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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은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여 영리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하

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Higher Education in 
Korea(2019)의 대학정보공시에 게시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문

대학을 포함한 전체 341개교 중 330개교가 창업교육

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규교과로서 교양과 전공을 

통한 이론 및 실습형태의 총 13,831개 강좌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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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창업동아리는 총 5,711개,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등과 같은 비정규교과의 창업활동지원 

횟수는 총 1,306회로 집계된다. 이에 투입된 2018년 

기준 정부예산은 총 130,202,871,030원, 학교예산은 

27,191,888,543원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교내 · 외 학

생창업의 성과는 총 1,710개로 집계됨으로써 투입된 
비용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정부 및 대학의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이 단

기적이고 양적인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2017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

성방안’은 학교교육에서부터 기업가 정신과 창업역

량을 길러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를 지

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특히 창업플랫폼으로서 크

라우드펀딩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7년 영국에서 

시작된 크라우드펀딩은 미국에서 확대되어 2013년
부터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

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리서치 기관으로 알려진 Mas-
solution Crowd Powered Business(2015)는 2012년 이후 
크라우드펀딩 성장세는 전년도에 비해 매 해 100% 이
상의 성장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아시

아 지역은 300%의 성장세로 미국 지역의 크라우드펀

딩의 성장세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국이 200% 
이상으로 아시아의 성장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50억 
원에서 2018년 약 13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N. Y. Kim, 2019). 또한 2019년 1월 크

라우드펀딩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규모는 글

로벌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N. Y. Kim, 
2019).

크라우드펀딩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라우

드펀딩을 패션제품과 연계한 연구는 Park and Cho
(2014), Lee(2014), Lee(2015), Choi(2018) 등으로 경

제, 경영 등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패
션제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적합한데, 타 학문분야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도 투자증권형과 대출형 펀딩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

이고, 특히 위의 패션 관련 선행연구는 해외 크라우

드펀딩 플랫폼만을 다루고 있어, 국내 크라우드펀딩

에 패션제품을 접목시켜 사업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

는 실질적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한 연

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기회의 장이 될 크라우드펀딩을 조사하

고, 이를 통한 패션제품 창업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창업교육을 현실화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 기사 및 보

도자료, 통계수치를 참고하는 문헌연구와 크라우드

펀딩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첫째,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개

념과 확장수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창업교육개발 필요성의 기초적 이해를 돕는다. 둘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선행연구 유형과 패션제조업 

관련 크라우드펀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창업교육

개발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셋째, 본 연구의 결론으

로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패션제품 창업교육과정

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 때 각 단계를 

정규수업 진행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며, 동
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나타

내기 위해 시각자료로 정리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

폼에 대한 고찰의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

지 3년간이며, 패션제품 창업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되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Wa-
diz)를 본 논문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와디즈는 와디즈플랫폼이 운영하는 크라우드펀

딩 중개플랫폼서비스로, 2012년에 시작하여 현재 회

원 130만으로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간 종료된 
프로젝트 기준으로 총 펀딩금액 601억 원 중 보상형 

프로젝트 펀딩금액이 392억, 총 펀딩건수 3,500건 중 
보상형 프로젝트가 약 3,300건이다(B. D. Moon, 2019). 
와디즈의 프로젝트에 방문자는 약 1,144만 명, 참여

한 메이커는 6,179팀, 투자한 서포터수는 486,307명이

며, 보상형 프로젝트 평균성공률 74%로 국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한다. 와디즈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프로젝트 오픈을 기록한 보상

형 카테고리는 패션잡화이며, 푸드, 디자인소품, 홈
리빙, 테크가전 등이 그 뒤를 이으며, 보상형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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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7년 대비 2018년 성장세는 패션잡화 577%, 반려

동물 510%, 홈리빙 420%, 테크가전 383%, 뷰티 377%
이다(Y. E. Moon, 2019). 이에 비해 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은 투자(증권, 채권)형과 대출형 및 기부형 

투자를 주로 중계하며, 규모도 작아 패션제조업 관련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연구범위에서 제

외한다.

II. 보상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
일반적고찰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므로, 자금을 기준으로 크

라우드펀딩을 구성하는 주체를 자금수요자, 자금공

급자,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온라인으로 연결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개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수요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특정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게시하고 스스로를 홍

보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개설자라고 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는 인터넷상의 플

랫폼에 게시된 프로젝트를 보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

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금투입의 방

식을 결정한다. 이 때 자금공급자는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 따라 자금투입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제품

과 서비스를 바라기도 하고, 대가가 전혀 없는 순수한 
기부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는 특정 목적

을 가진 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지원한

다는 점에서 일종의 후원자라고 할 수 있다. 중개플랫

폼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자금흐름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한 거래환경을 조

성하며, 거래성사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4종류로 투자증권(주식, 

채권)형, 대출형, 기부형, 보상형이 있다. 투자증권형

은 자금공급자가 펀딩에 대한 대가로 주식 및 채권을 
얻어 배당금 및 이자 등의 금전적 보상을 얻는 것이

며, 대출형은 대출계약 체결을 통해 투입된 자금에 대

한 이자를 금전적 보상으로 얻는 형태이다. 기부형은 

지원한 금액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없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것이며, 보상형은 자금수요자가 펀딩을 받

아 제작하기로 약속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금공급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수요자는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펀딩에 성공했을 경우, 프로젝트를 통

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금공

급자에게 펀딩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해야 한다. 보상

형 프로젝트는 개인, 법인사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자

금수요자가 설정한 생산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

상 자금공급자의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보상형 펀

딩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

서 자금수요자를 메이커로,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메

이커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자금공급자를 서포터

로 각각 칭하며,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보내는 제품

을 리워드(보상)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부터 

메이커, 서포터, 리워드로 각각 명명하도록 한다.

