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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 금융, 수송, 에너지, 의료, 방송통신 등의 영역
에 IT 기반 신기술이 결합하여 신산업 분야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신산업이
나타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입지만 그로 인한 위험성도 존재하며, 이 혜택과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기 어
려워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규제가 혁신친화적일 수 있는가 하는 연구 질문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규제가 조건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 혁신을 촉진하는 지는 알려졌으나, 어떻게 그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혁신 시스템 이론에서는 공진화
(coevolution) 개념에 주목하여 규제와 신산업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
으며 공진화해 나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공진화의 개념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그 중에서도 P2P 대출과 지분형 크
라우드 펀딩 사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 중국, 한국 규제의 공진화 정도
를 국제 비교 하였다. 공진화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핀테크 규제 과정
에서 공진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신산업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 분석하였다. 규제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서로
얼마나 주고 받는 지, 규제와 신기술 환경이 서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변화해

iii

나가는 지, 신기술 혁신에 따라 규제도 얼마나 빨리 신기술에 적합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가를 확인하였다.
관련 보고서 및 논문들과 각 국 금융 규제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내 공개된
공식 문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P2P 대출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분야의 성
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은 규제 대응이 잦고 법제화도 빠른 편이나 공개 정보
를 통한 상호작용은 적었다. 변화하는 신기술 시장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에 부작용이 많
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보다 성장률은 낮지만 대안금융으로서 기
업에 혁신적 금융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적인 영국은 세 국가 중에서 가장 많
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교환하며, 규제 대응이 잦고 법제화도 빠른 편이었다.
세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낮은 한국은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작용과 규
제 대응이 적고, 법제화도 느린 편이었다.
영국, 중국, 한국의 핀테크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산업 환경과 같이
산업과 규제가 모두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규제가 산업과 공진화 해나가는 개
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규제가 목표로 하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공한 규제 사례는 해당 신산업과 공진화했기
때문이므로 이를 다른 국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해당 국가, 산
업 환경과 공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어 : 신산업, 핀테크, P2P 대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 혁신, 공진화
학 번 : 2015-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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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규제의 목표는 공익의 추구이다 (Blind, 2012). 이 공익에는 경제성장도 있
지만, 환경보호, 건강, 안전, 소비자보호와 같은 다른 목표들도 존재한다.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금융, 수송, 에너지, 의료, 방송통신 등의 영역에
IT 기반 신기술이 결합하여 신산업 분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신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면에 예측하지 못한 안전, 건강,
환경 문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것은 혁신이지만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 (Zilgalvis, 2014).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전반적
인 공익과 혁신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응하여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규제가 혁신 투자 동기를 부여하
고 혁신에 대한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며 (Blind, 2012;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Blind, 2012; Stewart, 2010) 상
품, 서비스의 가치가 향상되도록 할 때 (Munos, 2009)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
존 시장에 대한 보호를 통해 경쟁을 약화시키고(Alesina, Ardagna and
Nicoletti, 2005) 기업에 규제 준수 등을 위한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며
(Barbosa and Faria, 2011) 인허가 및 심사 절차 등으로 인해 혁신개발 인센
티브를 낮출 때는 혁신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Vernon, 2009).
위 연구들을 통해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은 밝혀졌으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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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친화적인 규제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에 대해 혁신 시스템 이론에서는 공진화(coevolution) 개념에 주목하여 규제
와 신산업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공진화해 나감을 밝혔다.
Faulkner(2009)는 규제가 신기술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의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하며 신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신산업 환경
이 반응하여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사례 분석하였고, Paraskevopoulou(2012)
도 또한 신산업의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과정에 참여하여 규제를 형성
하고 이에 따라 신산업이 반응하여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합성세제 분야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 동안의 공진화 연구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한다. 공진화의 개념을 명확
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와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하는 데 그쳤
다는 것이다 (Malerba, 2006; Port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진화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영국, 중국, 한국에서 규제와 신산업의 공진화를 살
펴보고 공진화 관점을 규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신산업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들의 한계점과 혁신 시스템 이론 관점
에서의 규제와 환경 간 공진화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며, 4장에서 사례분석을 제시한 후, 5장에서 가설검증을 통한 사
례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6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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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2.1.1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규제는 정부가 독점, 정보 불균형,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공급 부족과 같
은 시장 실패 현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Hix,
2005; Francis, 1993) 시장행위와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도들을 말한다 (Francis, 1993).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볼 때
특히 신기술에 있어 규제는 본래 혁신을 저해하거나 기술개발을 지연시키려는
직접적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 효율성,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Liu, Kauffman, and Ma, 2015). 중국의 경우 중국인민은행
은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퀵스캔 QR 코드의 신뢰성 문제
로 인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가상 신용카드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표하
기도 했다 (Zhao and Xie, 2014). 또한 Ollinger and Fernandezcomejo(1999)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위험성을 낮추는 공공의 목표는 달성
하였으나 시장 혁신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들은 위험 물질을 규제함으로써 기업들이 독성을 낮추었지만 신제품
개발은 저하되었으며, 독성이 낮아지는 사회적 혁신이 신제품 개발이라는 시
장 혁신이 저하된 것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였다.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신제품 개발 대신 독성 규제 준수에 연구 개발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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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혁신을 감소시켰다.
전통 경제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비용최소화의 최적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준수 비용이라는 부담을 주게 되어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Ambec, Cohen, Elgie and Lanoie, 2013).
제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면 규제 준수 과정에서 창업비용을 증가시켜서 기
업의 진입을 방해하게 되므로 혁신이 감소하기도 한다 (Barbosa and Faria,
2011). 신제품 및 서비스 심사, 허가 등의 규제로 인해 혁신개발 인센티브가
저해된다는 연구로서, Vernon, Golec, Lutter, and Nardinelli(2009)는 제약산
업에 대해 분석하여 FDA의 신약 승인 심사 기간이 10% 단축되면, 제약 기
업들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이 1~2%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반대로 승인 심사
와

같은

규제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Prieger(2002)는 통신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
가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때 60~99% 정도 더 많은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규제가 서비스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등의 영향
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 비율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규제가 경쟁을 약화시켜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Alesina, Ardagna
and Nicoletti(2005)는 규제가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면 시장 내
경쟁의 강도가 낮아지므로 기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적어
져서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실제
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를 받는 유럽기업들이 미국기업들보다 R&D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Baily, Gordon, and Bresnahan(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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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럽의 항공산업에서 규제로 인해 더 혁신적일 수 있는 기업의 진입이 저
해됨으로써 시장 내 기업들은 보호된 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조직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생산성이 낮아지며 혁신이 저해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 외에도 Golec, Hegde, and Vernon(2010)의 미국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
에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표된 것 만으로도 상품의 수익성 악화에 대
한 우려를 유발하여 투자를 감소시켜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axwell(1998)은 규제가 최소품질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
이 혁신을 하면 이에 따라 규제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기업들이
혁신을 하게 될 인센티브가 낮아지므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임을 이론적
으로 증명하였다. 규제 행위로 인해 시장의 조건이 변화되면 특정 기술혁신
수용을 꺼리게 만들 수 있으며 (Liu, Kauffman, and Ma, 2015), 제품 테스트
등의 기준 때문에 기업이 현 규제 상황에 맞춰 제품 개발 연구를 하게 함으로
써 기업의 선택의 범위를 줄이게 되므로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Blöndal, and Pilat, 1997).

2.1.2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대표적인 주장은 Porter and van der
Linde(1995)의 환경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이들은 규제가 기업들의 기술혁신
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함으로써 규제 준수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상을 기술혁신보상(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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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이라 하며 규제 대상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하게 된 덕분에 환경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Blind(2012)는 Porter and van der Linde(1995)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환
경규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규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면
서도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의 경우 혁신 투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독점 규제의 경우 시장에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인수합병 규제의 경우 인수 기업에게는 혁신적 기업의
인수 기회를 부여하고, 피인수 기업은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한다고 보았는데 이와 함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
함을 밝혔다. 제도적 규제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기업의 일시적 독점
권을 보장하여 혁신 유인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Stewart(2010)는 규제를 유연성, 정보성, 강제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
하여, 규제가 유연하여 기업들이 규제 준수 방법을 결정하게 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을 찾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혁신에 도움이 되며, 규제가 승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
면 소비자에게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주어 제품 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자에게는 제품 가치를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
다. 강제성이 있으면서도 규제 수준이 높은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낮춰주어
기업들이 규제를 위한 파괴적 혁신을 이루게 하며, 규제목표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켜 나가면 점진적인 혁신을 이루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Munos(2009)도 제약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강력한 규제에 대해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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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약 기업들의 경우에는 규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적
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 기업들은 시장에
서 독보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즉 규제가 혁신을 촉진했다고 주장하였다.
Warren(2008)은 금융시장에서 규제가 특정 기술 기준을 선택하고 특정
기술혁신 로드맵을 제시할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낮아져서 기술발전이 가속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에서는 유럽 위원회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통한 모든 전자 지급결제가 유럽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서
비스 하도록 규제하여 한 국가 내에서 서비스되는 것만큼이나 효율적인 서비
스로 만든 덕분에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시장이 만들어져서 서비
스 혁신이 촉진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2012).

2.1.3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
Jaff and Palmer(1997)는 강력한 환경규제가 연구개발투자비는 늘렸지만
특허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규제가 실제로 혁신
을 촉진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보면, 규제가 혁신 목표를
부여하여 규제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혁신을 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
으나, 그 혁신이 기업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
지 않는다 (Katz, 2007).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생산
되었으나 그 혁신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규제가 혁신을 촉진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규제는 기업의 혁신활동 비용을 규제준수에 투입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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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저해하는데, 규제가 요구하는 내용과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연구개
발 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된다면 이 때에는 규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한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약화
시키는 규제라 하더라도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면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기업이 연구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향상되어 규제가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요구가 변화하는 데 규제는 여
전히 과거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가 기술환경에 부적
절해지고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erard and
Lave(2005)는 강력한 규제가 1966년, 1970년, 1975년에 발표된 이후로 혁
신이 감소했고 1977년까지 기준이 미달하였으나 1981년에 관련 기술이 개발
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 따라서 규제와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시간의 변화에 따
라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가 특정 분야에 연
구개발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
게 되면 같은 규제는 기존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켜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 반대로 Pilkington and Dyerson(2006)은 규제의 목표가 변화
하면서 혁신이 저해되었다고 보았으나, 규제의 목표가 시장에서의 요구에 맞
춰 변화한다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Porter and van der Linde(1995)는 환경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
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환경 규제가 잘 디자인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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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제 목표를 부여하되 달성 방법은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맡기며, 특정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지
속적인 기술개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mbec, Cohen, Elgie
and Lanoie, 2013). 규제를 잘 디자인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가 고려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규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
하는가 이며, 두 번째는 규제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가
이다. 규제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을 촉진
하거나 저해했으며,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규제라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
에 따라 규제가 변화한다면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 규제
라 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은 규제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논의할 뿐, 기술적 진
보와 혁신이 현 규제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하게 하는 부분에는 그다지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Kemp & Becher, 2000).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규제
가 혁신에 일방적이고 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규제와 혁신 간 상
호 관계가 중요하며 상호 관계를 맺기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Paraskevopoulou, 2012).
최근에는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이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변화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진화적 관점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Flanagan and Laranja, 2011). 따라서 이러한 진화적
관점에서 그 중에서도 공진화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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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제와 신산업의 공진화
2.2.1 공진화(co-evolution)
공진화란 Ehrlich and Raven(1964)이 나비와 식물의 상호호혜적이며 진화
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들은 식물에서 나오
는 화학물질이 특정 나비 종을 오게 하거나 못 오게 하는 것을 확인하여, 특
정 식물과 나비는 서로에게 반응하는 특정 기관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는 것을 밝히고 공진화야말로 지구상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공진화는 두 종이나 그 이상의 사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적인 진
화를 말하며, 어떤 한 종의 유전적 변화에 대한 다른 종의 적응적 반응을 말
한다 (Porter, 2006). 특정 선택적 요소가 한 종의 진화를 일으키는데 그것
자체는 또 다른 종의 진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공진화에서 중요한 속
성은 특정한 한 종의 진화는 다른 특정한 종 때문이라는, 둘 간의 반응이 얼
마나 선택적인지를 나타내는 특이성, 두 개체가 모두 진화한다는 호혜성, 두
개체가 모두 진화하되 동시에 진화한다는 동시성이다 (Porter, 2006). 포괄적
인 정의로는 단지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
로 공진화를 정의할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동시성을 포
함할 때 가장 엄밀한 정의가 된다 (Kitchell, 1983).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한 종의 특질의 유전적 변화가 다른 종의 특질에 대한 반응이며, 그 다른 종
의 특질의 변화는 한 종의 변화에 대한 다른 종의 진화적 반응으로 인한 것이
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개체 모두가 상대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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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해서 모두 유전적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Janzen, 1980)
공진화를 비슷한 다른 개념과 비교해보면 그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진다
(Porter, 2006). 우선 상호작용은 한 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두 개체
가 모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적응은 개체의 유전적
특징은 고정된 채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방은 모방의 대상은 그
대로 있고 다른 개체가 모방하는 것이고, 공생은 두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관계는 상호호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생과 포식은 한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자양물 또는 먹이를 얻는 관계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특
이성, 호혜성, 동시성의 특징들로 인해 공진화는 다른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개념들과 구별된다.

