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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이런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며 이에 따른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나, 규제는 기술혁신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기술혁신
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시규
제가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입법은 신 산업 초기 단계에 규제
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구
체적인 모형이나 원칙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법적 확실성을 확보
하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실험입법의 규율을 세우고
자 한다. 이 임시규제 프레임워크는 실험입법의 설계 모형이자 실제 제
도의 평가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술혁신, 규제, 임시규제, 실험입법, 법적 확실성
학 번 : 2014-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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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프린터에 기존 제품의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규제는 국내
3D프린터 시장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 대역 규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유통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
고 있는 드론 산업에서는 과도한 중량 제한과 비행 가능 지역 제한 규제
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여타 국가의 동태와 발전 현황만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표적인 ICT 융합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과
산업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의 경우에도 기업의 설립기
준,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종이문서의 사용 등의 규제로 국내 산업은 발
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 손꼽히
는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는 법적 준비와 논의 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기
술혁신과 신 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
에, 적절하지 못한 정부 규제는 국가 산업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기술이 안정화된 성숙한 산업에서는 정부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Stewart, 2010). 또한, 온실가스 배출
량 규제와 같은 환경 분야에서는 오히려 관련 혁신기술의 출현을 앞당기
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Taylor, Rubin, & Hounshell, 2003). 그러
나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나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에서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계속적으로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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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도되는

통신분야에서는

경제

규제의

감소가

기술혁신을

60%~90%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Prieger, 2002),
이는 경제 규제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가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산업인터넷 분야가 2030년까지 글로벌 경제성장에 약 10조
6천억불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법 규제와 같은 제도가 정비되고 뒷
받침된다면 추가적인 효과를 30%가량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Accenture, 2015). 이는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상품 수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있어 기술혁신은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기
술혁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
요한 전략이 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가장 먼저 기술혁신과 규제와의
갈등현상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술혁신의 파괴적인
특성과 규제의 본래적 정태성은 기술혁신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인 원인이 된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
는 규제의 갈등 관계를 조명해 보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 확실성 이론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국가에서 규제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2

대응하여 그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
개념이다. 최근 들어 임시 규제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법적 확실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험입법
은 법적 확실성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혁신과 신 산업이 야기하는 불확실한 상황
에서 실험입법은 규제에 관한 실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생성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식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실험입법의 실증적인 사례가 부재하고 그에 관한 연구도 상
당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개념적인 차원의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
험입법이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연구나 분석적인 실증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험입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규율 있는 원칙을 세워 보고자 한다. 그
시작점으로 실험입법의 핵심적인 목적이 불확실성 하에서 실증적 정보를
생성하고 학습을 통해 확실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에 착안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정보의 생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효율
적인 활용이 가능할 때 실험입법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사례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실험입법과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제시한 이론적 원칙에 의거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며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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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90년대 초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며 2%대에 이르고
있다 (한진희, 최경수, 김동석, & 임경묵, 2002).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혁신과 4차 산업 혁명은 현재의 성장 잠재력 하락을 타개하고 다시 한
번 고도성장으로 이끌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 산업 성장을
지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혁신의 특성과 이
를 저해하고 있는 규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규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먼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이 성장의 동력이자 파괴적인 변화를 이끌며 여러 차례 산업
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
술혁신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문제는 그 리스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예측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예측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기술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이 리스크를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규제의 효과 예측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혁신 속도의 가속화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
는 정보생성의 충분한 시간을 박탈하며 규율 있게 규제를 수립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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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혁신의 특성과 가속화

20세기 세계 경제성장은 제로에 가까웠다 (Clark, 2008). 그러나 산
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놀라운 경제성장이 일어나
기 시작했다. 이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상대적인 공헌도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기술혁신이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
히고 있다 (Baumol, 2002). 슘페터의 연구에 따르면 (Schumpeter,
1942) 기술혁신은 그 속성 자체로 파괴적이고 진보적이며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기술혁신은 기술의 발전, 신 시장 개척, 상품공급 방식의 변경
등 경제변화를 야기하고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이며, 과거의 과정
을 기반으로 새로운 과정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Schumpeter,
1934, 1942). 즉, 축적의 과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다양한 방식으
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원천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파괴성은 지금까지 산업혁명의 역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혁명에 관한 기존 연구 (Hughes, 2004; Thurow
& Cunningham, 1999) 들을 종합해 보면, 기계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은 초기 자동화의 도입을 가능케 하고 다리, 항만
등 국가적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여 국가의 연결성을 강화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사회의 속도를 기계적 속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전기로 대
표되는 에너지 기술 혁신과 표준화의 경우, 2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되어
자동화 대량생산체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경제와 정치 체계를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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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교한 자동화와 폭발적인 정보
처리 능력의 개선을 이루며 개인과 기계와 환경을 연결하고 3차 산업혁
명을 통한 디지털시대를 열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
이터 등 혁신적 기술이 기존산업과 융합하며 사이버-실물세계의 연결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전격적인 변화마저 예고하고
있다 (Schwab, 2016).
기술혁신으로 인한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그 한가지 예로 모바일 기
술혁신의 산물인 스마트폰을 들 수 있다. 현대 도시인들에게 있어 스마
트폰은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항상 지니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의사소통
하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상품의 구매와 결제를 진행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수
많은 벤처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 역
시 스마트폰을 다양한 업무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까지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등장을 등한
시한 대가로 단 6년만인 2013년에 MS사에 매각되고 말았고, 또한 스마
트폰의 등장으로 손목시계, 전화번호부, 카메라, 지도, 서적, 게임, 손전
등, 달력, 알람 등 수많은 제품이 사라지거나 관련 시장이 축소되면서
산업의 존립마저 위협받기도 한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기기 카테고리에
속하는 일개 제품일 뿐이지만 기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심지어 여타
산업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예
측하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행태와 새로운 문화 마저 창출하는 등 기술
혁신 등장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낳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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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기존의 산업이 충족하지 못했던 소비자 효용을 만족시키면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하면서, 신 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기업
의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Downes & Nunes, 2013). 무
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변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혁신 초기에는 예
측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은 일련의 과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축적의 과정이며, 이
축적의 과정에서 기술혁신의 주체는 필연적으로 법, 문화, 교류 등 제도
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Freeman, 1982). 기술의 경로 의
존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로 의존성이란 일단 하나의 경로가 선택되면
이전의 여러 대안들이 사라지고 선택된 경로를 수용하는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Arthur, 1989), 특정 방향으로 기술지식의 토대가 정
해지고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기술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술의 경로 의존성은 기술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과정을 거치며 패
턴화 되고 일정한 경로로 다시 강화된다. 현재의 기술혁신이 또 다른 기
술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즉, 기술혁신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인 것이다 (Nelson & Winter, 1977).
이러한 축적의 과정에서 기술혁신 주체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과 상호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규제는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대로 기술혁신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기존 규제 폐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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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기술혁신의 과정이 제도화 과정의 특징
을 띠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Freeman, 1982), 따라서 정부 규제와
기술혁신의 상화작용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축적해 나가는 기술혁신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듯, 이
와 상호작용하는 규제도 단편적이고 정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괴적이고, 불확실하며, 축적을 통해 등장하는 기술혁신의 속
도는 현대에 들어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보여주
는 대표적인 예로 무어의 법칙을 들 수 있다. 고든 무어는 1965년 매
18개월마다 컴퓨팅 사양이 2배씩 증가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기
술사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
수적인 지수성장패턴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무어의 법칙을
증명하듯 실제로 최근까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은 시간이 흐름에 따
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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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어의 법칙
(출처: Entrue World, 2015)

