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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nding for startups or ventures has been diminished seriously. In this situation, 

crowd-funding has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s a viable means to financing startups/ventures. After reviewing 

existing law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rowd-funding legalization in Korea and 

surveyed requirements from three groups of participants to crowd-funding. 

Investors already recognized the high risk of crowd-funding into startups and asked for the protection of their 

investment. But, their priorities were on the enlargement of tax benefi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ding market 

for selling their equity. In addition, investors wanted to shorten the compulsory holding period. Issuers as fund raisers 

hoped fast legalization, convenient process of crowd-funding, and expansion of government support. Crowd-funding 

platform operators requested policies for establishing paths to become new growth companies from startups, tax 

benefits, and the setup of separate fund for startups.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is holding the discussion on the submitted law. For desirable outcomes 

to all participants, it would be better to proceed in the following sequence. First, legalize the crowd-funding with clauses 

protecting investors; Second, encourage investment through tax benefits; Third, develop communities among 

participants for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fourth, establish diverse trading markets for selling equities 

of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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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 융 기 이후 각 국의 융기 들은 

험을 비한 자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출을 축소하게 되었다. 그 여 로 신생․벤처기업

에 한 주요 자 조달원의 차단을 래하 으며, 

벤처기업 생태계 하부의 체계  부실과 경제 반의 

축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국은 신

생․벤처기업에 한 자 조달원의 발굴 필요성을 

감하 는데,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

vice)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

가 쉽게 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신생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 되어 왔던 

자 조달의 새로운 안으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세계 으로 심을 받게 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자 조달 방식의 한계와 

문제 을 벗어난 안  자 조달 수단으로 2012

년 4월 미국의 오바마 통령이 창업지원법(Jum-

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이하 JOBS법

이라 한다)을 공포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JOBS법은 신생 기업이 창업  기단계에서 신

속한 자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존 융시장에 

용되는 규제를 완화시킨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생기업(start- 

ups)의 고용창출이 체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 정도이며,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벤

처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

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신생․벤처 기

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Haltiwan-

ger et al., 2013). 그러나 융 기 이후 신생․벤

처기업이 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래된 

성장 부진과 이에 따른 고용부진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해 미국 정부는 JOBS법을 제정하여 신생․벤처기

업에 신규 자 을 공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을 허용하고, 성장 동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생태

계 구축에 극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신생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약 130만 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Jeon, 2010). 동 기간 동안 벤처기업의 고용증가

율은 8.7%, 소기업은 3.4%, 기업은 1.0%로 나

타나1), 신생․벤처기업이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 졌다. 하지만, 최근 창업률은 정

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 신  창업보

다는 1인 생계형 창업이 부분이고(Cho, 2013), 벤

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012년에는 8.0%, 2013년

에는 4.7%로 격히 둔화되고 있다(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2012; Korea Venture Bu-

siness Association, 2013). 따라서 한국에서도 신

생․벤처기업을 극 육성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시 하며, 창의  아이디어를 사업

화할 수 있도록 극 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

해야 한다. 특히, 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체계 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

며,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가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세계 크라우드펀딩 산업은 속도로 성

장하고 있는데, 2013년 세계 시장규모는 64억 달러

로 추정되고 있다(Kirby and Worner, 2014), 2015

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다(De Cambre Quartz, 2014).2) 한국에서는 2007

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13년 

재까지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총 840억 원

의 거래 액을 보이고 있으며(Ko and Kim, 2013), 

2012년 시장 규모는 <Figure 1>에서와 같이 8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3)(Cheon, 2013). 

1) 고용증가율은 e-나라지표 사이트(http://www.in 

dex.go.kr/)에서 제시한 2001년과 2010년의 벤처기

업, 소기업, 기업 종사자수로 계산하 음.

2) http://www.nextgov.com/emerging-tech/2014/04/ 

why-crowdfunding-set-explode-size-over-next-f

ew-years/83098/.

3) 2012년 선거와 련된 모집자 을 제외한 액으로 

선거 련 모집 액 454억 원을 포함하면 약 541

억 원에 달한다(Ko and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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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Figure 1> Korean Crowd-Funding Market in 2012

한국 융 랫폼사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총 

규모는 약 80억 이며, 2014년은 약 530억으로 추산

하고 있다. 재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

모는 연간 8,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상하

고 있다(Crowd Research Institute, 2013).

