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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uses the performance and success factors considered by existing studies on startups 
to explore the success factors behind the performance results of online fashion stores launched 
with limited capital. To assess the degree of success of these startups, the following business per-
formance factors were used as indices: average monthly profit, online store survival period, and 
period of returns on initial investment. Further, the following factors were considered to influ-
ence the performance of these startups: business products, founder's capability, founding capital, 
and prior preparation in terms of training or consultation. Nine founders who established online 
startups with limited capital and projected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average monthly profit, 
online store survival period, and return on initial investment were selected to examine whether 
the general success factors for startups led to successful performance results; further, a case study 
of these businesse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ll the selected 
founders were sufficiently competent in terms of experience but only partly competent in terms 
of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kills; 2) most of the selected founders gave positive assessments 
to marketability, but only some of them gave positive assessments to profitability or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product; 3) all the selected founders had a founding capital adequacy ratio of 
more than 50 percent and sufficient degrees of financing strategies in place; and 4) there was al-
most no training or consultation provided for startups as prior preparation, except for the collec-
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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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해(2017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80

조원에서 92조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몰은 62조

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문몰은

29조1,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이는 단일 상품군 위주로 판매하는 중소 규모

전문몰이 통계에 대거 산입된 결과이다. 즉 중소

규모 전문몰의 거래액이 10조가 넘는 다는 것이

다(Reflected on a small and medium-sized

shopping mall, 2018). 패션시장에서도 온라인 채

널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온라인 의류패션부문

거래액은 2011~2016년 동안 연평균(CAGR)

16.0%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였고, 2017년

1~9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0% 성장하는 등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Korearatings, 2017).

성인남녀가 가장 많이 창업했던 아이템은 ‘온

라인 쇼핑몰’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소자본 창

업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소자본의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

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창업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유지율은 8.0%에 불과

해 10명중 9명은 창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

다(Nine out of 10 founded online shopping

mall could not be maintained, 2017). 소규모 쇼

핑몰이 소자본, 저비용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소규모 쇼핑몰의 구축이 활성화되면서 창업과

퇴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으로 나

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Yeon, 2009).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창업을 통해서 시장이 활발

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생하는 기업의 숫자만

큼 소멸하는 기업의 숫자도 적지 않다. 신생하는

기업의 숫자만큼 소멸하는 기업의 숫자도 적지

않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 이상의

기업이 생기고 새로 생기는 기업의 수만큼 사리지

고 있다(Eom & Kim, 2017). 창업기업의 27.6%

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

나며, 창업 후 2년째 도산하는 기업이 13.8%, 3

년째 도사하는 기업도 11.2%이다. 소상공인의 창

업 성공률은 2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Kang

& Lee, 2010).

이러한 추세와 함께 창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

하는 많은 연구(Kang & Lee, 2010; Kim, Kim

& Yang, 2012; Kim, Kang & Yun, 2013; Kim

& Lee, 2017; Sim, Son & Kim, 2018)들이 진

행되어 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급격한

성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도 많은 연

구(Chung, Jung & Han, 2001; Han, et al,

2006; Kim & Chai, 2007; Lim & Yang, 2017)

들이 진행되어왔으나, 소자본 창업의 측면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창업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

는 적으며, 특히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

과 관련한 창업 성공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일반적

인 창업에서의 성과 요인 및 성공 요인을 도출

해보고, 이 성과 요인과 성공 요인들을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에 적용하여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사회 환경

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소매시

장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또한 IMF 이후 지

속되는 불황과 실직, 미취업 등으로 소자본 창업

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패션소매시장에서 소자본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을 높이고 창업실패율을 줄임으로써 창업자 개

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경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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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자본 창업과 성공 요인
창업이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추구하여 신규 사업기회로 발현시켜 이전

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을 말한다. 창업은 당사자나 직원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의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공헌을 하기에 그 중요

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Baek, 2017).

소자본 창업이란 적은 자본을 들여 장사나 사

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소호

창업, 1인기업, 소규모 e-business 창업 등을 일컫

는다(Son & Lee, 2015). 최근처럼 기업마다 정

년이 짧아지고 구조조정이 심해지고 있는 현시점

에서 소자본 창업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

해볼만큼 매력적이다. 국내 소자본 창업 시장의

변화 특성을 보면, 첫째,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평생 직장관이 변화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대학생

창업과 여성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Kang &

Lee, 2010).

창업의 성과 및 성공 요인은 다양한 접근방식

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

서는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

업자 요인 즉 기업가 정신, 경험 역량, 사업 역

량, 그리고 기타 요인, 즉 사업아이템, 창업자금,

사전준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창업자 요인

창업이 제한된 유형 자원을 가지고 불확실한

환경 안에서 운영하는 개인의 창의적 주도권을

통하여 기회를 만듦으로써 경제적 부를 추구하

는 과정이므로, 창업자란 제한된 자원에서 혁신

적인 과정의 전개를 통하여 기회 또는 환경적

촉매를 이끌어 내는 사람을 말한다(Kang &

Lee, 2010). 특히 더욱 제한된 유형 자원을 가진

소자본 창업자들은 자본의 제약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의욕과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므로 소자본 창업자들은 비록

자본의 규모는 작으나 개척적인 사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Min, 2010).