최근, 새로운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하는 쿠미의 법칙에 따르면
18개월마다 컴퓨팅 연산에 쓰이는 전력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
다. [그림 2]는 이런 쿠미의 법칙을 제품과 매칭하여 컴퓨팅 사양의 발
전 못지않게 이를 활용하는 전력기술 역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혁신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은 단위 기술 그 자체로도 발전
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관련 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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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로 결합하면서 그 효과와 영향력의 증폭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림 2. 쿠미의 법칙
(출처: Entrue World, 2015)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관련 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 해온
반면에 가격은 그 수준을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해 왔다는 점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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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향상되면서도 가격은 더욱 저렴해졌다는
것은 경제 역사상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Downes & Nunes,
2013). 이러한 가격 혁신은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비를 유
도하고 여기서 창출된 이윤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면서 기술혁신의 반복
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한다. ICT 산업의 성장과 연관이 깊은 인터넷 전
송 가격의 경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61% 가량 감소되었으며
1998년 1,200달러에서 2010년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현
재 수준의 변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요소다 (Arthur, 1989; Norton,
2011). 현재 스마트폰이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 역시 어떤 특정 기술 하
나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혁신의 조합과 가격혁신, 비즈니스 혁신이 동
시에 일어나며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인지하
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이들의 결합은 개인의 행동
과 사회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1 Mbps 당 인터넷 전송 가격 하락 (1998-2015)
(출처: DrPeerin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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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개인-사물-자연 전 영역에 걸친 기술 간 융합
은 다시 한번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Schwab,
2016). 그 핵심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 로봇, IoT, 무인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등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고, 특히 개인과 사물과 자연이 연
결된 초연결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가히 전 산업 분야에 파괴
적인 변화와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
지능 기술은 기존에 인간이 해온 역할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며 그와 관련
된 사회의 변화와 인간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마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 변화의 속도, 범위와 영향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산업혁
명으로 인한 변화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획기적인 기술혁신
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
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갈
등은 점차 심화 되어 가고 있다.

2.2

기술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규제는 사회의 합리적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규제를 경쟁
과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헌법을 살펴보
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절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119조 제2항)”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규제가 경쟁과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진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원우, 2008).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규제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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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논거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다 (최병선, 1992). 즉,
규제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제어하고 긍정적 효과는 촉진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
을 예측하여 규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제
자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규제를 설계해야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규제자는 시장보다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Baron & Besanko, 1984;
Demsetz, 1982). 규제자의 정보 부족은 규제의 실패 가능성을 암시한
다. 정보가 부족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
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규제 설계 근거
를 찾지 못한 채 입법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규제는 처음에 의도하는 효
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1차적으로 규제자는 규제 설계를 위한 사전조
사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규제는 사회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시장에 정보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 수립을 위한 과정이
기존 보다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술혁신의 파괴성과 불확실
성이 가져오는 신 산업 부문의 복잡성은 정보수집 측면에서 입법이 이루
어지기까지 시간격차를 상당히 발생시켜 산업발전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상규, 기수동, 최현경, & 빙현지, 2013). 그 대표적인 예로 국내 핀테
크 산업의 ActiveX와 공인인증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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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규제를 설계했더라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입법 당시 충분한 정
보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했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을 기존 규제가 금새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혁신과 갈등관
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술을 대상으로 한 규율은 빈번한 개
정을 요구하게 되며, 대개 규율이 없는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
다 (김태오, 2014). 또한, 특정 기술 이용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율 하였
어도, 기술 발전에 따라 사후적으로 개정가능성에 노출되기도 한다
(Schröder, 2011; Degenhart, 1989 – 김태오 논문 재인용). 이 같은 현
실과 규제 사이의 괴리를 규율공백이라고 하며,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입법자들은 쓸모 없어진
법률의 등장과 법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계속적으로 마주하
게 되는 것이다 (Barnes, 2008).
규제 수립 절차인 입법은 공식적이고 총체적인 과정으로, 입법 절차는
심의와 같은 전형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단계들을 수반한다
(Downes & Mayo, 2014). 한국의 입법 절차를 보면 입안에서 국민들에
게 공포하기까지 총리령의 경우 5단계, 법률의 경우 15단계를 거치게
된다. 15단계를 거치게 될 경우, 서명을 제외하고도 심사와 심의를 총 7
회 받게 된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입법과정에 보통 5개월에서 7개월가
량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입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
로 ‘사실조사 → 진단 및 평가 → 장래예측 → 입안’의 단계를 거치므로
규제 수립절차에는 보다 긴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실제 기술혁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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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확실성을 지닌 사안의 경우, 심의와 심사 단계에게 계류되거나 검
토가 미뤄지며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입법 절
차는 규제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동태적이고 불
확실성을 가진 기술혁신과 같은 사항을 규제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규제는 필연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는 규제가 지닌 정태성과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때문이며, 전통적인 입법
과정과 절차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
속화될 뿐 아니라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이 규제와 갈등을
겪는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실시간으로 산
업 전반에 걸쳐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역시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규제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공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 규제 패러다임은 경제성장
의 원동력이 될 기술혁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기술혁신
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부터 그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튼튼할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되 규제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부정적 리스크의 통제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을 해
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기술혁신 및 관련 규제의 효
과에 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규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규제의 본래적 정태성을 강화시키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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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규제 입안을 위해 충분한 정보가 형성되기까지 기
다리는 방식의 전통적인 태도는 규제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긍정적 효
과의 촉진과 부정적 효과의 통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를 이해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규제의 유연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선행 연구 분석

기술혁신과

규제와의

갈등은

불확실성에서

발생한다

(Wansley,

2016; 김태오, 2014).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입
법 방식은 규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규제 실패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Sabel & Zeitlin, 2012). 특히, 기술혁신과 신 산업 분야에서는 이
러한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Downes & Mayo, 2014).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 정책입안자들은 정책 수립 수단으로써 규제 프레
임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Blind et al., 2004). 특히, 실험주의적
인 형태의 거버넌스를 지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시적인 규제 프
레임워크를 다양한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형태의 거
버넌스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정해진 기한을 가지고
임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경험을 통해 변화해나간다는 점이다 (Gestel
& Dijck, 2011; Gubler, 2014; Ranchordás, 2013; Zeitlin, 20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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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학습과정을 겪으면서 규제가 사회의 변화
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Listokin, 2008; Lobel, 2004; Perez, 2014;
Zeitlin, 2015).
입법학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절차를 거쳐 규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Bar-Siman-Tov, 2015;
Fluckiger, 2010; W. Voermans, 2009).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는 실제
로 입법과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도구와 절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채
택되고 있다 (Levi-Faur, 2005; Popelier, 2015).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보와 실증 기반 입법의 중요성과 사전적 사후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Levi-Faur, 2011; Popelier, 2015; W. J. Voermans, 2016;
김태오, 2014).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규제가 효과적
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다. 이는 임시규
제가 불확실성 하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여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
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실패비용을 줄이고 편견적인 리스크를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Fagan, 2013; Gersen, 2007; Ginsburg, Masur,
& McAdams, 2014; 김태오, 2014). 이렇게 생성된 정보는 또한 정책
실험의 주요한 장애물인 정책 변화 및 종료에 대한 기존 지지자들의 저
항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Gestel & Dijck, 2011; Gubler, 2014; Veit & Jantz, 2012). 법적인 관
점에서 규제자의 실증적인 정보 획득은 법적 확실성의 제고로 이어진다
(Barnes, 2008; Bertea, 2008; Raban, 2009; Ranchordás, 2015).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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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시규제를 통한 정보획득은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간주하
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다양한 임시규제의 방편 중에서 정보를 생성하는 수단으로써 실험입법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험입법은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한 규제가 본래
의도한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
용될 수 있다 (Gestel & Dijck, 2011; Mader, 2001). 이를 위해 실험입
법은 규제와 관련한 시장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사후