한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의 자 조

달 방식으로 법제화된다면 “창업활성화 → 고용창

출 → 소득증가  생산증가 → 투자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져, 청년실업의 해소와 한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법률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에 있으나 다양한 

이해 계자 집단의 상충된 입장을 충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

서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련된 쟁 에 해 

세 집단의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인 안착을 한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크라우드펀딩에 한 개념과 유

형, 입법 동향을 정리하 고, 제 3장에서는 크라우

드펀딩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제 4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방향에 

해 논의하 으며,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을 언 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

하 다.

2. 크라우드펀딩의 배경과 입법동향

벤처기업의 발 과정을 태동단계(Seeding Stage), 

신생단계(Startup Stage), 성장 기 단계(Early-gro-

wth Stage), 확장단계(Expansion Stage)로 나  

수 있다(OECD, 2006). 각 단계에서 자  소요  

조달을 보면, 태동단계에서는 창업자 본인  친지

(FFF：Friends, Family, and Fools)로부터 종잣돈

을 모으거나 정부지원 으로 사업을 비하고, 신

생단계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자 이 필요하게 되고 성장 기 단계에 이르

기까지 개인투자자(Angel Investor)의 투자를 주

로 받게 되고, 성장 기 단계와 확장단계에서는 벤

처투자사(Venture Capital)의 투자를 받아 성장의 

발 을 마련해야 하며, 확장단계 이후에는 기업공

개(IPO：Initial Public Offering)나 유상증자, M&A 

등의 략  계를 통해 주식시장으로부터 자

을 공 받게 된다. 자 이 필요한 시 에 자 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라고 해도 

단되고 마는데, 이 게 필요자 과 가용 자 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기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부른다(<Figure 2> 참조). 

Source：Financial Services Committee, 2014.

<Figure 2> Lifecycle of a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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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넘어가려면 이 시기에 

투자 는 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생 기업이 자

을 조달받기가 쉽지 않다. 개인투자자는 투자 후 

회수 방안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IPO에 소요되는 평균 시

간은 12.2년으로 장기간 이어서 신생․벤처기업에 

한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M&A

시장의 부진 한 투자를 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다(Cheon, 2013). 벤처기업 회(2011)의 조사에 따

르면 재 신생․벤처기업의 38.7%가 당면하고 

있는 경 애로 사항으로 자 조달을 꼽고 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자 조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사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신생

기업에 투자를 꺼리고, 융기 도 출을 꺼리기

는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정책자 을 지원하여 부

분 으로 자  격차를 일 수는 있지만 강력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죽음의 계곡 단

계에서 신생․벤처기업에게 안  장기자  공

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새

로운 투자처의 발굴 가능성을 확 하여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도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2.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

크라우드펀딩은 <Figure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 수요자가 온라인 개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로젝트를 홍보하고 심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소액의 자 을 공 하면, 

로젝트를 진행한 후 로젝트 결과에 따라 자

공 자에게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Kirby 

and Worner, 2014). 인터넷을 이용한 최 의 크라

우드펀딩은 1997년 국의 록그룹인 Marillion의 

미국 투어 자 으로 6만 달러를 모 했던 것이다. 

2000년  반 이후 10년 간 크라우드펀딩 산업은 

지속 으로 발 하 으며, 특히 미국에서 2009년

에 등장한 Kickstarter는 표 인 온라인 소액투

자 개업자로 SNS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실천

하 다.

Crowdfunding Platform

Fund Raiser Investor

Equity
Lending

Money

Venture 
Business

Individual
Small business
Culture & arts

Individual
Business
Financial
institution

Reward / Interest / Profit 

Reward
Donation

Source：Crowd Research Institute.

<Figure 3> Crowd-Funding Concept

재 오퍼튠 사이트4)에서 크라우드펀딩은 5개

의 진행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제안서 제출  

검토 단계, 투자유치 시작 단계, 투자자 확보 단계, 

투자유치 완료 단계, 사후 리 단계로 구분된다. 1

단계에서 로젝트 소유주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랫폼 운 업체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기의 가

능성, 로젝트의 성, 로젝트 소유주의 명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2단계 투자유치 시작

단계에서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단의 근거가 될 

만한 련 정보를 확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게시한

다. 3단계는 투자자 확보를 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로, 잠재 투자자들과 지속 으로 소통하는 것

이 요하다. 4단계는 투자 유치를 완료하는 단계

로 일정 기간 내에 목표 액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자  조달 여부가 결정되며, 마지막 사후 리 단

계에서는 투자자에게 투자 결과물을 피드백하고 

지속 인 계를 형성하기 해 노력한다.

