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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structure and success theme in the business experience of successful

young entrepreneurs in the fashion field. The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partici-

pants were three CEOs with more than 10 years fashion businesses experience with small and medium ent-

erprise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16 to June 2017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Seoul and Gwangju

as well as literature collected from other journals, newspaper articles, and books. Collected data were first

summarized in 284 meaning units and then reduced to 53 common meanings through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cesses that produced 16 sub-themes. Finally, six successful themes were extra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structure for successful entrepreneurs is formed by the qua-

litative difference of experience according to time order. Second, there are six successful themes found in the

fashion start-up process. 1. Developing talent as entrepreneurs with a sense of fashion and enthusiasm 2.

Passing on trial and error as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customers 3. Challenge the fashion retail market

with global online start-up opportunities 4. Building a system that responds to market environment changes

5. Leading and distinguishing with expertise from entrepreneurs 6. Evolve into the coexistence of members.

Key words: Fashion retail, Start-up success, Success theme, Youth entrepreneur, Case study; 패션소매,

창업 성공, 성공 주제, 청년 창업가, 사례연구

I. 서 론

최근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창업이 부각되고 있다

(Lee & Hwang, 2016). 취업과 창업에 대한 관심은 국가

적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대학의 취업률 문제로 우리 사

회 구성원에게 핫한 이슈이다. 패션업체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패션제조 분야 구직이 어려워지고

국내 패션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진입하여 고용 환경이

악화되어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패션창업의 배경이라

하겠다(Yun, 2017).

글로벌화나 IT 기술발달은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

켰지만 소호창업, 1인 창업 등 온라인 소매창업 가능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Oh, 2017). 최근 초고속 인

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공을 초월한 상권이 형

성됨으로써 소비시장의 지역성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Lim, 2007), 소비자의 성향을 이해하여 발 빠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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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핵심인 패션소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는 것은 자연스런 변화이다. 최근의 유통시장 환경에서

편집플랫폼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변화는 창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창업 기회 확대에 기여한

다(Oh, 2016). 또한 SNS 소통은 신규 사업의 홍보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Eom & Pyo, 2013) 패션소매 창업

의 성공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패션시장 환경에서 패션전공

자들의 진로 환경에도 취업, 창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줄 패션창업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벤처창업이나 일반

창업 성공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나 패션창업 과정이

나 패션창업 성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희망하

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패션창업 성공 과정과

경험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은 패션소매로 창업해서 성공한 회사 대표들

과 산학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촉발되었

다. 패션전공 학생들이 성공한 젊은 패션회사 대표들과

만날 기회가 늘면서 학생들은 창업을 꿈꾸고 이들의 창

업 성공 과정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

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급증과 창업 진입이 용이해진

시장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패션창업 성공에 도움을 주

려는 교육적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패션창업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연

구변수를 연구자가 제한하는 양적 연구보다 개방 상태

에서 모든 변수를 최대한 포착하고자 했다. 또한 인위적

개념이나 표준, 척도 등을 통한 감환(reduction)을 최소

화하려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했다(Jo, 1999). 연구

는 참여자가 패션창업 과정에서의 경험, 대처 과정, 성

공 요인에 대한 내부자의 시각을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

는 심층분석을 사용하였다(Kim, 2007). 이렇게 본 연구

는 왜 패션창업인지, 어떻게 창업했는지, 어떻게 성공했

는지에 대한 창업 경험 과정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학

생들에게 필요한 지침이나 교훈을 주려는 교육적 필요

와 목적에 따라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Ko,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창업가의 패션소매 창업 성공

과정과 경험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패션창업 성공 과

정의 경험 구조를 밝히고, 둘째 패션창업 과정에서 드러

난 경험의 성공 주제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미래

의 청년 패션창업가에게 의미 있는 제언이 될 것이고, 창

업 전략에 활용된다면 청년 패션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다. 나아가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창업가가 될 수 있

도록 돕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창업 지원정책과

제도 개발에 활용되어 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창업과 패션창업

사업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고(Gartner, 1989),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다(Back

& Seo, 2013). 창업은 크게 일반창업, 벤처창업, 소호창

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벤처창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신생 중소기업이다(J. C. Kim, 2016). 벤처창업

은 첨단기술, 기술 집약, 신규 사업이란 특성을 가지며

(K. J. Lee, 2014) 고도의 전문 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

로 시작한다는 특성을 갖는다(Mo, 2012). 따라서 패션창

업은 일반창업과 다르게 제조기술 기반이나 새로운 아

이디어 기반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벤처창업(start-up)

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사무실 개념을 벗어나는

공간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소규모로 시작하는 소호창

업의 특성도 갖는다(J. C. Kim, 2016). 이렇게 자기만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소수인력

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패션창업은 패션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다(Yun, 2017). Yun(2017)이 구분했던 디자인 중

심 브랜드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기획력을 사업

화한 기술창업 유형이고, 기획 중심 브랜드는 신규 유통

채널에서 시장 기회를 발견해서 스트리트 브랜드로 창

업하는 기회창업 유형이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 참여

한 창업가는 2000년대 인터넷 상거래라는 새롭게 형성

된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기획력을 기반

으로 시작한 기회창업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패션전공 졸업자들의 관심이 창업으로 바뀌고 있

지만(Park, 2017) 패션창업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미약하

다. Yi and Oh(2010)는 청소년의 창업 교육을 위해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Lee and Hw-

ang(2016)은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성 감수라는 개인적인 특성과

네트워크 환경이므로 패션 관련 학과가 창업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야 한다고 제언했다. Yun(2017)은 패션창업이 사회적 네

트워크나 교육, 언론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업가는

개인적 환경뿐 아니라 외부 환경을 포함하는 상황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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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패션창업 연구는 창

업 교육, 창업 상황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되었다. 그동안 일반적인 창업 연구에서 창업자의 재능,

지식 같은 개인 특성이 기업의 적응력, 성장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보였던 것(Lee et

al., 2015)과 비교된다. 본 연구는 패션창업에 성공한 참

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패션창업과 성공이라는

현상의 심층적인 내면을 살펴보고, 참여자의 관점과 견

해를 중심으로 패션창업 성공 과정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 한다.

2. 창업 성공과 창업가 정신

창업에 대한 최대 관심은 성공이다. 창업 성공은 매출

액이나 순익 실현 같은 재무적 성과와 협력업체, 소비자

와 직원의 만족도 같은 비재무적 성과로 대변된다(Lee,

2012). 창업 성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창업자의 개인 특

성과 재무성과를 분석하거나 고객 및 기업 측면에서 성

과를 분석하고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다(Back & Seo,

2013). 창업 성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을 포함하는 창

업가 정신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7; Lee et al., 2015).