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확장요인

1)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선주문 후제작 방식이므

로, 대량생산 전 단계의 완벽한 시제품만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보상형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 미리 생산해 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재고 
위험이 낮다. 따라서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

업화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차기 사업자금 조성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은 선판매 방식으로 

펀딩기간 동안 추가 재원 마련이 용이하다. All or not-
hing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메

이커가 정한 펀딩성공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프

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펀딩성

공 기준금액을 넘어서서 초과달성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것

은 물론, 발생한 수익금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미리 기획해 놓은 차기 

프로젝트를 준비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3) 온라인에 최적화된 중개플랫폼

와디즈와 같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은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완료되므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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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비교적 수월하다. 기존 
제도권의 정보보조금이나 은행대출, 또는 벤처캐피

탈의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을 수행할 메이커의 신용도 역시 첫 

창업일 경우에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온

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아이디어가 뛰어난 프로젝

트 정보와 메이커에 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서포터들의 투자와 지지를 이끌

어낼 수 있다.
온라인에 최적화된 중개플랫폼은 콘텐츠 제작비

용과 마케팅 및 홍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도 가진다. 프로젝트를 개설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의 
경우, 중개플랫폼의 통일된 양식을 활용하게 되므로 
특별한 콘텐츠 제작기술이 없더라도 기본으로 제공

되는 기능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콘텐츠 제작이 가

능하다. 실제로 많은 메이커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사

진, 동영상, 텍스트로 마케팅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SNS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중
개플랫폼과 연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마케

팅 및 홍보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메이커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업데이트한 새

소식이 서포터들에게 실시간 자동 알림이 이루어진

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서포터가 자신이 투자한 프로

젝트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며, 메이커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투

자한 프로젝트에 더욱 애착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오프라인 유통망 없이 SNS와 크라우드펀딩을 연

계하여 펀딩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트래블러스 하

이(Travelers High)’의 여행가방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철저히 SNS와 크라우드펀딩 연동을 통해 사용자 경

험을 공유하면서 개발된 가방은 여행 백팩, 보스턴

백, 메신저백, 캐리어로 분화되어 여행가방 시리즈

가 구성되었고, 트래블러스 하이의 크라우드펀딩 경

험은 온라인 매거진인 브런치(Brunch)를 통해 공

유되고 있다.

4) 시장성에 대한 빠른 판단과 증명

보상형 프로젝트의 경우, 펀딩 기준금액을 달성해

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All or nothing 시스템

이 대표적이다. 메이커가 계산한 손익분기점을 넘기

는 최소한의 비용 기준으로서, 펀딩기간 완료와 동

시에 시장성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메이커는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펀딩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임으로써 해당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증명하고 홍보할 수 있다. 펀딩 성공 

후 제품을 생산하고 중개플랫폼과 소셜미디어 마케

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출과 확산은 차기 사

업의 성패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 벤쳐캐피탈이나 엔젤투자와 같은 

제도권의 펀딩을 이끌어낼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이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시장성 판단이 
Business-to-Customer(B2C)뿐만 아니라 Business-to-
Business(B2B)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상품개선 방향을 신속히 수정 가능

펀딩기간 중에 서포터를 통해 얻는 피드백은 자연

스러운 고객참여의 결과물이다. 서포터들은 메이커

의 프로젝트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지만, 동시에 정서

적으로도 지지한다. 서포터들은 프로젝트가 성공하

도록 피드백,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보

인다(Hui et al., 2014). 이는 서포터들이 메이커의 성

장을 자신이 투자한 행위에 대한 성공으로 인식하며, 
더 나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커뮤니티에 참

여하고 기여하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보상형 펀딩에서 서포터들은 프로

슈머로부터 더 진화한 모습을 보인다(Ordanini et al., 
2011).

메이커는 대량생산 전 단계의 시제품을 제작한 상

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선주문 후생산의 장점

은 펀딩기간 동안 서포터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다

양한 제안을 상품개선 방향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시제품에 관한 개선사항은 중개플랫폼

의 새소식 업데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실제로 많은 메

이커들이 개선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

아가고 있다. 이는 차기 프로젝트에서 더욱 완성도

와 만족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밑

거름이 된다. 펀딩기간 동안 중개플랫폼을 통한 소

통 외에도 중개플랫폼과 연동된 SNS를 통해 소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를 진행함

으로써, 펀딩 완료 후에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

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후 서포터의 피드백을 통

해 더욱 완성된 프로젝트를 선보여 연달아 성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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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서 ‘오프레더(Off Leather)’가 비건 가죽으로 만

든 노네임백을 들 수 있다. 오프레더는 첫 펀딩 성공 

후 잠금장치, 이염현상, 실밥 이탈현상, 가방끈 길이 

선택, 노트북 주머니 두께 최소화, 충격방지용 충전

재 삽입, 생활방수 등 서포터들의 피드백에 주목하

여 제품에 반영한 결과, 2차와 3차 프로젝트에 걸쳐 

68,837,000원과 61,578,000원 펀딩에 성공하였다.

6) 펀딩 성공 이력을 마케팅 홍보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

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성

공 사례를 이슈화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메이커라면, 크라우드펀

딩에 성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다른 판매 유통경로

를 개척할 때, 펀딩 성공 이력을 유통관계자 및 일반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Kotler et 
al.(2016)은 5A(aware, appeal, ask, act, advocate) 단계

에서 O존(own, other, outer)의 영향 중 other(다른 사

람들)의 영향력을 강조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서포터들은 대부분 얼리어답터의 성향을 

가지므로, 크라우드펀딩에서 성공한 제품과 서비스

는 곧 대중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과 서비스로서 인식되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원

활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성공 사례로 ‘웰스케어(Wellscare)’는 웨어러블 통

증치료기인 ‘이아소(IASO)’로 국내 펀딩에 성공한 

후, 일본으로 진출하여 일본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

폼인 마쿠아케(Makuake)에서 다시 성공을 거두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인 

라쿠텐(Rakuten)과 아마존 재팬(Amazon Japan) 등에 
입점하였다(Jung, 2020).

