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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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시장과 시장조사
1. 개요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
(Market)”을 찾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업(창업) 아이디어
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으며,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산업간 융
합(Convergence)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결합되어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한 예로, 글로벌 ICT 시장분석기관인 Gartner는 “매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를

발표한다.

2015년

보고서에는

“Autonomous Vehicles(자율주행자동차)”,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정점을 찍을 것이며, “Advanced Analytic With Self-Service Delivery(제
3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분석서비스)”, “Micro Data Centers(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기술을 새롭게 등장시켰다. 반면, 불과 1~2년 전에 각광받았던 ”Big
Data(빅데이터)“, ”Cloud Computing(클라우드컴퓨팅)”, “Data Science(데이터사이언
스)“ 기술 등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5]

<출처: 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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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변화도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스타트업들은 어
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손자병법 모공(謀攻) 편에서 찾을 수 있다. 모공 편에서는 ‘지피지
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 하였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스타트업들은 ‘시장현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사업아이템과 역량(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쉽게 실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않고 전장에 임하
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 전장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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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조사의 목적
시장은 협의의 개념으로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
는 유통(Channel)으로 구성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법, 규제, 정책 등을 통해 시장
에 영향을 주는 정부(Government)까지 포함할 수 있다.
[시장 구성 요소]

시장조사는 시장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에 대한 ‘자료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과거
를 이해하고 현재를 진단하여 미래를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이러한 시장조사 자료
는 최종적으로 CEO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삼성, LG, SK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경영 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매년 시장 조사를 수행하
고 있다.
실제, 대기업에서는 신규 사업 진출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시장조사를 반드시 수
행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객의 정확한 Needs와 경쟁현황 파악, 향후 시장전망
추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사업화 이전에 반드시 신규 사업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을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시장조사도 고객 수요조사, 경
쟁사 벤치마킹조사, 시장전망조사, 사례분석조사, 유통망확보 조사 등 각 목적에 따
라 다양하게 수행한다.
그러면, 과연 국내 스타트업들도 사업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사를
진행할까? 스타트업 사업코칭을 하는 필자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포털 검
색 등을 통한 2차 자료 정보와 창업자의 직감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개발에 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예비 창업자 및 대표자들은 린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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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언급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시장 분석 없이 무조건 시제
품 개발에만 몰두하여 실패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스타트업들은 단한번의 실패가 매우 뼈아프게 다가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스타
트업들이 더욱 위험(Risk)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관리의 시작이 바로 시장조
사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스타트업들은 몇 가지 이유로 시장조사를 수행한다. 그것은
바로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화 여부’, ‘정부 및 투자기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투자제안서 작성‘ 부분이다.
[스타트업 시장조사 목적]

한 예로, 필자와 함께 시장조사한 스타트업 기업은 2달간의 고객 수요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 사업화하는데 활용하였다. 고객의
목소리(VoC)를 듣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사업 방향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업타당성 조사인 경우에는 스타트업 대표도 조사에 참여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자는 고객과 시장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그 사업에 대한 시장성, 성장성
을 검토하고 평가하게 된다.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창업
자는 스스로 사업을 접거(Drop)나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는(Pivot) 일도 비일비재하
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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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조사를 통해 얻는 각종 자료들은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내용 작성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사업계획서 내 환
경분석, 시장분석, 고객분석, 경쟁사분석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아주 돋보이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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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조사 프로세스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의 목적이다. 조사의 목적이 모호하면, 그 결과
도 모호하게 나온다. 따라서, 내가 이번 조사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시장조사 Flow]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 조사분석 2015’>
조사목적이 확립되면 이에 맞는 조사과제 설정과 조사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
과제 설정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해야 할 주요 목적을 명제로 명확히 기술한 것으로
조사의 방향성을 잡게 된다.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누굴 조사해야 하는지(조사대상),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
는지(조사방법-2차 자료 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FGI 등),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조사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잡게 된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대량 설
문조사보다는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혹은 FGI(Focus Group Interview)
를 통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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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계단계를 마치면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조사 수행과정에서 얻는 수많
은 정보는 다양한 분석방법(정량적 분석/정성적 분석)에 따라 해석되어 조사과제에
맞는 내용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들에서 인사이트(Insight)를 뽑아내
고, 실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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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주요 내용
앞장에서 시장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였다. 그럼 시장조사를 통
해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물론, 시장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도출해야 되
는 정보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
법/규제/정책 등 산업 장려 요인 및 규제요인, 목표 시장 및 시장규모, 시장구조,
핵심고객군, 고객 수요 현황, 주요 경쟁사 현황, 경쟁구도 현황, 유통구조 등

시장조사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보는 주요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시장에 대한 환경과 시장규모, 성장률을 보고 시장성을 평가하고, 시장의 경쟁구도
및 점유율을 보고 자사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실
제로, 시장 환경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고,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도출하여 SWOT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SWOT 분석 방법]

또한, 스타트업들은 대외적으로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 작성시 많은 시장 자료
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과제, 기술보증기금의 지급보증, 투자자의
IR자료 요청 등에서 “시장성 평가”라는 항목으로 시장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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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시장분석 내용이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자.
[사례1. 정부지원사업과제_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한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
조경제 연계과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 개요 및 현황 부문에서는 ‘개발대상기술의 기술, 경제, 산업적 중요성에 대한 내용’,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 방향’, ‘목표 시장 및 시장규
모’, ‘소비자 조사결과’, ‘국내외 경쟁사 현황 및 경쟁구도’ 등 개발기술을 중심으로 환
경분석, 고객분석, 경쟁사 분석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6.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 부문에서는 ‘제품화 이후의 양산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판매전략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기
술 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에 대한 표도 작성해야 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사업계획서 양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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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사업계획서 양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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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사업계획서 양식(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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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정부지원사업과제_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한 ｢2016년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
업계획서를 살펴보면,
2. 기술성 부문에서는 ‘제품(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 업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경우 기술적인 우위성’에 대해서 기술
하라고 표현되었다. 3. 시장성 부문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누가 본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서술하게 되었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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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_서면/대면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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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기술보증기금 사업계획서 양식]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금 신청시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기술에 대한 평가
를 받도록 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기술(제품)의 내용 - 기술(품질) 및 기술
경쟁력 부문에서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
교’ 등을 기술하게 되었다. 즉, 자사와 경쟁사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하여
자사의 장점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기술추진 현황 - 시장 친화 부문에서는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 자
료를 확보하고 있냐?, 경쟁업체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냐?’라고 직접 물어보고 있
다.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양식(1/2)]

- 15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양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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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벤처캐피탈이 투자 심사시 고려하는 요인]
최근, ‘스타트업 20팀이 말하는 IR (1)…”벤처캐피탈, 이 질문 꼭 한다’라는 흥미로운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 20팀이 IR때
받은 질문들을 수집해 분류하니 총 10개 유형으로 나눠지며, 10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벤처캐피탈이 투자심사 시 고려하는 10가지 핵심 키워드]

<출처: 벤처스퀘어, ‘스타트업 20팀이 말하는 IR (1)…벤처캐피탈, 이 질문 꼭 한다’>
이 중에서, 마켓사이즈, 경쟁사, 고객에 대한 질문의 예를 몇 가지 보면 다음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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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
- 이 산업이 속한 시장의 규모는?(상장사가 있는지, 가장 크게
했을 때 시장 규모)
- xx경우 전체 모바일 xx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얼마만큼의

마켓사이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그리고 그중에서 xx는 Market
Share를 어느 정도로 확장할 수 있나?
- 초기 시장 진입 이후 확장성에 대한 질문?
- 궁극적인 마켓 사이즈와 타깃하는 시장은 어느 곳인지?
- 어떤 segment의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하여서 초기 volume을

고객

확보할 것인가?
- 고객이 서비스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있나? 서비스 Lifetime은?
- 타겟 고객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 국내 경쟁 현황 및 서비스의 경쟁사 대비 강점은? 국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타 회사
대비해서 xx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의 강점은 무엇인가?

경쟁사

- 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SKT가 우리 서비스를
카피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경쟁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더 큰 기업이 무료로 서비스를
뿌린다면 우리 서비스는 생존/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 국내외 competitive landscape는 어떻게 되나?