소자본 창업기업은 인적 및 물적 등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

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창업자가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

는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인 기업의 특

성상 창업자의 개인적 역량들은 창업기업의 전

반적인 사업운영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기업과의 성과 측면에서 차이

가 매우 크다(Kim & Lee, 2017).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 요인에 대

해서 선행연구를 위주로 살펴보면, Kim &

Lee(2017)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창업자 역

량으로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관리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창업기

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과거

의 업무경험과 전문적 기술, 멘토링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주요함을

언급하였다. Sim et al.(2018)은 기업경쟁력에 영

향을 미치는 창업자 요인으로 창업 동기, 창업자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고, 창

업자의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경쟁력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Kim et al.(2013)는 창업스킬과 창업가정신

은 점포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자의 역량은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의 초창기부

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왔고(Lee,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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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5), 창업자의 경험 요소도 창업환경이

불확실성이 크고 사전에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창업 관련 경험이 가진 창업자들이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 보다 생존가능성 및 기업의 성장가능

성이 크다고 하였으며(Kim, Lee, & Ahn,

2014), 창업 경험 및 창업전후의 업종 유사성과

같이 창업과 관련 준비 수준은 창업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Nam, Chun & Park, 2013).

이와는 다른 결과도 있었는데, Cho & Yang

(2014) 연구결과에서는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력

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술 창업자

의 동업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

간은 기술적 성과에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否

(-)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였다.

2) 창업 제반 요인

Lee(2009)는 소규모 창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 특성과 함께 사업아

이템 경쟁력 즉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및 수익성,

차별성을 분석하였는데, 성공적인 소규모 기업

사례에서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수익성, 차별성

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Kang & Lee

(2010)도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개인 특성과 함께 창업유형(전문창업,

모방창업), 사업특성(상권, 창업규모, 가족경영)

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전문창업이 모방창업보

다 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전문성이 많을수

록 창업성공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규모가 클

수록 투자회수가 어려우며 가족경영은 창업성공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2)는 창업과정 특성 즉 사업계획서완성

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 창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 요인 중 입지우월성과 자금조달능력, 창업

가 정신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Kim et al.(2013)은 창업의 성

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로서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창업교육이 기업

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교육

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이 함양됨으로써 성공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Gu & Hwang

(2003)은 소규모 의류소매업체 도산 원인의 내

부요인으로 인적문제, 자본문제, 투자문제, 부실

한 마케팅전략, 부실경영문제, 경영자자질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외부요인으로 대외경제환경,

예측불허사건, 시장상황 등을 지적하였다. 사전

경영경험이 없는 경영자는 경영태만, 방임경영

등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을 하게 되므로

아무런 경험 없이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항상 시장 동향

파악 및 소비자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며, 상품,

가격, 유통, 판촉 등의 마케팅믹스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Park

& Min(2010)는 소자본 창업자 중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소자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특성 즉 개인특성, 경영관리, 입지특성, 자금조달

4가지 요인과 성과 인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였는데, 사업만족도와 목표대비 달성도로 평가한

사업성과는 개인특성이나 입지, 투자 규모와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경영관리

특성 즉 자금통제나 마케팅활동은 한계적 차원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3) 소자본 창업의 성과

창업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즉 비재무적 평가와 재무적 평가

관점이 있다. 비재무적 평가 관점은 우선, 창업

기업 초기에는 평가 데이터가 많지 않고 회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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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

므로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 평가가 신뢰성

및 설득력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Lee, 2015),

Eom & Kim(2017)도 그동안 창업 관련한 논문

들은 단선적 사고로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

고 있는데 이러한 단선적 사고는 창업실패 요인

으로 환경과 자원만을 문제 삼게 되는데, 이보다

는 창업자들이 이해해야 할 창업자의 신념과 태

도, 의도, 행위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는 창업 성과의 분석을 위해 재무적 성과를 측

정하고 있는데, Kang & lee(2010)은 창업 성공

및 투자회수로서 창업성과를 측정하였으며, Back

& Seo(2013)은 창업 성공을 계량적 성공(QIS,

Quantified Initial Success)으로 측정할 경우 매

출액, 연평균 순수익, 고용성장률, 수익률, 종업

원 대비 매출액, 동종업체 대비 매출액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 & Lee(2017) 연

구에서는 기업 성과로서 이익율의 증가, 기술개

발능력의 개선 정도, 고용인 수의 증가, 매출액

의 증가율 등으로 측정하였다.

Lee et al.(2015)은 창업 현장 연구에서는 질

적 및 양적 연구가 혼합된 혼합연구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 & Chung

(2007)은 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

특성 연구에서 기업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기업가적

능력, 기술적·기능적 능력만이 재무적 성과에 영

향을 미쳤고, 학력, 창업경험, 성취욕구, 위험감

수성향, 관리적 능력, 기업가적 능력, 제품서비스

차별화 전략, 마케팅 차별화, 비용우위 전략 등

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2.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Electronic Commerce Law,

Article 2 Section 1, 2012). 즉 온라인 네트워크

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형태

의 거래를 말하며,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전자적인 매체,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전

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Park, 2011). 전자상거래

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에게 재화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조직 내부의 업

무, 더나아가서 공급자 등의 다른 기업과의 협업

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래방식의 정보

화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B2B, B2G, B2C, C2C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Yeon, 2009).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인터넷쇼

핑몰인데, 인터넷쇼핑몰은 일련의 상거래 과정이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의

쇼핑공간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공급으로 그

수요가 급증했다(Eom & Pyo, 2013).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은 국내 총생산(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위상이 크게 성장

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자들이 쉬운 접근성과 낮

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온라인 창업에 쉽게 도전

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소매산업의 2017년 총거

래액은 407억으로 전년대비 16% 성장하였으며,

2017년 한 해 164조원의 생산, 76조원의 부가가

치, 127만4천명의 취업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

다(Han, 2018). 그러나 온라인 소매사업은 경쟁

기업의 사업모델을 쉽게 모방할 수 있어 시장

선점의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투자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어 신규기업이나 기존 오프라인 유

통업체의 시장진출이 매우 용이하나 유사한 상

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경쟁 유통

채널이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여 경쟁이 치열하

고 복잡하다(Kim & Chai, 2007).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창업도 기존의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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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창업에서 온라인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프라인 창업의 경우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자금

조달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

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이에 반해 온

라인 창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패션 상품의 경우, 생명주기가 짧고 온라인

쇼핑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을 제

공하고 있어 매출 창출이 더욱 용이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변화에 적응하기 쉬워 소비

자의 소득 수준과 문화 수준에 따른 다양한 요

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an

at al., 2006).

