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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targets four Soho fashion shopping malls that are operating successfully in the online fashion market. 

This study analyzed the entrepreneurship process by dividing it into three stage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Company S, the founder, who had little work experience, started an e-commerce business 

with a sense of fashion and entrepreneurship. It is a contemporary, casual brand with competitive prices, design 

power, and diverse product assortment,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was achieved through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and the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In the case of Company B, the founder, who had little work 

experience, started a manufacturing and e-commerce business by leveraging their SNS network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spirit. It is a contemporary fashion brand with product competitiveness of specific items and start-up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was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brand identity and market expansion. 

Third, Company M and Company C are examples of Soho fashion shopping malls where the founders with more 

extensive work experience at the time of founding their respective start-ups focused on brand recognition as their 

core competitiveness. In the case of Company M, the apparel brand was launched with a wealth of experience and 

design spirit. It is a fashion designer brand that stands out for its sensibility, and the owner has achieved 

performance through various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at broaden the corporate horizon. Company C is a 

manufacturing and e-commerce brand that was started with design capabilities and an entrepreneurial spirit. It is 

a luxury fashion brand that focuses on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outcomes, such as brand recognition and sales, 

were achieved through active customer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education 

for and research of Soho shopping malls and the prospective fou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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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패션시장에서 소호 패션쇼핑몰의 성공  창업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기 해 재 성공 으

로 운 되고 있는 4개 소호 패션쇼핑몰을 상으로 기업가 과정을 창업기회포착, 사업모델, 기 리  사업성과 

등 3개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사는 짧은 경력의 창업자가 패션감각과 기업

가정신으로 자상거래를 창업한, 가격경쟁력과 디자인력,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춘 캐주얼 쇼핑몰로 데이터 리/분

석, 유통채  다각화를 통해 성장한 사례이다. B사는 짧은 경력의 창업자가 SNS 네트워크 역량과 기업가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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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자상거래를 창업한, 아이템 경쟁력과 스타트업 특성을 갖춘 컨템포러리 쇼핑몰로 랜드 정체성 확립, 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한 사례이다. M사와 C사는 보다 긴 경력의 창업자가 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호 패션쇼핑몰 사례

이다. M사는 풍부한 경력과 디자인 정신의 창업자가 감성 /감각  패션디자이  랜드를 창업하여 기업 지평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 고, C사는 디자인 역량과 기업가정신의 창업자가 감성 표 에 집 한 럭셔리 

패션 랜드를 창업하여 극 인 고객 리를 통한 랜드인지도  매출 확보 등을 통해 성장한 사례이다. 본 연구

결과는 소호쇼핑몰 비창업자나 창업과정의 교육  연구에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소호 패션쇼핑몰, 창업 과정, 기업가  과정, 업무경력 

1. 서론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  160조원으

로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자사몰 제작으로 창업에 뛰

어든 소호몰(자사몰)들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한 축

을 담당하며 향력을 확 하고 있다(Lee, 2021). 특히 

최근 네이버와 같이 포털  지그재그, 랜드와 같은 

쇼핑 랫폼이 등장하면서 소규모 창업자들의 입 이 

용이해지고 모바일앱을 통해 생산, 주문, 배송, 고객

리 등이 가능해지면서 1인창업의 성시 가 되었다

(Jeong, 2021). 이러한 창업 환경은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 정부, 지자체, 기 , 학교 등에서 경기 침체

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생  청년, 시니어, 

1인, 사회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과 지원이 확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Jung & Park, 2014). 특히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에서 창업은 실업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매우 요

하며, 특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는 

창업이 보다 용이하므로 디자인 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다(Yoo & Yoo, 2020).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창업이라 하더라도 소자본 

창업이나 소호몰 창업의 유지는 쉽지 않다. 최근 한 때 

동 문 등 도매 상권으로 인해 성기를 만끽했던 패션 

소호몰들이 휴·폐업에 들어가는 패션 문몰만 1600여

개 달하고 있으며(Lee, 2021), 서울 학교 경 학과 유

병  교수 연구 에 의하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입

매자  월 거래액이 200만 미만인 매자의 이탈율(폐

업률)이 평균 56%이었다고 하 다(Lee, 2018). 

Kim(2007)도 경쟁 인 온라인 시장에서 소자본으로 

특별한 노하우 없이 시작한 패션 소호몰은 창업 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 더욱 경쟁 으로 진화하

고 있는 온라인 패션시장에서 소호쇼핑몰이 어떻게 생

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재 소자본으로 1인

창업하여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는 소호 패션쇼핑몰

을 상으로 창업 과정  기업가  과정에 해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소호 패션쇼핑몰의 창업 

과정을 기업가  과정 즉 창업  기회포착 단계, 사업

모델 개발 단계, 기 리 단계, 사업확장 단계로 구분

하여 각 단계에서 어떻게 성공 으로 진행할 수 있었

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소자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비창업자나 창업과정 

련 교육  연구에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이론  배경

2.1. 창업과 기업가  과정

창업이란 사업 따 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

을 말한다(표 국어 사 ). 가장 일반  의미의 창업은 

리를 목 으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Lee & Kim, 2020), 창업은 개인의 차원

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한 도 장이며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Choi & Kim, 2013).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가장 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며, 이는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해 

필수 인 과정들의 집합으로도 설명된다(Baek et al., 

2015; Choi & Kim, 2013; Kwon et al., 2014). 기업가 

정신은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그 개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기업가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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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등장하 으며, 기업가정신(entrepreurship)이란 용

어는 ‘ 험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

으며, 이는 한 기업의 성장과 발 에서 핵심 인 역

할을 한다(Cho, 2007). Kwon et al.(2014)은 기업가 정

신의 성공에서 가장 요한 요인은 사업기회의 포착과 

그 기회의 실  과정이라고 하 으며 Choi & 

Kim(2013)은 한 기업의 성장과 발 에 핵심 인 역할

을 하는 기업가 정신은 험감수와 도 , 신정신과 

가치창출 련된 과정들의 집합체라고 하 다. Baek et 

al.(2015)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경로를 찰하고 단

계별 성공 략을 제시하기 해 기업가 과정을 기회추

구, 기회실 , 기 리 3단계로 구분하 다. 

