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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이템을 발굴한 발굴자 정보 •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업체에 대한 정보



                정중동

글로벌 금융위기 5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선진국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금융위기 이후 고통을 덜어주는 모르핀처럼 돈을 마구 

풀었던 미국이 ‘출구전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세계 경제의 화두다. 유로존의 위기는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다. 침체는 

여전하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제 

활력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동력 역할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 중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내수시장의 경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4.0%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유로존 재정 긴축 속도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에 대비해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하여 한국 경제는 신흥 국발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 급변동 가능성이 있고 엔화 불안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이다. 한국경제는 또한 가계부채 부담이 아킬레스건인데, 이 역시 쉽게 

해결될 수 는 없다.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

경기 부진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회복은 낙담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소비자는 돈 들어갈 곳은 많고 쓸 만한 곳은 드물다고 한다. 웬만한 자극

이나 독특하지 않은 편익으로는 만족할 리 만무하다. 다 경험해 봤다는 것

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소비자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외식, 다이닝

외식에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명 불황이지만 곳곳에 줄 서서 먹은 음식

점들은 늘어간다. 유명 맛집들은 새로운 ‘목적 

방문지(destination site)’가 되어 가고 있다. 무슨 

2014년 경제 및 
              소비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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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무슨 거리 하며 특정지역은 맛집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맛집 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색되며 확산하고 있다.

최근 BCG의 ‘밀레니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 음식, 패션 

그리고 친구’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16~34세의 구매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젊은 세대들의 소비패턴을 보면, 음식점에서의 식사와 

음료 소비는 가전제품, 의류,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를 제치고 지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음식의 종류도 기성세대가 씨푸드나 스테이크를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패스트푸드, 캐주얼 다이닝, 테이크아웃, 아시안 및 

오가닉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다이닝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 다이닝 트렌드는 뇌과학에서 먹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단계가 

가장 낮은 쾌락의 단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 통했다는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단순한 즐거움을 추구한 셈이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치열한 

경쟁사회의 욕구불만이 먹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자예능

언제나 TV 예능 프로그램은 가장 핫한 주제들을 다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외 버라이어티나 여성 및 몇몇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저성장시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최근에는 남성

들의 이야기,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골든타임에 자리 잡고 있다. 초식남, 

싱글남성들의 합리화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가부장적 강한 남성에 

대한 희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아내나 엄마가 없는, 여성이 없는 상황과 아울러 현대문명의 

이기들이 없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 살아보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불편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해가며 멤버들의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가령, ‘아빠 어디가’ 역시 사실상 남자들의 이야기다. 낯선 곳으로 함께 

떠나는 아빠와 아이들의 여정이다. 여행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엄마의 부재 

이며, 문명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서투른 아빠와 천진난만한 아이와의 소통과  

교감의 과정이 인기의 비결이다. ‘나 혼자 산다’도 독거남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 사나이’는 실제 군인들과 동일한 훈련과 

군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집단의 엄격한 규율과 서열문화가 지배하는 

군대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그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고생담은 현대인의 

생존기에 해당한다. ‘바라던 바다’ 역시 남자의 가출을 소재로 삼고 있다. 

유부남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탈출, 일탈을 소재화한 것이다.

                커피점의 진화

커피점이 진화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공간이 부상하고 있다. 커피점은 

더 이상 사람들이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다. 도서관으로, 회사로, 

우리집 거실로 진화하고 있다. 오피스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 시작하여 

주택가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커피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그 이상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책읽기, 공부하기, 일하기 등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전업주부들조차도 자기 집에서 커피 마시는 대신 동네 

커피점을 향한다. 중고생들도 독서실이나 도서관보다는 학원 근처, 집 근처 

커피점에서 공부한다. 심지어 개인 과외도 집이 아니라 커피점에서 한다. 

집은 그야말로 사적인 공간,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며 손님은 철저하게 외부

에서 만남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소비트렌드 2

소비트렌드 3



이처럼 1시간 이상 머무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쾌적한 실내분위기, 청결 

상태, 인터넷 등의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다. 클래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진행하고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매장을 문화공간

으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음악공연 생중계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공연장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제공이다.  

갤러리형 커피점도 부지기수다. 세계적 명화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티타임이 

가능한 카페다. 해외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감상 

하며 일반 커피점을 즐긴다. 명화 화집이나 스토리북도 진열되어 있고, 

무료전시회가 개최되는 셈이다.

                케이블 방송의 힘

신선함으로 무장한 케이블 TV와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을 위상에 

도전하고 있다. 명성 있는 PD, MC, 아나운서들도 이동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상파에서 쉽게 도전할 수 없는 

파격적인 소재들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의 개성과 

입맛이 뚜렷해졌다는 반증이다. 더는 뭉뚱그린 소비자집단이 아니라, 개별

적인 소비자로 봐달라는 요구다.

케이블 TV는 몰아보기와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지상파 TV는 습관적으로 

틀어 두는 채널인 반면, 케이블 TV는 목적 지향성이 강하다. 그래서 집중

도도 높다. 그 결과 일부 프로그램은 광고가 완판 되며 광고수익률이 최고

치를 기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케이블에서 인기를 끈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이 지상파 방송으로 역수입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본방 

사수’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집 거실 TV

에서만 TV를 시청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터넷 방송도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의 재미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가장 영향력 있던 광고매체였던 지상파 TV가 유명무실

해져 가고 있다. 지상파 TV를 안 보니 방송광고 효과도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케이블 TV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대한 광고로 

변신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은 특정 상품에 대해 세밀하게 효능과 장단

점을 분석해 준다. 경쟁상품과 비교까지 한다. 가뜩이나 TV 광고를 잘 

보지 않는데다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낱낱이 파헤쳐진 상품은 발 빠르게 

해당 정보가 확산된다. 

미국에서도 케이블 방송이 2012년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의 시청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전문조사 기관 닐슨미디어 리서치에 의하면 

케이블 방송의 시청률은 48%로 7개 공중파 방송의 시청률 45%를 3% 포인

트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형태가 다양하고 표현 수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강점이 주효한 것이다. 

사람들은 냉정하게 콘텐츠만을 보고 평가

하기 시작했다.

소비트렌드 4



바야흐로 ‘창조’와 ‘혁신’을 만들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상품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소위 혁신적인 기업들은 왜 늘 혁신을 만들어내고, 혁신적

이지 못한 기업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문뜩 지나가다가 

떠오른 생각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해외에서 이제 막 시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디어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듯 아이디어를 발견

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 

신사업 아이디어는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꼭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넘어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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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매력적인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7가지 방법만으로 매력적인 신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좋은 아이디어가 눈에 띌 것이다. 

1. 마음을 오픈하라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마음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야 한다. 닫혀 있는 마음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 없고 좋은 아이디어도 탄생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마음을 여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도 자기 생각의 틀이 존재하고 그 바깥의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일쑤다. 물론 누구나 자기 생각의 울타 

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울타리가 너무 좁거나 

철의 장막처럼 너무 탄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생각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야 하고 울타리 자체가 잘 무너져서 

외부의 것들이 자주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2.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은 한 마디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시장의 판세를 결정하는 ‘소비 트렌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비 트렌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원한 

다면 반드시 시장 친화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마인드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혁신적인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는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3.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발견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는 수집된 정보의 수와 정비례한다.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디어가 더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요즘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채널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TV, 신문, 잡지,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자신이 설정한 영역 

바깥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므로 다양한 영역의 정보들을 되도록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영역의 정보 

속에서 뜻밖의 발견이 일어날 때가 아주 많다. 



4. 틈새시장을 발견하라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 틈새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틈새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좁은 틈을 찾기보다 잘 나가는 대로만을 찾기 

때문이다. 사실 눈에 잘 띄는 대로는 누구나 찾기 쉽다. 반면 틈새는 좁은 

골목과 같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빠르게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고속도로를 찾기 때문에 심각한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심각한 정체현상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길은 바로 큰 대로들 사이에 있는 좁은 골목들이다. 우리는 되도록 좁은 

골목으로 길을 나서야 한다. 좁은 골목은 찾기는 힘들지만, 경쟁자들이 

없어서 오히려 빠르고 편한 길이 될 수 있다. 새롭고 매력적인 아이디어는 

큰 대로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좁은 골목에서 발견된다. 대부

분의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좁은 골목에서 오히려 블루오션이 발견되고 

매력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찾고 두드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라

매력적인 신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서로 융합해 보는 것이다. 융합하되 되도록 많이  

융합해야 한다. 엄마가 아이를 배는 과정을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억 마리의 정자가 엄마 뱃속의 난자와 융합을 시도

해서 태아가 만들어진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이다. 융합의 시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융합의 성공률은 더 높아

진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이는 바로 

서로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영역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더 차별적이고 더 매력적인 것들이 탄생

할 수 있다. 새롭고 혁신적인 것은 항상 숨겨져 있다. 웬만해선 이런 혁신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혁신은 바로 우연한 연결과 뜻밖의 

융합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융합의 시도는 새로움의 

발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6.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오늘날 우리는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바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정보의 바다이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서로 연결해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인터넷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속에 떠도는 아이디어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대부분의 좋은 정보들이 영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시장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영역의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수시로 연결하고 손쉽게 융합을 시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사이트들도 등장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비전(www.bizion.co.kr)’과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7.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라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개인 혼자서 발견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즉 무리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많은 융합의 시도로 발견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어 시장에서 성공의 꽃을 피울 때까지 수많은 도전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의 단계는 개인 혼자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네트워크 속에 발을 담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초기의 아이디어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지속해서 더해지고 실험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해서 연결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에 자주 참여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아이디어의 공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이다.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명확한 지침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많은 사람이 이 7가지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해서 지금

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매력적인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국내에서도 

더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Ⅲ
2014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2010년 소상공인진흥원 신사업모델개발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주)리딩엠의 황종일 대표를 찾았다. (주)리딩엠은 

2010년 2월 창업을 하고 2010년 12월 서울 목동 지역에 점포(교육센터)를 

개점한 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나 2012년 결산기준으로 3억 4천만 원을 

달성했고, 금년도에는 4억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년 만에 직원 

수는 초기 1명에서 시작해 현재 대표 포함 9명으로 고용창출에도 공헌하고 

있다.

특히 3년 동안 상표, 특허, 저작권, 프로그램 등 총 12권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점포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진 노하우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그중

에서도 ‘독서 이력진단 방법과 그 시스템’은 국내에서 최초로 등록된 특허로 

황종일 대표의 독서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 추진 중인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의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황종일 대표를 만나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싣는다.

                창업동기와 배경은?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아파트 단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 지도, 헌책 나눠 읽기 등을 진행하면서 책이라면  

도망가는 아이들 때문에 상담을 해오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5분 이상 책을 읽지 못하거나, 만화책만 

좋아한다거나, 읽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특정분야의 책만 

좋아하거나,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책을 멀리한다거나, 게임에 

빠진 아이들, 독서능력이 낮아 그림책만 보려는 어린이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대체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학원 의존적인 학생이 되면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가계의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특히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 우리 아이가 제대로 

책은 읽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책을 얼마만큼  

읽었는지, 앞으로 어떤 책을 얼마만큼 읽혀야 

할지’ 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만든 솔루션이 

사업화 성공사례 인터뷰 
                ‘창업의 길을 찾다’

✽

www.readingm.com

lapomo@naver.com

(주)리딩엠 대표 황종일

Question



독서 이력진단이며, 이를 통해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책 읽기를 

하게 하면서, 덩달아 글쓰기 실력까지 쑥쑥 성장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

램의 제시가 교육부의 독서 이력관리 정책과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소개

현재 (주)리딩엠은 독서 이력진단 솔루션을 개발해 독서 

이력진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독서 이력진단이란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된 ‘독서 이력진단의 방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과거 독서 이력, 현재 독서분야 및 분량 

등을 진단해 독서 이력지수(RQ)를 산출하고 

독서교육의 목적인 흥미독, 정독, 다양독, 지속독, 

다량독, 잠재독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독서 이력진단과 분석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독서 이력진단을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표준 

화된 커리큘럼과 대안제시형 커리큘럼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 후 활동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편독을 

바로잡고 잠재독을 실현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해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쌓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자신 생각을 표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를 지도하는 리딩매니저의 경우, 책 읽기와 글쓰기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멘토로서 학부모와 학생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

하게 해내게 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쓴 글은 추후 출판으로 연결해 수익 

모델화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시 애로점과 극복사례가 있다면?

2010년 12월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를 목동에 오픈하기까지의 과정

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극복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2010년 특허출원을 하면서 통계를 잘 이해

할 수 있는 변리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결국 서울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했던 변리사를 찾아 다행히 특허등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

니다. 하지만 첩첩산중, 독서 이력진단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했는데, 제가 자금력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 1개월 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을 찾던 중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해 개발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목동에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를 오픈하고 난 후, 리딩매니저를 

채용, 교육, 배치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리딩엠에서는 주 5일 근무, 4대 보험, 

퇴직금, 3년 차 유급 안식휴가 2주일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당장의 임금인상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 필요 없으니 현재  

급여를 높여달라는 것인데, 저의 

경영원칙과 맞지 않아, 설득시키고 

교육하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들의 경우, 

한곳에 오래 근무하기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을 주기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uestion

Question



                사업운영에 필요한 독창성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특허 등록된 독서 이력진단과 차별화된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언급한다면, (주)리딩엠은 직원이 3명 

있을 때에는 10명일 경우의 인사정책을, 8명일 경우는 20명일 경우의 인사

정책을 미리 수립해 직원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부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왔는데, (주)리딩엠의 경우, 

유사동종업체와 비교해 차별화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사업방향 또는 목표는?

독서 이력진단 서비스를 기관고객, 개인고객으로 나눠 학교나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서울 도림초등학교 등 몇몇 학교에서 독서 이력진단 의뢰가 들어온 바 있습

니다. 올해 솔루션을 웹에서 구현해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목동에 있는 (주)리딩엠 직영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에서 이뤄지고 있는 독서 이력진단과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연간 매출액을 현재 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독서 이력진단의 국제특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육

센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잘 만들고 온라인 

시스템과 결합해낸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급여지급 시기만 돌아오면, 돈이 있는지 긴장하는 수준을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뽑지 않거나, 내보내면 곧바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축소 지향적 방법

보다는 질과 규모 측면에서 확대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공격적

으로 사업의 질적 고도화와 시스템

화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시험대가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며, 프랜

차이즈 사업화 성공을 목표로 삼았

습니다.

                대표자만의 차별화된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1년 이상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것이 주효한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시장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틈새 시작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던 것도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들, 

고객들과 잘 소통해왔던 점도 차별화된 성공 포인트 이고요. 특히 독서시장

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던 욕심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더 나은 조직운영,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의 발전 정도에 맞춰 개선해왔던 것도 구성원간 

신뢰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월 도서구매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점도 적중해 지금은 도서관 기능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교육센터가 자리매김 되었고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반응도 매우 좋은 편입

니다.

