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1660호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및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및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전라북도지사
1.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구 지정기간 : 2019.12.06.~2023.12.05.(4년)
◦ 실증사업 추진기간 : 2020.01.01.~2021.12.31.(2년)
◦ 사업목적 :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 최대
친환경 자동차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및 친환경 자동차 시장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실증특례 :

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실증,

사업 실증,
2.

②

거점형 이동식 LNG충전

③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실증

이용자 고지 개요
◦ 대상사업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및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 고지방법 : 전북도청, 자동차융합기술원,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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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대흥산업가스(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이동식 LNG 충전소 2식
* 1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 2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항만의 야드트랙터,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디앨(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이동식 LNG 충전소 2식
* 1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 2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항만의 야드트랙터,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주)아이오토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이동식 LNG 충전소 2식
* 1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 2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항만의 야드트랙터,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 확보

*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디앨(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청소차 2대, LNG 믹서트럭 2대
* (LNG 청소차) LNG 암롤청소차 1대(‘20년 제작), LNG 압축진개차 1대(‘21년 제작)
* (LNG 믹서트럭) 10㎥급 LNG 믹서트럭 1대(‘20년 제작),
6㎥급 LNG 믹서트럭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이엔플러스 [舊, ㈜나노메딕스]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청소차 2대
* LNG 암롤청소차 1대(‘20년 제작), LNG 압축진개차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ㅇ 자동차종합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주)아이오토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청소차 2대, LNG 믹서트럭 2대
* (LNG 청소차) LNG 암롤청소차 1대(‘20년 제작), LNG 압축진개차 1대(‘21년 제작)
* (LNG 믹서트럭) 10㎥급 LNG 믹서트럭 1대(‘20년 제작),
6㎥급 LNG 믹서트럭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에스티에스(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청소차 2대, LNG 믹서트럭 2대
* (LNG 청소차) LNG 암롤청소차 1대(‘20년 제작), LNG 압축진개차 1대(‘21년 제작)
* (LNG 믹서트럭) 10㎥급 LNG 믹서트럭 1대(‘20년 제작),
6㎥급 LNG 믹서트럭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청소차 2대, LNG 믹서트럭 2대
* (LNG 청소차) LNG 암롤청소차 1대(‘20년 제작), LNG 압축진개차 1대(‘21년 제작)
* (LNG 믹서트럭) 10㎥급 LNG 믹서트럭 1대(‘20년 제작),
6㎥급 LNG 믹서트럭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믹서트럭 2대
* 10㎥급 LNG 믹서트럭 1대(‘20년 제작), 6㎥급 LNG 믹서트럭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정우정공(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42,856,945㎡ / 188㎞)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78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ㅇ 실증규모 : LNG 믹서트럭 2대
* 10㎥급 LNG 믹서트럭 1대(‘20년 제작), 6㎥급 LNG 믹서트럭 1대(‘21년 제작)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ㅇ 자동차종합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업 없음
5. 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