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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준비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소수의 직원, 또는 직원없이 소유자

가 운영하는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운영하며, $250,000 이하의 연간 매출, 또는 작은자산이 생

산됩니다.마이크로 비즈니스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

들의 종류는 사랑받는 조리법부터, 바느질, 포토그래피, 컴

퓨터 서비스, 자전거 수리 등, 여러사람에 도움이 되는 기

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이크로 비즈니스들이 

취미 또는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택하는 벤처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업 성공은 현명한 선

택을 위한 정보 보유, 초기 단계 생존을 위한 자금 그리고 

기술과 필요 사항에 대한 정직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비즈니스에 뛰어 들기 전에 많은 중요한 문제

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업을 

결정할 경우 이 가이드는 비즈니스의 수립, 관리 및 성장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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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프랜은 창업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목표

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며 비용을 예상하고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필

수 문서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동업자

를 구하고 있을 경우 공식적인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합니다. 대출받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플랜

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작성한다면 분명히 도움

이 됩니다. 

첫째,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사업

을 실제로 시작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플랜 작

성중 창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고

려합니다: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 상황이 어

떠한가? 어떤 경쟁자가 있으며 자신을 어떻게 차

별화할 수 있을까? 잠재적인 고객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해를 넘기기 

위해 어느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 이 자금은 어

디에서 구할 것인가?

플랜 작성시, 복잡한 전문 용어를 피하고 문서를 

20 페이지 이하로 유지하며, 커버 페이지에 간단

한 “경영 개요” 를 포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이나 SCORE 지부 

또는 다른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의 비즈니스 계획 작성 강좌들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SBA의 “How to Write a 

Business Plan Video”를 참고하십시오 (https://
www.sba.gov/videos/sba-loans-explained#404241). 

그리고 SCORE.org (https://www.score.org/resource/
business-plan-template-startup-business) 와 Nolo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write-business-
plan-29464.html)를 포함한 많은 웹사이트들이 

무료 비즈니스 플랜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매출, 비

용, 자산 및 현금 유동성 등의 재무 계획이 포함

됩니다. 

공식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위해 필요한 재무 문

서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손익(또는 소득) 계산서. 이것은 매 3개월마다 (분

기) 그리고 연간 (매년) 매출 및 비용을 요약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매출에서 모든 비용

을 공제한 금액인 “순이익”을 보여 줍니다.

대차 대조표. 이 재무 보고서는 자본 및 부채를 보

여주며 그 차액이 회사의 가치입니다. (“지불 능

https://www.sba.gov/videos/sba-loans-explained#404241
https://www.sba.gov/videos/sba-loans-explained#404241
https://www.score.org/resource/business-plan-template-startup-business
https://www.score.org/resource/business-plan-template-startup-business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write-business-plan-29464.html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write-business-plan-294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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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는” 회사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면 모든 부

채를 지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유동성 보고서 (또는 예측). 이 보고서는 청구

서를 지불 할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래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비

즈니스는 판매 및 영수증으로부터 오는 좋은 “현

금 유동성”( “운전 자본”이라고도 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 유동성 예측이란 판매, 제품 원가, 

급여 및 세금을 포함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즈

니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나 수치를 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

다. 대출기관 또는 동업자에게 과장된 예측을 

제시할 경우, 문제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문제들에 대응히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공하십시오. 이렇게하

면 어려움에 대응할 준비가 점더 잘 되며 투자

자와 동업자는 불쾌한 놀라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비즈니스 구조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채택할 비즈니스 구조  

(법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 소유 (단일 소

유자)와 파트너십 (두 명 이상의 소유자)이 비

즈니스를 설립하거나 “구조화”하는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소유주는 모든 비즈니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만, 개인 소득세 신고

서에 비즈니스 소득과 손실을 보고해야하며 모든 

비즈니스 관련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실패하면 개인 파산 신

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포기하

거나 파산 신청을 하면 개인 신용 기록이 손상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저신에게 
물어 보십시오:
• 나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가? 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나의 아이디어를 번
창하게 할 경험과 배경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상사가 될 수있는 사람인가?

