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에게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관련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소비자에게는 혁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기업이

정부에게는 정교한 규제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겪고있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 직접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입니다.

찾아가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신청단계]
사전 상담센터에서 1:1 법률 기술 자문 등 실시
• [심의단계]
신청기업이 참여하는 분과위 활성화 → 심의 내실화
• [실증단계]
실증특례 비용 ➊ 및 책임보험➋ 가입 지원
➊ 시제품 제작, 시험‧ 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 당 최대 1.2억원 지원

◆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신고센터
대표전화 : 044-205-3940
팩스 : 044-204-8974
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KT&G 빌딩 632호
◆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전국 243개 지자체 규제혁신팀

➋ 책임보험료 50%, 최대 1,500만원 지원

• [사업화단계]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

올해는
“더 많이 찾아가 더 빨리 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나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의 미래

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보세요
규제신속확인 사례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율주행로봇으로 배달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시장 출시가 가능할까요?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및 상담·접수처
구분

산업융합법
(산업부)

ICT융합법
(과기정통부)

혁신금융법
(금융위)

홈페
이지

sandbox.kiat.or.kr
(규제 샌드박스.kr)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fintechcenter.or.kr

상
담
처

산업기술진흥원
02-6009-4092
02-6009-409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3-931-1000
043-931-1004

핀테크지원센터
070-8873-9005

sandbox@nipa.kr

sandbox@
fintechcenter.or.kt

→ 관련 규제 존재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면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해 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sandbox@kiat.or.kr
접수

※ 지역특구법(중기부) 상담은 지방중소기업청 및 산업기술 진흥원에서 전담하며
홈페이지는 준비중

30일 이내

규제 有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 의무

실증특례 사례
도심 내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해요!

법령정비 추진 시,
규제 無 회신 無

시장출시

정식허가 후,
시장출시

일정한
조건 하에

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 시,

정식허가 후,
시장출시
임시허가 후,
시장출시

이제 국회에서 수소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요!

※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➋ 임시허가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
할 수 있습니다.
➌ 실증특례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ICT융합법, 산업융합법, 혁신금융법, 지역특구법) 참조

사전컨설팅
(과기·산업·금융)

신청 및 접수

→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이 편한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특례 부여(2.11.)

➊ 규제신속확인
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절차 예시

임시허가 사례

이제 집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요
→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1차 실무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30일)

특례여부
및
범위
심의·조정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허가 부여(3.6.)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과기정통부
산업부·금융위
관계
행정기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심의 委

과기정통부
산업부·금융위
심의결과
통보

사업자A

공동관리
(과기·산업·금융
+ 관계부처)

사업자A
실제
사업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