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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부상하는 1인출판의 창업 동기와 유지 요인을 성공 사례에 초점에 맞추어 분석
하여, 개인적 특질과 개인적 환경이 창업 행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인적 특질은 성취 
욕구, 자기 통제력 그리고 위험감수성향 등을 포함하며 개인적 환경은 학력, 유사 업종 근무 경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할 수 있는 내적 보상과 출간된 책이 시장에서 인
정받아 지속적 운영 수익을 주는 외적 보상이 주요한 창업 유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출판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s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maintenance factors of independent publication, a 
rising business in the current digital era. Focusing on a case of independent publication which has been 
successful, this research discloses that personal attributes and backgrounds of individuals are the main factors to 
motivate them to establish businesses. Personal attributes include desire for achievement, self-control, risk-taking 
inclination, and etc., and personal backgrounds contain educational background, work experiences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social network, and etc. Moreover, this research also discovers that both intrinsic reward 
indicating the belief that the individuals will be able to publish the books which they want, and extrinsic 
reward as market profits are the main maintenance factors. This case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for independent publication entrepreneurship and the related policies.

Key Words : Independent Publishing, Independent Publisher, Entrepreneurial Motivation, Sustaine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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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기술이 출판산업에 도입된 1990년대 후반 이
후 출판사, 저자, 서점, 독자 들은 책의 생산과 유통, 사용
에서 새롭고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해왔다. 출판사들은 전
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과 전자책 그리고 오픈마켓
(open market)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자들은 원고지 집필 방식을 버리고 워드프로세서와 온
라인을 통한 집필과 출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형 오
프라인 서점이 출현하여 중소형 서점은 폐업과 탈바꿈의 
절박함에 직면하며 전자책 확산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고
심하고 있다. 독자들은 서점을 통한 책 구매와 독서에서 
벗어나 온라인 구매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한 구매
와 읽기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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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계의 새로운 키워드로서 ‘1인출판’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출판사는 책을 생산, 판매
하여 기업을 운영하는데, 책은 사치품목이면서도 공공재
(public goods) 속성을 지니며, 사유재(private goods)이면
서 경험재(experience goods)로서의 성질이 강하여, 소비
자 기호 변화와 소비의 비반복성으로 인한 ‘불확실한 수
요’라는 특성을 지닌다[21]. 

1인출판은 책의 기획, 판권계약, 편집, 제작, 영업을 혼
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출판사 경영형태로서, 창업자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25]. 규모 측면에서는 
창의성 있는 1인 또는 4명 이하의 인원이 운영하는 경우
도 있으며 모회사 성격 출판사의 임프린트(imprint), 자회
사, 계열사는 제외하고 있다[14].

출판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수의 도서를 출간해야 
운영이 가능하며, 출간과 동시에 안정적 판매라는 과제가 
요구된다. 메이저 출판사일수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
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명저자를 선호하고 외국 베스
트셀러 번역에 치중하는 현상을 보인다. 수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및 유명저자 중심의 베
스트셀러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20]. 하지만 출판 
시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환경으로서 작은 출판사라 
할지라도 차별화된 도서를 전국을 상대로 공급할 수 있
는 출판 생산과 유통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에 적응하여 새롭게 등장한 모델이 1인출판이다.

1인출판은 출판 편집, 디자인, 인쇄의 디지털 시스템
이 발달되어 제작비가 절감되고 아웃소싱이 가능한 환경
이 마련되어 가능해졌다[10]. 또한 2000년 이후 출판 유
통체계가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무재고(無在庫) 거래가 가능해지고, 대형 
서점의 전국 지점망 확대에 따라 전국 유통이 쉬워진 점
도 중요 원인이 되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 출간종수 42,191
종. 등록 출판사 35,191개소로서, 이 중 무실적출판사의 
비율이 92%에 달하며 실적출판사는 2,902개소에 불과하
다. 그러나 실적출판사의 수는 2000년 기준 1,726개소에
서 2009년까지 68% 신장한 것이며 10년 동안 1,176개소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출판계의 두드러진 양
극화 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출간종수별로 업체를 구분
하여 최근 10년간 증감률을 살펴보면 연 201종 이상 출
판하는 대형 출판사는 105% 신장했으며 1-5종 이하의 도
서를 출판하는 극소형 출판사(1인출판사 포함)는 88% 신
장한 것으로 분석된다[13].