특히 소규모 창업에서 창업주가 기업의 변혁을 견인하고

조직 구성원에게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며, 밀접한 고객

관계를 형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체란 점에서 창

업가 정신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Lee, 2012).

창업가 정신은 시장 변화를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진취적인 특성,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로 기회를 잡는

혁신적인 특성(K. J. Lee, 2014),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감수성 같은 특성으로 구성된다(W. J. Kim, 2016).

창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남다른 특성과 자질 그 자체보

다는 이런 특성이 창업 동기와 역량, 행동을 통해 실천

되는 기업가의 역량이다(Chang & Lee, 2003). 창업가의

역량은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 같은 개인 특성, 창업 경

험이나 유사업종 경험, 관리 경험 같은 배경 경험 특성,

그리고 시장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사회제도적 환경과

의 상호작용 같은 환경 대응 특성으로 세분할 수 있다

(Lee, 2012). 예비 청년 창업가의 창업 성공에 영향력 있

는 개인 역량에는 위험성 감수, 기회를 포착하는 진취성,

내적 통제 소재, 내재적 동기, 자기 효능감, 성공가능성

에 대해 낙관하는 특성 등이 포함된다(Bang et al., 2014).

또한 Kim et al.(2014)은 기회추구형 창업을 선호하는 청

년 창업가들의 성공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이 제

시한 성공 요인에는 성실과 부지런함,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능력, 거침없는 추진력,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적인 특성이 우선 포함되었다. 그리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 지원정책을 활

용하며, 관련 업종 경험을 갖고 있는 점은 환경 대응 특

성과 배경 경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Yang(2016)이 소셜

벤처 창업가를 심층면접해서 도출한 성공 주제는 혁신

적인 도전정신, 행복한 일을 찾아 즐기는 개인 특성이

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틈새시장

개척하기, 위기를 과정으로 여기기, 차별화로 자기 생존

력 갖추기, 사회적 가치 확산하기 등은 환경 대응 특성

이었다. 이처럼 소규모 창업 성공은 창업가의 개인 특성,

배경 경험 특성, 환경 대응 특성으로 구성된 창업가 정

신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에 관한 연구는 경영경제학 분야에서 활발히 전

개되었지만 최근 미용, 관광 ·레저, 조리 등의 분야로 확

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초기에는 벤처창업과 청년

창업이 주된 대상이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창업이나 소

상공인 창업, 시니어 창업으로 연구대상이 확대되고 있

다(Yoo, 2014). 또한 초기의 연구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

에 집중되었지만 최근 질적 연구 특히 사례연구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Lee et al., 2015). 이와 같은 흐

름에서 패션창업 성공이라는 연구주제를 질적 연구로

진행하는 본 연구는 소규모 창업으로 성공한 청년 창업

가를 심층면담함으로써 창업 성공과 창업가 정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최근의 연구흐름에 따라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관심이 청년 창업가의 패션소매 창업 성공이므로

패션소매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로 시작했고, 현재까지

업체를 유지하는 회사 대표가 표집대상이었다. 참여자는

본 연구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가 선정

되었다(Jo, 1999). 참여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시작되던

2000년대 패션소매 청년 창업가로 시작해서 현재 중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 대표 3인이다. 이들은 다양한 국

책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과 현장실습 기회 제공,

인턴십, 가족회사 관계 맺기, 업체 특강하기 등의 산학협

력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서 이들은 패션전공 학생들의 창업 롤 모델이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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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성공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창

업 후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했고,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었다(「중소기

업기본법 [Basic Law of Small Business]」, 2017). 참여자

관련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참여업체명을 밝

히기 원하지 않는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회사명 앞글자

로 구분했다. 그 외에 성별, 만 나이, 전공, 최종학력, 회

사 설립연도, 연간 매출액, 종업원 수를 제시했다. 아울

러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알려

진 참여자와 참여업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

다.

B업체 대표는 2005년에 아내와 함께 설립한 회사의 공

동대표이다. 이들은 옥션에 중고의류를 팔기 시작하다가

2003년에는 오픈 마켓에서 본격적으로 모자 사업을 시작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인터넷 쇼핑몰 B를 설립했

고, 4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Kim, 2012). 최

근 브랜드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화장품 브랜드 ‘G**’을 출시했고, 라이프스타일 개념의

‘B***’로 리뉴얼해서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운

영하는 중이다(Kim, 2015).

K업체 대표는 전국대학생패션연합회 오프(O.F.F.: Off

the Fixed idea of Fashion) 지부활동에서 만난 친구와 동

업으로 2001년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 학생들

과 소비자들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판매하는 유통매장

을 운영하다가 방학이라는 비수기 없이 전국 유통이 가

능한 인터넷 쇼핑몰 ‘F***’를 2002년에 오픈했다(Yoon,

2016). 이후 원단 개발과 제조, 패턴/서적, 봉제, 미싱, 교

육 프로그램, 대리점 운영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소잉 DIY

멀티숍을 표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H. Y. Kim, 2016).

A업체 대표는 여고생 때 의류매장 알바에서 시작한 패

션제품과 소품으로 매장을 디스플레이하던 경험을 기반

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소매점포를 시작했다. 국내와 해

외를 오가며 직접 바잉했고, 개인 의류점포와 유명업체

대리점 등 동시에 다수의 매장을 운영할만큼 성공했다.

2005년도 홍대 앞에 국내 신진 디자이너 제품을 쇼룸과

소매판매의 형태로 결합한 편집숍인 ‘A***’를 설립했다

(Lee, 2009). 패션, 잡화뿐 아니라 리빙 소품을 감각 있게

연출해서 편집숍의 대중화를 이끌며(Gwon, 2017), 국내

최고의 편집숍으로 성장했다.