Question
Question

Question



                  예비창업자가 해당 분야사업을 창업할 때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경험과 전문성, 입지조건, 초기 비용, 인테리어, 프로그램의 차별적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업 아이템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무엇

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건강, 미용, 광고, 

사진, 청소, 부동산, 외식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유망 창업아이템이 쏟아

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종과 아이템이 자신에게 잘 맞고 어울

리는 옷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찾을 때, 백화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충동구매하듯이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아이템이 나와 잘 어울리는지, 

그 아이템으로 사업한다면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수익이 많이 나는 아이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 아주 쉬운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돈은 조금 벌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며, 열정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 내용 ▲ 선택 ▲ 행동 ▲ 전략 ▲ 활용 ▲ 지속가능성 등 

5대 핵심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며 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하고,  

선택을 잘해야 하며,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별, 단계별 실현 가능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며, 소상공인들

에게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 전 1년은 준비에 몰입하고, 창업 후 1년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하며, 창업 후 2년째는 안착화 단계에 진입하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3년 차는 내실을 더욱 다지고, 추후 5년을 다시 준비

하며 시스템을 정비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면서 업그레이드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엠의 미래와 예비창업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리딩엠은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의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에도 나름대로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특정 주제에 대해 쓴 글을 부모님이 집에서 함께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스마트 tv 등을 통해 읽으면서 함께 얘기 나누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토론하는 모습이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노력해나갈 것입

니다.

먼저 창업하고, 아직도 미완성인 성공을 성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로서는 예비창업자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이 들어가고,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진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과도한 위험성을 줄이면서 항상  

지속가능성을 견지한다는 자세로 3년을 

진득하게 버티고 나간다면 꼭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Question

Question



맛보기 아이템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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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셀프 웨딩 

스튜디오
│발굴국가│  일본

│홈페이지│  http://gratz.jp

01.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이 서비스는 셀프웨딩촬영에 적합한 럭셔리한 컨셉 및 영화 세트장에 

버금가는 완성도를 갖춘 스튜디오로 ‘의상대여-셀프촬영-앨범제작’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  기존의 웨딩스튜디오 및 셀프스튜디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럭셔리 컨셉과 원스톱 서비스를 접목하여 웨딩스튜디오의 높은 비용을 

해결하고 셀프스튜디오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퀄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셀프촬영이지만 다양한 컨셉의 배경을 갖춘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야외촬영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 예비부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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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사진을 

입힌 가구
│발굴국가│  네덜란드

│홈페이지│  www.thisismykea.com

02.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IKEA 가구 위에 입힐 이미지를 실사 출력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출력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자신만의 디자인을 갖춘 가구를 제작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한 가구를 바꾸지 않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제품에 맞는 사이즈로 완벽하게 재단하여 주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이트상에서 판매하는 

디자인을 구매할 수도 있다.

•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를 사이트상에 올릴 수 있으며 그 디자

인을 다른 구매자가 구매하였을 때는 10%의 이미지 사용료를 개인

에게 지급해주는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와 재이용률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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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치료해주는 

플랜트 병원
│발굴국가│  터키

│홈페이지│  http://www.planthospital.biz

03.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많은 식물이 일반인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토양을 바꾸거나 특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화분에 담긴 식물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시킨 뒤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특별한 치료법을 통해 다시 살릴 수 있다. 식물을 병원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식물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식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각종 시술을 현장에서 진행한다. 그린도시, 녹색기업

이라는 현대의 추세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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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식 식재료 

주문·배송
│발굴국가│  미국

│홈페이지│  http://www.destinationdinners.com

04.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세계 각국의 음식 고유의 재료와 향신료를 키트/요리팩 단위로 

소량씩 제공한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의 향신료 및 

요리재료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각종 이국적인 요리들을 요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기만의 취향을 좋아하는 개성시대와 웰빙문화의 트렌드를 요구

하는 미식가들의 소비욕구를 반영한 사업이다. 여행의 대중화로 

이제는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즐겨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사업형태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한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모델로 잠재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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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 판매 

웹사이트
│발굴국가│  영국

│홈페이지│  http://www.payasugym.com

05.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충동적으로 헬스장 정기 이용권을 3개월~1년 기간으로 구매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

하여 다수의 헬스장 정보를 모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원하는 헬스장을 부담없이 접해볼 수 있는 1일 이용권과 5일 이용권,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 달, 세 달 정기이용권 

등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절약을 함과 동시에 장소의 선택이라는 

재미를 부가시켜 줄 수 있다. 헬스장으로부터의 수수료가 주 수익금

이기 때문에 많은 헬스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www.visitthailand.or.kr



043

P
A
R
T
1   맛

보
기

 아
이

템

042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찾아가는 캠핑 기획

서비스
│발굴국가│  미국

│홈페이지│  http://suburbancampsite.com/

06.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다양한 캠핑을 기획하여 준비해 주는 

사업이다. 각 가정의 뒤뜰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텐트, 침낭, 침대, 

조명 심지어 야외영화 상영장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획하여 

대여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다. 

•  기존의 캠핑장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의 붙박이식 텐트와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었지만,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세팅해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은 없었다. 캠핑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초기 장비 비용 부담 없이 집 뒤뜰이나 근처 녹지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트, 가족모임, 소규모파티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캠핑을 

기획하여 고객들의 차별화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blog.samsung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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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물리치료

재활전문 센터
│발굴국가│  미국

│홈페이지│  http://woodstockveterinaryclinic.com/

07.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일반적인 동물병원과는 달리 애완동물의 물리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애완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뼈가 

부러졌거나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틀어진 뼈를 제대로 맞춰주거나 걷는 훈련 등을 

통해서 애완동물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고 여기에 심리치료와 

신체기능 회복 서비스까지 다양한 대체치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  국내에도 애견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병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사업은 기존 동물병원들의 물리

치료와 재활치료라는 전문영역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애완동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정착할 것이며, 경쟁이 

치열한 기존의 동물병원 사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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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를 접목시킨

인디 영화관
│발굴국가│  미국

│홈페이지│  http://reruntheater.com

08.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옆 사람과 대화를 하고 먹고 마실 것을 즐기며, 자유롭게 인디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일 다른 인디영화를 상영하며 금요일은 7시 반과 

9시 45분 두 번, 다른 요일은 한 번의 상영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  국내에 있는 멀티플렉스상영관에서도 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Bar를 접목시켜 대화가 가능하게 한 곳은 없다. 이곳은 주류와 안주를 

즐기며 인디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단순히 외부에서 구매해온 스낵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문 

주방장을 두고 안주를 판매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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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결제하는 

후불제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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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국가│  한국

│홈페이지│  http://tourcom.co.kr

컨셉 및 특징

•  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금액을 결제해야 했던 기존 여행사와는 달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적립된 금액에서 최대 200%까지 금액에 

해당하는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행이 만족스럽게 되었을 때 

나머지 잔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납부하는 신개념 여행 아이템이다.

•  본 아이템은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목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계획적인 소비를 도와주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족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진정한 고객중심의 

멤버십 여행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추가비용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고 연령층의 효도관광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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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과 주인이

함께하는 애견 펜션
│발굴국가│  한국

│홈페이지│  www.dogpen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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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반려동물인 애완견들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펜션으로 애완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애완견의 종류와 숙박, 식사를 실시간 조회한 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다. 애완견과 주인을 위한 수영장, 바비큐, 인터넷, 음료수 등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없는 불편함을 해결한 아이템이다. 주 고객층은 반려동물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특히 20대~30대의 나 홀로 

가구 또는 2~3인 가구가 주 이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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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스타일 반찬 

도시락 전문점
│발굴국가│  한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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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엄마가 아이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듯이 여러 종류의 반찬을 

초밥의 형태로 밥 위에 얹었다. 사서 먹는 도시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시각적으로도 영양적으로도 뛰어나다. 돈가스에 

닭봉에 불고기, 새우, 참치 등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어 질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  한식 도시락 메뉴들은 매장 위주로만 운영되어지던 식문화를 바꿔

놓고 있다. 간단한 밥 요리 들을 특수 제작한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이 쫓기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발전되는 포장용기 기술력은 디자인이나 기능성을 높여 테이크

아웃 시 맛의 변질을 막고 보관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수요층을 

넓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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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멀티샵
│발굴국가│  한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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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임산부들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임신부터 출산

까지의 과정을 평생 간직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산부 

전용 멀티숍은 이러한 임산부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전문 포토샵과 요가, 마사지 등을 한 매장에서 운영하는 

사업 형태이다.

•  임산부 전용 멀티샵은 임산부만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인근 산부인과 등 과 

연계한 공동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좀 더 다양한 수익 구조와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http://yy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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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자동 선물 

배송 서비스
│발굴국가│  미국

│홈페이지│  www.nevermissg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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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아이의 나이, 생일 또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을 등록하면 1년 

중 아이에게 선물이 필요한 날짜에 예산과 일치하는 다양한 선물을 

추천해주고 판매·배송해주는 사업이다. 1단계에서 각 자녀에 대한 

프로필을 설정하고, 2단계에서 아이의 선물을 매칭시켜주며, 3단계

에서 결재 승인된 선물을 배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바쁜 현대인들은 가까운 친척, 조카들의 선물을 챙기기 힘들지만 

본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중요한 

생일, 기념일들을 챙길 수 있다. 아이의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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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식사 배달사업과는 차별화된 ‘아페리티프(식전주)’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고객은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며, 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지급된다. 

GPS를 통해 고객의 위치가 파악되며, 자전거오토바이 등에 능숙한 

배달원들을 통해 일정 시간 내 배달을 원칙으로 삼는다.

•  와인, 맥주, 위스키 등의 다양한 주류와 치즈, 올리브, 절인 햄, 빵 등의 

곁들이는 안주로 구성된 박스 메뉴를 구비하여 

직접 술집에 가야 하는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집에서 파티할 때 편리하게 분위

기를 낼 수 있다는 점으로 고객들에게 어필 

할 수 있다.

아페리티프(식전주) 

배달 사업
│발굴국가│  프랑스

│홈페이지│  www.lappero.com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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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다큐멘터리 

제작 서비스
│발굴국가│  영국

│홈페이지│  http://www.personaldocumentarie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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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이 아이템은 한 개인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 만들어주는 서비스이다. 단순히 생일이나 결혼식에 이벤트 

촬영이 아닌, 본인의 이야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추억, 에피소드, 평가 등을 다큐멘터리로 엮어준다. 옛날 사진과 

비디오 등을 함께 편집하여 CD로 제작하여 간직할 수 있게 해준다.

•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SNS 등을 통해 남과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며, 환갑을 

맞은 부모님이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부부, 퇴직을 앞둔 

은퇴자와 같이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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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극장
│발굴국가│  한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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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기존의 자동차 극장은 개인의 차를 가져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시스템

이지만, 이 아이템은 임대공간에 리모델링한 폐차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일반 자동차 극장과 같은 형태이지만 배차된 자동차에 

타기만 하면 아늑한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영화관처럼 

많은 인원이 한 번에 관람이 가능하다.

•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자동차 극장이 존재하지만 차가 없는 소비자는 

자동차 극장에 갈 수가 없기에 자동차를 배차하여 새로운 형태의 

영화관을 만든다면 새로운 분위기를 찾는 고객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사진출처 : https://www.cinec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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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 카페
│발굴국가│  캐나다

│홈페이지│  http://www.winnipegfree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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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뉴스 카페’는 말 그대로 방송을 보도하는 카페이다. 카페에서 방송

하는 실시간 영상은 웹 사이트를 통해서 그대로 방영된다.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과 같은 라이브 방송이 손님들이 많은 뉴스 카페에서 

진행되고, 이 방송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이다. 손님들은 

방송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고, 때로 유명한 연사들이 출현하게 

되면 그들에게 사인도 받을 수 있다. 

•  현재 카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특별하고 더 차별적인 

신개념 카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스 카페’는 

온·오프라인의 조합으로 더 많은 고객을 매장으로 이끌게 하는 

원동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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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서 즐기는 

캠핑 보트
│발굴국가│  카타르

│홈페이지│  http://www.thediplomatic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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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이 아이템은 일반 캠핑장들과는 달리 물 위에 떠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캠핑장이다. 물 위에 떠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비큐 파티 시설이 잘 갖추어진 캠핑 보트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캠핑 보트에는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대형 파라솔과 위급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명보트 등도 잘 갖추어져 있다. 

•  국내에서 캠핑은 가장 강력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있다. 캠핑 관련 시장과 아웃도어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이색적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 아이템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 

요소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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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이미지를 벽지로 

제작하는 서비스
│발굴국가│  영국

│홈페이지│  www.wallpapermural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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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고화질의 벽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벽지를 벽화라는 개념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고객이 

원하는 사진으로 만들지만, 더 나아가서 최신 현대 스타일에서 

클래식까지 모든 가능한 장면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제품들은 벽지 소매점, 레스토랑, 사무실, 분위기 있는 Bar 등이 

주요 공급업체이며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상업용, 가정용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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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전문 청소 

서비스
│발굴국가│  한국

│홈페이지│  http://www.coldcare.co.kr

20. 
PART Ⅰ

▶▶ 맛보기 아이템

“
”

컨셉 및 특징

•  냉장고만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서비스로, 가정용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 냉장고와 관련된 모든 청소 

서비스를 수행한다. 

•  매일매일 사용하면서도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냉장고라 할 수 있다. 천연 세제를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냉장고 내·

외부를 청소하며, 냉장고 청소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책임져주는 특별한 신사업 비즈니스로 특히 청소뿐만 아니라 

냉장고 정리까지 대행해주어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베스트 창업 아이템

PART 2



Theme 1.건강·웰빙
01   노인 가정방문 건강진단 서비스

02   몸으로 표현하여 치유하는 힐링모션

03   심리 상담 테라피 카페

04   세제를 리필해주는 친환경 리필샵

05   한의사가 만드는 맞춤형 티 카페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항상 존재해

왔고 또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니즈의 수준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어설픈 제품과 서비스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능과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건강·웰빙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01.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노인 가정방문 
건강진단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이형민 (비전컴퍼니)

010-6877-0341 / ceo@bizion.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Professional HealthCare at Home

업      종 의료서비스업

발굴지역 미국 캘리포니아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professionalhc.com

요 약

이 아이템은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진단해주는 ‘홈 메디컬 케어 서비스’ 

사업이다. 노인들은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아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주기적인 진단과 케어가 있어야만 건강을 오래 유

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이 건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더욱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컨셉 및 특징

이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된 노인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체크 리스트에 나와 

있는 항목의 건강 진단 내용들을 잘 조사해서 기록해주고, 필요할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치료 과정을 잘 체크해서 이들이 쾌유 

할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 재활치료 중인 노인들도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체크와 진단을 통해 재활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는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에게 대단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의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볼 형편이 안 되는 

바쁜 직장인들이 홀로 거처하시는 부모님을 간접적으로 보살펴드릴 수 있는, 효(孝)의 

중요한 연결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와 목욕 등을 서비스해주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여나가고 있어 보급률이 

빨라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건강을 체크해주고 전문 의료진을 연결

해주는 서비스, 재활치료와 가정 방문 질병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이 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의 

사업임을 말해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전문 ‘홈 헬스케어 서비스’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 

 www.professionalh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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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국 독거노인의 수는 120만 

명에 달한다. 복지정책 담당자와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독거노인들이 신체적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전국 65세 이상 독거노인 120만명(2010년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중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인구는 15만 명으로 12.5%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점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수혜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 중에서 ‘노인 돌보미’와 같은 일대일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가 92%에 달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노인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입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노인 가정방문 건강진단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노년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노인들이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불 하도록 한다면 대상 고객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수의 

노인들은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정부, 의료 서비스 기업, 병원들의 경제적 지원이 전제될 

때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의 지원이 이 분야에 확대되어야 

하고,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반드시 증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병원, 보건소, 지방 의료원들도 모두 나서 이 서비스를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건강

보험통계연보’를 보면 2011년 총 건강보험진료비는 46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체 인구의 10.5%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 약 518만 명의 

진료비는 15조 3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했다. 