• 이것이 성공할 기회가 있는 비즈니스인가? 내 경
쟁자가 누구인가? 이 분야에 이미 여러 개의 비즈
니스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거나 아직 
해당 비즈니스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
는 등 경쟁 문제를 극복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가?

•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것인가? 비즈니스를 홍보

하기 위한 어떤 옵션들이 있으며 저렴한 것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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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조직된 법적 

독립체로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과 법적으로 분

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

산을 소유할 수 있고 빚을 질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사업주는 비즈니스 거래 또

는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유한 책임 회사 (LLC)는 법인과 단독 소유 또는 

파트너십의 특성을 결합하도록 고안된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LLC는 부분적인 개인 자산 보호 및 

개인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며 비즈니

스의 소유자가 한명 또는 여러 명인지에 관계없

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나 파트너십보다는 LLC에 더 많은 법

적 요구 사항이 있지만 법인보다는 법적 요구 사

항이 적습니다. 변호사는 LLC 설립과 관련된 업

무로 $1,500 ~ $2,000 청구합니다. 변호사없이 스

스로 LLC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설립 과장이 어

려울 수 있습니다. Nolo의 "LLC 설립 방법"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orm-llc-how-
to-organize-llc-30287.html)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

오. LLC 소유자는 갱신 신청서 또는 유사한 요구 

서류를 정기적으로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빈도, 비용 등은 LLC가 등록된 주정부 법

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LLC의 법적 준비에 결

함이 있을 경우 개인 자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법인 (C-Corp 또는 S-Corp)과 달리 유한 책임 

회사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IRS는 

LLC를 “거쳐 가는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는 회

사의 납세 의무가 LLC를 “거쳐" 비즈니스 소유

자의 개인 소득 신고로 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LLC의 세금 관련 장점 및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https://www.thebalance.com/
what-are-the-tax-advantages-and-disadvantages-of-an-
llc-397768.)

비즈니스로 인해 고객에게 고소 당할 위험이 있

거나 비즈니스에 실패 할 경우에 보호해야 할 많

은 개인 자산이 있는 경우 유한 책임 회사 (LLC)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적합한 법적 체계는 

없습니다. 각각의 비즈니스는 규모, 수익성 및 잠

재적 책임을 포함한 몇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

니다.

예상되는 필요 자금 
SBA에 따르면 모든 비즈니스들의 약 절반만이 5

년 또는 이상 생존하며, 1/3 정도는 10년 또는 그 

이상 생존하게 됩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실패

하는 이유는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 자금은 최소한 1 년 동안 운영 경비를 충당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을 예측하면 비즈니스 플랜에 맞는 예산을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비용 견적

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면 SBA 또는 SCORE  

("유용한 자료"섹션 참조)에 문의하십시오. 비용 

견적이 다음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급여: 생계 유지를 위한 돈(급여를 받는 직

업을 그만 둘 경우)

초기 (창업) 비용 : 장비, 설치, 개조, 공공 예금, 면

허와 전문가 및 법률 비용

직접 비용 : 원자재 또는 재고

간접 비용 : 임대료, 보수 유지, 사무용품 및 공공 

요금

반복 비용 : 급여, 보험, 이자, 급여세, 광고 및 판

촉

많은 소규모 화사들이 설립자의 개인 저축으로 

시작되므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돈을 저축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필요한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수

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융자로 간주 되려면 좋은 

신용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

다. 많은 금액의 융자는 담보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자금 조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 자산 뿐만 아니라 빌린 자금도 잃을 수 있습니

다. 비즈니스를 그만둔 경우에도 융자금을 모두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며 새로

운 비즈니스를 "부업으로" 할 수 있다면 창업을 

하는 동안 직장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orm-llc-how-to-organize-llc-30287.html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orm-llc-how-to-organize-llc-30287.html
https://www.thebalance.com/what-are-the-tax-advantages-and-disadvantages-of-an-llc-397768
https://www.thebalance.com/what-are-the-tax-advantages-and-disadvantages-of-an-llc-397768
https://www.thebalance.com/what-are-the-tax-advantages-and-disadvantages-of-an-llc-39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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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렇게 하면 창업하기 전에 저축하거나 빌려

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가 "흑자로 전환” 되기 전에 

비즈니스 자금 조달을 위한 다음과 같은 옵션들

이 있습니다 (즉, 이득을 얻는 것).