그러나 온라인 창업 시장의 진입은 용이하나

성공이나 유지가 쉽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의 창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던 사업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이 20.1%로 가장 많았고 특히 소

규모 자본력을 가진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창업유지율은 8.0%애 불과해 10명 중

9명은 창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Nine out

of 10 founded online shopping mall could not

be maintained, 2017). 한국 온라인 창업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사업자는 온라인

커머스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만, 가장 많

이 실패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20대 이하 판매자

의 사업 지속율은 44.94%로 낮으며, 거래 발생

율 역시 52%로 다른 연령 대비 가장 낮다. 20대

이하 사업자가 창업과 실패 경험을 학습하며, 시

간이 흘러 30대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30대 이

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 성공률을 보인다고

분석된다고 하였다(Han, 2018).

Lim & Yang(2017)도 인터넷 보급이 빠른 한

국의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충분히 메

리트가 있다고 사료되며, 창업을 성공하는 사업

자의 특징을 강화해 나갈 수만 있다면 창업 성

공률을 높이고 반면에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인 창업 창

업자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창업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Chung

et al.(2001)는 중소기업의 인터넷쇼핑몰이 성공

을 위해서는 사업영역의 명확한 인지, 아이템의

선정 및 자본구조, 시스템 환경, 시장진입, 운용

및 확장 전략 등 마케팅 전략, 명확한 수익모델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과제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의 성공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과제 1.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성공

적 창업에서 창업자 요인의 영향

을 분석한다.

연구과제 2.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성공

적 창업에서 아이템 요인의 영향

을 분석한다.

연구과제 3.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성공

적 창업에서 창업자금 요인의 영

향을 분석한다.

연구과제 4.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성공

적 창업에서 사전준비 요인의 영

향을 분석한다.

2. 사례 연구
1) 사례연구 검증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에서 실제적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소

규모 온라인 패션쇼핑몰 운영에서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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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연구(case study research) 방법을 채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되었던 일반적 창업 성공

요인들이 소규모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 성공

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소규모 온라온 패션

쇼핑몰 창업자를 대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Lee at al.(2015)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연구

가 적합하다. 연구문제를 어떻게/왜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밝히고, 또한 시간에 걸친 추적과 논

리적 추론을 활용하여 현상과 이를 둘러싼 정황

/맥락 간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계나 조건을 연구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Kwon & Lee, 2008;

Yin, 2003).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구성타당성 및 내

적타당성, 외적타당성, 신뢰성(Cho, Kim, &

Kim, 2015; Yin, 2003)을 위해 <Table 1>과 같

이 진행하였다.

2) 사례연구 절차

Eisenhardt & Graebner(2007) 및 Yin(2003)

등에서 제시한 사례연구과정 및 Kown, & Lee

(2008)이 제시한 중소기업 사례연구 절차를 보

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제 설정, 연구 틀

설정,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이론적 관련성 검

토 절차 등 단계를 적용하였다. 선행연구들로부

터 연구과제 및 연구 틀을 설정하였고, 연구표본

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

지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결과에서

자료분석 및 이론적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 분석의 틀
사례연구절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연구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로부터 창업성

과 요인 및 창업성공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창업

성과 요인은 창업자의 성공을 평가하는 척도로

서 월평균 이익/매출액, 쇼핑몰 존속기간, 초기

투자회수률/기간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창업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성공 요인으로 창업자

요인, 사업 아이템 요인, 창업자금 요인, 사전준

비 요인 등을 도출하였다<Table 2>.

3. 자료수집과 분석
1) 연구 표본

본 연구에서는 Baek & Seo(2013), Kang &

Verification

Type

Verification Method Used in

Case Study
Details

Construct

Validity

Draw relevant factors from

previous studie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Factors were drawn from previous studies so as to measure success

factors of online startups that were established with limited capital

in this study,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and success measurement factors

Internal

Validity

Explain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Explain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 factors

and success measurement factors in establishing online shopping

startups with limited capital through this study

External

Validity

Apply the theories used in

previous studies

Compared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theories used in

preceding studies are applicable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Reliability Case study protocol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an interview carried out with

semi-structured questions and the results of another interview

carried through a survey that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foregoing interview

<Table 1> Verification Process Used in th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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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0) 등 연구를 참조하여 성공적 창업성과

를 월평균 매출(200만원 이상)과 이익(100만 원

이상), 업체 존속기간(2년 이상), 초기투자회수

률(50% 이상)으로 정의하였고, 성공적 창업성과

를 낸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사례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표본을 선정하

였다: i) 전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창업자,

ii) 통신판매업신고 후 자사 쇼핑몰 혹은 블로그

등 개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자,

iii)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2년 이상 쇼핑몰을 운

영한 창업자, iv)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에서 취급

품목이 "의류/패션/잡화/뷰티"에 속하는 창업자,

v) 현재 월평균 매출이 200만원 이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 초기투자회수률이 50%가 넘는 창

업자.

이상 기준에 맞는 총 10개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자가 연구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불성실하

게 심층인터뷰를 한 1개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

업자를 제외하였다<Table 3>.