크라우드펀딩은 <Table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통  보상 여부를 기 으로  보

4) 오퍼튠 사이트(http://www.opportune.co.kr)는 기

업을 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이다.



한국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한 연구    127

<Table 1> Crowd-funding Types

Type Description Intermediaries

No Financial 
Return

Donation Fund raising for charitable cause Kiva, Goodfunding

Reward
Non-financial reward is provided as a return after a project 
(for example, tickets, CD, prototypes, or products)

Kickstarter Indiegogo 

Financial 
Return

Lending
A debtor borrows a loan from many lenders who provide a 
small fragment of the overall loan

Zopa, Prosper, 
LendingClub,
Moneyauction

Equity
An equity stake is given to many investors who are willing to 
take high risks for their small amount of investment in a 
startup business.

AngelList
Opportune
Opentrade

Source：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상을 약정하는 지분투자형(Equity)과 출형(Lend-

ing),  보상이 없는 보답형(Reward)과 기부

형(Don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Kirby 

and Worner, 2014). 첫째, 지분투자형은 소액이라

도 투자 액에 비례한 지분취득을 목 으로 신생

기업에게 자 을 투자하는 유형이다. 둘째, 출형

은 이자를 수취할 목 으로 자 이 필요한 개인이

나 사업자에게 온라인 랫폼을 통해 소액5)의 자

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온라인 마이크로크 딧, 

P2P 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보답형은 특

정 로젝트에 자 을 지원하고 비 인 형태

로 보상받는 유형으로, 문화 술 분야에서는 입

장권이나 CD를 받거나 제조 분야에서는 시제품이

나 완제품을 보상으로 받기도 한다. 넷째, 기부형

은  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 기부자들에 

한 보답을 제로 하지 않는 공익 인 순수 기부

의 목 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2.2 해외 크라우드펀딩 입법 동향

2012년 4월 5일 오바마 통령이 JOBS 법에 서

명하면서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증권신

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

속한 증권발행이 가능해졌고, 증권거래 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2013

5) 각 여자 측면에서 소액이라는 의미이며 모아지는 

총 출액은 상당히 큰 액이 될 수도 있다.

년 10월 23일에 세부 시행규칙을 제안한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문

투자자6)(accredited investor)들을 상으로 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재도 가능하다. 신생기

업의 신속한 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창업을 활

성화할 목 으로 기존 증권 련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투자

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JOBS 법의 핵심이

다. 즉, 신생기업의 자 조달을 원활히 진시켜 

신생기업의 생존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Kwon, 2013). 미국의 JOBS법의 내용  크라우

드펀딩과 련하여 SEC가 제안한 시행규칙안의 

은 투자자 보호이며, 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증권 발행인으로서 신생기업에 한 내용으로 

연간 발행한도와 손해배상책임에 해 살펴보면, 

발행인의 연간 모 액 한도를 1백만 달러로 제한

하고, 발행인이나 임원의 요 사실에 한 허  

기재나 기재 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 

민사 책임과 손해 발생의 인과 계에 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 투자자와 련된 사항은 연간 

투자한도  기업별 투자한도와 증권 유통이다. 

6) SEC의 시행규칙안에서는 순자산이 1백만 달러 이상 

이거나, 과거 3년간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이거

나, 과거 2년 동안 부부 합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 이고 향후 2년간 동 수 의 소득이 상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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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는 소득수 에 따라 한도를 달리 설정했

다. 즉, 연간 소득수  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

하인 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연 수입 는 순

자산의 5% 이하 액으로 최  2천 달러 이다. 연

간 소득수  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투

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연 수입 는 순자산의 

10% 이하 액이며, 최  10만 달러 이다. 크라우

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은 1년간 매도가 지

되나, 발행인 는 문 투자자에게의 양도는 허

용된다. 개인 는 펀딩 포털은 SEC와 SRO 

(FINRA7))에 등록되어야 하며, 투자자 교육의무, 

투자자의 투자한도 리의무, 투자 험손실 공지

의무, 사기방지 노력의무, 발행인의 공시내역 공표 

의무 등의 각종 투자자 보호를 한 의무를 지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은 크라우드펀딩 련 법이 UKIE(The As-

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등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재 ‘The Finan-

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은 크라우드펀

딩 랫폼 운 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FCA8)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의해 공인된 자

이어야 한다(Aschenbeck-Florange et al., 2013). 

