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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점과 그 해결책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블록
체인의 불변성이라는 내재적 특성이 국민의 개인정보 파기 권리를 보장하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하는 제도적 갈등상황을 상정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기술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쟁점인 비식별화의 딜레마와 규제불명확성을 고찰한
다. 더불어 이 같은 제도적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특구 신청 및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거쳐 제도적 절충점으로 오프체인 파기방
식의 규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정의 일련 과정을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제도개선의 접근방
식 또는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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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how the problems caused by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llustrate the solutions
through the case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We
focus on the institutional conflict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s
immutabilit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uaranteeing
individuals the right to delet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we describe
the dilemma between de-identification and regulatory uncertainty, as regulatory
issues imped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ff-chain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inally, we propose a process by which central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ompromise through consultation,
as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ward the paradigm of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Key words: Blockcha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gulatory sandbox,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ory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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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초연
결(hyper-connectivity) 시대를 맞이하여 블록체인(Blockchain)이 주목받고 있다.1)
정부는 블록체인을 사회적 편익이 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공공서비스에 시범 적용하여 블
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을 돕고,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블록체인 사업들은 규제로 인해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
고 기술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2) 이처럼 기술발전
과정을 제도와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현상” (김태호, 2017)으로 인해
규제가 의도치 않게 ‘기술혁명의 적(敵)’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제도와 법
령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2019년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블
록체인 기업들에게 사업화 기회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범적 ․ 사회적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그려낸다. 먼저 비식
별화의 딜레마와 규제불명확성과 같은 규제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 같
은 ｢제도적 갈등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며,「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가능성 검토내용을 살
펴본다. 이어서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거
쳐 ｢제도적 절충점｣인 규제 대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끝으로 부산 블록
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일련 과정이 정부가 신기술 사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에 대해 군(軍) 전술통신 (유인덕 외, 2018),
관광 (곽재현, 2019; 이영진 ․ 이광옥, 2018), 보험 (박대현 ․ 류두진, 2019), 소상공인 금융지
원 (오광용 ․ 박대우, 2019), 영상 위 ․ 변조 (김진수 외, 2019), 의료서비스 (손경한 ․ 박도윤,
2019) 등 다방면에 걸쳐 그 활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신기술 사업화의 어려움 (조선일보, 2018; 한국경제, 2019; 한국일
보, 2019)과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화의 어려움 (머니투데이,
2018; 파이낸셜뉴스, 2019; 한국경제, 2018a)이 기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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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의 접근방식 내지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
하고, 이를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규제와 신기술 간의 제도적 갈등상황
일반적으로 규제란 공익을 목적으로 경제적 ․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병선, 2013). 규제는 국민의 생
명 ․ 안전 ․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이
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시장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
다 (김태호, 2017).
현재 규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라는 의견
(한세억 ․ 진상기, 2019)과 기업의 개인정보 오 ․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요구된다는 의견 (Xu et al., 2012)이 상충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의 갈등은 불가피한 일
이다. 즉 “동태적인 시장에 정태인 법과 제도” (Fetzer ․ 김태오, 2016)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갈등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위험의 중대성과 발생 가능성에 따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우, 2016).

2. 규제개혁이 기술혁신 활동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규제는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우선 정부규제는 OECD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을 하락시키고,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경쟁력증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향상시켰다 (Nicoletti & Scarpetta, 2003). 또한, 135개 국가를 비교
했을 때 적절한 규제를 지닌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았으며, 규제개혁은 시장경쟁
력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Djankov et al., 2006).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연구개발(R&D) 투자는 위축되고 (김병우, 2009; 정승일 외,
2007),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 및 경제적 성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권식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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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증
가 (Porter & van der Linde, 1995; 이영범 ․ 지현정, 2011)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규제수준이 높아서 기술혁신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규제가
기술혁신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승구 외, 2018). 정부는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부적절한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
을 우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연구
개인정보보호는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남용 사례
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민정 외, 2018). 반
면 지나친 규제가 신기술 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Blind,
2012; 한세억 ․ 진상기, 2019). 만약 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기술개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혁신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잃는 것이다 (고영미, 2017).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을 낮추므로, 표준화와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
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Blind et al., 2017).
신기술과 규제의 갈등 속에서 블록체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
한 문제를 감독하고,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Kiviat, 2015). 이에 실험실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
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테스트베드(test beds),
리빙랩(living labs)과 같은 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Allen, 2019; Engels et al.,
2019).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규제샌
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관련 신기술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블록체인 실증
수단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중이다 (고영미, 2019). 한국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robo advisor) 같은 테스트베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특례
를 부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안수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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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블록체인 사업화 관련 쟁점 및 연구의 분석틀
1.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상충(相衝)과 비식별화의 딜레마
블록체인은 정보를 블록 형태로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간 네트워크(peer-topeer network)상에 저장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다 (Schatsky &
Muraskin, 2015). 블록체인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3)를 통해 기록된 정보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지만, 한번 저장된 정보를 삭제 ․ 파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불변적(immutable)”4)인 내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ste et al., 2017).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다.5) 따라서 블록체인의 불변
성이라는 내재적 특성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한다. 또한, 유럽에서도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소송6) 이후 기업들의 사생활 정보 수집 ․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은 한층 커지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삭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지속해
서 제기되고 있다 (박민정 외, 2018).
블록체인의 저장기록 불변성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상충 문제는 해쉬(hash)
암호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피해 갈 수도 있다 (이병욱, 2019). 하
지만 기업입장에서 완전히 비식별화된 정보는 활용 가능성이 적으므로, 활용가치
가 있는 수준의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블록에 개인정