2. 자료수집

자료는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수집되었고, 면담결과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문헌고찰과 함께 관찰을 부분적으

로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청년 창업가의 창업 인생 이

야기 형식으로 진행했다. 면접자료는 사업 초기의 경험

이 흡수돼서 최근 경험의 질을 수정한다는 경험의 계속

성 원칙에 따라 총체적인 질로 구성된다(Shin et al., 2004).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친밀도, 심리적

공감대, 라포 형성이 질적 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Kim, 2007). 심층면담 장소는 창업가의 사무실

을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면담시간과

업무 상황에 따라 회사 사무실뿐 아니라 업체가 운영하

는 카페, 경쟁업체 카페에서 면담을 진행하면서 관찰자

료를 일부 얻었다. 이 외에도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는

문헌고찰을 위해 학술논문을 사용했고, 업체의 성장과

운영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신문기사도 사용

했다. 또한 참여업체의 성공 과정을 담은 도서, 참여자

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특강자료나 참여자 면담

시 받았던 기업 내부 자료를 연구에 사용했다. 이와 같

은 다양한 자료수집은 삼각검증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Creswell, 2013/2015; Yin, 2011/

2013). 이에 따라 논문에 직접 인용되지 않은 다양한 자

료도 통합된 연구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심층면담은 ‘창업 인생을 회상하며, 창업 과정에서 기

억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창업 후 현재(성공)에

이르기까지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처럼 창업 과

정과 성공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면

담은 긴 이야기를 듣다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다시 들었고, ‘왜 패션소매로 창업하셨나요?’, ‘창업 성

공에 도움이 되는 학생활동이나 준비가 있었나요?’ 등 비

구조적인 질문을 활용했다. 질적 연구는 자료수집, 기술,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Unit: 100 million won)

Interviewees Gender Age Major Final education
Founded

year

Business

location

Annual

sales
Employee

B CEO M 40 Visual design Graduate school 2005 Seoul 100 50

K CEO M 42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2002 Gwangju 130 100

A CEO F 43 Ceramics+Fashion Graduate school 2005 Seoul 1,12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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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해석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구체화되기

때문에(Jo, 1999) 순환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주제

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추가 면담

은 기대하는 주제와 내용이 정해진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질문지

로 수집했다.

면담자료는 2016년 6월 23일, 8월 30일, 2017년 2월

25일에 1차 수집되었고, 평균 112분 분량이었다. 2차 면

담자료는 2017년 6월 27일, 6월 30일, 7월 4일에 수집되

었고, 평균 40분 분량이었다. 녹음한 심층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언어로 전사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이 길어진

것은 먼저 수집된 면담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오

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면담은 창업 과정과 성공

과정에 관해 최소 15년 정도의 과거를 회상하는 긴 이

야기로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참여자의 세계를 학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Jo, 1999). 이후로 연구자는 반

복되는 주제와 패턴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이야

기 구조를 발견하고, 창업 성공 주제를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3. 자료분석

면담자료는 성공한 현재에 녹아 든 과거 과정과 미래

를 준비하는 성장 과정까지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인생의 긴 시간 속 상호작용과

상황을 포함하는 자료는 의미와 맥락이 공통되는 덩어

리로 묶었고, 작은 의미덩어리에서 주제와 하위주제를

도출함으로써 연구문제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자료분석은 기술, 분석, 해석의 선형적 순환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Jo, 1999), 재배합, 재통합, 재변

경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하위주제라는 결과를 도출하

도록 진행했다.

자료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창업 성공 과정의 중요한

경험이 드러나는 의미맥락으로 면담자료를 분절했고, 분

절된 맥락에 포함된 세부적인 의미차이를 비교, 대조하

면서 작은 의미단위로 쪼갰다.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연구맥락을 벗어나는 의미단위는 삭제, 통합, 순서 이동,

재통합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 분석에 필요한 의미단

위 284개를 추출했다. 다음으로 의미단위를 비교, 대조,

요인화해서 공통된 의미덩어리로 묶는 중심의미를 53개

도출하였다. 중심의미는 창업 성공 과정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경험 주제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재배

합, 재통합, 재변경하는 구조화 과정을 반복해서 얻었고

(Yin, 2009/2011), 참여자의 일상적 언어가 드러나는 이

야기로 구성했다. 다음 단계는 중심의미들을 다시 연구

맥락과 창업 성공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

도록 다시 묶어서 범주화했고, 직관적 합산 과정을 거치

면서(Stake, 1995/2000) 학문적인 언어로 압축된 16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 성공 과정의

경험 구조를 밝히고 이해하기 위해 위계적 배열, 흐름도,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최

종적으로 도출한 주제는 6개이다. 이로써 최종 주제는

6개, 하위주제는 16개, 중심의미는 53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Cres-

well(2013/2015)과 Yin(2011/2013)이 제시했던 기준을 충

족하려고 노력했다. 제일 먼저 면담자료와 문헌고찰 이

외에 다양한 출처의 문헌자료를 수집해서 통합적인 결

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참여자와의 충분한 라포 형

성으로 불성실한 응답이나 반응성 등의 문제발생을 최

소화하고자 했다. 다음은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 등 연구

절차를 꼼꼼하게 잘 묘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잠정적 연구결과를 참여자에게 보

여주고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동시에 동

료 전문가 2인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외에도 심층면담 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

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서 면담을 종결하거나 비구조적

인 질문으로 참여자의 논리와 언어를 최대한 반영한 것

은 연구자의 편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Oh, 2015). 특히

연구결과의 기술내용은 참여자의 관점과 맥락이 최대

한 반영되도록 참여자의 언어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연

구자의 의견과 해석은 최대한 자제하고, 연구자의 견해

는 결론에 담으려고 분리했다. 이는 습관적이고 자연적

인 태도에서 범하게 되는 일반정립의 오류를 배제하도

록 괄호치기 과정을 통해서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었다(N. I. Lee, 2014).

IV. 연구결과

1. 패션창업 성공의 경험 구조

패션창업 성공의 경험에서 도출된 창업 성공 주제는

6개이다. 이 주제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를

가지며, 경험의 계속성으로 연결된 창업 입문, 창업 성

장, 창업 성숙의 3단계로 구성된다. J. C. Kim(2016)이 설

명했던 것처럼 창업 입문 과정은 창업가 정신과 창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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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으로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을 포함하고,

창업 성장 과정은 시장 변화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해서 안정된 비즈니스로 자리 잡는 경험을 포함한다. 창

업 성숙 과정은 전문 경영 팀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

척이나 사업 다각화 등으로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경험

을 포함한다.

성공 주제 6개는 맥락과 의미수준 차이에 따라 기본

조건, 필수 과정, 미래 전망으로 구분된다. 먼저 패션창

업 입문 과정을 중심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본 조건, 필

수 과정, 패션창업 미래 전망에서 도출된 성공 주제는

3개이다. 즉 ‘패션감각과 열정을 가진 창업가로 능력 개

발하기’, ‘시행착오는 과정일 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

객과 소통하기’,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창업 기회로 패

션소매 시장에 도전하기’이다. 다음은 패션창업 이후 성

장 과정을 중심으로 성장의 기본 조건, 필수 과정, 그리

고 미래 방향에서 도출된 성공 주제 역시 3개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창업가의 전

공 지식으로 선도하며 차별하기’, 그리고 ‘구성원의 상

생으로 진화하기’이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질

적 차이에서 도출된 성공 주제는 6개이고, 창업 성공 과

정의 경험 구조는 <Fig. 1>과 같다. 성공 주제별 하위주

제와 중심의미는 패션창업 입문 과정과 패션창업 이후

성장 과정으로 나누어서 다음에 제시한다.