특히 기업가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은 창업

에서 비즈니스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하

는데, 기업가  과정은 기 창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의 설립에 이르는 과정, 즉 기회의 인식과 조

직의 설립과 련된 모든 기능  활동, 행동과 련된

다(Lee et al., 2018). Kim & Sung(2017)은 기업가  과

정의 모형은 창업 의도와 기 기업가  행동의 련

성에 을 두므로, 기업가  과정을 창업잉태 과정인 

창업의도와 기 기업가  행동으로 규정하 다. Lee 

et al.(2018)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기업가  과정

(entrepreneurial process)을 문제인식  기회 포착, 사

업모델 개발, 기 처, 기업가  성과의 4단계로 구

분하 다. 

Kang(2015)은 디자인 창업과정 단계를 기회의 단계, 

기술구축과 조직창조의 단계, 교환의 단계로 구분하

고,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다시 발아단계, 신생기업단

계, 성장단계, 확장단계로 구분하 다. Cho(1999)는 창

업활동 과정 즉 벤처 성장 과정을 창업 진로 진입, 기회 

 아이디어 발견, 아이디어 선정, 상품·서비스개발, 구

매검증, 창업계획·사업계획, 벤처 법 형식, 설비·장소

물색, 창업  구성, 자 조달, 생산·운 , 기 극

복, 손익분기  돌 , 성장 비·유발, 리·통제, 성

장경 으로 구분하 다. Lee et al.(2021)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Pre-startup, Startup, Scale-up, Established Venture로 구

분하 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고 

하 다. 즉 Pre-startup(시장존재여부, 창업 구성, 기

자 ), Startup(자 , 인력, 기술 합성), Scale-up( 로

개척, 마 방안), Established Venture(내부 리역량 

강화,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하

다. Oh(2018)은 청년 창업가의 패션소매창업 과정을 

창업입문단계, 창업성장단계, 창업성숙단계로 구분하

고, 각 단계에서 성공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이 필요하다고 하 다. 창업입문단계에서는 패션감각

과 열정을 가진 창업가로 능력 개발하기, 시행착오는 

과정일 뿐 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과 소통하기, 로벌 

온라인 창업 기회로 패션소매 시장에 도 하기, 창업성

장단계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시스템 구축

하기, 창업가의 문 지식으로 선도하며 차별하기, 구성

원과의 상생으로 진화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 

2.2. 온라인 쇼핑몰과 소호 패션쇼핑몰

Hoffman & Novak(1996)은 인터넷 쇼핑몰에 해 온

라인 안에 상거래를 한 제품 시와 고가 이루어지

고 서버에 여러 상품에 한 가격, 구조, 특성들의 자료

를 가지며 웹페이지를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와 상품 

정보가 제공되고 다양한 역의 제품들을 포함하는 온

라인 상 들의 집합이라고 하 다. 한 인터넷 쇼핑몰

은 상업  웹사이트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목 지 유

형(destination type)과 웹통행통제 유형(web traffic 

control type)으로 구분된다고 하 다,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몰로 통합되면서 지속

으로 성장  진화하 고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통계청(Kostat)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는 용역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업장으로 정의하 고, 

취 상품 범 에 따라 종합몰과 문몰로, 매체에 따라 

인터넷 거래와 모바일 거래로, 운 형태에 따라 온라인

몰과 온/오 라인병행몰로 분류하 다(Kostat, 2017). 

Jung & Kim(2019)는 기존 정책   리  목 으로 

분류되었던 온라인 쇼핑 분류를 온라인 쇼핑 시장 황

을 반 하여 오 마켓, 소셜커머스, 복합 랜드몰, 단

일 랜드몰, 형마트몰, 백화 쇼핑몰, 홈쇼핑, 네이

버쇼핑 총 8가지로 구분하 다. Lee & Kim(2021)은 온

라인 쇼핑몰을 ‘ 통 인 오 라인 쇼핑몰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상

품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상 몰’이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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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라인 패션 커머스 시장을 1세 (오 마켓, 소셜

커머스), 2세 (독립쇼핑몰), 3세 (SNS마켓), 4세

(쇼핑몰, 마켓 모음 랫폼)으로 구분하 다. 

2.3. 소호 패션쇼핑몰 창업 

소호(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어

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주체

으로 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의미하며(정보통신

용어사 ), 은 자본을 들여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독특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자본 창업  한 유형이다(Son et al., 2021). 

소호 쇼핑몰의 명칭은 야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

에서 소호 쇼핑몰이나 소호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고, 소호 패션쇼핑몰이란 주로 동 문이나 

남 문 등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보세상품, 구

제상품, 수공 품 등을 매 는 주문제작 매하는 

쇼핑몰을 말한다(Kim, 2007). 국내의 경우 의류, 패션, 

신발 아이템이 온라인 소호몰 매 비   1 를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패션산업 내에서는 소호몰이 성행하고 

있으며, 오 마켓이나 문패션쇼핑몰 시장에서 소호몰

들이 입 하여 경쟁 으로 상품을 매하고 있다는 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다(Park & Yoh, 2011)

기에 소호 패션쇼핑몰의 창업은 오 라인 창업비용

의 10분의 1 수 으로 창업이 용이하고 몇몇 소형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이 크게 알려지면서 온라인 소호몰의 확산

을 가져왔고(Sim, 2009), 이에 해 Kim (2007)은 연령과 

성별, 직업에 계없이 패션에 심이 있는 개인을 심

으로 소호 패션쇼핑몰의 창업이 격히 많아지면서 경쟁

업체도 많아져서 성공 으로 쇼핑몰을 운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하 다. Lim & Yang(2017)는 인터넷 