평가

혹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Ranchordás, 2013; 김태오, 2014). 즉, 실험입법을 통해 이전에 존재
하지 않았던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규제자가
실험된 규제를 평가하고 정식적인 입법을 설계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험된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자가 본래 의도
한 효과 및 부수효과 등을 평가하여 규제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반영하
여 규제를 개정하여 상정하거나 혹은 폐지하게 된다 (Gestel & Dijck,
2011; Ranchordás, 2013).
그러나 임시규제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의
에 비해 그에 관한 실증연구는 상당히 미진할 실정이다. Bar-SimanTov(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임시규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여 학
자들은 상식적인 생각과 이론적인 논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여러 국가의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현재까지 단지 4개의 직간접적인 실
증연구만이 임시규제와 관련하여 존재할 뿐이다. 특히, 실험입법은 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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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야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따라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여 기술변화와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전제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임시규제가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정보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
해 이론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실험입법 유사 사례를 선택하여 이론 모
형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이론적 논의
4.1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이론

법적 확실성은 비교적 근대적인 개념으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함께 19
세기에 등장했다 (Bertea, 2008). 법적 확실성이란 어떠한 행동을 함에
따라 일어나게 될 법적 결과를 사전에 아는 가능성을 말한다 (Bertea,
2008; Ranchordás, 2015). 이 원칙은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 아니라 법의 규칙에 따라 제정된 기준이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보
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unther, 2011). 이는 규제가 국민이 행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원우, 2008).
또한 이러한 규제의 목적과 역할은 규제가 명확하게 형성되고 지속적으
로 불합리하게 개정되지 않을 때에만 달성된다 (Popelier, 2008;
Ranchordás, 2015; 이부하, 2014).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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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 인지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법은 영원히 불변해야 하는가? 변하지 않고 영속할 때 법적 확실
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법적 확실성 원칙은 법의 계속성 및 지속성과 관련
이 깊다 (Bertea, 2008). 따라서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법규를 법적 확
실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여기기도 한다 (Fagan, 2011,
2013; Raban, 2009). 어쩌면 가능한 변하지 않고 처음의 모습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법적
확실성이 법의 지속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변하지
않는 법규에 의해 법적 확실성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Barnes, 2008;
Fluckiger, 2010; Raban, 2009). 법적 확실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
소하게 되고 (d'Amato, 1983),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를 반영하
지 못하는 법규는 오히려 법적 확실성을 저해하게 된다 (Ranchordás,
2015).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절대적 안정성이란 존재하지 않
으며, 미래의 변화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Pistor, Keinan, Kleinheisterkamp, &
West, 2003). 또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치가 변하고 이전의 규제
는 쓸모가 없어지기도 한다 (d'Amato, 1983). 따라서 법이 과학과 진화
하는 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법적 확실성 역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적 확실성은 중요하다. 국가작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할 때에야 국민의 기본권도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상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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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확실성이 한번 제정된 법규범이 원칙적으로 존
속력을 갖고 행위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개인보호원칙으로 작용한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부하, 2010, 2014). 따라서 법적 확실성은
법의 지속기간, 영속성, 신뢰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피규
제자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계산 가능하게 하여 피규제자를 보호하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법적

확실성은

안정성(Stability),

예측성(Predictability),

신뢰성

(Reliability)으로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Ranchordás,
2015). 안정성이란 법규가 지속되며 임의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법적 기대감을 말한다 (Pound, 2013). 잦은 규제의 변경은 안정
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에 걸쳐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원우, 2008). 또한 잦은 규제의 변경은 투자 의욕을 저
하하고 국민들이 법령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관련 규제가 영원
히 변치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법규가
수정되거나 임시적 규제를 택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또한, 임시규제를
통해 정식으로 제정된 규제의 효과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보
다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적 예측가능성은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Bayles, 1976). 규제는 국민들의 행위 설정의 기
준으로 예측가능성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요소이
며, 우리 헌법 재판소 역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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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면 법이 자의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원우,
2008).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도 규제는 구체적이고 명
확해서 행동에 따른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은 새로운 법규가 현행 법규에 심각한 파괴를 야기
하거나 전혀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 (Bayles,
1976; Braithwaite, 2002). 현행 법규에 파괴적 변화를 일으키는 법규
는 현행 규제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피규제자들의 법적 기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법규가 현행체계와 상반
된 행위를 요구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경제, 사
회적 활동을 곧 중단하거나 크게 변경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법규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를 고려하며 연속적인 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추진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확실성의 다의적 개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현행 법체계를 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되 예측이 가능한 명확한
행위기준이 제시되고 현행 규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규제의 변화가 추
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으로 사회 변화 역시 가속화되는 것을 경
험하면서 기술적 진보와 미래 현상을 완전히 예측하여 규제하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확실성
개념도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Popelier,

2008;

