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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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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기 위해 신설되었다. 규제
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
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
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해, 현행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활용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용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
에 따라 신산업 선도의 성패가 달려있고, 이러한 유용하고 활용 가치 있는 데이
터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
식별화 된 정보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완
전성과 제한된 데이터 규모와 범위로 인해 기술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춰 개인정보 동의제도 패러다임 또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고 개선
해 나가는 것은 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
의 제약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서비스 등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놀이터와 같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만이라도 그 규제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또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특례 관련 법률들에 사후동의(opt-out) 또
는 포괄적 동의 등과 같은,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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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동의제도의 유연화, 사후동의와 포괄
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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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다국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보고
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산업은 세계 경제에 13조 달러
를 기여하고 전 세계 GDP를 매년 1.2% 상승시킬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였
다.1) 그러나 이러한 혁신기술이 빠르게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창출해고 있
는 반면, 관련 법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자와 사람 등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국가 간 경계를 무
너뜨리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산업 경쟁을 가속화시킨다.2) 변화된 기술에 맞
1)
2)

McKinsey Global Institute, Notes From The AI Frontier Modeling The Impact Of AI
On The World Economy, 2018. p.13.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2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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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뒤늦게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더라도, 이미 외국 경쟁기업의 기술과 제품
에 의해 시장에서 밀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
다. 이러한 우려 하에서 신기술 신산업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기업들이 자
유롭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 구역인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신설하였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
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해, 현행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는 현행 개인정
보보호법상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된다. 이렇듯 극히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 활용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의 신설 목표에 비해 실질적 성
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규제자
유특구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들여다보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필
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제정권과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간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
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Ⅱ. 규제특례제도의 개관
1.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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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및 의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
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에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시
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해야만 하는 결
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의 사업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으로 이어짐에 따라 신
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졌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
요성이 증대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
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서, 2015년 영국 금융감독
청(FCA)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차례로 도입하였고 전 세계 약 20여개 국
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 준비 중에 있다. 규제 샌
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 미리 기존 규제의 부담 없이
다양한 혁신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들을 테스트하고, 제품이나 서비
스의 안정성 및 사업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당국은 해당 혁
신 기술이나 서비스의 영향력과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를 보완할 입법 사
항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및 입법 사이
의 간극을 줄여주고 사업자에게는 법적 위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3)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특례의 적용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KISO Journal 제
35권, 2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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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의 일반적 의미는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
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원칙
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제라 할 수 있다.4) 포지티브 규제는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의
규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체계, 즉
법령에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나타
나는 다양한 혁신 기술 및 신산업을 기존 규제체계 안에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5)
이에 2017년 10월 정부는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통
해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제시
하였다. 기존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로 정의하
고,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용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6) 이후 정
부는 지난 4월 16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
칙을 입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서비스 및 제품 등에 대하여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는 신기술 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7)하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4)
5)
6)
7)

성희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 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
축 방안 연구, 법과 정책 제24집 제1호, 2018, 134-135면.
최원락,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 시리즈 15-04, 전국경제
인연합회, 2015, 5면.
성희활, 앞의 논문, 2018, 135면.
제5조의2(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 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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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 신기술 서비스 제품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19조의3 제2항에서는 신기술 활용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의 적용 근거를 마련8)하였는
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이전이라도 필
요에 의해 규제의 탄력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후 정부는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지
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구역 기간 규모
등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관
련 4개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였다.

2. 규제특례 관련 법률 현황
(1) 산업융합촉진법

8)

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
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
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
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
술 서비스 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 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
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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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과 서비스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
제품에 맞는 인증 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10
월 산업융합촉진법 이 개정9)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융합10)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품에
대하여 허가 근거가 되는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시험 검증을 위하여 제한된 지역 규모 기간 안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규제특례11)를 규정하였다. 규제특례심의위
원회에서 특례 적용 여부 및 2년 이내의 기간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
며, 임시허가12) 제도와는 달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
였다.
9)
10)

11)

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19.3.6.)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
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
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서
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 기간 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제2조(정의) 9.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
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96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3호(2019. 12)

(2) 정보통신융합법
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 생명 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
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하지 못한 기존 규
제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이 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13)
법률 개정을 통해 누구나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새 상품 및 서
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막혀 신
청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최대 2년간 예외적으로 상
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였다.

(3) 금융혁신지원법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융합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업 인 허가 없는
사업자는 금융업 영위가 불가능하며 기존사업자는 사전적 열거적 금융규제
에 가로막혀 신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금융분야 혁신과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
의,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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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입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14) 이에 2018년 12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지원법’)이 제
정되었고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다른 금융 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어
최대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
였다.