쇼핑업계의 구조 변화  소비 행태의 변화는 업계 간 

가격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며, 인터넷 쇼핑업계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소규모 창업자들의 수익성 향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하 다. Lee (2018)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생존을 해서는 월 거래액이 200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하 으며, 이에 해 Son(2019)은 매우 경쟁 이고 변

하는 온라인 패션시장 환경에서 소자본 온라인 패션쇼핑

몰 창업자들의 경우 진입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이 

많이 어려우므로, 창업 지원 련 기 으로부터 재정이

나 공간, 사업아이템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는 

필요가 있다고 하 다. Weon & Jung(2017)는 소상공인

은 낮은 진입장벽과 과다경쟁으로 경 여건이 매우 열악

하며, 기업가  특성에 따라 경쟁력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 다. 특히 소상공인의 기업가  특성  

성취욕구, 험감수성향, 직  순으로 경 성과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2.4.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의 업무경력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

으며 창업 기에 많은 문제들을 성공 으로 해결하면

서 창업을 성공 으로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운데, 기

회를 발견하고 실 하는 것은 창업자의 사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Baek et al., 2015). Jung 

& Park(2014)은 창업가는 자신이 재직하던 기업에서 

획득한 경험이나 기술 등의 비결을 기반으로 발굴되지 

않은 잠재  시장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으며, 이때 창업의 성공을 해 시장수요의 성장, 

기술 변동, 다수의 세분시장, 규모의 경제, 숙련자본인

력 등도 필요하지만 체화된 기술도 있어야 한다고 하

다. Kim & Lee(2017)는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해서는 창업자의 업무 경험과 문  기술과 함께 

멘토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액셀러 이터의 역

할이 크게 작동한다고 하 다. Sim et al.(2018)은 기업

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창업자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서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Lee & Jeong(2006)은 소호쇼핑몰 운 의 성공요인 

실증 연구에서 창업자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사업아

이템에 한 충분한 직장경험 등의 실무경험이 필요하

며 아이템 선정 시에도 유망 아이템 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경험했던 분야에서 사업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하 다. Son(2019)도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기 구축

에서 소자본 창업자라 하더라도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경험 역량, 사업역량이 매우 요하다고 하 고, 사

업화가 진행되면서는 명확한 수익창출모델과 자본구

조, 시스템 환경, 시장확  략 등이 지속  성공을 

해 필요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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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핵심역량 

인터넷 소호몰의 성공  운 을 해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차별화된 시스템 운 이 필요하다(Lee & 

Jeong, 2006). 특히 패션쇼핑몰이 경쟁우 를 할 수 

있는 략  요인으로는 제품다양성, 상품가격, 차별

화 등이 활용될 수 있다(Chai et al., 2018). Son(2021)

은 온라인 패션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포털쇼핑과 

가 랜드에서 특히 요하며, 차별화도 쇼핑몰에서 

충성고객의 지속  확보를 해 요하지만, 상품구색

의 경우 모든 유형의 쇼핑몰에서 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 다. Chaiy & Kim(2007)도 인터넷 쇼핑 시장

이 기 비단계를 거쳐, 속한 확산단계를 지나 성

장단계를 진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발 단계별 양상에

서 확산단계에서는 가정책을 통한 가격 우 략이 

시장을 확보하지만 성장단계에서는 가격우 략 외

에 무료배송, 지식쇼핑, 정보제공, 이벤트 등 비가격 

경쟁 략을 통해 고객유지 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 다.

3. 연구방법  차

3.1. 연구과제  연구범

3.1.1. 연구과제

연구에서는 재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는 소호 패

션쇼핑몰의 창업 과정을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이 

사례연구의 과제를 설정하 다. 

연구과제 1. 소호 패션쇼핑몰의 창업 과정에서 창업

자의 패션 련 경력이나 패션쇼핑몰의 핵심역량이 어

떻게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과제 2. 소호 패션쇼핑몰의 창업 과정에서 기업가

 과정 즉 기회 추구  실 , 기 리  극복이 어떻

게 성공 으로 사업이 확장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과제의 탐색을 통해 소자본으로 패션쇼핑몰

을 창업하여 운 하고자 하는 비 창업자들에게 패션

쇼핑몰 창업의 성공  창업 요인  과정에 한 함의

를 제공할 수 있다. 

3.1.2. 연구범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 를 소자본으로 패션쇼핑몰

을 창업하여 운 하고 있는 소호 패션쇼핑몰로 한정하

고, 소호 패션쇼핑몰 창업의 범 를 소자본으로 온라

인 패션쇼핑몰을 창업하 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유통을 해 패션제품을 매하는 소자본의 패션제조 

 공 업체로 한정하 다. 

3.2. 사례연구의 분석 모델 

Cho(1999)는 창업 연구에 가장 합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인데, 즉 연구질문의 형식 측면에서 인과의 설

명과 과정의 설명에 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Kwon & Lee(2008)도 성공 인 소기업의 조직

특성, 경 자원, 경 여건, 사업환경 간에 존재하는 다

양한 요소들의 심층 ·인과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창

업 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하다고 하 다. 즉 성공

인 소기업의 경 에서 질  특성과 련된 요인들을 

찾아내어 면 하게 서술하는 것 한 후속 인 일반화

를 한 연구 석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성공 으로 운 되고 있

는 소호패션쇼핑몰을 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해 창업사례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해 창업사

례의 유형 구분과 기업가  과정 분석을 하 다. 우선, 

창업사례의 유형 구분을 해 선행연구(Baek et al., 

2015; Oh, 2018; Son, 2021)을 기 하여 창업사례 유형

을 창업자의 경력  패션쇼핑몰의 핵심경쟁력으로 구

분하 다. 그리고 창업사례 표본의 창업 과정을 분석하

기 해 분석 모델로서 기업가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활용하 고, 기업가  과정의 사례분석 모

델은 선행연구(Baek et al., 2015; Kang, 2015; Kwon 

et al., 2014; Lee et al., 2018; Lee et al., 2021; Oh, 2018)

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Table 1). 