Variables Measured Items Preceding Studies

Business

Performance

Factors

Financial

Performance

Average monthly net profit, business survival

period, return on initial investment

Hahm(2014),

Back & Seo(2013),

Kang & Lee(2010),

Kim & Lee(2017),

Kim & Chung(2007)

Non-Financial

Performance

Sense of pride, satisfaction, joy, and display of

capabilities

Business

Success

Factors

Business

Founder

Entrepreneur-

ship

Pursuit for innovation,

inclination to take risks

Sim et al.(2018),

Kim et al.(2013),

Park & Min(2009),

Kim et al.(2012),

Jung & Kim(2017)

Experience

Competence

Experience of or interest in establishing and/or

operating business, or expert knowledge in

fashion/fashion market

Kim & Lee(2017),

Sim et al.2018),

Lee et al.(2015),

Kim et al.(2014),

Kang & Lee(2010),

Business

Competence

Clarity of corporate vision and goals, Use of

external resources, management of sales

/promotion, business strategy, etc.

Kim & Lee(2017),

Lee(2009)

Business

Items

Marketability
Introduction to market, growth potential,

competitive environment

Lee(2009)Profitability
Expected period to obtain return on initial

investment, investment risks

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 in items, functionality, and

demand

Startup Fund
Government assistance and startup funds,

sources of startup funds, procurement strategy

Gu & Hwang(2003),

Park & Min(2009),

Kim et al.(2012)

Prior Preparations

Startup training, business feasibility review,

professional consulting, information collection,

preparation period

Jung & Kim(2017)

Lee(2009)

<Table 2> Measured Items concerning Startup Success Factors and Startup Performance Factors, and Preced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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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선정된 연구표본을 대상으로 2018년 4월에서

8월까지 사례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i)

예비 조사에서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을 통해 예

비 인터뷰를 하였고(녹음), ii) 반구조화된 질문

지를 확정하고 선정된 창업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심층인터뷰 진행하였고(녹음), iii) 마지막

으로 인터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민

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 매출과 이익, 투자비용,

초기투자회수 등 구체적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

하기 위해 설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사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다음

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수집된 자료의 범주화

및 해석에서 2명 전문가(해당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와 본 연구자가 각각 내용을

검토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범주화하였

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가 범주화 해석 및 설

문자료와 비교해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

연구자(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최종적으

로 검토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성공적 창업을 평가하는 창업성과요인으로 월평

균 매출액 및 이익, 쇼핑몰의 존속기간, 초기투

자회수율을 분석하였고,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

몰 창업성공 요인으로 창업자 요인, 사업아이템

Subject Items Reporting Year Type Position

2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2016

Online shopping mall, online

select shop
Founder

3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2015 Blog shopping mall Founder

4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2015 Blog shopping mall Founder

5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2017

Offline 4 yrs.

Online shopping mall, offline

shop
Founder

6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2015

Online shopping mall, online

select shop
Founder

7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2014

Blog shopping mall, offline

shop
Founder

8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Corporate conversion in 2017;

4 yrs. of business before

corporate conversion

Blog shopping mall Founder

9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Corporate conversion in 2012

Online shopping mall, online

select shop, offline shop
Founder

10
Clothing /Fashion /

Acc. / Beauty

Corporate conversion in 2016;

3 yrs. of business before

corporate conversion

Online shopping mall, online

select shop

Head of Clothing

Business Team

(Interview);

Founder (Survey)

<Table 3> Status of Online Fashion Shop–Selected Fou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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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창업자금 요인, 사전준비 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1.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의 성과 요인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 성과 요인으

로 재무적 성과(심층인터뷰) 및 비재무적 성과

요인(설문지)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선정된 온라인 패션쇼핑몰은 창업 후

존속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월평균매출

액(이익)이 200만원(100만원) 이상이며, 1개 쇼

핑몰을 제외하고 초기투자회수률이 70%가 넘었

다. 1개 쇼핑몰의 경우도 사업 확장을 위한 재투

자 때문이었다. 소자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

속적인 투자와 성장이 진행되므로, 비재무적 성

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선정된 쇼핑몰 창업자가

대체로 자부심과 긍지, 만족과 즐거움 등 심리적

만족이 컸으나, 수입의 적절성이나 경제적 안정

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였다.

2.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업의 성공
요인

1) 창업자 요인

선정된 쇼핑몰의 창업자 요인의 설문문항 점

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심층인터뷰를 통

한 사례 연구결과와 설문문항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가정신

선정된 연구표본 중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높았던 창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 의지가 있

어 두려움이 없이 시작했고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들이었다:

“조금씩 하다 보니 일이 커져서 지금처럼 되었고,

Subject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Survival Period

Ave. Monthly

Profit

(KRW 10,000)

Monthly Sales

(KRW 10,000)

Return on

Initial

Investment

(%)

Sense of

Pride

Satisfac-

tion and

Joy

Display

of

Capabi-

lities

Income

Appro-

priateness

Economic

Stability

2 2 yrs. 250~300 300 70 3 4 4 3 3

3 3 yrs. 1,500 3,000 70 4 3 4 4 4

4 4 yrs. 300~400 1,200 100 4 5 5 3 4

5
6 yrs. (offline 4 yrs;

online 2yrs.)
300~500

don’t want

to tell
100 4 4 5 3 3

6 4 yrs.
Under

Investment
5,000~6,000 100 4 4 4 2 2

7
5 yrs. (offline 3

yrs.; online 2yrs.)
300 660 100 4 4 3 2 3

8
5 yrs. (offline 4yrs.;

online 1yr.)
1500~2000 10,000 100 4 4 3 4 4

9
7 yrs. after corporate

conversion
5,000~6000 58,000 70 5 5 5 5 5

10

8 yrs. (5 yrs.; 3yrs.

