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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정을 살
펴본다.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ㆍ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창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자금이 부족해
사업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CROWDFUND법의 영향을 받아 법제화가 되었다(’16.1.25). 제도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제
도 개선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0일에는 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업력 제
한을 면제해주었다. 2019년 1월 15일에는 투자적합성테스트, 최소 청약기간 도입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동안 417개 기
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각각 174억원, 280억원, 301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각각 6,019명,
16,472명, 16,661명이다. 우리나라 법안에 영향을 미친 미국은 법안을 우리나라보다 일찍 준
비하였지만 SEC가 2013년 10월 23일에 제정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세칙이 2015년 10
월 30일에 최종 채택되면서 2016년 5월 16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 크라우드펀
딩 시장에서는 2016~2018년 동안 각각 20,173명, 77,558명, 148,126명의 투자자가 참여하
였으며, 발행자금은 각각 13.5, 71.2, 109.3백만 달러로 연평균 184.5% 성장하였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참여자
별 현황과 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정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크라우드펀딩, 증권, 창업기업, 벤처기업,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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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1997년 영국 록그룹인 매릴리언(Marillion)에 의해 유래되
었다는 것이 통설이며(박혜진ㆍ공경신, 2019), 매릴리언은 E-mail로 팬들에게 앨범의
선구매를 요청하여 미국 순회공연 필요 자금인 6만달러를 조달하였다(곽현ㆍ이호근,
2014). 이때 인터넷 기반인 E-mail을 활용하고, 후원자에게 앨범으로 보상해줬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릴리언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이란 단어는 2006년 마이클 설리번(Michael Sullivan)이 비디오블로
그 프로젝트를 위한 인큐베이터 웹사이트인 fundavlog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Chen
et al., 2016), 인디영화ㆍ앨범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펀딩플랫
폼인 킥스타터의 성공으로 크라우드펀딩이란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다(Gobble,
2012).
세계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전에는 인디고고, 킥스타터 등의 중개업
자들이 주도하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인디고고와 킥스타
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었으며(천창민,
2015),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
려워진 창업기업들이 돌파구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게 되면서 증권형 크라
우드펀딩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임지원ㆍ이민화, 2014). 이러한 논의 끝에
미국에서는 2012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명시한 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공포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
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IT, 인터넷 및 SNS의 발전과 혁신적 창업ㆍ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결합하면서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고, 미국의 CROWDFUND
법1)의 영향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명문화되
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증권 발행금액 및 건수
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 크
라우드펀딩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교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증권형
1) CROWDFUND법은 앞서 언급한 미국 JOBS법 제3편에 5개의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증권법(1933년)과 증권거래법(1934년)의 조문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
여 반영한 법임(천창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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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제도 개선 과정, 시장 참여자별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고는 제2장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및 시장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ㆍ정리한다.

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및 시장 현황
1. 크라우드펀딩 개념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인이 온라인플
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크라우
드펀딩은 투자자, 중개업자 및 기업인이 참여하며, 이들의 밀접한 협력을 기반으로 운
영된다(Valanciene and Jegeleviciute, 2013). 투자자들은 일반 다수의 대중으로 금
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에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며, 기업인은
다른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다(Valanciene and Jegeleviciute, 2013). 마지막으로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자와 기업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
게 된다(Powers, 2012).
<그림 1> P2P대출 구조 및 누적취급액 추이(2016.6~2019.4월 말)

주：P2P대출 누적취급액 추이 그래프는 한국P2P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출처：금융위원회(2016.11.2.), 한국P2P협회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① 기부형, ② 리워드형, ③ 대출
형, ④ 증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채린 외, 2015), 기부형은 프로젝트에 공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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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이 무상으로 기부형식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리아 난민을
위한 모금, 쪽방촌 난방소외가구에 1인용 간이 난방 텐트 기부 등의 프로젝트들이 여
기에 속한다. 리워드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개발자 및 스타트업ㆍ벤처 등 소
규모 기업에 후원하고, 후원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콘텐츠 등으로 보상(reward)받
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형은 흔히 P2P대출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 및 사업자가 P2P대
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P2P대출은 <그림 1>과 같이 플랫폼업자(통신중개업)가 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하고, 연계대부업자(대부업)가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하고 있다.
P2P대출 누적취급액은 3조 8,526억원(2019년 4월 말)으로 크라우드펀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및 창
업ㆍ벤처기업 등 소규모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및 주식 등 증권을 받는 형태
를 의미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도입되
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의미
<표 1> 창업ㆍ벤처기업 성장단계 및 특징(창업원년~창업10년)
성장단계

