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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통해 본 산업부문 규제개혁의 시사점
권향원(성균관대학교)

전 세계에서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테크기업’(tech-business)들은 그 성장세를 가속화

하고 있다. 가령, 애플(Apple)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 폰 순이익의 94%를 차지하고 있으

며 한 해 순이익의 규모는 60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에서 1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시가총액은 약 340조원에 이른다. 더하여 아마존

(Amazon)도 시가총액이 약 360조원에 이름으로써 전통적인 유통강자 였던 월마트(Walmart)의 

217조원을 가뿐히 추월하고 있다. 한편, 지금 예시한 기업들은 한 가지 주요한 기원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호기롭게 출발하여 투자자를 유

치하고, 이를 씨앗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비즈니스’(start-up business)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기저에는 “혁신을 품은 아이디어의 씨앗”이 보다 잘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큐

베이터 혹은 엑셀러레이터로서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가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예시한 애플과 페이스북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아마존은 ‘시에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술친화적 규제개혁과 투자자와 개

발자의 상호작용이 맞물려 일으킨 선순환과 시너지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 혁신’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직결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혁

신을 유발하기 위하여 ‘지역기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차

용진, 2015). 이때 미지의 산업적 블루오션을 개척하고자 하는 소위 스타트업(start-up) 혹은 벤처

(venture) 기업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각국은 과감한 산업부문

의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신산업이 맹아하기 용이한 토양을 마련하

는 데에 앞 다투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은 특정지역들을 산업전략적 거점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규제프리(regulation-free) 전략”을 도입하여 투자확대와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자 하는 “규제특구”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예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독일

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중국제도 2025전략’, 그리고 미국의 ‘메이킹 인 아메리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2015년 말 ‘규제프리존 정책’의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 정책’이란 신산업의 지역거점에 지역별 규제혁파 전략을 도입하고자 하는 규

제개혁 정책패키지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에 총 27개의 전략산업

을 선정하고 재정 및 세제지원을 병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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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견지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은 “신산업이 뿌리 내리기 위한 좋은 토양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단단한 암반과 같은 규제가 개선된 지역중심의 거점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규제프리존 정책’의 방향성이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전망은 뚜렷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푸는 것 보다 규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

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단순히 규제를 완

화하는 것만으로는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특구를 실효적으로 꾸려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더욱이 2015년에 제기된 ‘규제프리존 정

책’의 밑그림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회에서 계류되어 아직 답보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1 이러한 답보로 인하여 자칫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체되고 있

지는 않은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웃나라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고찰해보고 규제운

영의 쟁점을 도출해보았다.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국가

전략특구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데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규제개혁이 실효적이기 위한 정

부의 정책과 시책이 적극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정책’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면이 크다. 따라

서 먼저 이루어진 일본의 경험을 고찰하는 작업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

은 역사적인 배경의 공유로 인하여 규제를 비롯한 공식제도들에 있어서 상호 간의 유사성이 크

다. 특히 ‘암반규제’라고 불리는 덩어리 규제들의 존재에 있어서 유사한 상을 가지고 있는데, 따

라서 일본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은 한국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좋은 선례로 참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제1절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제도란 무엇인가?

1. 국가전략 특구제도의 개요

‘국가전략 특구제도’는 아베 총리가 2013년 6월부터 내각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도입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바이오, 도시재생 등 신사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탈규제화 된 지

역적 거점을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제도도입의 배경에는 오

랜 저성장과 경제침체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아젠다로 부각된 데에 있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저성장과 경제침체의 기저에 전통적으

로 통제와 매뉴얼을 중시해 왔던 일본의 “규제왕국”으로서의 경직적 면모가 자리잡고 있다고 판

단하였고, 이에 “국가전략 특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혁신을 내각의 주요한 정책적 우선순

위로 두었다(김규판, 2016).