<출처: 벤처스퀘어, ‘스타트업 20팀이 말하는 IR (1)…벤처캐피탈, 이 질문 꼭 한다’>
스타트업 중에서 과연 위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창업자는 얼마나 있을
까? 위의 요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사업의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지금부터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만 하
는 시장조사 방법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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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시장조사 방법과 분석
1. 스타트업을 위한 시장조사 실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제품·서비스는 물론이고 제품·서
비스를 둘러싼 다각도의 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는 다양한 시장조사 방법론 중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화하는데
유용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
공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시장조사방법 개요]

시장조사는 크게 거시 환경, 고객, 경쟁사, 유통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을 실
행한다.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분석할수록 사업계획서는 정교해지나, 방대한 분석
량에 지쳐 창업자가 본래 의도했던 사업의 방향성과 핵심을 놓칠 우려가 있어 4가
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4가지 파트만 명확하게 분석해도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
어 전략과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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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환경

Environmental,

분석에서는

Legal)1)분석

PESTEL(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고객 분석은 목

표 고객의 Needs 탐색, 목표 시장 규모 추정, 목표 고객의 U&A(Usage and
Attitude)2)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세 번째 경쟁사 분석에서는 자사와 유사한 상
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기업의 역량과 제품을 분석하기 위해 제품 Line up 분
석, 고객 VOC 분석을 적용하고, 네 번째 유통/채널 분석에서는 자사에 최적화된 유
통/채널을 찾기 위해 유통경로분석을 활용한다.
[시장조사 이후의 활용]

상기 기술된 4가지 시장조사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반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할지 막막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내의 ‘시장분석 양식‘을 활용하면,
창업을 위한 시장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투자자 IR 자료 혹은 정책자금 지원을 위
한 시장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1) 최근에는 PEST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활동과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를
포함한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Environmental 분석 및 규제관련 Legal 분석을 더해 PESTEL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2) 기업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해 고객의 소비행동(Usage)과 태도(Attitude) 및 인식을 조사 - 상표인
지도, 광고인지도/ 최근 구매상표, 향후 구매의향 상표/ 상표별 제품속성 평가 / 상표별 만족도/ 제
품사용상의 개선점 및 보완점 등의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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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석(Macro Environment Analysis)
환경분석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정치 및
법률적 환경, 기술 환경, 사회 · 문화 환경, 기후적 요소, 법률적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각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외부 환경변화의 요인, 동인(Driving force),
추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환경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3)
상기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는

PESTEL(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Environmental, Legal) 분석 혹은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logical, Economic, Political)분석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며, 두 방법론 모두 세부 조사 내용은 유사하여, 본 장에서는 PESTEL 방법을
활용해보도록 하겠다.
[PESTEL 분석 세부 조사 항목]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 조사분석 2015’>
3) HRD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9. 6.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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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EL 분석방법은 거시적 환경조사에 해당되는 만큼 직접적인 마케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잠재적인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예상되는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정치적 요인
정치적(Political) 측면에서 분석해야할 항목들은 기업경영과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시점의 국가 정책(지원정책, 규제)과 이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공공장소 내 금연
법, 옥외광고업 규제완화, 게임 Shut-down 제도, 도로교통신호법, 소방안전시설 운
영법, 대기업참여제한 등 특정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PESTEL 분석 예시 - 정치적 요인]

(*실내 금연법 강화로 다양한 주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사 상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정책적 요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22 -

2) 경제적 요인
경제적(Economic)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구매력,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실업률, 소비지수, 각 산업전망 지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시 경제 관
련 현황 등은 한국은행이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동향 정보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신문 기사를 통해 지역별로, 산업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및 국
가법령정보센터4)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산업별 동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회나 진흥회, 각종 연구원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하여,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PESTEL 분석 예시 - 경제적 요인]

(출처: 한국은행, ‘2016 년 4 월 국제수지 보도자료’)

4) 우리나라 모든 법령 정보를 한 번에 검색 가능한 사이트(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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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요인
사회적(Social) 혹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각 나라별, 협의적으로는 목표시장 고객
들의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사회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인 가구 수,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율 , IT 기기 보급 대수 등이 대표
적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경우 신문기사 사회면을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1 주일 단위보다는 분기 혹은 1 년 정도의 신문 기사 및 계
간으로 발행되는 관련 잡지 등을 살펴본 후 통계청 및 관련 산업 통계 기관의 데이
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PESTEL 분석 예시 - 사회적 요인]

<출처: 와이비소프트(대표: 유영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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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요인
기술적(Technological)요인은 주목받는 신기술 및 자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상용화되
거나 주목받는 IT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은 특성상 고객이 먼저 필요
로 하기 보다는 공급자(제조사)가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을 리드하는 것이 대부분이
므로 유관 산업에 속하는 메이저 업체들의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용하다.
또한, 기술은 특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측면이 많으므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문기사(IT 면,
사회면 등 참고), 관련 산업 잡지, 관련협회를 통해 최신 기술 정보 동향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PESTEL 분석 예시 - 기술적 요인]

<출처: 한국경제, ‘인공지능 산업빅뱅’>

최근에는 기후 환경적(Environmental) 변화 역시 거시 환경 조사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수
요 확대, 기후협약으로 자동차 생산기업, 각종 공장시설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물질
처리 강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 기상청, 기후변화홍보포털, 한국
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및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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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법적(Legal) 이슈이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 관세법, 특허법, 법인관련 규제 등 법률적인 요소
들을 포함한다. 특허, 세무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와 관련
정부기관(관세청, 소방안전처, 노동고용청 등)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신
문기사나 칼럼을 검색을 통해 사례를 확보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요인들을 모두 분석하고, 활용하면 좋겠지만, 정보 접근성 및 시간의
제약 및 시장 특성상 분석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능한 파악한 정
보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혹자는 이
를 페르미 추정5)이라고 한다.)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사업계획서 상의 PESTEL
분석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PESTEL 분석 예시 - 전체분석]

<출처: 와이비소프트(대표: 유영배) 사업계획서>

5) 페르미 문제(Fermi Problem) 또는 페르미 추정(Fermi Estimate)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
식과 논리적 추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26 -

3. 고객 분석
고객 분석은 말 그대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실 사용자, 즉 고객을 분석
하는 방법이다. 고객을 분석하기에 앞서 자사의 제품·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
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객 명확화 과정이 필요하다. 고객이 명확해지면 고객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객 접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1) 고객 명확화 : 고객 세분화
고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고객 세분화’라는 것을 진행한다. 고객 세분
화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 하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고객군을 선정하여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
으로 고객을 세분화할수록 마케팅 기회 발굴,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경영 인프라 구축,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연결된다.
고객은 특성에 따라 크게 B2B(Business to Business), B2C(Business to Consumer)
로 구분된다. B2G, B2B2C, C2C 등도 존재하나 큰 틀에서 B2B와 B2C 고객을 중심
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B2C제품/서비스의 고객 분석은 고객 세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활용할 수 있
는 변수는 크게 지리적, 인구 통계적, 행태/심리적 세 가지 속성으로 분류 가능하다.
고객 심리의 경우 합리적인 가설과 직접적인 조사나 관찰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B2C 고객 세분화 변수]
구분

내용
Ÿ

거주 국가, 거주 도시

지리적 특성

Ÿ

인구 밀도(도심, 근교, 시골)

인구통계적 특성

Ÿ
Ÿ
Ÿ

기후대(건조, 한랭, 다습 등)
성별, 연령, 생애주기, 직업, 소득, 사회계층, 교육 수준 등
브랜드 선호/충성도

고객 행태

Ÿ

가격 인식

Ÿ
Ÿ

구매 상황, 사용 빈도 등
만족/불만족을 느끼는 요소

Ÿ

라이프 스타일 지향점, 성격, 가치관

고객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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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세분화 예시(소비재, B2C)
애경 케라시스는 여러 차례에 걸친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으로 처방된 전문 헤어 케어 라인의 '프리미엄 샴푸' 시장에 대한 기회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고객 세분화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애경 케라시스 고객 세분화 사례]
구분
인구 통계적

Ÿ

고객 특성
연령대 : 20 ~ 34세 여성

Ÿ

직업군 : 대학생 및 직업을 가진 미혼, 기혼여성 또는 외

Ÿ

부활동이 많은 주부
기본적으로 가격보다는 브랜드 지향 소비자

Ÿ

백화점이나 헤어살롱 유통브랜드에 대해서는 구매욕구는

고객 행태

높으나 가격저항을 느끼는 반면, 저가브랜드에 대해서는
제품신뢰성과 선호도 자체가 낮은 소비자층

고객 심리

Ÿ
Ÿ

손상모발케어 및 건강 모발관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음

Ÿ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만족감을 얻는 여성
<출처: 서울대학교, 시장세분화 사례>

고객의 특성이 다양한 변수에 의해 세분화되고, 정의되면 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TV 등 매체 광고의 방향성은 물론 다양한 판매채널에
서 고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 고객 세분화 예시(B2B)
B2B 제품/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세분화 변수가 기업의
조직 특성, 문화, 구매 이력에 초점이 맞춰진다. B2B고객의 경우 B2C와 달리 마케팅
/서비스 보다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특성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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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고객 세분화 변수]
구분
기업 연혁
운영 특성

조직 특성

구매 니즈
구매 이력

내용
Ÿ
Ÿ

산업 종류, 회사 규모, 회사 위치
마켓 리더쉽 수준(점유율)

Ÿ
Ÿ

시장잠재력(성장률), 기술 선도 수준 등
경영 전략(운영효율, 제품추구, 고객 중심 등)

Ÿ

기업 문화

Ÿ

지배 구조(기술 지향, 재무 효율 지향 등)