2013년 2월에는 크라우드펀딩의 산업 망, 지분

투자형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에 한 기존의 

융규제 용 여부 등에 해 검토하여, Crowd-

Cube 모델을 공식 으로 승인하 다. 한 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와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라는 조세 제도가 

있는데, EIS는 소기업에 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해 투자자에게 1백만 운드 이하 투자 액의 30%

7) SRO(Self-Regulatory Organization)은 비정부 자

율규제기구를 총칭하는데 FINRA(Financial Indu-

stry Regulatory Authority)는 미국 융산업의 비

정부 자율규제기구  하나이다.

8) 신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Fi-

nancial Services Act 2012에 의해 2013년 4월 1일

자로 해체되고, 그 기능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Bank of England에게로 분산되었다.

를 세  공제해주고, SEIS는 1십만 운드 이하 투

자 액의 50%를 세  공제해주며, EIS와 SEIS 둘 

다 28%에 달하는 자본 이득세를 감면해 다. 2014

년 3월에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이

미 실시되고 있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정

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서, 출형 크라우드펀

딩에 용할 규정을 도입하기 한 확정된 정책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여 2014년 4월 1일부

터 시행 에 있다. 

이탈리아는 2012년에 성장 진법(Growth Decree)

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한 조항을 신설하여, 신

 신생기업의 자 모집을 허용하 다. 발행인의 자

격은 신  신생기업으로 제한되는데, 이탈리아 거

주와 유럽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총생

산액이 5백만 유로 이하 이어야 하고, 로젝트 기

간은 최  48개월로 한정하 다. 추가로 CONSOB 

(이탈리아 증권거래 원회)는 투자자 보호 문제

와 련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정을 국민

의견 수렴 차(Public Comments)를 거쳐 확정하

여 2013년 7월에 공포하 다. 미국의 JOBS법에 

따른 SEC 규정이 확정되기 에 만들어진 세계 

최 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정이다.

독일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련된 별도의 법 

제정 계획은 없으며, 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

딩은 12개월 동안 10만 유로 이하의 투자 액에 

해서만 독일 은행법의 용을 받지 않아 가능하

지만, 그 외에는 독일 은행법의 용을 받고 사업

자는 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한 으로 운  인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를 

심으로 상법  민법에 한 개정을 추진할 계

획이다. 한편 랑스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련 규

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인되지 않은 

로젝트에 해서는 1만 유로 한도의 자  모집을 

허용하는 기존 융법의 규제가 용되고 있다.

2.3 한국 크라우드펀딩 입법 동향

한국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 을 조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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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게는 증권 련 법9)의 용 여부가 건

인데, 기존 자본시장법을 용하면, 증권신고서 제

출, 공모 차 수, 계속 인 공시의무 등 큰 부담이 

된다(Kim, 2012). 자본시장법에서는 포 인 “투

자 융상품”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증권”을 6가지 유형(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 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생결합증권)으로 구

분하면서, 개별 증권유형의 정의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법  형식은 달라도 경제  

실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용될 수 있도록 하 다(Kim and Jeong, 2010). 

기부형과 보답형 크라우드펀딩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므로 증권 련 법의 용 상이 아

닌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출형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 련 법의 용 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지분투자형에 한 크라우드펀

딩의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해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원회와 정무 원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

되었다. 두 입법안을 비교해 보면 감독기 의 특

성에 따른 입법안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원회의 입법안은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을 두고, 투자자  상한을 

폐지하도록 요구하 으며 새로운 자 조달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신생․벤처기업에 한 투

자를 활성화하여 신성장기업으로 발 하면서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제 2의 벤처 붐을 모색하

기 하여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국회 정무 원회의 입법안은 자 조달원으로

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법

안의 을 새로운 자 조달방식의 통제와 투자

자 보호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법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자 수요자와 투자 액제한에 한 사항들 인데, 

9) 한국에서는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련 법규를 말하며, 미국

에서는 연방법인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련 규정

들과 각 주에서 정한 증권법령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 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기업청

의 에서 ‘소액 투자  수요자’인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면에서 자격을 한정하고, 시행령에서 투

자유치 액의 상한이나 일정기간 투자자별 투자

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

무 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융 원회의 에

서 투자자 보호를 해 투자자별 투자 액을 제한

하는 세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으로 연

간 투자 액을 1,000만 원 이하, 개별 기업 당 투자

는 연간 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상향조정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개별 기업당 1,000만 원 이하로 상한선을 설

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충돌이 일어난 상황에서 투자제한에 

무게를 둔 국회 정무 원회( 융 원회) 안으로 

조율안이 확정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융 사고들의 여 로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Table 2>는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입법 진행과정

의 주요 일정을 정리하 다. 