(4) 규제자유특구법
2004년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특구 계획에
따라 선택된 규제특례를 적용하였으나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
용되는 등 유연성 부족과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 연계
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15) 이에 2018년 10월 지역특화발
전특구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
제자유특구법’) 으로 전부개정하여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
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면제하는
특별 구역인 규제자유특구를 규정하였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규제자유특
구를 지정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 이전 유도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되며, 혁신특구의
규제특례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16)를 규정하였다. 또한
14)
15)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018.3.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2018.3.15.)
제2조(정의)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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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
성을 위해 연구 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저해요인
(1) 규제자유특구 주요 추진 현황
정부는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발표하였다. 규제특구
의 지정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 공간(부산 제외)에서 규
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유형은

핵심규제이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

했던 개인정보 및 의료분야(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
산 블록체인),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분야(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모는 작지만 시장 선점효과

가 큰 에너지 분야(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등으
로 구분된다.17)
1차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2019년 11월 정부는 총 7곳의 2차 규제자유특
구를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으로 해당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은

17)

에 의하여 각종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
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송우경, 규제자유특구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KIET 산업경제 제252호, 산업연구원,
201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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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각 특구의 전략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 개인정보 및 의료분야
강원도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받았
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모니터
링, 내원안내, 상담 교육과 진단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특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실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8) 대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특례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가 가능19)하게 되었다. 그동안 첨단의료기
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하게 되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부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
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20)의 실증특례가 부여된
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였
다.21)

18)

19)
20)

21)

원격의료 추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안전성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을 이
유로 반대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과 의사 수가 부족하여 실증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는 불가능하였다.
오프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
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이다. 그동안 블록체인상에 해쉬 처리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석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지정된 부산특구에 한해 정부는 오프체인상의 개인정보 삭제 시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강진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확정 암호화폐는 제외, THE BCHAIN, 2019.07.24., https://www.thebchai
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7(2019.11.19. 최종접속)
송우경, 앞의 보고서, 201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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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분야
세종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 받았다. 현
재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부
여받아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22)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
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
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초소형 전기
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의 안전장치 개발과 전용도
로 주행실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에너지 분야
전기자동차가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처
리와 재활용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경북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특례를 부여받아 불확실했던 폐배터리 성능과 안전
성 검증의 국내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스기기 분야에서 무선제어 차단 기준 표준을 마련하고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한계
규제자유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
자동차23) 또는 사물인터넷24) 기반 기술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
22)
23)

자율주행버스의 단계별 실증과정은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운행
으로 진행된다.
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
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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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비식별 조치(de-identification)하는 경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이하 ‘비식별화’)가 된 정보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
다.25)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된 정보는 현재 기술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다른 획기적인 결합 대상 정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개인을 다
시 식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재식별이 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로 분류
되어 보호받는다.26)
‘데이터가 곧 자본’이라고 할 만큼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떠한 뛰어난 기술이 개발
되어도 그 바탕이 될 데이터가 없으면 반쪽짜리 기술로 남을 뿐이다. 따라
서 신기술을 유의미하게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신산업 육성으로 이
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고 활용 가능한
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24)

25)

26)

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규제자
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자유특구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EU GDPR 상의 익명화(anonymization, ‘개
인정보에 익명 처리 기술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로 처리하는
방식’)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다.(정부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
인, 2016, 57면)
전승재 권헌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 203-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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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인정보27)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종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시
험운행중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실증운행을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이 불가능하고, 영상정보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개발과정에서 수집되는 행인과
자동차 이미지는 단순히 사람의 형체, 그리고 번호판을 통해 차량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용도로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28) 또한 기술
적 한계로 인해 비식별화 정확도가 90-95% 수준으로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처리해야해 완전한 정확성을 갖춘 데이터라 할 수도 없다.29) 이러한 방식으
로 비식별화 된,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인 데이터를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
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 기술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능 고도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30)
이렇듯 비식별화 된 정보 활용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되면
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졌다. 이에 2018년 11월 15일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
보31) 익명정보로 나누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도
27)

28)
29)