7) 펀딩 성공 상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크라우드펀딩은 국내뿐만이 아닌 국외 시장으로

의 진출까지 가능한 통로가 개척되고 있다. 와디즈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도 지

원한다. 와디즈는 일본의 마쿠아케, 미국의 인디고고

(Indiegogo), 대만의 젝젝(Zeczec) 등과 MOU 체결을 

맺음으로써, 국내에서 펀딩에 성공한 상품이 해외 크

라우드펀딩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례

로 블루투스 사이드 테이블 스피커인 ‘멜로우(Mellow)’
는 미국, 한국, 일본에서 각각 60,543달러, 55,598,000원, 
3,373,800엔을 유치하였다(Kwon, 2019).

3.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수축요인

1) 보상형 펀딩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미비

기부형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업으로 보

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대상이 아니

다. 투자가 일회적이고 투자자의 위험금액 부담이 

낮다는 이유도 관련 법률이 허술한 데에 일조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일종의 예약 구매 인터넷 쇼

핑과 비슷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

에 전자상거래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포터

들은 메이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후원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신뢰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메이커에 대해 서포터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중개플랫폼이 메이커에 대한 확실

한 심사를 통해 투자안전에 대한 보증을 하는 과정

이 필요하며, 펀딩에 나서는 메이커에 대한 정보를 

서포터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철저히 

검증하여 중개해야 한다. 또한 원금 손실이나 제품 

및 서비스 하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메이커와 서포터를 중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서포터

가 메이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후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

으며, 중개플랫폼 업체도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의회도 발족하였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

로 2019년 3월 와디즈는 서포터 보호를 위한 메이커 

지원 프로그램(MAP: Maker Aid Program)을 발표하

고 시행하였다(J. S. Kim, 2019). 또한 보상형 크라우

드펀딩에서 최대 지연일까지 생산불가로 판단되는 

지연반환 조항과 제품의 기능 및 성능상 결함 및 하

자에 의한 하자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1월부

터 시행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Yoon, 
2019).

2) 정보 비대칭성과 프레이밍 효과의 위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메이커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기존 시장에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서포터는 메이커가 제시하는 제품의 

개발 가능성과 사업성을 측정할 표준화된 기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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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메이커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정

보를 왜곡하여 서포터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메이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위험한 정보를 긍정적이거나 안전한 프레임으로 가

공하여 서포터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
행동경제학 개념인 프레이밍 효과는 정보가 비대

칭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다양한 정보와 대안에 서포터들이 접근 가

능할 경우, 프레이밍 효과는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기존 시장에 없던 창

의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대부분이므로 프레이밍의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메이커가 이러한 점을 악용

할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신뢰를 잃고 수축될 
수 있다. 메이커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 중립

적인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며, 서포터는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3) 낮은 담보가치성의 위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제품과 서비스는 창의성

이 높은 경우가 많다. 창의성은 독창성과 실용성으로 
구분하여 판단이 가능한데, 독창성과 실용성이 모두 
높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실용성보다 독창성이 높

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시장 제품들과 호환

성이 낮은 특징을 갖게 된다. 이 때 서포터들은 불완

전한 중간결과물에 대해 회수하기보다, 최종 결과물

이 완성되길 원하는 기대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며, 
메이커는 이러한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해

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메이커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완료에 열정적이

지 않을 경우도 프로젝트의 담보가치를 낮추는 요인

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서포터들의 후원결과가 
메이커의 경험 쌓기용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4) 군집행동의 위험

군집행동은 투자 행위시 깊이 있는 통찰보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기반하여 서포터가 확신을 얻어서 

투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군집행동이 나타나

면, 메이커도 자신의 프로젝트 자체보다 대중의 관

심에 더 무게를 두게 되며, 실제 제공하는 제품과 서

비스의 질적 향상보다 마케팅 홍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

다. 따라서 메이커는 서포터의 군집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군집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편승

하기보다는 새소식, 댓글, SNS 등을 통해 긴 한 소

통을 유지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포터 역시 
군집행동에 의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보다 메이커가 

제공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투자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III. 보상형크라우드펀딩
선행연구유형과패션제조업관련

크라우드펀딩현황

본 절에서는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크라우드펀딩

을 통한 패션제품 창업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현재까

지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대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국내ㆍ외의 크라우드펀딩은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패션제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짚

어봄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을 패션제조업에 적절하

게 적용할 수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유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의 시작 이후 앞으로 더욱 확장될 영역

으로 진단되는 만큼 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확대되

고 있다.
국외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Mollick(2014)은 보상

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로 메이커

의 사회적 관계,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 펀딩 종료 이

후 정확한 제품전달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보
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하는 것 자체의 정확한 목

적을 세우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논

했다. Mollick and Kuppuswamy(2014)는 크라우드펀

딩의 지속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잠재적 고객, 사
업파트너, 미디어, 현재와 미래의 투자자 등과의 다

양한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사업적 관점에서의 탁월성뿐만이 아

닌, 제품의 창조적 성격에 따라 투자의 성공률이 높

아지거나(Davis et al., 2017), 상세한 설명과 가시적 

자료의 양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며,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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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펀딩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을 해석했다(Bi et al., 2017).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의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개념 적용과 자

금기여도 및 정보공유 개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행동예측 분석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지속적 성

공을 이끄는 방법으로도 연구되었고(Shneor & Munim, 
2019),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체계적 프레임 구성 

분석이 시도되었다(Chan et al., 2018).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고 확산된 영국과 미국에서도 Peer-to-
Peer(P2P) 대출형이나 증권형에 비해 보상형과 기부

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공시적 규율의 체계가 아직

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문제를 다루었다(Zhao et al. 2019).