업력

자본공급자

특징

창업~3년

사재(私財)
가족 및 친구
정부 및 대학 보조금
Seed 펀드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구상하는
단계로 시장성 및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

Start-up

2~5년

가족 및 친구
정부 및 대학 보조금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시제품 개발 및 초기 시장진입 등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Early-growth

3~8년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소규모 생산 및 판매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

Seed

Expansion

연기금
벤처캐피탈
8~10년
Private Equity
Mezzanine finance 등

출처：고윤승(2016), OECD(2006)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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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승(2016)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표 1>와 같이 4단계로 보았는데, 첫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구상하여 상품의 상용화 및 시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Seed 단계로 통상 창업부터 3년까지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Start-up 단계는 Seed 단계에서 검토가 마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초기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고윤승, 2016). 세 번째 Earlygrowth 단계는 제품을 소규모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시
장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시장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제품의 대규모 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수익이 발행하기 시작하는 Expansion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고윤승, 2016).
창업ㆍ벤처기업이 수익이 발행하기 시작하는 Expansion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적자를 자본조달을 통해 감당해야 하지만, 자금조달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창업ㆍ벤처기업들은 담보가 부족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 및 채권 발행
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리기엔 자금 규모가 클 수
있다(Collins, L. and Pierrakis, Y., 2012). 또한 창업 초기 Seed 단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기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자금조달
공백(Funding Gap)이 발생한다(Hornuf, L. and Schmitt, M., 201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조달 공백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벤처캐피
탈 등 전문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창업ㆍ벤처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업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또한 크
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시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
반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데, 이는 증권의 모집2)에 해당한
다. 증권의 모집인 경우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자본
시장법 제119조제1항), 영세한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따라서 창업ㆍ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준다. 통상적으로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엔젤투자, 비상장주식 및 메자닌 투자 등은 전문지식
및 자금력이 충분한 전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다(박
2)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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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ㆍ공경신, 2019). 하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창
업ㆍ벤처기업 및 영화 등 예술ㆍ문화사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높아졌고,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교환사채, 우선전환상환주, 이익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손쉽게 투
자할 수 있게 되었다.

3.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2016~2018년)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준비하였지만, 증권거
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2013년 10월 23일에 마련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행세칙이 2015년 10월 30일에 최종 채택되면서 2016년
5월 16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Ivanov, V. and Knyazeva,
A., 2017). 제도 첫해(2016년)에는 전업 중개업자 13개사와 겸업 중개업자 8개사 등
총 21개사가 참여하였다(Ivanov, V. and Knyazeva, A., 2017). <표 2>의 미국의 증
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는 제도 시행 첫해 20,173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7,558명, 148,126명이 참여하여 2016~
2018년 동안 총 245,857명의 투자자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를 하였다. 또한
청약 수는 2016~2018년 동안 각각 178건, 474건, 680건을 기록하여 총 1,332건의
청약이 진행되었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달된 자금은 2016~
2018년 동안 각각 13.5, 71.2, 109.3백만 달러로 연평균 184.5% 성장하였다.
<표 2> 미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2016~2018년)
(단위：건, 천명, 백만)

구 분

2016

2017

2018

합계

청약 수

178

474

680

1,332

투자자 수

20.2

77.6

148.1

245.9

조달금액($)

13.5

71.2

109.3

194

출처：CROWDFUND CAPITAL ADVISORS(2019)

4. 우리나라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2016~2018년)3)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제도 도입 첫해(2016년)에 발행금액 174억원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은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82 -

정주영ㆍ민중후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2016년 이후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정을 중심으로-

(115건)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다. 2017, 2018년에는 각각 280억원(183건),
301억원(185건)을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31% 성장하였다. 2019년
1분기에는 111억원(44건) 발행하여, 2018년 1분기 발행금액 87억원(48건)에 비해
28% 성장하였다.
<그림 2> 2016~2018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현황