Ranchordás,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임시규제는 법적 안정성 원칙을
확보하면서도 규제 체계에 다이내믹스를 더하여 규제 체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사용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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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적 확실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실질적인 규제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폐지, 개선 혹은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규제프레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
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규제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에 규정되어 효력을 갖게 되므로 (강현철, 2014) 규제의 개선 역시 법
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임시입법은 불확실성으로 특징된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제나 상황을
타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Gersen, 2007; Mader, 2001). 앞
서 기술혁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 정태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제
자의 정보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적 확실성이 저하가 지적되었다. 이
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어야 한다 (Listokin, 2008; Lobel, 2004). 임시입법은 한정
된 기한 내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실증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규제자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Fagan, 2013; Gersen, 2007; Ginsburg et al.,
2014)
임시규제 중에서도 실험입법은 규제의 정태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는 규제자의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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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ownes & Mayo, 2014; Gestel & Dijck, 2011; Ranchordás,
2015; 김태오, 2014). 실험입법이란 법규가 효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성
취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Mader, 2001).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그룹의 국민이나 지
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입안하는데 (Gestel & Dijck, 2011; Mader,
2001), 여기에는 단순한 파일럿 프로젝트와 이것이 어떤 법의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Zeitlin,
2015). 특히, 불확실성을 지닌 기술혁신의 경우, 사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정보나 규제자의 경험적 기초가 부족하여 규제 설계 및 입법을
위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더욱 힘들며 기술과 규제간 공백이 발생한다
(김태오,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잠정적 구속력을 가진 실험입법은 공
식적인 규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경험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
여하게 된다. 즉, 입법자가 의도하는 규율의 효과 측정을 위해 사전에
합리적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실험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실험입법은 정보수집, 평가, 규제 설계의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Ranchordás, 2013). 각각의 단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실험입법의 성공
여부는 정보수집 단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할 경우 그 본래 목적 자체를 달
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입법은 기술혁신과 관련되어 공적인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도출하여, 기술혁
신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경험적 데이
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Fagan, 2013; Gersen, 2007; Gi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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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이러한 실험입법은 일종의 작은 단위의 학습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작은 실험실을 사회에 만들어 두고 이를 관찰
하여 규율대상과 규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실험입법은 새로운 법적 접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탐험 혹은 학습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성된 실증 데이터와
분석자료는 법적 변화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대를 설득하는 근거
로도 활용될 수 있다 (Gestel & Dijck, 2011). 때로 기존 규제의 변화
시도나 새로운 규제 생성은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을 낳기도 하고,
규제 주체인 정부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딪히기도 한다. 따라서 실
험입법은 기술적·법적 불확실성을 탐색하는 수단이자, 이해관계를 조정
하고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수단이 된다 (Gubler, 2014; Veit & Jantz,
2012).
정보의 생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성된 정보의 적절한 유통이다. 정
보의 불충분성은 정보가 미생성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혹은 정보가 유통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원우, 2008), 유의미한 정보가 생성되
었음에도 이것이 적절하게 수집되고 소통되지 못한다면 정보가 없는 것
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험입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anchordás, 2013).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성된 정보는 채집되어 본래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부수적으로 다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
에 대해 반드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된다 (Gestel & Dijck, 2011; M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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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임시적으로 실험된 규제가 그대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단
계에서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실험된 규제
가 효과적이라고 검증되면 이를 근거로 채택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발견하였다면 규제는 수정되어 상정된다 (Ranchordás, 2013).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의 평가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규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험입법은 기술혁신 초기에 불확실성 하에 있는 규제자에게 정보를
생성해줌으로써 법적 확실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실험입법은 적절한 규제의 입법을 앞당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실험입법은 기술혁신의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법적 이슈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관련 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법 기반
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입법방식에 따라
대내외적 동향을 살피며 시장이 활성화 되어 충분한 정보가 생성될 때까
지 기다리는 동안 지연되어 발생하는 규율공백을 보다 이른 시일에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험입법을 거쳐 정교하게 설계된 공식
규제는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여 갑작스런 개정이나 폐지 없이 지속적이
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규제의 유효한 지
속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 법적 안정성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규제 기간을 보다 오랜 기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
어진다.
법적 예측성 측면에서 실험입법은 경험적·실증적 시장 데이터에 기반
한 규제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이론적 예측을 기반으로 설계된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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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규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실험입법 과정에서
실제 피규제자들의 행동을 관측하고, 사전에 검증된 법령 및 조례를 제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행동이 초래할 법적 결과에
대해 규제자나 피규제자 모두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실험입법은 갑작스러운 규제의 개정이나 폐지보다 규제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험입법은 그 자체로
현행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는 과거
/현재의 개선을 위한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실험입
법을 통해 향후에 제정될 규제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
어 법적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실증적인 분석을 거쳐 피
규제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평가를 통해 입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험입법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로 이어지기도 한다
(Ranchordá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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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가설

그림 4. 연구가설

위 연구모형은 실험입법이 불확실성하에 있는 규제자에게 정보를 생성
하여 규제와 변화하는 사회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앞선
이론적 연구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생성은 법적 확실
성 증대로 이어져 규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유연하게 사회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입법
을 실시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규제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창출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실험입법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연구모형은 선행 연구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실험입법이 본래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 원칙으로 다양성, 개방성, 책임성, 시기적절성, 평가성
총 5가지를 제시한다. 위 5가지의 원칙에 따를 때 실험입법은 규제자에
게 유의미한 정보를 창출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그에 따라 법적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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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양성(Diversity)이 우선적으로 확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
성은 실험입법에 참여하는 대상(Actor), 참여 기간(Duration),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의 형태(Format) 등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양성은 산업 환경과 시장에서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징으로
(Metcalfe, 1994), 발생 가능한 다양한 규제 효과에 관해 관측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된다. 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에 관한 규제와 같이 특
정한 목적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실험입법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업
용 드론이라는 제품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 이외에 요건은 다양성을 수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 크기나 규모에 상
관없이, 또는 제품의 크기와 모양 등 기존 규제가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구애 받지 말아야 하며, 실험입법에서 주어진 최대 기한을 넘지 않는 다
양한 기간 설정 안에서 실험입법에 참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
양한 정보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규제
자가 평가하기 좋은 형태로 유형화되고 분류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혁신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
엇을 시장에 내놓을지에 대해 실험하면서 기술혁신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술혁신 초기 단계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도되며 (Abernathy & Utterback, 1978), 기회의 수준, 기술적 대안
의 다양성 등 충분한 기회조건이 새로운 기술혁신 기업의 등장과 기술혁
신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Breschi, Malerba, & Orsen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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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러한 기회가 단지 기술혁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험입법을 통해 규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규제자와 함께
기술혁신에 적합한 제도를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기술혁신 기업의 의견
이 규제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규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생산은 실제 규제
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작용한다. 기술혁신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에 도전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낳는다
(Faulkner, 2009). 기회의 창출이자 리스크를 동반하는 기술혁신은 어
떠한 변화를 초래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기술혁
신으로 인해 이익이 창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양면성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기술혁신은
공공보건이나 환경 분야 등에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Randall, 2011). 규제는 이러한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술
혁신의 이익 창출은 촉진하되, 반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와 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험입법 다양성의 확보는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에 관해 정보를 수집할 있는 조건
으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정보 모
두에 관한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로 이
어진다.
둘째로, 개방성(Openness)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개방성이란 실
험하는 규제의 체계가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위 네거티
브 체계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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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규제 방식으로,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황태희, 2011). 또한,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규제 완화의 유용한 방식으
로, 특히 경제적인 규제에서 시장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승필, 2011). 실험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많은 제약 조
건 아래서 시작된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도될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한 규제 정보도 생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실험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형식으로 지향할
때, 의도했던 다양한 정보의 도출과 획득이 가능하여 진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관점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거나 도덕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규제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이원우, 2008). 따라서 실험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포지티브 규제 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관련된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만 예외적
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명시적인 규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법체계는 일률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단
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H. Schulze-Fielitz, Technik und
Umweltrech, 2011- 김태오 재인용, 2014).
우리나라는 경제 규제 면에 있어서 포지티브 규제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금지는 민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 과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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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황태희, 2011). 또한,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일반적
으로 규제의 정태성을 강화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
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표어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
적인 내용이 규제의 감소이며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신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를 위해 규제프리존 등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입법의 과정에서도 신기술에 적합
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설계를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네
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확실하게 규제의 효과를 예측하고 기
술혁신을 촉진해 가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요구된다. 실험입법은 알려지지 않
은 불확실성에 대한 규제실험이다. 이는 예기치 못했던 사고나 부작용으
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Downes & Mayo, 2014).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책
임소재가 사전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험입법에 참여하는 기업은 피해
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 없이 참여하게 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
에서는 피해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지 않
아 규제 실험이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책임소재는 원칙적으로 실험입법에 참여하여 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둘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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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노출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술
관련 재화에 관한 정보는 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다기 때문이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1
차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소재를 두어 기업 참여자가 책임성을 가지고 실
험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술에 대한 결함으로 발
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
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되 실험입법의 취지를 감안하고 활발한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 징계조치는 면할 필요는 있다. 법적 책임은
면하되 소비자에 대한 보상의 책임은 기업에게 명확히 두어 소비자 입장
에서도 안심하고 실험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한편으로 책임성의 확보는 사고나 손해 발생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증가한다 (Kasper & Streit, 1998). 하지만
거래비용이 0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경제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Coase, 1960).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사
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 분쟁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 분쟁으
로 인한 거래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병선, 2006). 실험입법에
서도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관련 거래비용을 낮출 수
가 있게 된다. 거래비용의 감소는 실험입법의 참여 활성화와 참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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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규제에 관한 정보생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번째로 어떤 시기에 입법실험을 실시했느냐에 따라 이 과정에서 생
성된 정보의 가치가 현격하게 달라진다. 실험입법은 기술혁신과 관련하
여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이에 관한 규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도구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이 충분히 진행되고 이미 관련된 신 산
업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에는 실험입법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실험입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생성된 정보가 이미 시장에 존재
하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
다 하더라도 이미 산업이 성숙한 상태이므로 크게 의미 있는 정보가 아
닐 가능성이 높다. 기술혁신 초기단계, 산업의 태동기에 선제적으로 실
험입법이 실행되어야 여기서 발생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를 기반
으로 공식적인 규제를 입안할 때 기술혁신 초기시장에 필요한 규제를 조
기에 입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법 행위를 지연함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규제의 이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Gersen, 2007).
따라서 실험입법이 늦게 시행되면 입법 행위 자체도 지연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 산
업에서는 시장의 선점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핀
테크 산업에서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같은 플랫폼은 누가 먼저 출시하여
선점하느냐가 산업의 주도권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구태언, 2016). 우
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추진 중인
34

