화가능성 실증) 혁신적 사업 분야에서 신규성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실용화가능성에 대한 실증으로서 실증기간 및 이용자 범위 특정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
‒ (규제분석 실증) 해당 신기술의 실용화에 바람직한 규제 방법을 분석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실증
‒ (신청절차) 사업자는 단일창구를 통해 신기술계획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혁신사업평가
위원회가 심사후 1개월내 인증서를 교부하며, 기술선정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진행상황 보고
※ 일본경제 재생 본부 ‘신기술 등 사회 구현 추진팀’이 단일창구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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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로젝트형 실증 인증 기업

인증일

신청기업

2019.4

사스메도 주식회사

2019.2

카우리스 간사이 전력주식회사

신청내용

•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임상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실증
(국립암연구센터와 환자 임상데이터 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 스푸핑(해킹공격)에 의한 부정 계좌 개설 방지 실증
(세븐은행의 개좌 개설 신청에 대하여 간사이 전력 오류 탐지)
• IOT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고속PLC(전력선 통신)으로 이어질 가용용

2018.12

파나소닉

기기 실증(조명기구, 에어콘, 냉장고 통합시 소음여부)
- 실증시작전 참가자 설명회 개최 및 참가자 서면동의 필요

자료 :meti, 2019.3.6

¡ ‘그레이존 해소제도’ 동법 제10조는 사업자가 주무대신에게 실증 관련 신기술 등의 관계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유무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규제특례조치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정함
‒ 근태관리 도구에 의한 노동시간 파악이 규제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 법시행 이후 100여건 이상
질의 및 회신

o 미, 애리조나주와 와이오밍주 규제샌드박스 도입, 연방차원의 입법도 고려중
¡ (애리조나주) 핀테크 분야의 ‘혁신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18.8) 제정

‒ 신청자가 규제샌드박스 적용 신청시 90일 이내 승인여부를 고지 받게 되며 승인시 주정부는
소비자 및 거래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음
‒ 또한 금융자산이나 위험관리절차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테스트 대상 소비자 수가
제한되거나 상품금액이 제한됨
※ 신규사업에 대한 정식허가전에 1만명에 대하여 시험이 가능함

‒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
¡ (와이오밍주) ‘핀테크샌드박스법’(‘19.2), ‘의료디지털혁신샌드박스법’(‘19.3) 제정

‒ 와이오밍주는 미국내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2번째 주가 되었으며 샌드박스 기간은 애리조나주와
동일하며 주 은행 및 장관은 다양한 감독권 등을 보유함(17-28-111)
‒ 두 가지 샌드박스법 모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핀테크샌드박스법’의 경우
소비자보호 보증 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증금액은 관계장관이 정하는데 10,000달러 이상이며 혁신 금융제품․서비스의 리스크프로파일에 기반하여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며 통산 보증채권은 샌드박스 기간 만료후 2년 경과시 취소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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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정부) 미 연방정부는 각 주의 입법을 예의 주시하며 영국에서와 같은 핀테크

입법을 추진 시도 중(McHenry Bill)
‒ 단, 미국은 영국과 같은 단일 규제당국이 아닌 50개주에 걸친 다양한 규제당국의 규제와 업계의
요구를 함께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지목
‒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혁신사무국을 만들며 애리조나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만든 변호사
Paul Watkins을 국장으로 임명
※ 핀테크기업들은 미국에서의 혁신금융사업을 이행하기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

o 싱가포르,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교통, 에너지, 의료, 환경 분야 까지 추진
¡ 싱가포로는 최초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16.11) 이후

다 부처 시행
표 9

싱가폴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분야

분 야

소관부처

부 문

도입시기

금융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핀테크

2016.11

교통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자율주행차, 전기스쿠터 공유

2017.6.

에너지

Energy Market Authority (EMA)

전기 및 가스

2017.6

의료

Ministry of Health (MOH)

원격 진료

2018.4

환경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혁신적 환경 서비스

2018.7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이후에도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기업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Sandbox Express)

도입(’18.11)등 규제 개선에 만전
‒ 금융 서비스 분야 기술 혁신성과 건전성이 있는 기업의 신청에 대하여 21일 안에 사업 허가
※ 보험중개업이나 RMO(Recognized Market Operators: 현지 영업활동을 위한 인증시장), 송금업체를 시작
으로 점차 확대

o 혁신성장은 정부의 적절한 조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도 필요
¡ 일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지체 해소도 고려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 미국의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통상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설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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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도 규제완화와 동시에 서비스 대상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균형점이 필요

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도 책임보험가입 소비자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소비자 보호제도 강구 필요