2011년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96만원으로 7년 전인 2004년보다 2배나 

증가했고, 노인진료비 총액으로는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 94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1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만 3천개에 육박해서 2007년보다 6천개소가 증가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버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국내 실버시장 규모가 2010년에 44조원에서 2020년 149조원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10~2020년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12.9%로 전체 산업 평균 성장률 4.7%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독거노인들의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 셋째, 노인들 대상의 

각종 의료 서비스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넷째, 노인 가정

방문을 통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성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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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점

- 홈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개발 미흡

- 서비스 네트워크 및 협력 시스템 부족

-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

-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 충분한 자금의 부족

2) 위협

- 전국 보건소 ‘노인 돌보미’ 서비스 확대

- 전국 복지 단체들의 동일 서비스 사업 진출

- 대형병원 및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참여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감소

- 낮은 시장진입 장벽

3) 통합

- 대표성을 갖는 서비스 브랜드 개발

- 경쟁력 있는 홈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개발

- 수준 높은 서비스 네트워크와 협력 시스템 개발

- 각종 복지 서비스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의 제휴 강화

-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3    리스크 분석

1) 창업 준비 투자내역 : 2,900만원

  ① 온라인 사이트 개발 - 1,000만원

  ② 회사 브랜드 및 CI 개발 - 300만원

  ③ 서비스 기획 및 콘텐츠 개발 - 500만원

  ④ 서비스 네트워크 및 협력 시스템 개발 - 500만원

  ⑤ 브로슈어, 명함, 판촉물 제작 - 300만원

  ⑥ 예비비 - 300만원

2) 창업 후 투자내역 : 2,500만원

  ① 온라인 광고비 (3개월) - 500만원

  ② 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비 (3개월) - 500만원

  ③ 운영 및 관리비 (3개월/무점포) - 300만원

  ④ 인건비 (3개월/1인) - 450만원

  ⑤ 온라인 시스템 리뉴얼 (1회) - 300만원

  ⑥ 예비비 – 450만원

이 서비스에서 회원 1인당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즉 객단가는 해외의 사례를 

기초로 매달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 비용은 한 명의 

고객이 노인 가정방문 건강진단 서비스를 신청해서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다. 물론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치료 후 재활치료 도움 등의 부가 서비스는 제외 

된 금액이다. 고객이 지불하는 10만원의 비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제하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약 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초로 

이 아이템의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다. 

4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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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위 예상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까닭은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서비스 가격이 고객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 

둘째, 가격대비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좋다는 점, 셋째,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

하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넷째, 서비스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자녀나 친인척 또는 지자체 보조비 등을 통해 지불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회원수 10명 30명 50명 70명 90명 100명

매출수입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1)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이 다른 서비스들과 다른 점은 바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을 집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2) 질병치료 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질병치료와 건강개선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함께 제공

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가장 알맞은 의사와 연결시켜서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개선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3) 의료기관, 정부, 기업의 협력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수요자인 노인들의 재정만으로 운영하는데 분명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의료기관들의 ‘재가노인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각종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었을 때 더욱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광고 및 판촉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포털

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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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다른 노인 돌봄 서비스와 확실하게 다른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밋밋

하고 비슷한 서비스 내용을 되도록 숨기고 확실하게 다른 강점을 부각시켜서 

매력을 한껏 뽐내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할인 및 무료행사, 사은품 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판촉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이 아이템의 서비스를 되도록 

많은 노인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판촉행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특정한 기간 동안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행한다면 아마도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객응대

고객 응대 서비스는 사업 초기나 사업 운영 중 언제든지 항상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사업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고객을 언제나 왕처럼 모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고객이 최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아이템은 고객의 니즈를 섬세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특징이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고객을 상대하되 고객에게 너무 과하게 지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객에게 항상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고객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타겟 고객을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한정

타겟 고객이 명확하다는 것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관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들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질병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성공 포인트

이 서비스는 노인들의 질병예방 지출 비용을 늘림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2) 주요 서비스로 ‘노인 가정방문 건강진단’ 서비스에 집중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노인 가정방문 건강진단’

이라는 전문적인 서비스라는 점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적인 건강진단 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개선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3) 전문적인 홈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전문적인 종합 ‘홈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데 있다.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진단만 제대로 해줘도 국내 홈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다양한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

들이 훨씬 더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

4) 이용자들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

이 사업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매력

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서비스 비용을 자녀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정부 또는 

제휴기관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익구조를 통해서 

이 사업은 국내에서 확실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5) 정부,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과 전략적 제휴

이 아이템이 더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복지단체 그리고 각종 

의료기관들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노인들의 재정 부담이 

줄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원금과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02.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몸으로 표현하여 

치유하는 힐링모션
“

”

발굴자 정보

이지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디’)

010-4341-6465 / jeyounlee@projecteddy.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힐링모션

업      종 건강서비스업

발굴지역 서울 마포구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http://cafe.daum.net/idamotion

요 약

일반적으로 심리상담가라고 하면 미술, 음악 분야와 연계된 예술치료를 떠올리

지만 힐링모션은 무용·동작을 통해 몸과 마음의 행복을 찾는 예술심리치료이다. 

힐링모션은 최근의 힐링 트렌드와 맞물려 틈새 산업의 하나로 손꼽힌다. 스트레

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심리치료는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힐링모션은 심리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컨셉 및 특징

예술심리치료 서비스의 하나인 힐링모션은 2008년 무용·동작심리치료사 한지영 

대표가 설립한 <바디투소울>을 모태로 하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동작치료, 모션테라피, 

댄스테라피라 부르기도 한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아동, 회사원, 장애우 부부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

되었다.  

힐링모션은 환자의 심리상태를 신체적 행위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직장인들의 인간관계 개선문제, 가족들의 

대화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 

cafe.daum.net/ida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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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간, 위로, 치유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면서 ‘힐링’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웰빙과 함께 정신건강이 강조되면서 힐링을 추구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데 기인한다. 또한 싱글족의 증가로 인해 일상적 

관계 속에서 위로받기가 어려워진 현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70만 명이었던 정신질환 환자는 2010년 

231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또 2010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3.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힐링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내에 등장한 힐링모션은 기존의 ‘명상’과 ‘요가’에 ‘치유’가 더해져 신체와 

감성 모두를 아우르는 ‘퓨전 힐링 케어’로 앞으로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 사례: 템플 스테이 방문자수는 2005년 5.1만 명에서 

2011년 21.3만 명으로 증가했고, 힐링 관련 상표출원은 2008년 26건에서 2011년 

72건으로 급증했다) 

1) 힐링 트렌드

최근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하고 바쁜 세상에서 나를 떼어놓는 일종의 치유 

관련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산업 규모도 매년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그 트렌드는 ‘에코’에서 ‘웰빙’으로, ‘웰빙’에서 다시 ‘힐링’

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차 ‘비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신과 신체의 관리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힐링을 위한 소비도 늘고 

2    성장성 분석

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힐링 상품이나 서비스

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힐링 공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사업아이템으로 

힐링을 내세운 업체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행이나 체험 등을 통한 힐링은 이벤트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힐링을 통해 일과 휴식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와 비슷한 

주거 공간, 오염되지 않은 물, 자연에서 온 식품 등이 힐링의 시작이다. 

이렇듯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지만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최근 재조명

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자연’에 집중해온 업체들 역시 

각광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힐링모션처럼 치유의 본질을 지켜가되 조금 더 

생활밀착형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다.  

2) 기업문화에 스며든 힐링 교육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한국 기업의 6대 경영 이슈 중 하나로 ‘마음관리: 

치유와 격려’를 꼽았다.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 온 기업들이 직원

들의 마음 관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일찍이 애플, 구글, 제너럴밀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삼성, 효성 등 대기업들도 앞 다투어 직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명상은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을 

높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마음 수련법이었던 

‘명상과 호흡’이 웰니스 경영의 핵심 기술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힐링은 기업 발전을 위한 투자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즉, 앞으로 힐링

모션과 같이 프로그램은 여러 기업에서 자사의 임직원들의 힐링을 위해 한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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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진행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서 힐링모션은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1) 약점

- 생소한 신사업으로 소비자 인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 정신 케어라는 분야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 

- 기존에 없었던 사업으로 초기 세팅에 많은 비용과 시간 필요 

- 전문가 양성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점 확장이 쉽지 않음 

- 다양한 제휴 프로그램과의 폭넓은 관리 필요 

2) 위협

-  전문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의 경쟁업체들

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음

- 소비자 인식이 늦어질 경우 홍보비 과다 지출 가능성 

- 검증되지 않은 치유법으로 그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음 

- 트렌디한 사업으로 힐링 트렌드가 사그라질 경우 시장에서 잊힐 수 있음 

- 장기간 수강하기보다는 단기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 

3) 통합

-  창업초기에는 생소한 ‘힐링모션’이라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인식을 많은 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힐링 트렌드 키워드에 맞추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알리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힐링모션’ 자체가 워낙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효과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쟁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힐링모션’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함께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  정신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힐링모션’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다. 

정신병이 아닌 정신 케어의 주치의로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에 눈높이를 맞추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프로그램 특성상 단기 수강생이 많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힐링모션’ 사업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치유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예방과 관리 차원의 접근을 

통해 평생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을 케어해주는 곳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힐링모션은 트렌디한 사업으로 힐링 트렌드가 주춤하고 새로운 헬스케어 트렌드가 

등장했을 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힐링모션 전문 트레이너

들을 빠르게 양성하여 전국적으로 분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마켓에 하나의 장르로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15평(50m²)

보증금 2,500만원 상업지구 기준

임차료 100만원 개점 1개월간 기준

인테리어 1,000만원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홍보비 300만원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기타자재비 300만원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예비비 1,000만원

인건비

메인 강사 300만원 1명

보조 강사 180만원 1명

외주(연계) 200만원 프로그램 연계 / 한 달에 2번

합 계 5,880만원 B급 상업시설 지하, 3층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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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석

힐링모션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초기 투자자금에 있어서도 장소만 

잘 설정한다면 임차비와 약간의 인테리어비, 홍보비만 투자하면 된다. 오픈 

시에는 대표가 강사가 되어 혼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감된다. 

제품 제조비가 들지 않고, 재고가 생기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정비 관리만 

잘한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 아이템을 각종 매체에 광고하여 입소문을 내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가정상담소, 학교, 임산부와 같이 특정 고객층을 

골라 타켓 마케팅을 한다면 광고홍보 비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달 단위의 수업 과정을 개설한다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힐링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나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한 학교, 혹은 가정, 

병원과 같은 곳에 B2B 서비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힐링모션은 아직 시장이 넓지 않은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몇몇 비슷한 부류의 

사업들이 힐링모션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트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댄스치료 등은 그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지향한

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힐링모션이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힐링모션은 치료, 치유에 중심을 두어왔다. 다른 유사 힐링프로그램

들도 예방보다는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힐링모션은 치유 시스템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에서 더 나아가 예방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 병원, 직장에서부터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 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힐링모션은 발병이후의 치유가 아닌 생활 밀착형 정신건강 코치로, 

나아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예방의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 주치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시기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 주치의가 할 수 있는 차별

화된 경쟁력이다. (청소년기에 이성 문제, 취업준비생의 취업 준비, 결혼시기의 

자금 마련, 은퇴노인의 외로움 문제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힐링 모션이 개발되어 동작 치유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맞춤형 힐링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를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힐링 문화를 선도하는 힐링모션이 될 때 다른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힐링모션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갈등과 불만을 경험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인생 상담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기 시절부터 단골 고객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 못지않게 스트레스와 갈등에 시달린다. 주의력 결핍 장애아나 

난독증이 증가하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학교에서 

아이의 정신 케어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떨까? 아마도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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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어릴 적부터 이러한 방법들을 경험

한다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회사에서부터 힐링모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기업의 최고 관심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결 문제이다. 스트레스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내에 긴장 

관계를 조성하여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힐링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아사히 맥주는 직원들을 위해 히로시마 현에 21.6km 면적의 숲을 조성

하여 지역 사회는 물론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힐링 해주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즉 힐링모션은 앞으로 고객과의 일대일 케어는 물론 다양한 업종, 계층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활동들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이 온라인에 반영되어야만 추후 잠재 고객들이 ‘힐링모션’

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힐링’ 코드로 다가가다.   

만약 힐링모션이 ‘동작치료’, ‘무용치료’, ‘정신케어’ 등으로 명명되었다면 사람

들은 지금처럼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드롬이라고까지 불리는 현상인 ‘힐링’

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힐링모션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해보고 싶어 한다. 사회적인 성숙은 신체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힐링모션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 저렴한 투자비 

힐링모션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한복판에 교육장을 오픈하지 않는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A등급의 상업 지구에 교육센터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먼저 일단 힐링 테라피스트로 본인을 브랜딩하여 문화 

센터나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일일 강사로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이를 통해 

경험도 쌓고 단골 수강생도 확보한 뒤에 교육 센터 장소를 얻고 보조 강사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개인이 곧 브랜드다.  

힐링모션과 같이 교육을 주제로 하는 사업은 그 강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 힐링모션의 대표인 한지영 대표의 경우에도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유명 인사가 된 뒤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힐링모션과 유사한 사업을 창업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 개인의 

인지도가 높고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성공의 문턱에 반은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4) 다양한 고객층  

힐링모션의 고객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센터에서 매월 

교육생을 두고 가르치거나,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이 있는 회사로 강사가  

찾아갈 수도 있다. 또한 사춘기, 갱년기, 임산부, 직장인, 텔레마케터와 같이 

그 고객층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힐링모션’은 B2B부터 

B2C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5)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 

힐링모션은 무용치료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미술과 결합된 아트치료

까지 겸하고 있다. 그만큼 힐링모션은 ‘힐링’, ‘정신케어’, ‘몸과 마음의 조화’라는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접속이 가능하다. 즉, 앞으로 힐링

모션은 단순히 ‘모션’이라는 키워드 속에 갇히면 안 되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과의 결합을 통해 토털 힐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성공 포인트



03.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심리 상담 

    테라피 카페
“

”

발굴자 정보

홍성호 (프로벤처링)

010-6411-2202 / elvishong@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THERAPY

업      종 건강서비스/외식업

발굴지역 체코 프라하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cafe-therapy.cz

요 약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정신과 신체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각종 증상

이나 질병을 초래하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테라피 카페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는 곳이다.