데, 먼저 카카오(Kakao)와 KT에 시범적으로 인가하여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
을 허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며 테스트를
거쳐 추가적인 인가가 나기까지 적어도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터넷은행이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고 블록체인과 같은 다음단계
기술혁신을 활발히 추진해나가고 있는 해외 기업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
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을 주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험
입법이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초기에 시행되어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성의 확보이다. 기술혁신의 주체는 기술혁신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법, 문화, 교류 등 제도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Freeman, 1982). 평가성은 이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얼마나 잘 피
드백을 받아 정보를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수집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생
성하는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식적인 입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유용한 정보
가 생성되었음에도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평가 가능한 상태로 수집·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보의 유용성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
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실험입법의 본래 목적
을 이룰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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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 사례 분석

가설로 제시한 실험입법의 원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이를 실증적
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검증 사례로는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와
한국의 ICT 임시허가제를 선택했다.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한
정된 기간 동안 혁신적인 핀테크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예
외적 규제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대표적으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핀테크 시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위한 진단적 시도라 할 수 있다
(Arner, Barberis, & Buckley, 2016). 규제샌드박스는 기술혁신을 추구
하면서도 동시에 규제개선을 위한 피드백과 평가 전제를 하고 있어 실험
입법의 사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ICT 임시허가제도 역시 실험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임
시’라는 표현 자체가 실험적 시도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임시허가 대상
이 현재 규제에 규율 되지 않아 일정기간 임시적 허가를 거쳐 공식적인
규제가 형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김태오, 2014). 따라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신기술을 검증하는 절차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험
및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피해발생시 이해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임시허가 기간은 1년 이하, 연장
시 최대 2년이라는 한시적 허가로, 최소 기준 미충족 시 중단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실험조항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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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국의 핀테크 규제 실험입법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
는 2013년 4월 설립되었으며, 영국 금융 서비스와 시장법 200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해 그 설립 목적과
역할을 근거하고 있다. FCA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시장의 투명
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핀테크 산업은 영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 산업으로 FCA는 핀테크 산업 성장
을 위해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FCA는 규제기관으로서 전통적인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넘어, 직접적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규제 체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
하고 있다.
본래 샌드박스는 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과정을 실험하기
위한 분리된 가상 환경을 의미한다. 샌드박스에서 유래한 규제샌드박스
는 기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규제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위해 진단적 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선도적인 사례가 영국
FCA의 규제샌드박스이다.
2016년 5월, 영국의 FCA는 세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여
핀테크 산업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CA는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공간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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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샌드박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기본적인 기업활동이
가져올 불명확한 규제 관련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매커니즘으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FCA가 명시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시장 목표는
(1) 잠재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장 진입 시간을 줄이는 것, (2) 금
융분야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 (3) 시장에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촉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영국 이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스
위스, 홍콩, 태국, 아부다비 및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와 비
슷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Arner et al.,
2016).

표 1.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지원요건
항목

핵심 요건

지원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

자격

혁신적 가치창출

혁신

혁신 요소에 대한 눈에

요소

띄는 변화 창출 가능성

소비자
이익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후생을 창출할 수 있는
지 여부

평가 항목
- 영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가?
- FCA 의 규제대상인가?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혁신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의견 반영
- 변화 창출 가능성

- 효율성이 향상된 상품 제공 가능성
-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파악 및 감소방안 제시
- 효과적 경쟁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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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체계 적용 불가능 여부
지원

FCA의 지원 하에

필요성

혁신성 검증 필요성

-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FCA외 대안의 존재 여부
- 단기간의 검증 목적에 비해 승인과정이
복잡함과 비용이 많이 유발되는 경우

- 계획의 구체성
준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정도

할 수 있는 단계 도달

- 지금까지 검증 시행 여부
- 검증을 위한 자원의 확보 여부
-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준비 여부 (세이프
가드 요건 보유 및 보상 지원 가능 여부)
(출처: FCA 홈페이지)

[표 1]에서 보듯, 이 프로그램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청 기업들은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에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혁신 요소, 소비자 이익, FCA의 지원 필요
성, 테스트 참여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가능 여
부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를 거쳐
실제 비즈니스화하고 산업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수현, 2016).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기업은 어떠한 규제 요건도 적용 받지
않고 자신들의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비승인 기업의 경우에도 완
화된 승인요건을 적용 받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력이나 새로운 아
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샌드박스는 완전한 자격
요건을 획득하기 이전에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여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FCA는 더 나아가 기존의 EU 법
39

체계하에서 따라야 했던 전통적인 승인 제도 없이도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표 2.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테스트 선발 기준
항목
기간

고객 수

고객 선정

기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충분한가?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 사이)
작은 수의 제한된 규모를 유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데이터 얻기 위해 충분한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 해야 하며, 선정 대상이
적합해야 함
소매고객: 손해 발생시 해당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 옴
부즈맨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의 제기 및 보상 요구

소비자 보호조치

선별고객 (sophisticated customer): 세부 조건에 따라
선별 고객만을 포함 가능하며, 사전 동의에 의해 보상
의 제한 가능

고지

자료

사전동의 하에 검증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미
리 검증의 내용 및 보상 수준을 고지해야 함
FCA 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하지 않음
검증 계획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 일정 및 주요 단계
- 성공 평가 기준