2.2.2 혁신 정책 관점에서 본 공진화 연구
혁신 정책 관점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함께 국가 권력 행사의 중요 수
단 중 하나인 규제정책은 민간 경제적 주체들에게 외부적으로 부여된 제약사
항이라거나

민간

경제적

주체들이

규제에

사후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Palmberg, 2004)이 아니다. 앞서 2.1.1절과 2.1.2절에서 논의한 것과 달리
규제가 기술혁신에 제약을 부과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거나 저해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민간 주체들이 그 규제로부터 기술
혁신이 촉진되거나 저해되는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규제는 내생적
으로 생성되며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산업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만들
어진다 (Paraskevopoulou, 2012). 또한 규제와 혁신의 관계는 정적이지도

11

않고 일방향적이지도 않으며 규제는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 과정의 결과
는 다시 새로운 규제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는 반복적이고 공진
화하는 과정이다 (Faulkner, 2009). 한 때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이 놓여진 환경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변하기 때문에 정책도 계속해
서 수정되어야만 한다 (Lee & Baek, 2012). 따라서 규제(정책)과 환경의 관
계를 공진화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뤄졌다.
먼저 Paraskevopoulou(2011)는 합성세제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규제만이
산업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형성과정에는 적극적인
산업계 행위자들의 영향이 있었고, 이 행위자들이 규제과정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 등을 통해 혁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변
화와 규제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밝혔다.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주체들
은 규제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식을 얻기도 한다. 행위자들은 규제 형성과정에서 얻은
전문 지식을 통해 협상력이 강화되어 규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제도적 조건 속에서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Foxon(2011)은 저탄소 경제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경제 환경은
동태적으로 변화하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
한 행위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적응적 대응을 하며,
어떤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제도)와 생태
계, 기술, 기업전략, 사용환경의 다섯 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
로운 행동 패턴이 생겨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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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kner(2009)는 조직공학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형
성과정이 단지 기술을 따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법, 규제, 가이드, 기술표
준, 감독기준 등의 요소들과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조직공학기술은 단지 어느 한 제품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기증하는 과정과 기증된 조직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 동
물 유래 물질에 대한 정의, 규제 대상 제품을 약으로 볼 것인지 의료기기로
볼 것인가 하는 정의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필요로 하며,
규제와 관련된 기술 범위와 참여자 범위에 따라 기술혁신의 범위와 다양성이
확장되거나 또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공학 기술을 제약
관점에서 볼 것인지 의료기기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환자, 제조자, 연구자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혁신의 내
용과 정도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조직공학 기술을 둘러싼 환경이 규제에 영향
을 미쳐 규제가 형성되고 형성된 규제가 다시 조직공학 기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공진화를 위해서 공공 주체와 민간 주체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산업 혁신 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
만 환경이 복잡해지고 융합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수집, 파
악하고 국가 전체를 대변하여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
다 (Lee & Baek, 2012). Kuznetsov and Sabel(2011)은 정부는 기득권 세력
의 힘에 이끌리고, 민간 주체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며, 성공적인 정책수립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된 정책 방식인 하향식(top-down)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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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입은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 아님이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따
라서 정부는 이제 사전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적 수단과 경제활동을 결정하여
그대로 추진하는 정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민간주체가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
므로 혁신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어 두 주체 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규제와 기술혁신의 공진화에 대한 혁신 정책 관점에서의 연구는 규제와 기
술혁신 모두, 규제와 기술혁신이 서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 모두
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도 한계
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은 2.2.4절에서 제시하였다.

2.2.3 법학 분야에서 본 공진화 연구
법학 분야에서는 신기술 분야의 규제에 대해 ‘규율공백’ 현상을 주목한다
(김태오, 2014). 신기술로 인해 혜택과 부작용이 초래되지만 기술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 진단 및 평가를 한 후 장래를 예측하여 필
요한 규율을 정하는 입법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규제의 특성 상 기술의 발
전에 비해 규제의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으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했
더라도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므로 법익 간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여야 할 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
다 (김태오, 2014).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가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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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신기술 발전에 반응해야 한다는 동태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규
제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혁신의 속도에 맞추어
시기 적절해야 하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Kirchner, 2011).
Kaal(2016)은 규율공백 또는 규제지체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태적인
규제가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서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과 미래예측이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소유예약정
은 규제기관이 기소를 유예하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정보제공과 협조를 요구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은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이 정보를 토대로 규제 지체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미래예측 과
정을 통해 얻은 정보로 규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태오
(2014)는 실험조항이라는 입법기술을 제시했다. 실험조항은 신기술을 활용한
행위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관찰한 후 사후적으
로 완전한 규율을 완성하는 방식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규
율이 곤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법학 분야에서는 신기술 혁신과 규제가 공진화하기 위해 규제주체들이 규제
에 대해 동태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
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측면에서 신산업에 대한 정보를 시간과 범위에 있어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규제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규제지체라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까지 포함하여 공진화
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법, 규제에 집중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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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과 규제가 공진화를 할 때에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

2.2.4 규제-신산업 공진화 연구 평가
Malerba(2006)는 공진화 과정을 밝힌 연구들이 산업의 발전이 규제, 정책,
제도, 시장 조건 등 환경의 변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분석했지
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고 받
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남겨두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환경이라는 본래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개체를 도입함으로써 논의가 불명확해져서 두 개
체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밝힐 뿐 정확한 의미의 공진화를 드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Porter, 2006).
2.2.1절에서 밝힌 공진화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공진화를 다른 비슷
한 개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이성, 호혜성, 동시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세 가지 특징 중에서 호혜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나타나
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가 이뤄짐에 따라 기술혁신이 규제
의 영향을 받는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그 둘의 관계가 호혜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특정한 주체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얼마나 이루
어져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두 주체에 동시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지에 대
한 분석도 부족하다. 이처럼 Porter(2006)은 공진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보
통 상호작용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관련된 특정한 개체의 동시적 진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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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못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이성, 호혜성, 동시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것
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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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규제와 기술혁신은 공진화 해나가는 관계이며,
기술혁신이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가 다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쳐 규제
와 기술이 모두 진화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구체적인 두 주체 간의 특이성 있는 상호작용이 호혜적으로 동시에 일어
나는 공진화의 특성이 충족될 때 규제가 혁신친화적일 것이라는 연구 전체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세 가지 가설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공진화의 세 가지 속성

공진화
속성

특이성

호혜성

동시성

(Specificity)

(Reciprocity)

(Simultaneity)

종 간에 얼마나
선택적으로 반응
하는가

종들의 특성값이 모
두 증가하는가

두 개체가 동시에
유전적 고정을 통
해 진화하는가

규제와 신산업이
서로의 변화에 계속
규제와
신산업 간
공진화

규제와 신산업이

반응하여

신산업의 발현에

특성을 반영한 정

신산업은 성장하고

따라 동시에 신산

보를 주고 받아

규제는 혁신촉진과

업에 맞는 규제도

반응하는가

소비자보호의
규제목표를 모두
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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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가

규제는 사회전체의 복지 극대화를 목표로 시장활동과 민간 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기관이 실행하는 규칙들이다 (Blind, 2012).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규제에
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혁신이지만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게 되므로 혁신친화적인 규제는 신기술의 위험
성을 관리하면서도 신기술 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균형을 갖춘 규제로 정의
한다 (Zilgalvis, 2014).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공정, 시장, 재료 및 조직 등 생
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련
의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혁신은 새로운 재화, 생산방식, 시장, 공급원, 조직
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Schumpeter, 1934). 따라서 재화, 생산방
식, 시장, 공급원, 조직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새롭게 한 산업이 나타나고,
또다시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변화를 통해 신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기술
혁신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가 신산업 환경과 공진화할수록 혁신친화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혁신친화적이라는 것은 규제가 신기술 발전에 부담을 주지 않
아 신산업이 나타나고 성장하도록 하면서도 신기술의 위험성을 관리하여 시장
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개념도
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다음 3개의 절에서는 연구가설 개념도에 나타나는
3가지 가설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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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가설 개념도

3.1.1 규제와 신산업 간 정보교환
불확실한 신산업 환경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
제가 필요하다 (Davies, 2008). 또한, 앞서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가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때에는 기업의 규제준수행위와 이윤추구 행위가 일치되므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Beise, 2005). 규제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제품과 서비스는 이
러한 규제를 준수할 때 그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소비자의 제품 수용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혁신
에 기여하게 된다 (Stewart, 2010).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규제 형성과정에서는 규제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
을 뿐만 아니라 민간 주체들이 관련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향상시키며 그 분야에서 향상된 지식을 갖춘 이점과 적극적으로 규제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환경을 갖춘 이점 덕분에 혁신 노력
을 기울일 동기를 갖게 되어 기술혁신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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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kevopoulou, 2011).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유환
(2011)은 규제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가 공개될 때에야 규제 과정의 투명성
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개되지 않으면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으로 진
행된다고 하였다. 자료가 공개될 때에야 공공협의가 가능해지며 다른 전문가
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규제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 과정에서 더 적절하고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보가 반영될 수
있고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이 이루어지고 국
민의 공론이 형성되며, 나중에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한 규제 수용 태
세를 갖추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Farina(2010)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규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규제과정을 모두 공개하면 효율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서 규제에 대한 이해도,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자간에 의사소통이 증대되어 규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며 더 효율적이고 수용
적이고 강력해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의 질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신산업 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
보를 공개하고 교환하고 있는 지에 따라서 규제가 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할 수 있다. 규제 형성 과정에서 규제 이해관계자들간에 얼마나 적절한 정
보를 공개적으로 교환하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에 따라 규제가 혁신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세워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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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규제가 신산업과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많이 주고 받을수록 혁신친
화적일 것이다

3.1.2 규제와 신산업 간 변화대응
동시성이 없는 공진화는 진화와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된 두 개체
가 동시에 변화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이 변화할 때
규제도 변화하며, 규제가 변화할 때 기술이 변화하는 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규제와 혁신 간의 연구들에서는 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즉 신산업의 변화로
인해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진화적 관점에서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최적화, 자원의
최적 분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균형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변화가 중요하지만 (Rodrik, 2004)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지속되리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관성을 가질 때 권위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규제자들은 규제를 잘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Bach & Newman, 2007).
또한 변영학(2011)은 규제가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장
행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때 금융규제 당국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
여할 수 있다고 하여 일관성이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가들은
소비자, 경쟁자, 공급자들과 함께 기술을 인지 및 수용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창출 및 축적해 가며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명확성을 높여가고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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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사이에서 이들의 요구를 조율해 나간다 (Haase, Bielicki, & Kuzma,
2013). 많은 불확실성 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변화하는 신기술 초기
발전 환경 상의 특성으로 인해 규제의 일관성 보다는 유연성에 대한 강한 요
구가 존재한다. 규제가 유연하게 변화할 때 새로운 기술 부작용뿐만 아니라
기술 기회에도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 모두에 대응이
가능하여 혁신을 촉진한다 (Hasse et al, 2013).
Scherer(2016)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규제자라 하더라도, 신기술
의 미래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규제안을 마련했
다 하더라도 규제 프로세스로 인해 혁신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말한
다. 이렇게 규제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
가능하나 규제자는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지된 위험에 대해 계속
알리고 사후적인 대응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cherer, 2016)
과거 신기술로 인한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
문에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면, 이제는 규제가 혁신을 준수해야 한다
(Moses 2013). 따라서 규제에 부여된 역할은 혁신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Kaal, 2016). 규제자들은 추정적으로 최적인 규칙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는 규제 형성 특성 상 급격한 기술발전과 격차가
생기는데 신산업 초기 단계에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므로 더 큰 격차가 존
재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혁신을 촉진하려면 규제도 혁신을 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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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가 신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변할 때,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다.