2. 패션창업 입문 과정의 성공 주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은 ‘패션감각과 열정을 가

진 창업가로 능력 개발하기’이고, 창업의 필수 과정은 ‘시

행착오는 과정일 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과 소통하

기’이다. 패션소매 분야 창업을 위한 제언은 ‘글로벌 온

라인 창업 기회로 패션소매 시장에 도전하기’이다. 주제

별 하위주제와 중심의미는 <Table 2>에 제시했고, 주제

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패션감각과 열정을 가진 창업가로 능력 개발하기

패션창업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은 ‘패션감각과 패션

열정을 가진 창업가로 능력 개발하기’이다. 이는 ‘열정

으로 쌓은 경험 지식과 전문 지식이 기본이 된’, ‘유사한

창업 경험에서 파트너 만나기’, ‘미적 안목과 트렌드 감

각으로 통합하기’를 통해서 얻은 결과이다.

첫째, 성공의 구체적인 요인은 ‘열정으로 쌓은 경험 지

식과 전문 지식이 기본’이다. 이들은 잘 하는 게 패션, 소

매, 판매 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일을 바닥부터

경험’했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보수보다 열

Fig. 1. Experience structure of successful start-u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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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었다. 방학 때마

다 동대문 원부자재 시장에서 보수 없이 잔심부름했던

경험, 아르바이트 학생시절에 옷가게 디스플레이어가 멋

져보여서 무보수로 옷 찾아주고 같이 야간작업 하면서

배웠던 열정적인 경험을 기억했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부모님의 장사를 도운 경험, 워킹홀리데이 경험, 벤처

창업 실패 경험, 브랜드 대리점 운영하며 조직 관리 방

법이나 상품 관리 방법을 배운 경험 등 ‘젊은 날의 다양

한 경험이 밑거름’이었다. 이들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패

션, 디자인, 경영 관련 전문 지식을 배운’ 것과 ‘사업 관

련 책을 읽고 적용’하는 것들이 성공 기반이었다.

“제가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 대리점주가 디스플레이하거나 바

잉 할 사람에게 월급 주기가 어려워졌을 때 월급을 안 받고 해 줄

테니 상점 앞 판매대를 하나 달라고 (했죠). 월세 대신 일해(바잉

과 디스플레이) 주겠다고 점포 주인한테 제안을 했죠. 주인한테

월급 안 받고 디피하고 바잉 해주는 대신 점포 앞에 매대 하나 내

준 거죠.” (A대표)

둘째, 성공의 기본 요인은 ‘유사한 패션창업 경험에서

파트너 만나기’이다. 이들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비슷

한 분야 창업 경험이 현재 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들이다.

창업 초기에 공동대표인 아내를 만났고, 동업자인 친구

Table 2. Success themes in the introductory process

Theme Sub-theme Common meaning

Developing

talent as

entrepreneurs

with a sense

of fashion and

enthusiasm

Based on experience

and expertise accumulated

through passion

- Experience what you do best from the bottom

- A chance to be recognized as a passion rather than a reward

- Various experiences of young days became the basis

- Learn about expertise in fashion, design and management

- Read and apply business books

Meet a partner

in a similar business experience

- A similar field of business experience linked to current business

- Meeting business partners, leaving the target market

- Developed business possibilities by starting from a bad start business

Integrate with aesthetics and trends

- Aesthetics and trends are leading

- Creating opportunities by integrating disadvantages into advantages

- Attitude to maintain beginners without bravado

- A lot of curiosity, problem solving ability

- With sincerity, responsibility, concentration, and independence

Passing on trial

and error as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customers

Crisis focuses on customer needs

and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self-management.

- Lack of preparation for market changes or customer demand

- Adjusting the project because it is trial and error, not failure

- Need to manage company identity rather than save money during growth

crisis

Responding to market changes

with customers

- In case of problems, complement and enhance the customer's perspective

- Resolving problems with organizational changes in response to market

changes

- Hold on to the inevitable suffering

Achieve customer trust

with authenticity in line

with market trends

- Fun and happy work

- Work honestly and earn customer trust

- Meet inevitable people, good luck with age

Challenging

the fashion retail

market with

global online

start-up

opportunity

Challenge yourself

with fashion trends

and concept knowledge

- The appearance of fashion majors and trends are in exceptional condition

- Easy to start fashion retail business

- Favorable for unconventional challenges of students with unexpected

academic achievement

Start up online

with lifestyle fashion items

- Expressing differentiated style with fashion goods and living products

- Planning your business items from your intern experience or field expe-

rience

- Identify marketability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and get realistic ent-

repreneurial training

- Seeking global online business opportunity with steadily working auth-

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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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났으며, 큰 시장을 찾아 떠난 서울에서 창업가의 사

업 콘셉트로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본 사업

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목표시

장을 찾아서 떠난’ 결정적인 사건을 성공의 필연으로 생

각했다. 또한 이들은 학창시절 중고옷을 옥션에 하드웹

캠으로 찍어서 팔고, 봉고차 타고 지역 대학들 순회하

며 실습재료를 판매하고, 부모님 몰래 전세보증금 빼서

옷가게를 해보는 등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제품 판매 창

업을 경험했다. 즉 현재 사업과 유사하지만 ‘어설픈 창

업에서부터 사업 가능성을 키운’ 사례들이다.

“졸업함과 동시에 매출을 내는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

어서 같이 일했던 **대 의류학과 출신 *대표랑 장사를 시작한 거

죠. 제가 (창업동아리) 메사도 해보고 조이신도 해봤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선후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경

험상 간단한 동업계약서를 쓰고 가자, 없는 돈에 공증 받아서 2년

해보고 한 명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했죠.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 일은 누

군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2년 해볼까? 서

로 제안한 거죠. 2년 더 해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나와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죠.” (K대표)

셋째, 성공의 기본 요인은 ‘미적 안목과 트렌드 감각

으로 통합하기’이다. 시장의 흐름을 빨리 아는 것이 경

쟁력인 패션소매업에서 참여자는 ‘미적 안목과 트렌드

감각이 앞서가는’ 능력과 ‘단점을 장점으로 통합함으로

써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허세 없이 초심을 유

지하는’ 겸손함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

들의 공통적인 개인 특성은 ‘호기심과 문제해결 능력’,

‘성실, 책임감, 집중력,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세상 흐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거예요. 패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뷰티, 라이프, 생활에

서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브랜드 이런 거 뜨고 있어 등(이죠). 타

고난 거란 게 부모님을 두 분 다 호기심 천국이에요.” (B대표)

2) 시행착오는 과정일 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과

소통하기

실패나 손해 같은 경험은 창업 성공의 필수적인 과정

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과정일 뿐 위기를 기회로 삼

아 고객과 소통하기’로 극복한다. 이 경험은 ‘위기는 고

객 요구에 집중하고 자기 관리의 기회로 삼기’, ‘고객과

함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시장 흐름에 맞추며 진정

성으로 고객 신뢰 얻기’로 구성된다.