또한 무실적출판사 중에도 전자책출판을 꿈꾸며 창업
한 1인출판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나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

려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와 번역서, 참고서와 학습서
에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 출판사들의 활동과 달리, 1인출
판사들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출판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연구는 1인출판 과열현상의 리스크와 1인출판을 
통한 다양한 출판의 활성화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선행 이
론과 연구와 출판 데이터 그리고 1인출판 사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시장에 진입하여 다이내믹한 변화과정을 겪어
나가는 1인출판사의 활성화 상황과 대량 출판과 유통에
서 벗어나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출판시장에서 본 연구는 1인출판의 역할과 새
로운 가능성과 미래 출판모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질문 1 : 1인출판사를 창업하는 1인 기업가는 어떤 동
기로 창업을 결정하는가? 

질문 2 : 1인 기업가는 1인출판사 창업 이후 어떠한 활
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업 행동을 지속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롱테일법칙으로서의 1인출판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의 롱테일(long tail) 법
칙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20%의 주력 제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Pareto) 법칙이 성립되지만, 인
터넷 활성화로 판매량이 적은 상품의 총합이 전체 매출
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소수의 히
트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던 방식이 비교적 판매량이 
적은 니치(niche) 상품을 다종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
해간다는 것이다[3]. 

[그림 1] 전통적 소매와 온라인 서점의 롱테일
[Fig. 1] An example of a power law graph 

그림 1은 전통적 소매서점이 차트 왼쪽, 즉 베스트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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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 서점은 차트 오른쪽, 즉 
니치 수요의 스테디셀러에 집중하게 되어 롱테일의 새로
운 시장이 더 두텁고 길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5]. 앤더슨은 롱테일 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동
인으로 첫째, 기술 비용의 감소로 인한 생산도구 대중화 
둘째,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상품으로 인한 유통구조 
대중화 셋째, 검색과 추천과 집단 활동 덕분에 가능해진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탐색 비용 감소를 제시하였다
[3].

1인출판은 롱테일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
례로 볼 수 있다. 생산도구의 대중화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DTP, POD의 확산을 들 수 
있으며, 유통구조 대중화 측면에서는 인터넷 서점, 오픈
마켓 등으로 유통의 중심이 이동한 점을 들 수 있다[5].

온라인 무재고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출판사는 재고부
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인출판은 대형 출판
사에서 꺼리는 분야와 주제의 책들을 과감히 출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 도서는 주로 매스 마켓(mass 
market)이 아닌 니치 마켓(niche market)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들로서,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의 기획을 기반으로 고
정독자층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이 다양성을 갖추게 만드
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 베스트셀러라는 머리
(head) 상품 중심의 기존 출판에서 스테디셀러라는 긴 꼬
리(tail) 상품을 가진 롱테일 마켓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1
인출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2 출판산업모델과 1인출판 연구

전통적 출판산업에 대한 모델적 분석은 저자와 출판사
의 콘텐츠 창출과 패키징(packaging), 인쇄와 제작 그리
고 도매와 소매라는 유통 체계를 통해 독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가치사슬의 작동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이러한 관점은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의 기업 
부가가치 생성 가치사슬 모델[27]을 적용한 것이다. 관련
하여 큥(Lucy Küng) 등은 전통적 출판산업의 가치사슬과 
온라인 서점 등장 이후의 가치사슬을 구분한다[15,5].

노병성은 APDC 모델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출판사
는 대형화와 소형화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CP(contents provider)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혁신의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APDC모델 자
체가 APC 혹은 AC모델로 진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19]. 