3.3. 사례연구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표본을 2단계에 걸쳐 선

정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공 으로 패션쇼핑

몰을 창업한 소호패션쇼핑몰 창업자를 다음 기 으

로 선정하 다: i) 통신 매업 신고 기  3년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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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고 있으며, ii) 취  품목이 의류나 패션잡화, 

뷰티이며, iii)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이

익이 100만원 이상이며 기투자회수율이 50% 넘는 

사업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호패션쇼핑몰의 창업

자가 패션 련 업무 경력이 온라인쇼핑몰 창업 시  

기  2년 이하이거나 는 5년 이상인 자 그리고 온

라인쇼핑몰의 핵심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이나 상품차

별화, 랜드인지도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Table 2). 

3.4. 자료수집

Cho(1999)  Yin(1994)는 창업사례연구에서 증거

자료수집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주장하 는데 즉 다

수의 원천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되는 자료의 신빙

성을 높이기 한 증거체인(chain of evidence)을 유지

해야 한다고하 다. 즉 연구질문과 수집된 자료, 유추

된 결론 간의 명시 인 연결, 즉 증거체인이 유지되어

야 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분석될 자료수집의 신

빙성을 높이기 해 다수의 원천으로부터 자료를수집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세 단계로 자료수집이 진행

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호패션쇼핑몰 창업자

의 기 에 의해 선정된 표본을 상으로 2020년 12

월~2021년 2월까지 각 기업의 사 조사  이메일조

사, 각 기업의 표(창업자)와의 화상  이메일을 통해 

심층면 을 시행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2년 1

월~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각 쇼핑몰 랜드

의 매 황  련 기사 등을 조사하 고, 세 번째 단계

에서는 소기업 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에서 각 기업의 정보(기본 정보  연 , 매출 황 등)

를 확인하 다. 

Founder’s

work experience 

Core 

competencies 

Year of founding 

and sales 

(Unit: KRW 1,000)

Startup type Study cases

Less than 2 years from 

the time of establishment

Price 

competitiveness

2013 

264,458 (2020)

298,702 (2019)

Launched women’s clothing e-commerce brand with 

fashion experience and entrepreneurship 
Company S

Product 

differentiation

2018 

448,858 (2020)

482,765 (2019)

Network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spirit to launch 

women’s suits manufacturing and e-commerce brands 
Company B

More than 5 year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Brand

awareness

2012 

542,130 (2020)

731,625 (2019)

Launched as a women’s suit manufacturing and clothing 

manufacturing brand with rich experience and designer 

spirit

Company M

Brand

awareness

2011 (Manufacture,) 

2014 (Brand) 

211,212 (2020)

288,328 (2019)

Launching a bran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women’s suits and e-commerce with design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spirit 

Company C

Table 2. Interviewee profiles 

Steps Characteristics Prior research

Entrepre 

neurial 

process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Entrepreneurship, seizing business 

opportunities

Baek et al., 2015; Kang, 2015; Kwon et al., 

2014; Lee et al., 2018; Oh, 2018 

Business model development
Product/Service, Channel/Platform, Value 

Creation
Kang, 2015; Lee et al., 2018; Lee et al., 2021

Crisis management

External resource procurement, 

organizational / system improvement, 

business strategy change 

Lee et al., 2018; Lee et al., 2021; Oh, 2018

Entrepreneurial Performance 
Sales performance, business diversification, 

profit diversification
Kang, 2015; Lee et al., 2018; Oh, 2018

Table 1. Entrepreneuri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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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논의

4.1. S사: 패션감각과 기업가정신으로 여성의류 

자상거래업을 창업한 사례

4.1.1. 창업  기회포착: 패션감각  기업가정신으로 

창업 기회 포착 

S사 창업은 다른 학문 공자가 서른이 넘어 해외에

서 패션스쿨과 단기간 리랜서 디자인 경력을 쌓은 

후 창업을 한 창업 사례로서, 창업자는 2013년 주요 상

품이 여성의류(원피스, 블라우스 등)인 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업하 다. S사 창업

자는 타고난 패션감성을 발 시키기 해 패션 련 

학력  경력을 쌓는 동안에 이미 창업 비를 지속해

왔으므로 창업 과정이 용이했다. 

‘ 는 창업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창업한 거고, 제가 이낸셜 쪽을 공을 했다가, 더 

늦기 에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이거를 처음에 이

게 해야겠다 라고 계획이 나와 있었던 상태 기 때문

에…해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바로 창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막 고민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뭘 할지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련할

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4.1.2. 사업모델 개발: 가격경쟁력과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춘 컨템포러리 캐주얼 랜드 

S사는 2013년에 컨템포러리 캐주얼 랜드의 자

상거래업으로 런칭해서 기에 실제 매출이 크지 않았

으나 2018년 매출이 5배가 증가하 다. 창업 과도기  

시장 탐색기를 거치면서 제품 출시도 2개 시즌에서 4

개 시즌으로 세분화해서 내놓기 시작하 고, 작품 시 

 스튜디오 입주 등 디자이 로서 다양한 활동도 확

하 고 제품의 매를 한 유통채 도 자사몰 외에 

종합쇼핑몰, 패션 문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디자

이  도우) 등으로 확 하 다. 

‘그래서 이제 혼자 비하면서 온라인을 알게 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입 을 했는데, 2018년도 11월에 W

컨셉을 입 을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아서 물건이 

많이 팔리고, 고객 한명 한명 답장을 안해도 돼서 오

히려 낫더라구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더 집 을 하게 

된거죠.’

‘20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크리에이티  스튜디오 입

주 디자이 , 2018. SS19 Seoul Fashion Week, 2019. 

Nextgen Designer On-Line Awards WINNER, 2019. 

FW19 Seoul Fashion Week, 2020. K패션오디션’

S사 사업모델을 구체 으로 보면, S사 제품은 가격

경쟁력  상품다양성에 을 맞추고 있지만 제품의 

독특성은 창업자의 이 많이 반 되어 유통채 별

로 상품 유형이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다. 제품의 매

유통을 해 온라인에서 노출채  리에 을 두어 

네이버 고, 인스타 고, 블로그 리, 셀럽과 연 인 

찬 등을 지속 으로 하고 있다. 