지금까지 국가전략 특구의 지역별 지정은 다음과 같이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지정은 

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908154051



2014년 5월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제안된 「국가전략특구 및 구역방침」에 의거하여 6개의 특구

가 선정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후 2차 지정은 2015년 8월에 3차 지정은 2016년 1월에 각각 이

루어졌으며, 2차와 3차 지정을 거쳐 아키타현(秋田県), 센다이시(仙台市), 아이치현(愛知県), 히로

시마현(広島県)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2016년 12월 현재 10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상태이다

(日本総研, 2016). 한편, 1차 국가전략 특구에서 최초로 지정된 대표적인 6지역은 (1) 도쿄권(東
京圏), (2) 간사이권(関西圏), (3) 오키나와현(沖縄県), (4) 니이가타시(新潟市), (5) 효고현야부시

(兵庫県養父市), (6) 후쿠오카시(福岡市) 등을 포함한다. 도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일본은 특구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우리

나라 규제프리 정책의 초안이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

다(김인중 외, 2016).

  국가전략 특구지역의 지정은 (1) 정부가 규제개혁의 패키지를 준비하고, (2) 지자체가 당해 

지역에 걸맞는 패키지를 신청하면, (3) 정부심사를 통해 특구 선정 후 패키지에 따른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전략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업확대가 어려웠

던 데에는 거대한 암반규제와 더불어 마땅히 거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적된 클러스터’가 미

흡하였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김은혜·박배균, 2016). 더하여,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

에 산업의 씨앗을 심는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아울러 바탕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아베 내각의 지역특구 전략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국제무역연구원(2015:2)의 연구에 따르면, 특구 지정 첫 1년 간 6개의 특구 내에서 17건

의 중점과제가 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고, 기술과 산업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2. 특구별 설정목표와 정책과제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 제도는 아래의 <그림 1>에서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전 

국토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지역적으로 고르게 선정된 6개의 거점들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되었

다.



사례 14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통해 본 산업부문 규제개혁의 시사점  맺음말 5

[그림 14-1] 일본의 1차 국가전략특구 개요

출처: 국제무역연구원(2015:2)

한편, 개별 특구지역은 각자 서로 구분되는 역할과 산업활동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데, 이

에 대표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i) 첫째, ‘도쿄권 특구’는 국토의 중심부인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비즈니스 

거점 육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혁신거점’으로 정의된다(이상

영, 2015:81). 도쿄권 특구는 중심부의 광역특구로서 행정구역 상 도쿄도(치요다구, 중앙구, 미나

토구, 신쥬쿠구, 분쿄구, 강동구, 시나가와구, 오타구, 시부야구), 가나가와현, 지바현 나리타시 

등을 포함한다. 2017년 현재 도쿄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미리 조성함으로써 향후 각국의 시선이 도쿄로 향하

게 되는 시점까지 해외로부터 자금, 인력,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장

기적인 포석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설정되어 있다: ① 글로벌 기업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유치를 촉진,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마련. ③ 특구 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하고 자극하기 위한 집적의 생태계를 조성. ④ 외국인이 쾌적하게 거주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재정비. ⑤ 특구 내의 이동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시교통기능을 강화.

(ii) 둘째, ‘간사이권 특구’는 재생의료 및 첨단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거점화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간사이권 특구는 도쿄권 특구와 함께 대도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처

와 업계 등 이해관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큰 의료 이노베이션과 헬스케어(health care)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①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의 집적을 통한 상호연계 강화 추구, ② 연구개발의 장해 

요인의 제거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 ③ 도시환경 및 고용환경의 개선과 

정비를 통해 인력유치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iii) 셋째, ‘니가타현 특구’는 니가타현의 풍부한 생태계와 경관을 바탕으로 한 혁신농업 및 

식품산업의 거점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니가타현은 UN의 FAO(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농업으로의 토지이용방식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지정하

는 세계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에 2011년 이시카와현

과 함께 일본최초로 지정되는 등 생태계와 경관에 있어서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2. 이에 해당 지역은 농업과 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선정되었으

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농업기술 혁신, 농산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의 

실현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창업 및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상영, 2015). 이에 ① 농지의 집적·집약, 기업 진출 확대 등에 의한 경영 기반의 강

화, ② 6차 산업화 및 부가가치 식품 개발, ③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농업의 발전, ④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 ⑤ 농업 벤처 창업 지원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iv) 넷째, ‘효고현 야부시 특구’는 ‘니가타현 특구’와 함께 농업의 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산간지역이며 높은 고령화 진전과 휴경지 증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는 배경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 효고현은 일본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있

어서 고령자의 고용유발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장(test bed)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을 지닌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제휴, 농업경영인 신용보증제도, 지역의 문화자산