가설2: 신산업 규제가 자주 변화할수록 혁신친화적일 것이다

3.1.3 신산업 규제의 법제화
공진화는 두 개체의 행위가 변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변화가
영구적이고 자동적으로 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개체가 새로
운 조직구조를 갖게 되거나 새로운 역량을 갖게 되는 등 행위 변화 이상의 메
커니즘 출현이 필요하다 (Porter, 2006).
신산업은 그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 한다.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진
입규제, 제품규제, 정보공시 규제 등은 신산업의 창업비용을 증가시키며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저해하고 (Barbosa & Faria, 2011), 기존 규제에
는 신산업의 위험요소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andel(2009)은 과거
GMO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규제가 그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에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많은 GMO 관련 기술개
발 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신산업 초기에 혁신을 유지
또는 촉진하기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규제는 위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초기 시장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
혁신의 초기 단계에서 규제가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신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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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Kaal, 2016).
김태오(2014)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기술 규제
가 실행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알려
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후 장래를
예측하여 입법을 하게 되는데 (김태오, 2014), 신기술 혁신은 사회 전반에서
매우 빠르게 분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기술 규제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
히 갖추기 어려우므로 규제 과정이 진행되기 어렵다 (Sarewitz,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는 것은 규제와 신기술 간 문제가
생겨나고 널리 인식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라는 문제 해결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칙이 발효됨으로써
법적인 혁신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Eckardt, 2004). Faulkner(2009)도
새로운 기술이 불명확한 변수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가
신기술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위를 정하게 되는 과정은 규제 혁신이라고 주장
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신산업을 반영한 규제가 빨리 만들어질
경우, 소비자의 신기술 수용을 촉진하고 신산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줄 뿐만 아
니라 신산업 혁신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것은 법적인
혁신이어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커니즘이 출현하여
기존 규제가 신산업에 대응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설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5

가설3: 신산업 규제가 빨리 법제화될수록 혁신친화적일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경영학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하버
드 사례연구와 같은 사례서술(case description)과 달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 방법이다 (Kim & Bhattacherjee, 2014).
Yin(2002)은 연구 방법을 선택할 때 연구문제의 유형, 연구대상에 대한 통제
정도, 연구초점의 시간적 범위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례
연구는 연구주제가 왜, 어떻게 인 경우, 연구대상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은
경우, 현실상황에서 현재의 현상에 초점이 있으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때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Benbasat, Goldstein, and Mead(1987)에 따르면 과학적인 사례연구를 위
해 다음 다섯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1) 특정한 연구 질문이 존재해야 하며
사례연구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사례의 범위를 연구질문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3) 사례를 수집할 때에 편향되지 않은 집단으로
부터 선택해야 한다 4)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수
집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5) 사례연구는 종단연구로서의 강점이 있
으므로, 현재 과정 및 현상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내용을 제시
해야 한다.
또한 Eisenhardt (1989)는 아래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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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례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사례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이고, 3단계는 기존 문헌에 대한
재탐색을 통해 사례분석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표 2] 사례연구의 단계적 방법
단계

내용
연구착수

활동
연구문제 정의
사전적 구성개념 설정
기존 이론에 대한 반론 제기 시 특정 집단 선

1단계

사례선택

기존 이론 설명 시 랜덤 샘플링
분석 프로토콜
설계
사례조사 착수

2단계

택

사례 분석

양적, 질적 방법 활용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확보
다양한 연구자 참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반복
유연한 데이터 수집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
구성개념에 대해 반복적 도표화

가설 설정

사례마다 동일 로직의 반복 적용
현상의 원인에 대한 탐색

3단계

문헌 (재)탐색
마무리

대립적인 문헌과의 비교
관련된 문헌과의 비교
이론 보완

위에서 논의한 사례분석 적합성, 주의할 점, 단계적 방법에 따라 아래 본
연구의 사례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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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본 연구에 있어 사례연구가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정확하고 타당한 방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혁신친화적인 신산업
규제 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연구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규제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왜 국가별로 그 혁신 결과물이
다른 것이며, 결과가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찾
아가는 과정이다. 양적인 실증방법은 법칙으로부터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설명
하며,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집중하는 데 비해, 사례연구는
실재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며,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실제 현상이 왜 그런가, 발생기제의 작동이 사례별로 달
라지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이해함으로써 사건의 발생을 해석하는 것 (이영철,
2006) 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 사례분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신산업 분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서 양
적인 데이터에 의한 통계적 분석에 비해 사례 연구 기법의 분석이 신산업 분
야의 현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전적 구성개념을 설정하여야 한다. 구성개념이란 주어진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거나 창조된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 (So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혁신과 규제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 ‘공진화
(co-evolution)’라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이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문헌탐색을 반복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 사례의 범위는 연구질문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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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편향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단
일사례 또는 다중사례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다.
Yin(2002)에 따르면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론에 매우 독특하고
비판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사례 분석을 하지만, 이론을 검증
하는 연구에서 현상에 대해 풍부한 해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중사례 분석을
한다. 다중사례 분석의 각각의 사례는 하나의 실험연구와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을 선택하였
으며, 다중사례 분석을 위해 비교 국가로는 영국, 중국, 한국을 선택하였다.
비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핀테크 산업 분야로 P2P와 크라우
드 펀딩의 2가지 분야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범위를 선택한 데 대해
서는 3.2.2 연구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네 번째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과정을 상세히 서
술해야 하며 이는 3.2.3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Eisenhardt(1989)가 제시한 내용
을 고려하였다. 즉,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함께 사용하며, 보고서와 논
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외에 금융규제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자료
를 함께 사용하고, 사례 내 분석 및 사례 간 분석을 모두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보고서 및 논문을 수집, 분석함에 있어 진화적 관점을 포함한 논문과 진
화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와 법학 분야 자료 및 기술혁신 분야 자료를
모두 수집, 분석하였다.
여섯 번째로 사례연구의 강점인 종단적인 연구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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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책이 신산업의 출현 및 발전 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규제와 환경 간 공진화 현상에 대해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

3.2.2 연구 범위
3.2.2.1 핀테크 산업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고려할 때,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촉진하는 금융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금융 기관이 혁신 환경을 확장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Mazzucato, 2013). 금융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현에 필수적이며 신규 기업은 여러 단계의 성장
에 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
게 이루어져 혁신적 노력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어들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스
타트업들이 어려움(financial gap)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가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Zilgalvis, 2014). 핀테크는 그 자체가 금융분야의 혁신이면서 혁신적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여 자금 원천이 다양
해지는 것은 혁신적 기업들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높인다.
핀테크 산업에는 아래 [표 3]과 같은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으나 (이윤숙,
신미경, 2016),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금융으로서의 핀테크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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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핀테크 사업영역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영역

금융

주요 사업내용

지급결제

모바일 송금, 지급결제서비스

자산관리

온라인 펀드•보험, 인터넷 전문은행

투자

P2P,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투자플랫폼

데이터분석

금융 빅데이터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보안

인터넷, 모바일 등의 금융정보보안

정보통신기술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인터넷플랫폼을 매개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
어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등 자금수요에 대한 정보를 평가•생산•공유
함으로써 자금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 메커니즘이다 (한국금융연구원,
2015). 스타트업 기업들은 충분한 재무적 신용정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에 비재무적 정보인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 아이디어의 기술성 및 상품성 등 투자계획에 대한 평
가를 바탕으로 플랫폼 중개기관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스타트
업을 연결하여 기술금융 플랫폼을 형성하기도 하며, 자금수요자에 대한 다양
한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중하위 신용등급의 고객에게 개인대
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통해 투자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목표자금 확보를 위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불특
정 다수에게 소액의 자금을 투자 받는 것이다(고용기, 김종욱, 2013). 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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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펀딩 유형은 대출투자형, 기부형, 후원형, 지분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대출투자형은 P2P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
딩은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
권 등의 거래를 통해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자
금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게 기부하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며 후원형은 문화, 예술, 공연 등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중
에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초점을 맞추고 대출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P2P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2.2.3 비교국가: 영국, 중국, 한국
핀테크 규제에 대한 국제 비교는 영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Skan, Dickerson, & Gagliardi, 2016)는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세계 핀테크 투자 총 규
모와 벤처기업 수 면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82%이고 벤처기업수도 374개로
가장 많아 1위이지만(Skan, Dickerson, & Masood, 2015) 영국은 최근 5년
간 투자 증가율(51%) 면에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앞서고 있으며 전세계
평균인 26%의 약 2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영국
핀테크 기업에 최초 투자단계 투자비중은 47%로 전세계 평균인 36%와 미국
의 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
는 국가임을 보여준다 (Sk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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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중국은 금융산업 분야에서 낙후되었다고 여겨졌고, 2012년에야 본격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시작되었으나 2013~2014년 P2P 대출 투자비중이 38%로 미
국 23%를 넘어섰으며 (김범석, 이광열, 김기범, & 박광빈, 2015), 2010.1월
부터 2015.6월까지 누적 투자규모가 35억 달러로 미국 316억과 영국 54억
다음으로 많고 거래규모 면에서는 2016년 핀테크 거래액이 4,4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면에서도 P2P 대출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에 대출 플랫폼이
260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윤숙 & 신미경, 2016).
따라서, 스타트업의 천국이자 오래 전부터 핀테크 산업이 시작되고 성장해
온 미국과 달리 최근 2~5년 사이에 급격한 발전을 이룬 영국과 중국을 한국
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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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자료 수집
Djankov,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2)는 85개 국가
의 진입규제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국가 기관들의 발
간물, 보고서, 정부기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공식문서에 기록된 정보로부
터 기업 설립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의 수와 소요 일수를 분석하여 사용하
였다. Faulkner(2009)도 또한 규제 과정 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 토론 결과
물, 법률(안) 등에 서술된 내용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Haase, Bielicki, & Kuzma(2013)은 신산업 규제 과정의 이벤트들을 흐름
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구글 스칼라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문헌들에 기술
된 정보를 사례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는 1차적으로 웹에서 접근 가능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KSI 한국학술정보의 kiss.kstudy.com에서 제목 또는 키워
드에 핀테크를 포함하는 법학, 행정학, 기술분야의 보고서와 논문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scholar.google.com과 google.com에서 “핀테크”, “P2P”,
“크라우드 펀딩”, “Fintech”, “crowdfunding”과 “regulation” 및 “regulatory”
를 키워드 조합하여 검색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Eisenhardt(1989)가 제시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반복’,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 을 통해 설정한 가설의 검증에 ‘사례마다 동일 로직
의 반복 적용’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차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국가 별 규제기관의 규제 발표 내용과 공개자료가
필요한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Djankov et al(2002)의 연구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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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각 정부기관의 공식문서에 나타난 정보에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UN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전자정부 보고서(UN, 2016)에 따르면 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0.9193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한국은 0.8915으로 매
우 높고, 중국은 0.6071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온라인서비
스 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지
수 중 각국 정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반적
인 능력을 측정하는 온라인서비스지수를 살펴보면 영국이 가장 높은 1.0, 한
국 0.9420, 중국 0.7681 순인데 세 국가 모두 세계평균 및 대륙 별 평균 중
가장 높은 유럽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국가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구분