2.4 한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분석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크라우드펀딩과 련된 

주요 내용은 크게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

하여 수하도록 함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

여 개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최소 5억)을 갖

추고 융 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공시규제를 완화하여 일정 액(연간 7억 원) 이

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

•자 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 수요와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

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발행가능 증권을 

다양화함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 하여 청약기간  

개업자를 통한 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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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gress in legislation in Korea

Date Major Event

May 15, 2013
Discussed the legislation for “Crowd Funding” at the inter-ministry meeting for “Plan for 

virtuous cycles of venture/startup funding ecosystem” 

May 24, 2013
“Revision of startup supporting act” submitted to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June 12, 2013
“Revision of capital market act” for crowd fund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June 14, 2013
A review report on “Revision of startup supporting act” was submitted by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June 18, 2013
“Revision of startup supporting act” was passed by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July 29, 2013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to lower the barrier to IPO 
through crowd-funding at a meeting for “Role of capital market for creation economy”

Sep. 26, 2013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for implementing crowd-funding mechanism

 1) brief description
 2) legislation in 2013

 3) prompt setting of ordinance and rules

 4) registration without delay

Dec., 2014
Under review at the Review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사소통을 허용함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액을 연간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로 제한함

•투자자의 청약증거 은 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은행 는 증권 융회사에 치/신탁 하도록 함

•청약 액이 모집 정 액의 일정비율(90%) 이

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투자자의 투자 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정

보는 증권 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함

•허 /부실공시에 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 배

상 책임을 부과함

•발행된 증권의 탁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매

도를 지하나 주주, 문투자자 등에 한 

매도는 허용함

부분 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한도가 높

아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신생․

벤처기업이나 창업가들은 재의 법안은 규제가 

무 심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신할 법

률안을 따로 마련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으로 알려졌다(Etnews, 2014).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에 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

여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입법화 진행에 기여하고

자 한다.

3.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조사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참여 주체인 투자자, 

발행인,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의 역할과 기능

을 알아보고,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약 80%

의 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한국 융 랫폼의 

오퍼튠 사이트를 통하여 지분투자에 참여한 투자

자와 지분투자 발행을 요청한 발행인을 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에 따른 투자자, 발

행인의 요구사항”에 하여 화 면담을 실시하

으며,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의 요구사항은 

(주)한국 융 랫폼의 기업 지분투자 담당자와 창

조경제 추진단 벤처․창업지원  문 원을 상

으로 크라우드펀딩업계 반에 한 요구사항에 

한 면담을 실시하여 크라우드펀딩 참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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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자, 발행인,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 다.

3.1 투자자의 요구사항 분석

크라우드펀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자  공 자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 조달 목표 액이 달

성되면 자  수요자인 창업가가 로젝트를 진행

한 후에, 모  시에 자  수요자가 랫폼을 통해 

제시했던 보상을 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고 험/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 포트

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기존의 엔

젤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Choi, 2012).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에서 가장 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의 요구사항은 크라우

드펀딩 시장의 성공에 요한 열쇠라고 생각되며 

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

화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 되어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크라우

드펀딩이 신생․벤처기업의 새로운 자  공 원으

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에 한 분석은 앞에서 언 했듯이 국내 최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오퍼튠 사이트를 

통해 지분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를 상으로 화 

면담을 실시하 다. 화 면담 기간은 주말을 제

외하고 총 15일간 실시하 으며, 인터뷰 상은 

로젝트 액 1억 원 이상의 지분투자 로젝트

에 투자한 투자자  씨드아이 로벌, J&C 로

벌, 다산국제학교, 휴텍의 지분투자에 참여한 투자 

회원을 상으로 화 면담을 실시하 으며, 총 

상인원 244명  응답인원 164명(67%)을 상

으로 해피콜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진행에 

하여 안내하고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164명의 투자자 분포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

여 2.7배 많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 , 40  

투자자의 비 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과 

SNS의 이용이 자유로운 세 인 30 , 40 에 집

되어 있어, 30～40  남성 투자자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 평균 투자 액을 보

면 40 가 371만 원으로 가장 많고, 30 (294만 원)

와 50 (291만 원)는 거의 비슷하 으며, 체 으

로 1인당 투자액 평균은 309만 원이었다.

