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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사회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발제

패널

플로어 약 20명 참여

제안내용 2018년도 스타트업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요약내용

스타트업 : 2018 트랜드 & 이슈 살펴보기

- 스타트업을 살펴봐야하는 이유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인터넷의 출현과 o2o의 시작

컨텐츠 쪽이 디지털로 들어옴

전통산업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역도 컨텐츠로 들어옴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을 해체

유니콘 기업의 등장과 성장

유니콘 : 시가총액 1조원 넘긴 기업들

스타트업을 하기 쉬어진 세상

낮은 비용, 인프라 구축 불필요, 글로벌 플랫폼 활용, 소셜미디어 시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등장

-2018 스타트업 트렌드 & 이슈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벤처펀드 규모 및 투자금액의 지속적 확대

소셜임팩트 투자 증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

블록체인 : 암호화폐, ICO열풍에서 생태계 형성과정

코워킹 스페이스의 폭발적 증가

주요기업 스타트업 투자 확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식 출범

논의

세부

내용

스타트업 : 2018 트랜드 & 이슈 살펴보기

- 스타트업을 살펴봐야하는 이유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1995년 인터넷 충격

2009년 모바일 충격

2016년 알파고 충격 -> 4차산업

인터넷의 출현과 o2o의 시작

우편 - 음악 - 전자상거래 - 출판 게임 - 광고 - 언론 - 숙박 - 물류여객 

- 금융 - 알파고 쇼크 - 법률 - 자동차 - 의료

컨텐츠 쪽이 디지털로 들어옴

전통산업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역도 컨텐츠로 들어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우버 - 차가 한 대도 없는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

에어비엔비 - 호텔 하나 없는 세계 최대의 숙박 업체

현식적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을 해체

유니콘 기업의 등장과 성장

유니콘 : 시가총액 1조원 넘긴 기업들

스타트업을 하기 쉬어진 세상



낮은 비용 :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하나면 창업

인프라 구축 불필요 : 아마존 AWS 등 클라우드 이용

글로벌 플랫폼 활용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소셜미디어 시대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등장: 킥스타터, 인디고고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의 창업비용

50배 이상 많은 인터넷 이용자

100배 이상 빨라진 인터넷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로 모두가 연결

한국 2001~2010년 조사결과 창업기업 매년 130만개 일자리 창출, 기존

기업 매년 94만 3천개 일자리 감소

미국 1977년 ~2005년 조사결과 창업기업 매년 300만개 일자리 창출, 기

존기업 매년 100만개 일자리 감소

즉 혁신창업 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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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설립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독자 부서가 있는 경우 별로 많지 않다.

벤처펀드 규모 및 투자금액의 지속적 확대

우리나라의 흐름이 확대되는 비율로 보면 

시리즈A(10억) 투자 이상 스타트업 387개

소셜임팩트 투자 증가

상위 10개 투자 금액 2963억 ->3565억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투자금액 1.5배 증가

2018년 하반기에도 투자금액 상반될 예정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

블록체인 : 암호화폐, ICO열풍에서 생태계 형성과정

코워킹 스페이스의 폭발적 증가

많은 스타트업이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하는 중

주요기업 스타트업 투자 확대

네이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투자확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식 출범

스타트업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플로어)

어플을 개발 했을 때 국내 제약이 있어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최성진)

국내에서 하기 스타트업은 해외가서 해라. 국내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해외시장에 눈을 많이 돌리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이 좁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어플 사용자가 5000만이 최대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 

글로벌 강좌가 많다. 

(플로어)

스타트업 포럼은 뭐가 다른지 또 다른 행사 예정인지?

(최성진)

여러 스타트업이 있는데 온전하게 스타트업목소리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정기포럼 분기마다 있고 반기마다 워크샵이 있다. 창업자들만 온다. 

좋은 것은 의장 포함해서 성공하는 중이 대표님들이 헌신적으로 기여중

이다. 

(플로어)

포럼을 만드셨다는데 스타트업 대표하는 단체 같은데 회사인지 아니면 

협의회나 포함되는가?

(최성진)

스타트업 기업이 대상이다.

(플로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못하는 

부분 까지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기관에 전달하는지?



(최성진)

포럼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 정책적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연락을 주셔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똑같은 내용 각 부처 양식에 맞춰한다. 하지만 복잡해 비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