주：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출처：한국예탁결제원

2016~2018년 동안 총 817개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발행을 시도하였고,
이 중 모집금액의 80% 이상 청약을 받아 증권발행을 성공한 기업은 총 483개로 성공
률은 59.1%로 나타났다. 채권은 총 239건의 시도 중 152건이 성공하여 63.6%의 성
공률을 보여, 주식 발행 성공률 57.3%4)보다 6.3%p 높게 나타났다. 증권 유형별로는
주식 526억원(331건), 채권 229억원(152건) 발행되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주식은 보통주 388억원(255건), 우선주 138억원(76건) 발행되었으며, 채권은 일반
회사채 129억원(94건), 이익참가부사채 69억원(43건), 전환사채 24억원(14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7억원(1건) 발행되었다. 프로젝트의 모집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
터 최대 7억원5)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절반 이상(51.3%)이 1억원 이하의 자금을 모
집하였다. 또한 3억원 이하의 프로젝트는 87.6%를 차지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은 소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발행기
업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은 평균 약 1.6억원 수준이었다.

4) 2016~2018년 기간 동안 주식발행 시도 기업은 578개였으며, 이 중 331개 기업이 주식발행에
성공하였음.
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당시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는 7억원이었으며, 이후 자본시장
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15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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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가자별 현황(2016~2018년)
1) 중개업자 현황
중개업자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투자심의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정성,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
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중개업자에게 투
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자금의 사용계획, 경영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7조의11). 현재 중개업자는 전업 9
개사 및 겸업 6개사 등 총 15개사가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다.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과 동시에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인크, 위리치펀딩, 유캔스타트 등 5개 업체
가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중개업자 등록이 꾸준히 이어져 18개사가
등록을 하였다. 이 중 인크, 위리치펀딩, 유캔스타트 등 3개 업체는 등록취소 및 폐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총 1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발행금
액의 약 5~6% 정도이다. 2018년도 시장 전체 수수료는 총 17억원 수준이며, 와디즈
를 제외하면 한 중개업자당 수수료는 0.5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중개업자 수에 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서 당분간 중
개업자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6~2018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금액 및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중개금액

수수료

중개금액

수수료

중개금액

수수료

시장 전체(A)

174

8

280

14

301

17

와디즈(B)

67

3

139

7

182

11

비중(B/A)

38.5

38.0

49.6

51.4

60.5

62.7

출처：각 중개업자,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업 중
6)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전업사는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펀딩포유, 이
안투자, 네오스프링, 아시아크라우드펀딩, 한국크라우드투자 등 9개이며, 겸업사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등 6개사로 총 1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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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자 총 당기순이익인 약 78억원 적자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모집금액 기준으로 연간
약 1,6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전
업 중개업자 대부분은 기부 및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중개, 교육사업, 컨설팅 등 시너
지 창출이 가능한 타 사업과 겸업하여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전업 중개업자 6사의 매출액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여 회사
의 주력 사업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7)
겸업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특화증권사8)(이하 중기특화증권사)들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등록하고 있지만 전업사에 비해 우수한 인력 및 영업자산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발행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이데일리, 2019). 겸업 증권사들이 다른 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잘나오고 있는 상황에
서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유인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기특화증권사 지정 시 평가 기준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항목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대비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4> 겸업사 및 전업사 규모 비교

(단위：억원, 명, 건)

구 분

총자산

총자기자본

임직원수

발행건수

발행금액

겸업(A)

51,809

6,925

482

15

26

전업(B)

22

14

24

44

67

차이(A-B)

51,787

6,911

458

△28

△41

주：1) 재무 지표 및 임직원 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각각 평균치를 사용함.
2)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은 2018년 평균 실적을 사용함.
3) 분석대상은 <각주 4>를 참고하되, 한국크라우드투자(2019년 등록)는 제외함.
출처：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는 와디즈
이다. <표 3>을 보면, 와디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시
장점유율 60.5%(중개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향후
7) 2018년 말 기준으로 <표 3>의 시장 전체 수수료와 <표 5>의 매출액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네오스프링과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제외한
나머지 전업사를 대상으로 함.
8)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는 2016년 4월 금융위원회가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업무 특화 금
융투자회사 육성을 목표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기특화증권사는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
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임(금융위원회,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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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가 커지고, 치킨게임에서 밀려난 중개업자들이 퇴출되
어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업 중개업자의 규모는 와디즈가 자산 105억원(자본 54억원) 수준이며, 와디즈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자산 10억원(자본 8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와디즈는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선두주자답게 총자산ㆍ자기자본ㆍ매출액 규모가 다른 전업사
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며, 적자 규모도 2018년 기준 약 50억원 수준으로 가장
크다. 적자 규모는 지속적인 자본조달로 감당가능한 수준이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전략의 일부분으로 ‘계획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다른 중개업자들은 와디즈에 비해 기업 규모
가 영세하며, 시장점유율도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적자로 기업 유지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호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에게 등록 자기자본인 5억의 70%인 3.5억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
드펀딩 시장 규모 및 성장 속도와 전업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및 실적을 고려하면, 대부
분의 전업 중개업자들은 추가적인 자본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 자본금이 3.5억원 이하
로 감소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의 성장 속
도와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조달 능력이 향후 중개업자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
로 보이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개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소수의 경쟁력 있
는 중개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2018년 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와디즈