컨셉 및 특징

테라피 카페는 언제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장소이자 갈증을 해소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식사와 음료를 팔면서 사람들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한다.

자신을 위해서, 또한 배우자·가족·친척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대

표자가 직접 조언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시민협회에서 나와 예방운동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자선활동을 한다. 컨퍼런스 룸을 레스토랑 뒤쪽에 배치하여 회의를 

하거나 휴식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피로연, 기업행사, 교육, 기자회견 등 다양한 목적

으로 제공한다.

부모를 위한 상담, 도자기 제작, 초 만들기 등의 미술 치료 수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

회와 협력하여 중독자의 회복, 갱생지도 등을 하며 그들이 만든 공예품을 카페에서 판매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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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1) 시장의 특성

최근 심리 상담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도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커피전문점 매장은 2013년 현재 기준 15,000개로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원이다. 생과일주스나 베이커리, 이색카페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도 5,000~15,000개는 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는 ‘테라피’ 컨셉을 가진 

카페가 전체카페의 5%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스트레스 치료(힐링)에 대한 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분노나 황당함 등의 감정조절로 어려움에 있는 고객 

등 마음과 영혼의 평온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고객이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3,508명(남성 1,750, 여성1,758)을 대상으로 우선

으로 원하는 건강지원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병으로 드러나는 치료에 대한 

수요가 (57,1%)로 제일 많지만 일과 가사를 함께 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지원

(27.2%), 주기적으로 우울증을 검진하는 제도 도입(10.9%), 비만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 강화(3.4%), 자살할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관리(1.3%)

등 42.8%가 심리적 문제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    성장성 분석

1) 심리치료 수요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울증 진단 건수는 

38.9% 증가했고, 진료비도 354억 9,000만원 늘어났다. 이는 2008년을 기점으로 

경제 한파를 겪으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급증한 것도 있으나, 심리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쉬쉬하며 넘기던 개인의 

심리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심리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뉴스와이어 2013. 05. 10 ]

2) 힐링 관련업 성장세

 - 템플스테이 :  전통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대표적 힐링 프로그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02년만 해도 내국인 

참가자가 1,299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6만 1,417명, 2008년 9만 

2,694명, 지난해 18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 천주교 피정 :  묵상과 침묵기도 수련과정인 천주교 피정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2005년 88곳이던 전국 

‘피정의 집’은 지난해 133곳으로 늘어났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재충전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다. 

 - 여         행 :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감소여행, 성장기 자녀를 위한 힐링여행, 부부

대화 힐링여행, 불면증 극복 힐링여행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이 밖에 

힐링투어, 노마드투어 등 힐링 전문 여행사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 치 유 센 터  :  강원 횡성 숲체원, 경기 양평 산음휴양림, 전남 장흥 우드 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숲체원은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청태산 해발 850m에 

조성된 ‘치유의 숲’으로 해발 920m까지 이어진 국내 유일의 데크로드

(편안한 등산로)가 눈길을 끈다. 숲체원에는 고혈압, 아토피 등 질환뿐 

아니라 게임·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다. 



101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100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숲체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3만 명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 리 조 트 :  힐링리조트를 표방하는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는 숲 전문가와 

함께 리조트 내 숲을 다니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힐링 열풍에 힘입어 

산림청은 2017년까지 전국 30여 곳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1) 약점

-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개발 미흡.

- 상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의 전문가 구인의 어려움.

- 장기적인 상담 필요 시 고객이 느끼는 비용 부담.

- 치료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컨셉을 이해시키고 인지도를 높이는 시간 소요.

2) 위협

- 다양한 유사업체 : 템플스테이, 각종 상담센터 등

 - 다수의 커피전문점과의 경쟁  - 지자체 및 기관들의 사업 참여

 - 높아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 후발주자의 모방이 쉬움

3) 통합

 -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 구비 ( ex. 상담치료사, 바리스타 등 )

 -  요일별 치료 진행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ex. 월, 수, 금 : 미술치료 / 

화, 목 : 음악치료 )

 - 고객과의 친밀도 형성으로 단골 고객 확보

 - 개인 맞춤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커플, 가족형태, 직업, 연령 등에 따른 프로그램 제안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여러 형태의 성격유형검사(KEPTI, MBTI, DISC 등)를 통한 과학적 분석과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 그리고 심화된 개인 심리상담 등을 진행함에 

따라 음료만 판매하는 것보다 객단가는 높으나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을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인건비가 같이 높아진다. 상담사와 치료사의 

인건비를 시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서 고정비를 

줄인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대표자의 역량에 따라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음료의 가격은 부대수익의 

창출의 유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 업체와 비교하여 평준 하향화하는 것이 좋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구분 15평 30평 내 용

포스설치 및
오픈용품

300만원 300만원
포스시스템 구축 ,

유니폼 및 오픈배너 , 오픈 이벤트

간  판 400만원 500만원

메인외부간판 (기본 3.2x1.2m)

잔넬 텍스트 LED조명 : 추가 m당 60만원

메뉴간판, 내외부 사인물 일체

인테리어 2250만원 5500만원

바닥공사, 목공공사, 설비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공사, 도장공사, 

철/새시공사, 필름공사(평당 150만원)

주방기기설비 1600만원 1900만원
커피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믹서, 정수기, 

테이블, 냉동고, 냉장고, 밥솥, 컵, 그릇 등

홍보물 등
 인쇄물

200만원 250만원 냅킨, 전단지, 수저케이스 등

기타 - - 별도공사, 보증금, 권리금, 예비비 등

합 계 4750만원 8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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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석 

매장 규모 약 66㎡에서 대표자 외 상근직원 1명, 파트타임 2명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별도 프로그램 파트타임을 둔다면 연 평균적으로 보면 월 

1,875만원 선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의 68.8% 선의 비용이 

발생하여 평균 31.2%인 585만원의 세전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적인 서비스업종의 목표수익률인 23~2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교적 

우수한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 평균 매출 

■월 평균 소요비용

항   목 수   입 비   고

식 음 료 750만원 인당 평균  6,000원 * 50명 * 25일

성격유형검사 500만원 인당 평균 10,000원 * 20명 * 25일

심 층 상 담 625만원 인당 평균 50,000원 * 5명 * 25일

합   계 1,875만원

항목 비용 비고

임대료 300만원

원재료 및 소모품비 200만원 식음료 재료비, 프로그램 부재료

제경비 150만원 전기비, 광열비, 수도비 등

감가상각비 100만원 총 투자시설비 60개월 상각기준

기타 100만원 홍보비 등

인건비

정규직 180만원 1,800,000×1명 (대표자 제외)

파트타임
서빙

260만원 40만원×2명, 프로그램진행자
상담

합 계 1,290만원

기존의 커피숍의 편안한 공간 그리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와 함께 재미

있는 심리 테스트부터 속 깊은 심리 상담까지 진행함으로써 타 커피숍과 컨셉을 

달리한다. 프로그램은 칼라테라피, 애니어그램, 교류분석, 자아분석, 사랑의 

언어분석, 미술 치료, 음악치료 등 제공하고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다양성을 제공한다.

와인이 공부를 통해 소비촉진을 시도한 것과 같은 이치로 커피와 심리지식을 

전달하여 고객의 관심도를 증대시키는 등 상담사와의 편안한 대화로의 고객과 

소통하여 접근한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쉽도록 룸 형태의 공간도 제공한다.

1)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 

 - 문화마케팅 이용 (극장, 각종 공연 제휴 마케팅)

 - SNS, Facebook, 파워블로그, 인터넷 카페 활용 효율성 높임

2)고객관리 

 - 고객참여 행사

 - 착한매장 이미지 구축

 - 명함 이벤트 등을 통한 고객의 전화 및 이메일 수집

 - 이용시간대에 맞는 담당자를 정하여 심층상담 및 맞춤프로그램을 제공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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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키워드 ‘힐링’

심리치료와 상담은 우울증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약물치료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른 심리치료의 관심은 지대하여 최근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힐링’을 내세운 프로그램이나 코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출판업계도 마찬가지. 국내 3대 대형서점 

데이터에 의하면, 제목에서 ‘힐링’을 운운한 책은 100여 종이 넘고, 그 책들은 모두 

최근 2-3년 사이 출간된 서적들이다. [ 출처 : besunnyblog.tistory.com/1367 ]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대중적으로 남들에게 알려 지지 않은 희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즐기는 

계층의 급증 카페에 혼자 가는 것도 꺼리지 않는 소비문화 자신의 취미나 

관심분야에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해외연수나 여행 등의 

해외경험이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젊은 층의 특성에 힘입어 카페의 

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3) 정신건강 관련 전망 우수

2013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취업 전망이 좋은 직업 Best20을 보면 

4.심리학 연구원, 7.임상심리사, 13.향기치료사, 14.놀이치료사, 15.언어치료사, 

16.음악치료사 등 전체 20개 중 6개 항목인 30%가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간의 차별화이다. 단순히 

카페에 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프로

그램에서 고객의 감성을 끌어내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화는 

3    성공 포인트
필수요소임과 함께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 컨셉과 차별화를 통해 지쳐있는 

고객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테라피 카페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공의 요인이 된다.

5) 편안한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도 병원 진료는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카페에서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상담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런 심리상담 공간이 대중화되고 많이 

생겨나면 상담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



04.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세제를 리필해주는

친환경 리필샵
“

”

발굴자 정보

이지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디’)

010-4341-6465 / jeyounlee@projecteddy.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The Soap Dispensary

업      종 도·소매업

발굴지역 캐나다 벤쿠버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thesoapdispensary.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용기만 가지고 가면, 프리미엄 가정용 비누부터 인증 받은 친환경 

세탁·청소 세제, 개인 케어제품(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등)까지 리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고객이 평소 사용했던 것들을 계속 리필 할 수 있고, 새로 나온 제

품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탄소발자국을 의식하여 밴쿠버 지역에서 생산된 7개 

제품을 위주로 선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컨셉 및 특징

기존 제품들이 리필제품을 따로 구매해야 했다면, 이 서비스는 용기만 있으면 리필

제품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매장에 가서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필

제품도 결국 쓰레기를 양산하지만, 그것마저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The Soap Dispensary을 창업한 대표는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까하는 고민에서

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The Soap Dispensary은 3가지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바로 

3RS(Reduce, Reuse, Recycle)이다. 그래서 작은 용기를 가져오거나 비치되어 있는 용기를 

약간의 보증금을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는 비누와 세제를 강한 화학물질이 아닌 친환경 물질(부드러운 염료, 무향, 

천연재료 등)로 만들어서,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의 치유는 물론 환경의 지속적 

보전까지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채식인증을 받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들만 취급

하고 있다. 

사진출처 

thesoapdispensary.com 

 The Soap Dispensary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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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1) 친환경 에코맘을 주목하다.  

아이를 키우는 요즘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다. 최근 

환경적 요인과 외부자극으로 인한 아토피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나 어린

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인 세탁세제와 바디케어제품의 선택이 신중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 세제의 경우 비싼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가격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직접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집에서 세제를 만들어 쓰는 이른바 ‘에코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난 신세대 주부들로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고, 아이는 

물론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다.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으며, 에코 장바구니, 텃밭 가꾸기, 친환경 세제 만들어 사용하기, 

천 기저귀와 생리대 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한다. 

이들에게 친환경 전문 제품 샵은 꼭 필요했던 곳이며, 그 중에서도 친환경 전문 

제품을 리필해주는 The Soap Dispensary 과 같은 전문 샵은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 

2) 경기불황으로 늘어난 알뜰족

2012년 발표한 옥션의 히트상품을 보면, 저렴하지만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명, ‘칩시크(Cheap-Chic)’ 상품이 온라인몰의 소비트렌드를 이끈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을 볼 수 있다. 

모두 알뜰족을 타겟으로 한 상품으로 칩 시크 상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리필제품이다. 기존에도 샴푸나 세제 같은 경우 

리필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에는 세제를 넘어 고추장, 된장과 같은 

식재료에까지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성장성 분석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합성세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저가형 대체제가 인기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베이킹소다, 구연산, 산소계 표백제 등 1,000원대 친환경 

세제가 온라인 몰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들 친환경 세제는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주부들을 타깃으로 한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살림 노하우로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13년 8월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션에서는 최근 한 달간 베이킹소다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0% 급증했다. 베이킹소다는 주로 빵과 과자를 만들 때 

쓰는 식품첨가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청소, 과일 및 식기 세척 등의 용도로도 

활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부들이 친환경 세제처럼 사용하고 있다. 

가격도 1㎏에 1,000원대로 일반 세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름철 

의류, 신발 등의 퀴퀴한 냄새를 제거해 주는 탈취 효과도 있어 습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요즘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또 6㎏ 이상의 대용량 제품도  

1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와 함께 1㎏에 1,000원대의 구연산, 과탄산소다 등을 찾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들 제품은 원래 피부가 약한 신생아, 영유아의 옷을 세탁할 때 선호되는 세제

였다. 그러나 주부들 사이에서 가격은 저렴하고 세탁력이 뛰어나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수요가 늘어 최근 온라인 몰에서는 상품 구성을 대폭 늘렸다. 특히 구연

산수는 헤어 린스나 섬유유연제 등의 대체제로 사용하기 위해, 산소계 표백제인 

과탄산소다는 세제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이 주로 

구입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기존 세제나 바디 케어 제품들이 천연 재료를 사용

한 친환경 세제로 대체되는 유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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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분석

1) 약점 

- 국내 친환경 제품이 아직은 부족하여 라인업이 힘들 수 있다. 

- 생소한 사업으로 소비자의 인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빈 용기를 들고 매장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판매 단가가 낮은 단점이 있다. 

- 매장에서 판매하는 리필제품이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2) 위협

- 모방이 쉬운 아이템으로 카피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 

- 대기업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 소비자 인식이 늦어질 경우 홍보비 지출이 클 수 있다. 

- 까다로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평판 관리가 쉽지 않다. 

- 시중에서 판매하는 리필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3) 통합 

-  창업 초기에는 생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다양한 체험 고객을 내세워 입소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동네 

상권을 잘 파악하여 단골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  대기업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리필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친환경 천연 세제 리필로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 한방재료 등을 사용하여 DIY 

제품 라인을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판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리필제품 외에도 정기적인 리필 사용권이나 친환경 

세제와 바디헤어케어에 관련된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DIY 교실을 통해 DIY 재료를 판매하는 것도 

부수적인 수입이 될 수 있다. 