개인의 자산을 사용하십시오. 투자 할 현금이 없다

면 소지품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

십시오.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대출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싶어합

니다.

파트너십을 형성하십시오. 은퇴 한 사업가나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과 같이 비즈니스에 투자 할 돈

이 있는 개인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비즈니스

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올릴 때

까지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을 신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SBA 융자"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출처의 자금

을 결합하여 "융자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 전문 회사를 고려해 보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융자 전문 회사 대출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비은행 

자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체 융자"의 장단점에 

대한 NerdWallet의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https://www.nerdwallet.com/blog/small-business/
small-business-loans-alternative-lending/)

생명 보험을 활용하십시오. 높은 현금 가치가 있는 

종신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증권 담보 

대출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https://www.nerdwallet.com/blog/small-business/small-business-loans-alternative-lending/
https://www.nerdwallet.com/blog/small-business/small-business-loans-alternative-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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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금 가치의 90%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상환되기 전에 사업주가 사망 

할 경우 대출금이 수혜자를 재정난에 빠뜨릴지 

여부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Simple Dollar는 

생명 보험을 활용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제시합니다. (http://www.thesimpledollar.
com/life-insurance-cash-value/)

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하십시오. 임대 할 경

우 많은 현금이 묶이지 않습니다. 장비 임대에는 

유지 보수 및 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물 교환이나 재산 또는 서비스를 교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페인팅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 신

문사 사무실의 페인팅 작업을 해주는 댓가로 신

문 광고 공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

유자는 물물 교환으로 얻은 공정한 시장 가치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과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지역 “경제 개

발”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 

카운티 및 주 정부에 연락해 경제 개발 사무소가 

있는지 문의헤 보십시오. 일부 프로그램은 자격

을 얻기 위해 상응하는 자금을 모으거나 직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상응하는 자금을 대체 할 수 있

는 현물 크레딧 (돈보다는 상품, 물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미국 경제 개발청 

온라인 (https://www.eda.gov/funding-opportunities/)
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BA 융자
미국 중소기업청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마이크로 비즈니스들의 성

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SBA의 1차 융자 프로그램인 7(a) 융자 프로

그램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는 

차용자가 다른 출처 또는 SBA 의 보증없이는 대

출을 해주지 않는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차용자가 비즈니스를 시작, 매입, 확장 

또는 운영 등을 돕기 위해 최대 5백만 달러의 융

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융자는 다른 융자 옵션

에 비해 융통성, 오랜 상환 기간 그리고 잠재적으

로 낮은 다운 페이만트을 제공합니다.

7(a) 융자 프로그램은 또한 소수계, 여성 또는 참

전 용사 소유 비즈니스 또는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 기업들의 신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전통적으로 열악한 시장의 비즈니스들을 돕

습니다. 

SBA 7(a) 융자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사람

은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수익을 위해 운영하

고 합리적인 소유자 지분을 가지며 개인 자산

을 포함한 다른 재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

리 및 수수료를 포함한 7(a) 융자의 특정 조

건은 차용자와 SBA 승인 융자 기관이 서로 

협상하게 됩니다. (SBA는 허용되는 최대 이

자율을 설정합니다.) 

SBA의 마이크로론(Microloan) 프로그램은 

소규모 비즈니스 및 특정 비영리 보육 센터의 

창업과 확장을 돕기위해 최대 $50,000의 융

자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
sba.gov/loans-grants/see-what-sba-offers/sba-loan-
programs/microloan-program%20을 참조하십시

오.

해당 지역의 SBA 사무소에 연락해 이용 가

능한 융자 기관 목록을 얻거나 https://www.
sba.gov/partners/lenders/microloan-program/

SBA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에 대해 
고려해 보십시오.

• 해당 비즈니스의 현금 유동성이 대출금을 상환 할 수 
있는가?