after corporate

conversion

12,000 20,000 100 5 4 4 4 4

<Table 4> Startup Performance Factors – Selected Fou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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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다. 큰

생각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그저 팔고 싶은 것을
만들고, 팔려고 시작하였다”(사례6), “학원을 다니
거나 공부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을 본떠서 만드는 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어릴 때
일을 시작하였고 모두 비전공자였지만, 학생일 때
부터 일을 하고 장사한 것이 어쩌면 도움 된 부분

이었다. 비전공자이었고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상
태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이 없었다”(사례9), “당시
유학을 가려던 돈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례10).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낮았던 표본들도 다음

과 같이 성취욕구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여성복을 좋아했다. 회사생활이 너무 맞

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결국 설득 후 블로그 사업을 시작했다”(사
례4), "쇼핑몰, 동대문 등 온라인 쇼핑몰 관련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솔직히 말해, 못해도 월급보다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례5),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할 자신이 있었다. 처음 쇼핑몰을
했을 때 대학로에 가서 전단지를 돌린 적도 있고,
동대문에서 박카스도 돌리면서 조금 친해지면 담

배를 피우면서 물건을 사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고

배웠다. 사업체를 내면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가 많

이 오는데 심지어 그분들에게 마케팅에 대해 묻는
등 모르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
(사례7).

성취욕구의 경우, 본 연구의 설문문항에서 포

함시키지 않았지만 여러 연구(Hahm, 2014; Park

& Min, 2009; Lee, 2009)에서 기업가정신에 포

함된 하위 요인이므로, 선정된 창업자들이 대다

수 기업가 정신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 Chung(2007)의 소기

업 창업자 연구에서도 성취욕구와 위험감수 성

향이 소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Sim et al.(2018)의 ICT 창업 연구에서도 기업가

정신은 기업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 경험역량

선정된 창업자들은 설문결과 및 인터뷰결과

모두에서 패션 및 패션사업/창업 등 관련 전문

지식, 경험, 관심 등이 높았다:

Subjects of Study 2 3 4 5 6 7 8 9 10

Entrepreneu

rship

Pursuit of Innovation 3 3 2.5 2 4 2 3 4.5 4.5

Inclination to Take Risks 3.6 2.6 1.6 2 3.3 3.3 2.3 3 4

Experience

Competence

Expert knowledge/ experience /

interest of/in startups
4 5 3 3 3 4 3 5 4

Expert knowledge/ experience

/interest of/in business operation
4 4 3 4 3 3 4 5 4

Knowledge/ experience/ interest of/in

online shopping malls
4 4.5 4 4 4 2.5 4.5 3 4

Knowledge/ experience/ interest of/in

fashion
4 5 3 5 5 4 4 5 4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markets of the same kind
3 4 3 3 4 3 4 5 4

Business

Competence

Clarity of business vision and goals 3.5 4 4 3 4.5 3 4 5 4.5

Use of external / network resources 3 3 2 4 3 3 3 5 4

Construction of business strategies to

respond to environment / customers
3 3 3 4 3 3 3 5 4

Sales management / promotion

strategy
3.6 3.6 3.6 4 3.6 3.3 4 5 4.3

<Table 5> Selected Founders’ Founder Factor –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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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예술 전공 후 의류 쪽 MD로 길게 일했다.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등 창의적인 작업은 하고
싶어서 가방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사례2), “의

류학과를 다니면서 쇼핑몰 모델, 졸업 후 패션잡지
사, 동대문 등 다양한 패션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업
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다. 오프라인 쇼핑몰

을 운영했었는데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입, 가격 측
정, 상품 구성, 등을 배웠다”(사례3), “직장 생활
당시 MD로 일했는데 다른 일보다 사진보정 일을

더 많이 했다”(사례4), “패션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마케팅 쪽에
더 관심이 있어 쇼핑몰 쪽 일을 하게 되었고 사업

으로 연결되었다. 의류판매 매장과 쇼핑몰과 동대
문 등 온라인쇼핑몰 관련 일을 경험하면서 단골
혹은 손님 접대 방법과 납품방식을 배웠는데, 옷을

보면 어떻게 가격이 구성되는지 얼마에 팔아야하
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사례5), “동업자
는 디자이너 일을 해왔고 난 MD 분야 일을 해왔

다. 기존 패션 관련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난 모델
등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 되었다”(사례
6), “매일 11시에 매장에 출근했다가 9~10시에 문

을 닫고 동대문 갔다가 2시에 퇴근했다. 집도 동대
문에 구했다. 어디가 싼지 어디가 물건을 많이 가
지고 있는지 어디가 빨리 물건을 주는지 알 수 있

었다. 창업 후 배운게 더 많다. 창업 이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배웠다”(사례7), “수년
전에 꾸준히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 모델 친구들 4

명이 같이 남성복 쇼핑몰을 운영했다가 폐업한 경
험이 있다”(사례8), “21살 때 구매대행 겸 쇼핑몰
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 구매대행업체가 별로 없어

서 운영이 괜찮았었다. 현재 동업자들이 의류 전공
은 아니지만 공통관심사가 옷이어서 사업을 시작
하였고, 경영학 전공하여 마케팅을 공부했다”(사례

9), “8년 전 앙앙기저귀케잌 판매를 시작하였고 5
년 전 앙앙베이비를 시작하였다”(사례10).