-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이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빈 

용기를 가져오면 가격을 더 할인해주거나, 빈손으로 와도 보증금을 내고 매장에서 

용기를 가져갈 수 있는 등의 편리함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수익성 분석

-  아직까지 국내 친환경 제품 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The Soap 

Dispensary처럼 밴쿠버 지역 제품만을 사용하기는 힘들 수 있다. 직접 만든 DIY 

제품 위주로 리필 판매를 하되,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연 세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월 평균 소요비용

■월 평균 매출

- 일 평균 매출 45만원(리필15,000원 × 30회) × 24일 = 1,080만원(예상)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비

용

점포

보증금 2,500만원 아파트 밀집지역, 1층 매장 10평정도

임차금 100만원 개점 1개월간 기준 

인테리어 2,500만원 평당 250 기준 (고급스럽게)

시설
기타자재비 500만원 매장내 가구 및 각종 집기 구입

제품구입비 800만원 최초 리필 제품 구매, DIY 재료 구입

초기
비용

홍보비/예비비 200만원 전단지 / 설립 및 인허가 비용

홈페이지 100만원 서비스 소개, DIY 교실 스케줄

합 계 6,650만원

항목 비용 비고

임대료 100만원 월 임대료 

제품 구입 200만원 리필제품 대용량 구입

소모품 및 기타비용 50만원 교통비 및 청소잡비

세금/공과금/수수료 50만원 통신, 기장비

영업/마케팅 50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합계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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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ap Dispensary와 같은 친환경 세제 전문 리필샵은 친환경 세제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발만 할 수 있다면, 비교적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할 것이다. 

1) 독특한 친환경 세제 제조법 개발 

기존 천연 세제 전문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천연 세제 

제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한방재료를 적극 사용

하여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천연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매번 다른 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여야 단골 고객들을 

창출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커뮤니티와의 꾸준한 교류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 특성상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 이벤트나 DIY 천연비누 제작 교실과 같은 모임을 꾸준히 열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생소한 상품과 시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노출

하고, 체험을 하게 한 뒤 입소문을 타게 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생활 세제 및 케어 제품 전문샵

라이프스타일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활 세제와 세정 제품들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있다. 기존에 청소만 잘 되는 제품에서 벗어나, 얼마나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피부에 좋은지, 또 다른 부가 기능은 없는지 등이 판매를 좌우

하고 있으며, 해외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은 한정적이다. 이미 몇몇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에서는 해외 유명 친환경 세제, 세정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쉽게 접하지 못했던 고급 세제, 세정 용품 등을 합리적인 

리필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1)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세제를 매장에 가서 리필해 오는 것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이다. 즉, 

창업 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다. 

빈 용기를 가져오면 무료로 기본 제품을 리필해주거나, 오픈 후 며칠 동안에는 

매장 내 비치된 빈 용기를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미끼 이벤트가 필요하다. 워낙 

상품이 좋기 때문에, 한번 경험한 고객들은 꾸준한 단골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주부를 공략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환경 세제 전문 리필샵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요 타겟인 지역 주부들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동네 미용실과 

같은 포지셔닝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교육이나 이벤트를 통해 매장에 방문하게 

유도하고, DIY 재료들을 구매하게 유도하여 악세사리 판매를 통한 매출을 기대

해볼 수 있다. 또한 주부 타겟의 특성상 한번 고객은 단골 고객이 될 확률이 높으며 

친구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고객 연결에도 용이하다.  

3) 프리미엄 샵으로 포지셔닝 

리필제품은 기존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The Soap Dispensary 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친환경 고급 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비쌀 

수밖에 없던 핸드메이드 천연 세제들을 함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 세제 리필 전문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주 비싼 가격에 비싼 상권에 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해외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와 집기 구성에 신경을 써서, 리필샵이지만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샵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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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렌디한 사업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은 친환경 비즈니스이다. 

리필 전문샵은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친환경 비즈니스로서, 아직

까지는 잉크리필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세제와 같이 꾸준하게 사용하는 

제품을 전문샵에서 리필해갈 수 있다면 에코족과 알뜰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기존에 마트에서 팔고 있는 브랜드 상품의 리필

제품과는 차별화를 위해 쉽게 구할 수 없는 친환경 세제와 직접 매장에서 만든 

천연 세제가 주요한 차별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리필전문샵이지만, 그 아이템 자체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선물용품으로도 

포지셔닝하기 좋다. 고객이 고르는 제품을 선물용 용기에 담아 예쁜 패키지로 

제공한다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선물을 받은 고객은 같이 동봉된 

상품 소개서를 통해 다양한 세제를 리필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한번쯤 매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3) 매월 선보이는 신제품 

아무리 리필 제품이라고 해도 매번 똑같은 상품을 쓰는 것은 지겨울 수 있다. 

매장만의 독특한 제조법을 통해 다양한 천연 세제를 매월 선보인다면, 고객들

에게는 구매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특히 매월 기념일에 대비하여 

어버이날에 좋은 샴푸, 발렌타인데이에 좋은 핸드로션 등과 같은 이벤트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 매장을 꾸준하게 방문할 수 있는 요소꺼리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단순히 리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를 주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공 포인트
4)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친환경 DIY

DIY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천연 비누와 천연 

세제 만들기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피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제품인만큼 나한테 맞는 제품을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만드는 재미가 있다는데 있다. 원하는 천연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배합을 통해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5)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회원제 운영 시스템 

리필 제품이다보니 한번 구매한 고객은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고객이 다시 방문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처음부터 회원제로 운영

하여 보다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제안한다. 고객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가족의 내력에 따라 세제와 세정 제품을 추천해주거나,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세제와 세정 제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꾸준한 지출이 되는 분야로 회원제 시스템을 통해 보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면,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5.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한의사가 만드는 

맞춤형 티카페
“

”

발굴자 정보

홍성호 (프로벤처링)

010-6411-2202 / elvishong@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티테라피

업      종 건강서비스/외식업

발굴지역 서울 강남구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teatherapy.co.kr

요 약

이 아이템은 여러 가지 한약재로 만든 차를 즐길 수 있는 티테라피 카페 사업

이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300여 가지의 한약재 중 부작용이 없고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재료를 엄선해 맛과 향이 뛰어난 30여 가지 차 메뉴를 구성했다. 

차를 주문하기 전 개인의 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 문답지 형식의 매뉴얼을 제공해 

개인 건강에 맞춘 차를 주문할 수 있다.

컨셉 및 특징

카페, 한의원, 건강문화교실이 합쳐진 건강문화공간 티테라피 카페로 젊은 한의사의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차와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카페이자 젊은 감각의 

한의원, 그리고 차와 건강을 공부할 수 있는 건강 문화교실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이다. 

티테라피는 환자와 의사간에 허물없는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아프지 않을 때에도 찾아와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아프기 전에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곳이다.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각, 건강한 습관을 아우르는 생활 속의 건강문화를 지향하는 

건강문화디자이너 이상재원장(한의학박사)은 내 몸이 원하는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여유와 몸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원장이 직접 연구하여 고른 한약재로 만든 

차를 고객의 체질에 맞추어 제공한다. 족욕을 즐길 수도  있고 한방비타민을 판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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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2    성장성 분석Ⅰ. 사업성 분석

1) 시장의 특성

우리나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2013년 현재 기준 1만 5,000개로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원이다. 생과일주스나 베이커리, 이색카페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도 5,000~15,000개는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추후, 테라피의 컨셉을 

가진 카페도 전체카페의 5%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다목적 카페 수요

커피 외에 매장을 대표하는 사이드 메뉴를 구비한 특화매장의 증가도 눈에 

띈다. 커피전문점이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아침식사와 단체회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디저트와 식사대용 메뉴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 미병에 대한 관심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면 정상

이라는 말과 함께 “신경성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말을 주로 듣게 된다.  

이같이 혈액검사, x-ray, CT, 내시경, 초음파 등의 서양의학적인 검사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자각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반건강 상태’라고 

한다.

직장인들에게 많은 미병이 피로와 어깨 결림이다. 만성피로, 뒷목뻐근함, 어깨 

결림, 뒷골 당김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로 오후만 되면 뒷목이 당기고 아프며 심하면 머리까지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결림이나 통증이 시작되어 하루 종일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어깨 결림의 직접적인 원인은 ‘승모근’의 긴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1) 전통차(茶)관련 매출 급증

차 종류는 통상 겨울에 매출이 증가하는데 최근 소비트렌드인 ‘힐링’과 

‘웰빙’ 열풍과 맞물려 올해 전통차를 찾는 소비자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차로 달여서 마실 수 있는 생도라지와 

건도라지 매출은 지난해보다 33%, 20% 각각 증가했다. 생강은 작황 부진으로 

값이 작년보다 45%가량 비싼데도 매출이 지난해의 두 배로 뛰었다. 오미자와 

오미자 청은 지난해보다 55.5%더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추는 매출이 

40% 올랐다. 

티백 등으로 가공한 브랜드 전통차의 이달 매출 신장률은 19.8%를 기록

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이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오미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늘었다. 레몬은 99.2%, 생강은 56%, 대추는 4% 더 많이 팔렸고, 가공된 

브랜드 전동차의 매출은 3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추차는 72% 매출이 

올랐고 모과차(62%), 쌍화차(49.2%), 생강차(44%)등도 판매가 늘었다.

[ 출처 : 연합뉴스 2012. 11. 19 ]

2) 다이어트 열풍

한방차 다이어트는 개개인의 신체의 다양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몸이 차가운 

사람, 뜨거운 사람, 과민성 체질인 사람 등 개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다. 한방차 

다이어트의 원리는 첫째, 차가운 체질은 기능저하에서 오는 비만이므로 몸을 보강해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 뜨거운 체질은 기능이 지나치게 상승해 위장 

열이 발생하여 오는 비만으로 체내의 열을 내려 주어야 한다. 과민성 체질은  

심신(心身)이 안정되면 저절로 빠진다. 둘째, 체내의 불순물을 땀, 대변,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셋째,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꾸준히 복용해 다이어트와 체질개선을 병행한다. 

[ 출처 : 한방차다이어트, 박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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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점

 - 초기 고객 확보 어려움 : 컨셉을 이해시키고 인지도를 높이는 시간 소요

 - 브랜드 인지도 미흡

 - 한방음료 맛에 대한 거부감 작용가능성

 - 입소문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치료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2) 위협

 - 자금력을 동반한 대기업의 동일산업 참여가능성

 - 대형커피전문점의 tea판매확대

 - 국내산 재료의 비싼 가격과 희소성

 - 높아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 한의사들의 커피숍으로의 이탈

3) 통합

 -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 구비 ( 티테라피스트, 바리스타, 한의사 등 )

 -  식음료 외에 고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ex. 생활 속의 한방, 재료별 효능, 

마음수련, 힐링 등 )

 -  고객과의 친밀도 형성으로 단골 고객 확보

 -  개인 맞춤 약재 선별 프로그램 구축 : 체질, 성향, 컨디션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 충족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창업비 및 투자내역

 

※   매장 크기가 달라지면 인테리어와 간판비, 테이블, 의자 등 구성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항목
매장기준
(30평)

내 용 설 명

교육비 300만원
정부 및 개인기관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매장영업, 운영, 관리교육, 티테라피 등)

간판/사인물 1,500만원
10m 기준 전면간판 및 돌출간판 / 메뉴패널 

및 액자, 사인시트

인테
리어

설계 및 시공 6,000만원
가설, 내부벽체, 바닥, 천정, 벽돌, 도장, 전기, 

금속공사 등 (평당 200만원)

별도공사 -

철거비용, 냉난방기, 전기증설, 수도배관설비, 

소방시설, 외부벽체 및 테라스 공사(매장 

여건에 따라 상이함)

기기설비 및 가구 4,000만원

쇼케이스, 냉장냉동고, 제빙기, 빙삭기, 오븐, 

POS, 진동벨, LCD모니터, 모형 DP류, 의탁자 

가구류 등

주방용품 200만원 주방집기 및 케이스류

초도물품비 700만원 오픈 시 세팅 원, 부자재

홍보판촉비 300만원 오픈행사 및 판촉재료

합 계 1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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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석

매장 규모 약 30평에서 상근직원 1명, 파트타임 2명을 기본으로 하되 매출에 

따라 인원은 증가 시킨다.

일 매출 80만 원 대로 보면 월 2,500만 원 선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음료점과 달리 한약재를 이용해 재료비가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평균 55%인 

13,750,000만원의 매출 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이익에서 임대료, 관리비, 감가상각 등을 제외하면 세전 수익을 예상 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매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준 매장기준(30평) 내 용 설 명

매출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월매출 기준

비
용

재료비 750만원 900만원 1,050만원 매출의 약 30%

인건비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매출의 약 10%

(점주인건비 미포함)

기타비용 125만원 150만원 175만원 매출의 약 5%

매출이익 1,375만원 1,650만원 1,925만원 임대/관리비별도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상권의 기본적인 특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한다. 직장인이 있는 곳이라면 

간단한 아침식사가 될 수 있는 세트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한정판매하는 것도 

좋다. 고객의 건강상태, 심리 상태에 따른 식음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한방차 카페인 ‘오가다’에서는 직장인들의 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메주

콩슬러시와 찰떡을 세트로 묶거나, 역시 위장에 좋다는 ‛마’가 들어간 사과마

주스, 또는 바나나마주스에 찰떡을 곁들여 세트로 판매한다. 이러한 음료들은 

맛도 부드럽고 위나 장 건강에도 효능이 있어 이를 경험한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매우 높다.

전통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힐링이 가능한 인테리어로 20~30대를 사로잡는다. 개인이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들을 모아,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치는 전통음료나 한방차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으로는 가깝지만 몸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지만 테이크아웃 

커피처럼 간편하게 패키지에 담아 전통음료의 맛과 효능을 기대하면서도 간편한 

것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데 최적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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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3    성공 포인트

 1)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 

 - 문화마케팅 이용 (극장, 각종 공연 제휴 마케팅)

 - SNS, Facebook, 파워블로그, 인터넷 카페 활용 효율성 높임

2) 고객관리 

 - 고객 방문 시 체질이나 컨디션 DB를 확보. 맞춤형 제품 할인 제공

    ex) 환절기 비염고객 : 환절기에 비염관련 차 할인 제공 안내문자

 - 체험프로그램으로 고객 유도

 - 착한매장 이미지 구축

 - 이메일을 통한 관련지식전달 및 이벤트 알림 문자 발송. 

1) 핵심 키워드 ‘힐링’

우울증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약물치료와 같은 효과를 차로도 낼 수 있다.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2) 차별화된 공간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간의 차별화이다. 인사동의 

전통찻집 스타일에서 탈피하여 현대감각이 살아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단순히 

카페에 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차별화는 필수요소임과 함께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 컨셉과 차별화를 통해 지쳐있는 고객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티테라피 카페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공의 

요인이 된다. 

