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라파고스 탈출하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터장

공인인증서 정 토론회



라이코스CEO시절 경험



공인인증서, 액티브X 
설치없이 200억 송금





최소한의 보안절차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원클릭 쇼핑





(충동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문제 발생)



모바일에 도 쉽다



온라인생활이 이렇게 
쉽고 쾌적하니…



킨들을 선물해드린 할머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마술같다."



"동네 가게들 다 망하는 것 아닌
지 모르겠어. 아마존 때문에…"



하지만 
가끔 한국사이트 접속할 때

마다…









못할 것은 아니지만…



복잡, 복잡, 복잡



날아가는 내 시간



민간소프트웨어의 경쟁



국민의 시간을 날리고 
IT경쟁력을 깎아먹는 
여전한 걸림돌들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과도한 본인인증





간편하지 않고 과도함



한 게임유저의 이야기(1)
• 모해외게임사의 게임구매 

•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윈도IE로만 가능 

• 공인인증서를 새로 깔고 등록(본인인증 1회) 

• BC카드로 결제하려니 모바일결제ISP갱신(본인인증 2회) 

• 승인성공후 게임사사이트로 갔더니 에러 

• (3개월간 결제기록이 없으면 비밀번호를 바꿔서 새로 등록해야 하
는 법에 저촉.)



한 게임유저의 이야기(2)

• 화가 나서 사지 말까 하다가 물 한잔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
고 다시 시작 

• 모바일 결제 ISP 비밀번호 바꾸는데 또 인증 한번(본인인증 
3회) 

•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또 한번 인증(본인인증 4회) 

• 결론은 게임하나 사는데 40~50분 걸리다



게임구매에 40~50분 소요



"게임사이트에서 결제하다보면 마치 카드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제할거야?"라고 내게 묻는 것처럼 느껴져요."

출처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1896&l=16932

게임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1896&l=16932


아이핀 무한루프



민간비즈니스에 
정부의 과도한 보안강제



민간에서 알아서,
고객이 쉽게 쓸 수 있는 기술 도입



열등한 기술은 민간에서 
알아서 도태된다



Airbnb에 처음부터 
본인인증을 강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지나며 자 스럽게 단계  인증



소셜인증



기술의 힘으로 인증



글로벌 스탠더드 무시 
한국서비스의 국제화 어려움 
한국스타트업의 세계진출 어려움



인증공화국



IT비정상의 폐해

• 한국회사들의 혁신을 저해 

• 국민들이 글로벌서비스에 접하기 어렵도록 만듦 

• 한국스타트업의 서비스 글로벌화를 저해 

• 무엇보다 국민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모 스타트업 대표의 말 
"불편하냐고요? 처음부터 이 상태였
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 것인지 모르

겠어요."



한국스타트업�vs�해외스타트업

• 규제에 맞춰 UX를 최적화. 

• 규제에 맞춘 기술을 선택. 

• 박스에 갇힌 상상력. 

• 복잡한 인증과정에서 매출기회 상
실. 

• 규제 때문에 개발에 추가 리소스 소
요. 

• 해외고객을 따로 관리하는 번거로
움. 외국기업과 비교해 역차별.

• 고객에 맞춰 UX를 최적화. 

• 시장에서 이긴 최고의 기술을 선택. 

• Out of the box 제품 개발. 

•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매출 증
대 (마음껏 growth hacking) 

• 표준화된 기술 사용으로 개발비 절
감. 

• 자연스럽게 글로벌 제품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