‘상품이 독특한 것이 요한지는 랫폼별로 다르구

요, 한국소비자들이 굉장히 보수 이어서, 튀는 것도 

싫고, 독특한 것보다는 평범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아서 가격경쟁력도 

조  요해진 것 같아요. 매자가 다양한 상품구색

을 제공하고 있는가도 요합니다.’

 

4.1.3. 기 리와 사업성과: 데이터 리  분석, 

유통채  다각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S사는 창업자의 패션상품 감각과 유통채 의 다각

화로 2018년부터 매출이 증가하 다. 그러나 그 당시 

사업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즉 고객정보의 분석/

리, 매정보의 분석/ 리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 이후 창업자의 이낸스 학력과 경력은 소비자나 

매 등과 련된 데이터들의 분석  시즌 계획에의 

용 등 의사결정에서 유효했다. 

‘온라인 하니까 원래 두 개 시즌하던 것이 네 개 시즌을 

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디자인 새로 하고 뭐 하고 하

다 보면 끝나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낸스 쪽에 좀 있

었어서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거 되게 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용을 못 하다가, 요즘 이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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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매 잘되는거나, 아니면 패턴이나 이런 기타 등

등 다 코드가 쌓 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S사의 매출성과를 보면(Table 3), 2017년 매출 5천에

서 매출이 2억7천만원, 2억9천만원, 2억6천으로 5배 증

가하 으나 2020년도는 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크게 마이 스로 환되었다. 창업자는 매출이 안정

이지 않다고 단하 고, 사업  수익의 다각화를 시

도하 다. 합리 인 가격,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

로 랜드 런칭을 비하 고 한 랜디나 지그재그 

등 패션 랫폼으로 유통채 로 확장하 다. S사는 

2021년 랜디에서 주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패션콘

텐츠를 제작하여 신진디자이  랜드를 알리는 하이

서울쇼룸에 입 하 다(Lee, 2021).

4.2. B사: 네트워크 역량과 기업가 정신으로 

여성용정장 제조업  자상거래 

랜드를 창업한 사례 

4.2.1. 창업  기회포착: SNS  기업가정신으로 

사업기회 포착 

B사의 창업은 패션 련 학력이나 경력이 없지만 패

션에 감각이 있는 창업자가 블로그 운 을 통해 사용

자를 확보한 후, 기업가 정신만으로 2018년 주생산품

이 여성의류인 여자용정장제조업  개인사업자로 사

업등록하 고, 같은 해에 자상거래용 여성 컨템포러

리 랜드를 런칭한 사례이다. 그 이후 백화  신진디

자이  연합 팝업스토어의 참가, 창업보육센터  청년

창업 사 학교 이수, 스타트업 모임의 참여 등 쇼핑몰 

운 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 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를 했어요. 패션과  

계없는 연구원 일을 하 지만 블로그 운 을 틈틈

히 하 고 블로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옷을 팔아보라

는 식으로 말해서 한두개씩 팔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

다.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생산 공장을 찾아가는 등 사

업 비를 했어요. 처음에 시장조사나 경쟁자나 이런 

것들에 해서 조사하지도 못했고 비가 많이 부족

했죠.’

4.2.2. 사업모델 개발: 제품경쟁력과 스타트업 특성을 갖춘 

컨템포러리 패션 랜드

B사는 컨템포러리 패션 랜드를 지향하므로 기

에는 매보다 제작에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에 을 맞추었고, 그 이후 매 유통에 해 고민

을 하면서 성장한 사례이다. 

‘ 매보다는 제작에 더 을 맞췄어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에 주목했고, 이걸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했어요. 배송 

로세스 같은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있는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포장해서 발송하는 

거니까… 희는 직  제조로 오후에 맡기니까 이 공

장이 어떻게 할지 안정 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B사 창업자는 랜드 런칭이후 패션 련 부분의 

작업은 각 분야의 패션 문가에 의뢰하 고, 창업자 자

신은 사업 운   략을 해 각종 모임에 극 참여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 다. 표 인 성공  매유통의 가 공항

에서 여행객 상으로 원피스 여 서비스이다.

B사 사업모델을 구체 으로 보면, B사 제품은 특정 

원피스가 주력 상품으로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

지만 품질  가격령쟁력을 추구하여 원가는 타사 

비 높지만 가격은 동일하거나 이하 수 을 유지한다. 

이익률이 낮은 편이므로 NO세일 략을 유지하고 있

Year Of Settlement Total Assets Capital Total Equity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2020-12-31 62,498 2,248 2,248 264,458 -87,034 -78,066

2019-12-31 122,562 47,314 47,314 298,702 9,963 13,630

2018-12-31 89,380 54,684 54,684 272,691 28,862 23,003

2017-12-31 7,847 2,842 2,842 54,017 -14,341 -14,332

Source: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from https://sminfo.mss.go.kr/gc/sf/GSF002R0.print

Table 3. The sales status of company S (unit: 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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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유통을 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마

 리, 백화  팝업스토어 참여 등 극 인 노력

을 통해 백화   홈쇼핑 쇼핑몰, 오 마켓, 패션 랫

폼 등에서 제품이 매되었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온라인에서 필요하지만, 제품

의 다양성이 필수 이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 활성

화나 제품후기가 매우 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2.3. 기 리와 사업성과: 랜드 정체성 확립  시장 

확장을 통한 사업 성과 창출 

B사는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나 창업

자는 랜딩의 확립을 해 랜딩에 을 두고 정

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랜드가 가치 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품을 입었

을 때 쁘면,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산 것이면 기

능 인 것 등은 상 없는 것 같아요. 지 도 랜딩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랜딩에 을 맞

추고 향후에는 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를 해 랜드의 달 가치  제품의 유통

채  등을 통제하 다. 즉 매출 확보을 우선하기 보다

는 랜딩에 을 두고자 스마트스토어나 오 마켓

의 입 을 통제하고 종합쇼핑몰이나 온라인편집샵을 

시도하고 있다.