3) 다이어트  

무작정 굶거나 운동을 한다고 체중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무엇을 섭취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면 체질을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개개인마다 살이 

찌는 요인, 살이 빠지지 않는 요인을 분석해 감량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체질개선

예로부터 한방은 단지 한약으로서만이 아니라 식단과 생활의 지침으로 오래

도록 전해 내려 왔다. 현대병인 비만의 발병원인을 고려할 때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방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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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아이가 직접 만드는 인형 공작소

07   아이의 성장에 맞춘 도서 정기구독

08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

09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샵

10   유모차, 카시트 대여 전문점

출생률 저하와 핵가족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린이 관련 산업은 오히려 번창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및 외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한 자녀라도 제대로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엔젤 

비즈니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Theme 2.어린이



06.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아이가 직접 만드는 

인형 공작소
“

”

발굴자 정보

은종성 (비즈웹코리아)

010-6407-8245 / eunjongseong@gmail.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빌드어베어

업      종 도·소매업

발굴지역 미국 미주리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buildabear.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아이들이 완성되지 않은 곰 인형을 선택하여 소원을 빌면서 

충전재를 넣고 직접 바느질하여 인형을 완성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곰 인형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 친밀함을 느낀다. 곰 인형 외에 곰 인형의 

출생증명서와 집 모양으로 생긴 종이가방(곰 인형의 집)도 제공한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초등학생 이전의 영·유아를 주 고객으로 한다. 단순히 곰 인형을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매장에서 직접 곰 인형을 부모와 함께 제작해볼 수 있고, 출생

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단순 판매를 넘어선 체험형 제품 

판매로 대형마트 등에 고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대부분의 장난감 업체에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완제품 인형을 판매할 때, 빌드어베어 워크숍은 ‛반제품 인형 판매’

라는 게임의 법칙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제작하는 DIY인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 소상공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구를 선택하는 과정(Choose Me) → 고객의 목소리를 입력한 칩을 넣는 과정

(Hear Me) → 안을 채우고 심장을 넣고 꿰매는 과정(Stuff Me and Heart Stuff, Stitch Me, 

and Fluff Me) → 이름을 붙여 주는 과정(Name Me) → 350개가 넘는 디자인의 옷과 

액세서리 중에서 골라 입히는 과정(Dress Me) →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Take Me 

Home) 등을 거쳐 나만의 인형이 탄생된다. 특히 이름을 붙여 주고 출생증명서와 새틴

으로 만든 조그만 심장을 넣어주는 과정으로 인형이 사람처럼 탄생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테디 베어,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등 30여종의 각기 다른 동물 인형들과 수백여 

종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기호에 따라 선택해 자신만의 색다른 인형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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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빌드어베어는 테디베어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후발주자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테디베어를 

만드는 체험을 하게했다. 즉 매장에 있는 재료를 이용,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형을 직접 만들 수 있게끔 했다. 자신이 원하는 제품 만들고 팬터지 문화 

체험을 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이 확대됐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이 집으로 데리고 

온 제품에 애착심을 보임으로써 구매하는 고객의 정신적인 공유와 감정정화에 

도움이 됐다. 단순한 완제품 시장보다는 체험을 즐기고 나만의 고유한 아이템 

소장에 열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빌드어베어에 중점을 둔 체험마케팅은 소비자의 체험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 

전략으로 특별한 서비스나 이벤트제공, 견학이나 체험 등을 통해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그 경험이나 체험을 잊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직접보고, 만지고, 느끼고, 만들어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체험마케팅의 효과가 크다.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반복적 광고·메시지 전달·평생

간의 관계유지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최근에는 소비자체험을 강조

하고 있다. 

과거에는 품질·디자인 등 제품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 중요했고 언젠가 

부터는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고객지향적 마케팅이 주요 경영철학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경험, 체험을 판매하는 체험마케팅이 대세다. 서비스 산업·

스포츠산업·레저산업·문화산업·오락산업·연예 및 예술산업 등은 체험

마케팅을 적용하기 좋은 분야이다. 판촉·광고·브랜드 관리·디자인 및 제품

포장·매장관리 등에서 체험마케팅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성장성 분석

‘아이가 직접 만드는 인형공작소’는 캐릭터 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캐릭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콘텐츠이며, 다양한 부가상품들로 진출할 수 

있는 콘텐츠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캐릭터가 개발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 및 유통 등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테디베어(Teddy bear)는 손바느질로 만든 곰인형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봉제 

인형으로 어린이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최근에 어떠한 

종류의 테디베어들은 수집가들의 값비싼 품목이 되어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테디베어 전시회 ‘테디&프랜즈’에서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들이 만든 의상을 입은 테디베어 작품을 경매한 후 낙찰수익금 전액을 유네세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서 최고가로 팔린 테디베어는 최유주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1,05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아갔다. 이외에 배영진 디자이너의 작품이 

1,000만원에 팔리는 등 이번 행사의 총낙찰액은 1억2450만원에 달했다.

테디베어와 같은 한국 캐릭터시장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유아 콘텐츠 시장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몇몇 캐릭터가 캐릭터 시장을 견인

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2003년 개발된 ‘뽀롱뽀롱 뽀로로’는 문구, 완구, 

생활용품, 식음료, 신생아용품(기저귀 등), 위생용품(방한대), 욕실용품 등 유아 

제품시장 전반에서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100억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전 세계 110개국에서 방영 되었고, 현재까지 3,000여 아이템 

이상의 라이선싱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콘텐츠 제작시장의 하나인 애니메이션 시장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콘텐츠보다는 유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이 늘어났다. 이는 불경기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체들의 상품 개발 및 

제조, 유통 등이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상품성이 있는 몇몇 특정 캐릭터에 편중화 

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다양한 캐릭터의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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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분석

1) 약점

- 직접 테디베어 인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

- 체험 및 판매비용이 고가일 것이라는 인식

- 사치품이라는 인식

- 실용성이 없고 진부하다는 인형 선물의 이미지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의 확산 

2) 위협  

- 테디베어 뮤지엄, 베어케슬 등 경쟁사의 성장

- TV, 컴퓨터 등 놀이문화의 변화

- 전통 완구시장의 축소

- 낮은 브랜드 인지도

- 체험마케팅을 할 수 없는 온라인 판매의 어려움

3) 통합

- 어린이 시장 확대에 따른 키즈마케팅

- 유치원 등 유아 체험시장을 적극 공략

- 아동심리에 도움이 되는 점을 적극 활용

- 인형 구매를 넘어선 즐거운 경험 제공

- 부모와 아이가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이라는 점을 활용

4    수익성 분석

■창업비 및 투자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매장
구입비

보증금 10,000만원 
보모와 아이가 접근하기 쉬우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

권리금 2,000만원 지역에 따라 다름

소  계 12,000만원 　

인테리어  
외

인테리어 5,000만원 
테디베어 등 인형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인테리어와 내부 전기공사 등

원재료 
구입비

1,000만원 
아이들이 테디베어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재료

체험 집기 
구입비

2,000만원 
부모와 아이들이 반제품으로 완성된 인형을 

완성하는 형태로 많은 집기는 필요하지 않음.

컴퓨터 및 
주변기기

500만원 POS,  노트북, 프린터 등

홈페이지 4,000만원 
홈페이지에 부모와 아이가 만든 인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구성

기타 500만원 부자재 등

소  계 13,000만원  　

운영비
(약3개월)

점포임차료 600만원 월 200만원*3개월

관리비 300만원 전기/수도/통신비:100만원*3개월

인건비 1,200만원 2개월 기준

소  계 2,100만원 　

기타

광고비 300만원 100만원*3개월

개업비 1,00만원 　

소  계 400만원 　

합         계 2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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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출발한 빌드어베어는 누구나

좋아하는 동물 인형을 세 살 아기부터 백 살 넘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상점내

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독특한 인형 친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줘 폭발적인 

성장세를 탔다. 다양한 구색을 갖춘 장난감 가게도 아니고, 폭신폭신한 동물 

인형 하나로 이런 성공을 거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형 고르기→소리 넣기→살찌우기→인형 꿰미기&심장 넣기→샤워시키기→

옷 입히기→이름 짓기→집에 데려가기의  과정을 거쳐 테디베어,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등 각기 다른동물 인형들과 수백여 종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기호에 따라 

선택해 자신만의 색다른 인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하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친구’를 만드는 곳이다. 우리가 인형, 특히 곰 인형에게 

느끼는 사랑과 우정에,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한 재미있고 살아있는 쇼핑경험을 

접목한 테마스토어인 것이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1) 생일파티 등 공략

생일파티 등을 적극 공략하여 고객의 생일에 초대받은 친구들에게 각자 

원하는 인형을 만들어 가는 기쁨을 제공한다.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만든 것을 보여 주면서, 또 같이 만들어 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란 

분명 이미 만들어진 동물 인형을 선물 받는 기쁨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이들이 자기만의 인형을 만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판매원, 초대받은 아이들에게 주는 조그만 선물 꾸러미, 생일을 맞은 아이

에게 곰 인형 무료 제공 등 아이들에게 기쁜 날 행복한 체험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게 해줄 만한 서비스로 무장한다.

2)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

사람처럼 옷과 액세서리는 패션 흐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바뀌고 있어 언제 

가도 신선한 재료들이 기다린다. 각 단계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인형이 탄생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오락거리에서 더 나아가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고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악세사리를 포함시킬 수 있는 등 자신만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3) 연인시장 공략

‘아이가 직접 만드는 인형 공작소’는 쇼핑 중에 발견해 어쩌다 들르는 상점이 

아닌 실제 방문 고객의 80%가 미리 계획하고 방문한다. 평균 상점방문 시간이 

45분 정도이다 보니 즐거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중에는 연인 시장을 공략하여 

둘 만의 추억의 인형을 만드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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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등 공략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에게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곰인형 ‘테디베어’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

한다. 빌드어베어는 지역사회 발전에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의 양로원 방문을 지원하고, 공원 청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격려하는 프로그램(Huggable Heroes Program)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1) 체험마케팅

이 아이템은 이미 만들어진 장난감을 사는 곳이 아니라, 나만 가질 수 있는 

동물 인형을 고객 스스로 창조하게 함으로써(즉 대량 맞춤 개념) 재고 문제, 상품 

디자인, 상품 구색 문제 등을 말끔히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손님의 성향을 충분히 간파한 데서 비롯된다. 즉 어린 아이들은 

누구든 자기만의 인형을 만들고 치장하고 싶어 하며, 어른들 또한 나만을 위한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목소리가 

울리는 곰 인형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직접 만드는 인형공작소에 

가면 누구나 인형 작가가 된다. 즉 흔한 제품에 맞춤 개념을 더함으로써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2)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

사람들에게 테디베어는 사랑·안전·우정의 상징이다. 어릴 때는 포근함을, 

조금 크면 로맨스와 사랑의 의미로, 친구가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인형으로 묘사

된다. 그래서 테디베어 인형은 부모가 어린 자녀과 함께,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데이트 코스로, 그리고 아이들 교육

기관에서 견학 오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3    성공 포인트

3) 광범위한 제휴로 고객선택권 확대

‘아이가 직접 만드는 인형공작소’는 패션·엔터테인먼트·스포츠 브랜드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유행하는 옷과 신발을 

업데이트하는 데서 더 나아가 틴에이저 자신이 즐기는 브랜드로 치장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틴에이저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인 ‛리미티드 투(Limited Too)’와 

제휴해 똑같은 디자인을 동물 인형 사이즈로 만들어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야구팀 모자·옷·티셔츠 등과 스케처스의 샌들·부츠·슬리퍼들도 동물 인형 

사이즈로 판매한다. 이 같은 전략은 고객의 인형을 자신의 분신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고객의 심리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이다.



07.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아이의 성장에 맞춘 

도서 정기구독
“

”

발굴자 정보

최배근 (Sontosi)

010-5665-5986 / day6960@gmail.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The Little Book Club

업      종 구독·서비스업

발굴지역 미국 캘리포니아

창업형태 비점포

홈페이지 www.thelittlebookclub.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유아기부터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 매월 3권의 책을 보내주는 사업

이다. 현대사회의 바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책을 구매하러 가기 힘들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도서가 결정

되고 배송된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여섯 살 미만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패키지 형태의 2~3권의 책을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배송해 주는 온라인 도서 유통 사업이다. 매월 정액 24.95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고객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적합한 책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  

책의 수준은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올라간다. 이 업체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호주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유아, 어린이를 위한 책의 목록은 어린이 Library 서비스 

협회, 국가 교육협회, 뉴욕 공공 도서관등과의 협력을 통해 선택하고 있다.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책을 정기구독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구독비용은 신청일부터 다음 달 신청

일까지를 기준으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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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책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탐색재(표준품, 

전 서점에 걸쳐 파는 동일한 책의 품질은 똑같음)이다. 많은 고객들이 오프라인 

서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편리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도서 유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서점은 적립 포인트나 각종 도서 리뷰 정보 등이 올라와 있는 일반상품에 

비해 고객들의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재구매율도 높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펴낸 2010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10년도 국내 도서

시장(2조 7,244억원 추정)에서 인터넷 서점의 매출은 8,938억 원을 기록 전체 

매출의 32.8%를 차지했다. 

2002년만 해도 9.7%에 불과했던 인터넷 서점의 매출 비중은 2006년 24.2%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 해 28.1%를 기록하는 등 불과 9년 만에 

3배로 오른 것이다. 

국내 고객들의 온라인 서점 이용 빈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경쟁 업체인 

인터넷 서점 상위 5개사의 매출액도 평균 15.7% 증가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도서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이 아이템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고객들의 온라인 서점 이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서점 상위 5개

사의 매출액도 평균 15.7% 증가하였으며 업계 1위인 예스 24는 3,669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22.5%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전국 주요 도시의 오프라인 서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발행 종수 현황은 2011년 신간 발행종수는 4만 4,036종이며 그중 만화

(34.7%) 및 아동(29.8%) 큰 폭으로 증가했다. 

2    성장성 분석

이처럼 온라인 도서 유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내 오프라인 서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템은 아동을 위한 비점포형태의 온라인 유통

사업으로써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약점

- 초기 창업 자금의 부족 

- 신규 브랜드의 대한 낮은 인지도

- 초기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의 부족

- 물류비용 증가 및 책의 재고 부담 

- 상품 프로모션 및 출판사 협력의 어려움 

2) 위협

- 경기 불황에 따른 도서 구매 비율 저하 

- 낮은 시장 진입 장벽

- IT 발전으로 인한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 

- 정부의 공공 도서관 확장 및 정책 강화 

- 대기업 도서 유통 진출 확산 

3) 통합

- 상품 공급의 유통라인 확보 (물류센터, 출판사)

- 아동을 위한 특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가 필요함 

- 연령별 아동의 컨텐츠 개발 및 차별화 필요함 

- 초기 창업자금의 확보 

3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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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성 분석

사무실이 확보된다면 인건비, 온라인 플랫폼 개발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 자금이 적게 소요된다. 이 아이템의 원가구조를 살펴보면 도서 공급

가격의 정가대비 60~65%수준이며 도서 매출의 마진은 약 30%수준이다. 

온라인 도서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도서정가대비 약 80% 수준에서 3권의 책이 

판매되는 시스템이다.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약 10%이며 기타 관리비는 12~14% 정도가 된다. 

물류비의 구조는 포장/소모품비, 창고 운영 및 물류대행비로 배송 1건당 

운반비는 2300원정도이다.