• 해당 비즈니스가 실패할 경우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 
할 수 있는가?

• 개인 신용 기록이 좋은가?

• 채무자들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받고 
있는가?

• 좋은수익성 기록을 보우ㅘ고 있는가 ?

• 매츨이 증가하고 있는가?

• 해당 비즈니스 업계의 전망이 좋은가?

• 경쟁 비즈니스에 비교해 운영 상태가 어떠한가? 

http://www.thesimpledollar.com/life-insurance-cash-value/
http://www.thesimpledollar.com/life-insurance-cash-value/
https://www.eda.gov/funding-opportunitie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https://www.sba.gov/loans-grants/see-what-sba-offers/sba-loan-programs/microloan-program%20
https://www.sba.gov/loans-grants/see-what-sba-offers/sba-loan-programs/microloan-program%20
https://www.sba.gov/loans-grants/see-what-sba-offers/sba-loan-programs/microloan-program%20
https://www.sba.gov/partners/lenders/microloan-program/list-lenders
https://www.sba.gov/partners/lenders/microloan-program/list-l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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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lenders를 방문하십시오. 최상의 조건을 위해 

여러곳을 둘러 보십시오. 융자를 신청할 기관을 

결정한 후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재무 및 비즈

니스 기록을 작성하십시오. (SBA가 융자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BA는  비즈니스 창업 및/또는 확장를 위한 보

조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할 

경우에도 당신은 여전히 해당 융자에 대한 책임

이 있습니다.

SBA는 또한 소수계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비즈

니스 소유자들이 연방 정부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https://www.sba.gov/contracting) 자격이 

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일정 양의 비즈니스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및 신용 관련 필요 사항들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개인 재정과 

비즈니스 재정을 섞지만, 국세청(Internal Rev-

enue Service [IRS])은 비즈니스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 놓은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과 비즈니스 

거래를 "혼합"하면 비즈니스 거래 내역을 관리하

기가 어려워지고 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개설하고 비즈니스 이름으

로 신용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3 개 이상의 출처

에서 비즈니스 신용 카드 및 비즈니스 체킹 계좌

에 대한 이자율 및/또는 수수료를 비교해 보십시

오. NerdWallet은 신용 카드 서비스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 중 하나입니다 

(https://www.nerdwallet.com/business-credit-cards). 이
는 무료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비교해 볼 수 있습

니다 (https://www.nerdwallet.com/blog/banking/
best-free-business-checking-accounts/). 온라인 검색을 

통해 유사한 비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로 비즈니스 구매를 지불하면 좀더 많

은 여유 시간을 두고 지불할 수 있으므로 현금 유

동성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카드는 할인 및 

리베이트와 같은 "특전"을 줍니다. 

많은 마이크로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신용 카드로 

일부 구매 비용을 지불하며 지출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 카

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환하기 어려운 많

은 잔액이 남게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즈

니스용 신용 카드 청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용 신용 카드의 지불 

및 잔액이 개인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므로 연체 

또는 많은 잔액이 신용 점수가 떨어뜨릴 수 있습

니다. 

비즈니스 신용 카드에는 무이자 유예 기간이 없

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청구서 금액 모두를 지불

하더라도 모든 구매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신용 한도 (line of credit)"는 임시로 

단기간 필요한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됩니다. 신

용 한도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미결제 잔액

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대출과 

다릅니다. 잔액의 일부분을 상환하면 필요할 때 

그만큼 다시 사용헐 수 있습니다. 

신용 한도는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보다 높은 한

도를 가지며 수수료없이 쉽게 신용을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허용됩니다. NerdWallet.com 

(https://www.nerdwallet.com/blog/small-business/
business-line-of-credit/)에서 비즈니스 신용 한도 옵

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

스 융자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재무 제표 및 비즈

니스에 대한 정보를 융자 가관에 제공해야 합니

다. 

비즈니스 신용 기록을 쌓으려면 Dun & Brad-

street (http://www.dnb.com/duns-number.html)와 같

은 주요 비즈니스 신용 기관에 등록하십시오.