영국

중국

한국

세계평균

유럽평균

전자정부 발전지수

0.9193

0.6071

0.8915

0.4922

0.7241

└온라인서비스지수

1.0

0.7681

0.9420

0.4623

0.6926

└정보통신인프라지수

0.8177

0.3673

0.8530

0.3711

0.6438

└인적자본지수

0.9402

0.6860

0.8795

0.6433

0.6892

전자정부 발전지수 중 온라인서비스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정부 정보를 투
명하게 공개하여 정책 형성과정에서 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따라
서 세 국가의 규제과정에서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정보 교환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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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형성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각국 정부의 금융규제기관 공식 홈페
이지에서 규제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pdf 등의 형식으로 완전한 전자문서 형태
로 공개된 정보와 홈페이지 내에서 규제정책 제정과 변화내용에 대해 공식 발
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홈페이지인
fca.org.uk의 News 메뉴에서 Press Releases 서브메뉴 내 자료를 사용하였
고, 중국의 경우 규제기관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홈페이지
cbrc.gov.cn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홈페이지 csrc.gov.cn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 fsc.go.kr의 알림마당 내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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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4.1 국가별 핀테크 산업 현황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서 규제가 혁신친화적인지를 보려면 신산업 성장과 소
비자 보호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신산업 성장은 신산업 시장 성
장률, 신산업 기업 수 증가율을 통해서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는 부실기업 수
증가율을 통해 확인하였다. 부실기업 수가 증가하면 부실기업의 사기, 부도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P2P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본래 대안금융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며 규제가 기업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지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에서 P2P 대출 시장규모(Zhang et al, 2016)를 보면, 영국과 중국
의 시장규모가 각각 128%, 317%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2015년에 들어서 증가폭이 커져서
1236%의 성장률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4]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Zhange et al, 2016) 영국과
중국의 시장규모는 각각 247%, 5677%로 성장하는 데 비해 한국의 시장규모
는 2013년에 비해 2014년과 2015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45%의
성장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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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시장규모(2013~2015년): P2P 대출

[그림 4] 국가별 시장규모(2013~2015년):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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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도 별 기업 설립 수를 살펴보았으며 기업 설립 수 전체 자료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그림 5]을 통해서 보면 P2P 대출에서 연 평균 성장
률은 중국 259%, 영국 125%, 한국 37%로 나타났고, [그림 6]을 통해서 보
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연 평균 성장률은 중국 197%, 영국 66%, 한국
25%로 두 사업분야 모두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영국, 한국 순서를 보여
준다.

[표 5] 연도 별 기업 설립 수 (누적): P2P 대출
항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영국

1

1

1

2

4

8

14

24

44

72

86

중국

0

0

1

4

7

10

50

200

800

1575

2595

6

76

275

896

2

2

4

12

-부실
한국

0

1

2

2

2

2

2

[표 6] 연도 별 기업 설립 수 (누적):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항목

11

12

13

14

15

영국

2

8

20

29

30

중국

2

4

7

57

141

한국

0

3

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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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별 설립 기업 수(2005~2015년, 연도 별 누적): P2P 대출

[그림 6] 국가별 설립 기업 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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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국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에 만족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장률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의 P2P 기업들은 30%만
규제에 만족하였고, 크라우드 펀딩 기업들은 33%만 만족하였다. 영국의 P2P
기업들은 90%가 규제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만족하였고, 크라우드 펀딩 기
업들은 89%가 만족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만족한다고 답
변한 비율이 0%이었다 (Zhang et al, 2016).

[그림 7] 각국 규제 만족도
다음으로 온라인 대안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대안 시장은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매출채권할인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 은행에 대한 대안
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에 기여
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Collins, Swart, & Zhang, 2013).
아래 [그림 8]을 통해 각 국 온라인 대안금융 시장의 크기와 성장을 볼 수
있다. 각국 대안금융 시장의 크기를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중국의 인구당 대
안금융 시장규모가 $74.54로 가장 크고, 영국이 $53.04이며, 한국은 $0.8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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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구당 대안금융 시장규모 (2015년)
그 중에서도 영국은 핀테크 산업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혁신적 금융으로
강조하는데 (Zilgalvis, 2014) 이는 다음 절에서 계속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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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영국
2014년 기준 영국의 대체금융 서비스 시장은 영국 전체 대출시장의 2.4%
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영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
2.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이며 2015년에는 다시 20,000여 개의 중소기
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 3.9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대출문턱을 높여 P2P
차입자가 증가했으며, 저금리가 장기화되어 투자자도 함께 급증하였다. 영국
에서 대안적 금융시장이 성장하게 되어 P2P는 2012년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
한 금융 투자액의 1%를 차지하던 것이 2014년에는 12%까지 그 비중이 늘
어났으며 2011년 0.3%에 불과했던 영국의 기업 초기 벤처 단계의 투자 시장
에서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비율은 2015년에 15.6%에 다다르고 있다
(Zhang et al, 2016)

14.00%

12.00%

스타트업 대출 비율

12.00%
10.00%
8.00%
6.00%
3.00%

4.00%
2.00%

1.00%

0.00%
비율
2012

2013

2014

[그림 9] 영국 스타트업 대출금액 중 비중: P2P

43

20.00%

스타트업 대출 비율

15.60%
15.00%
9.60%

10.00%

5.40%
5.00%
0.70%
0.00%
비율
2012

2013

2014

2015

[그림 10] 영국 스타트업 대출금액 중 비중: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4.1.2 중국
중국은 1980년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서 금융체제 개혁을 시작하였다 (유예리, 2010). 이후 2002년 WTO
가입을 전후하여 금융규제체제가 수립되었고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가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금융제도의 혁신, 금융서비스업의 전면 개방, 금융
상품 혁신 촉진 등이 진행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시장 경쟁을
장려하여왔으며, 핀테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5.7.18 10
개 부서 합동으로 발표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의 내
용을 보면 중국은 인터넷 금융플랫폼,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하고 시
장의 활력을 자극하고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기존 금융 기구들이 인터넷 기술
을 통해 인터넷 금융업무로 변화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수출입
은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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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지는 실제 핀테크 산업 혁신으로 이어져서 2015년 12월
KPMG가 발표한 글로벌 ‘FINTECH 100’중 상위 50위에 중국 핀테크 기업
7곳이 포함되는 등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범석
외, 2015).

[그림 11] 중국 P2P 대출 부실기업 수(2012~2015년, 연도 별 누적)
그러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과 같이
2015년 기준 P2P 대출 전체 기업의 35%가 부실기업이며 연평균 551%로
증가해오면서 소비자가 금융사기, 유동성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4.1.3 한국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은 1990년대 네티즌펀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반 등의 제작을 위해 소액을 투자 받는 형태로 태동하였으며, 핀테크
라는 신산업에서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하여
2013년 참여자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대부분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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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조유리,
정현준, & 정원준, 2014). P2P 대출의 경우 한국에서의 첫 P2P 기업은 영국
2005년에 이어 2006년에 설립되었고, 중국은 그 이후 2007년에 설립되었음
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한국 P2P 산업의 성장은 더
딘 편이다.

[표 7] 각 국 규제 혁신친화적 성과 비교
● 세 국가 중 높은 편, ◐ 보통, ○ 낮음

항목

영국

중국

한국

시장 성장률

◐

●

◐

기업 수 증가율

◐

●

○

대안금융 역할

●

기업의 규제 만족도

●

◐

○

소비자(투자자) 보호

●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시장성장, 기업만족도, 소비자보호 면에서
각국 핀테크 산업의 성과를 다음 [표 7]과 같이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영국
이 시장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의 규제 만족도가 높고 소비자(투자자)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혁신친
화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은 성장률은 높으나 기업의 규제 만족도
가 낮고 부실기업으로 인한 소비자(투자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영
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핀테크 산업 성장률을 보여준다.