택배비는 물류 출고량에 따른 협의가 가능하다. 이 아이템은 1인당 3권의 

도서가 매달 발송되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서점의 1권 배송의 평균 손익분기점은 

주문권수 5.0권 객 단가 4.0권이 되어야 하지만 3권의 책을 주문 기간 동안 

일정하게 배송되기 때문에 매출 회전율이 증가하면 비용분산, 재고감소 등으로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사무실)

15평(50m²)

보증금 1,000만원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150만원 개점 3개월간 기준

인테리어 500만원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물류센터 임대  100만원 물류 센터 임대 비용 (수량+배송 협의)  

기타자재비 500만원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인건비 600만원 월 120 x 5개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개발 500만원 웹 사이트 구축 

모바일 개발 500만원 모바일 플랫폼 개발 

광고비 300만원 온라인 마케팅 

합 계 6,150만원

1) 콘텐츠 개발 

이 아이템은 차별화 전략은 도서 유통 공급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매월 구매 고객의 자녀들에게 

맞는 다양한 서적을 추천하여 패키지 형태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브랜드 스토리 

주고객층인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해야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3) IT 플랫폼 개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아동을 위한 전용 

사이트로 특화시켜야 하며 이달 배송될 상품을 전자 E-BOOK 형태로 부모가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좋은 예이다. 

또한 고객이 제품을 받는 동안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시각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패키지와 웹 사이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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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1) SNS를 활용한 마케팅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도서

배송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등) 각종 

계정에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객은 기업의 지나친 홍보와 마케팅에 지쳐있다. 이제는 구매 고객이 직접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감수성을 전달

하는 것이 본 마케팅의 핵심이다. 

2) 콘텐츠 공급 및 스타 마케팅   

이 아이템은 고객의 자녀에게 최고의 도서를 선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출판계와 도서 개발 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하며 유명인, 스타들의 자녀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매나 기부 활동 등을 

확산시켜 도서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3) 고객 관리 

고객들에게 모바일, 온라인을 통하여 매월 이벤트, 신간서적 등을 소개해야

하며 어린이의 감수성을 자극할 다양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커피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아메리카노 두 잔 값이면 최신 아동 도서서적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기호식품에 불과한 커피가 책을 이용하여 문화

상품화 한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지인에게 책을 선물하고 자녀가 꼭 아동 

책을 읽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1) 온라인 마케팅 

아동의 감수성을 자극할 다양한 마케팅이 전개되어야한다. 소셜 마케팅, 언론

보도마케팅, 스타마케팅, UCC 마케팅 등이 있다. 

2) 콘텐츠 공급 및 개발  

창업자는 아동을 위한 콘텐츠 공급을 위하여 출판계와 도서 공급유통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출시가 성공의 요소로 작용된다. 

3) 브랜드 컨셉 및 감수성 

자녀를 위해 명확한 브랜드 스토리를 고객에게 전달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웹 사이트, 모바일에서 디지털 자료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아동 용품의 구매 전환

유아, 아동을 위한 도서 배달 서비스가 기존 시장으로의 안정적으로 진입한 

이후 아동용품의 판매를 함께 실시한다면 추가 매출 증가를 달성할 수도 있다. 

5) 장기 전략 방안 

이미 대형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외형주의적인 전략을 지양해야하며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실천해야한다. 시장의 성장추세만 믿고 흑자전환을 기대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관리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3    성공 포인트



08.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이형민 ((주)비전컴퍼니)

010-6877-0341 / ceo@bizion.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IDENT-A-KID

업      종 서비스업

발굴지역 미국 플로리다

창업형태 비점포(온라인 사이트)

홈페이지 www.identakid.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서비스로 위치추적과 위급상황 알림 

서비스 등 각종 안전관리 솔루션을 설치해주고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 관련 사고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도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다.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 서비스가 국내

에서 많은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컨셉 및 특징

이 서비스는 어른들에게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확인증을 만들어서 

휴대하고 모바일 칩에 담아서 휴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여기에는 아이의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지문과 혈액형, 유전자 정보까지 담겨진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 또는 어린이 

휴대폰에 GPS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해서 어떤 곳에서도 위치가 추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아이템이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 등 각종 흉악 범죄들이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정집마다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시스템과 서비스가 출시돼서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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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이 아이템과 유사하게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솔루션과 제품을 판매

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있다. 미아방지 위치 

추적기나 GPS 태그 또는 GPS 전자팔찌와 같은 상품이 바로 좋은 예다. 

그러나 이 아이템과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08년에 18,595건

에서 2009년에는 2만건을 넘겼고, 2010년에 24,137건 그리고 2011년에 

26,409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현재 실종아동을 

찾는 발견율이 99% 이상이지만, 실종아동을 찾기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종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요즘은 모바일 기술과 GPS 기술의 발전으로 위치 추적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 

무선 통신이 가능해져서 이를 이용한 어린이 안전관리 솔루션들이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에 위치추적기와 QR코드가 

적용돼서 어린이들의 신분과 위치 정보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미아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안전

관리 서비스 시장이 국내에서도 크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이템은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물론 이 아이템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금 국내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서비스들은 지금 국내 업체들도 막 시작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다. 예를 들면, QR코드 어린이 신분증이나 GPS 팔찌 등은 

지금 몇몇 업체들이 판매해서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다. 

2    성장성 분석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국내에서 크게 성장할 아이템이 분명

하다.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과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이를 위한 

서비스 업체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 규모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고객 

니즈가 상당히 크고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린이 실종사건의 증가 추세만 봐도 이 

아이템의 필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각종 IT 및 

모바일 기술과 연동한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미 개발된 다양한 안전관리 제품들을 이 아이템의 서비스에 접목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또 이미 

전 국민에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관리 솔루션도 이 아이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상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아이템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어린이 관련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모들의 니즈와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 

셋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효과적인 제품이 이미 출시

되었다는 점 넷째,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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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분석

1) 약점

- 어린이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미흡

- 서비스 네트워크 및 협력 시스템 부족

-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

-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 충분한 자금의 부족

2) 위협

- 이동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 각종 안전관련 제조업체들의 사업 참여

- 정부, 경찰청의 자체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장기적인 경기 불황 지속

- 낮은 시장진입 장벽

3) 통합

- 대표성을 갖는 서비스 브랜드 개발

- 카피할 수 없는 어린이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 수준 높은 서비스 네트워크와 협력 시스템 개발

- 통신사업자 및 안전용품 제조업체들과의 제휴 강화

-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4    수익성 분석

1) 창업 준비 투자내역 : 3,900만원

  ① 온라인 사이트 개발 - 1,000만원

  ② 스마트폰 앱 개발 - 1,000만원

  ③ 회사 브랜드 및 CI 개발 - 300만원

  ④ 어린이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 500만원

  ⑤ 어린이 안전관리 제품 개발 - 500만원

  ⑥ 브로슈어, 명함, 판촉물 제작 - 300만원

  ⑦ 예비비 - 300만원

2) 창업 후 투자내역 : 2,800만원

  ① 온라인 광고비 (3개월) - 500만원

  ② 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비 (3개월) - 500만원

  ③ 운영 및 관리비 (3개월/무점포) - 300만원

  ④ 인건비 (3개월/1인) - 450만원

  ⑤ 온라인 시스템 리뉴얼 (1회) - 300만원

  ⑥ 앱 리뉴얼 (1회) - 300만원

  ⑦ 예비비 – 450만원

이 서비스에 회원 1인당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즉 객단가는 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어린이 회원에게 적용되는 안전관리 제품과 안전

관리 신분증 그리고 기타 안전관리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물론 

서비스 이용기간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차이날 

수 있으나 한 명의 자녀를 둔 일반적인 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평균 10만원 정도의 객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다. 고객이 지불

하는 10만원의 비용에서 제품 비용과 서비스 운영비를 제하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약 3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 아이템의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다. 



153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152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이 사업이 위 예상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서비스 가격이 

고객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 둘째, 가격대비 

서비스의 효과와 품질이 상당히 좋다는 점 셋째,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아이템이 다른 서비스들과 확실하게 다른 점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아방지를 위한 솔루션은 기본이고 어린이 

전용 신분증 관리 시스템, 어린이 위치추적 시스템, 스마트폰 앱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아이템의 핵심이다. 

2)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다.

이러한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안전

관리 제품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미아방지용 QR코드 제품, 위치추적이 되는 

GPS 제품, 어린이 신분증, 위급상황 알림기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품들이 매우 다양게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 

3)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제휴한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이 확실하게 대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또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등과의 서비스  네트워크도 필수적으로 구축

되어야만 한다. 

1) 광고 및 판촉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포털

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은 비용

대비 가장 좋은 홍보수단이므로 타겟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야 한다.  

사업 초기에 많은 고객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파격적인 판촉행사를 주기적

으로 진행해야 한다. 파격적인 할인 및 사은품 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일반적인 

이벤트도 필요하고, 특정 기간 동안 무료로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파격적인 행사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거래성사 30명 60명 90명 120명 150명 180명

매출수입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360만원 450만원 540만원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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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응대

고객 응대 서비스는 사업 초기나 사업 운영 중 언제든지 항상 중요하게 다뤄

져야 할 부분이다.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고객이 최상의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해서 

불안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불만족

스러운 고객은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다시 서비스를 실행해서 불만족 요소를 신속

하게 제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아이템은 고객의 니즈에 빠르고 섬세하게 배려되어지는 것이 특징

이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고객을 상대하되 고객에게 너무 과하게 서비스를 설명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관리자는 고객에게 항상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고객 스스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 

1) 타겟고객을 30~40대 주부들로 한정

타겟고객이 명확하다는 것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라면 직장 생활도 

과감히 포기한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2) 주요 아이템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에 집중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 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나 카피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이 아이템은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

3    성공 포인트

3) 위기상황시 신속한 대응 서비스 제공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위기상황 발생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동시에 상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가격대비 최고의 고객만족

이 사업은 소비자 이용비용이 적절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미아방지 서비스처럼 저렴한 서비스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신속한 대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5) 관련 업체들과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이 사업은 제품과 솔루션 등 관련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제품, 서비스, 솔루션, 관리 시스템 등 각각을 제공하는 

여러 업체들과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09.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 샵
“

”

발굴자 정보

이완수 (주식회사 더함)

010-2262-6502 / bisonroz@gmail.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みらい Factory for Kids

업      종 인테리어

발굴지역 일본 가나가와현

창업형태 점포/비점포 가능

홈페이지 www.idc-otsuka.jp 

요 약

이 아이템은 아이의 성장에 따른 가족 간의 거리 변화를 바탕으로 쾌적한 

거주지 만들기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즉 주택에서 어린이 방의 디자인과 가구

배치,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샵을 의미한다. 홈 인테리어의 한 분야인 

어린이방 인테리어는 점차 전문화되기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에서 분화되어 발전

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각 가정의 자녀가 거주하는 어린이방의 인테리어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

보수하고 보다 좋은 디자인으로 방의 내부를 꾸미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홈 인테리어

와의 차이점은 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방을 단독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공사에서는 어린이의 연령대 및 취향과 함께 부모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하고 디자인 

트렌드와 예산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컨셉에 맞춘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하여 가구와 

각종 소품들을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사비 역시 일반적인 홈 인테리어 

대비 1/3 가량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인테리어 사업은 인력에 의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시공기간이 짧고 

시공면적이 적은 만큼 회사의 인력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작업의 양이 아닌 작업에 투입되는 횟수가 기준으로 시공면적이 적은 경우 

인력을 짧은 시간 사용한다고 해도 1일분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그러므로 공정의 

대부분을 회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 요구되며 구성원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방 인테리어의 경우 건당 수주금액이 크지 않으며 시공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더욱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팀 구성의 인원은 3~4명

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원이 적을 경우 현장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원이 

많은 경우는 이동과 수익성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www.idc-otsuk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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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최근 서점에서 부동산 재테크 관련 도서는 안 팔리고, 홈인테리어 관련

도서 판매량은 급격히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경기 침체 여파로 집을 사고파는 사람은 없지만 있는 집을 잘 꾸미려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과 주택의 처분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기존 거주하던 집을 

고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대중들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또 산업 측면에서도 인테

리어 관련 자재 및 가구를 생산하는 LG하우시스, KCC, 한샘 등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등에서 인테리어 시장의 수요가 계속 이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건축자재 업계의 메이저 업체 및 바닥재, 

벽지, 페인트 등을 생산하는 많은 업체에서 인테리어 시장의 새로운 돌파

구로 ‘키즈(kids)’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이사’ 또는 

‛집안 보수’가 아니면 잘 바꾸지 않는 실내 인테리어의 특성상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지만 어린이용 제품은 불경기에도 꾸준하게 매출이 

오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와 석면 등의 유해성분을 크게 줄인 친환경 

건축자재들의 매출이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유기용제가 다량 사용

되는 파티클보드 대신 원목을 위주로 하는 등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일어

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사업의 방향설정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2. 11. 20 / 이투데이 2013. 8. 16 / 동아일보 2009. 8. 26 ]

2    성장성 분석

인테리어 관련사업 역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크나 향후 시장환경은 

건설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리모델링이 

전체 건축시장의 30~40%를 차지하는 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가 1인당 GDP 가 2만 달러 중반을 상회하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리모델링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출처 : 키움증권 건축자재 산업분석 리포트 2013. 5. 22 ] 

한편, 최근 몇 년간 인테리어 시장은 질적인 성장과 함께 세분화와 전문

화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인테리어 산업에서 예전에는 하나의 디자이너가 

모든 공간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 시대였다면 현재는 식당, 병원, 주택, 

사무실, 전시장, 호텔, 학원 등 각기 전문분야로 특화되는 전문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의 흐름은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이방 인테리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LG하우시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집안 공간별로 인테리어를 차별화하는 트렌드의 

확산과 아동 관련 제품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어린이방 인테리어 

시장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디자인의 친환경 제품으로 

날로 확대되는 어린이용 인테리어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감소에 따라 주택의 규모는 작아지는 반면, 주택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 최근 주택 시장의 트렌드이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역시 여타 키즈시장과 같이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의 

‘트레이딩 업’ 현상이 일어나는 분야로써 향후 밝은 시장전망을 가늠하게 

한다.

[ 출처 : 비즈플레이스 2011. 5. 27 / 이데일리 201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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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분석

1) 약점

- 일정수준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수주활동이 용이

- 어린이 관련 인테리어 디자인 DB 의 구축이 필요

- 외주 기능공 사용시 수익성이 저하

- 어린이 관련 시설이므로 안전문제에 더욱 민감

- B2C 마켓의 특성상 마케팅의 효율이 높지 않음

2) 위협

- 홈 인테리어 업계의 낮은 진입장벽

- 디자인 유출의 위험성이 높음

- 관련업계의 높은 이직률

-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가시화

-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음

3) 통합

-  어린이방 인테리어는 일반적인 홈 인테리어와 달리 키즈시장에도 포함되는 새로운 

분야이며 가격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한다.