국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된 이후 학술적 

분석이 발견된다. Yoo et al.(2014)은 창업분야 크라

우드펀딩 현황과 성공 전략을 소개하며 프로젝트 이

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지지 기반 확보부터 사

업의 실질적인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리워드 

구성 설계,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댓글관리, SNS 소
통방법, 그리고 펀딩 성공 이후의 보상까지 다룬 바 

있다. Lee and Shin(2014)은 시각적 자료물들이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하는 서포터의 펀딩활동은 단순한 소비행위 맥락이 

아닌 신뢰에 기반을 둔 인터넷 박애주의가 발현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중

심으로 다루어지는 연구는 2016년도 이후 더욱 활발

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전

략과 유형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Han, 2017; 
Kim & Choi, 2016; Na & Cho, 2019; Park & Hwang, 
2018; Son, 2016), 대학생 창업과 지원 전략 및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Byun & Kim, 2019; Jo, 2019)도 발

견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진단을 위한 툴로 사

전진단-기본진단-심화진단으로 도출하고 이를 적용

하여 메이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로 제시하였

다(Oh & Lee, 2018).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게시글 유

형과 후원자의 참여의도를 분석하여 현 사회의 소비

와 소통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와 공익성과 사익성 크

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따른 펀딩 참여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Joung, 2017; Kim, 2017; Oh & Woods, 
2017). Lee and Kim(2018)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며 창작자가 추구하는 창업목

적에 따라 소셜미디어와 크라우드펀딩 성과 간 관계

의 차이를 살펴보기도 했다.
매 해 작성되는 공식 보고서들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확장을 분석했다.  Gałkiewicz and Gałkiewicz
(2018)는 스타트넥스트(Startnext)와 킥스타터(Kick-
starter) 플랫폼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유럽에서 진행된 크라우드펀딩의 진행을 분석하면

서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두 플랫폼이 다루는 영역에서 12,000개가 넘는 사례

분석을 통해 뛰어난 아이디어 구성, 광범위한 추종

자 기반 프로젝트가 높은 확률로 펀딩에 성공한 것

을 확인하였다.
이상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보상형 크라우드펀

딩은 메이커가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상을 해야 하며 끊임없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변화

에 빠르게 대처할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직 보상

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률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

았으므로, 메이커의 능동적인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

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사업설계 면에

서 충분히 창조적이어야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의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더불어, 패션영역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연구를 

참고하여 패션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선행연구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개발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었고 특히 패션제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

례도 아직도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보상형 크

라우드펀딩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2. 패션제조업 관련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이 패션제조업 창업시도에 적합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내

ㆍ외에서 두루 발견되고, 특히 국외 크라우드펀딩 

조성환경은 매우 체계적인 작업 단계가 형성되어 있

다. 투자분석가 조셉 호그(Joseph Hogue)가 운영하는 
CROWD101을 살펴보면, 크라우드펀딩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일반적 과정과 펀딩영역에 관한 상세

한 리포트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CROWD101(“Cr-
owdfunding”, n.d.)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구성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

을 명시하고 있으며, 메이커가 크라우드펀딩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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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크라우드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명시하였

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집

중되어 있지 않으며 서포터가 형성하는 커뮤니티에 

공동참여하는 행위에도 큰 의미를 둔다. 즉, 패션산

업과 같은 제조업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는 새로운 상

품을 함께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서가 구성됨

을 강조한다.
현재까지 국외 크라우드펀딩 구조를 통해 패션영

역에서 나타난 실패와 성공 사례를 간략히 짚어보면, 
초기 패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형성을 선도했던 캣

워크 지니어스(Catwalk Genius), 패션스테이크(Fas-
hion Stake), 컷온유어바이어스(Cut on Your Bias), 자
오자오(ZaoZao) 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타 회사에 영

입되거나, 전통적 방식의 E-커머스 형태로 전환하는 
등 결코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효과를 보지 못했다

(Sherman, 2015). 그 이유로 펀딩에 참여하는 디자이

너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분석의 부족, 물량을 완

성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반

적인 개념 이해 부족을 들었다(Sherman, 2015). 그에 

비해, 킥스타터, 인디고고(Indiegogo), 고펀드미(Go-
FundMe) 등은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들은 

사업가의 창작성을 보조하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재

정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도록 협조하

며, 대중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사회가 

원하는 결정을 수용하여 커뮤니티의 관여, 협력, 그
리고 상호 간의 영향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

한다(Stasik & Wilczyńska, 2018). 그 예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킥스타터는 유럽에서 576개의 패션영

역이 펀딩에 진입하며 패션의류부터 액세서리, 신
발, 장신구, 반려동물 패션, 아동복, 그리고 맞춤복 종

류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사례를 보

여주었다(Gałkiewicz & Gałkiewicz, 2018).
소창업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The Balance Small 

Business는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패션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6개의 패션플랫폼 웹사이트(Tees-
pring, Born, OUT OF X, Gustin, Before the Label, The 
Petite Shop)를 언급한 바 있다(Miller, 2018). 이들은 모

두 메이커의 창작성과 서포터의 피드백이 상호보완

의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 나은 상품 개발을 현실화하

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패션 관련 크라우드펀딩은 타 
영역인 부동산, 금융 또는 전기전자 IT 제조업에 비

해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플랫폼의 시스템이 발전하

고 메이커와 서포터의 교감과 신뢰가 늘어감에 따라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협력적 관계가 매우 긍정적

으로 발현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패션 크라우드펀딩 프

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외 상황에 비해 국내 상황은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Korea CrowdFunding Plat-
forms([KCFPS], 2014)에 따르면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2011년에 시작되어 문화예술분야에 치중되어 문화 

Researchers Context

Bi et al. (2017); Davis et al. (2017); Lee and Shin (2014); Mollick 
(2014); Mollick and Kuppuswamy (2014); Yoo et al. (2014) Analysis of success factors of crowdfunding

Han (2017); Kim and Choi (2016); Na and Cho (2019); Oh and 
Lee (2018); Park and Hwang (2018); Son (2016)

A study on the success strategies, type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crowdfunding and tools analysis for crowdfunding diagnosis

Shneor and Munim (2019) A study on predicting behavior of crowdfunding by applying cro-
wdfunding TPB concept and information sharing concept

Chan et al. (2018); Zhao et al. (2019) A study on the systematic frame composition and public system 
composition analysis of reward-based crowdfunding

Byun and Kim (2019); Jo (2019) A study on college student entrepreneurship support