Ÿ

구매 조직 특성(중앙 집중, 분산형 조직, 구매 프로세스)

Ÿ
Ÿ

리스크 관리 태도(재고 수준 등)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품질, 가격, 서비스, 영

Ÿ

업 조직 지원, 채널 선호, 긴급 오더 대응, 납기 등)
자사와의 거래 기간(신규고객, 잠재고객, 기존고객)

Ÿ

거래금액, 거래 빈도, 거래 제품 등
<출처: 서울대학교, 시장세분화 사례>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수준에서
특별 관리되어야 할 중요 고객을 선정할 필요가 발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객을
글로벌고객(Global Account), 중요고객(Key Account), 기업고객(Corporate Account)
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세분화를 실시하였다.
1) 삼성전자는 먼저 거래를 하고 있거나 잠재가능성이 있는 모든 다국적 고객들을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 세분화 변수를 정하여 과거 거래데이
타와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여 세분화변수별로 대상고객의 점수나 순위를 매겼다.
대상고객의 마켓리더쉽, 대상기업의 고객수, 테크놀로지 리더쉽, 해당지역에서의 기
업운영 수준, 글로벌 운영정도, 글로벌관리에 대한 대상기업의 관심정도, 잠재성장
가능성과 같은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적용되는 변수들 가운데는 매출규모나 수익성과 같이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마켓리더쉽과 같은 요인은 내부적인 정성적 분석을 통해 평가근
거가 정해지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2) 글로벌고객으로 분류하기 위한 선정기준 즉 cutoff 수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
여 최종적인 글로벌고객을 선정하였다. 이때 선정변수별로 비중을 달리하여 최종점
수가 구해지고 선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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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기준, 세분화 변수 결정과 변수별 점수 산정 방식 및 해당변수 별 선정
(cutoff) 기준은 타사의 벤치마킹이나 내부적으로 누적된 전문성(expertise) 및 토의
를 통해 정했다.
절삭공구제조 기업의 경우 자사의 기업 고객을 자사 제품의 메인 사용 여부, 자사
매출 비중(사용률), 최근 3년간 매출액 추이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객을 구분하여 관
리하기도 한다.
[절삭공구제조 기업 고객 세분화]
구분
자사 제품 사용 기업
총 매출에서의 비중
최근 3년간 매출액 추이

Ÿ

내용
자사 제품 메인 사용 기업, 경쟁사 제품

Ÿ
Ÿ

메인 사용 기업
5%미만, 5~10%, 10~20%, 20~30% 등
매출액 상승 고객

Ÿ

매출액 하락 고객
<출처: 입소스코리아, 2015>

B2B 고객의 특성상 면대면, 1:1, 저인망 등 맞춤형 고객 관리 및 강력한 가치 제안
이 필요한 만큼 자사의 영업 역량에 맞는 고객 세분화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경우 삼성전자나 절삭공구제조업체와 같은 고객 세분화는 어려울 수 있
다. 이럴 경우 내외부인력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망고객’을 먼저 정의하
고, 우선 공략하여 고객군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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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분석을 위한 조사 방법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당
사의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소비자 조사의 종류]

<출처: 입소스코리아, 조우철 마케팅 조사 방법론>
고객 특성 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소비자 조사’이다. 소비자 조
사는 전통적으로 언어에 기반하며 다양한 조사 방법론과 분석 방법론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과 책 한 권을 할애하는 긴 설명이 필
요하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현실적으로 이를 사업에 바로 활용하기에는 버거운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스타트업이 사업계획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간
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저렴한 비용(혹은 비용 없이)으로 단 기간에 사업 계
획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객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31 -

2-1) 데스크리서치(Desk Research) : 2차자료 조사
데스크리서치는 기존에 조사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맞는 자
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가공하는 방법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앞서 기
술한 PESTEL, STEEP과 같이 통계청, 연구원, 진흥원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를
이용한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거시 정책이 아니라 ‘고객 행태’와 관련된 자료만을 이용한다
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홈페이지, 통계청 등에 방문하면 소비자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자료들이 있으며, 고객 행태 관련 뉴스 등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데스크리서치 예시]

<출처: 메조미디어, 2014 년 연령별 타겟분석(10 대)>

두 번째, 데스크리서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분석이다. SNS 언급을 기준으로 긍정/부정 연관어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유료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으
로도 전체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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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분석 예시]

<출처: 소셜매트릭스, 소셜인사이트 ‘유아용품’ 검색 결과, 2016.06>
소셜 분석을 사용하면, 고객이 갖고 있는 제품/서비스/사회 현상에 대한 이미지 및
태도(긍정/부정/중립)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셜 분석은 광대한 소셜
데이터에 기반을 둔만큼 사회문화적/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문기사, 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분석하여 소셜분석의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2-2) 고객 조사(마케팅 리서치)
데스크리서치가 책상에서 웹으로만 하는 조사라고 한다면, 고객 조사는 실제 소비
자와 대면, 비대면으로 직접 현장에서 실행하는 조사 방법이다.
고객 조사는 크게 정성, 정량 조사로 구분되나, 이번 파트에서는 정성조사를 중심으
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량 조사의 경우 모집단 설계, 설문지 개발, 통계 처리 등 현
실적으로 고객 조사 전문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스타트업이 정량조사
를 진행할 경우 비용 부담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스타트업도 활
용 가능한 정성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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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조사 / 에스노그래피(Ethnographical Research)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6) 기법에서 유래된 관찰조사는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들
중에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여 그 근저에 있는 내면세계나 잠재의식 및 욕구를 찾아
내는 방법이다. 구매 방식, 소비 패턴, 활용 방법 등의 방법론이 있으며, 관찰 조사
의 핵심은 타겟 고객의 행동을 일정 기간 관찰하는 것이다.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관찰조사 방법]
구분
길거리관찰

세부 내용
Ÿ

(Town watching)
비디오 녹화

접 확인 가능
Ÿ

(Video Ethnography)
그림자 관찰

Ÿ

(Home visit)

특정 소비자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속
적으로 관찰하여 이들의 생활패턴을 분석

Ÿ

구매 패턴 확인을 위해 구매 행동을 관찰 분석하

Ÿ

는 방법
냉장고, TV, 세탁기 등 부피가 크거나 소비 환경

(Accompanied shopping)
가정방문

자동차와 모바일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사용행태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관찰

(Shadow tracking)
구매 동행

현장의 트렌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눈으로 직

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주변
및 사용 환경을 관찰

만약 새로운 유형의 세탁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라면, 세탁기를 주로 사용하는 주
부들이 실제로 세탁하는 상황을 관찰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태도와 행태를 발견한다. 주요 조사 업체에서는 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인위적, 공개적 기법(표본 설정, 참석자의 참여 기반)
을 주로 활용한다.

6) Ethnography(민족지)는 문화인류학의 한 분야이며, 현지조사를 통해 사회조직이나 생활양식 전반에 대해 체계적
으로 기록하는 조사방법이다. 장시간에 걸친 피관찰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행동패턴 관찰과 해석을 통해 의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LGERI 리포트, 고객 통찰력 확보를 위한 소비자 조사 기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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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찰조사 예시 - 가정방문(Home visit)]

■ In-depth interview(1:1 인터뷰)
한 개인의 심층 구조, 인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1:1 인터뷰 방식이
있다. 전문적 식견에 기반한 고급 정보를 획득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주로 해당 산
업의 전문가,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In-depth interview 예시]

<출처 : prestigeresearchph.com>
스타트업에서는 해당 산업의 전문가는 물론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뷰 진행자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크고, 표본의 대표성이 취약하
여 일반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객 유형을 세분화하여 여러 명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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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터뷰 시간은 인당 최소 1시간~2시간가량 진행하며, 인터뷰
진행 전에 질문 리스트(가이드라인)를 준비하도록 한다.
■ HUT(Home Use Test) : 제품 유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조사 방법이다. 제품 사용 후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면서 매일 정해진 질문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
며, 사진 촬영, 다이어리 작성(사전에 설계된 포맷)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HUT 예시]

<출처: ohioaidscoalition.org>
만약 시제품을 만들었다면, 본 제품 출시 전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간략한 형태의
HUT를 시행할 수 있다. HUT는 고객의 리얼한 사용 경험을 청취하여 단시간에 제품
과 서비스를 개선, 정교화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제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어떤 요소를 중점으
로 생각하며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평가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창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놓치기 쉽다. 테스트 제품/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HUT 기간은 상이하나,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가 충분히 제품/서비스를 사용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평균화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조사 업
체에서는 대략 일주일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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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 평가 항목]
구분