3) 블록은 생성되는 동시에 공유되므로 참여자라면 누구나 감시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정보
가 담긴 원장을 중앙기관과 같은 제삼자에게 맡기지 않고, 참여자들이 검증 활동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4) 블록체인은 블록을 새로 만들 때는 앞 블록의 해쉬(hash)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간블록을
수정 ․ 삭제하려면 모든 블록 내용을 바꿔야 하므로 수정 ․ 삭제가 어렵다.
5)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전자금
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 보존 및 파기), 위치정보법 제23조(개인위치정
보의 파기 등) 등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다.
6) 한 스페인 시민이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뉴스 기사 링크가 검색되자, 이
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다 (Case C-131/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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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저장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못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
고, 완전히 비식별화하면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불변성으로 인한
비식별화의 딜레마(이하 ‘비식별화의 딜레마’라고 한다)’7)에 빠지게 된다.
개인정보 파기의무 규정을 블록체인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 오프체인
(off-chain) 파기방식이다.8)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보관하고(off-chain), 블록체인
상(on-chain)에는 개인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맵핑(mapping) 정보만을 암호화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요구가 있으면 별도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정
보를 파기하게 된다. 다만 파기되지 않고 블록에 남아있는 맵핑 정보를 어떻게 취
급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이슈가 남는다.

2. 규제불명확성(regulatory uncertainty)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오프체인 파기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
다. 그러므로 블록에 맵핑 정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별도 서버에 있는 원본 개인
정보만을 파기한 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 삭제”라는 법
률상 문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블록체인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명확한 법규정상 근거가 없는 오프체인 파기방식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한다. 따
라서 오프체인 파기방식으로 별도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원본 개인정보를 파기한
뒤 블록에 남게 되는 맵핑 정보는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이 없어『개인정보보호
법』제21조 ․ 시행령 제16조 “전자적파일 원본으로 복원 불가능한 형태”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하지만 기업들이 행정안전부의 의견만 믿고 블록체인 사업화를 추진하기에는

7) 오세현 ․ 김종승 (2017) 및 언론매체 (서울경제, 2018; 한국경제, 2018b 등)에서 언급하는
“비식별화의 딜레마”, “개인정보 활용 ․ 보호의 딜레마”는 비식별화조치 정도에 따라 데이
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인 반면,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불변성으로 인한 비식별화의 딜레마’는 블록체인의 내재적 특성인
“불변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블록체인의 파기에는 오프체인 파기방식 외에 포크방식과 같은 다양한 비식별화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부대조건이 된 오프체인 파
기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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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가까운 선례로 정부의 ‘개인정보비식별조
치 가이드라인’ 하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
한 사건이 있었다 (ZDnet, 2019). 또한, 오프체인 파기방식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안전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
으며,『개인정보보호법의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조항9)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
긴다. 따라서 신기술과 규제의 갈등 속에서 블록체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블록체인의 내재적 특성과 관련 규제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블록체인을
감독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Kiviat, 2015).