Joung (2017); Kim (2017); Lee and Kim (2018); Oh and Woods 
(2017)

Analyze the intention of the sponsors and analyze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funding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project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Gałkiewicz and Gałkiewicz (2018) Analysis of successful crowdfunding cases in Europe between 
2010-2017, based on StartNext and Kickstarter platforms

Table 1. Research context of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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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8개 정도의 크

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공식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모든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중 

12개의 보상형 플랫폼이 운영 중이지만 실적을 가시

적으로 내고 있는 플랫폼은 와디즈와 텀블벅(Tum-
blbug) 정도이다(KCFPS, 2014). 2017년에는 와디즈 

가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국내 1위로 성장하였다. 특히 투

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강세를 보였고, 2030세대

의 참여도가 전체 참여율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새

로운 대체투자로서의 긍정적 신호를 알리고 있다. 와
디즈의 2018년 전체 대비 2019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2018년 1년간 392억이었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2019년 상반기에만 42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성장하였다. 특히 패션잡화 카테고리의 프로젝트 수

는 964건으로 80억 원을 기록하면서 16개 리워드 투자

부문 중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Park, 
2019).

국내 패션부문 크라우드펀딩은 소규모로 진행되

는 것이 대부분이나 성공률과 확장 가능성은 국외의 
현황보다 높게 평가된다(Yoo et al., 2014). 신세계인

터내셔날, 코오롱FnC, LF, 이랜드, 패션그룹형지, 잠
뱅이 등 패션기업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신제

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사업모델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패션의 흐름상 단기적 유행에 따른 소비자의 반

응을 살피고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창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패션영역 크라우

드펀딩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내 최초로 
패션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표방한 스몰바이

츠(Small Bites)가 2019년 2월에 설립되었다. 스몰바

이츠는 역량과 팬덤을 갖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

품을 선별하여 시즌 전에 미리 컬렉션을 공개하고 제

품단위로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하여 기존의 크라우

드펀딩이 단일제품에 투자를 받는 것과는 차별화하

였다. 그러나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정체성 형성과 
수익창출을 연결하고자 하는 스몰바이츠의 시도는 

개인 브랜드와 소비자의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브

랜드의 자생을 유도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그 실효성

은 미비해 보이며,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도 결함이 많

이 표출된다. 프리오더 제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프리오더 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 컬렉션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패션성이 

강한 소비자층의 부재, 홍보력 부족, 트래픽 부족, 커
뮤니티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메이커와 서포터를 

연결하는 공감할만한 스토리, 메이커 정보, 프로젝

트 제안 의도, 새로운 상품만의 독자적 특징, 합리적

인 리워드 구성, 브랜드의 비전 등을 전달할 만한 콘

텐츠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상기 사례는 패션제조업 관련 보상형 크라우드펀

딩의 시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개인 창업기회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창업의 크기는 대부분 소규모이기는 하나 다양한 시

도가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IV. 크라우드펀딩창업교육단계별과정

본 창업교육과정은 패션제품으로 창업을 준비하

는 학습자가 크라우드펀딩의 각 단계별 특징을 이해

하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장에서 총 13단계로 
제시되는 각 교육과정은 15주 진행 기준으로 펀딩기

간과 그 이후 마무리 단계까지 더하여 나타내었다(Fig. 
1). 주차별 동시에 진행되는 창업업무에 유의하며, 
교수자는 패션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펀딩 성공 이후 제품을 양산해야 하므로, 
학습자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미리 연계

하여 효율적으로 창업업무가 진행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은 고학년 수업을 통해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유는 학습자가 저학년에서 패션 
전반에 관련한 기초수업을 기반으로 본 수업을 시도

했을 시 최대의 효과와 최소의 오차를 내기 위함이며, 
창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구
체적인 창업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리서치 및 시제품 시장 조사(Research on cro- 
wdfunding market)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리서치 및 시제품 시장 

조사 단계는 일반 패션제조업의 시장 조사 및 시제품 
개발과정과 유사하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인터

넷 쇼핑이나 공동구매가 아니므로, 펀딩기간과 펀딩 
성공 이후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이 시즌에서 벗

어나지 않도록 기획해야 한다. 동시에, SNS 공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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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설해야 한다. 공식 계정에는 앞으로 프로젝

트를 준비해 나아가는 자세한 과정이 모두 아카이브

로서 기록된다.
정 한 리서치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펀딩 성

공 가능성을 높인다. 리서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서포터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

해 일반적인 패션플랫폼의 소비자들과 크라우드펀

딩 서포터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례로 페이지 체류시간이 패션플랫폼보다 길다는 

점은 프로젝트의 스토리 내용을 공부하듯이 자세히 

읽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패션성보다 실용

성을 중요시하는 점도 크라우드펀딩 서포터들의 대

표적인 특성이다.
여러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분

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

례를 종합해 보면, 성공요인을 크게 메이커의 역량, 
스토리의 역량, 제품의 역량, 리워드의 역량, 소통의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필요

성을 공감할 만한 시제품 개발, 신뢰할 수 있는 메이

커의 설득력 있는 내용 전달, 합리적인 리워드 구성, 
원활한 소통이 잘 융합되어 있다. 한편, 실패 사례를 

통해서는 각 역량이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제품 기획(Prototype plan)

리서치를 통해 서포터 성향, 제품성향,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면, 시제품 기획을 시작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에 적합한 제품군을 선정하고, 하나의 아이템을 정

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 때, 제품의 역량에 관

한 리서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용성(트랜스포밍, 리버서블, 패커블), 소재기

능성(방수, 투습, 흡한속건, 강인, 레질리언스, 탄성

회복, 보온, 항균방충), 지속 가능성(천연 제품, 업사

이클링 제품)은 성공한 프로젝트의 제품에 많이 나

타나는 특징이므로, 시제품 기획 시 필수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3. 시제품 제작(Prototype production)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샘플실 회의와 생산공장 