검증 계획

- 검증 요소 (기각, 고객, 거래 한도 등)
- 소비자 보호조치
- 위험 평가
- 종료 계획
(출처: FA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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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규제샌드박스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의 선발 기준이
다. FCA의 규제샌드박스 프로그램에의 첫 번째 실험집단에는 2016년 7
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69개 기업이 지원하였고, 24개 기업이 자격 요건
을 충족하여 테스트에 참가 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24개의 기업들 가운
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부터 현재 활동중인 대기업들이 포함되
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6개 기업은 두번째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
아 두 번째 테스트에 참가하게 되고 총 18개 기업이 단기간 동안 테스
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18개 기업이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이머니
(e-money)플랫폼, 외환 송금 서비스, 자동적으로 청구권을 요청하는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포함하
고 있다.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기업들은 개별 기업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테스
트 조건에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참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프로그
램기간 동안 매주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 위험관리 등 주요 현황을
FCA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테스트에 참가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이 테스트가 끝나기까지 제한된
다. 또한,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4주안에 반드시 최종 리포
트를 제출해야만 한다. FCA는 최종 리포트에 피드백을 줄 예정이며, 그
러나 이 규제샌드박스의 테스트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해서 제품이나 서
비스가 시중에 출시하도록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FCA는 참
가 기업이 합의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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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징계를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FCA는 소비자의 책임 역시 강
조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할 것을 사전에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책임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이 과정을 거치며 FCA는 진입장벽, 소비자보호, 법적 프레
임워크 측면에서 규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할 때 어떠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어떻게 얼마만큼 그 문턱을
낮춰야 하는 지, 소비자들과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어떤 보호조치가
취해져야만 하는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규제체계와 어긋
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한다. 즉, 영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행정절차나 규제에 반영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규제샌드박스가 실험입법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규제자의 정보부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규제자인 규제당국이 기술혁신과 관련되어 규제에 관한 정
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
작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대
상을 상대로 테스트를 설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 역시 현행체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자
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여 평가하고 실제 상품성을 지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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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정보
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규제에 관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하고 있다. 이 수집된 정보는 규제개선을 위한 피드백의 역할을 하게 되
는데, 이 매커니즘은 규제 개선을 위한 실험입법의 매커니즘과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FCA는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다.
FCA의 핀테크 육성사업인 프로젝트 이노베이트(Project Innovate)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규제자문유닛(Advice Unit), 혁신허브(Innovation
Hub)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고, 규제자문유닛은 자동화된 규제자문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
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규제자문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혁신허브
를 주목해볼 만한데, 이는 2014년 5월에 시작된 핀테크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FCA가 명백히 차별화된 혁신적 요소를 보유하고 소비자 효
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 진
출까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승인 완료 이후에도 1년여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규제당국의 직접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규제 비용
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기술혁신과 산업촉진을 증진하
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제로 2016년 2월까지 413개 기업이 신청하여
52%가 넘는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이중 약 30%의 기업이 승인 기업
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FCA는 이 과정에서 규제 시스템에 대한 즉
각적 피드백을 통해 규제개선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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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핀테크 에코시스템 평가 비교표 (2015년)
지역

역량

자본

정책

수요

총점수

영국

2

3

1

3

9

캘리포니아(미국)

1

1

6

2

10

뉴욕(미국)

3

2

7

1

13

싱가포르

4

7

2

6

19

독일

6

4

5

5

20

호주

5

5

3

7

20

홍콩

7

6

4

4

21

리커트 스케일 점수: 1=가장 높음, 7=가장 낮음
(출처: 어니스트앤영, 2016)

FCA는 경험적 배움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였다. 핀테크 산업 지원 과정
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관련 시장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구체화하
여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
복해 왔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어니스트앤영(Ernst&Young)은 영국
을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 구축 지역으로 평가하였
으며,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영국을 정책 부문 1위로 기록하였다
(Ernst&Young, 2016). 정책 부문은 규제제도, 정부 프로그램, 세금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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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규제와 깊은 관련이 깊은 부문이다. 즉, 규
제 개선 노력을 통해 영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이는 현재의 핀테크 산업의 에코시스템 형성에 일조해 온 것이다. 또한,
영국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에 가장 우호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양효은,
2016). 피규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 관련 지원과
정책이 현재의 핀테크 산업 생태계와 유관한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5.2

한국의 ICT 융합산업 규제 실험조항

한국 정부는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정책 총괄 지위
를 부여하였고,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 및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
으로 하는 정보통신 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규는 부
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ICT 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ICT 생태계를 구현하
고 ICT 융합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기 시작한 법규이다.
그 동안 ICT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규제에 대한 제정과 관리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콘텐츠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떼어내
기 힘든 관계에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규제 틀 안에 있
어서 관리되고 있어 관련 기술혁신에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
45

ICT 분야는 기존의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쏟아내고 있는 영역이다. 이는 기존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
와 빈번하게 갈등을 겪으며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특히, 융합제품은 어
느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고 하나의 법령으로 규제하기 까다로
운 제품이다. 예를 들어, ‘IoT 의료기기’ 제품의 경우 의료 보건 분야에
전통적으로 속하여 관리되어 오던 제품이자 서비스이지만, 통신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제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의 행정
부처에 속하여 관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적용해야 할 규제와 법령
에서도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융합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면적 관리 불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법령이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새로운 입법
적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준현, 2015).
현행 체계의 규제는 기술혁신을 예측하여 설계된 규제가 아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ICT의 특성도 융합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융합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법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보통신 융합법이 등장하
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 융합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체
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허가제의 신청서를 검토해 보
면 임시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
건 등 요구하고 있는 바가 없다. 또한, 특정 산업을 지정하고 있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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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규정’(정
보통신 융합법 제 15조)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일일이
구체적인 산업을 열거하여 지원 대상을 한정하였던 포지티브 규제 체계
에서도 벗어나려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 최
대보장과 침해의 최소성을 전제로 하여 있으며, 사전 입법에 의해 기본
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시장 매커니즘을 인정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준현, 2015).

표 4. 신속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자의 신속처리 신청
「정보통신 진흥 및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융합활성화 등에 관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한 특별법」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제36조제1항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
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법」 제36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수탁기관)

조제1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ㆍ서비스의

한 특별법」 제36조

신속처리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 통보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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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진흥 및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

융합활성화 등에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내에 미응답한 경우나 또

한 특별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한

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제36조제3항

경우

통보한 경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법」 제36
조제3항ㆍ제4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허가등이 필요하다는 회신
내용 및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융합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제36조
제5항ㆍ제6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정보통신 진흥 및

임시허가 여부의 판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임시허가
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된 경우

↓
임시허가가
필요없다고
판단된 경우
자유로운 서

임시허가

비스 출시(임
시허가가 불
필요한 경우)

(출처: 신속저리 임시허가 제도 홈페이지)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미래부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
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만약 중앙행정기관이 자신의 소관이 맞고 허가·승인 등이
요구되면, 신청인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
만, 해당 부처의 소관이 아니거나 필요치 않다고 회신할 경우, 혹은 정
해진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허가 등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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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이 아니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 임시허가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표 5. 임시허가 및 유효기간 신청과 처리절차

임시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규 정보통
신융합등 기
술ㆍ서비스
개발자)

접 수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
(수탁기관)]

서류검토

임시허가

및
시험 또는
검사

여부 및
내용, 조건

의견청취

임시허가

결정

(필요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미래창조

시험 또는

유효기간

유효기간

과학부 장관

검사 수행

연장 결정

연장

(수탁기관))

(필요시)

(출처: 신속저리 임시허가 제도 홈페이지)