3. 신기술 사업화와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
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규제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국무
조정실, 2019).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혁신 법안이 2019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10) 과거의 규제개혁제도와는 다르게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ICT규제샌드박스, 금융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각기 다
른 성격을 가짐으로써 기업은 스스로 가장 적합한 규제샌드박스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라 불리는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조정실, 2019). 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규제 소관부처에 규제확인요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신속확인’). 신기술의 기술검증 및 안전성 테스트가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안 될 경우에는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고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다(‘임시허가’). 아울러 신기술의 시
9)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10) 규제샌드박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행정규제기본법』(19.7.1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융합규제샌드박스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19.1.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법인『정보통신융합법』(19.1.17),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의 근거
법인『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의 근거법인『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9.4.17)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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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 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법령이 없거나 기존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실증특례’). 추가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규제자유특구에는 미리 준비된 기존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성녹영, 2018).11)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만 하는 요건들이
있다. 규제샌드박스 근거법에는 각각 다른 규제특례 심사요건이 있지만, 공통적으
로 “기술 및 서비스의 혁신성”, “시장 및 이용자 편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국민의 생명 ․ 안전 ․ 개인정보보호” 요건12)을 검토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개인의 생명, 안전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
로,13)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국민안전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규제특례
를 부여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특례적용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ꞏ안
전ꞏ개인정보에 위험이 있으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
다.14) 법률 문구상으로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해
야 한다는 강제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15)
부산은 해양물류,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과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부산형 블록
체인 이코노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였다 (부산광역시,
2019).16) 그렇지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
11) 식당의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되었다고 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라고 부른다.
12) 규제자유특구의 근거법인『지역특구법 시행령』제45조의 경우에는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
위치 ․ 면적 ․ 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2. 지역의 특성 ․ 여건 및 시 ․ 도 발전전략과의 적합성, 3. 혁
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
과의 연관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방안,
6.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7.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 지역균형발전을 현저히 저해
할 가능성, 8.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 처리 방안, 9.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13)『행정규제기본법』제19조의3,『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 제10조의4,『금융혁신법』
제13, 17, 18조,『지역특구법』제77, 84, 87조에서 “국민안전보장”을 다루고 있다.
14)『지역특구법』제84조.
15)『지역특구법』제88조,『금융혁신법』제27조,『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정보통신융
합법』제37조.
16) 블록체인은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ICT규제샌드박스, 금융규제샌드박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산광역시와 특구사업자가 함께 “부산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규
제자유특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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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시행령과『전자금융거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록의 파기와 정정 및 삭제
의 의무”와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상충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규제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조성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서 맞이하는 기존 법제와의 상충으로 인해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기술과 규제의 갈등 속에서 블록체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 갈등상황, 제도개선 협의 과정, 제도적 절충점이 도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신기술이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규제 쟁점이 등장할 수 있
는지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고, 구체적 규제 쟁점의 내용과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논리와 기업과 정부의 상호 협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특별히 2019년
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의 시행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사례를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쟁점과 규제 대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의 내재적 특성인 저장기록 “불변성”으로 인
해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현행『개인정보보호법
은 오프체인 파기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
상황｣을 먼저 상정한 후 그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신청 및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협의를 거쳐 ｢제도적 절충점｣인 오프체인 파기방식의 규제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사업화의 단초
(端初)가 되어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정을 면밀히 분석한다. 끝으
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 정부가 신기술 사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의 접근방식 내지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
하고, 이를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분
석틀을 도시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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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Ⅳ. 사례분석
1.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블록체인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실증테스트를 지원
함으로써 신기술의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2019). 부산 블록
체인 규제자유특구의 4개 세부사업(<표 1>) 모두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하여 규
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17)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규제특례 사례
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사업’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들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불
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에 개인정보를 저

17) <부록>을 보면 총 11건의 규제특례 중 개인정보 파기의무와 관련된 규제특례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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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못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고, 완전
히 비식별화하면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비식별화의 딜레마’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제특례를 블록체인에는 적용할
실익이 없게 되어 블록체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표 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물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관광)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공공안전)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실증”