4.2 국가별 핀테크 규제 현황
4.2.1 영국
영국의 P2P 대출은 소비자신용법에 의거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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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에 대출업체로 인가 받아 사업영위가 가능했다. 공정거래청에서는 인가
규정, 계약의 형식 및 내용, 등록, 신용광고, 디폴트, 계약만료 및 조기상환 절
차, 비합리적인 신용거래에 대해 규제하였다.
2013년 4월에 금융서비스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설립되면서 FCA는 소비자신용 관련 규제 권한
이 OFT에서 FCA로 이관될 것임을 밝혔다. OFT에서 신용거래 업체로서 인
가를 받았던 P2P 대출업체들은 계속해서 임시인가된 업체로서 P2P 대출 사
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FCA는 P2P 대출에 대해 기존 규제체제가 아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필
요성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FCA는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 CP 13/13)를 발간하였다. 이 자문
보고서는 총 106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규제안을 마련 시 고려한 내용들, P2P 대
출과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규제 사항, 대안적 금융 시장의 시장 실패에 대한
분석, 현 플랫폼에 대한 분석, 자문 보고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을 구하고 싶은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개의 질
문 리스트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지,
규제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지, 고려해야 할 다른 위험성은 없는 지, 건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사항
은 어떠한지,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맞
는지, 구체적인 보고서의 분석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코멘트 등에 대해 이
해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오
형태의 답변이 아니라 텍스트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문서가 발표된
시점부터 두 달 후인 2013.12.19까지 이메일 혹은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서
전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13.12.19까지 FCA는 총 98개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소비자단체, 개
별 소비자, 기업들, 무역단체들, 기업 지원기관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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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 FCA는 20개의 질문에 대해 받은 의견을 정리하여 각각의 질문
에 대해 받은 의견을 요약하고 FCA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답변하는 형
태의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총 9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서 37페이지는 최종 규제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는 정책 발표 형태의 문
서(Policy statement: PS 14/4)이다.
2014.4.1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규율(Crowdfunding instrument)이 제정되면서 기존 기업들은 FCA로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 받게 되었다.
영국은 2014.4.1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5.10월 기존 OFT에서 임시인가
받은 업체들에 대해 full authorization 신청을 접수 받아 임시인가 업체를
FCA의 감독대상 업체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5.11월에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규제를 수정하였다.
2016.2월에는 ISA와 관련하여 기존 OFT의 임시인가 업체들도 영업이 가
능함을 발표하였다.
2016.3.30에는 8개의 OFT 임시인가 업체를 FCA 감독대상 업체로 승인
완료하였다.
FCA는 2014.4.1 규제 시행으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규제가 의도
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6.7.8에 규제에 대한 의견 수
렴 절차(Call for input)를 시작하였다. 의견 요청 문서(Call for input)는 총
3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규제를 시행한 이
후로 달라진 점들을 언급하였다. 이 문서에는 22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질문의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차별이 있는 지, 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충분한 지 아니면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지, 지난 2년
간의 P2P 대출 시장에 대한 보고서의 분석 내용에 동의하는 지, 새롭게 나타
나고 있는 위험이 있는 지,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는 지, 규제안이 적절한 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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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개선될 수 있을 지,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 대출과 투자 시장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
뀌어야 할 규제 사항이 있는 지, 규제를 수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FCA는 2016.9.8까지 2개월 간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6.11에 P2P 대출
과 크라우드 펀딩 규제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은 크라우드 펀딩 법
이 없는 상태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업체의 영업이 가능했다. 영국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에서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없이 주식을 공개 모집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조항에서 10만 유로 이하의 공모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EU 투자설명서지침에 의해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전매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2개월간 공모금액 총액이 500만유로 이하)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 사이의 공모는 증권신고서 제
출 없이 진행이 가능했다 (정승화, 2015)
이후 영국에서는 2014.4월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 규율을 통해 지분형 크라
우드 펀딩과 P2P 대출을 함께 규제하고 있으며, P2P 대출과 마찬가지로 규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6.11에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4.2.2 중국
중국에서는 개인 간 P2P 대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대출자
와 출자자 간의 대출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충족되면 「민법
통칙(民法通则) 」 제54조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행위의 하나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 상태이다 (노은영, 2015). 중국에서는 정부가 예금금리와 대
출금리를 규제해 오다가 이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폐지하게 되는 상
황에서 대출에 대한 수요와 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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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전국적인 P2P 대출 플랫폼이 이 수요들을 흡수하였다 (이성복, 2016).
이에 따라 더 많은 P2P 업체들이 나타나 영업을 하였고, 명확한 규제가 없이
P2P 업계가 활성화 되면서 대출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2011.8 런런다이와 관련된 리스크 통지를 발표한 이후,
2014.4월에는 은감회가 불법자금모집 관련 회의에서 4가지 의무사항과 10가
지 감독원칙을 발표하였다.
2014.4.3에는 중국 핀테크 금융협회가 국무원의 정식 비준을 얻으면서 관
련 산업의 서비스 표준과 규정을 통일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국
인민은행의 핀테크 금융 감독이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관련 업계의 자율감독으
로 원칙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서봉교, 2015).
2015.7.18일에는 10개 부처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는데 중국 국무
원 산하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하는 지도의견은 부문규정으로서 법적 효
력이 있다 (노은영, 2015).
2015.7월에는 [비은행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P2P 대출 플랫폼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
어 파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한 것으로서 제
3자 결제 플랫폼의 역할은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와 소액결제 업무임을 강
조하여, 이러한 제3자 지급결제업체를 통해 P2P 업체가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증권, 보험,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 업무가 금지되었다 (이준
청, 2016).
2016.8.17에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
보판공실과의 내부조율 및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온라인대출회사 규제강
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온라인대출회사가 영위해야 할 본업은 은행
이 담당하는 금융중개가 아니라 정보를 중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이에 기초
하여 단일 온라인대출회사의 개인대출한도(20만 위안), 사업자 대출한도(100
만 위안) 및 복수 온라인대출회사의 개인대출한도(100만 위안), 사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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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500만 위안)를 설정하고, 중개업무 외 고수익상품 판매 금지, 투자자로
부터 모금한 자금의 상업은행 예치 의무, 예금 수취 및 대출에 대한 원리금
지급보증 금지, 투자자 자금에 대한 집단적 대출 및 관리 금지, 자체 사업자
금 조달 수단으로 자신의 P2P 플랫폼 활용 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한
국금융연구원, 2016)
다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 제도는 없으나, 공개발행 기준인 투자자수 200명에 달하지 않는 이상, 실
명인증, 영업허가증 등 기타 사항이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영업
이 가능하다 (노은영 & 국정훈, 2016).
중국에는 사모형 크라우드 펀딩과 공모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며 두 형태
각각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먼저 사모형 크라우드 펀딩은 중국 증권업협회가
2014.12.8에 「 사모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관리방법(시행)(私募股权众筹
融资管理办法（试行)」(征求意见稿)(이하 관리방법(시행)(의견수렴안))을 발
표하였고 2015년 내에 최종안을 공표하고 시행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정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모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2015.4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
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증권법 전면 개정안인 증권법(개정초안)의 심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역시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
태이다.
위 P2P 대출과 관련하여 언급한 2015.7.18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에서는 P2P 대출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 없이 첫 규제가 무
엇이냐고 한다면 이 지도의견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내용 상으로 구체적인 영
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은 아니며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안
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위 지도의견에서 크라우드 펀딩 업무에 대한 규제기관을 증권업감독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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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이하 증감회)로 지정함에 따라 2015.8.10 증감회에서는 지분형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규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지분융자활동을 전개
하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통지(关于对通过互联网开展股权融资活动的
机构进行专项检查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해당 통지는 현재 크라
우드 펀딩,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사모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명
칭으로 개설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회사법」과 「증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4.2.3 한국
한국에서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치지 않는 개인들간의 P2P 소액대출은 불법
이다. 따라서 한국의 P2P는 대출중개를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
사수신행위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이 법에는 P2P 대출중개업의 특성
이 고려되지 않고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서영미, 2015). 금
융위의 2016.11.2 보도자료에 따르면 P2P 업체들은 20개 중 19개가 대부업
체로 인가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저축은행과 제휴하여 사
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
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다.
2016.7.12에 금융위원회는 P2P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2016.7.25과 2016.8.24 T/F 회의를
거쳐 2016.11.2에는 P2P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면서 P2P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 가이드라인은 2016.12월 내 시행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016.11.2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금융위가 P2P 대출
업체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크라
우드 펀딩 규제에 포섭할 것인지,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인지 논의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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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결정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는 형
태로, P2P 대출업체들이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데에 대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
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제안된 여러 안 중에
투자자보호 관점의 안이 선택되어 2013.6월에 신동우 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
의 후 2013.9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2015.7월에 자
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1.19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서류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2016.1.25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었다.
규제의 형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
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중개업자에 대해 종래 투자중
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조항을 두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연간 자금 모집 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
한하고, 전매제한, 지분매각 제한,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금
지, 광고방법 제한 등의 규제사항이 마련되었다.
한국은 제도 시행 이후 2016.5.4, 2016.7.28, 2016.10.21 세 차례에 걸쳐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팀장,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크라우드 펀딩 성공 진행기업 6곳, 중개업자 3곳, 관계
기관 5곳에서 대표자 총 17명이 참석하였으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였다. 두
번째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성공기
업 10곳, 중개업자 5곳, 관계기관 7곳에서 대표자 총 25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였다. 세 번째 간담회에는 금융위에서 같은
담당자와 성공기업 3곳, 중개업자 7곳, 관계기관 3곳이 참석하였으며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중복되는 담당자와 업체, 기관을 제외하면 3번에 걸친 간담
회에 담당자 5명, 성공 진행기업 17곳, 중개업자 10곳, 관계기관 9곳 총 41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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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11.7에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및 감독규정과 자본시장법
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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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분석 결과
5.1 가설검증
5.1.1 가설1

가설1: 규제가 신산업과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많이 주고 받을수록 혁신친
화적일 것이다
위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가별로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규제 과정에서 교환한 정보 중에서 각 규제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6.11.29까지 공개된 공식 전자문서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각국 금융 규제기관 홈페이지 내 공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각국 금융 규제기관 홈페이지
영국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
P2P
금융감독청
회 cbrc.gov.cn>규제
대출
(Financial Conduct
정책
Authority: FCA)
증권감독관리위원회
fca.org.uk>News>
크라우드
csrc.gov.cn>정책및
Press Releases
펀딩
규정

한국
금융위원회
fsc.go.kr>알림마
당>위원회소식>
보도자료

영국 금융감독청 홈페이지에서 ‘P2P’와 ‘crowdfunding ’으로 검색한
결과 각각 4건(13건 중 연설 및 뉴스레터 9건 제외), 4건(21건 중 연설 및
뉴스레터 17건 제외)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
하 은감회) 홈페이지에서 ‘P2P’로 검색한 결과 66건이 검색되었으나 뉴스
기사와 홍보자료, 공지사항을 제외하고 3건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증권감
독간리위원회(이하 증감회) 홈페이지에서 중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지칭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众筹’(노은영 & 국정훈, 2016)로 검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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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49건이 검색되었으나 뉴스기사 등을 제외하고 5건을 비교대상으로 하였
다. 한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P2P’와 ‘크라우드펀딩’
으로 검색한 결과 각각 4건, 11건(22건 중 보도참고자료 11건 제외)건의 자
료가 검색되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이 규제 형성 과정에서 공개된 자
료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1) 규제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완전한 전자문서 형태(pdf)로 공개된 자료
2) 규제 계획에 대한 발표
3) 법령, 규율, 가이드라인 등 각종 형태의 규제(안) 및 규제(안)에 대한
설명
4) 규제 수정을 전제로 공개된 자료
5)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응
단, 중국의 경우에는 영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온라인서비스 지수에 비해 약
간 낮은 지수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헌에서 언급되는 정보를 추가로 검
색하여 pdf 형태가 아니라 웹 컨텐츠로 공식 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도 포함하
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중에서 규제 내용을 포함하였더라도 그것
이 규제형성 과정에 있지 않고 확정된 형태의 규제내용만을 담은 경우와 규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확정된 규제 발표, 설명
2)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연설
3) 현상에 대한 뉴스 보도
각 국 규제기관 홈페이지에서 비교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다음 [표 9]
과 같다. 영국은 4건, 중국 5건, 한국 7건의 자료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내용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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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P2P, 크라우드 펀딩 규제 관련자료: 종류와 분량
영국

중국

 2013.10

한국

 2014.12.8

consultation
paper

업협회
(CP

의견수렴

 2014.3

Policy

statement

(PS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활

 2015.11.12 ISA

관리방법

DP15/6,

출회사 규제 설명

CP16/5, Review

 2016.10.13 크라

관련

paper

우드 펀딩 위험에

 2016.7 Call for

용

용

 2016.8 온라인대

P2P

라인 제정 위한 T/F 회의 내

라인 제정 위한 T/F 회의 내

대출

계좌

마련 추진 계획

 2016.8.24 P2P 대출 가이드

동 모니터링
 비은행결제수단

14/4)

 2016.7.11 P2P 가이드라인

 2016. 7.25 P2P 대출 가이드

안 설명자료
 2015.8

13/13)

증권

 2013.9.26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2016.1.19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2016.11.7 P2P 대출 가이드

관한 운영방안

input

라인 제정 방안
 2016.11.7 크라우드펀딩 발
전방안
4건

5건

7건

먼저, 규제기관에서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자료는 아래 [표 10]과 같이 중
국의 경우 규제제정 배경, 규제 방향, 규제(안)과 그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었
고, 한국은 중국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영국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위험요소 등 시장 분석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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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료 상세비교: 규제기관에서 이해관계자에 제공 자료
정보의 내용
영국 중국

한국

규제제정 배경

○

○

○

규제 방향, 규제(안), 규제(안)에 대한 설명

○

○

○

규제 일정계획

○

○

국내 시장동향

○

○

해외 시장동향, 해외 규제 현황

○

규제 시 고려한 사항

○

△

규제 현황 분석

○

○

규제 수정(안)

○

시장분석(규모, 점유율, 진입, 퇴출, 시장실패 요소 등)
및 최근 시장 변화 분석

○

투자자 위험요소 분석

○

신규 비즈니스 모델 분석

○

규제영향평가분석

○

적합성분석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웹사이트 분석

○

다음으로 [표 11]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규제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중국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한국은 회의록을 통해 이해관계
자들이 규제안에 대해 제안한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이 제공하
는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의견에 대한 정보들을 다른 국가들
의 규제기관 홈페이지 정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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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료 상세비교: 이해관계자가 규제기관에 제공 자료
정보의 내용
영국
규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구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한 동의여부

○

규제안에 대한 제안사항

○

고려해야 할 다른 위험성에 대한 의견

○

현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제자 인식 내용에의 의견
일반 소비자들과 기관투자자들 간 차별적인 규정들에
대한 의견
현 규제가 충분한 지,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지에 대
한 의견
현 규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방안
지난 2 년 간의 시장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분석 내용에
대한 의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견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 대출과 투자 시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규제 사항에 대한 의견
규제를 수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중국

한국

△

○

○

○
○
○
○
○

○

○
○

각 규제기관 홈페이지의 자료에서 규제기관이 개인,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 2013년 10월에
발표한 자문 보고서를 통해 98개의 의견을 이메일 또는 웹 양식을 통해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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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의견 수렴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규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규제 시행 후 총 3회에 걸쳐 41명이 참여하는 1시간
반 가량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성을 반영한 정보 교환은 영국이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은 한국,
중국의 순이었다. 핀테크 산업 현황에 있어서 가장 혁신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영국에서 규제가 신산업과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가장 활발히 주고 받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P2P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성장하면서도 투자자 피
해에 대한 보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기업들의 규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특성을 반영한 정보가 가장 적게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장에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시장의 반응을 인지하는 것이 어
려워 시장에서 부실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투자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
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 비해 정보를 활발히 주고 받으면서도
중국에 비해 혁신친화적이지 않은 것은 다음의 가설들 분석을 통해 설명된다.