의 활용을 통한 상업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관광과 문화산업을 통해 휴경

지에도 고용과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휴경지의 활

용방안 모색, ②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개발, ③ 농업과 관광·역사·문화의 연

계를 통한 지역진흥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v) 다섯째, ‘후쿠오카현 특구’는 고용확대를 위한 국제수준의 고용개혁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 후쿠오카는 홍콩 및 싱가폴과 같이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확대 거점으로서

의 의미를 지니고,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적극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현재 약 380개의 외국기업이 후쿠오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3. ‘후쿠오카현 특

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외에서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고, 신규사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조건의 명확화 

등 고용개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상영, 2015).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조건의 명확화 등의 

2 http://www.fao.org/giahs/news/archives/2015/en/
3 후쿠오카의 해외투자지원센터(FFIPC, Fukuoka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Center)
(http://www.investfk.jp/kore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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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특구
해당지역 목표 정책과제

도쿄권

도쿄도 치요다

구, 중앙구, 미나

토구, 신쥬쿠구,

분쿄구, 강동구,

시나가와구, 오

타구, 시부야구,

가나가와현, 지

바현 나리타시 

2020년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및 장애

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비즈니스 친화

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자금 · 인력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을 형성하는 한

편, 신약개발 등의 기업혁신을 통해 국

제경쟁력 있는 신사업 창출

•글로벌 기업 · 인재 · 자금 

등의 유치 촉진

•여성인력의 활용 촉진을 

포함한 다양한 근무형태 보

장

•기업 등의 혁신 촉진, 신약 

개발 등 허브 형성

•외국인 거주 환경 및 비즈

니스 환경의 정비

•올림픽 · 장애인 올림픽 개

최를 계기로 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교통 기능 강

화 

간사이권

오사카부, 효고

현과 교토부

건강 · 의료 분야의 국제 혁신거점의 형

성을 통해 재생의료를 포함한 첨단 의약

품 · 의료기기 등의 연구 개발 및 사업

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전적 인재를 유

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국

제도시를 형성

•첨단의료의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의 집적 및 연계 강화

•첨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 연구 개발에 대한 장해 

요인의 제거, 사업화 및 해

외 진출 활성화

•도전적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고용 환

경 등의 정비

니가타현

니가타시

니가타현 니가

타시

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및 높은 생산력을 

활용한 농업 혁신, 산·학·관 연계를 통한 

식품관련 산업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산물·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형성, 농업 분

야의 창업 및 고용 확대 지원

•농지의 집적 · 집약, 기업 

진출 확대 등에 의한 경영 

기반의 강화

•6차 산업화 및 부가가치 

식품 개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

고용개혁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및 신규사업 창출 등을 촉진함으

로써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책과제로서는 ① 기업창업에 대한 지

원강화, ②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

(Exhibition) 등 소위 MICE 유치를 통한 혁신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vi) 여섯째, ‘오키나와 특구’는 세계 수준의 관광 휴양지로서의 배경적 이점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에 있어서 국제적 혁신거점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오키나와는 한국의 제주도와 

여러모로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 류큐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관광

지이다. 이러한 지역적 이점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OIST)4을 중심

으로 가라데 등 지역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산업진흥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전략특구별 설정목표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14-1>와 같다:

<표 14-1> 국가전략특구별 설정목표와 정책과제

4 오키나와과학기술원 대학은 학부는 없고 교수,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원 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되며, 연구중심으로 운영되는 혁신체제를 지니고 있다. 2011년 설립되었다.



신적인 농업의 발전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

•농업 벤처 창업 지원 

효고현

야부시

효고현 야부시 중(中)산간 지역에서의 휴경지 경작을 

위한 고령자 활용, 민간사업자와의 제휴

에 의한 농업 구조개혁, 휴경지의 재생,

농산물 ·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농

업혁신, 수출 가능한 새로운 농업 모델 

구축 

•휴경지 등의 생산농지의 

재생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농산물 · 식품의 개발

•농업과 관광 · 역사 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통한 지역 진

흥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

후쿠오카현 후

쿠오카시 

고용조건의 명확화 등을 통해 국내외 인

력 및 기업 유치, 기업 및 신규사업 창출 

촉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확대

•기업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개업률의 향상

•MICE 유치 등을 통한 혁

신 추진 및 신규 사업 창출

오키나와

특구

오키나와 특구 세계 수준의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의 강점을 이용한 관광산업

