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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21-2004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 및 소방 특장차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전라북도지사

1.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구 지정기간 : 2020.8.1. ~ 2024.7.31.(4년)
◦ 실증사업 추진기간 : 2020.12.1. ~ 2022.11.30.(2년)
◦ 사업목적 :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의 육성과 제품의 시장
창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실증특례 :

①

탄소복합재 소형 선박제조 및 운항 실증, ②고압 대용량 탄소

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③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 및 소방 특장차 실증
2. 이용자 고지 개요

◦ 대상사업 :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은 ‘21.9.24일 고지 완료 하였으며, 탄소복합재
소형 선박제조 및 운항실증은 ‘22년 4월경 별도 고지 예정

◦ 고지방법 : 전북도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

·

◦ 고지내용 : 신제품 서비스 명칭, 실증특례 등 구역/기간/규모, 안전성
확보조건, 책임보험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주)대진정공 ·(주)휴먼컴퍼지트 ·(주)에이엠피테크
·(주)현대화이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주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0.0005㎢,
완주국가산업단지(완주군 용암리 일원) 7.7㎢

- 새만금주행시험장 0.44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등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12.1. ~ 2022.11.30.(2년)
ㅇ 실증규모 : 소방특장차 1대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시 설계에서
제조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인정 후 실증 실시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2020.7.28.)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