법적 및 전문적 필요사항들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비즈니스를 운영

하는 동안 여러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하게 되며 특정 문제 파악 및/또는 해결, 부족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제공, 또는 잠재적인 기회 발

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입니다. 

좋은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턴

트를 고용하기 전에 SCORE (과거 퇴임 임원 서

비스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상담 및 교육 서비스

https://www.sba.gov/partners/lenders/microloan-program/list-lenders
https://www.sba.gov/contracting
https://www.nerdwallet.com/business-credit-cards
https://www.nerdwallet.com/blog/banking/best-free-business-checking-accounts/
https://www.nerdwallet.com/blog/banking/best-free-business-checking-accounts/
https://www.nerdwallet.com/blog/small-business/business-line-of-credit/
https://www.nerdwallet.com/blog/small-business/business-line-of-credit/
http://www.dnb.com/duns-numb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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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상담은 경험이 많은 조언

자에 의한 일대일 상담 또는 웹 세미나 및 이벤트

를 통해 제공됩니다.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항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추천을 받아

보도록 하십시오.

창업 단계에 있을 경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가입하면 무료 또는 보다 저렴한 전문가의 안내

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지원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들은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물리

적 작업 공간, 전문가 조언 및 기타 지원 도구 및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 주 및 

연방 비즈니스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비즈니스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요구 사항은 비즈니스 유형 

및 주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 SBA, 상공 회의

소 또는 경제 개발 사무소는 이들 요구 사항에 대

해 알아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허, 허가 및 해당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시 또는 카운티 세무 담당자와 토지

용도 규정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주 차원에서는 

판매 허가, 판매 및 소득세 관련 서류 및 요구되

는 모든 면허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직원이 있

는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도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직원의 

미국에서 일할권리를 확인하고 직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며 최저 임금, 초과 근무 

및 아동 노동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상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본인과 

직원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 세무 전문가는 예상 연방 및 주 세금 

결정과 세금 공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RS의 소규모 비즈니스 및 자영업 

세무 센터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
businesses-self-employed)를 방문하면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활동에 따라 연방 정부가 특별 면허 

또는 허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

도 있는 것들에 대한 SBA의 목록을 확인하십시

오. (https://www.sba.gov/business-guide/launch/
apply-for-licenses-permits-federal-state)

보험
보험은 피할 수 없는 비즈니스 운영 비용이며 보

호 수단 없이는 위급한 상황에 의한 큰 곤란을 겪

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문직 책임보험, 제품 책

임보험, 비즈니스 중단 및 가정 기반 비즈니스 보

험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자를 위해 고안된 몇 

가지 주요 유형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보

험의 정확한 유형은 물리적인 상점 소유, 상점 재

고,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자동차 사용 또는 직원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조언과 견적을 얻으려면 소규모 비즈니스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 중개인과 상담하십시오. 특

정 분야 또는 업계의 비즈니스 보험 취급 경험이 

있는 보험회사 이름을 무역 협회에 문의해 보십

시오. 많은 보험회사들이 개인 및 비즈니스 보험 

모두를 취급하므로 자신의 개인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 가격과 최상

의 조언을 확실하게 얻으려면 두 명 이상의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문의해 보고 권장 사항과 견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피해야 할 10 가지 창업 실수
1. 불충분한 계획

2. 재정적인 자기 절제의 부족

3. 불충분한 현금 보유

4. 과도한 부채

5.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간과

6. 인적 네트워크 형성 실패

7. 위임하지 않음

8. 낮은 가격

9. 기록 관리 소홀

10. 비즈니스 필요 사항 재평가하는 것을 잊음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https://www.sba.gov/business-guide/launch/apply-for-licenses-permits-federal-state
https://www.sba.gov/business-guide/launch/apply-for-licenses-permits-federal-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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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비즈니스 보험 유형 

및 약관에 익숙해 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정보 연구소(the Insur-

ance Information Institute) 웹 사이트 (www.
iii.org) 는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정 기반 비

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컨수머 액션의 뉴스레터

에서 필요 사항 및 옵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action.org/news/
articles/insurance_issue_spring_2014).  