내용

첫인상

Ÿ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느낌, 이미지

사용 상황

Ÿ

사용 일시, 사용 시간, 사용 장소 등

Ÿ

제품 사용 시 만족점 및 불만족점

Ÿ

향후 구매 의향

Ÿ

개선 방향 및 이유

만족도/구매의향
개선점

■ 크리에이티브 워크샵(Creative workshop)을 통한 고객 페르소나 발굴
FGD와 유사하나,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이 가능한 고객 조사 형태이다. 디
자인 개발, 신사업 아이템 발굴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향의 결과물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관찰 조사 및 1:1 인터뷰 전 후 조직 내부인력들의 아이디어를 도출, 발
산,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한다.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은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고객 분석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워크샵을 통해 ‘고객 페르소나’를 발굴하는데 사용하면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크리에이티브 워크샵 예시]

<출처: manualthinking.com>

- 37 -

고객 페르소나(Persona)는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서 목표 고객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형상화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크리에이티브 워
크샵을 통해 고객 페르소나를 구현하게 되면 조직원 모두가 타겟 고객에 대한 공통
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마케팅 및 프로모션 실행 시에도 고
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객 페르소나 항목 구성 예시]
구분

내용

프로필 이미지

Ÿ

타겟의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이미지

인적 사항

Ÿ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직업군/직장, 연봉 수준

Ÿ

취미, 특기, 여가 생활, 음주/담배, 자동차 보유,

라이프스타일

문화생활 등

패션스타일

Ÿ

선호하는 색깔, 선호하는 무늬 등

가치관/성격

Ÿ

보수/중도/진보, 얼리어답터 성향 등

[고객 페르소나 예시]

<출처: UXclub(www.uxclub.co.kr), 페르소나 문서에 들어가는 최소 필요 항목>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통해 고객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
샵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 필요하며, 다양한 잡지,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를 활
용하여, 자사의 고객 페르소나를 실제적인 이미지 형태로 형상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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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규모 분석
1) 시장 분류
시장 분류 및 시장 규모 산정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TAM-SAM-SOM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시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전체

시장(TAM:

Total

Available

Market)과,

유효

시장(SAM:

Served/Serviceable Available Market), 목표 시장(SOM: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이다.
시장을 3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접근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시장 규모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목표
시장의 크기가 2조원이라고 한들, 2조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TAM-SAM-SOM 이라는 일련의 단계별 시장 분류를 통해 목표시
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함이다. 결국은 스타트
업이 지향하는 목표 시장의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시장 분석 로직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 규모 도출 방법론 ]

<출처: Vertical Platform,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 TAM-SAM-SOM
Approach”, 2015.10.17>

- 39 -

1-1) TAM(Total Addressable market) : 전체 시장
전체 시장은 자사의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인접 시장 규모를 의미한다.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의 경우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체 4,000만명이 TAM에 해당하는 시장
이다.
한국 시장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제조사 관점에서 예를 들면, 공기청
정기 제조사의 전체 시장은 한국의 전체 가구수로 판단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제품이 개인의 제품인지, 가구의 제품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
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가구 대상의 제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
문이다. 단, 개인용 공기청정기 제품이라면 전체 시장은 한국 전체 인구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전체 시장은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는 용이한 편이다. 통계청 등에서 공개된 통계자
료, 각종 협회, 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초기 생존을 위한 영역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큰 ‘비현실
적인 시장’이다.
1-2) SAM(Service Addressable market) : 유효 시장
유효 시장은 전체 시장 중에서 자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시장으
로 정의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4천만명이고, 모바일 헬스케어 이용자가 1천만명이
라고 가정할 때,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100%시장을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1,000만명이 유효 시장으로 정의된다.
유효 시장은 전체 시장과는 달리 사실상 다양한 가정과 추측을 요구한다. 특히 스
타트업의 사업 아이템은 대부분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와는 달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시장 규모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체 시장에서 유효 시장을 추정할 경우 자사의 제품/서비스의 특성 및 타
겟 고객의 특성(인구통계, 사회적 이슈 등)을 다각도로 활용한 합리적인 가설과 추
정이 필요하다.
앞서 예시로 제시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경우 유효 시장을 추정할 수 있는 변수는
공기청정기 보유가구,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병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유효 시장 규모 추정 변수를 사용할 때는 자사
의 타겟 고객과의 연관성이 높고, 가능하다면 유효 시장 규모를 크게 보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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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비현실적으로 큰 시장 규모는 의미가 없다. 유효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수익 시장을 넘어설 경우 시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SOM(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 수익 시장
수익 시장은 유효시장 내에서 자사가 초기 단계에 확보 가능한 시장 규모로 정의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출시 초기에 자사가 확보 가능한
시장 규모, 점유율인 것이다.
수익 시장의 경우 스타트업이라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시장이다. 전
체 시장과 유효 시장이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는 것이라면, 수익 시장의 경우 스타
트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즉, 수익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
음 단계인 유효 시장, 전체 시장도 기약할 수 없다.
수익 시장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결국 스타트업이 지닌 내적, 외적 조직 역량과 직
결된다. 실제로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 시장을 차지할 수 있
을 지는 영업 역량(인력, 네트워크), 서비스 커버리지, 내부 자원(자금) 등에 따라 다
르게 도출된다.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A사, B사가 있고, 양사의 영업역량, 서비스 커버리지, 내부
자원 등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자. 단, A사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에 주력하
며, B사의 경우 보급형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양사의 수익 시장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세계 가전제품 시장은 약 500조원 규모이며, 이중 5%가 프리
미엄 가전 시장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A사 대비 B
사의 수익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수익성(영업이익
측면)은 다른 차원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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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AM-SAM-SOM을 활용한 시장 규모 도출
지금까지

TAM-SAM-SOM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TAM-SAM-SOM 방법론과 각 시장의 변수를 활용하여 실제 시장 규모를 도출해 보
도록 하자.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시장 규모 도출 변수]
구분
전체 시장(TAM)

유효 시장(SAM)

Ÿ

시장 규모 변수
한국 전체 가구 수(2072만 가구, 2014)

Ÿ

한국 전체 인구 수(51,601천 명, 2016)

Ÿ

공기청정기 보유 가구(39.3%)

Ÿ

천식 유병율(10.3%),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43.6), 아토피
피부염(20.6%)

수익 시장(SOM)

Ÿ

전체 가전제품 시장 중 보급형 가전제품 비중 95%

Ÿ

보급형 시장 중 Mid-low 제품 점유율 비중 20%

다시 보급형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예로 들어보자. 보급형 공기청정기 제
조사의 전체 시장은 전체 가구수, 유효 시장은 공기청정기 보유 가구를, 유효 시장
의 경우 보급형 가전제품 비중 95%를 사용하였다. 유효 시장의 경우 또한 한 가지
변수를 더 고려했는데, 자사 브랜드가 신규 런칭 브랜드라는 점, 한국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신뢰한다는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저가
(mid-low)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가중처리 하였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시장 규모 도출]
전체 시장 : 20,720,000개 가구
유효 시장 : 8,142,960개 가구(전체의 39.3%)
수익 시장 : 1,547,126개 가구(전체 시장의 7.5%, 유효 시장의 19.0%)
시장 규모가 위와 같이 추정되었다면, 이제 각 시장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
해보자. 유효 시장을 추정한 변수가 ‘현재 공기청정기 보유 가구(39.3%)’인데 오히려
공기청정기 미보유 가구(60.7%)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유 가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보유 가구의 경우 공기청정기 구매 의향은 물론 언제 구매할
지 알 수 없는 실현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 42 -

그러나 미보유 가구(60.7%)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현재 한국의 미세 먼지
상황으로 봤을 때 향후 공기청정기 보유 가구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를 증명할 관련 기사나 2차 자료를 찾아보면 가설을 뒷받침할 내용을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시장 규모 조정]
전체 시장 : 20,720,000개 가구
유효 시장 : 8,142,960개 가구(전체의 39.3%) → 매년 10% 이상 성장
수익 시장 : 1,547,126개 가구(전체 시장의 7.5%, 유효 시장의 19.0%) → 유효 시
장 성장으로 수익 시장 달성 및 고성장 가능성 높다.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정하자. 전체 시장규모는 그대로 유지, 유효 시장의
경우 공기청정기 보유 가구 변수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효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성장 시장”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효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수익 시장을 달성은 물론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TAM-SAM-SOM을 활용한 시장규모를 산출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
자. 첫 번째, 유효 시장과 수익 시장을 추정하는 변수는 파워풀한 1~2가지의 변수
를 활용해야 한다. 추정에 추정이 더해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장성을 추정하
는 사람도, 평가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효 시장은 시장 규모 자체는 작더라도 반드시 성장하는 시장규모를 만
들어야 한다. 유효 시장의 의미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시장의 확장 가능성, 시
장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수익 시장은 출시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유율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달성 불가능한 점유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준비나 계획이 미비함
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익 시장 점유율은 가능한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부합
하는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고, 만약 해당 데이터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라인의 경
쟁사의 점유율 등을 활용하여 달성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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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규모 도출 실전
스타트업이 시장규모를 도출할 때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정부, 공공기관, 협회, 시장
분석기관 등 기관/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
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간 융합으로 시장규모를 따로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래에 제시된 시장 규모 추정 방법은 산업재와 소비재별로 시장규모 추정법을 정
리해 둔 것이다. 아래에 해당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 유효 시장이라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시장 규모 추정 방법]
방법

개념
(키토산

시장 규모

시장 총생산의 합

추정

(A생산량+B생산량+C생산량 ...)