(금융)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내 용

∙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미래형 물
류체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신선물류(콜드체인) 관리 및 유통 이
력 지능화 관리 시스템 실증
∙ 관광객의 거래정보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 블록체인 원장 기반 스마트투어 티켓 발급 및 사용 플랫폼
실증
-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스마트 컨트랙트 통한 실시간 정산
∙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영상데이터를 수
집ꞏ분석하여 데이터거래플랫폼을 구축
-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의 재난, 사건ꞏ사고 영상제보ꞏ공유 및
보상 플랫폼 서비스 실증
∙ 디지털 바우처 발행으로 거래투명성을 높여 “블록체인 생태
계”를 구축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 및 양도를 위
한 분산원장시스템 실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 지정)와 부산광역시(2019)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함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는 미리 준비된 기존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법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와 제11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18) 규제가 유예
18) 규제자유특구법 제115조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비식별화’)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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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면제되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의 내재적 특성
인 불변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파기 불가능 때문에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규제자유특구법 제115조, 제118조를 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 실증테스트 및 사업화를 하기 위
해서는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사업화를 위해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것은 부산 블
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처음이다.19)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준비 단계부
터20) 최종 지정되기까지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들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파기의
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된 과정은 향후 규제개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개인정보 파기의무 규제특례 심사: 비례원칙 검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 소관 부처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
개인정보 파기의무 규제특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조건
부 수용하였다.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블록체인 규제
특례와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의 의견21)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와
<표 3> 참조).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법 118조
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이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특례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규
제샌드박스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
랫폼’, ‘비상장기업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플랫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분
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전기사업법)’가 있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규제특례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무관하다.
20)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 쟁점 중에 개인정보 파기의무 유예와 사전포괄동의 허
용요청 부분이 관계부처 불수용 의견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21) 2019년 7월 8일. 경기도 판교에서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 전문가포럼’이 개최되어 관련
전문가들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개인정보 규제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본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부처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
지만, 블록체인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졌는지 가늠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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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블록체인 규제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기술과 법리의
괴리

∙ 블록체인기술 도입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능한 블록체인 대체기술이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

기술 필요성
설명 부족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블록체인기술은 정보기록의 “불변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됨.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술의 효
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
다고 생각됨

비식별화
처리시
규제 없음

∙ 개인정보가 아닌 맵핑 정보를 해쉬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에 남겨두고,
그와 연결될 수 있는 원본 정보를 별도 서버에 보관하는 방식(offchain)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ꞏ시행령 제16조 “복원이 불가능한 방
법으로 영구 삭제”에 해당함
∙ 오프체인 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규정 해석상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규제 없음’에 해당함)
∙ 블록체인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모델(운영방식, 노드 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모델
제시 필요

이 있으므로, 기업은 블록체인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모델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검
토할 수 있음
∙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면 시행령 개정 검토
가능

상충 되는
가치의 조화

∙ 정보이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육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포기할 수 없
는 두 가치의 조화가 중요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를 참고하여 저자가 요약ꞏ정리함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참석자는 블록체인이 미래유망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사업화의 어려움을 겪는 “규제지체현상” (김태
호, 2017)의 심각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행정부
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개
인정보보호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하여 행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하
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한, 규제특례 심사를 할 때는 혁신성과 함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제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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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법 규정이 있으므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전제가 지켜져야지만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표 3> 블록체인 규제특례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기술과 법리의
괴리
규제특례의
신중함

∙ 블록체인기술 도입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신기술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행사(개인정보자기결정권)
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행정부가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함
∙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
라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입법적으로
해결

∙ 입법을 통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시행령
개정단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됨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특성을 감안해서 보유기간 연장, 파
기의무의 예외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국민안전
보호 필요