인터넷 상의 비즈니스 운영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이

용은 필수적이 것이며 한전된 지역에서만 일하거

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 

제품, 서비스 또는 정보 등에 관계없이 온라인에

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

니다. 단순한 웹 사이트조차 없는 것은 고객들을 

실망시키거나 잃게 되느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

다. 

자신의 웹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온라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고 해당 비즈

니스가 많은 부가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가 요구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시작하기에 좋고 경제적

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DIY 도구를 사용하면 사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간단한 웹사이트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50 % 이상이 컴퓨

터가 아닌 모바일 장치를 통해 웹을 검색하므로 

최상위 웹사이트 제작 도구들은 자동으로 "모바

일 최적화 된" 웹사이트들을 만듭니다. 

DIY 웹사이트 디자인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PCMag의 "Best Website Builders of 

2017" (https://www.pcmag.com/article2/0,2817, 
2484510,00.asp)을 방문하십시오. 

물론 웹사이트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도메인 이

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www.mygreat-

business.com). Entrepreneur의 "도메인 이름 

보안 유지를 위한 주의 사항들" (https://www.
entrepreneur.com/article/219410)를 읽으십시오.

http://www.iii.org
http://www.iii.org
https://www.consumer-action.org/news/articles/insurance_issue_spring_2014
https://www.consumer-action.org/news/articles/insurance_issue_spring_2014
https://www.pcmag.com/article2/0,2817,2484510,00.asp
https://www.pcmag.com/article2/0,2817,2484510,00.asp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219410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2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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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웹사이트 제작 소

프트웨어에는 고객들에

게 제시하려는 전문적

인 온라인 이미지를 생

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작업에 요구

되는 시간, 인내, 작문 

기술 및 세심한 주의력

이  있어야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이 작업을 

도와 줄 수 있거나 대신

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

오. 

고급 웹 디자인 회사는 

비용이 많이 들수 있으

며 비즈니스에 따라 필

요한 것 이상일 수 있습

니다. 가격이 매우 다양하겠지만 독립적인 웹 디

자이너들이 좀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나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입

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기술 수준과 자신의 디

자인 아이디어와 비슷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디자인 작업 (포트폴리오)을 확인하고, 작

업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웹사이트의 글을 누

가 작성할 것인가를 포함해), 제작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예를 들어, 어떤 단계에서 입력을 요청

할 것인가) 비용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쇼핑 카트" 기능을 웹사

이트에 포함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

의 웹 사이트 제작 도구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이 옵션을 제공하므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쇼핑 

카트 제작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

넷을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불금을 수

령할 다른 방법을 찿아야 할 것입니다. 카드 결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온라인 비즈니스

들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장점 및 단

점, 비용을 포함한 카드 결제 처리 옵션에 대해 

알아 보려면 FitSmallBusiness.com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온라인에서 신용 카드 결제를 

받는 방법" (http://
fitsmallbusiness.com/
accept-credit-cards-
online/)을 읽어보십

시오.

웹 사이트를 제작하

고 필요에 따라 장바

구니 및 결제 처리 

기능을 갖춘 후에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

를 늘일 차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모

든 의사소통 수단  

(명함, 양식, 이메일 

서명, 브로셔 등)에 

URL (웹사이트 주

소)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사이트 방문자를 늘이기 위한 여러가

지 다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소규모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과 같은 문구를 온라

인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방문자를 늘이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웹사이

트에 구체적인 방문 유도 요청을 포함시키는 것

을 잊지 마십시오. 비즈니스에 따라 제품 구입, 연

락, 이메일 목록에 이름 추가, 뉴스레터 구독, 견

적 의뢰 또는 친구 추천 등을 방문자들에게 요청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회계
비즈니스가 시작되면 장부 정리 및 회계는 지속

됩니다 - 이는 시간을 내어 직접 하거나 누군가

를 고용해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정확

한 회계는 모든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회계장부는 매매, 지불 및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기록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장

부를 유지함으로써 수익과 비즈니스 가치를 면밀

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비즈니스 비용 

영수증들은 세금 신고서의 공제액이 줄어들게 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지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록 보관 습관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수천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웹 디자인 실수
• 목표 시장 및 비즈니스 목표를 결정하기 전에 디자
인 먼저 하는 것.