30)
31)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에 다양한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데이터에는 개인정
보인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위
치정보, 영상정보, 신체정보, 행태정보, 자동차번호 등이 포함된다.(홍익대 산학협력단,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53면.)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 이슈-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 전문가 포럼, 2019.0
7.08., https://ellun.tistory.com/195(2019.11.21. 최종접속)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문제도 있다. 손주찬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시속 60km로 주행하며 333일 동안 수집
한 10만km 길이의 영상 데이터를 비식별화 하는 비용은 총 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 언급한 바 있다.(차현아, 블록체인 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특례”vs정부 “사회적
합의부터”, IT Chosun, 2019.07.08,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
070801536.html(2019.11.17. 최종접속)
이형두, 자율주행차가 내 정보를 찍었다 개인정보 침해일까?, 디지털데일리, 2019.01.17.,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77009(2019.11.17 최종접속)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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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초 개정안은 개정 목적에
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
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명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하면서32), 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가명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화를
위한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의 이용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 중지 및 회수 파기 조치를 의
무화하였다.33) 그러나 가명정보 재식별이 가능해지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
리가 중단되고 가명정보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유용한 발견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34) 따라서 보다 활용가치 있는 데이터
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는 가명정보보다는 개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33)

34)

2018.11.15))
최정훈, ‘산업적 연구’ 빠진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첫관문 통과 업계 기대반, 걱정반,
이데일리, 2019.11.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22687032&
mediaCodeNo=257&OutLnkChk=Y(2019.11.19. 최종접속)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에 따른 정
보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 또는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처리
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강경훈,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상응하는 정보보호 규제체계, THE BANKER 제775권, 전
국은행연합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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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주민의 권리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970년대 들어와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확대로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향이 증대되고, 그 침해요소가 날로 증가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프라이버시
(Privacy)란 1890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35)으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personal space)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
리’라고 설명하였다.36) 국내에서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종래의 소극적
인 개념에서 ‘자기(自己)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로서의 적극적 개념
으로 이해되어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이 요구되었다.37)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일반조항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 프라이버
시 권리를 도출하려는 해석이 시도되었고,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 제
16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근
거규정을 마련하였다.38)
당시 학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토대로서 프라이버시 권리의 기원과 법
적 근거 및 성질을 규명하고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영역을 모색하였다.39)
35)

36)
37)
38)

미국 연방대법원장 워런(Sammul D. Warren)과 연방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청년시절인 1890년 하버드 로스쿨의 Law Review에 기고한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Warren an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No. 5, December 15, 1890.(재인용: 김민호, 개인정보의
Harvard Law Review, Vol.
의미, 성균관법학 제28권 제4호, 2016, 13면.))
김민호, 앞의 논문, 2016, 13면.
김태현,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72면.
이상명, 지문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을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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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전자정보
처리가 갖는 잠재적 위험성이 증대되면서 헌법해석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40)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정부기록에 대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들의 입법이 이루어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였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
앞서 보았듯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프라이버시권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일
반적으로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라 불리는 이 권리는 제3자의 침해
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한다.41) 이후 그 외
연이 확장되어 사적 정보의 통제를 정보주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적
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로이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기본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의 성격도 갖는다.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43)을 통하여 처음으로 헌
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39)
40)
41)
42)
4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 법률
제4호, 2001, 24면.
김태현, 앞의 논문, 2003, 72면.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2017, 11면.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앞의 논문, 2017, 11면.
헌재 2005. 5. 25.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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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
다. 이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상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국민주권원리 등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
적 기본권’으로 보았다. 그러나 같은 해 2003헌마28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
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2005년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만을 판
단함으로써 위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44) 그러나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들과 비교
할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과 그 기본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각각의 기본권들이 갖는 기본권 보호의
효력에 있어서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
다.4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
해를 보이고 있는데,46)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44)
45)
46)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결정;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결정;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결정.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2018,
6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보는 시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로 보
는 견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로 보는 견해, 헌법 제17조뿐만
아니라 주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6조와 통신의 비밀을 규정한 헌법 제18조도 보
충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 헌법 제10조를 기초로 헌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보장된다는 견해가 있다.(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31집, 2008,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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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헌법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이
분명하게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기존의 기본권들
과의 관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고유한 보호영역을 규명하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47)
기본권의 자기결정, 특히 “결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은 기본권 주체의 의
사에 의해 기본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정
보주체의 의사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체계 즉, 동의제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48) 하지만 형식적 동의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한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 활용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기본권 보장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과
연 정보주체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의제도의 근간을 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므로 본고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수단으로서 동의제도의 무용성에 관하여는 논의를 생략하고, 동의제도
의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주민투표, 조례제정 등)에 의하
여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기본권 구체화에 대한 주민의 권리
법률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법률이 모든 국가의사 중에서 가장 상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다
47)
48)