5.1.2 가설2

가설2: 신산업 규제가 자주 변화할수록 혁신친화적일 것이다
위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가 별로 시장, 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가 수정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법학 문헌들로부터 각국 P2P, 지분형 크라우
드 펀딩 규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다시 규제기관 공식 웹사이트 내 규제발
표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P2P 대출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은 소비자신용법에 의해 공정거래청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산업 전반의 거시적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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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이 2013년 4월부터 금융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로 바뀌게 되었다 (서승환, 2016). FCA가 부여 받
은 목표는 세 가지인데 바로 소비자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 영국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Bailey, 2016). FCA
가 소비자를 보호하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
를 시장에 도입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신산업 분야인 P2P 대출에 대한
규제도 OFT로부터 옮겨오게 된다. P2P 대출업체들이 OFT로부터 이미 규제
를 받고 있었지만 대출중개 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안의 제정을 요청하였고
FCA는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제안을 마련
하기 시작했다. FCA는 규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소자본금 요건, 고
객의 투자금 분별 계리, 투자자의 투자중지 허용, 정보공시 및 정보 공개 요
건 등 기존에 없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기존에 OFT
로부터 인가를 받았던 P2P 대출 업체들을 새로운 규제로 편입하는 작업을 시
작하였다.

영국에서는

ISA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혁신적

금융

ISA(Innovative Finance ISA)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P2P 대출도 이에 포함하
기로 하였다. 이 제도에 아직 임시 허가 상태인 P2P 대출업체들도 영업이 가
능함을 발표하였고 임시 허가 업체들의 규제체제 편입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한편 FCA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 현 규제체제를 수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
차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규제가 다시 한 번 바뀔 예정이다.
중국은 P2P 대출업체들의 대출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4.4월 은감
회가 4가지 의무사항과 10가지 감독원칙을 발표하였다 (노은영, 2015). 의무
사항은 중개역할만을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모집한
자금으로 캐쉬 풀링할 수 없고 대중으로부터 불법 자금 모집을 금한다는 것이
고, 10가지 감독원칙은 ①실명제 실현 ②P2P플랫폼은 투자자의 자금을 보유
할 수 없으며, 캐쉬 풀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음 ③P2P플랫폼은 정보 중개
기관임 ④P2P는 진입장벽이 필요함 ⑤불법 자금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
와 투자자의 자금은 제3자가 보관하여야 함 ⑥자체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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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⑦자금 수납 시스템 보유 ⑧정보공개 ⑨업계기준 강화 ⑩인클루시브 금
융 및 개인, 소형기업 지원 이다. 2014.4.3 중국은 금융관련 법제가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고 금융규제와 관련해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
한 존중하기 위해 중국 핀테크 금융협회를 정식으로 비준하여 업계의 자율감
독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율감독에만 맡기지는 않고 2015.7.18 인터
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고, 이어 제3자 결제시장과
P2P 업체들의 업무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비은행결제수단의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여 P2P 업체들이 제3자 지급결제업체를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후 2016.8.17에는 은감
위가 온라인대출회사의 대출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변
경하였다.
한국은 P2P 사업 영역에의 첫 기업이 영국보다 1년 늦게, 중국보다 1년 빠
르게 출현하였으나 그 동안 규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년 11월에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P2P 대출과 크라우
드 펀딩에 대한 규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P2P 대출 규제
와 함께 진행하되, 각각의 규제를 상위법에서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9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6년 1월에 계획했던 안과 동일한 안이 시행되었고 11월에는 크라우드 펀
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각국의 규제 대응이 많이 차이 나지 않으나, P2P 대
출의 경우 영국은 계속해서 시장의 반응에 따라 규제 대응이 잦았고, 그 다음
은 중국, 한국의 순이었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에 비해 시장과의 규제
대응은 소비자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혁신도 촉진하고 있는 영국이 가장
잦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장률이 가장 낮은 한국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도 가장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대응의 종류를 분석해 본 결과 P2P에 대해 영국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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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대응 중 3건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인한 대응이었으며, 중
국은 5건의 대응 중 4건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한국은 1건의 새
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이 있었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영국은 3건
의 대응 중 2건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중국은 2건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이었고, 한국은 2건 중 1건이 새로운 모델이나 위험
에 대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신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기회를 포착하여 이에
대응하여 규제가 자주 변화하는 국가는 영국이었으며, 영국은 산업의 성과도
가장 혁신친화적이었다. 중국은 규제가 자주 대응하여 변화하지만 주로 위험
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한국은 규제 대응이 가장 적었다. 한국에서 산업이 활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응이 적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대
부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항변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법의 과
도한 투자자 보호도 지적하는 등 (안상욱, 2015) 산업 주체들이 활성화를 위
해 규제 변화를 요구하였으나 규제 만족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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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국 P2P 대출 규제 대응
항목

영국 P2P

새로운
BM

2013 년

4 월 규제기관 OFT 에서 FCA 로 변경

○

4 월 크라우드 펀딩 (P2P 포함) 규율
2014 년

2015 년

시행
11 월 ISA 출시 따른 규제 변경

○

새로운
위험

○

○

3 월 임시승인 업체 일부 새 규제체제
2016 년

규제
지체

○

로 편입
7 월 규제 수정 의견 요청

○

[표 13] 중국 P2P 대출 규제 대응
항목

새로운
BM

중국 P2P
4 월 은감회 불법자금모집 관련 회의 4

2014 년

2015 년

규제
지체

○

가지 의무사항, 10 가지 감독원칙 발표
핀테크 금융법회 정식 비준(자율감독)
7 월 10 개 부처 지도의견

2016 년

새로운
위험

○
○

7 월 비은행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
○

관리방안
[표 14] 한국 P2P 대출 규제 대응
새로운
BM

항목

한국 P2P

2016 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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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
○

규제
지체

[표 15] 영국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 대응
항목

영국 크라우드 펀딩

새로운
BM

2013 년

4 월 규제기관 지정, 규제방향 발표

○

4 월 크라우드 펀딩 (P2P 포함) 규
2014 년

2016 년

율 시행

○

새로운
위험

규제
지체

○

7 월 규제 수정 의견 요청

○

[표 16] 중국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 대응
항목

중국 크라우드 펀딩
7 월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

2015 년

2016 년

한 지도의견

새로운
BM

새로운
위험

○

○

4 월 인터넷 금융 리스크 정류

규제
지체

○

[표 17] 한국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 대응
항목

한국 크라우드 펀딩

새로운
BM

새로운
위험

1 월 제도 시행

○

○

2016 년

11 월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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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체

○

5.1.3 가설3

가설3: 신산업 규제가 빨리 법제화될수록 혁신친화적일 것이다.

가설3의 검증을 위해 국가별로 각각 크라우드 펀딩과 P2P 분야 첫 기업의
설립일과 첫 규제의 시행일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 규제는 복수의 문헌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규제를 조사한 후 역시 규제기관 홈페이지 내 공식
발표자료에서 확인하였다. 규제의 형태는 헌법, 국회법, 하위법안, 법령, 명령,
규범, 면허, 계획, 관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첫 규
제는 이 모든 형태를 포함하되, 불확실성을 낮추어주는 신산업 규제 시행일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다.
1)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제인지
2) P2P 대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또는 이 사업을 포함하는 업역을 새
롭게 지정한 규제인지
3)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낮추어 주기 위해 소비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 (예: 정보공시 의무, 신고의무, 투자제한 조건
등)
또한, 각 규제의 시행일은 공식적으로 규제기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시행일
을 기준으로 하였다.
P2P 대출을 보면 영국은 첫 규제 시행까지 109개월이 걸렸고, 중국은 97
개월, 한국은 120개월로 한국이 제일 오래 걸렸으며 중국이 가장 빠르게 규
제를 시행했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보면 영국은 첫 규제 시행까지 38개
월, 중국은 44개월, 한국은 46개월로 P2P 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제일 오
래 걸렸으며 영국이 가장 빠르게 규제를 시행했다. 따라서 규제를 빠르게 실
행한 영국과 중국은 P2P 대출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이 빨랐으나,
두 사업분야 모두에서 규제가 가장 늦게 시행된 한국의 성장이 가장 느리다는
것을 통해 가설3이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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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각국 첫 법적 규제: P2P 대출
항목

영국

중국

한국

promotion of non-readily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

가이드라

realizable securities

전을 위한 지도의견

인 제정

○
지도의견은 부문규정으로

X

Crowdfunding and the
규제

instrument 2014

법적
효력

업역
지정

소비자
보호
조항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 개정으로 발효
○
Crowdfunding, P2P

서 법적 효력 지님
○
크라우드 펀딩, P2P 인터
넷 대출

○
인가, 최소자본유지, 고객
자금보호, 취소권리 보호,

X

△
거짓 혹은 기만행위 금지
정보공시 의무

공시, 분쟁조정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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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표 19] 첫 기업 설립 이후 규제 시행까지 소요기간: P2P 대출
항목
첫

영국

첫

拍拍贷

회사명

ZOPA

설립일

2005.3

2007.6

금융서비스시장법

인터넷금융의 건

2000 개정

전한 발전을 위한

(2014.2.27)

지도의견

2014.4.1

2015.7.18

109개월

97개월

기
업

중국

규제내용

규

(파이파이따이)

제
시행일
소요기간

68

한국
머니옥션
2006.12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안 됨
(2016.12 목표)
120개월 이상

[표 20] 각국 첫 법적 규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항목

영국

중국

한국

규제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instrument 2014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자본시장법 및 하
위법령 개정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금융서비스시
장법 2000) 개정으
로 발효

○
지도의견은 부문규정
으로서 법적 효력 지
님

○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령은 법적 효력
지님

○
Crowdfunding, P2P

○
크라우드 펀딩, P2P
인터넷 대출

○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 신설

○
인가, 최소자본유지,
고객자금보호, 취소
권리 보호, 공시, 분
쟁조정 의무 부과

△
거짓 혹은 기만행위
금지
정보공시 의무

○
투자금액 제한, 고
객자금보호, 취소
권리 보호, 공시,
분쟁조정 의무, 증
권 예탁의무

법적
효력

업역
지정
소비자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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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첫 기업 설립 이후 규제 시행까지 소요기간: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항목
첫

영국

첫

天使汇 (텐스후이,

한국

회사명

CrowdCube

설립일

2011.2

2011.11

금융서비스시장법

인터넷금융의 건

2000 개정

전한 발전을 위한

(2014.2.27)

지도의견

2014.4.1

2015.7.18

2016.1.25

38개월

44개월

46개월

기
업

중국

규제내용

규

Angelcrunch)

제
시행일
소요기간

70

오퍼튠
2012.3
자본시장법 개정
(2015.7) 및 하
위법령 개정
(2016.1.19)