예 시
시장규모) =

(a社생산량)

+(b社생산량) + (c社생산량)
400t/년 = 150t+ 50t + 200t

산
웨어러블 워치 수요 = 애플워치 사

업
재

사용자 수
추정

시장 총수요의 합
(A 수요 + B수요 + C수요
…관련 판매량의 합)

용자 + 삼성 기어 사용자 + 샤오미
미밴드 사용자 …
700만 대/년 = 300만 개 + 300만
개 + 100만 개 판매…
자동차 시장규모 = 기아차 출하량

전 社 출하량(≠판매량)의 합
출하량

(가社 + 나社 + 다社의 총
출하량 …)

재
구매량/판
매량

900만대/년 = 600만 대 + 100만
대 + 300만 대

소
비

+ 르노삼상 출하량 + 벤츠 출하량…

소비자 패널조사에 의해

간장시장 규모 = 국내 가구 수 x 1

자사제품과 타사의 판매량을

년 평균 간장사용량(패널 조사 결과)

추정(가능 시, 혹은 모든 판매
채널의 매출 혹은 판매량의

5천만 병 = 1천망 가구 x 5병

합도출)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 조사분석 2015’>

- 44 -

2-1) 전체 시장 규모 도출
전체 시장은 정부, 협회, 기관7) 등에서 공개한 2차 자료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 ICT 시장분석 기관인 KRG는 매년 국내 IT서비스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ICT 서비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전체 시장으로 아래와
같은 시장 규모를 인용할 수 있다.
[2016년 국내 ICT서비스 시장전망]

<출처: KRG, 2016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전망 발표 자료>
또 다른 사례로, 모바일 리워드 광고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국내
외 모바일 광고 시장규모 자료가 필요하다면, 구글링을 통해서, 2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7) 통계청, 수출입협회, 환경부 등 정부/연구 기관 및 민간 협회 등의 보고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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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 전망]

<출처: 미래기술연구센터, iPnomics 리포트>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단위: 억원)]

<출처: DMC미디어,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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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효 시장 규모 도출
유효 시장 규모는 현실적으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정확히 부합하는 시장규모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유효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전체 시
장 규모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가정과 추정’을 통해 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여
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너무 많은 가정과 추정은 피해야 시장규모의 왜곡을 피할 수
있다.
전체 시장 규모의 유무에 따라 유효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전체
시장 규모 자료가 있을 경우 유관 산업의 통계, 인구 통계, 수출입 통계, 경쟁사 점
유율 등의 추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유효 시장을 산출한다.
[유효 시장 규모 도출 방법]
구분

1) 전체 시장 규모 있음
Ÿ

추정 방법

전체 시장 규모에 점유율, 인 Ÿ

해당 사업의 메이저 업체의

구 비중, 보급률 등 자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표를

산출

적용하여 재가공
Ÿ
참고 자료

2) 전체 시장 규모 없음

인구 통계, 수출입 통계 등
해당 산업의 다양한 변수 활
용

Ÿ

유관시장 규모 활용

Ÿ

전자공시시스템(Dart)

Ÿ

각 사 매출 관련자료

n 전체 시장 규모가 있을 때, 유효 시장 규모 추정 사례
스타트업인 와이비소프트는 특수 기능 휠체어를 제조하는 업체로(휠체어 안전바 설
치를 통해 휠체어 탑승자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안전을 강화한 특수기능을 포함한
휠체어 제조), 전체 시장은 전세계 글로벌 휠체어 시장이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방
대하여, 진출 가능한 국가의 휠체어 시장을 유효시장을 시장 규모로 활용하고자 했
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Espicom에서 추정한 국내와 미
국의 휠체어 산업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정확한 수치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3년 이상의 중기전망 혹
은 3년 이전의 업데이트되지 않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유관기관에서 산출한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장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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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휠체어 시장 규모 전망]

<출처: 와이비소프트(대표: 유영배) 사업계획서>

또 다른 사례로, 크라우드펀딩 모의 투자 대회에 참여한 DESIGNED DESIGN이라는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체 자전거 시장 규모에 스마트폰
케이스 이용자 비중(3.2%)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유효 시장 규모를 200억원 규모로
추정하였다.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시장 규모]

<출처: DESIGNED DESIGN,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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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감성 교구 2층신발8) 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뿡가의 경우 유효 시장을 중
국, 미국 국내·외 신생아 대상 유아 용품 시장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진출 시장이 한
국이 아니라 중국, 미국 2개의 해외 시장이기 때문이다.
수익 시장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 아이템이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
부적인 변수를 설정하기 어려워 해외 시장 진출 초기 단계의 ‘예상 판매량’을 적용
하였다. 예상 판매량의 경우, 자사의 생산 가능 역량을 고려하여 각 시장별 가중치
(0.1%)를 적용하여 수익 시장을 도출하였다.
[유아용 감성 교구 2층신발 시장 규모]

<출처: 뿡가(대표: 박순영) 사업계획서>
8) 부모의 발등 위에 유아의 발을 올려 걸음마 연습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
는 유아 교구 제품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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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체 시장 규모가 없을 때, 유효 시장 규모 추정 사례
전체 시장 규모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산업의 메이저 기업의 매출액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약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가 필요한 데 전체 시장 규모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주요 기업인 JW 중외제약의 공시자료,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실제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JW중외제약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주요 업체의 매출액
현황이 나와 있다.
[주요 기업의 매출을 이용한 ‘전체 시장 규모’ 추정]

<출처: JW 중외제약, 사업보고서(2015.12)>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주요 기업의 전체 매출에는 자사의 제품/서비스와 관계없
는 매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매출 정보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매출만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자사가 ‘영양수액’만을 생산/판매할
경우 해당하는 매출액 비중으로 시장 규모를 유효 시장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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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의 세부 매출 구성을 활용한 ‘유효 시장 규모’ 추정]

<출처: JW 중외제약, 사업보고서(2015.12)>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유관 산업 시장 규모를 대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체 시장 규모, 통계청의 로데이터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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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경쟁사 분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제품 출시 등 정기적인 이슈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적시
분석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쟁사라고 하면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서의 경쟁사로 정
의하지만, 동일 제품이 없는 경우 같은 제품군은 아니지만 자사 제품과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이 비슷한 유사/유관 제품을 보유한 회사를 경쟁사로 정의한다.
자사 아이템과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 및 동향, 마케팅 전략을 비
롯한 시장 대응 전략, 미래 비전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쟁사 대응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자사의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BIG3 업체의 분석을 통
해 시장의 흐름(Trend)을 파악할 수 있다.
[IT서비스 시장 대표 업체 분석예시]

<출처: 디지털데일리, 날리지리서치그룹(KRG)정리>
특히 상기 표는 국내 주요 IT서비스 벤더들의 2015년 상반기 조직 개편 내용을 각
사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 전년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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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각 사 IT서비스 사업 트렌드(심플한 조직, 자체 사업역
량 강화, 계열사 개편 등)에 맞게 조직 개편을 수행한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정기적인 경쟁사 정보 조사가 필
요하다.
1) 정기적인 사업 동향 모니터링
경쟁사가 명확하다면 경쟁기업의 공시자료, 보도자료, 메인 홈페이지 등의 뉴스 정
보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공시 기업이
라면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업현황, 매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사의 주력 사업 및 자체
서비스, 향후 사업 계획(M&A, 신규사업 진출, 조직 개편 등) 등을 사건 발생 시, 혹
은 중요도에 따라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나누어 공시하니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이다.
[주요 기업 정보 확인 사이트]

공시 대상 기업

중소 기업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dart.fss.or.kr)

(sminfo.smba.go.kr)

상장사가 아니라면, 증권사의 산업전망보고서를 통해 대표기업들의 매출 정보 및
전망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시장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
신설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 소셜 펀딩 사이트 ‘와디즈‘와 ’텀블벅‘을 통해 최신 아이
디어 및 개발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있다.