<Table 3> Demographics of Investors

Male Female All
Average

Investment
(unit：KRW)

20s  9  6 15(9.2%)  2.43M10)

30s 63 12 75(45.7%) 2.94M

40s 31 17 48(29.3%) 3.71M

50s 16  6 22(13.4%) 2.91M

Over 60s  1  3  4(2.4%) 1.95M

All
120

(73.2%)
44

(26.8%)
164

(100%)
3.09M

화 면담을 통해 악한 투자자의 공통된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투자자 세제혜택 확 , 간 회

수시장 구축, 투자자보호 강화, 정보 비 칭 해소, 

랫폼 수수료 인하,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투

자자 1인당 요구사항의 갯수는 평균 2.8개 이었다.

75%(123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세제혜택 확

를 요구하 고, 재 운 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의 세제혜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구체 으로는 신생․벤처기업 투자에 

한 소득공제 혜택 확 , 크라우드펀딩 투자 수

익에 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 크라우드펀딩 투

자자에 한 과감한 정책  지원, 고 험 투자를 

인정하고 일부 원 에 한 보존형식으로 격

인 세제혜택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간 회수시장 구축에 66%(108명)의 

투자자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크라우드펀딩

을 통하여 신생․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도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지속 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크라우드

10) M은 백만(mill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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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용의 간회수 시장구축에 한 의견과 기

존 회수시장인 코넥스, 리보드11)와 연계된 회수 

방법이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기존 

출형식의 채권매매와 유사한 회원들 간의 지분

투자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은 투자자보호 확 에 한 

의견이며 56%(92명)의 투자자가 의견을 제시하

는데, 부실 발행인에 의한 투자손실에 한 투자

자 보호 강화, 발행인의 도덕  해이 방지  성실 

책임에 한 강화, 랫폼 사업자 도산 시 투자자

의 투자 에 한 보호, 크라우드펀딩에 한 투

자자 교육 확  등을 피력하 다. 재 국회의 법

제화 과정에서 가장 요시되는 투자자 보호가 실

제로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세제혜

택과 간회수시장 구축보다 우선순 가 낮게 나

온 결과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정보의 비 칭 해소가 필요

하다고 67명(41%)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기별 

경 황 공시 시스템 구축, 참여자(투자자, 발행

인, 개자)가 주기 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

티 시스템 구축, 특정사안에 해 랫폼에 공시 

의무화, 발행인에 한 심사보고서  CEO에 

한 신용정보 제공, 주기 인 신규 로젝트 설명

회 개최 등을 요구하 다. 

크라우드펀딩 랫폼 이용 수수료 인하에 한 

의견은 42명(26%)이 제기했는데, 투자자 수수료 인

하 는 면제, 로젝트 성사에 따라 발행인에게 

수수료 부과, 랫폼 이체 수수료 면제, 채권 매매 

수수료 인하 등 이다. 이는 온라인 소액투자 개

업자들이 정한 수수료 체계 수립을 하여 투자

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1명(13%)이 제시한 기타 의견으로는 투자상품

의 다양화, 문 애 리스트 양성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 랫폼들을 연계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연간 개인투자 한도 확  등이 있다.

11) 원래는 제 3시장으로 불리었으나, 2005년 7월 

리보드로 개칭.

3.2 발행인의 요구사항 분석

크라우드펀딩에서 발행인은 신생기업의 창업가

이며 자 의 수요자로서, 온라인 소액 개 사이트

를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 을 공 받는다. 발

행인의 요구사항 분석을 해 오퍼튠 사이트에서 

자 을 신청한 기업을 상으로 화 면담을 실시

하 다. 화 면담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총 10일

간 실시하 으며, 오퍼튠 사이트에서 2014년 1월 

～3월 사이에 자 신청을 요청한 총 45개를 상

으로 화 면담을 시도하 는데, 그  응답한 29

개(64%)의 기업을 상으로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조사에 참여한 29개의 발행인을 분석해 보면 8

개 발행인이 지분투자를 요청했으며 21개의 발행

인은 출형 즉 채무형 증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

직까지 크라우드펀딩을 단기자  조달원으로 인식

하고 있는 발행인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

신청한 발행인들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유통/ 서

비스업이 11개(37.9%)로 가장 많은 신청을 했으며, 

제조분야(31.1%), IT/모바일 분야(24.1%)순으로 

자 신청을 했으며, 기타 분야로 태양  발 소 

자 신청과 선교 활동을 한 자 신청을 요청한 

기업이 2개로 나타났다. 