출판모델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1
인출판에 대한 관심은 학술보다 실용 측면에서 지난 10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는 다양한 조직
의 결합체로 존재하던 출판사가 과연 1인출판으로 가능

하겠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으나, 출판계의 현실
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이거나 비대한 
출판사 조직에서 기동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인
정하는 등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23]. 이에 대해 
이창경은 1인출판의 특성을 전문화, 세분화, 차별화에 둘 
때 종합출판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공략으로 간행서적의 
주제적 일관성과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평가한
다[16]. 

이와 같은 1인출판의 가능성은 제이슨 앱스타인(Jason 
Epstein)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판사가 가내공업의 
장인과 같은 업무로 회귀할 수 있으며, 미래의 책은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편집자 또는 출판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주장한 바 있다[8].

박라미는 출판의 기획, 저자 섭외, 편집, 교정, 디자인
까지 책임지는 OEM 출판기획사가 등장하고 출판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판계 종사자의 1인출판 창업이 증
가하였다고 주장한다[25]. 한주리는 출판산업에서 유연성
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 측면에서는 아웃소싱이 
가속화되고 1인출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12]. 

2.3 1인창조기업으로서의 1인출판

톰 피터스(Tom Peters)는 1인기업을 전문서비스 회사
(professional service firm)라고 정의하면서, 창조적 지적 
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여 가치를 더하는 1인 이상의 조
직이라고 설명한다[28]. 

최근 1인 창조기업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국
내에서 1인 창조기업 수는 약 20만개로, IT 기술 발달, 아
웃소싱 증가, 창조경제로의 전환 등 외부 환경변화와 개
인주의, 전문주의 확산 등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33].

1인창조기업은 창안자(creator) 중심의 기업활동으로
서 1인 창조기업 창업자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 연령층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
데[33], 이는 창안자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인창조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1인창조기업에 대한 연구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
졌는데 하나는 1인창조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
한 연구방법으로서 1인창조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연구한 신동하[32], 1인 창조기업 개념과 유형
을 연구한 심상민[31]의 연구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창
업자 개인 중심 연구방법으로서 심재후 등의 1인창조기
업 창업 동기에 관한 사례연구이다[30]. 

심재후 등은 그림 2의 1인창조기업의 창업 동기모델
을 적용하여 1인 창조기업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개인적 환경과 특질 등이며, 개인적 환경 중에서는 
창업가의 학력, 경험 및 네트워크가 창업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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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했다. 창업 행동 지속 과정은 사업 아이디
어 및 목표의 설정, 창업과 경영활동, 사업성과에 따른 내
적, 외적 보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에 따른 사업 아
이디어 및 목표의 재설정이다. 개인 특질과 환경, 경험 등
이 1인창조기업의 창업 동기 및 지속적 창업 행동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이 연구는 사업서비
스 및 교육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 중심의 사례연구이
므로 다른 분야 1인 창조기업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30]. 

[그림 2] 1인 창조기업 창업 동기 모델
[Fig. 2] A model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in the 

independent creative firm

3. 연구방법

3.1 연구모델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출판산업 변화와 1인출판 그리고 출판산업 
모델과 1인창조기업에 대한 선행이론적 논의와 심재후 
등이 사업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분야를 분석하여 도출해
낸 그림 2의 1인창조기업의 창업 동기모델을 1인출판사
에 적용하여 그림 3의 1인출판사 창업 동기 및 모델을 제
시한다. 창업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며 이 모델을 적용
하는 요소별 세부사항은 표 1과 같다[30]. 

연구문제 1 : 1인출판 창업자의 개인적 특질이 1인출
판의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1인출판 창업자의 개인적 환경이 1인출
판의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 창업 시점의 사업환경이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 1인출판 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
를 설정하여 창업 행동을 시작하는가? 

연구문제 5 : 1인출판 창업자는 1인출판의 창업과 경

영활동의 결과인 사업성과의 내적, 외적 
보상을 평가하여 목표 및 사업 아이디어
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창업 행동
을 지속하는가?