Kang & Lee(2010)의 소자본 자영창업 연구

에서도 창업 전 사업 분야에서 얼마만큼 동일한

사업을 하였는지(창업자의 전문성)가 창업성공

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Kim &

Chung(2007)의 소기업 창업자 연구에서도 창업

자의 창업경험이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 Ji & Kim(2017)도 역시 경험이나 준

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창업 도전이 실패나

사업 단절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3) 사업역량

선정된 창업자 중 3개 사례가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경험역량 외에 사업역량 모두에서 우수

하였는데, 이는 충분한 경험역량이 사업역량의

개발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쇼핑몰, 동대문 등 온라인 쇼핑몰 관련 일을 경험
하면서 마케팅쪽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 결과 쇼핑
몰 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사업으로 연결되었

다”(사례5), “모두 비전공자이지만, 상대적으로 학
생일 때부터 일찍 일하고 장사를 한 것, 즉 빨리
시작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사례9), “처음에 기저

귀 케이크 사업을 시작했고 아기용품의 연장선으
로 아동복을 시작했다. 처음에 29cm, 바보사랑 등
캐릭터용품 파는 사이트에 입점해 있다가 점점 커

져서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케잌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제작상품인 의류 제작하였고 결국 쇼핑몰
을 만들게 되었다”(사례10).

상대적으로 창업기간이 오랜된 표본의 경우

사업운영 경험도 사업역량을 구축시켰음을 나타

낸다:

“처음에 다양한 유통플렛폼 즉 무신사, W컵셉,

29cm, wizwid 등 대부분 온라인 편집샵을 통해 납
품하면서 판매량을 늘렸고 현재 자체 쇼핑몰 성장
을 위해 대부분 정리하였고 우리 이미지와 맞은

유통플렛폼 3개 정도에만 납품한다. 이는 마진을
늘리기 위함도 있다”(사례6), “처음 쇼핑몰 시작
때 전단지를 돌렸고 동대문에 가서 박카스를 돌린

적도 있었고, 마케팅 회사가 전화할 때 마케팅에
대해 묻고 했다. 홍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장점이며, 와이프가 블로그 모델이다”(사례7), “처

음 부업으로 시작했으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옥
탑방을 구해 사진을 찍었고 반응이 좋아서 꾸준히
늘려갔고 지금은 전업으로 매달리는 사업체가 됐

다”(사례8).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사업 비전과 목표의 경

우 선정된 모든 창업자의 설문 점수가 긍정 이

상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리고 나면 쇼
핑몰에 더 힘을 줄 계획이다”(사례2), “처음부터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패션회사
를 만들고자 했으며, 다양한 색을 담을 수 있는 상
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었고 팔려고 시작하였다”

(사례6),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
었고, 모든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켜주고 주
5일을 보장하고 있다. 신념대로 하였고 결국 잘되

고 있다”(사례7), “‘스타일 난다‘처럼 건실한 사업
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회사도 법인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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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사례8).

주변 네트워크 자원 활용의 경우도 대다수 창

업자들이 사업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

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모델일 등을 해서 지인 대부분이
패션 분야와 관련이 깊으며, 쇼핑몰 모델 활동이나
매장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 이웃, 인스타 팔로워,

페북 친구, 단골 고객 등 기본 손님이 있어 쉽게
운영할 수 있었다”(사례3), “패션유통회사에 다니
는 남편도 사진 찍는 일부터 사입까지 도와주

며...”(사례4), “공장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 금액 지급 융통 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공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업자의

남편이 수입의류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
팁 및 쇼룸 등을 지원해주며, 과거부터 알고 있는
모델들에게 제품 협찬을 진행하고 있다”(사례6),

“중요한 것은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라 노력한다. 장인어른이 성수동에서 수제화 판
매하셔서 싼 값에 좋은 신발을 가져올 수 있었으

며, 친동생과 친척도 일하고 있다”(사례8).

Kim & Chung(2007)은 소기업 창업자의 기

업가적 능력이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적 역량이 소기업이

창업 후 성과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Kang & Lee(2010) 연구에서

도 소자본 자영업 창업에서 가족경영이 창업 성

공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냈으나, Kim & Lee(2017) 1인 기업 창업자 연

구에서는 창업자의 네트워크 역량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였다.

2) 사업 아이템 요인

선정된 창업자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설문 평가

를 살펴보면, 선정된 창업자는 대체로 사업아이

템의 시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방은 시즌이 없어 좀 용이한 편이다”(사례2),
“블로그 이웃, 인스타 팔로워, 페북 친구, 단골 고
객 등 기본 손님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었다”(사례3), “제품 선정은 내가 평소에 좋
아하는 스타일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내가 좋아하
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사례4),

“사실, 동대문에 사입을 가면, 최근 동대문에 트렌
드와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서 열심히 살펴본다”
(사례5), “여성복이라 아이템이 가지는 경쟁력은

없다 하지만, 동대문을 잘 알다보니, 어디가 싼지,
어디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가 빨리 물건을
주는지 알 수 있었다”(사례7), “처음에 여성복 위

주로 구성하였지만, 현재는 화장품 비중이 매우 높
다. 블로그 이웃,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지자 화장품
회사에서 먼저 연락와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생각

보다 반응이 좋았고 결국 화장품 비중이 더 높아
졌다. 구두도 시즌이 길다. 올해 못팔면 내렸다가

Business Item Factors 2 3 4 5 6 7 8 9 10

Marketability

Easy market accessibility 3 3 4 5 3 3 3 5 4

Growth potential 3 4 4 5 4 2 4 5 4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prices 3 4 3 5 3 3 3 5 5

