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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신한 아이
디어와 혁신적 기술, 진정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임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타트업이 모여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출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
기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분명한 문제 의식과 구체적인 노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 희망을 찾겠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적 환경을 함께 고민
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더 많은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더 많은 청년과 미래 기업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
습니다.
셋. 투자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투자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벤처캐피털,
창업 인큐베이터, 엔젤투자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
니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스타트
업 설립과 성장에 특화된 금융제도가 마련될 수 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넷.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건강한 규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정부•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에
힘쓰며,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공론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스타트업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글로벌 수준의 창업을 위해 해외 유수 스타트업들과 교류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와 통찰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
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진정한

기업가정신과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7년 ‘신경제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했
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기업인이,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사회 전반에 올바른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널리 사랑 받는
기업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일곱. 우리는

스타트업입니다.

더 큰 희망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지향하고 혁신을 위
해 도전하는 자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스타트업이 한 데 모여, 더 큰
희망•원대한 꿈을 위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이는 동시에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힘을 모으려 합니
다.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다양한 이들과의 상생, 한국 사회와 청년 세대의 희망을 위해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혁신하는 우리, 스타트업은 자신감 있
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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