[그림 3] 1인출판사 창업 동기 모델
[Fig. 3] A model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in the 

independent publisher

1인창조기업 
창업 동기모델

1인출판 
적용 요소

개인적 
특질

▪ 가트너(Gartner) : 성취욕구, 내적 통제기
준, 위험감수성향 등 제시[9]▪ 섹톤(Sexton) 등: 에너지 수준, 적응성, 
자율 욕구 등 제시[28]

▪ 출판업에 대한 직장
만족도, 1인출판 창업
가로서의   통제력과 
위험 감수성, 목표 성
취 의지 등

개인적 
환경

▪ 쉐페로(Shapero) 등 : 창업가 동료, 가족, 
멘토, 역할모델, 교사, 존경하는 사람 등의 
창업 영향[29]▪ 쿠퍼(Cooper) 등 : 부모의 자영업   경험, 
대학 이상의 학력, 지원자 및 전문가와 네
트워크 등 창업 영향[6]

▪ 부모님 자영업 경험 
유무, 주변 인맥과 출
판 인적 네트워크, 직
장경력, 출판 전문 지
식, 교육수준과 전공, 
연령대 등

사업 
환경

▪ 쉐페로(Shapero) 등 : 창업에 대한 사회
적 태도, 창업자금에 대한 접근성[29]▪ 앨드리치(Aldrich) : 창업 지원 네트워크 
참여[2]

▪출판산업과 1인출판
사 창업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요소. 1인출판 창업 지
원 정책과 창업가 참여 

사업 
아이디
어와 
목표

▪내프지걸(Naffziger) 등 : 아이디어　보유
와 아이디어 평가가 창업 의사결정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 ▪내프지걸(Naffziger) 등 : 창업가들은 여러 
목표를 가지며 창업 시점에서 이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함[18]

▪ 1인출판 창업 이전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 
및 성과 평가

지속적 
창업 
행동

▪ 아담스(Adams) :창업가들은 목표와 사업
성과를 비교하여 미래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1]▪내프지걸(Naffziger) 등 : 창업가 목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사업성과 보상
은 내적 보상인 심리적 보상과 외적 보상인 
물질적 보상으로 나뉨. 창업가들은 외적 보
상과 내적 보상을 목표와 비교하여 창업 행
동 지속을 결정[18]

▪ 1인출판 창업자들의 
창업 행동, 출판 성과
와 평가, 출판 사업 전
략 수정 내용

[표 1] 1인창조기업 창업 동기모델의 1인출판 적용 요소별
세부사항

[Table 1] The Independent Publishing application of a 

model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in the 

independent creativ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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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절차

본 연구는 1인출판에 대해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 방
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3년 이상 창업이 유지되고 
있는 성공사례의 1인출판사로 설정하여, 창업 동기와 유
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교보문고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유지 가능 출간경향과 판매경향
을 보여주는 6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존 
문헌자료 분석 및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3년 이상 창업유
지 조건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1인창조기업 전체 사례에
서 볼 때 사업 지속 기간이 1~2년 정도로 짧았으며 3년차
에 들어 지속되는 출판사 수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
이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34].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방법
의 적절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연구에 있어서는 다
른 학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고유의 방
법론을 개발해야 하며, 학문의 초기단계이므로 정교한 통
계분석보다는 현장연구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4]. 둘
째, 인과적 설명(why)이나 과정적 설명(how)을 깊이 있게 
요구하는 연구, 연구자가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 연구, 현
실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이 유효한
데, 창업연구는 이 연구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11].

본 연구는 사례연구 설계(연구 질문의 제기, 선행연구 
고찰, 분석단위의 설정, 사례의 수 결정, 사례의 선택)와 
사례연구 수행(인터뷰, 문서, 관찰 등 질적 데이터 수집, 
데이터 다원화), 사례연구 증거분석(사례연구 데이터베이
스 구축, 개별 사례분석, 사례 비교 분석)의 절차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33,7,22]

3.3 분석 단위와 사례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의 1인출판사와 1인 기
업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중에서 3년 이상 1인출판
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6건의 1인
출판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6건의 1인출판사 사례 분석은 모든 1인출판사의 특성
이라고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1인출판사는 
최근 등장한 출판업 형태로서 다수의 조사 대상을 확보
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1인출판에 직접 연
관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였으며, 실제적
인 성공모델을 도출하는 데에서는 무실적의 1인출판사를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실제로 창업 
유지가 되고 있는 1인출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
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이 논문은 다중사례조사연구(multiple-case-study)