진흥

•외국인 관광객 등이 여행

하기 좋은 환경 정비

•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 

비즈니스 모델의 진흥

•국제적 환경을 갖춘 혁신 

거점의 정비 

출처: 国家戦略特別区域及び区域方針, 平成26年5月1日. 内閣総理大臣 決定

(이상영, 2015:82에서 재인용)

3. 규제완화 성과

전략특구는 실재투자로 연결되어 직·간접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규판 

외(2015)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예시하고 있다:

아베내각은 특구정책을 통해 달성하고 했던 의료, 고용, 농업 등 3개 분야에서 약 16개의 개

혁안을 성사시켰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간사이권에서는 “보험외병용의

료에 관한 특례”를 통해 미국, 영국 등 6개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을 일본 내 승인 없이 바로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험외병용의료’란, 공적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진료와 보험 

외의 진료를 병용하는 ‘혼합진료’를 의미하는 데, 보험외의 의료는 주로 신기술에 바탕을 둔 실

험적인 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난치병 환자나 고품질의 의료를 희망하는 소비자

의 입장에서는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시술에 대한 니즈(needs)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외병용의료는 새로운 시장의 판로 개척 뿐 아니라, 기존 기술의 적용을 

통한 노하우 및 기술축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병상규제에 관한 의료법 특례”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의학계의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

다능성줄기세포(iPS)를 활용하여 망막재생시술 등을 가능하도록 한 병상확대가 허용되었다. ‘고

베아이 센터’ 등을 이렇게 iPS세로를 활용한 완과치료 등 첨단의료 연구가 이루어진 개발의 사

례로 예시할 수 있는 데, 해당 기술을 응용하여 미승인 된 난소암 치료약을 사용(오사카 대학병

원)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련 기업들의 대응이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기 및 진단검사의 기기, 시약, IT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시스멕스(Sysmex)는 의약품 효과와 

부작용을 투약 전에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 진단 시약 개발 사업 추진하여 개발 부문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중견 의약품 제조사인 다이니폰스미토모제약(大日本)은 iPS 세포를 사용한 재

생의료 및 암 줄기세포 치료약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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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주제 규제완화 내용

도쿄권 국제비즈니스 추진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정비

외국인 체제를 위한 숙박시설 제공

글로벌 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류자격 재검토

외국인 전용 의료서비스 제공

간사이권 의료 이노베이션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제공

혁신적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개발

벤처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

국제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인재 육성

니이가타시 농업개혁

농지의 집약, 집적, 경작포기농지 해소 

영농인 경영기반 강화

농업 벤처의 창업 지원

효고현 야부시
중(中)산간지 

농업개혁

경작포기농지 등의 재활용

농산물,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교류자 체제형 시설 정비

후쿠오카 시
창업을 위한 

고용개혁

벤처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류자격 재검토

외국인 전용 의료서비스 제공

오키나와 현 국제관광 거점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용이화

입국 절차의 신속화

외국인 다아버 수용

해외 고급인재 수용

의료분야에서의 성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별 규제완화 내용을 1차 규제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표 14-2>에 예시하

였다:

<표 14-2>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별 규제완화 내용

출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4:4)

제2절 일본의 전략특구제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1. 전략특구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 일본에 있어서 ‘특구제도’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 된 ‘특구’

라는 제도 자체의 외형적 틀은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특구’, 2011년 민주당 정권의 

‘종합특구’ 등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김은지·서영경, 2013). 아베 정권의 ‘전

략특구제도’는 앞선 제도들을 선례로 삼을 경우 사실상 3번째 특구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과거 시행하였던 특구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및 보완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한 형태로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것들과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별성들이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는 그것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i) 첫째, 국가주도로 조정력을 강화한 특구제도의 추진이다. 과거 시행했던 특구제도들은 주

로 여러 지역을 각자 분산하도록 지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는 애초 지역에서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상향식 전략모델이라고 볼 



과거 특구 금번 특구

목적 지역경제 진흥 국가경쟁력 강화

주도권 지방자치제 중앙 정부 (총리)

지정 여러 지역 분산 도쿄, 간사이 등 대도시 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개별적 접근은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체계적이고 유기

적이며 일체감 있는 규제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가령, 특구제도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모두 저마다 가장 유력한 산업 영역을 선호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맞추어 소위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쉽다. 그러나 산업적 경쟁

력은 다양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일체감 있는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홍형득, 2007).