5.2 국가 별 규제일반 및 금융규제 배경
5.2.1 영국
영국의 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다. 영국 규제의 초점은 규제가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환경, 안전, 소비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 보다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영범, 2013). 따라서 한 번 시행한 규제는 지속 개선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규제를 정착시켜 장기간 운영한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규제 개선의 목표는 규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985년
Lifting the Burden 백서에서 기업의 규제순응비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로 1986년, 1988년에 두 개의 백서를 발행하여 규제완
화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1997년 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규제가 잘 구성되면 편익을 가져오지만 규제 품질이 낮으면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게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이와 같은
인식의 형성과 함께 1985년 규제영향 평가를 처음 도입하여 기업의 규제 순
응비용이 더 낮은 규제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는
모든 주요 규제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2002년에는 규
제안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 이 시점까지만
해도 규제영향평가는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못했고, 증거가 부족하고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성지침이 과도하게 관료적이고 문서작
성이 중복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10개월간
일반시민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규제영향평가를 보다 확
실하게 제도화하되 분석의 질을 개선하고 분석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새로운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공표하고 현재까지 지속 개선
하며 운영하고 있다 (장민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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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총량제의 경우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가 이뤄지거나 규제가 비효율
적이면 창업,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며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

손해를

미친다는

관점에서

(Weatherill,

2007)

2004.10.18부터 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6개월간 검토한 결과로
2005년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권고되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기업의 규제순
응비용을 감축함과 동시에 규제지향적인 관료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최병선 & 이혁우, 2014) 기존 제도의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 하
나를 신설하기 어렵게 만들어 규제 신설 과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ne-In, One-Out 제도를 운영한 후 이
를 확대하여 2013년부터 One-In, Two-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금융감독청은 혁신과 소비자보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79년에 은행법이 최초로 제정되고 1982년에
보험회사법이,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크고 작은 이벤트
들에 의해 금융규제의 변화가 있어 왔다. 1995년에는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
사건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까지 수행하는 데 대한 한계, 자율규
제체계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영란은행 중심의 감독체제에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을 통한 통합규제체제로 전환
하였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시 건전성에 대한 감독요구를 반
영하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건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전환하게 되었다. 규제체제 변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보고서
는 터너 보고서와 워커 보고서인데 이들 중 워커 보고서의 경우 6개월간 작
성 후 2개월 간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관련 개인, 단체들로부터 180여
개 접수 받아 반영하였고, 이 워커 보고서는 금융서비스법(안)에 반영되었다.
금융서비스법 규정에는 이원화 모델에서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는 금융행위감
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목표가 금융소비자의 보호, 금
융시장의 완전성 보호, 금융기관간의 경쟁 촉진 3가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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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승환, 20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국의 규제체제는 민간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지속 수정해나가며 변화의 과정에서 소
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분
명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영국의 핀
테크 규제에서도 나타난다.

5.2.2 중국
중국의 규제는 최대한 시장 경쟁에 맡기고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문제가 생겨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 개입하여 규제를 변화시킨
다. 중국의 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의 수정보
다는 하위의 지도의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므로 규제 내용이 안정적, 장
기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
향하면서 점차로 정부가 시장질서를 지키는 주체로 전환하였다. 규제의 형태
는 산업별로 규제기관 모형이 서로 상이하고 한 분야에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
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규제기관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중국
은 2013.9.29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하면서 투자 영역을 민간과 외국
자본에 개방하고 금융제도 혁신, 금융상품 혁신을 본격 촉진하였다. 2014.6월
에는 기업과 관련된 요금징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의 감소에
관한 통지를 통해 요금 기준을 시장경쟁에 맡기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고, 2014.11.16에는 중점 영역에 대한
투자기제를 혁신하고 사회투자를 격려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영자본에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최대한 시장 경쟁에 맡기고자 하는 방향을 시장에 지속적으
로 신호하였다 (김윤권, 2014).
중국의 금융규제는 각 분야별 규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규제체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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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금융법
자체도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1995년 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고 2003년
WTO 가입 시점에 동법의 개정을 거쳤으며, 증권 분야의 경우 1999년 증권
법을 제정하고 2004년 개정하였다. 영국은 다원화 금융규제체제에서 통합 금
융규제체제를 거쳐 이원화 모델로 변화한 데 비해 중국은 현재 다원화 금융규
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법규가 주로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
어 현실적 시행성이 부족하고, 금융 전반을 다루지 못해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아직까지 법제의 공백상태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실무상 복잡한 상
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 미비로 금융감독기관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감독관리에 임의성이 존재한다. 개별 금융법
규들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는 보완할 부분
이 존재한다 (박정국, 2014).
중국의 규제전반과 금융규제의 현황을 살펴볼 때 중국은 법제의 미비로 인
해 상위법 개정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
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
에 맡겨두고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의견 등의 수단
을 통해 문제해결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적절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5.2.3 한국
한국은 1980년대부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규제 및 규제개혁
방향을 보이는데 우선 전두환 정부에서는 1982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성장회복을 위해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규제개혁
에 착수하였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경제활동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
다는 목표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7년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규제개혁 위원
회 활동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규제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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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목표로 양적 규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질적 개선은 미흡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기획단에서 다수 부처가
관련된 민간 전문가 참여 하에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
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기업 요구사항 중심의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목표로 규제개
혁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한국
에서도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재 발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
다 (최병선 & 이혁우, 2014).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2014.3.20 시행발표가
되고 2014.7.1 시범실시 후 2015.1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법안이 국
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위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한국 규제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일관되게 진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그 동안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수가 1998년 10,185건에서 2013년 15,269건으로
15년 간 오히려 지속 증가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국무조정실, 2014).
한국은 1950년에 한국은행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
행하였다. 이후 1997년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논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
융감독원으로 금융기관 감독기능이 이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은 통합
규제체제를 갖추고 있어 중국에 비해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한 구
조를 갖추고 있으며 법체계도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영국이 치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개혁을 달성한 데 비해 한국의
경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혁 시도가 되었으나 법안을 두고 정부, 금융
감독원, 한국은행, 국회 간 의견 대립을 겪다가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등을 위
한 수단과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
시켰다 (노철우, 2015).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금융규제 기반은 잘 갖추고 있으나 한
번 시행된 정책은 정권 교체 등의 정치적 이유로 지속 시행되지 못하며 오히
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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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종합평가
영국은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 모두 가장 먼저 첫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과 달리 부실기업의
수나 소비자 피해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대안
금융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2015년에는 2만 여 개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미니본드, 컨버터블 노트, 부동
산투자신탁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가 2015년 기준 8700만 파운드에 이르는 등 급성장하
고 있다. 영국은 이와 같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금융 혁
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많은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시기 적절하게 해 나가
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출현으로
새롭게 나타난 업역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법적인 혁신
을 이뤄내는 면에 있어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핀테크 산업환경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가 자주 변화하고 있다
고 볼 수도 있으나 산업환경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규제기관이 반드시 움직이
는 것은 아니다. 규제 산업의 요구 때문에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가 요구에 대응을 하여 적절히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규제 법
제화의 요구가 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어
혁신친화적인 성과를 내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중국은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빠른
성장에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규제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
다. 중국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공개
하지는 않고 있다. 규제 당국이 규제를 형성하면 이를 발표하는 형태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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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의 정보를 영국과 같이 구체적이고 시
기 적절하게 얻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부실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대응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중국은 금융법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규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진
화 관점의 구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개
혁개방 이후 2002년 WTO 가입 시기에 각종 법 체계들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체계는 아직 통합금융체계가 아닌 분권화된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체제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법령을 개편하거나 규제대
응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도의견 등 다양한 법
적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5년 7월
발표한 지도의견의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규모를 제한하거나 법령을 개편하거
나 하지는 않았으나 업역을 정의하고 각 업역의 감독기관을 명확히 했으며 각
업역의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P2P 대출의 경우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르게 규제를 시행한 것
이며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영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한국에 비하면 빠른 편
이었다. 중국이 규제 형성과정에서 개인 및 기업들과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받
으며 상호작용한다면 성장이 빠를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도 부작용도 줄
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규제 형성과정에서의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작용이 영국에 비해 적
은 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P2P 대출 업체에 대
한 규제 대응이 2016년 7월 이전에는 없었고 아직까지 첫 규제의 시행이 이
뤄지지 않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 대응은 2013년 9월에 비교
적 빠르게 시작하였으나 3년 뒤에야 규제 내용의 수정 없이 동일한 안이 시
행되어 규제의 형성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핀테크 사업 영역에서 나타난
혁신을 촉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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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핀테크 규제를 공진화의 관점에서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국가
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규제가 신산업과 공진화하는 정도가 국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규제 형성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교환
하며 그 특정 정보에 대해 반응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와 기술혁신
이 공진화 한다는 것은 공진화의 특이성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가 신산업의
변화에 반응하여 변화하고, 규제의 변화에 따라 신산업이 반응하여 혁신이 촉
진된다는 것은 공진화의 호혜성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신산업이 서
로 반응하다가 신산업 혁신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새
로운 규제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동시성이라는 공진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세
가지의 공진화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국가는 영국이며, 그 다음은 중국,
마지막은 한국 순이다. 규제와 신산업이 공진화 해 나가면 해당 국가의 신산
업 환경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여 혁신은 촉진하되 소비자는 보호하는 규제 목
표를 달성하게 된다. 중국과 같이 어느 정도의 공진화를 하되,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대처하게 되어 어느 정
도의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세 가지 공진화 특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경우 신산업이 성장하고자 하더라도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
면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면이 미약하여 성장이 느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공진화 특성과 신산업 성장과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 규
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규제는 정부 주도로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 한국 핀테크 규제는
민간 주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영국을 보면 더 구
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주고 받으며 규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특정 정보를 교환하여 최종 규제안에 규제 담당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적용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견을 적용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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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론을 형성함으로써 규제 수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규제 논의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역량으로 신기술 사업 주체들이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형성한 규제는 시장
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
니라 촉진하게 된다.
두 번째로 규제는 아무리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시
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신
산업 환경은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와 기술혁신 사이에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규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새롭게 나타난 기술 기회를 반영하지 못
해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게 되고, 새롭게 인지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혁신수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지된 새로운 사업기회와 위험
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 규제가 신기술에 맞게 변화해 나가다가 신기술에 대한 정의를 통
해 법적 효력이 있는 새로운 규제를 발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신기술에 적합한 규제를 빠르게 법제화하는 편이었는데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
항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과의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변
화해 나가면서 신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방법을 시도해보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어야 신산업 분야의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아 혁신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
성공한 규제 사례는 규제가 해당 신산업과 공진화했기 때문이므로, 성공한
규제 사례를 다른 국가나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및 산업의 환
경과 공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규제가 혁신친화적
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혁신친화적인 규제를 위해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
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혁신친화적인 규제의 조건으로 포지티브 규제, 사후적
규제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어떤 특정 조건이 모든 상황에 적중하기는 어렵
다. 포지티브 규제, 사후적 규제 등이 성과를 내었던 것은 그 환경에 적중하
79

도록 해당 국가 및 산업과 공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규제는 한 번 형
성된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 주체 및 환경과 특정 정보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교환하며 변
화하고 법제화하는 공진화 관점을 가지고 실행해야 신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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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핀테크 기업 리스트
[표 1] 영국 P2P 기업 리스트1
번
호

업체명

설립일

번
호

업체명

설립일

1

Zopa

Mar-05

48

MADISTON
LendLoanInvest

Jan-14

2

Bondora

Nov-08

49

invest&fund

Mar-14

3

TrustBuddy

Jan-09

50

funding tree

Apr-14

4

BigCarrots

Sep-09

51

HNW LENDING

Apr-14

5

Yes-secure

Jun-10

52

LANDBAY

Apr-14

6

Funding Circle

Aug-10

53

Crowd for ANGELS

May-14

7

Quakle

Oct-10

54

CoFunder

May-14

8

Rate Setter

Oct-10

55

Invest and
Borrow.com

May-14

9

ThinCats

Jan-11

56

Money & co.