로서 분석사례대상에 대한 반복실험의 논리를 적용하면
서 사례의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36] 

구체적으로, 사례선택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출판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과 1인출판 관련 수
상내역 및 1인출판사 포털(portal) 카페를 근거로 20개의 
1인출판사를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3
년 이상의 창업 유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두고, 창업 
이래 출간종수와 출간경향을 조사하여 연 1종 이상 꾸준
히 출판한 경우를 선별하였다. 셋째, 시장성 측정을 목적
으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형서점 매출순위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상위 10개의 업체를 선정하
였으며, 이들 출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여 자발
적 참여의지를 보이며 수락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하
였다. 

  
[표 2] 사례선정 기준과 절차
[Table 2] Case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출판사 창업 
유지년수

출간
종수 매출순위 인터뷰 

수락여부
사례1 11 23 4 O

사례2 7 23 8 O

사례3 6 18 6 O

사례4 4 48 3 O

사례5 3 25 7 O

사례6 8 17 10 O

사례7 6 28 1 X

사례8 9 35 9 X

사례9 8 48 5 X

사례10 7 56 2 X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1인출판 기업가 6명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첫째, 직접 만남과 전화 
통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둘째, 
출간경향 및 매출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셋째, 1인출
판사 또는 기업가가 운영 중인 카페, 블로그, 사이트, 
SNS 등에 대해 참여관찰을 실행하였으며, 넷째, 기존 연
구와 언론보도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서 소규모 자영업체인 1인출판사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와 같은 공식적 발표 자료를 취득하기
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1인기업가의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차별화된 1인출판사
의 기업경쟁력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적
인 교보문고 판매데이터를 참조하여 사례의 적합성 여부
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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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사례분석

사례 1의 S(45세, 남)는 출판사 편집부와 영업부 경력
을 기반으로 2000년에 소설, 유아 분야의 일본서적을 번
역 출판하는 1인출판사를 창업하였다. 손익과 상관 없이 
내고 싶은 책을 펴낼 수 있다는 기대가 창업의 계기가 되
었다. 창업 초창기 출판물이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판매되
어 출판사 안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규모를 
키우지 않고 1인출판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였다. 소규모 
출판의 장기 플랜을 갖고, 작은 대장간 시스템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24].

사례 2의 H(47세, 여)는 16년간 출판사 편집자로 활동
한 경력을 기반으로 2003년 12월에 1인출판사를 창업하
였다. 소신껏 자연과학서를 출간하고 싶다는 의지가 창업
의 계기가 되었는데, 1인출판의 장점은 전문성 있는 소량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례 3의 K(41세, 여)는 10여년의 출판사 편집부 경력
을 기반으로 2005년에 1인출판사를 창업하였다. 기획과 
편집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출판 분야는 학술서
와 대중서의 중간 수준의 지점에서 교양서 출간을 목표
로 두었다. 소설, 역사/문화 분야로 시작했으나 경제경영, 
자기계발 분야로 확장하였는데, 시대 트렌드에 맞는 목표
를 빨리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사례 4의 S대표(41세, 남)는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콘텐츠 기획개발 등의 역량을 기반으로  IT업체, 출판사, 
잡지사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이같은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2007년에 1인출판사를 창업하여, 지난 
4년간 총 68종을 출간했는데 스도쿠(sudoku)와 같은 퍼
즐 책이 주류를 이룬다. 과학, 취미/스포츠 분야로 시작했
지만 유아, 아동으로 넓혀가는 중이며, 콘텐츠 결합 문구
사업 및 스마트폰 앱 개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례 5의 K대표(47세, 여)는 외국계 회사 장기근무경
력과 잡지사 편집장 경력을 기반으로 2008년에 1인출판
사를 창업하였다. 회사 형편이나 시스템의 간섭 없이 만
들고 싶은 책을 출간하자는 취지로 창업하게 되었으며, 
작지만 알차고 디자인 감각이 있는 출판을 지향하고 있
다. 적은 제작비로 출판 가능하며, 작지만 충성도 높은 독
자군이 있는 인문분야의 출판을 통해 꾸준히 이익 내는 
출판 활동과 운영 가능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우수저작물 및 
출판지원사업 당선 및 1인출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사례 6의 C대표(39세, 남)는 프리랜서 북디자이너 경