Severe competition 4 4 5 5 4 4 3 5 4

Profitability

Initial investment risks – small 4 4 5 5 2 3 5 5 3

Short return on investment period 3 4 4 3 3 3 5 1 2

Profitability 4 3 3 4 2 3 4 1 3

Differentiation

Product differentiation 4 3 2 1 4 3 3 5 4

Provision of differentiated added service 3 3 2 2 3 2 3 5 4

Differentiation in customers or demand 4 4 2 2 3 2 2 5 3

Differentiation in interface service 3 3 2 1 3 2 3 5 4

<Table 6> Selected Founders’ Business Items–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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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다시 올려서 팔면 된다”(사례8), “멤버가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결국 평소 입는 옷을 아이
템으로 선정하였다. 저희 브랜드의 가격대가 여성

복 시장에서는 자리잡기 힘든 가격대이었지만, 남
성복이어서 합리적인 가격대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다”(사례9), “처음에는 파티용품의 하나로 기저

귀 케이크로 사업을 시작했고, 아기용품의 연장선
으로 아동복도 시작했고 결국 쇼핑몰을 만들게 되
었다”(사례10)

사업아이템의 수익성에 대해서 설문결과에서

는 5개 쇼핑몰 창업자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으나, 심층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익

성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편집샵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쇼핑몰은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탁 판
매를 하고 있으니 거의 물건을 생산하고 패키지를

만드는데 돈을 썼다”(사례2), “직접 모델을 할 수
있으니 고민 없이 여성복을 선택하였다”(사례3),
“처음부터 직접 모델도 해야 했다”(사례4), “처음

에 다양한 유통 플렛폼에 납품하면서 판매량을 늘
렸으나 지금은 우리 이미지와 맞은 유통플렛폼 3
개 정도에만 납품하는데, 마진을 늘리기 위함도 있

다”(사례6), “블로그 모델이 와이프이다” (사례7),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사입제품으로 시
작했는데, 제작 상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

게 되었고 현재 제작 상품이 70% 나머지가 사입
제품이다”(사례10).

사업아이템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문결과에서 5

개 쇼핑몰 창업자만이 긍정적이었고 특히 2개 쇼

핑몰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이들은 법인전환한

규모나 기간 측면에서 안정적인 쇼핑몰이었다:

“우리가 타겟팅 하려는 그 정도 가격대의 의류는

여성복 시장에서 오히려 없다. 하지만 남성복이어
서 합리적인 가격대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다”

(사례9), “제품 기획시 앙앙베이비만의 색감(파스
텔 톤)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외 잡
지나 해외 자료들 위주로 참고하여 제품을 선정

및 제작하는 편이다. 기저귀 케이크는 한국에서 희
소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사례10),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직

접 만드는 등 창의적인 작업은 하고 싶었고, 그래
서 가방을 선택했다”(사례2), “처음부터 다양한 상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패션회사를 만들고

자 했으며, 한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색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자 한다”(사례6).

설문지에서 사업아이템의 차별성에 대해 부정

적 평가하였던 쇼핑몰도 차별성을 인식하여 나

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블로그에서 나만의 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진
을 내가 원하게 찍어서 올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을 통해 쇼핑몰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사
진을 찍고 보정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쓴다”(사
례4), “여성복이라 아이템 자체가 가지는 경쟁력은

없다”(사례7), “우리 타겟은 애기 엄마이다. 엄마가
아침에 급하게 옷을 입고 외출해도 편하면서 이쁘
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찾고자 한다”(사례8).

선정된 창업자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성에 대해

서 긍정적이었으나, 수익성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는 3~4개 쇼핑몰 창업자들이 부정적이었다. 이

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선행연구(Chai &

Kim, 2007; Han et al., 2006)에서도 이미 지적

되었다.

3) 창업자금

선정된 쇼핑몰의 창업자금을 살펴보면, 외부자

금 사용은 2명이었으며, 대다수가 자기 자본이

Startup Success Factors 2 3 4 5 6 7 8 9 10

Startup

Funds

Government assisted funds 2 3 1 4 4 2 1 1 2

Fun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2 2 1 4 4 2 1 1 3

capital adequacy ratio of not less than 50 percent 4 5 5 2 4 3 5 5 3

Sufficient amount of initial funding 4 3 4 1 3 3 3 1 3

Sufficient degree of financing strategy 3 3 4 3 3 3 5 5 3

<Table 7> Selected Founders’ Startup Funds–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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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 넘었고 나름의 자금조달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2000
만 원 정도 투자해서 시작하였다”(사례2), “꾸준히
돈이 투입되고 있다”(사례3), “250~300만 원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들어오는 돈으로 물건을 꾸준히
오더하였으니 투자비용이 더 들어간 샘이다”(사례
4), “아버지를 설득하여 1억을 빌려 홍대에 오프라

인 매장을 차릴 수 있었다. 지금은 운영자금을 따
로 모으고 있다. 자체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디자이
너, 사진작가도 필요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다. 블로그 시장이 막 성장할 때 시작하여 많은 돈
을 넣지 않고 어렵지 않게 수익을 올렸던 것 같
다”(사례7), “초기 창업자금이랄 것이 없다. 카메라

110만원 주고 샀고, 집에서 시작했고, 쇼핑몰 디자
인 비용 10~ 20만 원 들어간 정도이다. 처음 시작
할 때 부업이었고 집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 돈

을 벌기 시작하면서 옥탑방을 구해 사진을 찍었고
더 잘 되어 지금 사무실에 왔다”(사례8), “같이 시
작한 멤버 중 한 명이 개인 돈을 투자하였다. 최초

창업자금은 얼마 안들었고, 오히려 운영하면서 추
가로 더 큰 돈이 들었다”(사례9), “당시 유학을 가
려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앙앙기저귀는 수

공예품이었고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 자
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앙앙기저귀로 번
돈을 투자하여 앙앙베이비 브랜드를 만들었다.”