회의를 통해 시제품 제작단가, 시제품 제작공임, 시
제품 패턴 및 봉제 계획, 제품양산 단가와 제품양산 

공임을 의논해야 한다. 시제품을 차질없이 제작하기 
위해서는 샘플실과 생산공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시제품 제작 단계는 자칫하면 장기간

으로 늘어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를 얼마나 빨리 진

행할 수 있느냐가 전체 일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4. 스토리 개발(Story development)

시제품 개발 단계와 더불어 스토리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스토리는 메이커가 중계플랫폼에

서 제공하는 템플릿에 맞추어 펀딩 시작과 더불어 서

포터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웹페이지상의 내용

과 프로젝트 오픈 전 제품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미

리 축적해 두는 공식 계정의 SNS 아카이브로 크게 

나뉘며, 펀딩 완료시점부터는 Q&A 및 새소식 업데

이트를 통한 소통 단계로 이어가게 된다.
첫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 과거부

터 현재까지 프로젝트를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한 내

용, 프로젝트를 오픈한 메이커의 일상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SNS 아카이브는 앞으로 공개될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높이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Thies 
et al.(2014)에 따르면, 서포터들은 사익형 프로젝트

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

이 많이 확산되어 있을수록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공익을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보일 때보다 투자에 대한 보

상으로서 자신이 직접 이용하게 될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일 경우에 펀딩으로 잘 연결되

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프로젝트 오픈 전 소

셜네트워크에 쌓아놓은 메이커에 관한 정보는 크라

우드펀딩을 통해 앞으로 제시할 제품 및 서비스의 질

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외에도, 메이커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사적인 정보도 스토리에 도움이 된

다. 소셜네트워크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템플

릿에서 메이커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서포터에게 공

개 가능하다.
둘째, 중계플랫폼 프로젝트 스토리는 서포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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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보여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스토리 작

성은 중계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에 맞도록 단

계별로 입력한다. 프로젝트 소개사진은 템플릿 안에

서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며, 프로젝트 소개영상의 경

우, YouTube나 Vimeo에 먼저 업로드한 후 URL을 입

력하여 삽입 가능하다. 이 때 프로젝트를 직관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썸네일(thumbnail)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요약에서는 100자 이내로 간략

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서포터가 직관적으로 프로

젝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프로젝트

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표 광고문구가 매우 중요

하다. 스토리에 들어갈 사진, 영상, 텍스트는 편집기

를 통해 모두 손쉽게 작성 가능하다. 이 때 주의할 것

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여 텍스트

를 이미지로 작업하여 넣을 때에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와디즈에 따르면, 80% 이상의 서

포터들이 모바일을 통해 프로젝트를 접하므로, 이미

지로 작성된 텍스트보다는 편집기를 통해 작성된 텍

스트의 경우 화면 비율이 달라져도 읽기 좋은 크기

를 유지하므로 가독성이 좋다.
스토리 입력 시 필수적인 내용은 메이커 소개(실

명, 실물사진, 실물영상), 펀딩하는 이유 및 후원금 사

용 계획, 보상 상세설명(실물사진, 스펙 등), 보상 리

스트(가격,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수량 등), 프로

젝트 일정(펀딩 마감일, 제작 진행일정 등), 배송안

내, FAQ가 있다. 또한 검색용 태그, 리워드 정보 제공 
고시, 교환ㆍ환불ㆍAS정책도 템플릿에서 기본적으

로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셋째, 게시글을 통한 새소식 업데이트는 펀딩이 

진행되고 있거나 펀딩이 완료된 후 새롭게 전할 소

식이 있을 경우 이용하게 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의 경우, 평균적으로 3~5회 정도의 새소식 게시글을 

기록한다. 앱푸시(app push)와 이메일로 발송되는 새

소식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서포

터들에게 느끼도록 해주며, 메이커가 프로젝트 진행

에 매우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1차 새소식은 프로젝트 목표금액을 돌파

했을 경우 감사의 인사나 펀딩 성공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업데이트된다. 새소식을 통한 펀딩 성

공 기념 이벤트는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서포터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잠재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목표금액을 돌파하여 제품생산이 가능해졌을 

경우, 제품생산에 돌입하는 내용의 2차 새소식을 연

달아 업데이트한다. 이후 제품생산과정을 상세히 전

하는 3차 새소식을 업데이트하며, 펀딩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에 투자한 서포터에 대한 감사인사와 배송 

관련 소식을 4차로 업데이트한다. 배송업무까지 완

전히 완료되었다면,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마지막 새소식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프
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진행할 2차 펀

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옹호자로서 매우 소중한 
잠재적인 충성고객이기 때문이다.

5. 비주얼 콘텐츠 개발(Visual contents develop- 
ment)

스토리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비주얼 콘

텐츠는 사진, 동영상, GIF이다.  첫째, 사진은 썸네일

용 사진, 스토리 대표사진, 착용사진, 제품 상세사진

으로 분류된다. 이 중 프로젝트의 대문 역할을 하는 

썸네일용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에서 제공

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

어야 하며, 서포터 대부분이 모바일 접속을 통해 사

진을 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리는 텍스트는 사용하

지 않는 것이 좋다. 스토리 대표사진은 스토리 본문

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사진으로서 썸네일용 사진을 
다시 한 번 크게 활용하거나, 전체 스토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정해야 한다. 착용사진은 유명

한 전문모델보다 신규 창업브랜드에 어울리는 일반

인 모델이 적합하다. 상품의 전문성을 기하되, 에디

토리얼 사진과 같은 패션성이 강한 사진은 피하도록 
한다. 제품 상세사진은 제품이 가진 기능성과 실용

성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 동영상은 YouTube나 Vimeo에 업로드한 후, 

편집기에서 URL을 붙여넣기 한다. 텍스트로 스토리

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가진 대표

적인 특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

이다. 짧은 시간동안 강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

어야 스토리 초반에 서포터를 집중시킬 수 있다. 너
무 많은 정보를 담으면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져 기

억을 방해하며, 너무 짧으면 완성도와 신뢰도가 떨

어진다. 제품뿐만 아니라 메이커의 전문성과 신뢰성

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소개하는 것도 효

과적이며,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도 완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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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GIF 영상은 ‘움짤(animated GIF file)’ 이라고 