May-14

10

marketinvoice

Feb-11

57

Archover

Jun-14

11

YouAngel

Mar-11

58

Crowdcube

Jun-14

12

Danesfield

Jun-11

59

abirate.com

Jul-14

13

Bank on Dave

Sep-11

60

GROWTH STREET

Jul-14

14

Pret dunion

Oct-11

61

StudentFunder

Jul-14

15

One stop funding

Feb-12

62

CROWD PROPERTY

Aug-14

16

thelendingwell

Mar-12

63

Investly

Aug-14

17

Platform Black

Apr-12

64

SAVY

Aug-14

18

Squirrl.com

May-12

65

CROWD2FUND

Sep-14

19

Buy2Letcars.com

Jun-12

66

Crowd estates

Sep-14

20

abundance

Aug-12

67

estate guru

Sep-14

21

PiggyBank

Aug-12

68

LendingCrowd

Sep-14

22

FundingKnight

Sep-12

69

mintos

Sep-14

23

rebuildingsociety.com

Sep-12

70

Capital Stackers

Oct-14

24

ZLTYMelon

Sep-12

71

beehive

Nov-14

25

MayfairBridging

Jan-13

72

bridgecrowd

Dec-14

26

SavingStream

Jan-13

73

fruitful

Ja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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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ssetz capital

Feb-13

74

StemFund

Jan-15

28

FOLK 2 FOLK

Feb-13

75

Btcpop

Jan-15

29

GraduRates

Feb-13

76

MONEYTHING.COM

Feb-15

30

Funding Secured

Mar-13

77

unbolted

Mar-15

31

lendinvest

May-13

78

GO2

Mar-15

32

Relendex

May-13

79

BRICKS

Jun-15

33

Bitbond

Jul-13

80

CROWDSTACKER

Jun-15

34

eMoneyUnion

Jul-13

81

elevate

Jun-15

35

Funding Secure

Jul-13

82

Crowdahouse

Aug-15

36

be the lender

Aug-13

83

crosslend

Sep-15

37

Proplend

Sep-13

84

viventor

Sep-15

38

Funding Empire

Oct-13

85

FELLOW FINANCE

Oct-15

39

QuidCycle

Nov-13

86

TWINO

Nov-15

40

sancus

Nov-13

87

TRUFIS

Jan-16

41

Wellesley & Co

Nov-13

88

OCTOPUS CHOICE

Apr-16
Apr-16

42

evolutis

Dec-13

89

Orchard Lending
Club

43

PaperStreet

Dec-13

90

COLLATERAL

May-16

44

ukbondnetwork

Dec-13

91

Kuflink

May-16

45

Crowd estate

Jan-14

92

PEER FUNDING

Aug-16

46

lendable

Jan-14

93

the MONEY
PLATFORM

Sep-16

47

LENING WORKS

Jan-14

1: 출처 http://www.p2pmoney.co.uk/companies.htm

[표 2] 영국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기업 리스트2
번
호

업체명

설립 연도

번
호

업체명

설립 연도

1

Crowdcube

20113

17

InvestingZone

2013

2

ShareIn

2011

18

Squareknot

2013

3

BankToTheFuture.com

2012

19

Syndicate Room

2013

4

Enterprise Den

2012

20

The House
Crowd

2013

91

5

Funded By Me

2012

21

BackersClub

2014

6

Gambitious

2012

22

Crowd for
Angels UK
Limited

2014

7

Microgenius

2012

23

Crowd2Fund

2014

8

Seedrs

2012

24

CrowdBoarders

2014

25

Funding Tree

2014

4

9

ANGELSDEN

2013

10

Capital Connected

2013

26

Property Moose

2014

11

Crowd2Let

2013

27

The Propagator

2014

12

Crowd4Art

2013

28

Venture Giant

2014

13

CrowdBnk

2013

29

VentureFounders

2014

14

CrowdMission

2013

30

Propnology

2015

15

FundingPlanet

2013

31

Ethex

2016

16

GrowthFunders

2013

32

Growthdeck

2016

2: 출처 http://crowdingin.com/platforms/equity/all?page=3
3: CrowdCube 의 설립년도는 원 자료에서 수정
4: ANGELSDEN 의 설립일은 2007 년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2013 년에 런칭함

[표 3] 한국 P2P 기업 리스트5
번호

업체명

설립일

번호

업체명

설립일

1

머니옥션

2006

16

브릿지펀딩

2016

2

팝펀딩

2007

17

비에프365

2016

3

에잇퍼센트

2014

18

비욘드플랫폼

2016

4

테라핀테크

2014

19

소딧

2016

5

렌딧

2015

20

시소플랫폼

2016

6

어니스트펀드

2015

21

올리소셜펀딩

2016

7

빌리

2015

22

탱커펀드

2016

8

투게더앱스

2015

23

피플펀드컴퍼니

2016

9

펀다

2015

24

핀박스

2016

10

펀듀

2015

25

금요일펀딩

2016

11

펀디드

2015

26

스마트핀테크

2016

92

12

크라우드연구소

2015

27

엘리펀드

2016

13

렌더스

2016

28

모우다

2016

14

루프펀딩

2016

29

렌딩사이언스

2016

15

미드레이트

2016

30

코인럭

2016

5: 출처 한국P2P금융협회(http://p2plending.or.kr/about, 최종방문: 2016.11.26) 가입 29
개사 기준 설립일 확인자료 및 머니옥션

[표 4] 한국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기업 리스트6
번호
1
2
3
4
5
6
7
8

업체명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유캔스타트
인크
위리치펀딩
오마이컴퍼니
더불어플랫폼
펀딩포유

설립일
2012.5.9
2012.5.24
2015.8.13
2015.10.23
2015.11.6
2012.9.6
2015.9.3
2015.6.23

투자중개업 등록일
2016.1.25
2016.1.25
2016.1.25
2016.1.25
2016.1.25
2016.3.17
2016.6.15
2016.7.28

6: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온라인투자중개업 등록업체 리스트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겸업업체는
기존 은행권 기업이므로 제외하고, *더불어플랫폼은 2015년 설립되었으나 최근 채권형 서비스
는 2016년 시작했으므로 2016년 설립업체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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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규제기관 게시물 내용
[표 1] 영국 P2P
번호

날짜

1

06/03/2014

2

3
4

게시물 제목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places
consumer protection at the heart of
crowdfunding
The FCA asks for views on changes it plans to
make to its rules and guidance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the Innovative Finance ISA and
12/11/2015
the regulated activity of advising on peer-topeer agreements (DP15/6, CP16/5, Review
paper)
Statement on peer-to-peer applications for full
31/03/2016
authorisation
FCA launches call for input on crowdfunding
08/07/2016
rules

대상
○

○

○

[표 2] 영국 크라우드 펀딩
번호

날짜

게시물 제목

대상

1

24/10/2013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utlines how it
will regulate crowdfunding

○

2

06/03/2014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places
consumer protection at the heart of
crowdfunding

○

3

14/12/2015

FCA calls for views on social investments

08/07/2016

FCA launches call for input on crowdfunding
rules

4

○

*이탤릭체 컨텐츠는 P2P와 중복됨

[표 3] 중국 P2P 대출
번호

1

날짜

게시물 제목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0개 부서 공동 [인
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
2015.7.18
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발표
http://www.gov.cn/xinwen/2015-

94

대상

2

3

07/18/content_2899360.htm
[비은행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안]
2015.12.28
http://www.gov.cn/zhengce/201603/18/content_5055171.htm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의 내부
조율 및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온라인대출회사 규
제강화 대책 발표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
部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내용
2016.8.24
은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네트워크 정보 대출 기관 운영 활동 경과 조치
http://www.cbrc.gov.cn/chinese/home/docDOC_Read
View/D934AAE7E05849D185CD497936D767CF.ht
ml

○

○

[표 4] 중국 크라우드 펀딩
번호

날짜

1

2014.12.8

2

2015.7.18

3

2015.7.30

4

2015.08.07

5

2016.10.13

게시물 제목
중국 증권업협회 「사모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관리방법(시행)(私募股权众筹融资管理办法（试
行)」(征求意见稿)(이하 관리방법(시행)(의견수렴
안))1
http://www.sac.net.cn/tzgg/201412/t20141218_
113326.html
人民银行就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指导意见答问(인
민은행이 인터넷 금융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2
国务院办公厅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
指导意见(국무원 오피스에서 발표한 혁신 플랫폼
및 대중 혁신 창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지도의
견))
中国证监会致函各地方政府 规范通过互联网开展股权
融资活动(중국 증감위에서 지방 정부에게: 크라우
드 펀딩 활동에 대한 규범): 내용은 [인터넷을 통
하여 지분융자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
링에 관한 통지]
证监会等15部门联合公布《股权众筹风险专项整治工
作实施方案》(증감위 등 15개 부서 연합 공고: 주
권의 크라우드 펀딩 위험에 관한 운영 방안)

대상

○

○

○

1: 규제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지만 중국 규제환경 특성 상 사모형과 공모형이 나뉘어 있
고 사모형에 대한 규제는 증감위에서 하지 않고 있어서 포함.
2: 지도의견은 부문규정으로서 법적효력이 있어 상호작용을 위한 정보 공개가 아니므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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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

[표 5] 한국 P2P
번호

날짜

1

2016.07.12

2
3

2016.07.25
2016.08.24

4

2016.11.02

게시물 제목
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회의 개최
2차 P2P 대출 T/F 회의 개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
요

대상
○
○
○
○

[표 6] 한국 크라우드 펀딩
번호

날짜

게시물 제목

대상

1

2013.09.26

○

2

2015.07.20

3

2015.10.19

4

2015.12.15

5
6

2016.01.19
2016.01.20

7

2016.01.25

8

2016.05.04

9

2016.07.28

10

2016.11.07

11

2016.11.17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개
최
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크라우드펀딩 순회설
명회 추진경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
업개시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
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
회」개최
창업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크라우드펀딩 발전방
안』
[금융위]㈜위리치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자) 등록취소 및 투자자 보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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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new ICT based industries
combined

with

existing

financial,

transportation,

energy,

medical,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s have continued to appear. There
is considerabl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the new
technology sector because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benefits and risks in
advance of the emergence and the growth of the new industry. It is hard
for regulators to decide which innovation focus should be presented to the
private actors.
This study began with the research question on how regulation could be
innovation-friendly.

Exist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have analyzed that regulations may either
promote or inhibit innovation according to the conditions. What conditions
are needed to promote innovation is know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to form the conditions. In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coevolution. The regulation and
the new industrial environment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and coevolve.
Howeve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concept of coevolution has not been
clarified in these studies, and it ended in showing the degree of interaction,
not coevolution.
In this study, focused on the P2P lending and the equity crowdfunding
business in the fintech industry and divided into three fundamental criteria
of coevolution, the regulations of UK, China and Korea are investigated. It
is analyzed how the innovation concept is actively implemented in the
coevolution process between regulation and fintech industry: how
regulators and stakeholders exchange information that reflects their
characteristics;

whether

both

regulatory
97

and

new

technology

environments continue to evolve; how quickly regulatory legislation is
enacted for new technologies.
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ed reports, papers and official documents
of websites of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in each country, China, which
has the highest rate of growth in P2P lending and equity crowdfunding, has
high regulatory responsiveness and rapid legislation. However, the degree
of information exchange was low. It is found that when the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ly acquired from the changing new technology market and
provided to the market, the side effects are more frequent than other
countries. Britain, which has succeeded in providing innovative finance to
the startups, although it has a slower growth rate than China, exchanged
the most inform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publicly, regulated
responsively and quickly. Korea, which has the slowest growth rate among
the three countries, had little interaction and regulatory response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was slow in legislation.
The analysis of fintech regulations in the UK, China and South Korea
suggests that if industry and regulation are both uncertain, such as new
industrial environments,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evolution concept
would affect innovation positively. As the successful regulatory case is
due to the regulatory coevolution process with the new industry, it can be
suggested that when implementation of successful regulation practice from
other countries or sectors is needed, coevolution process between the
practice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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