<Table 4> Target Crowd-Funding Amount

Amount
(Unit：Billion KRW)

Number of Companies

Less than 0.1 10(34.4%)

0.1～0.2 5(17.2%)

0.2～0.3 6(20.7%)

0.3～0.4 3(10.4%)

0.4～0.5 1(3.5%)

More than 0.5 4(13.8%)

Total  29

<Table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발행인이 

자 을 요청한 액을 보면, 1억 원 이하 액을 

신청한 기업이 10개(34.4%)로 가장 많았는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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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요청하여 단기 자 조달을 목 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신청한 기업이다. 장기 인 자 조달 방식

인 지분투자 형태의 발행을 요청한 기업은 8개로 

부분 3억～5억 이상의 자 신청을 하고 있으며, 

자 확보, 주주확보, 마  목 , 고객확보 등 지

분투자를 통한 자 신청 발행인들은 다양한 목

을 가지고 크라우드펀딩에 자 을 신청하고 있다.

발행인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조속한 

법제화, 편리한 자 조달, 정책지원 확 , 기타 요

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발행인의 평균 요

구사항 갯수는 2.2개 이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발행인 69%(20명)가 응답한 조속한 법제화인데, 이

는 자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행인들이 법

제화 추진 자체에 심을 가진다기 보다는 법제화

를 통하여 자 조달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둘째로 많은 응답은 자 조달의 편리성인데, 62% 

(18명)의 발행인이 응답하 으며, 심사기  완화 

는 무심사, 신청 차의 간소화, 자 조달을 쉽

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

다.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한 기본 인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하지만, 가

능한 한 자 조달을 받는 차를 간소화하여 편리

하고 신속한 자 조달 신청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개 사이트는 

많은 차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발행인의 자 조

달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15명(51%)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

지원과 함께 추가 으로 가능한 정책자 을 연계

하여 발행인에게 지속 으로 자 을 지원할 수 있

는 제도를 구축하여 발행인의 자  조달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10명(34%)이 투자자 

요구사항에도 나왔던 랫폼  컨설  수수료 인

하, 발행인 교육, 로젝트 진행시 기업정보 유출

이나 아이디어 노출에 한 책, 지원 자 에 

한 재무컨설 , 투자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잠재  고객확보를 한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등

이 제시되었다.

3.3 온라인소액증권 개자의 요구사항 분석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 하면서 투자자와 발행인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  수요자인 발행인이

나 공 자인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자

을 필요로 하는 각종 로젝트를 다양한 온라인 매

체( 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커뮤니티 등)

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의 요구사항을 

악하기 해 (주)한국 융 랫폼의 기업지분 투

자담당자와 창조경제 추진단의 벤처․창업지원  

문 원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국회에서 논의 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를 한 규

제라는 기본 인 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

에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

았으며, 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법률 수정안

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3.4 요구사항 종합

민간 요구사항은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 등 

투자활성화를 요구하는 많은 단체의 요구사항이

며, 가장 요한 부분은 개별기업  연간 투자한

도 제한 내용이다. 재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시

행령에서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낮출 것으로 

상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기업에 한 투자 액

을 제한하여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투

자자를 보호하기 한 방법이지만 투자활성화에는 

많은 해 요소로 악되고 있으며, 투자자의 연

간 투자한도를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은 민간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간 투자한도를 폐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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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quests from Crowd-funding Platform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rowd-funding Platforms

Standpoint
∘ Investment intermediary under Capital 

Market Act 
∘Protecting investors

∘ Investment platform for leading 
startups/ventures 

∘Open system for expediting investment on 
startups

Limit on each 
project 

∘Less than 5M KRW 
(Ordinance：maybe under 2M KRW)