‘백화 은 3사 백화   홈쇼핑 등에 들어가 있지만, 

백화  자체에서 오 마켓으로 뿌리기도 하는데, 

는 그것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으로 입 을 하면 희의 가격 정책을 무시한 채 할

인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 마켓에는 안들

어가요. 종합쇼핑몰이나 온라인편집샵을 선호합니다.’ 

B사의 매출성과를 보면(Table 4), 소호몰임에도 불

구하고 랜드 런칭 년도에 6개월 만에 1억3천만원  

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그 이후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4억8천만원, 4억4천만원을 

유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4억, 3억7천만원을 유지하

다. B사 창업자는 국내 시장을 해서는 상품라인의 

확장이나 해외 매를 해서는 수출유통채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해외 매를 해 문웹페

이지를 확보하 고,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다(Go, 

2021).  

4.3. M사: 풍부한 경력과 디자이  정신으로 

여성용정장 제조업  의류제조업 

랜드를 창업한 사례

4.3.1. 창업  기회포착: 풍부한 경력과 디자이  정신으로 

창업 기회 포착 

M사 창업은 해외 유학  창업자가 디자이 정신과 

기업가정신, 10년 이상 경력으로 2012년 주생산품이 

여성복(아우터, 원피스, 상하의)인 여자용정장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 고, 같은 해에 의류제

조업 랜드를 개업한 사례이다. 

‘디자이  랜드는 사업자가 아니라 디자이 가 운

하는 개인 사업체거든요. 그냥 필 하나 받아서 “내 

랜드를 열어보겠어” 이 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 을 하다 보면 미스도 많고, 어그러지는 

랜드도 많고 그 습니다. 디자이 가 운 하려고 사

업체를 냈기 때문에, 창업지원 을 어디서 받을 수 있

을지, 소기업청에서 얼마를 출받을 수 있는지를 

Year Of Settlement Total Assets Capital Total Equity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2020-12-31 58,318 57,251 57,251 448,858 -19,301 37,337

2019-12-31 1,467 -2,195 -2,195 482,765 -22,606 40,586

2018-12-31 1,919 -701 -701 134,430 11,724 11,299

Source: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from https://sminfo.mss.go.kr/gc/sf/GSF002R0.print

Table 4. The sales status of company B (unit: 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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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했고, 랜드 이미지를 찾아서 랜드를 런칭

하게 된 거죠. 유통구조나 어디서 유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 인 것들은 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

자인을 막연하게 들고 하는 게 디자이  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 2013년부터 호주, 만, 리, 베를린 등 해

외 트 이드쇼에 참가했으며, 매 년 3번 이상 진행하는 

백화  3사(신세계, 갤러리아, ) 팝업매장 운 , 

2013년 신세계 백화  S 트  11인 선정, 2014년 

CJonstyle 방송으로 sold out, 2015년 Fashion KODE 참

가 랜드 선정 등 다양한 경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

다(Kim, 2017). 

4.3.2 사업모델 개발: 감성과 감각이 돋보이는 

패션디자이  랜드 

M사는 패션디자이  랜드로 디자인  운  부문

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크리에이티  부문만 남

기고 마 , 회계  재무, 법 등은 모두 아웃소싱 체

제를 확립하 다. 제품의 매유통을 해서 오 라인 

쇼룸  시, 패션쇼  패션 크 참석, SNS  키워드 

고 등을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상하이 시크 페어 ( 국), 베를린 Premium 

Fair (독일), K-Fashion Creative in Osaka 코트라 선

정 (일본), K-Fashion& Beauty Creative in Osaka TV 

홈쇼핑 진행, 2018년 NEXTGEN Designer On-line 

Awards 여성 의류 부분 3RD, 네이버 디자이  도

우 “유미의 세포들″ 웹툰 콜라보, 유니클로 “환경의 

날” 로젝트 콜라보, 2019년 코튼 USA “2019 코튼

데이” 패션쇼, 19FW 뉴욕 코트리 페어 참가 (미국), 

2020년 국립항공 박물  유니폼 디자인 개발, 코튼 

USA 버 일 패션쇼 디자인  총  디 ’

M사의 사업모델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M사는 제

품을 통해 디자이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랜

드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했으며 제품에서 가

격경쟁력도 추구하고 있지만 가격 항을 넘어서서 구

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제품의 퀼리티에 을 두고 있

다. 제품의 유통은 랜드의 컨셉이나 랜드명, 랜

드 가치를 잡아주는 그리고 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패션 문몰에 극 입 하여 운 하고 있으며, 특히 타

깃층의 연령 , 입  랜드, 컨셉 등이 맞는지를 확인

하여 포털몰이나 오 마켓의 입 을 통제하고 있다. 

‘포털몰이나 오 마켓은 입 하지 않고 있어요, 디자

이  컨셉에 맞지 않고, 랜드 네임 밸류에 나쁜 

향을 미치기도 해서요, 문몰(W컨셉, 무신사 등)은 

디자이  랜드는 무조건 운 해야 하는 곳이라서… 

고를 해서라도, 그리고 이미지도 잘 갖추어져 있

어서 랜드 컨셉이나 벨을 잡아주기 때문에 극 

입 하고 운 합니다.’

4.3.3. 기 리와 사업성과: 기업의 지평선을 넓히는 

창업가 활동을 통한 기업 성과 창출  

M사는 타깃층 확보  확 를 해 고객과의 모든 

 즉 택배, 배송, 반품, 랜드 등을 시하려 노력

하고 있으며, 특히 타깃층은 연령보다는 취향을 을 

두어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채  략에

서도 랜드 정체성, 랜드 이미지 리, 고객과의 소

통, CS 리, 랜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유통채

을 선정하고 있으며, SNS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

해 고객 유입 노력을 하고 있다. 

