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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게   
혁신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이들이 하고 싶은 혁신을
마음껏 하게 하는 것

이를 지켜 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

대면산업인 보험산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혁신하고자 할 때
기존 대면 중심의 법규제 안에서

얼마나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비대면산업 전환 
비는 최고 수

대면산업 기반의 닫힌 규제가 
신시장 형성을 가로막아 옴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정 의 양대 축 

디지털 뉴딜과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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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공유

인터넷
혁신기술

경제성
편의성
다양성

사회적가치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유휴자원공유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by 

the People

조합주의
Cooperativism

여러사람이 협력해서 저렴
하고 편하게 서비스 사용

경제가치의 창출, 유통 
및 소비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중심

참여자가 주인인 조합형 
공유경제

경 제

독점 플랫폼
Platform Monopoly

시민중심의 
공유경제

소수의 공유플랫폼에 의
한 시장 독점

2008

2020

공유사회
Collaborative 

Commons

개인, 기업, 단체

품앗이, 두래, 지인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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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부족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긴요해지는 ‘아나바다’ 공유경제



과잉생산 흡수(건전성)
+

새로운 고용창출(혁신시장 창출)









우리 정부도 
공유경제 적극 추진 발표
혁신방안은 특히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해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 제106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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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 공유



정부 공유경제 정 은 
공급자 심 생산  공유 

소비자 시장을 여는 
생활/교통/숙박/의료 미흡





디지털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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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정책 중
비대면 산업 육성 부분 :
• 정부 주도 공급 전략
• 소비시장 창출 규제개혁 전략 부재
• 공유경제 추진전략과 분리

민간공급자의 경쟁시장을 만들어 
민간투자를 이끄는 전략 긴요



신시장이 
제조를 선도한다? 

반대로 
신시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조업도 몰락





우리는 20. 5.에서야 자전거도로 주행허용
이미 중국산 제품에 국내 제조업 몰락
이용 데이터도 중국으로 빠져 나감



원격의료시장 부재로
원격의료기기 제조업,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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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시장을 열어주자 3년 만에 수입맥주 꺾어….



혁신적벤처사업모델의시장진입이어려운환경
글로벌상위 100대선도업체*  한국규제저촉성분석

본론 1. 

진입규제

포함기업예시누적투자액기준한국규제저촉사업비중

13개

44개

43개

13개

18개

69개

제한적
가능

가능

불가능

~53%

1

* TechCrunch 기준 ‘17년 7월 ~ ‘19년 6월중글로벌벤처중상위투자업체 100개 (IPO 및 M&A를통해회수한업체제외)
Source: TechCrunch; 법무법인린테크앤로부문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71%(2017)
53%(2019)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열린규제 시스템 미국의 
Big Tech는 전세계 국부데이터 장악  

EU는 미국 Big Tech 기 들과 
법률전쟁 중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of 1996 (a 
common name for Title V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is a piece of Internet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codified at 47 
U.S.C. § 230. At its core, §230(c)(1) 
provides immunity from liability for 
providers and users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who 
publish information provided by 
third-party users: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 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게시자 또는 발표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산업발전에 무해한 조치’(1996년 CDA 230조)

1996년에 미국은 인터넷 사업자들을 면책하는 연방법률로
전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Big Tech를 키워 전세계 데이터 장악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cations_Decency_Act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cations_Decency_Act
https://en.wikipedia.org/wiki/Telecommunications_Act_of_1996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Title_47_of_the_United_States_Code
https://en.wikipedia.org/wiki/Title_47_of_the_United_States_Cod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7/230




프랑스는 테크 스타트업을 지키기 위해
1억 7천만불(2천억) 펀드 조성
내년까지 3.5배로 늘릴 예정 



EU는 개인정보(GDPR), 공정거래법, 세법, 저작법으로
미국 Big Tech들과 법률전쟁중



글로벌 경제전쟁의 와중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플랫폼 규제

코로나19 시대에는 
ZOOM의 사례에서 보듯
시장이 만들어지자 마자

 시장을 뺏기게 됨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것이
벤처인들의 이야기



효과 없는 규제입법으로
국내 플랫폼에게만 규제도입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장벽!



공유경제 플랫폼 기 은  
국부와 데이터를 지키는 

방파재이자 댐

규제개 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기 이 

국부데이터를 지켜내게 해야



플랫폼기업이 데이터를 장악해 국부를 지키게 하자

● 거대플랫폼의공습시대
● 승자독식, 대마불패

● 데이터주권은국가주권
● 제조, 물류, 유통수직계열화

● 데이터경제로신속한전환

● 맞서싸울국부의댐이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연합전선

● 소비자, 기업데이터지킴이

● 플랫폼을장악으로수호
● 데이터의사회적가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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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장에 정부/공공 부문이 선수로 들어와 민간을 죽이는 행위 입법으로 금

지 (죽어버린 시장의 재활)

• 예1) 대법원/법제처의 법률/판례 서비스 : 민간 리걸테크 회사 전멸(로앤

비 -> 톰슨로이터에 인수)

• 예)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자전거 : 적자 사업이나 복지로 지속. 민간 공유

자전거 시장은 출발도 못함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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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16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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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2018. 7.에 허용, 금융은 2019. 1.부터 제한적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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