이에 아베 내각은 기존의 특구제도의 운영방식을 아예 뒤집어 국가 주도로 특구를 진하고 있

다. 가령, 아베 내각은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제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로 두고 있으며, 관련 장관들을 참석시키고 있다. 해당 회의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총리와 장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것으로 운영되었다(오세경, 2015). 

가령, 2014년 1월 7일 첫 회의가 시작된 후 2015년 1월 27일까지 11회에 걸쳐 거의 매월 회의가 

개최되었고, 자문회의에서 총리의 인정을 받은 중점과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즉시 규제 특

례가 적용되는 등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요컨대, 금번의 전략특구제도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제도운영을 통해 조정기

능을 강화하고, 시급한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감으로써 정책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특구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14-3> 과거 특구와 금번 특구의 비교

(ii) 둘째, 하향식의 접근은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실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권력적 동력을 제공해 준다(국무조정실, 2015). 앞서서 총리가 직접 매월 자문회의를 

주재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였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규

제 개혁이 더뎌지거나 좌초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국

민 전체로 부터 규제개혁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 정책의 추진력 뿐 아니라 

정당성을 아울러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은 일반적으로 이

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그 속도와 폭이 축소된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특구제도는 산

업혁신을 국가라는 커다란 시스템에서 파악하는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의 개념적 틀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c.f. Freeman, 1995), 이를 기반 하여 높은 국가조정력을 구

사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iii) 셋째, 규제개혁이 명확한 규제개혁의 프레임워크를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경, 2015).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은 (1) 전국단위 규제개혁, (2) 지역단위 규제개혁, (3) 기업

단위 규제개혁의 3수준 개혁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

다. 가령, (1)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총리자문기관)가 주도하여 5대 덩어리 규제

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 중 의료, 농업, 고용, 노동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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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규제개혁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단위 규제개혁

추진

현황

규제개혁회의 (총리직속 심의·

자문 기구) 설치 (13.1)

규제개혁 핫라인 설치 (13.3)

규제개혁실시 계획 각의 결정 

(13.6)

국가전략 특구법 제정 (13.12)

6개 특구지역선정(1차)

(14.3)

3개 특구지역선정(2차)

(15.3)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13.12)

기준 기업실증특례제도 7건 승

인 (15.4)

특징

의료, 농업, 고용·노동 3개 분야

의 전국단위 개혁 중점 추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이해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시

행속도가 느림

특정지역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다음, 전국

으로 확대

정부가 규제개혁 패키지를 준비

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

사 후 선정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시행

규칙에 특례를 도입하는 방식으

로 추진

기업의 신사업,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의 제도적 장벽해소를 정

부가 적극 지원

혁하고자 하는 광역적 규제개혁을 의미한다. (2)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특정분야와 관련 특정 대

도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한 후 지역 내 대규모 규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골자로 하며, 

‘전략특구’는 지역단위 규제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3) 기업

단위 규제개혁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를 통해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시장창출을 도

모하는 것으로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규제개혁의 효과가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경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 각자의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표 14-4>에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았다:

<표 14-4>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출처: 국무조정실(2015:5)

요컨대,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가 각 수준과 부문 간의 유기적

인 상관관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프레임 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림 14-2]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2조

　이 법률에 있어「국가전략특별구역」이란, 고도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그 성과를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생산,

역무의 개발, 제공에 관한 사업,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 할 사업, 국제적인 경제 활동에 관련된 거

주자, 내방자, 방문자 증가시키기 위한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 국제적인 경제 활동의 거점 형성에 이바지 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활력의 향상 및 지속적 발전에 상당 정

도 기여할 것이 예상된 구역으로서 정령으로 정한다.

４.　이 법률에 있어「지방공공단체」란, ‘도도부현’과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중략) 지방자치법 제284조 1

항의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을 포함하며, 항만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항무국을 포함한다.