신속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임시허가제를 신청하게 된
다. 임시허가제는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시험 또는 검사를 거쳐 임
시허가 승인 여부 및 허가 조건을 결정하고 최종 의견을 청취 한 이후
임시허가를 발행하게 된다. 임시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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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제 적용이 가능한 최장 기간을 2년
으로 임시허가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다만, 의견 청취의
과정이 생략된다.
ICT 융합법의 임시허가제는 실험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임시’허
가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실험적 시도임을 내포하고 있다. ICT 융합법
은 (1) ICT 융합 서비스가 기존 인허가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2) 시
장 출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소관 부처가 애매
하고 신청 창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시허
가 대상이 현행 규제에 규율 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실험적인 기간을 거
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에 적법성 검토를 통해 공식적인
규제로 형성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실험입법이 평가의 과정을 거
쳐 정식입법에 이르는 매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ICT 융합법의 임시허가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신기술
을 검증하는 절차로도 볼 수 있다. 기존 규제 내에서 허가·승인·등록
·인가·검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시험 및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피해발생 시 이해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장치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임시허가 기간은 1년 이
하, 연장 시에는 최대 2년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소 기준 미충족 시 언
제든 중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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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법이 임시적 허가이자 제한적인 조건에서 허가가 이루어진다
는 부분 역시 실험입법의 특징과 유사한 부분이다. 어떤 기업이든 신청
할 수 있으나 임시허가제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나 제품은 단 2가지
경우로 기존 규제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와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기존의 규제에 해당이 될 경우는 제외하고 ICT 융합관련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만 임시규제의 적용을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된 기한을 상정하고 있다. 임시허가는 1년간 허용되고 그 이
후에는 기본적으로 소멸되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유지 후 최종적으로 일몰하게 된다.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제
한된 조건 내에서 임시허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역시 실험입법의 특징
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실험입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출시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새로운 제품을 검토하여 기존 규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
해 규제 개선사항 등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임시허가제를 통
해서 ICT 융합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검토하고 새
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 개선을 위해 체
계적으로 수집하는 매커니즘이나 평가체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
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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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CT 특별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 사업목록 현황 (2016년 8월말 기준)
허가
번호

목록

신청일

통보일

임시허가일

(소요기간)

(소요기간)

사유

블루투스 기능을
블루투스
1호

기반

15.3.30

전자저울

15.5.19

15.10.12

(50일)

(152일)

탑재한 저울에 대한
시험 및 인증 기준
(형식승인)이 없어
시장출시 불가

위성방송 송신방식과
IPTV 송신방식이

DCS
2호

(접시없는

15.6.23

위성방송)

15.7.31

15.11.5

결합한 전송방식으로

(38일)

(135일)

방송관련 법령상
규정이 없어
시장출시 불가

지능형
3호

화재
대피유도

15.12.10

15.12.30

16.3.30

(20일)

(111일)

시스템

4호

-

16.1.27

16.1.27
(44일)

-

융복합 소방기기로
현 소방용품 형식
승인기준 적용 불가

-

(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년 9월 5일 참조)

실제 임시허가제의 그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
어 2016년 8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신청허가가 난 건은 단 3건에 불과
하다. 다양한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여 ICT 융합산
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
재하는 것이다. 신속처리의 평균 소요기간은 기간은 평균 38일이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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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50일이었으며, 허가가 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33일, 최대
152일 이었다. 허가가 난 사업목록을 보면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KT
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SC, Dish Convergence Solution), 지능형 화
재 대피유도 시스템 등 총 3건으로 각각의 제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제
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제품들은 기존 규제에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불
가하여 임시허가제를 통해 시장에 소개될 수 있었던 제품들이다.

5.3

소결

실험입법 사례로 2016년 시행중인 영국 FCA의 핀테크 산업 규제샌
드박스 사례와 2015년부터 시행중인 한국의 ICT융합산업 규제 임시허
가 제도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 이론 모형(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임시규제 프레임워크)에 비추어 분석하고 얼마나 적합
한지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론 모형은 크게 5가지 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데 실험입법이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다양성, 개방성, 책임성,
시기적절성, 평가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국 FCA의 규제샌드박스는 5가지 원칙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양성 측면에서 핀테크 기업이라면 규모와 국적에 상
관없이 참여의 기회를 열고 있었으며, 단기간이지만 참여 기업별로 FCA
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형태 면에
서도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시도가 가능하
다.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플랫폼 서비스에서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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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하였으며, 송금, 보험,
자산운용 등 핀테크 산업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이 실험에 참가하
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선별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무엇보다 혁신성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효용
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만이 참여가 승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방성 측면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인 무규제를 표방하고 있어 그야
말로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실행이 불가능했을 법한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도록 체계의 개방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성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징계에 대해 면책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을 시에 적용 가능
하다. 그러나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 보상의 책임은 기업에 두
어 명확하게 분쟁해결을 실마리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시기 적절성의 관점에서, 영국은 핀테크 선도국 답게 핀테크 산업 태
동기에서 본격적으로 산업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에 위와 같은 규제실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제와 정책을 탄탄히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규제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
으로 볼 수 있는 평가성에서도 피드백 체계와 생성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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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의 규제샌드박스는 이론 모형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안정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충분히 생산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
신과 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규제를 새로이 입안하거나 개선할 수 있
는 실험입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행 규제가 기술
혁신과 겪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실험
입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참여 대상을 선발
함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등에 제한은 없었으
나, 혁신적이며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테스트에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신 산업이 가
지고 있는 특성상 부정적인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어려운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입법이 된 이후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드러
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이후일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참가자를 수용한다면 법적 안정
성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ICT융합산업 규제 임시허가제도의 경우 이론모형에 비추어 보
았을 때 다양성과 개방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
저, 다양성 측면에서 참여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참여 가능성 자체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았다. 또한 기간 역시 기본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허용할 뿐 아니라, 이 기한 내에서 참여자의 재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
도록 하여 기간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형태적으로도 ICT 융합서비
스에 해당하면서 기존 규제에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는 별다른 제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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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허가제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
고 있다. 개방성 측면에서 임시허가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한국의 경직된 포지티브 규제체계와 정태적인 규제정책
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규제 실험이자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책임성과 시기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발견된다.
책임성 면에서는 임시허가 신청된 제품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임시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를 이용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책임소재와 분쟁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에 따라 갈등 조정 및 손해 배
상 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기술혁신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은 여타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
기 적절성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ICT 융합산업 자체가 태동기에 있다고
여겨져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ICT 융합 산업도 이제
실험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서부터 성장기에 돌입하기 시작한 핀테
크 등 광범위한 영역에 연관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
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시허가제를 통해 향후에 필
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설립할 것을 암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
떤 방식의 피드백이나 평가 매커니즘을 통해 이를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으로부터 정기적
인 피드백이나 보고서를 받는다거나 임시허가 기간 종료 후에 평가를 실
시하여 규제개선에 반영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 없이, 그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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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생 여부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를 마련하고
규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의 의지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피드백
매커니즘과 평가체계의 부재는 유의미한 정보가 생성되었을지라도 규제
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험입법의 효
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피드
백 시스템이나 평가체계는 의미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
한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정보통신 융합법 임
시허가제는 실험입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상당히 미비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지난 2년간 ICT융합산업 전 분야에서 걸쳐 임시허가제
가 허용되었으나, 활용된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그간의 제도 운용
실적 부진이 현행 제도의 완성도와 실효성이 떨어짐을 대변하고 있는 것
이다. 현행 임시허가제는 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출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실험입법의 주 목적인 기술혁신과 규제 관련 정
보생성의 기능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임시규제가 실험입법으
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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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임시규제 프레임워크 기반 사례분석표
구분