한 M사는 소자본의 소기업이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다양한 경 활동을 해야 하므로 창업 기에서

처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패션산업 회, 산업자

원부, 기청 등 외부자원조달  업을 극 활용하

고 있다. 

‘기존 캣워크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패션쇼도 경험

해보고  고객들이 장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꼭 방

문한 듯한 느낌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가상쇼룸을 

운 도 해보고 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디자이 랜드 혼자만 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한국패션산업 회라든지 여

러 회들이나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달렸던 한해 던 것 같습니다(Kim, 2022)’ 

M사의 매출 성과를 살펴보면(Table 5), 2016년 1억6

천 이후 2019년 7억3천까지 5배 성장하 으며 당기순

이익도 꾸 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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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국에도 5억의 매출과 3천만원 당기순이익을 냈다.

M사는 해외 유통처 확보를 해 2016년부터 로벌 

랫폼 자로라(ZALORA) 입 , 해외시장 진입을 해 

K패션오디션 세일즈 마  참석 등 해외마 에 

을 두고 페어 참가, 룩북 제작  달, 상콘텐츠 

제작  시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 고, 국내 시장 

확 를 해서는 2017년 세컨 랜드 런칭, 2021 로

벌 k-패션 랜드 런칭을 진행하 다(Lee, 2021)

‘국내 유통의 생산 가능한 수량을 좀 확보하고 난 후

에는 해외 마 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해외마 에 

투자를 했습니다. 페어를 나간다거나, 룩북을 만들어

서 보낸다거나, 상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

로 조  유통처를 해외 쪽으로 확보하는 데 심 을 기

울여 왔습니다.’

4.4. C사: 디자인 역량  기업가 정신으로 

여성용정장제조업  자상거래 

랜드를 창업한 사례

4.4.1. 창업  기회포착: 디자인 역량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기회 포착

C사의 쇼핑몰 창업은 형 인 디자이  역량과 기

업가정신만으로 2011년 주생산품이 여성의류(원피스, 

스커트, 코트, 자켓, 블라우스, 니트, 티셔츠 등)인 여성

용정장제조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같은 

해에 자상거래 등을 목 으로 개업하 고, 2014년 

여성복 랜드를 런칭한 사례이다. 특히 랜드 런칭과 

함께 국내 패션 크에 바로 지원했고, 그 이후 국 등 

해외박람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개념을 체계화하기 시작하 다. 

‘ 는 비없이 시작을 했어요. 부분 디자이 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취업해서 일 좀 배우고, 

자기 랜드를 론칭한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론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가내수공업이었어요.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부산

패션 크 고를 보고서 걸 한 번 해볼까? 상태에서 

지원을 했어요. 옷도 없는 상태 는데 그냥 만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4.4.2. 사업모델 개발: 감성 표 에 집 된 럭셔리 

패션 랜드

C사는 패션디자이  랜드이므로 매보다는 랜

드 홍보를 해 패션 크  패션쇼, 해외 시 등의 참

가하 다. 랜드 이미지를 시하여 이미지 달에 

을 두고 모든 유형의 콘텐츠 제작 시 랜드 감성을 

시각 으로 보여주고자 하 다. 실제 제품의 유통은 

문 유통채 인 서울쇼룸을 통해 유통채 을 리하

고, 서울쇼룸을 통해 종합쇼핑몰, 포털쇼핑몰, 문몰 

등을 통합 으로 리하게 하 고 이를 통해 매출을 

리하 다. 

‘어떻게 하면 A사만의 감성을 시각 으로 보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알리고 이런 데 을 두고 운 을 해왔어요. 송혜교, 

오연서 이런 톱스타들 찬을 많이 하면서 고객들에

게 이런 랜드를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체 으로 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어요.’

‘2014 부산패션 크 참석, 2015~2020 서울패션 크, 

2019 뉴욕패션 크 패션쇼, 2019 랑스 리 

SEOUL&FASHION 패션쇼, 2020 제20회 국 청도 

국제패션 크 패션쇼, 2020 서울패션 크 패션쇼, 

2021 S/S, 2020 한민국패션 상 장 상 표창’  

Year Of Settlement Total Assets Capital Total Equity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2020-12-31 174,029 143,000 143,000 542,130 -114,439 37,810

2019-12-31 268,100 207,957 207,957 731,625 -79,506 99,112

2018-12-31 95,092 81,072 81,072 552,661 -18,286 45,040

2017-12-31 105,378 101,300 101,300 505,887 46,894 43,009

2016-12-31 131,214 131,000 131,000 162,486 13,626 14,159

Source: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from https://sminfo.mss.go.kr/gc/sf/GSF002R0.print

Table 5. The sales status of company M (unit: 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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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사업모델을 구체 으로 보면, 럭셔리 디자이  

패션 랜드를 지향하므로 제품에서 경쟁력  리티

를 추구한다. 제품 유통의 경우, 자사몰, 포털몰(네이

버, 카카오), 백화   홈쇼핑, 종합몰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입  시 디자이  랜드 제

품을 완사입해주므로 도매 매채  기능으로 활용하

고 있다. 백화  쇼핑몰 유통을 랜드 이미지 제고, 

백화  충성고객의 자사몰 유입 등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 진 유형은 소비자 입소문 마 에 을 두

며,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검색 고 등을 활용한다. 

‘ 희 옷 같은 경우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기 어

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품의 경쟁력이 

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매자가 매율을 

높이기 해서는 리티가 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마 을 

할 수 있을까가 요한 것 같아요.’

4.4.3. 기 리  사업성과: 고객 리를 통한 

랜드인지도 확보 등 사업성과 창출 

C사는 매출 리 략으로 VIP 략을 극 활용하고

자 연구  노력하 는데, 즉 VIP 등  구분  구분에 

따른 다양한 혜택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 VIP 략을 

순차 으로 진화시켰다. 패션 크 VIP 청권, 오더 메

이드 제품의 배달 시 안내 팜 렛과 함께 자 제공, 

6개월 간 무료 수선, 연 3회 무료 찬, VIP용 밴드 개

설  운  등 VIP 략을 지속 으로 개발하 다.  