오픈
트레이드

크라
우디

오마이
컴퍼니

펀딩
포유

네오
스프링

이안
로드

아시아
크라우드
펀딩

총자산

10,518

857

1,536

744

367

1,572

1,437

598

자기자본

5,363

75

1,410

560

359

1,420

1,395

479

매출액

5,048

287

357

808

31

367

94

-

△669

△598

74

△349

△351

△860

△292

당기 순이익 △4,775

주：2018년 말 영업 중인 중개업자 기준이며, 당시 폐지 심사 중이었던 인크는 제외함.
출처：금융감독원

2) 투자자 현황
<표 6>을 보면,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첫해 참여한 전체 투자자
수는 총 6,019명이었으며, 다음 해에 16,472명으로 대폭 증가(전년 대비 173.7% 증
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16,661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 폭(전년 대비 1.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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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수는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금액 비중은 전체 중 5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투자자
의 경우 2017년 투자금액 및 투자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4.8%, 79.6% 증가하였지
만, 2018년도에는 각각 9%, 8% 감소하였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액 및 투자자
수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상승세는 일반투자자가 주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16~2018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현황
구분
일반 투자자

투자금액(억원)
’16년

’17년

투자자 수(백명)

’18년

’16년

’17년

평균 투자금액(만원)

’18년

’16년

’17년

76.5 143.2 176.6

55.9 155.1 156.2

44%

51%

59%

93%

94%

94%

전년대비

-

87%

23%

-

177%

1%

-

△33%

22%

적격 투자자

11.4

19.7

18.0

1.8

5.2

6.3

626.9

378.7

284.8

7%

7%

6%

3%

3%

4%

-

73%

△9%

-

186%

21%

86.6 116.7 106.2

2.5

4.4

4.1 3,533.9 2,652.7 2,623.1

50%

42%

35%

4%

3%

2%

-

35%

△9%

-

80%

△8%

-

△25%

△1%

60.2 164.7 166.6

289.8

169.7

180.6

-

△41%

6%

비중

비중
전년대비
전문 투자자
비중
전년대비
합계
전년대비

174.5 279.6 300.9
-

60%

8%

-

174%

1%

136.7

92.3

’18년
113.0
-

-

△40%

△25%

-

출처：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2019.4.12.)

<그림 3>의 투자자별 투자증권 비율을 살펴보면, 투자 전문성이 높을수록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주식 비중은 57.6%이며, 소득적
격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9)는 78.5%, 전문투자자는 83.9%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투자자는 펀딩 이후에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금 회수(Exit)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Hornuf, L. and Schmitt, M., 2016). 창업자들은 자
기사업에 낙관적이기 쉬워 금방 IPO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창업자
9) 적격투자자란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또는 사업ㆍ근로소득금액 합계
액 1억원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한 사람 등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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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대로 IPO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동학림ㆍ백강, 2016). 또한 신생기업은 기
본적으로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신현탁, 2017), 일반투자자는 발행기업
의 투자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전문투자자들에 비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
유로 투자 전문성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투자자별 주식ㆍ채권 투자 비중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발행기업 현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발행기업들은 평균 업력 3년 4개월, 평균 자산은
14.1억원(자본 4억원)으로 창업 초기 소규모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매출
액은 8.7억이며, 평균 당기순이익 1.2억 적자로 전형적으로 창업 초기 성장과정에서
적자를 시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발행기업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10)
단계에 있으며, 완전 자본잠식인 기업이 72사(17.3%)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7>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 발행기업 재무 현황(2016~2018년)
(단위：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1,412