참고자료
1) 경제산업성,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사업특례제도 및 그레이존 해소 제도 실적’ (2019.5.29)
https://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kyousouryoku_kyouka/shinjigyo-kaitakuseidosuishin
2) 국회도서관, ‘미국․일본규제샌드박스 입법례’ (2019.4.17)
3) forbes, ‘arizona-becomes-first-u-s-state-to-launch-regulatory-sandbox-for-fintech’ (2018.3.23)
https://www.forbes.com/sites/astanley/2018/03/23
4) lexology, ‘Wyoming Becomes Second State to Create Fintech Regulatory Sandbox’ (2019.3.5)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50694e8-3031-423d-a01d-054bce99880c
5) wyoleg, ‘HB0057 - Financial technology sandbox’ (2019.3.5)
https://www.wyoleg.gov/Legislation/2019/HB0057
6) FINANCIAL TIMES, ‘Arizona sandbox gives fintech start-ups a regulatory path to US’ (2018.12.11)
https://www.ft.com/content/aac62a22-c196-11e8-84cd-9e601db069b8
7) kif, ‘일본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방안’ (2018.7)
http://dfrc.kif.re.kr/wp-content/uploads/2018/07
8) ZD net, ‘Singapore wants new laws to keep up with autonomous, ride-sharing vehicles’ (2017.02.08)
https://www.zdnet.com/article/singapore-wants-new-laws-to-keep-up-with-autonomous-ride-sharing-vehi
cles
9) mas, ‘Proposes-New-Regulatory-Sandbox-with-FastTrack-Approvals.aspx’ (2018.3)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Media-Release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15

2019-21 ICT Brief

III.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19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4억 8,000만 대 규모 전망

’19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1%하락한 14억 8,000
만 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6.2). 연초 중립적
시장 전망에서 6월 이후 시장이 5G로 인한 활기를 띠며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하지만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
LG ‘V50 씽큐’, 미국 정식 판매 돌입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스프린트는 5G 서비스 시작과 함께 LG
전자의 ‘V50 씽큐’를 공식 출시(5.31). ‘V50 씽큐’는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출시되는 5G폰. 5G 중립적
서비스는 애틀랜타,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캔자스시티 지역
에서 지원될 예정. 향후 서비스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피닉스, 워싱턴 D.C 등으로 확대할 계획
日 소니, 인도 스마트폰 시장 포기

일본 소니는 판매 부진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도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18년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대)로 삼성전자, 샤오미, 오포 등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 중립적
이동통신 스마트폰 1%(650만
하다고 판단. 한편 소니는 일본·유럽·대만·홍콩을 주력지역, 인도·
한국·호주·캐나다·남미·중동 등을 비주력 지역으로 분류. 업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비주력 지역에서 철수를 확대하여 출시 국가를
대폭 줄여 인건비와 판촉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 전망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6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 품질
보완 검증 작업이 당초 예정보다 오래 걸리는 양상. 삼성전자는 중립적
갤럭시 폴드의 완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갤럭시 폴드의 화면
결함 보완, 기기에 탑재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칩셋과의 소프트
웨어 안정성 검증을 진행 중
뜨거워지는 중저가폰 시장…구글, ‘픽셀 3a’ 출시

구글은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 ‘픽셀 3a’를 공개. 기존 픽셀의
고화질 카메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낮춘 게 특징.
‘픽셀 3a’는 AI 기능을 활용한 ‘인물모드’, 줌으로 당겨 찍은 사진을 중립적
AI로 화질 복원이 가능한 ‘슈퍼 렌즈 줌’, 야간 사진 보정 기능
‘나이트 사이트’ 등의 기능 지원. 스냅드래곤 670이 탑재된 5.6인치
크기의 ‘픽셀 3a’와 6인치 크기의 ‘픽셀 3a XL’ 두 가지 모델로 출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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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세계 AI스피커 시장, 美·中 2강 구도

ICT
기기

’19년 1분기 세계 AI 스피커 시장 1위는 아마존(21.7%), 2위 구글
3위 바이두(15.8%), 4위 알리바바(14.1%), 5위 샤오미(13.1%)가 중립적
AI (18%),
6.2). 아마존과 구글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0%, 92% 성장
스피커 차지(SA,
했으며 알리바바와 샤오미 또한 각각 243%, 518%로 급성장. 특히
3위∼5위를 차지한 중국 업체를 합친 점유율은 43%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것으로 분석
삼성,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8890’ 양산

부품

삼성전자는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8890’를 양산(5.30).
가을 유럽에서 출시되는 아우디의 신형 모델에 탑재할 예정.
반도체 ’19년
‘엑시노스 오토 8890’은 8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12개의 그래픽 중립적
처리장치(GPU) 코어를 탑재한 프로세서. 차량 상태 제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재생 등의 기능을 지원. 더불어 다중 운영체제를 통해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 구동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
日 소프트뱅크, 5G 상용 서비스 파트너 유럽 업체 선정