불리는 짧은 동영상으로서, 동영상을 GIF로 변환해 

주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https://ezgif.com/video-to-
gif가 있다. GIF 영상은 제품 활용법을 반복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효과적 장치이다. 동영상은 재생 버튼

을 눌러야 볼 수 있지만, GIF 영상은 자동 반복적으

로 재생되므로, 동영상보다 더 짧고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6. 리워드 구성 개발(Rewards development)

리워드는 제품을 접한 잠재적 서포터를 투자로 끌

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리워드는 가격의 구

성과 제품의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워드 구성을 7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을 때, 프
로젝트의 성공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7단계

를 기준으로 리워드 구성이 되었을 경우는 성공률이 
50% 이상이지만, 그 이하일 경우 성공률은 30% 이하

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메이커가 제공하는 제

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구성으로 제시됨으로써 서포

터가 다양한 리워드를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

로 리워드 구성을 너무 다양하게 제시하면, 집중과 

이해를 방해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첫째, 가격의 구성 면에서 다양한 리워드를 구성

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비, 샘플비, 생산공임비, 포
장배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생산원가계산 외에

도 최종 펀딩총액에서 중계플랫폼 이용 수수료 7%, 
카드결제대행사 수수료 2.4%, 프로젝트 오픈예정 알

림서비스 수수료 3%, 유입고객 데이터플러스 이용 

수수료 2%가 부가세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다양한 가격대의 리워드를 구성하는 가

장 손쉬운 방법은 울트라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얼리버드, 일반 리워드 등 펀딩시점이 빠를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정가 대비 단계별 할인율을 적

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가와 각종 수

수료를 고려하여 손익분기점 생산수량을 각 단계별

로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또한 박리다매식으로 투

자를 끌어오기 위해 ‘24시간 한정’, ‘48시간 한정’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높은 할인율과 무제한 물량

으로써 서포터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펀딩시점이 빠를수록 서포터에게 주어지는 가격

적 혜택은 클수록 좋지만, 주의할 점은 가격혜택의 

차이가 각 단계별로 크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리워드 혜택의 급격한 차이는 심리적으로 초

기 투자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후

기 투자를 망설이게 하므로, 다양한 할인율을 제시

하되 리워드 간의 투자연결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패션제품의 경우 한 가지 아이템이 다양한 컬

러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복수구매 리워

드를 제시하여 할인율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투자

장벽을 없애주는 것이 좋다. 즉 제품의 구성으로 가

격의 구성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둘째, 제품의 구성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시한

다. 다양한 리워드를 제시하는 것이 곧 다양한 할인

율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리워드 구성이 할인

율의 차이라고 단정하게 되면, 서포터는 메이커가 

제시한 리워드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적으

로 투자하는 자신의 행위가 희소가치를 가진다는 느

낌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울트라 얼리버드에서 일

반 리워드로의 빠른 투자결정에 의한 금액의 차이에

서 오는 보상차별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울트라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등은 투자결정 시점을 기

준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투자결정 시점에 
구애받지 않는 리워드도 여러 단계로 제시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접한 투자자가 빠른 투자

결정으로 울트라 얼리버드를 선택한 후에 슈퍼 얼리

버드의 리워드에도 매력을 느껴서 재투자하는 경우

를 볼 수 있다. 이는 리워드가 투자금액의 차별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혜택의 다양성을 제시했기 때

문이다. 울트라 얼리버드가 가격에 있어서 강력한 혜

택을 지닌 리워드였다면, 슈퍼 얼리버드에서는 제품

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혜택을 투자자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7. 완성된 프로젝트 콘텐츠 검토 및 심사(Project 
evaluation)

모든 콘텐츠가 입력되어 편집기를 통해 업로드된 

프로젝트는 중개플랫폼의 심사팀에 의해 검토 및 심

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1대 1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

트의 목적과 범위, 자금 사용 계획, 상품 및 서비스 제

공 가능성과 메이커의 신뢰성, 시제품 검토,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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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와 가독성 및 사실 여부, 오탈자, 이미지 화질 

및 동영상 재생 이상 유무, 기존 창작물에 대한 저작

권 침해 여부, 타 유통망 거래 유무, 정치, 종교, 인종 

등 기타 인륜적 공익성을 저해하는 내용 유무, 배송

정보 등에 관해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패션제품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업로

드할 필요가 없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일 경우 제품배송 전까지 반드

시 제품안전 인증을 취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8. 펀딩 오픈예정 서비스 신청(Public schedule & 
service setting)

오픈예정 서비스는 프로젝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리워드의 장점과 빠른 투자 시의 혜택을 전

체 회원들에게 노출시키고, 프로젝트 오픈 시 오픈 알

림을 신청한 서포터에게는 알림이 가는 서비스이다. 
서포터에게는 무료서비스이며, 메이커는 3%(VAT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오픈예정 서비스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미리 노출되며,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페이지가 중개플랫폼의 홈페

이지에 생성되어 많은 서포터들이 프로젝트를 미리 

접할 수 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오픈예정 알림신청

을 한 서포터에게는 프로젝트 오픈 소식(프로젝트 

링크)이 이메일과 SMS로 2회(오픈 2시간 전, 오픈 직

후) 발송된다. 오픈예정 알림은 초기 서포터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펀딩률과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얼리버드 등 펀딩시점에 따른 차등

화된 리워드를 준비했을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와
디즈 통계(2018년 1월에서 2019년 6월 기준)에 따르

면, 초기 3일 펀딩액은 전체 펀딩액의 47%이며, 이 

중 오픈예정 서비스 알림신청자의 비율이 62%에 육

박한다. 오픈 알림신청자의 초기 3일 펀딩액은 전체 

펀딩액의 29%를 차지하며, 오픈 알림신청자가 프로

젝트 오픈한 후 3일 이내에 결제할 확률은 80%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나 알림신청자의 초기 펀딩이 전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프로젝