전상현, 앞의 논문, 2018, 6-7면.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2016,
675면; 김태오 외 5인,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방통융합
정책연구, 2017, 1면;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
효적 보장방안, 성균관법학 제30권 제2호, 2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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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위법적인 규범 또는 개별적인 행정행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
다.49) 이 원칙을 행정의 측면에서 재해석하면

집행권은 입법자의 의사(법

률)를 현실화 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는 이른바 ‘적용명령’과

집행권은 입

법자의 의사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이른바 ‘회피금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면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
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50)
한편,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치사무를
위해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성문화 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
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5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고 있
다. 법률우위의 원칙상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사 중에 가장 우
위에 있고, 다른 국가의사는 법률에 반할 수 없으므로 조례 역시 법률에 반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52)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조례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49)
50)
51)
52)

김민호, 행정법 , 박영사, 2018, 28면.
김민호, 앞의 책, 2018, 28면.
조만형, 조례제정 적법성 제고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함의, 인문사회21 제7권 제1호,
2016, 415면.
김민호, 앞의 책, 20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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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침익 벌칙조례에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내용
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53)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전통이 없고, 지방자치권의 고유권설을 뒷받침할
실증적 논거가 없다는 점, 수평적으로 3분된 국가권력 중 하나를 관장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행정의 분권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해볼 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언에 따라 침익 벌칙조례의 제정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4)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나 다른 행정법규보다는 다소 포괄적 위임이 가
능하도록 법률유보의 원칙을 느슨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완화된 법률유보
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55)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56)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국민(주
민)의 기본권을 법률과 달리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구조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수단
53)

54)
55)
56)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침익 벌칙조례에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헌법 제117조를 위반한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위헌설, 엄격한 법률유보설, 완화된 법률유보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김민호, 앞의 책, 2018, 38면.
김민호, 앞의 책, 2018, 39면.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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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전동의(opt-in)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주
민들이 주민투표나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동
의제도를 유연화(사후동의, opt-out) 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주민이 보유하며, 모든 지방자
치권의 정당성의 근거는 주민에게서 찾아야 한다.57)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인 동의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
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국가법의 규정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이를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인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
면, 동의제도의 유연화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
보다 특별히 더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동의(opt-in)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
는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는 없는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주민이 주민투표 또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동의 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수단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국가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가
능한지, 이른바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률유보의 원칙을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는바, 개인
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을 지역적 특수
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57)

조성규, 조례와 법률의 관계, 국가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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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참여에 의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법적 장치들 중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해주는 핵심적인 수단은 동의제
도로 여겨진다.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58) 우리나라 법상 개
인정보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수집되기에 앞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opt-in)’59)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형식을 매우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
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원래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의는 필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혁신기술 기반이 되는 것은 데이터이다.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고,
그러한 데이터 수집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다. 사물인
터넷 체제 하에서는 각 사물에 정보 수집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센서나 소
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사람의 개입 없이도 사물과 사물이 스스로 정보를 수
58)
59)

권영준, 앞의 논문, 2016, 675면.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유럽식의 opt-in 제도와 미국식의 opt-out 제
도가 대립하고 있다. opt-in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기 전에 미리 정보주체에게 처리
목적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opt-out 제도는 정
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를 알리고 이에 대해 정보주체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opt-in은 사전 동의에 해당하
고, opt-out은 사후 동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2013, 519-5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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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교환하고 처리한다. 사물인터넷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처리되는 정보는
개인과 관련이 없는 단순 정보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
하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정보가 결
합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60)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사물
인터넷 체제 하에서는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사물인터넷 이용자 스
스로 해당 장비가 어떠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동의서를 읽거나 “동의”를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실질적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다61). 한편으로는 정보의 효율
적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동적 처리를 전제로 하는 사물인터넷 체제를 붕괴
시킬 우려도 있다.62) 게다가 현행법상의 동의제도는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오랫동안 저장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장애 요인이 된다. 사전동의 제도는 하나 이상의 이
용 목적을 각각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용 목적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의 항목과 이용 보존 기간을 일일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63)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개인정
보보호’ 가치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64) 그러나 현행법은 혁신
60)
61)
62)
63)
64)

이구연 방준일 차경진 김화종, IoT 환경에서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
차, Journal of KIIT 제17권 제5호, 2019, 130면.
구태언,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건강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세미나 자료집, 2018, 7면.
권영준, 앞의 논문, 2016, 710면.
이창범, 앞의 논문, 2013, 535면.
김민호, 빅데이터(Big Data)와 개인정보, KLCA Monthly Journal 490호, 한국상장회사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213