(사례10)

연구표본의 외부창업자금은 은행대출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이었다:

“부모님 명의로 2500만 원 대출받아서 시작했다.

처음 지하철역사 매장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계약했고, 500만 원으로 인테리어와 사
입했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3달 버틴다고 생각했

다. 번 돈을 계속 재투자했다. 빌린 돈은 갚았지만,
지금은 매장도 두 개이고 쇼핑몰도 커져서 더 많
은 자금이 들어간 상태이다”(사례5),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너레이션 넥스트라
는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울컬랙션도 진행

하였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사
례6).

Kim et al.(2012)도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

중 자금조달능력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Chung et al.(2001)은 중소

기업 인터넷쇼핑몰의 성공 요인으로 막강한 자

본, 실패 요인으로 저수익모델 등을 지적하였다.

Kang & Lee(2010)는 초기 창업에서 창업규모나

투자비가 클수록 투자회수가 어렵다고 하였다.

4) 사전준비 요인

선정된 창업자의 사전준비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1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에서 창업 관련 정보수집을 하였으나, 창업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은 대다수가 받지 않았다:

“패션 관련 회사 경험 및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

험이 사전준비 요인인 것 같다. 창업 전 다양한 가
방 제작 공장을 다니면서 가능성을 알아봤다. 어떤
디자인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어

떤 공장이 좋은지 등을 알아봤다”(사례2), “처음부
터 큰 사업이 될 것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
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다”(사례6), “창업 후 배

운게 사실 더 많은 거 같다”(사례7),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소재에 관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본떠서 만드는 식으로 디자인하

였다. 사실 창업 후 1년 동안은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제품을 판매
해보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사례9).

Kim et al.(2013)의 점포창업 연구와 Lim &

Yang(2017)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 연구에서도

이론적 창업교육이 창업 성과 및 성공에 영향을

Startup Success Factors 2 3 4 5 6 7 8 9 10

Prior

Preparations

Startup-related training 3 2 2 2 2 3 2 1 3

Business feasibility review 3 4 3 2 2 3 2 1 5

Startup-related consulting 2 1 2 1 1 1 1 1 4

Collection of startup-related information 3 4 4 3 3 4 3 1 4

Sufficient amount of preparation period 4 3 3 1 1 3 2 1 4

<Table 8> Selected Founders’ Prior Preparations–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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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표본 창업자들의 경

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신생시장인 온라인

패션쇼핑몰 시장의 창업환경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창업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이 크

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술창업자의 경우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o & Yang,

2015)도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몰 창

업에서 창업 성과를 가져오는 성공 요인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선행 연구들로부터

일반적 창업에서의 성과 요인과 성공 요인을 도

출하였고, 일반적인 창업 성공 요인이 소자본 온

라인 패션쇼핑몰 창업에서도 성공적인 창업성과

를 가져오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1) 창업자 요인 중

경험 역량의 경우 모든 연구 표본 창업자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나, 기업가 정신이나 사업

역량은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2) 창업아이

템 요인 중 아이템의 시장성에 대해서 연구 표

본 창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수익성이나 차별성에 대해서는 부분적

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3) 창업자금 요인에

대해서 연구 표본 창업자가 모두 자기 자본이

50%가 넘었고 자체 자금조달 전략을 가지고 있

었다. 4) 사전준비 요인 중 창업 관련 정보 수집

을 제외한 창업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등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성 검토나 준비 기간

등은 창업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

인 패션쇼핑몰의 초기 구축에서 소자본 창업자

라 하더라도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및 경험역량,

사업역량 등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화가 진행되

면서는 명확한 수익창출모델과 함께 자본 구조,

시스템 환경, 시장 확대 전략 등 마케팅 전략이

지속적인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처음 창업을 시도하는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

몰 창업자들의 경우, 온라인 패션시장 환경이 매

우 경쟁적이고 급변하는 특성 때문에 진입이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많다. 이에 온라인 패션

창업지원 관련 기관에서는 재정이나 업무공간

지원 외에 사업아이템의 창의적 발굴에서 사업

화까지 과정에서 필수적인 온라인 쇼핑시장과

관련된 멘토링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지원, 외부 투자자금의 용이한 유

치 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글로벌 대자본들이 온라인 패

션시장으로 투입되면서 경쟁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므로, 중소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활성

화를 위해서 세금감면이나 비즈니스 모델 보호,

육성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마

련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 온라인 패션시장은

서서히 포화되어 성숙시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근접한 동남아 및 선진국의 온라

인 패션시장에서는 향후/아직도 기회가 있으므

로, 국내 온라인 패션비즈니스 창업자들은 글로

벌 온라인 패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

는 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글로벌 온

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투자설명회 등 다차원적

지원을 기획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Han et al.(2006)과 Ji & Kim(2017), Lee at

al.(2015), Kim et al.(2013)이 언급하였듯이 실

패율이 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 창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창업자 역량

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 요소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와 체감을 위한 온라인 현장실습시스

템의 구축 등 교육방법론 개발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Kwon &

Lee(2008)도 지적하였듯이 사례 연구들은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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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의 경우, 사례연구방법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자본 패션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창업자가 보유한 자원

및 특성 등이 실제 쇼핑몰 운영에서 필요한 다

양한 경영 요소 간 심층적이고 인과적인 연결고

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Lee at

al.(2015)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창업 현장

의 상황이나 창업가 인식과 요구에 근접하게 관

찰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및 양적 연구방

법이 혼합된 연구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또

한 창업 현장에서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

거나 예비 창업자나 벤처 창업자들의 경험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메타연구나 빅데이터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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