트 오픈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오픈예정 서비

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9. 펀딩시작 및 기간설정(Start Funding & period 
setting)

펀딩시작일과 종료일은 평일로 설정해야 한다. 만
약 펀딩종료일이 금요일이라면, 결제가 영업일인 월

요일부터 진행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펀딩참여

도 되지 않으면서 결제도 이뤄지지 않으므로 비효율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픈 시간대는 펀딩참여

율이 높은 평일 영업시간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 적절하다.
펀딩기간은 2주에서 3주 사이가 적당하다. 기간이 

길어지면 패션상품의 특성상 계절을 맞추지 못할 수 
있으며, 보상형 펀딩특성상 프로젝트 오픈 초반과 프

로젝트 종료 전에 투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30일 이상으로 펀딩기간을 잡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0. 커뮤니티 관리 및 응원ㆍ의견을 통한 소통

(Community management, Q&A)

펀딩기간 동안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되는 서포터

의 질문, 응원ㆍ의견 게시물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

록 좋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답변시간

이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빠른 답

변은 메이커가 서포터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느

낌을 주고, 프로젝트가 책임감 있게 원활히 진행되

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 또는 잠재적 서포터들은 각

각의 펀딩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

다. 동일한 스토리를 통해 서포터가 메이커의 의도에 
공감하였더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궁금증이나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펀딩에 참여했더

라도 펀딩기간 종료 전에 언제든지 투자를 철회할 수

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감을 제공해야 한다.

11. 펀딩기간 종료 및 펀드 입금(Funding ends & 
deposit)

펀딩기간 종료 후 결제는 마감일 다음 영업일 17시
에 1차로 실행된다. 이 때 카드분실, 한도초과 등으로 
결제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제 실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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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카드정보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차에 걸

쳐 결제가 진행된다. 따라서 최종 펀딩 건수와 금액은 
마감일로부터 4영업일 17시가 되었을 때에 알 수 있

다. 단, 결제 실패 건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결제가 앞

당겨질 수 있다.
최종 펀딩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내

역서를 포함한 관련 안내사항과 서류가 메이커의 이

메일로 발송된다. 메이커는 정산금 입금요청서를 등

기로 제출하며, 정산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5영
업일 이내로 수수료를 제한 최종 금액을 메이커에게 
송금한다. 최종 결제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일 경

우, 2차로 분할하여 1차에 80%, 리워드 발송 확인 후 

2차로 나머지 20%가 지급된다.

12. 제작완료 및 배송(Complete manufacturing & 
start delivering)

펀딩수익으로 제품생산이 완료되었다면, 배송업

체를 지정하여 최대한 빠른 배송을 해야 한다. 여러 

상품을 한 프로젝트에서 진행했을 경우, 묶음배송에 
주의해야 하며, 배송비를 각각 책정하는 것도 리워드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서포터가 와디즈로 배

송에 관한 문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리워드 배송

완료 후, 출고일, 택배사, 송장번호 리스트를 reward
@wadiz.kr로 보내야 한다.

13. 최종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를 통한 차기 프

로젝트 계획 발표(Final information disclosu- 
re & Open the next project plan)

프로젝트가 초기 목적에 맞게 완료되었다면, 펀
딩금액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서포터들에게 제공된 제

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사후관

리는 마무리된 해당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며, 메이커가 진행할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서

포터들의 후원 여부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중개플랫폼은 물론이고, SNS 댓글이나 DM, 우
편물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프

로젝트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약점을 보완하여 차

후에 완성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

어줄 수 있다.
특히 사후관리는 옹호자보다는 비옹호자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평가는 긍

정적 소식보다는 부정적 소식의 확산 효과가 더 크

다. 제품 및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진 옹호자

는 침묵하는 경향이 크며, 비옹호자는 부정적 평가

를 확산시키며 웅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 총 13단계로 살펴본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창업교육 개발과정을 <Fig. 1>로 나타내었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패션제품 

창업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규수업에 단계별로 진행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투자비용 최소

화, 차기 사업자금 조성, 온라인에 최적화된 중개플랫

폼, 시장성에 대한 빠른 판단과 증명, 상품개선 방향의 
신속한 수정, 펀딩 성공 이력의 마케팅 홍보 레퍼런스 
활용, 펀딩 성공 상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등의 

긍정적 특징을 통해 확장을 하였다. 한편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정보 비대칭성과 프레이

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낮은 담보가치성의 

위험, 군집행동의 위험 등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부정적 특징으로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

면을 보완하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패션제

조업의 크라우드펀딩 방향성을 짚어보았다.
위의 고찰을 통해 개발한 구체적인 창업교육과정

은 다음과 같다. 리서치 및 시제품 시장 조사, 시제품 

기획, 시제품 개발, 스토리 개발, 비주얼 콘텐츠 개발, 
리워드 구성 개발, 완성된 프로젝트 콘텐츠 검토 및 

심사, 펀딩 오픈예정 서비스 신청, 펀딩시작 및 기간

설정, 커뮤니티 관리 및 응원ㆍ의견을 통한 소통, 펀
딩기간 종료 및 펀드 입금, 제작완료 및 배송, 최종 정

보공개 및 사후관리를 통한 차기 프로젝트 계획 발

표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패션제조업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에서 창업할 수 있는 단계적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패션제품 창업교육과정 개발 (제I보)-와디즈(Wadiz)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 189 –

Fi
g.

 1
. D

ev
el

op
m

en
t o

f f
as

hi
on

 p
ro

du
ct

 e
nt

re
pr

en
eu

rs
hi

p 
ed

uc
at

io
n 

pr
oc

es
s.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1, 2020

– 190 –

랫폼 중 와디즈를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과정에 관

한 후속연구로서 국내의 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창업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적용을 통한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진출 가능성 여부에 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션제품 크라우드펀딩 창업교

육과정을 실제로 와디즈에 적용한 사례와 그 사례를 
통해 발견되는 본 교육과정의 강점과 보완점에 관한 
논의는 후속연구로서 <제2보>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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