력자로서 출판 전체를 알고 싶은 갈증에서 2003년 31세
에 1인출판사를 창업했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외국소설
을 번역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출판을 오래 계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꾸
준히 판매되는 책 출간이 1인출판사가 규모 있는 출판사
와 경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더
불어, 지속적인 출판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익사업을 
병행하면서, 본인이 목표로 두는 분야에서도 꾸준한 노력
을 기울인 결과 2010년 말 출간한 번역소설이 해당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4.2 1인출판 창업 동기 분석

‘1인출판사를 창업하는 1인 기업가는 어떤 동기로 
창업을 결정하는가’의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개인적 특질

조사 대상 여섯 출판사 기업가들은 목표 성취 즐김, 상
황 통제, 위험 감수 성향, 출판 직업에 대한 만족도, 더 많
은 성취에 대한 소망 정도 등의 개인적 특질을 분석하였다. 

대상 모두 출판사 창업에 대한 명백한 개인적 목표 설
정을 통해 창업 행동을 실행하였음은 평균 13.91년의 출
판 직장 경력과 창업 전 계획 도서로 5.50권을 미리 준비
했던 점에서 나타난다. 의식적으로 1인출판사 규모로 운
영하면서 베스트셀러 중심이 아닌 다양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스테디셀러 중심의 출판을 지향하는 상황
통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평균 2,500만원의 작은 자본으로 창업하여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출판 영역을 사업적으로 확장하는 위험 
감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판 활동의 성취 소망
은 모든 사례 출판사 기업가들이 중장기 성취 계획이 뚜
렷하다는 공통점에서도 드러난다.

대상 기업자들의 이러한 개인적 특질은 인터뷰의 관련 
주요 키워드들이 ‘작은 대장간 시스템’와 ‘꾸준히 판매’
(사례 1), ‘전문성 있는 소량 제품’, ‘10년 중장기 플랜’
(사례 2), ‘특별한 주제’, ‘학술서와 교양서의 중간 지점’
(사례 3), ‘혼자서 하는 것의 편리성’, ‘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multi-use)’(사례 4), ‘인문교양서에 집중’, ‘작
지만 알차고’(사례 5), ‘오래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 ‘너
무 큰 목표의 위험성’(사례 6) 등이며, 목표 성취 즐김, 상
황 통제, 위험 감수 성향, 출판 직업에 대한 만족도, 더 많
은 성취에 대한 소망 정도에 대한 5점 척도 설문 조사 결
과로서 평균값이 4.00, 3.33, 3.83, 4.33, 4.17 등인 것으로
도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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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인출판 창업자의 개인적 특질이 1인출판의 창
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연구
문제 1). 하지만 구체적으로 창업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는지에 관한 양적, 질적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4.2.2 개인적 환경

조사 대상 여섯 출판사 기업가들은 자신의 개인적 환
경이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개
인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 환경 중 학력 및 전공이 출판사 창업에 영향을 미
쳤다는 응답은 다른 요소에 비해 미미한 편(3 건)이다. 

개인적 환경 중에서 이전 직장 경력이 창업 행동에 영
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여섯 건이 있었는데 어떤 환경적 
요소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 
사례의 창업 이전 출판 직장경력의 평균값은 13.91년이
다. 사례 1, 2, 3, 5는 이전 직장이 출판사이며, 사례 4, 6
은 출판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분야의 프리랜서 출신
이었다. 

가정환경 측면에서 모든 사례가 부모님의 직업이 자영
업이었다고 응답했다.(사례 1, 2, 3, 4, 5, 6) 가족 중에 출
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경우는 1건에 불과했
다.(사례 4).

