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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가 2013년에 확정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의 6대 전략 중 첫 번
째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능만으로도 자금 조달
이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상상력, 창의성
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
한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정
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개인 사업자의 폐업 숫자는 거의 2010년 대비 2

만 4천여 명이 늘어난 83만 명에 육박하여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11), 5인 이하 자영업자 중 지난해 월평균 순이
익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7.6%로 나타나 자영
업자의 수익률 부실과 조기폐업이 사회적인 문제
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엽자의 창업 실패 요인은 전반적인 자영업
의 경기침체, 국내 자영업자의 높은 비율 등과 같
은 사회적 영향 요인들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창
업자본의 높은 대출 의존도, 저부가 가치 사업으
로의 집중, 경험 부재, 장기적 사업운영에 요구되
는 전략적 접근의 부재와 같은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업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이나 단기적 사업자본의 확보에 초점을 맞
추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창업에 대
한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창업의 성공
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의 ICT 환경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창업 비즈니
스 시기에 따른 활용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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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의 시작 이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ICT 환경은 무한한 기회로서 활용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ICT 환경을 소개
하고, 비즈니스 수행 시기에 따른 ICT 활용 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From the process of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to its operation, the recent ICT environments have much 

potential to be used. In this point, this study is to introduce ICT environments which can be used in 

business and to suggest the road map for using ICT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processes from business 

star-up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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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창업의 성공을 위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전략 
등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정
부도 재무적 지원, 창업교육, 정보제공과 같은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의 성공을 높이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창
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들
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고객을 기다리는 형태
의 소극적 비즈니스 실행이 창업의 실패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ICT 환경
에서 제공하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창
업의 시기에 따라 소개 하고자 한다.

창업의 과정은 크게 준비단계, 실행 단계, 창업 
이후의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창업의 준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프로세스는 창업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아이
템의 기본적인 정보수집, 사업성 검토, 창업교육, 

다양한 지원 정책 검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검색 포탈 등의 활용을 통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비 창업자의 검색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보의 효용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검색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빅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의 활용을 통해 비
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과 추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창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격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상권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비
즈니스 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이후에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집중해야할 부분은 마케팅 분야인데, 세
부적으로는 비즈니스 아이템 홍보, 고객확보, 고
객 유지 수단, 매출 확대를 위한 전략 등이 활용
될 수 있다.

비즈니스 아이템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는 대중
매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포탈
사이트에 노출 시키는 방법, 블러그나 트위터 같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
고 고객확보 전략으로는 방문한 고객과 커뮤니케
이션 창구를 마련하는 방법 등이 유용하다. 즉 다
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주의 블
러그나 트위터의 정보를 수신하게 하여 지속적인 
고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의할 점은 메시지가 단순한 
광고나 스팸으로 인식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 전략을 SNS와 연계하
여 다양한 할인 정책 등을 실행 할 수 있다. 또한 
SNS 서비스를 통한 구전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업 시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하여 해
당 비즈니스 아이템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마케팅의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은 고객 창출, 

고객 확보, 고객 유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의 ICT 환경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
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활용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객들로부터 새로운 고객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
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ICT 환경을 활용
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
즈니스 아이템에서 추구하는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의 ICT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고객
과의 친밀감을 유지함과 동시에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그림 1. 창업 단계별 IC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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