이 외에 국내·외 스타트업 근황 및 투자

소식을 알 수 있는 ’플래텀‘, ’벤처스퀘어‘가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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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 투자 사이트]
와디즈

텀블벅

[국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사이트]
플래텀(Platum, platum.kr)

벤처스퀘어(venturesquare.net)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이 중 글로벌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 내 IR코너를 통해 분기/반기/연간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나이스 정
보통신에서 운영하는 'D&B hoovers' 및 미국 후버스가 운영하는 ‘Hoovers Online’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약 12,000개의 유명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9)
이 외에도 해외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매출 정보 및 산업동향 관련
국내·외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9) 회계년도 및 개시월이 국내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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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정보 확인 사이트]
D&B hoovers

Hoovers Online

(global.nicednb.com)

(hoovers.com)

해외 스타트업 관련 최신 정보는 주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데, 2009
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이자 세계 460여 개 크라우드
펀딩 업체 중 가장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Kick Starter’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
는 해외 스타트업들의 최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킥스타터(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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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보도자료의 MOU, 기술 협약, 특허 취득, M&A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아
야 한다. 현재의 성과는 미미한 것일 있으나,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이
숨어있을 수 있다.
2) 제품 라인 분석
주요 경쟁사의 동향 정보와 함께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은 경쟁사의 제품 라인
분석이다. 제품 라인 분석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신제품 라인을 예상할 수 있다.
제품 라인 분석의 간단한 방법은 홈페이지의 제품 소개 메뉴를 분석하여 도식화해
보는 것이다. 가격, 스펙, 특징 등을 함께 매칭하여 제품 라인을 도식화해보면, 비어
있는 제품군/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고, 이는 경쟁사의 전략적인 함의가 숨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품 라인업 분석]

<출처: 미샤 블로그 포스팅, 미샤데이 추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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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인업 분석은 경쟁사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데이터가 누적될 경우 경쟁사의 사업 방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 제품 라인업에 자사 제품을 매칭할 경우 경쟁 제품군
과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경쟁사분석 – 제품라인 분석 예시]

<출처: 뿡가(대표: 박순영)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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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사 제품의 VOC 분석
경쟁사가 B2C 소비재 판매 기업일 경우 오픈마켓,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의 제품 후
기를 통해 고객의 실질적인 평가(VoC, Voice of Customers)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
후기에서는 경쟁 제품의 강약점 및 고객의 구매 이유(KBF, Key Buying Factor)를 유
심히 확인해야 한다.
커뮤니티·블로그에 게시된 제품 후기의 경우 온라인 마케팅 매체이자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홍보성 게시물에서는 해당 제품이 강조하는
USP(User selling Point)를 분석하여, 자사 제품의 USP와 비교, 차별화 요인을 점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4) 이미지 포지셔닝 맵(Image Positioning Map)을 경쟁력 평가
이미지 포지셔닝 맵은 다양한 속성들을 정성적인 분석 혹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
반으로 2차원의 맵으로 포지셔닝하는 분석 방법이다. 경쟁사 분석 파트에서 이미지
포지셔닝 맵을 그리게 되면,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미지 포지셔닝 맵은 두 개의 축(가로, 세로)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각
축의 양 끝은 대응되는 속성으로 정의해야 한다. 축이 정의되면, 속성을 해당 분면
으로 분포시키면 된다.
속성 맵핑 시에 주의해야할 점은 맵핑되는 속성이 현재의 상황인지, 향후의 방향성
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포지셔닝 맵은 현재 시점의 비교를 통해 향
후 개선 및 전략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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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시장 이미지 포지셔닝 맵]

<출처: 와이비소프트(대표: 유영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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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걸음마 보조기 이미지 포지셔닝 맵]

<출처: 뿡가(대표: 박순영)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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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채널 분석
국내 유통산업은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다. 기존 오프라인 중
심의 유통구조가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으로 이동하면서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재편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53조 9,340억 원으로 2014년 대
비 19.1% 성장했다. 1996년 6월 1일 인터파크 설립으로 시작된 한국의 온라인 쇼
핑이 시작한지 20년 만에 거의 10만 배 성장한 수치이다.(1996년 6월 1일 인터파크
와 롯데닷컴이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으며, 두 기업의 1996년 매출은
약 5억 원이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
나면서,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출처: 한국경제, ‘온라인 쇼핑 20년…시장 53조로 성장’>
모바일 쇼핑은 시간 및 공간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을 구현해주고 결제프로세스도 간편해져 구매자 입장에서 최적의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대형마
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판매액을 추월하였다. (2015년 1월부터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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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금액이 43조 6045억 원이며,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40조 2,801억 원)
온라인 쇼핑몰 매출, 대형마트 추월

<출처: 조선일보, ‘온라인 쇼핑몰 판매 50조 육박···대형마트 제쳤다’>
이와같이 국내 유통구조가 온라인/모바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은
과연 어떤 유통/채널 구조를 가져가야 할까? 경쟁사들은 현재 어떻게 자사의 상품
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
씩 찾아가보도록 하자.
1) 나에게 맞는 유통/채널 구축
유통경로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유통경로로는 지마켓, 11
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가 대표적이다. 최
근에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팜과 카카오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는 기업
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오프라인 유통경로로는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구성되며, 소매
상의 유형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편의점, 재래
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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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경로 구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함께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판매할 수 있는 멀티유통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오프라인 유통경
로에서 시작하여 온라인 유통경로로 확장한 기업도 있고, 처음부터 오프라인과 온
라인 유통을 함께 시작한 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떻게 자사에 맞는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경쟁사의 유통경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경쟁사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고객들이 선호하는 유통경로가 어디인지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각 유통경로별 특성을 잘 이해하여 자사에 최적화된 유통경로를 선택
해야 한다.
자사에 맞는 최적의 유통경로는 ‘유통환경의 변화’, ‘유통경로구조의 특성’, ‘자사 유
통정책’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소비자 수요 변화, 정부규제, ICT기술의 발전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통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의 확산
과 결제서비스의 간편화로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핑으로 이동하여 기존 오프라인 유
통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또한, O2O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지
역 소상공인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유통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스타트업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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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과 더불어, 자사의 유통정책을 고려한 유통경로의 선택이 중요하다. 자사의
최소 이윤율, 가격 및 할인정책, 목표 세분시장에 따라 소셜커머스를 활용할지, 대형
마트에 입점할지 등의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유통경로의 생산성 결정 요인

<출처: 한상설 마케팅전략 실천툴>
유통경로는 유통환경의 변화와 자사의 전략 방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
다. 사업 초기 제품 및 기업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 가격할인을 무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각 유통경로의 수수료 체계, 관리, 효과성을 분석하여 유통경로
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안전 휠체어 발걸이대’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와이비소프트는 주요 고객군별
유통경로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개인대상의 B2C 시장에서는 온라인 유통경로에 초
점을 맞췄으며, 정부/공공기관, 기부단체를 대상으로는 오프라인 유통경로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초기 시장 진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존 의료기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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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업체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도모할 생각이다.
와이비소프트 유통/채널 추진 계획

<출처: 와이비소프트 사업계획서>
또다른 사례로는, 유아교구제품인 ‘이층신발’을 제조하는 스타트업 뿡가는 온/오프라
인 유통경로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경로로는 오픈마켓(지마켓, 11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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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셜커머스(쿠팡 등)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경로로는 총판-대리점
체제를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어린이집에 유통할 계획이다. 해외시장은 수출 에
이전시를 통한 제품 수출과 알리바바를 통한 온라인 유통경로 확보전략을 가지고
있다.
뿡가 유통/채널 추진 계획

<출처: 뿡가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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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와 관련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사례는 살펴보왔다. 그럼, 대한민국 최고 기
업인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
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TV, 세탁기, 에어컨, 프린터, 컴퓨터, 네트워크시스템, DRAM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사업보
고서를 보면, 현재 어떻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경로를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판매경로는 크게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는 대리점, 유통
업체(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 통신사업자, 직접판매로 구분하여 유통 경로
를 관리하고 있다. 해외 판매는 판매법인과 물류법인을 설립하여 유통 및 소매업체
를 통해 판매하고 있거나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부분별 주요 제품 현황

삼성전자 주요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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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전자주식회사 분기보고서(2016.03)>
2) O2O(Online to Offline)와 옴니채널Omni-Channel)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연계 혹은 통합 모델인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의 확산, 다양한 유통채널(모바일/온라인/오프라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고객이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O2O 비즈니스는 음식배달, 부동산,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다. 대표
적인 O2O 서비스인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은 2016년 5월 기준 주
문수 750만건 돌파, 바로결제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외
에도 부동산 전문 앱인 ‘직방’, ‘다방’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O2O 의미와 국내 잠재 시장 규모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2015년 ICT 10대 주목 이슈’ 보고서>
이와 같이 O2O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자사에 맞는 O2O 플랫폼을 선택
하는 것도 스타트업의 채널 전략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O2O비즈니스
는 업종별, 제품/서비스 특징별로 구분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사에 맞는 가입자(고
객)를 찾기에 더욱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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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O2O 비즈니스 현황
오프라인 시장
음식배달