5세대
네트워크 (5G)
이동통신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는 핀란드의 ‘노키아’를 5G 사업 전개의
전략적 파트너사로, 스웨덴의 ‘에릭슨’을 무선접속망 장비 공급 중립적
업체로 각각 선정(블룸버그, 5.29). 향후 기업 및 일반소비자에게
5G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키아의
‘5G 에어스케일(AirScale)’을 일본 전역에 구축할 방침
삼성전자, 글로벌 5G장비 시장 ‘선점’

삼성전자는 ’18년 4분기부터 ’19년 1분기까지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3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5.30). 이는 ’18년
연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6.6%에서 5배 넘게 상승. 이는 국내 긍정적
이동통신 3사의 전국망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5G 투자를 진행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 향후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화웨이 퇴출이
본격화되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日,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통과

공통

일본 참의원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가결(5.31). 이번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금융상품거래법을
가상화폐 개정안을
적용하여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 또 가상화폐를 중립적
‘암호자산’으로 법적 용어를 바꾸고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경. 개정안은 ’20.4월부터 시행될 예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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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AWS, AI 기반 텍스트 추출 서비스 ‘텍스트랙트’ 정식 출시

인공
지능
(AI)
공통

아마존웹서비스는 새로운 AI 서비스인 ‘텍스트랙트(Textract’)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5.30). ‘텍스트랙트’는 문서 스캔본·PDF·사진
등의 이미지에서 텍스트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서비스. 광학 문자 중립적
인식(OCR)에서 인식이 어려웠던 양식 및 표 등의 이미지 레이
아웃도 자동으로 추출 가능. 아마존웹서비스는 향후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가상화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19년 내 스마트폰 안의 블록체인 신분증 도입

SK텔레콤 LGU+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블록체인 ID/인증 DID
(분산 ID) 서비스 공동개발에 돌입. 이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SSW’를 통해 개인의 주요 증명정보를 안전하게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인
저장·관리하는 것이 특징. 이르면 금년 11월 테스트버전이 출시될 중립적
예정으로 SK텔레콤과 LGU+ 이용자들은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블록체인 신원인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화웨이, 한국에 첫 5G 오픈랩 개소

화웨이는 자사의 세계 첫 5G 오픈랩(서비스개발센터)을 서울에
개소(5.30). 5G 오픈랩을 통해 5G 네트워크 기반 테스트 및 검증 중립적
환경을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 향후 서울 5G
오픈랩을 아시아 지역 교두보로 삼아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도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방침
전기차 충전기,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기타

일반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5.27). ’20년 중립적
부터 시행 예정. 정확한 계량과 요금조작·불법거래 등을 차단
목표.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 공식 거론

미국의 중국 대표 기술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화에 중국은 대미
협상 카드로 희토류를 언급(5.28).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이용해 중립적
반도체 칩 등을 생산하고도 이를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경고. 미국은
전체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중지는 미국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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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ICT 행사 일정
5/27

5/28

5/29

5/30

• 2019 KPC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
-코엑스
• Computex Taipei
2019
-타이완 타이베이
• APAC 5G Leaders’
CXO Summit
-서울
중앙우체국(28~29日)

• IITP Tech and Future
Insight Concert
-엘타워
• 5G 기반의 초저지연,
초연결 사회를 위한 엣지
컴퓨팅(Edge-Computing)
기술과 산업별 적용방안
-전경련회관
• 제2회 커넥티드
클라우드 인사이트
2019
-쉐라톤 디큐브시티
• 2019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코엑스(29~31日)

• SEOUL VR/AR EXPO
2019
-코엑스(30~6.1日)

6/3

6/4

6/5

6/6

6/7

• WWDC 2019
-San Jose McEnery
Convention Center,
California(3~7日)

• Robotics Sumit&Expo
-Seaport world Trade
center, Boston
• SNEC PV POWER
EXPO 2019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4~6日)

• JPCA SHOW 2019
-Big Sight,
Tokyo(5~7日)
• Microelectronics
Show 2019
-Big Sight,
Tokyo(5~7日)

6/11

6/12

6/13

6/14

• Paperless 2.0 컨퍼런스
2019
-코엑스
• 5G World 2019
-London, UK(11~13日)

• 제2회 전자신문
테크위크 - 코리아,
테크허브를 향하여
-포스코
P&S타워(12~14日)

6/18

6/19

• 2019 CommunicAsia
(2019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Singapore Marina Bay
Sands(18~20日)

• 금속산업대전
2019(코리아 컴포짓쇼
2019)
-킨텍스(19~21日)

• Collaborative
Conference on
Materials Research
2019
-킨텍스
6/10

6/17

5/31

• AI 기반의 지능형
로보틱 프로세서
자동화 (RPA) 도입과
컨택센터 구축방안
-전경련회관

6/2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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