400

873

△120

주：증권발행 직전 연도 결산자료 기준이며, 대상 기업은 298개임.
출처：한국예탁결제원
10) 죽음의 계곡은 창업기업이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 자금 및 지식을 획득하기 어려워 고
전하는 구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시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창업 후 1~3년 사이를 의미함(이창
영ㆍ김진수, 2016; 이정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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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년 이하의 기업이 114건(24%)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7년 이하에서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업력
4년 이하 기업은 전체 중 72%를 차지하여 초기 창업ㆍ벤처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림 4> 2016~2018년 발행기업 업력별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주：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출처：한국예탁결제원

<표 8>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기업들의 재무 지표에 실제로 얼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에서 증권발행금액은 차감함으로
써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이 직접적인 조달자금 증가분 외 추가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
해보았다. <표 8>를 보면 총자산은 발행 전과 비교하여 발행 후 평균적으로 10.9억원
증가하였고, 자기자본은 3.2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매출액은 발행 전 9.9억원에서
발행 후 15억원으로 5.1억원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발행 전 △1.7억원에서 발행
후 △2.5억원으로 0.8억원만큼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창업 초기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이후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자산 및
매출액의 증가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증가로 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영업이익은 적자 폭을 확대하였는데,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투자 등의 이유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창업ㆍ벤처기업은 성장초기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소규모 상용화 단계를
거친 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는 이익
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확장단계에 들어서기까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8년 정도
이다(고윤승, 2016).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평균 업력이 3년 4개월이기 때문에 대
부분 수익 발생 이전 단계로 지속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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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전후 재무 비교(2016~2018년)
(단위：백만원)

구 분

발행 전(A)

발행연도

발행 후(B)

증감(B-A)

총자산

1,893

2,415

2,978

1,085

총부채

1,361

1,649

2,129

768

자기자본

532

765

849

316

매출액

991

1,320

1,496

505

영업이익

△166

△191

△247

△81

당기순이익

△170

△185

△311

△141

주：1) 증권 발행 전후 결산자료가 모두 있는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발행연도가 2017년이면, 발행 전은 2016년, 발행 후는 2018년 결산 기준임.
3) 발행연도 및 발행 후 금액은 증권발행으로 인한 증가분은 차감한 금액임.
출처：금융감독원

Ⅲ.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전개과정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인터넷 및 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한 투
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나 유망한 사
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해 사업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추진되었다(금융위원회, 2013.9.26.).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의원이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 후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작을 알렸다.
동법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증권발행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창업ㆍ벤처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크라우드펀딩 취지에 맞게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
의 80%가 되지 못하면 증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발
행인들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한도를 연간 7억원으로 제한하였고, 투자자들
의 투자 한도도 투자 전문성에 따라 제한하였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당 200
만원, 총 투자 한도는 500만원이며, 적격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당 1,000만원, 총 투
자 한도는 2,000만원, 그리고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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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투자자는 최초 청약에 참여한 1차 투자자에 비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간 전매를 금지하였으며, 발행인 및 대주주
의 지분도 증권 발행 후 1년간 매도를 금지하였다. 그 외에도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
산 예탁, 발행증권 취득,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 광
고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11)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금융위원회,
2015.8.31.).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선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개설하고 2016
년 1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금융위원회, 2016.1.20.). 한편 금융감독
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일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5년 12월부터 등록 사전검토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도
시행일에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청약업무를 시작하였다(금융위원회, 2016.1.24.). 그 결과, 제
도 시행 첫날 크라우드펀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린테크노가 7천만원의 목표금
액을 달성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기업이 되었다(금융위원회, 2016.1.25.).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안착 및 성장을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
진하였다. 우선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장외증권시장인 KSM(Korea
Startup Market)을 2016년 11월 14일에 개설하였다(한국거래소, 2016.11.10.). 그
후 2017년 4월에는 KSM 거래 활성화를 위해 KSM에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간 전매를 제한한다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펀딩성공 이후 언제
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금 회수 및 발행인의 후속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상향하고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
대하였는데, 일반투자자의 경우 제도 도입 시 투자 한도를 연간 기업 당 200만원, 총
5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8년 4월 10일 시행)으로 기업
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적격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자격증을 소지한 일반투자자도 적격투자자로 인정함으로써 투자 한도를 상
11)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발행, 발행인 및 투자자 등에 관한 정보
를 받아 관리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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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주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발행기업 관련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
진되었다. 2016년 12월 14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 규정의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KSM에 등록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크리우드펀딩 기업에 비해 특례상장에 필요한 펀딩 규모 및 참여투자자 수에 대한 요
건을 더욱 더 완화해주었다12).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에스제이켐이 국내 1호 크라
우드펀딩 특례 코넥스 상장사가 되었다(중앙일보, 2018). 또한 2019년 1월 15일 자본
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인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업종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자금모집이 어
려웠던 소규모 음식점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2019년 1월 1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
루어졌다. 첫 번째로 창업ㆍ벤처기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초고위험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을 고려하여(신현탁, 2017), 투자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확실히 인지한 이후에 투자하
도록 하기 위해 투자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로
는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 간 정보교류를 통해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세 번째로는 모집가액, 자금조달
의 목적, 재무제표, 발행이율 등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청약의사를 다시 묻도록 의무화하
였다. 마지막으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게재자료에 증권 발행가액 산정 방법과
발행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2019년 5월 7일에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크라
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과 영세한 중개업자들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상장증권 거래내역 제출 의
무 면제,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의무 사
항 면제, 증권발행 후 성공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허용 등을 반영하였다(금융위원회,
2019.5.7.).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확대로 다양한 투자 기회
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 확장이 더 쉬
워지고, 규제 완화로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의 외형요건에서 일반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펀딩 규모가 3억원 이상이며,
참여투자자 수는 50인 이상이지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각각 1.5억원, 20인 이상으
로 완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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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과정(2016~2019.6월 말)
제도 개선 내용