O2O 비즈니스 현황
Ÿ

수준
Ÿ

콜택시

서울 7개 콜택시 앱 이용건수, 서울 전체 택시 이용 건수(약 130만
건)의 16% 넘어

Ÿ

카카오 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 전체의 60% 수준

Ÿ

모텔정보앱 야놀자에 등록된 모텔 2600여개, 국내 모텔의 약 10%

숙박

부동산 중개

올해 배달앱 거래액 규모 2조원 예상, 전체 배달의식 시장의 20%

육박
Ÿ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약 1만 2000개

Ÿ

앱 통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올해 2000억원 추정

Ÿ

연간 2조원인 국내 전체 주택임대 중개 수수료의 10% 수준

Ÿ

직방 하루 평균 이용시간 10분으로 주요 O2O 서비스 중 최장

Ÿ

멤버십, 스마트월렛 등 포함된 라이프 스타일 분야 앱 이용시간 점

쇼핑

유율 2.5배 상승
Ÿ

네이버 ‘쇼핑윈도’ 전국 3500여개 매장에서 50만개 상품 등록

Ÿ

서울 시내 세탁 대행 서비스 업체 10여곳 성행 중

Ÿ

네이버 ‘푸드윈도’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종류 올 초 60여개에서

농산물 유통

400개 이상으로 증가
Ÿ

‘카카오파머제주’ 3개월간 감귤 750t 판매예정, 제주 감귤 전체 생
산량의 0.14%

<출처: 매일경제, ‘O2O 비즈니스 어디까지 왔나 | 시장 20%(배달앱) 대체…“3년내
전분야로 확대>
한편, O2O 비즈니스의 잇따른 성공 사례가 발표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O2O 사
업에 쉽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O2O 비즈니스는 시장진입 장벽은 낮은 편이지만,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인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모델 중 하나이다.
O2O 비즈니스와 함께 대형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서는 옴니채널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형 유통기업은 오프라인 상에서 제품을 만져보고, 볼 수 있도
록 제품 경험을 제공하고 온라인/모바일 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여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결합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는 기존 다양한 고객대면 채널 확대에
만 주력한 멀티 채널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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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채널에서 옴니채널로 진화하는 O2O 시대의 커머스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2015년 ICT 10대 주목 이슈’ 보고서>
실제, 최근 유통산업에서는 쇼루밍, 역쇼류밍, 모루밍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쇼
루밍(showrooming)은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 등 다른 유
통 경로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쇼루밍은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며, 모루밍(morooming)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 모바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어떤 경로에
서 제품을 구매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옴니채널이 필요하
다.
롯데그룹은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 매장(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
서 제품을 찾아 갈 수 있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매장
과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나 향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그룹이
외에도 신세계, 현대그룹도 옴니채널 구축에 적극적이다.
이와같이 대형 유통기업이 추진하는 옴니채널을 스타트업이 직접 구축하기에는 어
렵겠지만, 소비자의 쇼핑패턴의 변화와 유통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든 제품과 서비스라도 판매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스타트업은 유통트렌드가 ‘O2O비즈니스의 확산’과 ‘옴니채널로의 이동’이라는 현상
을 꼭 숙지하여 자사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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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Further Research

일정과 비용에 여유가 있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검증이 가능하다. 정량조사는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를 주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 시간이 소요되나,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특히, 정량조사의 경우 고객의 제품/서비스 이용 행태, 신규 아이템 수용성(선호도
및 구매 의향), 가격 수용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초기
에는 ‘신규 아이템 수용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제품·서비스 주기에 맞는
시장 조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와 FGD 실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소비자 조사의 종류]

<출처: Focus company, 연구목적에 따른 조사의 분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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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샘플 리스트 또는 온라인 엑세스 패널
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데이터 수집 기간이 짧고, 시각적인 보조 자료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의 아이템 컨셉, 시제품 이미지 등을 활용
하여, 국내 및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어 아이템 수용성 검증에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조사 예시]

<출처: 엠브레인, 메일로 발송된 온라인 조사 링크 화면>
정량조사에서는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응답자의 수를 설정하는데, 가능한 많은 수
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합
리적으로 응답자 수를 설정하면 된다.
1) 온라인 조사 예시 : (주)냅키니(대표 : 김영진)
(주)냅키니(이하 냅키니)는 광고주의 광고를 냅킨에 담아 요식업을 비롯한 냅킨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이를 무료로 배포하고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신개념
오프라인 광고업체이다. 현재 전국 대학교와 서울·경기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전단지, DM(Direct Mail), 신문, 잡지 위주의 오프라인 광고 매체 시장에서 틈
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대표 스타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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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키니 냅킨 광고 예시 및 배포함]

냅키니는 특정 광고주의 효과적인 광고 전략 수립(해당 광고 수요 조사)을 위해, 소
비자의 관련 광고 접근도, 광고주의 기존 광고 인식, 광고주의 타겟 소비자(대학생)
취향 및 소비자 기대가치, 제품 소비 환경 등을 포함하는 정량적인 설문지를 제작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전국 대학생 패널 117명 대상)
냅키니는 광고주에게 오프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B2B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
기업의 소비자를 적극 공략해야해야하는 B2B2C 업체이다. 이에 따라 타겟 고객의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이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냅키니는 효과적인 광고 제작 및 광고 배포 지역 선정을 위해, 내부 광고 제작 인
력과 광고주 마케팅 담당자, 온라인 조사 전문기업 연구원이 함께 정량적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온라인 조사 전문기업의 패널(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고객(대학생)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광고 제작 및 배포지역을 선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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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키니 고객 수요 발굴위한 설문조사 개요]

<출처: 냅키니, 광고 효과 조사>
조사 특성 상 설문지 제작·배포 후 자체 패널 그룹을 활용하여, 목표 인원(100명)에
해당하는 설문응답을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었으며, 응답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정량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냅키니 조사 설문지(온라인 변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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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 결과 보고서]

<출처: 냅키니, 광고 효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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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D(Focus Group Discussion)
조사 내용에 적합한 참석자를 선정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조
사 방법으로 숙련된 모더레이터(Moderator, 진행자), 가이드라인(질문 내용)이 필수
적이다. 고객의 인식, 태도, 행동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는 물론 신제품 혹은 아이디
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성조사 방법 중 하나이다.
반면, 참석자의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빅마우스(Big mouse)에 의해 토론 내
용이 편향될 수 있으며, 토론이 전적으로 모더레이터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은 단
점이다.
[FGD 진행 상황]

FGD 전문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진행할 경우 해당 제품/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외부 인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창업자 등 내부
인력이 모더레이팅을 진행할 경우 답변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 조사 내용에 바이
어스를 줄 수 있어, 참석자로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1) FGD 예시 : (주)콕코스(대표 : 정승화)의 디지털만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End-User
UI·UX 조사 보고서))
(주)콕코스(이하 콕코스)는 오디오카툰을 제작하는 디지털만화콘텐츠 유통·제작사로,
디지털만화 콘텐츠 공급사업, 오디오카툰10)/모션카툰 제작·유통 사업, 기존 만화스토
리 기반의 창작뮤지컬 사업을 수행 중인 대표 만화콘텐츠 스타트업이다.
콕코스는 2013년 정승화 대표 취임 이전에는 온라인 만화 콘텐츠 유통 중심의 기
10) 오디오카툰이란 기존 카툰 콘텐츠에 오디오(음성, 효과음)와 모션(시각적 효과)을 더해 재미와 생
동감을 증대시키는 신개념 콘텐츠로, 이를 제작하여 기계약된 플랫폼 및 현재 구축중인 자체 플랫
폼에 유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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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으나, 보유하고 있던 약 5,000권의 디지털만화 유통 매출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KBS 소속 전문 성우들의 대사 더빙과 BGM 및 움직임 효과를 추가하여 신개
념 디지털만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다.
[(주)콕코스 세부 사업 현황]

<출처: 콕코스, 회사소개서>
[(주)콕코스 오디오카툰 세부 내용]

<출처: 콕코스,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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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작품 중 오디오카툰/모션카툰으로 우선 전환할 콘텐츠를 선정하여,
제작 과정에 우선 반영하기 위해 고객 조사, 특히 디지털만화 콘텐츠를 직접 이용
하는 End-user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FGD를 수행하기로 했다.
총 2차례에 걸쳐 사용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보다 심층적인 질문을 끌어내기 위
해 사전 설문조사와 이를 반영한 FGD가 진행이 되었다. 조사 모집단 구성 시, 만화
콘텐츠 이용에 적극적인 20-50대 남녀 각 5-7명을 선정하여, 사전 설문을 수행하였
다. 사전 설문은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문을 위주로, FGD에서는 수치상으로
는 표현하기 힘든 정성적 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FGD에서는 사전설문을 기반
으로 다양한 만화 콘텐츠(애니메이션, 온라인을 통해 시청가능한 디지털만화, 플래
쉬만화무비, 오프라인 실물 만화책 등) 및 향후 제작될 오디오카툰에 대한 End-user
들의 세부 기대가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콕코스FGD 조사 구성]
조사 구분

세부 내용 구성

Ÿ
Ÿ
사전 설문 Ÿ
(정량 조사) Ÿ
Ÿ
Ÿ
Ÿ

개인의 만화/애니메이션/책 선호도 및 취향
콘텐츠 접근경로
오디오카툰 사전인식
오디오카툰 인지도
오디오카툰 삽입 기대 BGM 선호도
오디오카툰 삽입 움직임 효과 수요 등의 내용 포함
기존 만화 콘텐츠(디지털만화, 실물책, 애니메이션, 플래쉬 만화
등) 시청 이유 및 세부 접근경로 구성(만화 콘텐츠 이용 Scene)