첫째, 청년 창업가들이 만난 ‘위기는 고객 요구에 집중

하고 조정하기’로 대응한다. 이런 고비는 ‘시장 변화나

고객 요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결과이므로 ‘실패가 아

닌 시행착오로 추진 사업을 조정’했다. 성장이 주춤해지

는 어려운 시기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홍보나 광고, 이

벤트 등의 활동을 줄였더니 사업 전반에서 더 위축되는

경험을 통해 오히려 ‘성장 위기 시 비용 절약보다 회사

정체성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정체 상황이지만 경기 탓은 안 해요. 제가 고객의 마음을 아

직 모르기 때문이고, 세상이 발전하면 내부 조직도 변화해야하고,

예를 들어 물류 시스템, 내부 컴퓨터 시스템이 다 업그레이드 돼

야 매출도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K대표)

둘째, 창업 과정에서 만나는 위기는 ‘고객과 함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로 극복한다. 이들은 소비자 불만이 터

진 상품은 리콜, 반품, 보상한다거나 방학 비수기를 버티

기 위해 학원개념의 교육을 추가해서 해소하는 등 ‘문제

발생 시 고객의 입장에서 보완하고 강화하기’를 경험했

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한 의류제품의 매출을 안정적

으로 보완하기 위해 화장품 라인을 확장하거나 회사가

커지면서 상충하는 부서 간 갈등해결을 위해 제조 사업

부와 유통 사업부로 사업체를 분리 독립시키는 노력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변화로 문제해결하기’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어려움, 예를 들어 중국

과의 외교 마찰로 관광객이 제한되는 것처럼 ‘피할 수 없

는 고난은 버티고 기다리기’로 기회로 모색했다.

 

“1차 스카프가 히트해서 잘 팔았기 때문에 2차 생산해서 판 것

이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서 소비자 항의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

시 현대자동차 리콜 서비스처럼 저희도 대문짝만하게 ‘스카프 리

콜 서비스’를 붙인 거예요. 반품을 원하시는 분은 보내세요. 만약

에 괜찮다 이 정도면 인정하겠다는 전 고객들한테 마일리지 포인

트로 보상하겠다고 하니까 반응이 좋았고, 그게 신문기사에 나왔

죠.” (B대표)

셋째, 위기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시장 흐름

에 맞추며 진정성으로 고객 신뢰 얻기’로 극복한다. 자

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즐기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일

하는’ 것은 덜 지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므로 경쟁자보

다 견디는 시간을 길게 연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기에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창업자의 가치는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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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일해서 고객의 신뢰 얻기’에 유리했다. 긴 사업

동안 그 때 그 때의 위기를 넘긴 사건 속에서 창업자는

회사 초창기에 함께 고생했던 후배, 일할 기회를 준 사

장님 같이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기억했다. 그리고 K

패션,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 힐링 DIY 같은 시대 흐

름이 따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성공은 ‘좋은

인연과 시대가 딱 맞은’ 행운이 함께 한 것이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신뢰

를 주거나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더라도 최소한 10년의 시간은 필

요한 거 같아요. 한 5년 지나니까 ‘아 사람들이 정말 신뢰를 하는

구나.’ 느껴지고, 10년이 지나니까 진정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로 느껴지는 거 같아요.” (A대표)

3) 글로벌 온라인 창업 기회로 패션소매 시장에 도전

하기

패션전공자들의 미래 창업은 ‘글로벌 온라인 창업 기

회로 패션소매 시장에 도전하기’이다. 이는 ‘패션트렌드

와 컨셉 지식으로 파격적인 도전하기’와 ‘라이프스타일

이 드러나는 패션아이템으로 온라인 창업하기’로 구성

된다.

첫째, 패션전공자는 ‘패션트렌드와 컨셉 지식으로 파

격적인 도전하기’에 유리하다. 패션전공자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으로 선택

한 것이고, 트렌드 안목과 외모로 표현하는 능력에서 차

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션전공자의 외모와 트렌드

안목이 남다른’ 것이 경쟁력이다. 특히 완제품을 사다 파

는 ‘패션소매 분야 창업이 손쉬운’ 편이라는 점도 패션

전공자에게는 큰 혜택이다. 그러나 패션소매는 힘든 일

이라서 학창시절 학업능력이 뛰어나서 주변의 기대가 많

았던 사람들이 버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성과 기대가 낮은 사람이 파격적인 도전에 유리’한 기회

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방대 학생들이 (창업하기) 훨씬 좋아

요. 왜냐면 부모나 주변사람들 기대가 많았던 친구들은 자기가 여

기(리테일)에서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보다 다른데서 월급 받을

훨씬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기다릴 때 주변에서

많은 회유가 있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돈 없고 빽

없고 학력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안 되면 창업이 제일 빠른 길이죠.

정직하고” (A대표)

둘째, 미래의 패션창업은 ‘라이프스타일이 드러나는

패션아이템으로 온라인 창업하기’이다. 패션시장은 ‘패

션잡화와 리빙 제품으로 차별된 스타일 표현하기’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관심 아이템과 업종에 대한

현장을 경험하고, ‘인턴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업성 있는

아이템 계획’하고, 정보검색 등의 ‘사전조사로 시장성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창업 교육 받기’를 권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내수시장은 한계가 뚜렷하므로 가깝고 광대한

중국시장을 목표로 준비할 것과 ‘꾸준히 일하는 진정성

으로 글로벌 온라인 창업 기회 잡기’를 제안했다.