비례원칙제시

∙ 규제샌드박스법에서는 규제특례를 심사할 때 혁신성과 함께 금융소
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대전제가 지켜지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 블록체인 사업들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
럼 보이지 않음
∙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혁신성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함
∙ 신기술의 혁신성과 혁신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익
형량을 고려해야 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를 참고하여 저자가 요약ꞏ정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참석자는 비례원칙22)을 제시하면
서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규제특례 선행 조건
으로 사업자들이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상 가능한 블록체인 대체기술이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22) 규제의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침해최소성원칙, 협의비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원
칙이란 (김태호, 2017: 351),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연태, 2012).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에 비례원칙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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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업효과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블록체인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알 수 없
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또한 “포기
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구체적인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제시해야지만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검토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정 및 개선과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정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가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정부는 규제제약 없이 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사업화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심사 과정에서 규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의 정보기록 불
변성을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개인정보를 보
호한다는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의 혁신성 검증23)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상충 문제24), 규제불명확성25)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
였으며, 블록체인 사업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프체인 파
기방식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는 오프체인(off-chain) 파기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
치정보법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받는 7건(총 11건의
규제특례 중)의 규제특례26)를 부여받아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4개 세부사업
23) 블록체인의 기술효과, 적용 가능성, 수익성, 개인정보침해 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증테스트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
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24) 블록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못해『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하게 되고, 완전히 비식별화하면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비식별화의 딜
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요구된다.
2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파기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오프체인 파기방식을 가
지고 있는 블록체인에 한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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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부산은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가입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
업부, 2019b), 실증특례 기간 동안 오프체인(off-chain) 파기방식을 적용한 블록체
인 기술이 사업성이 있는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나간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2019).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테스트를 거치면서 사업성과 안
전성을 보완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상용화가 될 것이다.
위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블록체인 사업화를 둘러싼 기술과 규제 간의「 제도적
갈등상황」
에서 중앙정부, 지자체와 기업의「제도적 협의 과정」
을 통해「제도적
27)인 오프체인 파기방식을 규제 대안으로 도출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았다.
절충점」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나, 아직 해
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2013년 규제 혁파를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임시허가(제37조)를 받더라도 법령정
비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법령 개정 등 본허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
었던 선례가 있다. 규제자유특구법에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후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어 법령 정비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
다.28) 따라서 규제자유특구는 2013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령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부분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29) 그러
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규제특례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법령정
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여전히 사업화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실
증테스트를 거친 혁신기술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 제도적 보호장
26)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오프체인 저장 ․ 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한다(<부록> 참조).
27)『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포럼』에서 행안부와 금융위는 제도적 절충의 필요
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비례원칙’ 내지 ‘이익형량의 원칙’ 등
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8) 『지역특구법』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어 법령정비 의무로 보인다.
29) 모든 규제샌드박스법에서 법령정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산업융합촉진
법』제10조의5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법령정비 의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정보통신융합법』제37조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금
융혁신법』제13조에서는 “법령의 제 ․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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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례를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
쟁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협의의 과정을 고찰
하였다. 블록체인의 “불변성”이라는 내재적 특성이 국민의 개인정보 파기권리를
보장하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상충하는 제도적 갈등상황을 개관하고, 블록
체인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쟁점인 ‘비식별화의 딜레마’와 규제불명확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사업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절충할 수 있
는 오프체인 파기방식이라는 제도적 절충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째로, 신기술의 내재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규제 쟁점을 찾는 것이 제도적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선행과제이며,
두 번째로 제도적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는 것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적 절
충점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신기술이 기존 법제와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사업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본 논문에서 다룬 일련의 과정과 논리를 고려해 볼 만
하다.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규제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하
지 못한다면, 이는 혁신기술이 성장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신기술과 규제의 갈등
속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재적 특성과 관
련 규제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기술을 감독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
한 법적 ․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갈등상황
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의하여 규제와 제도의 명확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는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혁신 과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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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
어 서비스
실증

블록체인
기반 스마
트해양물
류플랫폼
서비스 실
증

과제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제3자에게 제공시 정
보주체에게 통보의무 완화(30
→90일)

위치정보법 제1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
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가 처리목적달성 등 불필요하
게된 경우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
기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
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
체인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특
례 허용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파
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위치정보법 제23조
개인위치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파
기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의
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
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
특례 허용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
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특례요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8-444 제3조
스마트 콜드체인 특화된 화물차 운영
이 필수적이나,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사실상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가 처리목적달성 등 불필요하
게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정

현행규제

<부록>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현황

①개인정보주체에게 법 제24조 열람ꞏ고지 등
의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알기 쉽게 충분히
고지하고, ②정보주체의 동의 후 9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할 것

신청한 오프체인 방식의 파기는 인정 가능하
나 가상통화를 개발한 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특구 내 관광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
만 수행하고 가상통화 관련 어떠한 사업도
수행하지 않을 것

-중략-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의 오프체인 저장 ‧ 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
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
보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
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 ‧파기방식을 특례
로 적용

5대 이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운송사업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해당 실
증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 허용

특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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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시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자
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후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 등(금융보안원 등)으
로부터 상기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
-중략-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의 오프체인 저장 ‧ 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삭
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위치정보 기록 ꞏ 보존시 블록체
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하는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
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
체인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특
례 허용

위치정보법시행령 제30조의2
영상제보서비스 통해 수집된 개인위치
정보는 기록보관일부터 3개월 후 삭제
하여야하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특
성상 삭제 어려움

위치정보법 제16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위치정
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므로, 블록체인 기반 영상제보시스템
실증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시 중앙전산시
스템 경유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의무

수용

-중략-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의 오프체인 저장 ‧ 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
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ꞏ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가 처리목적달성 등 불필요하
게된 경우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
기의무

특례부여

특례요청

현행규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 지정)를 연구자가 요약 ꞏ 정리함

디지털원
장 기반 지
역화폐 활
성화 서비
스 실증

블록체인
기반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
스 실증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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