영국

한국

다양
(핀테크 기업 내에서
대상

다양한 규모(스타트업~대기업)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기회 부여

다양
(제한 없음)

단, 혁신성 등 고려하여 선별)
다양

다양
다양성

기간

(3개월~6개월,
참여 기업별로 협의를 통해 설정)

형태

개방성

책임성

체계

명확성

시기

도입

적절성

시기

피드백
체계
평가성

(기본 1년, 최대 2년,
제한된 기간 내에서
참여자의 재량에 맡김)

다양

다양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ICT 융합서비스 중에

다양한 시도 가능

기존 규제에 적용되는 경우

그러나, 혁신성 필요)

를 제외하고 가능)

무규제 체계 표방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준수 필요)

네거티브 체계 표방

명확

불명확

(문제 발생시, 기업 징계 면책되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언급

소비자 보상 책임 명확

없으며 기존 규제 적용)
모호

초기
(핀테크 산업의 태동기
~본격적인 산업 성장 이전)

(ICT 융합산업은 기본적으로
태동기로 볼 수 있으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모호)

보유
(참여 기업의 정기적 피드백을

미보유

통해 규제 개선 사항 도출)
불명확

평가

보유

체계

(피드백 평가하여 규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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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평가 및 규제개선
암시하나 매커니즘 불명확)

6.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1

내용 요약 및 정책 시사점

기술혁신은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인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
과 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실 기술혁신과 규제와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
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의 틀은
규제의 본래 목적마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불확실성 하에서 경직
된 규제는 규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마
저 있다.
법적 확실성은 변화하는 사회에 법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목적
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술혁신
의 시대에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시규제의 활용이 효과적
일 수 있다. 특히, 임시규제 중에서도 실험입법은 신 산업 초기 단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입법이 본래 목적한 바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개방성,
책임성, 시기적절성, 평가성 등 5가지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원칙
에 기반하여 실험입법을 설계하고 이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정보가 충분
히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보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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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영국 FCA의 규제샌드박스 사례와 한국의 ICT
융합법임시허가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핀테크 분야 에
코시스템 세계 1위 이자, 규제와 관련된 정책부문 1위를 차지한 위상에
걸맞게 성공적인 실험입법이 되기 위한 원칙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
로 평가 되었다. 또한, 개방성 면에 있어서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수준
이 아니라 무규제의 수준까지 개방하여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도록 설
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혁신성을 극대화하려는 실험적 정책 시도라 보여
진다. 다만, 선택적으로 참여자를 선별하고 제한하고 있어 다양성 면에
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부정적인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생
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ICT 융합법 사례를 실험입법의 원칙하에서 분석해 볼 때, 다
양성 및 개방성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은 기존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ICT융합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기 적절성 평가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각 산
업별로 실험입법 도입을 위한 적절한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결정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공식적인 규제에
반영하려고 하는 피드백과 평가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의미한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
험입법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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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의 프레임에 의거한 정부주도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규제 역시 같은 프레임 안에서
정부주도적 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그 결
과 이는 전략적인 소수집중투자를 가능케 하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규제는
경직된 포지티브 체계의 형태를 갖게 되어 규제의 정태성은 더욱 가중되
었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혁신적인 기업의 시장진출과 과감한 시도를 제
한하고, 신 산업 성장을 지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혁신이
가속화되고 융합으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규제체계와 정책은 분명히 한계점을 가진
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며 임시규제 중에서도 실험입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 탐색과 실증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
고 있다.
첫째,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ICT 융합법 임시허가제는 혁신적인 제품
이나 서비스의 도입을 가능케 하여 ICT 융합산업의 촉진을 추진하고자
과감하게 추진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분쟁해결을 위해 기존 규제체계
로 돌아가 해결점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기술혁신의 특성이나
ICT 융합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기술혁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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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적으로 파괴적이다. 또한,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혁신의 복잡성으로 인해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것에 대
해서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문
제 해결의 실마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거래비용
을 낮춰 관련 산업의 주체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신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소비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을 두는 규
제 정책이 기업의 책임성과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하고 활발한 참여를 유
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및 평가시스템
을 확보하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ICT 융합법이 향후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피드
백 시스템이나 평가체계는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앞 단에서 이루어진
노력이 어떠한 결실도 이루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변화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변화 관리 정책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 역시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공진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드백과 평가의 메커니즘은 이를 위해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퇴보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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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평가 매커니즘의 미흡성은 우리나라 규제 체계 전반에 나타
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 관리를 위한 규제개혁 방
안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우리나라 규제개
혁 시스템의 핵심 사안으로 규제개혁 방안과 메커니즘의 전제가 되는 제
도이다 (최병선 & 이혁우, 2014).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규제영향분
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요규제 중 30% 이상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
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0% 이상이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 이는 규제 당국의
기존 규제 관리 체계의 문제와 무관심을 대변하는 수치이다. 자연스레
규제가 처음의 의도대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할 지라도 관리
소홀로인데 내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실험입법에서뿐 아니라 규제 체계
전반에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피드백 및 평가 체계의 마련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제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혁신의 속도
는 가속화되고 분야 간 융합이 활성화되며 기술혁신은 가히 일상화되고
있다. 2016년 5월 개최된 제45회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 기술이 기존산업과 융합하고 사이버
-실물세계 연결을 극대화하여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파격적인 변화
를 일으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긴밀하게 소
통하며 작은 단위의 실증적 배움을 축적해 점진적으로 함께 공진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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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험입법은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도구로, 기술
혁신의 거시적 불확실성을 보다 작은 단위의 미시적 불확실성으로 쪼개
어 단계적·실증적으로 해소해나가는 테스트베드라 볼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제시한 임시규제 프레임워크는 실험입법이 본래 그 목적대로 작동
할 수 있는 요건이며, 이를 갖출 때 실험입법은 법적 확실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
험입법과 같은 제도적 패러다임을 확산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고
나아가 90년대 초부터 하락하여 2%대에 이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다
시 한번 고도성장으로 이끌어갈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규제와 기술혁신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험입법을 제시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보다 구체적으로 내려가 실질적으로 실험입법이 효과적
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칙을 세워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혁신 초
기단계에서 실험입법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제도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험입법과 유사한 목적
을 가진 임시규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그 본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가늠자로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입법이라는 임시규제 자체가 최근 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주제로 아직까지 실제로 시장에 명확하게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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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고자 실시한 실증사례 분석의 과정에서
명확한 실험입법 사례를 채택과 사례 간 비교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례로 선택한 영국 FCA의 규제샌드박스와 한국 ICT 융합법
임시허가제도는 실험입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완전히 실험입법의
성격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분야의
유사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두 사례 간 비교를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론 모형을 근거로 각각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를 고려한 이론적인 논의
를 발전시키고 실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입법을 비롯한 다양한 임
시규제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는 기
술혁신과 규제와의 갈등해소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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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y innovation i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bringing disruptive changes throughout society. Recently, the rat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accelerated, reshaping the society
at a pace to which government regulation has been unable to
respond. Thus, innovation-friendly regulation is aptly discussed to
prevent retarding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with scholars
proposing temporary regulation a possible solution. While concrete
models or principles have yet to be suggested, experimental
legislation is specifically regarded as an effective mean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t the early stages of
new industries.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designing experimental legislation that warrants and facilitates
both legal certain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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