“어차피 SPA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보세 의류산업이 문제인

데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되면 동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

산과 판매가 어렵게 돼서 죽을 수 밖에 없고 보세시장이 없어지

면 대기업 브랜드는 자본이 있고, 해외 생산기지가 구축된 상태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창업자는) 결국 SPA와 싸워야하는데

문제는 품질 대비 금액인 거죠. 결론은 컨셉인데 대기업도 컨셉을

세분화시키는 데가 이길 거 같아요. -중략- 저희 사업뿐 아니라

리빙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K대표)

3. 패션창업 성장 과정에서의 성공 주제

창업 이후 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은 ‘시장 환경 변

화에 반응하는 시스템 구축하기’이고, 성장의 필수 과정

은 ‘창업가의 전공 지식으로 선도하며 차별하기’이다. 지

속적인 성장의 미래 방향은 ‘구성원의 상생으로 진화하

기’이다. 주제별 하위주제와 중심의미는 <Table 3>에 제

시했고, 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성장의 기본 조건은 ‘시장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시스

템 구축하기’이다. 하위주제는 ‘문화가 다른 조직을 분리

하고 역할 분담하는 체계 만들기’, ‘새로운 기술과 개념

도입으로 조정하고 변경하기’, ‘패션소매에 대한 성공 확

신과 열정이 큰 직원 채용하기’를 포함한다.

첫째, 성장의 기본은 ‘문화가 다른 조직 분리로 체계

만들기’이다. 이는 회사 규모와 매출이 커지면서 ‘혼자

의 한계를 넘어서 업무와 역할 분담으로 조직화하기’와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제조와 유통처럼 ’문화가 다른

조직을 분리해서 업무 효율 높이기’ 같은 조직 관리를

포함했다. 다음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스폿(Spot) 생산

위기 매뉴얼, 포스(POS) 시스템, 자동 검품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등 사장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움직

이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장 중심의 자영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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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로 전환하기’는 사업 초기에는 창업가가 열심

히 뛰어서 수익을 늘리는 수준이지만 이제는 직원, 고객,

협력업체와의 관계 유지와 관리까지 포함하도록 변화가

포함되었다.

“상품 관리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상품 종류가 많잖아요.

고무줄도 길이, 색상 옵션개념이 너무 많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관

리가 돼야지 그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직원들도 관리 매뉴얼이

없으면 다 흐지부지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프로그

램을 짠 거죠.” (K대표)

둘째, 성장의 기본이 되는 요인은 ‘새로운 기술과 개념

에 맞춰 조정하고 변경하기’이다. 창업 초기 필름 카메

라로 원단을 찍어서 인화하고 스캔 받아서 게시판에 올

리고, 답글로 주문 받아서 은행가서 입금 확인하고, 우체

국 가서 배송하는 등 ‘환경이 열악했던 초기 인터넷 쇼

핑몰 운영하기’에서 얻은 경험 지식은 성장의 기본 지식

이었다. 이후 전문 쇼핑몰 구축, 솔루션업체 도입, 모바

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모바일 솔루션업체를 활용해

서 전문 쇼핑몰 구축하기’로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매

출 증가로 법인화, 회사가 지향하는 개념 변화로 명칭 변

Table 3. Success themes in the growth process

Theme Sub-theme Common meaning

Building

a system

that responds

to market

environment

changes

Create a system that segregates

different cultures and shares roles

- Organize work and role sharing beyond the limits of being alone

- Separate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cultures

- Operated as spot production crisis manual, POS system, automatic ins-

pection system

- Converting from a self-employed business centered on the president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and concepts to make adjustments

and changes

- Operation of the initial Internet shopping mall where operating environ-

ment was poor

- Build a professional shopping mall by utilizing mobile solution compa-

nies

- Incorporate into sales growth, change name to change company-oriented

concept

- Repositioning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older shopping malls

Recruitment of employees who

have great success in fashion retail

and have a passion for fashion

- Retail business is a hard job, so only the desperate survive

- New employees have more passion for fashion and commitment to suc-

cess than spec

- Training industrious and faithful employees with company programs

Leading and

distinguishing

with expertise

from

entrepreneurs

Get ahead with promotional

and marketing ideas

-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ivities attracted attention as the best in

the Internet shopping industry

- Entering the eco-friendly organic niche market in the cosmetics market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Develop product standardization

and product management program

as a fashion expert

- Standardize sewing techniques, colors and patterns aimed at domestic

market

- Develop our own product management program with many options

Branding a space with unique taste

in fashion sense

- Armed with fast responsiveness in time-critical fashion retail

- To make brand taste that is positioned in teen idol fashion

- Create original space and unique space

Evolve into

the coexistence

of members

Customers, employees and partners

continue to be happy business

- Being a friend who picks clothes and becoming a merchant who leaves

people

- Create a company where customers are happy and employees are happy

- Creating a pleasant workplace with partners and sustainable ecosystem

Customers are friends, employees

are owners, companies are growing

together with conceptualization

and specialization.

- Designing a conceptual complex shopping mall by collaborating with

experts

- Prepare to be responsible for the mutual growth of employees and cus-

tomers

- Create a professional editing company when a global network ecosystem

i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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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기’로 여기까지 왔다.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여성

복 쇼핑몰 운영 10주년을 맞아 ‘나이 든 쇼핑몰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재포지셔닝’을 해서, 결국 화장품과 패

션잡화 및 소품 등을 취급하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숍으

로 개념으로 확장하면서 조정하고 변하고 있었다.

“전략은 메인 모델 ***의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거죠. 그 친구

가 사는 거, 입고 다니는 거, 신고 다는 거 그 나이 때에 맞는 거를

(우리) 고객들이 원하더라고요. 모든 분야에 패션이 들어 있으니

까 옷만 팔지 않고... 저희가 꿈꾸고 지향하는 것도 라이프스타일

숍이거든요.” (B대표)

셋째, 성장의 기본 요인은 ‘패션소매에 대한 성공 확신

과 열정이 큰 직원 채용하기’이다. 패션소매업도 일반

회사처럼 ‘근면 성실한 직원을 회사 프로그램으로 훈련

하기’를 통해서 구성원을 충원했다. 유통업은 출퇴근 시

간이 불규칙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등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매업은 힘든 직업이라서 절박한 사

람만 살아남는’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신입 직원은 스

펙보다 패션열정과 성공 의지가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

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 자격증 같은 스펙보다 열정과

강한 취업 동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리테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배고픈 사람이 해야한다는 거죠.

뭐냐하면 일반회사원보다 근무시간도 길고 남 놀 때 훨씬 바쁘

게 일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잘 맞고 기본적으로 성실해야하고 열정이 있고 성공을 하겠다는

확신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A대표)

2) 창업가의 전문 지식으로 선도하며 차별하기

성장의 필수 과정은 ‘창업가의 전공 지식으로 선도하

며 차별하기’이다. 하위주제는 ‘홍보마케팅 아이디어로

앞서기’, ‘패션전문가로 상품 표준화와 상품 관리 프로

그램 개발하기’, 그리고 ‘패션감각으로 유니크한 취향

의 공간 브랜딩하기’를 포함한다.