5. 국무총리는 제1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에 미리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 및 관

출처: 국무조정실(2015:7)

그리고 이를 실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 [그림 14-2]에 나타낸 대로 ‘내각총리대신’과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를 중추로 하는 ‘위계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 추진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 거버넌스 추진체계란, 정책과정에 서로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들

을 일체감 있게 조정하고 통솔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구조의 상층에 정부가 네트워크관리자

(NAO)로서 자리 잡고 운영하는 제도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Kooiman, 1999). 아베 내각은 부처 

간 칸막이식 행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총리가 행정내부를 강력하게 리드하는 

위계적 거버넌스 추진체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2.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국가전략특구제도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마련하고 있

다. 아베 내각은 국가경제 문제에 있어서 사안의 시급함을 이유로 2013년 10월 18일 “제10회 일

본경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불과 보름 남짓 이후인 11월 5일 “국가전략특별구역법안”을 결정

함으로써 빠른 법제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7일 ‘참의원’이 의결을 통해 「국가전

략특별구역법」을 가결시킴으로써 법안이 성립되었다.

동법은 전 6장 총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제1조~제4조)는 일반규정을 

담고 있고, 제2장과 제3장이 특구정책의 시행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표 14-5> 관련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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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 기본이념

　국가 전략 특별구역에 있어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적인 경제 활동의 거점의 형성은 이를 실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 전략 특별구역이 적절하

게 정해져야 함과 동시에 규제의 특례 조치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에 있어서 관련제도의 개혁은 종합적인 

동시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 사업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국가수

준에서 서로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이러한 시책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활력의 향

상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취지로 우선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법은 <표 1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조에서 국가전략특별구역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총리 및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의 권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다.

<표 14-6> 관련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번역)

 

동법의 제3조는 정책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으며, “정책과제의 신속한 해결”, “종합적인 동시

에 집중적”, “서로 밀접한 연계” 등의 표현을 통해 ‘효율성’과 ‘집적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

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해당법령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법령 포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 해당 플랫폼은 http://www.klri.re.kr로부터 접속할 수 있다. 법령열람을 위한 키워드는 国家
戦略特別区域法(국가전략특별구역법)이다.



제3절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가?

1. 일본의 특구제도가 지니는 한계는?

무릇 하나의 정책이 무결하고 완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 이

익, 권력이 서로 경쟁하고 어울려 지는 다원적인 장이기 때문이다(謙吾, 2001). 앞선 장에서 일본

의 규제특구제도가 지니는 강점과 성과 등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유의할 것은 

일본의 특구제도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섣불리 성과를 재단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일본의 특구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다. 

(i) 첫째, 중앙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특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지

역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오키나와 현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민간의원들의 평

가는 낮았지만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普天間基地移
設問題)5를 고려하여 강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에 대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와 

경쟁 도시인 아이치(나고야)현은 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였다. 

즉, 특구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파적인 이유가 간여되게 되는 문제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이미 선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광역특구(예. 도쿄권, 간사이권)라면 지

역 내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다양한 상황들이 상존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때, 특구 내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오세경, 2015).

(ii) 하향식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합리적일 수 없는 제약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이어지게 되기 쉽다. 다

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

도 기득권을 지닌 이해관계자의 규제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한 정책의 지체는 자주 확인되는 일

면이 있다. 가령,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당시 일본의 재계는 크게 반발하였으며, 이에 상장기업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에 있어서 4년의 시간이 소모되는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 규제 개

혁이 큰 장애를 겪었던 사례를 예시할 수 있겠다.

실제로 금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도 기존의 산업부문 행위자들로부터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

는 모습이 확인되는 데, 가령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시할 수 있다. 2016년 3월 9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국가전략특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자가용 승용차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규

제 완화에 대하여 택시운전사 2만 5천명이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었다. 도쿄 한복판 관청 

인근 히비야 공원에서 훗카이도와 오키나와 까지 전국에서 “전국자동차교통노동조합연합회” 소

속 구성원들이 일반택시와 콜택시 운전자들이 모여들어 저항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연합뉴스, 

5 1995년 주일 미군이 일본 소학교의 여학생을 납치하고 집단 윤간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키나와 지역사회에서 지

역의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을 요구하는 갈등과 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2004년에 미군 소속의 헬리곱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후텐마 비행장의 일본 반환이 다시 공론화 되었으며, 지역민과 주일 미

군 간의 갈등은 오늘날 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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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9일)7. 일본에서 택시는 면허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비면허 

소유자가 시행하는 소위 ‘백색택시’의 문제는 기존 면허소유자들에게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

이다. 유사하게 효고현 야부시에서 기업의 농지보유를 조건을 붙여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조

치를 단행하기로 하자, 농업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기업이 농지를 보유한 

뒤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경우 경작을 포기한 채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비농

업 종사자에게 이루어지는 전매는 부재지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한국의 규제개혁에서 갖는 시사점은?