사회적 네트워크가 1인출판사 창업에 영향을 끼쳤다
는 것에 대해 네 건의 응답이 있었다. 지인 가운데 출판
사 운영(인쇄/제작/디자인/마케팅 등)에 도움이 되는 인맥
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건이었고(사례 2, 3, 4, 
6), 지인 가운데에 우수저자나 저자로 발굴할 만한 사람
들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3건이었다.(사례 2, 4, 5) 출
판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례는 3건이었다.(사례 2, 4, 6) 

1인출판사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개인적 환경은 응답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여섯 
명의 응답자 모두 개인적 환경이 1인 창조기업 창업에 영
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므로 1인 기업가의 개인적 환경
이 1인출판사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연구문
제 2).

4.2.3 사업 환경

여섯 건 사례 중에서 두 건은 창업 당시의 사업 환경
이 1인출판사 창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영향
력이 미미하다고 응답하여(사례 2, 3), 1인출판을 지원하
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정책적 차원에서 1인출판 창업 지원책
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공간문제 해결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지원)이 2건으로서 가장 많았고, 
도서구매 및 저작 지원, 제작 네트워크 구성, 교육기관 활
성화와 전문강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인출판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가 창
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4건의 응답사례가 
있었다(사례 2, 4, 5, 6). 출판사 대표가 DTP 편집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담
당하고 있는 사례가 3건이다(사례 4, 5, 6).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대형서점 전국지점 확대 등 출
판유통환경 변화가 1인출판 창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에 대해서는 모두 5건의 응답이 있었다(사례 2, 3, 4, 5, 
6). 대부분의 사례가 온라인 서점 및 주요 대형서점 위주
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사례 2는 “재고부담 없이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 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례 3의 K대표는 지면을 통해 
“인터넷 서점의 영향을 실감했다. 인터넷 서점에서는 주
로 3~40대 남성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인데 기
존의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12]. 

1인출판사 창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구체적 사
업 환경은 응답자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여섯 명 중 
네 명의 응답자가 사업 환경이 1인 창조기업 창업에 영향
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므로 1인기업가 사업환경이 1인출
판사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연구문제 3).

4.2.4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 

조사 대상 여섯 출판사 모두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 설
정 후에 창업 행동을 시작했으며, 개인적 환경과 개인적 
특질이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
다. 창업 이전에 기획한 도서 종수는 최소 2종에서 최대 
10종까지 확보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창업 이후 3~6개
월 이내에 첫 책이 출간되고, 창업 첫 해에 약 2종의 도서
를 출간할 수 있었다. 

원고 확보는 이전 직장 경력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경우(사례 1, 2, 3, 4, 5, 6)나 인맥을 활용
한 경우(사례 2, 5, 6), 개인의 외국어 능력이나 콘텐츠 개
발 능력을 활용한 경우(사례 5, 6)를 통해 이루어졌다.

창업 이전에 출판사의 차별화 요소에 대한 전략적 목
표를 수립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섯 사례 모두 그렇다고 응답했다. 재무적 관점의 목표
수립 및 세부기획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창
업 이전에 준비하고 시행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업 아이디어와 목
표의 설정은 개인적 환경과 개인적 특질을 바탕으로 이
루어졌으며,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 설정이 창업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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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1인기업가는 사
업 아이디어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창업 행동을 시작한
다는 점이다(연구문제 4).

4.3 1인출판의 지속적 창업 행동 분석

1인 기업가는 1인출판사 창업 이후 어떠한 활동을 수
행함으로써 창업 행동을 지속하는가의 연구문제 5의 분
석을 위해 사례의 사업 진행상황을 관찰하면서 최초에 
설정한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
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출간 분야 다양화(모든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사례 2, 4, 6)가 그것이다. 사례
별 출간종수를 누적하여 분야 수를 계산하면 창업 연도
에는 1~3개 분야였지만 최근 연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에 대해 사례 2는 “전통적 출판 
이외에 원소스멀티유즈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영역 다각
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례 4는 콘텐츠가 결합된 
문구사업 및 스마트폰 앱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
다. 사례 6는 북디자이너로서의 사업활동을 병행하여 납
품용 도서, 기관용 도록(圖錄) 등을 제작하고 있다.