시행일

 크라우드펀딩 법안 최초 시행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신설 및 진입요건 완화
• 발행기업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7억원) 및 투자자 투자 한도 제한
• 투자자간 전매, 발행인 및 대주주 지분매각 1년 제한

’16.1.25

• 청약률 80% 이하일 경우 증권발행 취소
•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금지
 투자자 및 발행기업 참여 확대
• 투자자간 전매 제한 완화(1년→6개월)
•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연간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 사회적기업은 업력 제한(7년) 규제 미적용

’17.10.31
’18.4.10

•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 확대(7→15억원)
• 증권발행가능 업종 확대

’19.1.15

•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
 투자자 보호 강화
• 청약 전 투자적합성테스트 실시 및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 게재자료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19.1.15

•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간 이해관계 게재 의무화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1.25., 2018.4.3., 2019.4.12.)를 참고하여 재구성

Ⅳ. 결 론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영세한 창업ㆍ벤처기업들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를 도입한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3년 동안의 성과를 보
면, 발행금액은 첫해 174억원을 달성한 이후 매년 평균 31%씩 성장해 2018년에는
30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모집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산업
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참여 기업들의 평균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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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억원으로 영세하며, 업력은 4년 이하 기업이 펀딩 건수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등 영세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크라우드펀딩 후 재무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아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성과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
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 한도, 증권발행 가능 업종 등의 확대로 투자자 및 창
업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
외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적합성테스트 실시,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게재자료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명
시, 발행인과 중개업자간 이해관계 게재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 자
금 회수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코넥스 특례 상장 제도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KSM을 신설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한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아직 쉽
지 않다는 점은 향후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판
단된다.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들어,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 발행기업 및 중개업자
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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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quity Crowdfunding in Korea
-Focusing on the state and system improvement process since 2016-

Joo-Young Jung*ㆍJung-Hu Min**
13)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the equity crowdfunding and the improvement
process of the system. Korea’s crowdfunding was promoted to prevent business
items from being lost due to lack of funds despite creative ideas in startups.
Korea’s crowdfunding became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CROWDFUND
Act. On April 10, 2018, financial authorities expanded the investment ceiling for
investors. On January 15, 2019, financial authorities improved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suitability test. Meanwhile, 417
startups raised funds through crowdfunding during the 2016~2018 with 17.4, 28
and 30.1 billion won, respectively. In the US, the legislation was adopted on
October 30, 2015, resul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rom May 16,
2016. In the US crowdfunding market, the issuance amounts to $13.5, $71.2 and
$19.3 million, respectively, during the 2016~2018.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udied the status of each crowdfunding
participant and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ield of crowdfunding,
which is relatively short of research results due to its short history.
<Key Words> Crowdfunding, Securities, Startup, Venture,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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