• 과도 디자인 또는 과소 디자인.

• 웹사이트를 너무 화려하게 또는 복잡하게 만드는 
것

• 글 내용이 너무 많이 넣는 것.

• 오타 및 기타 실수 방치.

• 다른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평가하기 전에 공개하
는 것.

•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

• 방문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http://fitsmallbusiness.com/accept-credit-cards-online/
http://fitsmallbusiness.com/accept-credit-cards-online/
http://fitsmallbusiness.com/accept-credit-cards-online/
http://fitsmallbusiness.com/accept-credit-card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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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정확한 회계가 가능합니다. 

QuickBooks가 아마 가장 인기있는 소규모 비즈

니스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것들

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피하게 되

지 않도록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을 찾으

십시오. 필요한 경우 일주일 또는 한달에 몇 시간 

정도 누군가를 고용해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두 가지 비즈니스 회계 방법 중 하나

를 선택해야합니다. 이 두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입니다. 

현금주의 방법을 사용하면 수입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기록하고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기

록하게 됩니다. 

발생주의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까지 실제 돈에 

변화가 없어도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비즈니스 구조  

(단독 소유, LLC 등), 서비스 비즈니스 또는 재

고 유지 (제품) 여부 그리고 고객들에게 외상 판

매 여부 (외상 매출금)와 같은 요소들에 달렸습니

다. 

한가지의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약간의 세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조세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Nolo

는 "Cash vs. Accrual Accounting"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http://www.nolo.com/legal-
encyclopedia/cash-vs-accrual-accounting-29513.html.)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cash-vs-accrual-accounting-29513.html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cash-vs-accrual-accounting-29513.html


컨수머 액션(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다양한 언어의 소비자 교육 출판
물, 지역 사회 봉사 활동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
춘 옹호 등을 통해 전국의 사회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

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소비자 불만을 이곳으로 제출
하십시오: https://complaints.consumer-action.org/
forms/english-form 또는 415-777-9635 (중국어, 영
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상담)

안내문 제작처
컨수머 액션의 자금관리 프로젝트가 이 가이드를 제
작했습니다 (www.managing-money.org).

© Consumer Action 2017

유용한 자료
많은 비영리 단체들뿐만 아니라 연방, 주 및 지역 

정부 기관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은 일반적

으로 무료이거나 낮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미국 중소기업청 (www.sba.gov/800-827-5722) 은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위해 융자를 포함한 풍부한 

자원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력한 웹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이 기관은 지

역 현장 사무소 네트워크와 융자기관들 및 공공/

민간 조직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소규모 비

즈니스들을 지원합니다.

SCORE (www.score.org/800-634-0245) 는 자원 

봉사 조언자들로부터 무료로 기밀이 유지되는 조

언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기관입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 센터 (SBDC)  
(http://americassbdc.org/home/find-your-sbdc/)는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무료 정보, 교육과 마케팅, 

재정, 자본 모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입니다. 

기업 기회 연합회 (Association for Enterprise 

Opportunity (www.microenterpriseworks.org))와 파

트너 조직들은 사업의 시작, 안정화 및 확장에 어

려움을 겪고있는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

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개선 협회 (Better Business Bureau (www.
bbb.org/))는 윤리적인 비즈니스 운영, 광고 표준 

및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소수계 비즈니스 개발 기관 (The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https://www.
mbda.gov/))는 MBDA 비즈니스 센터의 전국 네

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미 상무부의 

기관이며 소수계 소유 비즈니스들을 성장에 필요

한 자본, 계약 및 시장에 연결시켜 줍니다. 

Entrepreneur.com (www.entrepreneur.com)은 창

업의 모든 측면에 대한 도움말과 가이드를 제공

합니다.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
irs.gov/businesses))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를 위

한 무료 세금 관련 정보, 양식 및 워크시트를 제

공합니다. 

Micro Business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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