기술의 고도화 이전의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인격적 가치로만 이해하던 시
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자
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는 형식적인 동의 제도로만 남았을 뿐이다. 엄격
한 개인정보 동의제도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신기술을 통한 산업 활
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 동의라는 형식적
제도에서 벗어나 사후에라도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 동의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2. 주민투표 등을 통한 opt-out 인정 가능 여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의 성패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에 달려있다. 하
지만 개인데이터는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기본
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충돌되는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가명정보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
명정보는 가명처리를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도가 급격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개
인정보보호법상 기본구조인 동의제도를 사후동의(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
등으로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격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신산업 혁신을 위하여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만이라도 개인데이터
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시
급하다.
협의회, 2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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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하여 또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사후동의(opt-out) 또
는 포괄적 동의 등과 같은 유연한 동의제도를 채택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의 관계, 국가법과 조례법의 관
계 등을 검토해본 결과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법률의 규정을 직접 무력화하
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투표나 조례제정을 통하여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것
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주민투표 등에 의하여 결정된 유연화 된 동의제도가 개인정보보호
법상 동의제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여
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사후동의(opt-ou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
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동의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동의제도의 개선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의 주민이 주민투표나 조례제정을 통하여 동의의 방
식을 사후동의(opt-out)로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
마트도시65)처럼 주민의 생활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주민의 의사가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자
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데이터의 처리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선
택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의 주민이 아닌 자, 예컨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여 해
당 지역을 통과하는 자 또는 지역 외 주민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65)

스마트도시법 제2조(정의)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 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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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동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른바 법적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규제특례 관련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넓게 해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 관련 법률들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주민투표, 조례제정 등)를 통하여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Ⅴ. 결론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규
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기 위해 신설
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유용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활
용하는 것에 따라 신산업 선도의 성패가 달려있고, 이러한 유용하고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식별화 된 정보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식
별 처리에 대한 불완전성과 제한된 데이터 규모와 범위로 인해 기술 안전성
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명정보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으나, 가명처리를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도가 급격히 저
하될 뿐만 아니라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규제자
유특구 내에서 주민투표나 조례제정을 통해 사후동의(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와 같이 동의제도를 유연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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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사전동의(opt-in)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는 없는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이기 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수단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제도의 유연화가 정보주체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보다
특별히 더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법률의 위임 없는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
회는 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
에 법규명령이나 다른 행정법규보다는 다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도록 법률
유보의 원칙을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을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
동의(opt-ou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동의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
롭게 하기 위한 동의제도의 개선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나 스마트도시에서 지역주민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개인데이터의
처리를 구체화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주민 권리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마주하고 있
는 현재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춰 개인정보 동의제도 패러다
임 또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근본적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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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엄격한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서비스 등을 테스트 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놀이터와 같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만이라
도 그 규제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
구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또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특례
관련 법률들에 사후동의(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
다.
(논문접수일: 2019. 11. 30. 심사개시일: 2019. 12. 9. 게재확정일: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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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Regime for
Activation of Regulatory Special Cases
Focusing on Flexibility of Consent Regime by Residents' Participation
Kim, Min-Ho*ㆍLee, Ji-Hun**
66)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gulation Free Special Zone(RFSZ) regime was created to suspend or
exempt various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so that companies can freely
develop new products and services using new technologies without being tied
to regulations. Within the RFSZs, companies have been granted regulatory
special cases that allow them to “de-identify”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utilize them while promoting projects using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nternet of Things. However, it is essential to utilize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developing

and

testing

products

or

service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On the contrary,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by de-identifying measures. The information
that has undergone such de-identification is assumed to be information that is
no longer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collection and use of as much useful data as possible
depends on the success of the new industry. Since most of these useful and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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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data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the use of non-identified
information that does not cor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limitations. In addition, imperfections in de-identification and limited data size
and range can adversely affect technical stability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longer a distant future,
but the present we face.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regime paradigm is also in need of change.
Changing and improving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 current data
consent regime require more discussion and time. However, there is a need
to relax the standards of regulation even more within a free zone of
regulation, such as free playgrounds for companies that allow testing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flexible information subject consent regime in legislation related to
regulatory special cases, such as an opt-out or comprehensive consent, by
conducting referendums to residents in the RFSZs or enacting municipal
ordinance.
Key words: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regulatory sandbox, regulatory
special cases, flexibility in consent regime, opt-out and
comprehensive cons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