C사는 디자이  랜드에 심이 있는 소비자들에

는 자사 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단하 고 따라서 매출  시장의 확장을 해 세컨

드 랜드를 론칭하 다. C사의 주요 고객인 문직 

직장인들이 손쉽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나, 수트, 미

니멀하고 부담없는 가격 의 제품으로 론칭하 다. 그

러나 매출 황을 보면(Table 6), 코로나19 향이 있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런칭 후 지속 으로 매출이 향상

되었고, 다만 2019년 2020년 업이익이 격히 감소

했음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차 경쟁 으로 진화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시장에서 소자본 1인창업자가 창업하여 운 하고 

있는 소호 패션쇼핑몰을 어떻게 성공 으로 창업하여 

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재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는 4개 소호 패션쇼핑몰 사

례를 상으로 기업과정 과정 즉 창업  기회포착단

계, 사업모델 단계, 기 리  사업성과 단계의 분석

을 하 고 이를 통해 창업자의 패션 련 경력  패션

쇼핑몰의 핵심역량의 련성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사는 창업시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창업자가 디자인력과 가격

경쟁력을 핵심경쟁력으로 창업한 사례이다. 창업가의 

패션감각과 기업가정신으로 여성의류 자상거래를 

창업한 사례로 사업모델은 가격경쟁력과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춘 컨템포러리 캐주얼 랜드이며, 데이터 

리  분석, 유통채  다각화를 통해 재의 사업성과 

창출하 다. 둘째, B사는 창업시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창업자가 특정 아이템의 상품차별화를 핵심경쟁

력으로 창업한 사례이다. 창업가의 SNS 네트워크 역량

과 기업정신으로 여성정장 제조업  자상거래를 창

업한 사례로, 사업모델은 제품경쟁력과 스타트업 특성

을 갖춘 컨템포러리 패션 랜드이며, 랜드 정체성 확

립  시장 확장을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하 다. 셋째, 

Year Of Settlement Total Assets Capital Total Equity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2020-12-31 64,626 57,688 57,688 211,212 -58,823 571

2019-12-31 51,717 51,717 51,717 288,328 -14,311 24,175

2018-12-31 64,388 62,742 62,742 227,873 8,312 23,406

2017-12-31 65,443 53,355 53,355 154,027 6,858 7,013

2016-12-31 68,001 67,943 67,943 39,458 1,687 1,687

Source: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from https://sminfo.mss.go.kr/gc/sf/GSF002R0.print

Table 6. The sales status of company C (unit: thousan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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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와 C사는 창업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창업

자가 랜드 인지도를 핵심경쟁력으로 창업한 사례이

다. M사 창업가는 풍부한 경력과 디자인정신으로 여성

정장용 제조업  의류제조업 랜들를 창업하 고, 사

업모델은 감성과 감각이 돋보이는 패션디자이  랜

드이며, 기업의 지평을 넓히는 다양한 창업가 활동을 

통한 기업성과를 창출한 사례이다. C사 창업자는 디자

인 역량과 기업가정신으로 여성정장용 제조업  자

상거래 랜드를 창업한 사례로, 사업모델은 감성 표

에 집 하는 럭셔리 패션 랜드로서 극 인 고객

리를 통한 랜드인지도  매출 확보 등 사업성과를 

창출한 사례이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소호 패션쇼핑몰 창업에서 창업자의 패

션 련 경력도 요하지만 창업자의 패션에 한 

심과 열정, 감각이 요하다. 재 패션몰의 입 이나 

런칭이 용이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자체 디자인 

상품기획 능력이 없이 동 문 등 도매 상권에서 상품 

사입에만 의존한다면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Lee, 

2021). 따라서 경력보다는 차별  패션 감성이나 디자

인 감각과 능력, 심과 열정이 있다면 경쟁 인 온라

인 패션시장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소호 패션쇼핑몰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패션

시장 내에서 핵심경쟁력이 꼭 필요하다. 감성  감각, 

랜드 정체성 등의 차별화는 물론이고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경쟁 인 시장 

내에서 경쟁우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Son(2021) 연

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입 이나 

매에서 상품구색이 반드시 필수 이지는 않다. 셋째, 

소자본 온라인 창업이라 할지라도 도   험을 감

수하는 기업가정신  기회의 포착과 실 을 한 기

업가  과정도 필수 이다. 특히 끈기있는 다양한 가치 

창출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소호 패션

쇼핑몰의 운 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체 운 과 동일하

게 상품기획력 외에 회계·재무, 유통· 매, 홈페이지 디

자인·운 리, 셀럽 찬  SNS마 , 검색노출마

 등 홍보·마 , 데이터 리·분석·활용 등 능력도 

필요하다. 특히 쇼핑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화 서

비스  반품물류서비스 등은 고객의 선호도에 향을 

미치므로(Kim et al., 2017; Kim & Na, 2020) 쇼핑몰의 

서비스 차원도 요하다. 그러나 1인 창업자의 경우 모

든 역량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보다는 몇 가지 기능은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기능만을 해결하는데 을 

두는 것이 효율 이고 사업성과를 내는데 효과 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1인창업이나 소자본 창업, 소호 

창업에 해서 많은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패

션 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

원, 서울시  기타 지자체, 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

회 등 다양한 기 에서 매년 다양한 로젝트를 통

해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랜디, 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 랫폼 등에서도 신진디자이   소자본 창업자

를 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소호 패션

쇼핑몰 창업자  운 자들은 외부지원체제의 활용  

업을 한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4개의 창업사례를 표  추출하여 

분석한 질  분석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객 화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음을 밝힌다. 특히 창업 

련 사례연구는 성공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사례별 

특수성과 연결되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 임을 밝인

다. 향후 양  연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서는 

성공  패션창업 련하여 측정도구가 선행 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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