한국은 2016년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 “R&D 특구” 등 다양한 특구제도를 시행중이며, 이

전에도 다양한 특구제도들이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특구제도는 일본의 ‘특구’제도를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가령 일본의 ‘규제개혁특구’를 모델로 2004년 국내에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

구’는 이러한 특구제도의 대표적인 선례라고 할 수 있다(김인중 외, 2016).

한편, 이렇게 외형을 참조한 특구제도가 의도한바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 판

단이 명확하지 않다. 가령 2014년 9월 기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인한 사업은 총 163건이 운

영 중인데, 이중 78건이 향토자원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거시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효과와는 낮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의료 및 농업 

분야 등의 특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한 굵직한 규제 개혁의 성

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구제도의 면밀한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국무조정

실, 2015).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특구제도 혹은 특례제도는 일본의 과거 특구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한국의 제도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다 중시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혹은 산업경쟁력 강화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높은 유인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6년 현재의 제도 운영은 주로 보조금 등 금융, 재정

적 혜택을 지역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본 일본의 특구제도는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일본의 경

우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라는 대명제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권한

을 대폭강화하여 범 부처 간 규제개혁 추진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향적 접근을 선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특례를 과감하게 인정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접근을 반드시 우월하거나 좇아야 할 우위성을 가진 것으로 섣불리 

전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명백히 다른 사회, 

정치, 문화, 제도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외사례를 엄정하게 이해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091500009.HTML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까지 지역중심의 특구제도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고 

영향을 받아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특질에 대하여 보다 고양된 

논의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일본의 특구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총리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부처 간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하는 ‘위계적 거버넌스’의 제도틀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한 특징을 보

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규제개혁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해 

볼 문제들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첫째, 한국은 민주화와 다원화의 숙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안의 제안과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제약에 직면하기 쉬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선택지 사이의 가치딜레마에 대하여 

선택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어떠한 선택지가 한국의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보다 타당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논거는 무엇인가?

둘째, 일본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니는 강점들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 전반

을 조망하고 설계함으로써 특구제도를 접근하는 일종의 ‘광역적 접근’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

적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을 한국의 규제개혁에 적용한다고 할 경우, 한국의 국토 

전반은 어떠한 지역적 부분들로 유형화 되어 구분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서 각 

지역적 부분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

셋째, 2016년 한국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존의 지원중심의 지역산업지원사업에 

규제개선을 더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되다보니 수도권은 정책대상에서 배제

되어 있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이 국가경쟁력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

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즉 입지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수도권 규

제 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을까.

넷째, 국가경쟁력 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기업

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의 특구전략 각각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지, 포장

만 바꾼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도입시 기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만약 이러한 기존 제

도들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이러한 질문들은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진지하게 먼저 논의되고 고려

되어야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규제개혁은 단견주의(short-termism)에 왜곡된 단

기적인 처방들의 모듬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국가경쟁력 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특구전

략이 대체로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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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특구 주요사업 관련규제개혁

도쿄권

외국인을 위한 의

료의 제공

국제 의료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규제 완화

건강산업과 최첨

단 의료관련산업

의 창출 

병상규제의 특례의 의한 병상 신설 및 증가 허용

국제 의료 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보험 외 병용 요양 확충

국제 의료인력 등

의 양성

의대 신설에 관한 검토

병상 규제의 특례에 의한 병상 신설 및 증가 허용

국제 의료 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유기(有期) 고용의 특례

간사이권

재생의료 등 첨단

의료의 제공

병상규제의 특례에 의한 병상 신설, 증가 허용

국제 의료 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보험 외 병용 요양 확충

유기(有期) 고용의 특례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개

발

병상규제의 특례에 의한 병상 신설, 증가 허용

국제 의료 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보험 외 병용 요양 확충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외국인을 위한 의

료의 제공

병상규제의 특례에 의한 병상 신설, 증가 허용

국제 의료 거점에서 외국 의사의 진찰 및 외국 간호사의 

업무 규제 완화

부 록

<부표 1> 주요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의료관련 사업 및 규제개혁

출처: 이상영(201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