Ÿ

기존 만화 콘텐츠에 대해 기대하는 가치(과거 향수, 그림체,
판타지, 자아성취 등)

본FGD
(정성 조사)

Ÿ

오디오카툰 설명 및 예시 콘텐츠 제시

Ÿ

오디오카툰에 대한 느낌과 기대 가치(기대하는 성우 목소리톤,
End-user에게 거부감 없는 움직임 효과의 정도, 그림체, 각
나이대별 선호하는 줄거리 등)

Ÿ

샘플 오디오카툰 개선점

Ÿ

향후 오디오카툰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기존 만화 장르,
콕코스 추천 예비 작품 후보군 중 선호도 등으로 구성

우선 국내 우수 대학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연구기관 내 연구원을 모더레이터 겸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콕코스 내부
콘텐츠 기획자들과 함께 기초 설문을 구성하였다. FGD 모집단에게 기초 설문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사 수행을 위한 각 그룹별 In-depth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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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지를 구성하였다.
[FGD 사전 설문 응답 예시]

[FGI 참여 개인별 응답 예시]

각 나이대별 남녀 그룹별로 각 3시간에 걸친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오디오
카툰 제작을 위한 만화콘텐츠 리스트를 End-user 선호에 따라 구성하여 제작에 착

- 80 -

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사 보유 디지털만화 콘텐츠 및 오디오카툰의 성공적
인 시장 안착을 위한 End-user 대상 마케팅 전략을 수립(자체 플랫폼 디자인 수정,
광고 전략 수립 등)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었다.
[콕코스 FGD 조사 결과⓵ 오디오카툰 변환 후보작품군 중 선호 순위]

[콕코스 FGI 조사 결과⓶ 후보작품에 대한 요소별 기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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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분석 관련 시스템 활용(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중소·중견기업의 R&D효율성 제고 및 사업화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산업·시장분석, 유망아이템
발굴, 기술가치평가, 중소기업R&D 기획지원, KISTI Market Report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본문에서는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시장분석’과 ‘유망아이
템 발굴’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겠다.
1) 산업시장 인텔리전스 시스템(K-MAPS : KISTI Market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합리
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객관적인 산업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산업시장
인텔리전스 시스템(K-MAPS)’을 지원한다.
K-MAPS는 ‘지식창고’, ‘산업·시장분석’, ‘사업전략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들
이 사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시장과 관련된 시장규모, 성장률,
경쟁환경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창고’는 국내외 산업·시장 보고서, 산업
별·국가별 성장성과 수익성 정보 등 산업·시장과 관련된 고품질 분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K-MAPS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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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장분석’은 통계정보에 기반한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파악, 수요예측, 경쟁정
도를 분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업전략분석’은 SWOT, PEST, 5FORCE 등
실제 전략 수립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K-MAP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창고’를 통해 사업화하고자하는 보고
서 검색을 통해 관련 수치 통계를 분석하고, ‘산업·시장분석’을 통해 예상 수요를 추
정해보고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사업전략분석’을 통해
대외적인 환경(PEST) 및 자사 내부적인 강·약점을 파악하여 기회·위협 요인을 분석
(SWOT)하고, 산업 구조 전반의 분석(5FORCE)으로 자사 기술의 시장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한다.
K-MAPS 활용 방법

‘지식창고’는 KISTI가 직접 연구한 보고서(266개)11)나, 대중에 공개된 유용한 산업·시
장 분석보고서(약 1,730개)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객관적 산업·
시장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KISTI 마켓리포트에서는 기계·소재/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 등 분야별 KISTI의 연구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산업·시장 보고서에서는 국내 주요기관에서 생산한 보고서를

11) 201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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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할 수 있는데, 보고서 리스트에서 제목과 관련된 대표산업아이템과 관련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 리스트 우측에 있는 보고서 메뉴를 통해 국내외 산업매력도 분석결과도 볼
수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GDP) 현황 및 유망산업의 성장성·수익성을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다.
K-MAPS 지식창고 서비스 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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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장분석’ 메뉴에서는 표준산업분류 기반의 출하액 정보를 비롯하여, 대외 무
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 5,500개 분류 및 세부 아이템
의 내수 시장규모 정보(산업시장규모, 산업 수요예측, 규모별 기업분포 현황 등), 대
표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 산업 대표 제품 등을 볼 수 있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산업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K-MAPS 산업시장분석 서비스 이용 예시

마지막으로, ‘사업전략분석’은 기업의 강·약점에 대한 환경 점검을 위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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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외적인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PEST 분석, 산업
구조에 있어서 5가지 경쟁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5Force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K-MAPS 사업전략분석 서비스 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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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지원시스템(Business Opportunity Supporting System)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는 기업을
위해, 사업화가 가능한 신규아이템을 발굴하는 프레임워크인 ‘유망아이템 지식베이
스 지원시스템’(BOSS, Business Opportunity Supporting System)(이하, BOSS)을 제
공한다.
BOSS가 제공하는 ‘유망아이템’은 그 동안 KISTI가 발굴한 신사업 아이템을 현재 시
점에서 시장성과 기술성을 분석, 평가한다. 대표적인 예로, EV충전시스템, 무인항공
기(UAV), Full HD급 영상감시장치, 체형측정용 3D스캐너 등 성장성이 높은 아이템
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정부 및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KISTI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지원시스템(BOSS) 선정 유망아이템 현황

BOSS는 KISTI의 기술·시장 분석 역량이 집약된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BOSS를 통해
KISTI가 신규아이템을 발굴하는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 BOSS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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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지원시스템(BOSS) 프로세스

(Step.1)우선 기업의 특화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내부자원(보유기술, 인력 및 기업
투자 가용자원)을 파악·분석하고, 사업전환이 가능한(창업이 가능한) 후보산업 등 다
각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Step.2)이와 함께, 해당산업분야의 국내·외 선도기업에 대
한 벤치마킹을 통해 주요 제품전략과 향후 제품 개발 방향성을 분석하고, 유망사업
영역 및 아이템 후보군을 도출한다. (Step.3&4)도출한 유망사업 영역 및 아이템 후
보의 시장(수요, 기술)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여 성장성이 큰 사업 후보군을 재도출한
다. (Step.5&6)산업트렌드 분석을 비롯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망아이템
중 최종적으로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매력도(BMO) 평가12)를 수행하여 유망
사업군을 선정한다. (Step.7)선정된 최종 유망사업 아이템에 적합한 기술 개발(혹은
이전)여부에 따라 공백기술공급지원과 R&D 기획 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
도록 한다.
KISTI는 1997년 이후 최근까지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지원시스템(BOSS)을 활용해
왔으며, 그 결과 기업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키
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6개 기업 중 24개 기업(52%)이 신규유
12) 2차 자료 조사, 현장 조사(Field Research)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유망
/비유망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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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아이템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17개 기업(37%)이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KISTI
가 제안한 222건의 아이템 중 51건(23%)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이 중 31건(14%)의
사업화에 성공하여, 6,500억 원 이상의 신규매출을 창출할 수 있었다.
사업자(창업자)역시 BOSS를 통해 유망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검
증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KISTI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 지원시스템(BOSS)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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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스타트업의 성공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시장분석 책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
를 참고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와이비소프트의 유영배 대표와 뿡가의 박순영 대표는 수 많은 잠재 고객을 직접 만
나면서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하였고 사업에 활용하였다. 시장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법이고 고객으로부터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두 대표님의 생생한 답변은 그 어떤 마케팅 전략 이론보다도 값진 것이었
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현재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사업 나침반이 되어줄 도구는 시
장조사와 시장분석이다. 창업자의 직감 또한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지만,
그 직감을 더욱 타당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만약, 시
장 데이터와 창업자의 직감이 불일치할 경우 어떤 의사결정을 따라야 할까? 의사결
정을 내리기 전에, 시장 데이터와 직감이 다르다는 상황을 인지한 것 자체가 시장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마련
이고 이에따른 마케팅 전략은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창업자가 첫 번째 목돈이 소비되는 단계가 시제품 제작 단계이다. 제품과 서비스마
다 다르겠지만 최소 몇 천만원이 시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된다. 아직 시제품 개발
을 진행하지 않은 창업자라면, 최소 30명 이상의 잠재고객을 직접 만나고, 관련 전
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후 시제품 개발에 나서길 권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Needs
가 조금이라도 반영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시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 제품의 컨
셉, 기능이 180도 달라진다면, 이미 그 사업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수 천만원의 시제품 제작비, 스타트업의 생명의 물줄기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아직,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의와 시장이 명확하지 않은 창업자들은 지금 당장 현
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경쟁사를 만나야 한다. 자신만의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 스타
트업들이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피지기백전불
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사업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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