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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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

경력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1~2017)

(現)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2017~)

(現) 한국과학기술원(KAIST) MIP 겸임교수 (2013~)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2020~)



＂잘 나가던 기업은

왜 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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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허술한 심사

재무 시스템

“잘 나가던 기업은 왜 망했을까?”

4

혁신의 상실

부정
거래

리스크
식별

규율
부재

독단적인
경영

노사관계

거짓말

변화의 타이밍



Legal Risk (법적 리스크)

[타다]

'타다'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미 법원서 무죄 판단"

타다 드라이버, 이재웅 전 대표 등 檢 고발…"타다는 혁신 아닌 불법 행위"

플랫폼 택시 허가하는 '新 모빌리티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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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3626.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2437.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2314.html


Legal Risk (법적 리스크)

[라임자산운용]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2심서 형량 늘어…”죄책 무거워”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금감원, 라임펀드 돈 들어간 주식 '부당거래'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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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25/E74HMMC2OFDBREIM5KKSEHNO2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1/2020010101084.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1099.html


법률이나 규제가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명확성의 부족이나

무모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이나 명성에 대한 위험

(Matthew Whalley)

하자 있는 계약, 각종 청구,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 미흡,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손실 위험 (Roger Mcormick)

Legal Risk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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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이나 규제 위반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

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나 손해의 위험



Legal Risk는 무엇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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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근로관계 분쟁

불리한 조건의
해외투자 유치

모호한 규제 요건

동업자와의 분쟁
출시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규제기관과의 갈등

사업 모델의
법령 위반 가능성

서비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Legal Risk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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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적 /단계별로
리스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사업(상품/서비스) 
내용에 따라

리스크의 내용은 다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위험



법적 리스크 관리 (Legal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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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험성 관리

Qualitative Model 
정성적 모델

전문가 기반 평가
실증적 데이터
미래 지향성

No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없음
사고 대응
임시 사례 관리
놀람의 반복
가정된 고유성

Quantitative Model
정량적 모델

예측 분석
실증적, 내부 데이터

관련 외부 데이터
검증된 외부 모델

[Mark Little, 2018]



Legal Risk Management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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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명확해야 함

사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어야 함

경영진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함

지속적인 공감대가 필요함



1. 실제로는 큰 소송/수사/조사 등을

경험하거나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비로서 시작함. 

Legal Risk Management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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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렇게 시작이 어려운가? 

-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

-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

- 조직 내에서의 역할/기능 분담의 어려움

3. 위험의 현실화
4. CEO의 empowerment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C-level의 책임자와 실무진
5. 스타트업? 



단계 1 – 법적 리스크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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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과 같은
성장 중인 기업이라면,

단계별로 발생하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해야 함. 

설립 초기
성장기: 인력과 조직 확장

투자단계 별

2. 리스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Min/Max)에 대한 예상

1. 리스크가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

조직적/구조적 문제
규제
계약

소송/분쟁



단계 2 – 법적 리스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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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리스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

리스크의 구분 - 정도, 예측/통제 가능성, 발생 가능성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 내/외의 방법과 자원을 파악함



단계 3 – 법적 리스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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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수(risk tolerance)” 의 정도

기업별 차이: 목표

산업별 차이: 규제

리스크의 정도/중요도에 따른 차이

기업 단계에 따른 차이

개별 리스크에 대한 평가

→ 위험 감수의 한계를 넘어서는가? 

If Yes,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됨

If No, 리스크 management가 필요함



단계 4 –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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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피: 사업 중단

2. 해소: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

3. 조정: 리스크의 정도, 리스크의 부담자 등을 변경

4. 감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Plan B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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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기업의 규제 리스크

- 중복 규제, 신규 규제 => 입법 과정에의 관여, 입법 동향 파악

OTT 기업의 계약

OTT 기업의 소송/분쟁

- 저작권
- 특허권

- 망사용료

OTT 기업의 Legal Risk Management 



mailto:whc@dlight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