사업성과 보상에 대하여 4건의 사례가 외적 보상(금전
적 보상) 및 내적 보상(사회적 기여, 자기만족)이 모두 중
요하다고 응답했다.(사례 1, 2, 3, 5) 외적 보상으로는 부
양가족 생계 지원, 직장 연봉보다 나은 여유, 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 대출을 갚고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책을 내는 기반 마련 등을 들었으며, 내적 보
상으로는 원하는 책들을 출판할 수 있는 행복감, 자유와 
책임과 시간적, 정신적 여유와 높아진 행복지수, 콘텐츠 
확보의 만족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불안감과 어려움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출금을 갚아가는 과정, 재정적 안
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내심으로 꾸준히 출간을 지속
해야 하는 과정, 매출현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수입 등이 
1인출판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었다.

사업성과 평가에서 5건 사례가 정기적으로 피드백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경영을 
컨설팅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실행하였으며, 3년 내에 30권을 출간한다는 식의 
중장기 목표 등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출액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관리KPI(Key Performance Index : 핵심
성과지표)를 다양화 함으로써 경영전반의 건전성을 피드
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과거 성과에 대한 올바
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
업 아이디어와 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인출판 창업자는 1인출판의 창업과 경영활동
의 결과인 사업성과의 내적 외적 보상을 평가하여 목표 
및 사업 아이디어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창업 
행동을 지속한다고 판단된다(연구문제 5).

5. 결론

본 연구는 1인출판사를 창업, 운영하고 있는 1인출판 
창업자의 창업 동기와 창업 행동 지속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심재후, 최명길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동기모델’을 
1인출판사에 적용하여, 3년 이상 창업 유지하면서 성과
를 내고 있는 1인출판사를 대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창
업가가 어떤 상황에서 1인출판사를 창업하는 것이 최선
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사례연구를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로서 그림 3의 1인출판사 창업동기모델
은 1인출판사 창업 동기 및 창업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 결과 1인출판 창업자의 개인적 특질과 개인
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1인출판사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개인적 특질로는 1인출판 
창업자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위험
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으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
심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 환경으로는 학력이나 전공이 
다소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출판사 근무경력이나 북
디자이너 등의 이전 직장 경력이 가장 큰 영향관계를 갖
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직업이 모두 자영업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다른 분야의 창업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드
러나는 현상이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는 타 요소에 비해 미미한 응답이 나왔으나, 다른 
1인창조기업과는 달리 1인출판사의 경우 기술환경의 변
화와 시장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로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
여 1인출판 창업자는 창업 행동 첫 단계에서 사업 아이디
어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창업 이전에 이미 평균 3-4
종의 원고를 확보하고 있었고, 소규모 출판사로서의 출간
경향에 대한 차별화 전략과 함께 재무적 관점의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있었다. 1인출판 창업자는 이와 같은 사
업 아이디어와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1인출판사를 창업
하고 경영하게 된다. 사업성과에 대하여 내적, 외적 보상
을 평가하여 적절히 사업 아이디어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창업 행동을 지속한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
는 디지털 기술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질수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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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출판시장 유통환경에 대
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요소
를 기반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출간원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뚜렷한 사업 아이디어와 목표를 세운 후에 창업하
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1인창조기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증
가하고 1인출판사에 대한 출판인과 일반인의 관심이 고
조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1인출판사에 적합한 예비창
업자의 선별, 1인출판 창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컨
설팅 가이드라인의 개발,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 1인창조기업 창업 동기모델을 1인출판사에 적용하
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창업 행동의 선행요인, 창업가의 활동 및 
활동의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창업 동기 모델
을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변
화하고 있는 출판산업 환경 가운데 뚜렷한 징후라고 할 
수 있는 1인출판사를 연구주제로 삼아 생생한 현장의 목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있다. 1인출판사가 전
체 실적출판사의 35%에 달하고 있는데도 1인출판을 학
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책을 출간하는 1인출판사들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 본 연구
의 프레임을 적용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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