첫째, ‘홍보마케팅 아이디어로 앞서기’는 B업체의 차

별화 방법이다. 이 업체는 쇼핑몰 업계 최초로 단신에 통

통한 모델 세우기, 상황에 맞게 코디된 옷차림 사진 올

리기, 제품명에 스토리 담기 뿐 아니라 게릴라성 길거리

이벤트, 런던올림픽 양궁선수 협찬 등 ‘인터넷 쇼핑몰

업계 최초라고 주목받은 광고, 홍보, 촉진활동’으로 이

슈를 만들어서 차별성을 얻었다. 창립 10주년에 확장한

구색 라인은 ‘대기업 중심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유기

농 틈새시장 진입하기’로 차별화했다.

“제 전공이 (시각)디자인이라 패키지를 좀 예쁘게 박스에 디자

인을 했더니 사람들이 브랜드로 인지해주는 거예요. (중략) 또 인

터넷 여성 보세 의류쇼핑몰 중에 캐릭터를 처음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인지하도록 큰 머리의 캐릭터 탈 인형을 만

들어서 홍보하니 관심 갖고 사진 찍고 만져보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따라하더라고요.” (B대표)

둘째, ‘패션전문가로 상품 표준화와 상품 관리 프로그

램 개발하기’는 K업체의 차별화 방법이다. 이 업체는 원

단과 부자재라는 남과 다른 아이템 그것도 인터넷 판매

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지속적인 사업화를 위해

패턴 개발과 색 분류 등 ‘국내 시장을 목표로 봉제기법,

컬러, 패턴 등 표준화 작업하기’로 차별성을 얻었다. 창

업가가 원단과 부자재의 특성을 잘 아는 전공자이기에 전

문 프로그래머와 함께 ‘옵션이 많은 우리만의 상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하기’로 대리점 운영 프로그램, 점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차별성을 얻었다.

“미싱을 활용하려면 소품이든 의상이든 제작을 해야 하잖아요.

포켓도 달아야 하고, 지퍼도 레이스도 달고 여러 가지 장식물을

달아야 되는데, 봉제기법이 다 틀리니까 (전공한) 우리가 대한민

국 표준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거죠.” (K대표)

셋째, ‘패션감각으로 유니크한 취향의 공간 브랜딩하

기’는 A업체의 차별화 방법이다. 이 업체는 신진 디자이

너 제품을 선별해서 소매로 판매했고, 독특한 ‘10대 아

이돌 패션에 포지션된 브랜드 취향 만들기’에 성공했다.

이는 창업가의 적성과 소질이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독

창적인 자생력과 개성 있는 공간 만들기’로 차별성을 얻

었다. A업체는 계절과 ‘시간이 중요한 패션유통에서 빠

른 대응력으로 무장하기’ 위해 사내 업무도 학력, 경력,

직급, 부서의 위계 없이 수시로 섞어서 배치했다. 또한 생

산기획은 하지 않고 완성품을 입고해서 각종 변화에 단

축된 시간으로 대응력을 확보하는 시간 차별성으로 성공

했다.

“제 생각에 편집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서로 다른 것들을 어

울리게 모아놔야 하고, 그거를 하나로 보는 셀렉터가 모든 거를

통일하고 있어야 A**의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을 누군가는 계속

걸러내면서 고객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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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망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A대표)

3) 구성원의 상생으로 진화하기

성장의 미래 방향은 ‘구성원의 상생으로 진화하기’이

다. 하위주제는 ‘고객, 직원, 협력업체가 행복한 비즈니

스로 지속하기’와 ‘고객은 친구로, 직원은 주인으로, 기

업은 개념화와 전문화로 동반 성장하기’를 포함한다.

첫째, ‘고객, 직원, 협력업체가 행복한 비즈니스로 지

속하기’는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멋쟁이 옆

집 언니가 옷 골라주는 점포로 창업했던 B대표는 ‘옷 골

라주는 친구에서 사람을 남기는 상인되기’를 원했다. K

대표는 고객에겐 실질적인 콘텐츠로, 직원에겐 나눔과

분배로 ‘고객이 만족하고 직원이 행복한 회사 만들기’에

적극적이었다.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딱 맞는 일을 하는

A대표는 입점한 디자이너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도

록 ‘협력업체와 지속하는 생태계로 즐거운 일터 만들기’

를 지향했다.

“달려왔죠. 사실 자원이 없다보니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

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돌

아보니까 직원들도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회사 이름

도 행복한 회사니까 고객도 행복하고 직원들도 행복하도록 분배

를 잘하는 회사로 가는 게 저희 목표에요. 매출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개념보다는 나눔 쪽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K

대표)

둘째, ‘고객은 친구로, 직원은 주인으로, 기업은 개념

화와 전문화로 동반 성장하기’는 기업의 비전과 미래를

포함한다. 고향에 애정이 큰 B대표는 지역 사회가 감동

할 소비문화를 만들고 행복을 파는 장소,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려는 꿈을 갖고 ‘전문가와 협업으

로 개념(concept) 있는 복합 쇼핑몰 구상하기’로 미래를

준비했다. K대표는 ‘직원과 고객의 동반 성장을 책임질

수 있게 준비하기’로 직원이 주주가 되는 회사로 준비

하며, 미래 시장의 요구에 따라 소잉 DIY 멀티숍 개념으

로 회사가 변하도록 준비했다. A대표는 업체만의 실크

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즉 자사에 입점

한 디자이너 제품들이 자사만의 연결망을 통해 전 세계

로 퍼져나가는 ‘글로벌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후 편

집기획 전문 회사 만들기’를 지향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A**만 입점하면 문제없이 한국에도 팔고 홍콩에도 팔고 태국

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싱가포르에도 전부 파는 거요. 어느 나

라에 들어가려고 인보이스(invoice; 송장) 쓰고 이럴 거 걱정할 필

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A대표)