∘Less than 5M KRW 

Yearly limit ∘Less than 10M KRW ∘No limit

Trading ∘Not allowed for 1 year ∘Allowed after 3 months

 Investment by 
Intermediary

∘Prohibited ∘Allowed within limit

Advisory by 
Intermediary

∘Prohibited ∘Allowed within limit

Advertisement/
investment 

recommendation

∘Strict ban on advertisement or purchase 
recommendation

∘Loose control on advertisement or 
purchase recommendation

다른 쟁 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투자자 환매 

제한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과 개

업자 증권취득 지, 개업자 자문활동 지, 

고/청약 권유 제한 등의 개정안 내용에 하여 다

양한 수정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

행령에서는 앙기록 리기  련사항, 탁결

제원 련사항, 개인실명 인증 련사항 등 각종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한 보완사항이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재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들

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하여 추가 으로 정

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회수시장의 조성을 하여 코넥스를 

활용하여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된 기업이 향후 

코넥스에 등록할 경우 외형 등록기 을 완화하여 

용하는 방법과 리보드를 활용하여 리보드 등

록 심사에 가산 을 부여하거나, 리보드 진입에 

한 혜택을 제공해  것과 소기업청 모태펀드

에 크라우드펀딩 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과 성장

사다리 펀드의 스타트업 펀드 내에 크라우드펀딩 

용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정책자  지원에 련해서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하  펀드로 명시된 “크라우드 매칭펀드”

를 구체화하여 정부에 의한 선도  투자 역할을 요

구하고 있으며, 기존 소기업청의 모태펀드를 활

용한 “엔젤 매칭펀드”의 상을 문엔젤투자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확  운 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투자자에 한 세제혜택에 해서는 크라

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에 해서도, 엔젤 투자자

와 같은 수 의 종합소득공제  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 법제화 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출, 후원, 기부형에 한 법  지  마

련과 다양한 정책지원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과 법제화에 따른 인 라 구축을 한 정

부지원 요청에 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 까지 크라우드펀딩의 참여 주체인 투자자, 

발행인, 온라인 소액투자 개업자의 요구사항을 알

아보았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향

후 방향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는 

참여주체 모두에게 가장 요한 요구사항으로 생

각되고 있지만, 재 진행되고 있는 법제화 과정

에서 기본 을 투자자 보호에 두다보니 투자 

활성화와는 상충되는 많은 법안 내용이 있으며, 

참여 주체들은 투자활성화를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법제화를 통하여 기본 인 투자자 보호 방

안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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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하여 추진되어야 하

는 순차 인 진행 방향은, ① 먼  크라우드펀딩

의 법제화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  투자환경에 

필요한 기본 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② 과감

한 세제혜택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고, ③ 투자자와 발행인에 

한 정보 비 칭에 해서는 로젝트 ․후 과

정에서 집단지성과 참여 주체간의 커뮤니티를 통

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정보 비 칭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④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지속 인 정책과 자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신생․벤처기업의 

성장을 진시킬 수 있고, ⑤ 이 게 성장된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다양한 회수시장

을 통하여 투자한 자 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빠른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다면 ⑥ 투

자자는 회수된 자 을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4.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외 국가에서 진행 인 크라우

드펀딩의 법제화 내용을 조사하 으며, 한국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자인 발행

인, 투자자, 온라인소액투자 개업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세부안 마련을 한 기본 인 

자료를 제공하 다. 신생․벤처기업의 자 조달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필요성의 양 측면을 균형있

게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체 으로 

투자자 보호에 을 두다보니 투자활성화에 

한 추가 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진행될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과정에서 

추가 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으며, 크라우드펀딩의 문제 인 정보 비

칭 해소를 한 방안과 투자자의 투자  회수를 

한 간 회수시장의 필요성과 간 회수시장 활

성화 책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신생․벤처기업

의 자 조달 방식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성

공 으로 안착하기를 기 해본다. 

본 연구의 한계는 법제화 상인 투자형 크라우

드펀딩에 하여 집 으로 논의하여 다른 유형

의 크라우드펀딩에 해 다루지 못한 이다. 향

후 연구로는 아직 발 단계인 크라우드펀딩의 법

제화 이후에 나타날 다양한 상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신생․벤처기업의 자 조달

에 한 부분에 을 맞추다 보니 펀딩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인 기업가의 도덕  해이 문제, 정

보 비 칭 문제, 투자  회수를 한 다양한 논의

가 미흡하여 후속 연구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 아울러, 기부, 후원, 출형의 크라우드펀딩

에 한 법제화에 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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