V.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창업가의 패션소매 창업 성공

과정과 경험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

구문제는 패션창업 성공 과정의 경험 구조를 밝히고, 패

션창업 과정에서 드러난 성공 주제를 밝히는 것이다. 참

여자는 청년 창업가로 소규모 패션소매 점포를 시작해

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대표이다. 창업 성공 과정

에 대한 심층면담에서 경험 구조와 성공 주제를 제시하

고자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패션창업 성공 과정의 경험 구조는

먼저 창업에 입문했던 과거, 성공한 현재, 미래 준비라는

시간성을 축으로 나열되었다.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

른 경험의 질적 차이에 따라 기본 조건, 필수 과정, 미

래 전망으로 이야기가 구성됨을 발견하였다. 둘째, 패션

창업 과정에서 도출된 성공 주제는 6개이다. 먼저 패션

창업 전후 입문 과정을 중심으로 도출된 성공 주제는

‘패션감각과 열정을 가진 창업가로 능력 개발하기’, ‘시

행착오는 과정일 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과 소통하

기’,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창업 기회로 패션소매 시장

에 도전하기’이다. 다음으로 패션창업 이후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도출된 성공 주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반응

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창업가의 전공 지식으로 선도하

며 차별하기’, 그리고 ‘구성원의 상생으로 진화하기’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창업 이야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청년 창업가들은 패션과 디자인 전공자로서 패션에

대한 열정과 트렌드 감각을 갖고 있었고, 대학교 재학시

절에 유사업종 경험이나 예비창업을 경험했다. 이들은

인터넷이 시작하던 초기에 의류와 원부자재를 판매하는

쇼핑몰로 시작했고, 국내 신진 패션디자이너의 제품을

소매로 연결하는 편집숍으로 시작한 것은 패션소매 분

야 틈새 기회 창업이었다. 창업 이후 위기나 시행착오는

과정으로 여기고, 전공자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차별화,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 고객에 대한 진정성으로

극복하고 성장했다. 이들은 재미있고 즐겁게 일했고, 구

성원들과의 동반 성장을 지속하며 행복을 추구하려는

창업가 정신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에게 유용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패션소매 청

년 창업가의 기본 역량은 패션열정과 트렌드 감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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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체 경험 지식이었다. 이는 창업가의 개인 특성으

로 패션열정이, 환경 대응 특성으로 트렌드 감각이, 배경

경험 특성으로 패션업체 경험이 대응된다(Lee, 2012). 즉

청년 창업가의 소규모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은 창업가 정신이었다. 참여자들은 성실, 책임감, 독립

심, 문제해결 능력, 도전정신,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

었다(Bang et al., 2014; Kim et al. 2014; Yang, 2016). 이

런 개인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본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할 줄 아는 거 하고 싶은 게

패션뿐이라 바닥부터 시작해도 좋았고, 일을 배우고 싶

은 열망이 컸기 때문에 보상이나 보수보다 패션을 먼저

선택하는 열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패션소매 창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며, 패션전공자의 최대 장점은 트렌

드 감각이나 미적 안목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했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패션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패

션열정과 트렌드 감각과 함께 취급 아이템이나 제품 콘

셉트, 취향별 특성에 따라 창업 희망 분야에서 인턴, 현

장실습 등의 패션업체 경험 지식을 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소매 분야 창업은 혁신적, 창의적인 아이디

어로 틈새시장을 노린 기회창업이었다(Kim et al., 2014;

Yang, 2016). 참여자는 2000년대 초 새로운 유통채널 온

라인에 선두 진입해서 성공한 사례, 원부자재 판매에 가

치를 입히는 창의성으로 성공한 사례, 신진 디자이너의

독특한 제품을 전시하는 유통망을 기획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시장 흐름의

변화에서 기회를 먼저 수용하거나 기회를 발견했고, 아

예 스스로 기회를 창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패션시장

을 만드는데 기여했다(Yun, 2017). 이처럼 소규모 청년 창

업의 성공 요인은 틈새창업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성공은 결과적인 모습일 뿐 시작부터 현재의 모습

을 기획하거나 예측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시장의 흐

름에 끊임없이 발맞추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극

복하고 틈새를 넓혀간 결과였다. 그러므로 창업을 준비

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패션열정, 패션트렌드 감각 등 패

션전공자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의 현장 바닥

부터 경험하고, 변화 조정하면서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

고, 틈새창업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패션소매 분야 창업에서 창업을 꿈꾸는 패션전

공자가 전공 역량이 발휘되는 나만의 차별화와 시장 변

화에 빠른 대응,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무기로 갖춘다면

성공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패션분야 창업 성공 요인은

패션역량이 차별화의 도구였다. 패션소매 시장은 모바

일과 SNS까지 가세하면서 온라인 창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지만(Eom & Pyo, 2013; Lim, 2007; Oh, 2016) 그

만큼 경쟁업체 간의 가격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런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브랜드만의 차별화가 핵심인데

(Yang, 2016), 패션분야에서 트렌드 감각과 콘셉트, 취

향, 콘셉트 지식 등이 중요한 차별점이 될 것이다. 또한

트렌드 정보는 시장 변화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 거시시

장의 경향을 읽고, 미래 시장을 대비하려는 창업자들에

게 더욱 필요하다(Back & Seo, 2013).

넷째, 연구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들은 스스로 즐겁게

일했고, 구성원들과의 동반 성장을 지속하며 행복을 추

구하는 창업가 정신이 뚜렷했다. 이들은 일터인지 놀이

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즐거웠기 때문에 한 가지 일

을 10년 이상 길게 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꾸준히 했더

니 회사, 고객, 협력업체의 신뢰를 얻어서 성공했다. 또

한 이들의 기억에는 고객과 함께, 고객의 요구, 고객과의

소통, 고객 신뢰 등에 관한 경험이 많았고, 이는 고객 밀

착형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성공에 이르는 바탕이

었다. 이처럼 청년 창업가의 성공 요인은 시장 환경, 경

제 환경, 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하는 창업가 정신이었다.

그러므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고객, 직원, 협력업

체 등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Kim et al.,

2014; Yang, 2016).

이와 같은 연구결론은 패션전공자들의 패션분야 창업

준비나 창업을 교육하는 기관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창업 성공에 대한 연구분야를 패션분야로

확대했고, 성공한 창업가의 시각에서 창업 성공 경험을

연구했으며,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패션창업 과정과 경험

에서 성공 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소수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패션창업 전

반의 현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맥락과 의미수준에 따라 자료를 분절해서 분석하는 사

례연구는 창업가 각자가 경험한 결정적이고 드라마틱

한 이야기 속의 상세하고 풍부한 연계성과 현장성 전달

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인 패션창업 성공 요인을 반

영하여 패션전공자의 창업 동기, 창업 의지, 창업 교육

에 대한 후속연구, 창업 지원이나 창업 제도 등과 연계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소규

모 청년 창업가의 성공 요인이 대기업 창업가의 성공 특

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후속연구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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