-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경쟁의 우려와는 별도로 선도업체만이 갖는 위상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경쟁업체가 단순히 디자인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체계적인 

과정에 의해 구성된 디자인 패키지와 시공의 정확성까지 모방할 수는 없다. 연구

개발을 통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인테리어 사업은 창업자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특히 본 사업은 소수

정예 팀원간의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하다. 팀원 구성시 각자의 시공에서의 

특기를 잘 구분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기상황과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여건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기업의 인테리어시장 진출은 본 사업과 

같은 디자인 중심이 아닌 자재 중심의 ‘집수리’ 시장이므로 사업영역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수익성 분석

-  홈 인테리어와 달리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는 타겟이 정해져 있어 본격적인 

마케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능동적인 마케팅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아래 창업비 및 투자내역은 초기 사업 준비 기간의 비용소요를 포함한 것으로 

초기 디자인 테스트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무실 임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테리어 사업은 사무실이 없이도 가능한 사업으로,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근무인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홍보 면에서는 유리

하고, 사무실이 없다면 인건비와 시설비가 절약되나 홍보 면에서 불리하다는 

면이 있어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관리비

홍보비 5,000만원 초기 운영비 포함

관리비 500만원 공공요금 등 관리비

자재비 5,000만원 초기 테스트용 자재비

예비비 1,000만원

시설
및 

설비

공구류 1,000만원 시공용 공구류 일체

디자인설비 400만원 PC, A3 스캐너 및 프린터 등

기타설비 400만원 기타 예비용 설비

차량 1,700만원 포터 1톤 신차 더블캡 기준

온라인

웹사이트 300만원 PC 및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온라인 예비 500만원 온라인 정보수집(디자인) 비용

기타 200만원 현장 촬영용 DSLR 구매 등

합 계 1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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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석

※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 금융기회비용, 창업자 인건비 등은 비용에서 제외

구분 금액 비고

매출 월 매출 1800만원 400만원×2건, 500만원×2건

원자재비 900만원

판매관리비

인건비 500만원 2인 (각각 300, 200만원)

관리비 100만원 시공 소모품 포함

수도광열비 30만원

보험료 40만원 자영업자보험 포함

광고선전비 200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외주 시공비용 100만원

차량유지비 60만원

통신비 20만원 유/무선 통신비용

직원복지 50만원

소모품 및 기타 100만원

소계 1100만원

순수익 700만원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1)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는 아직 국내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은 만큼 정보와 

솔루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의 해결에는 창업자의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수적이다. 디자인과 소재, 시공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또 

세밀한 조사와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경우의 주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자의 적극적 참여 역시 필요한데, 창업자가 회사의 취약한 기술부분을 

채운다는 각오로 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2)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

음식점의 핵심 전략이 ‘맛’이라면 인테리어 사업에서는 ‘디자인’이다. 특히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라면 한 차원 높은 디자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접 

디자인하거나 해외 디자인의 벤치마킹을 통해 디자인 패키지화하는 과정이 필요

하며, 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결합하면 고객만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 디자인 패키지는 가격 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한다면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은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3) 성과를 기반으로 목표 확장

어린이방 인테리어는 가능성 있는 사업모델이지만 건당 수주금액이 적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야가 유사한,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분야의 보다 규모가 큰 인테리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목표의 확장은 반드시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어린이 관련 인테리어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이 준비되었을 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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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4) 브랜드를 알리는 전략

최근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전문분야별로 개성 있는 디자이너들의 이름과 

업체명이 브랜드가 되어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브랜드는 곧 업체의 

아이덴티티로 디자인, 시공능력, 실적 등이 종합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브랜드는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낼 수는 없으며,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간을 두고 실적과 우수한 디자인을 보인다면 브랜드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고객에게 어필하기 

쉬운 상호, CI/BI 등도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1) 아동 밀집시설 공략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시설에는 자녀를 보기 위해 

부모가 자주 방문하게 되므로 아동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부모들의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몇몇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빠른 입소문의 전파와 함께 

부모간의 경쟁 심리도 유발할 수 있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아동 밀집

시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일정부분의 시설에 대해 실비로 

인테리어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가정에 대한 

공략은 전통적인 방법인 전단과 기념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 마케팅

최근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블로그와 SNS를 통한 마케팅이 보편화되어 정착

되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존재를 알리고 시공실적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며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온라인 마케팅은 사업 초기에는 큰 효과가 없으나 사업이 진행되며 실적이 누적

된다면 별다른 적극적 홍보 없이도 손쉽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 어린이방 인테리어는 건당 수주금액이 적으므로 광역을 대상

으로 해야 하나 오프라인 홍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그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오피스

인테리어 사업은 오피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니므로 자택 또는 창고를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로드샵형 오피스가 있다면 이 역시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된다. 본 사업에서 제시하는 어린이방의 인테리어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의 퀄리티를 갖는 디자인이므로 점포 내부를 전시장 

처럼 꾸미고 내부의 한 부분을 카페처럼 만들어 누구나 매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전략이다.

4) 기존고객의 관리

어린이방 인테리어 사업의 장점은 한 번 시공하게 되면 어린이의 성장단계

마다 새로운 인테리어가 필요하게 되어 지속적인 고객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시공 고객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객과 자녀의 생일 등 

기념일에 축하메시지나 간단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의 이벤트를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고객에게 아이의 성장 및 육아에 관련된 정보나 새로운 인테리어 

정보,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어린이방 인테리어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객관리의 가장 좋은 

무기는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 시공과 세심한 사후관리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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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을 상회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 인테리어 산업 역시 질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각 전문분야로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변화된 홈 인테리어 

시장에 적합한 사업 모델이다. 

5) 확실한 고객층의 존재

기존의 홈 인테리어와 달리 어린이방 인테리어는 고객층이 정해져 있어 

마케팅이 그만큼 수월하다. 오프라인 기준으로는 지역, 시설, 모임 등을 중심

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관심영역이 겹치는 커뮤니티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사업내용과 효과를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실한 

고객층의 존재는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고객층에게 브랜드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1) 꿈을 현실화 시키는 인테리어 디자인

어린이방 전문 인테리어에서 제안하는 디자인은 실용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디자인 포인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드라마나 화보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집안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고객이 매일 감탄할 수 있는 매력이다.

2) 한 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투자 증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한 자녀 가정이 점점 증가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투자

하는 비용은 더욱 커지는 추세로 ‘8포켓 1마우스(부모, 양가 조부모, 이모/고모 

등까지 모두 아이를 위해 지갑을 선뜻 연다는 의미)’라는 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어린이방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인테리어는 어린이를 위해 특화된 

새로운 시장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 출처 : 건설뉴스 2012. 7. 15 ]

3) 멋진 인테리어 디자인의 파급력

좋은 디자인의 파급력은 대단히 강하다. 특히 어린이방의 멋진 디자인은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이는 화보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인테리어 디자인을 집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어린이방이라면 큰 

비용부담이나 실용성에 대한 고민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입소문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어린이방 인테리어 사업이다.

4) 관련 시장의 발전 및 성장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은 선진국의 경우 건축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를 기준으로 한다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국민소득 2만달러 

3    성공 포인트



10.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유모차, 카시트 
대여 전문점
“

”

발굴자 정보

정경택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 ‘스펙타클’)

010-2637-1718 / mannersboi@naver.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Little Baby(리틀 베이비)

업      종 대여업/도소매업

발굴지역 경기 하남시

창업형태 점포/비점포(온라인)

홈페이지 www.littlebaby.co.kr 

요 약

아이를 키우다보면 침대, 유모차, 카시트, 장난감 등 필요한 물건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가격도 비싼데다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간은 몇 달, 길게는 

일이년 정도이니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이 아이템은 유모차 및 카시트, 

아기침대 등 유아용품을 온라인을 통해 대여해줌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의 컨셉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기반의 중고 

카시트, 유모차 렌탈 사업이다. 상권 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배송 및 관리를 함으로서 

고객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배송 및 사후처리의 어려움을 개선하였다. 둘째,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직접 배송 방식이다. 온라인 주문을 통하여 매장 인테리어, 매장 임대료, 

매장 관리 인력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영·유아 성장에 따라 제품 선택·

사용이 쉽다. 기존 카시트는 1회 구매로 2~4세까지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인 반면, 렌탈

서비스는 영·유아 성장에 따른 제품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또한 급작스런 가족 여행 등 

필요에 따른 렌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트렌드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영·

유아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도 불러왔지만 최근 스마트한 소비, 가치 지향적 

소비 등으로 렌탈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사진출처  www.cospar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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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자차 보급률,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생활 패턴의 변화는 영·유아의 

카시트, 유모차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반면 유아·아동 

용품은 렌탈보다 신제품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온라인 카시트, 유모차 

대여 업체는 36개 정도이다. 하지만 20~30대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력, 취업률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소비 효율성의 추구,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아·아동 용품은 

구매 후 재사용이 어려운 상품이 되어 가고 있다는 트랜드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상황과 전체적인 시장 여건은 렌탈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영·유아용품 렌탈 서비스의 1차 타겟은 유아·아동 용품에 대한 신규 수요 

고객, 2차 타겟은 기존 렌탈 업체 이용 고객이다. 특히 연 47만에 이르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앞서 말한 저출산이 가져오는 구매 효율성 추구, 즉 스마트한 소비로 

인하여 타겟 규모와 서비스 선택의 욕구를 함께 가진 주요 타겟이 될 수 것이다. 

물론 유사한 사업체는 이미 존재하지만, 성장성 대비 적은 경쟁업체(36개 

수준) 무엇보다 단순 수도권 및 전국 단위의 온라인 판매보다 지역 기반이라는 

명확한 시장과 고객접점의 강점은 경쟁우위 요소라 할 수 있다.

1) 렌탈 트랜드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이희수 KT 렌탈 대표는 “과거 소비패턴이 ‘소유’였다면 최근에는 빌려 쓰는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렌탈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값비싸고 

기업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로 렌탈하던 관행도 최근에는 값싼 제품도 렌탈을 

통해 최신 제품을 사용하려는 스마트 소비가 늘고 있어 렌탈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스타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였다.(2011년)                    

사회 전반적으로 렌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시트, 유모차 용품 렌탈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은 신생아라는 인류 

존재의 본원적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저출산 구조는 과거 좋은 제품을 사서 

동생까지 썼던 패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만을 위한 1회성 구매로 이어지게 

되어 버렸다.

2) 사회 현상으로 인한 렌탈 수요의 확대 예상

아이를 위한 투자가 아까울 부모는 없겠지만 유아, 아동 용품에 관심이 큰 

첫 아이 출산의 젊은 세대는 경제 양극화와 낮은 취업률로 이 시대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기준 평균 첫 아이 출산 연령은 30.08세이고 청년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율의 2.3배이다. 또한 2011년 한눈으로 보는 국세

통계을 보면 280만이상 되는 30세 이상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35백만 

수준이다.

즉 청년 실업률로 인한 늦은 출산,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양극화, 여기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주택 관련 비용의 부담을 따져볼 때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 패턴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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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점

-  우리나라 주부의 특성상 아이들 용품은 새 것을 많이 원함

-  중고도 안전하고 좋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

-  낮은 진입 장벽 및 아이템 복제의 가능성

-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강할 경우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증가

-  렌탈 상품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의 변동성(인건비)

-  창업주의 직접적인 관여도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우려 

2) 위협

-  유아, 아동용품에 대한 청결 관련 이슈 발생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

-  관련 상품의 가격 자체가 낮아 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취급하는 상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체 또는 고객 신뢰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지역 기반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영업을 의미, 따라서 대형업체가 렌탈 사업에 

진출 한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유명 브랜드의 경우 렌탈 사업 취급을 제한 할 수도 있음(브랜드 인지도, 자사 

상품 판매율 하락 등이 주된 이유임)

3) 통합

-  철저한 소비자 니즈 파악을 통해 적합산 타겟 및 상권 설정과정이 선행 되어야 함

-  효과적인 소비홍보방법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사용후기, 댓글, 좋아용 

등의 SNS활용을 통한 공유 유도)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 함으로서 소비자 신뢰 강화

-  고객층과 신뢰형성은 중요한 만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고 유아, 아동 용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지속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유모차, 카시트등의 제품 선정 및 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국내 업체 또는 중소기업

체와 제휴를 통한 상품 수급 및 유지 보수등을 통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유모차 및 카시트가 주력 렌탈 상품이기도 하지만, 방문 판매 개념으로 기존 고객 

대상의 지속적인 신규 아이템 개발 및 판매 또는 렌탈 품목 확대등으로 수익성 확대

3    리스크 분석

■창업비 및 투자내역

장기적이거나 큰 규모의 렌탈 사업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을 위한 렌탈 

사업을 지향한다. 따라서 고정비를 최소화하여 운영 가능한 방안으로 설계하였다. 

수익의 경우 월 총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유모차, 카시트 등의 초기 

고정비를 24개월 균등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여 월간 순 수익률을 구현하였다.

■수익 분석

4    수익성 분석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시설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
일반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3년 평균 
호스팅 비용 기준(보편적인 수준)

유모차 800만원 대당 40만 * 10대

카시트 500만원 대당 25만 * 10대

보관비용 50만원 자가 소유 건물등에 따라 선택 가능/월세

운영비
인건비 -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부업 등)

차량유지비 20만원 1달 평균 차량 유지비

합 계 1,850만원 B급 상업시설 내 3층 이상 기준

1개월 정산 20대  운영 기준 시 금 액

고정비
유모차/ 카시트 각 24개월 감가 500만원

차량  유지비 200만원

월간 총수익 월 총 임대료 비용 1,600만원

월 순수익 월 총수익 - 비용 900만원

연간 순이익 연간 총 순이익 10,800만원

영업외 수익 2년 단위 물품 중고 판매 4,800만원

2년간 총 이익 렌탈 수익 + 재고품 영업외 수익 2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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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 안내 서비스

신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모차나 

카시트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영업 기회와 신뢰 구축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5) 프리미엄 유모차 대여

고가의 유모차를 대여하는 것도 차별화된 렌탈 사업형태이다. 구매 여력은 

충분하지만 다양한 유모차, 카시트를 사용해 보고 싶은 고객층에게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만 월 단위로 대여 하는 것이다.

1)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구매대상

주 타겟인 신생아가 매년 태어나므로 새로운 구매 계층이 지속적으로 창출 되

는 시장 구조이다.

2) 창업자 1인 운영

기본 사업은 온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고 관

리와 창업자 1인으로도 소비자 관리와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3)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소비 트랜드와 맞물린 스마트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니즈 확대로 시

간이 갈수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 사용 욕구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4)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안 : 아이가 커 감에 따라 대체/신규 구매해야 하는 각종 

비용의 절감으로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 가능하다.

5) 수익구조의 다각화

유아/아동이라는 타겟을 지향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상품 판매까지 연계 할 

수 있어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Ⅱ. 사업화 전략

1     마케팅 전략

마케팅 방향은 초기 인지 확대와 체험의 강화, 그리고 회원 DB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관계 설정과 새로운 서비스/판매 제안이 목표이다. 기존 렌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객들이 더 쉽게 서비스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속적인 DB 구축을 통하여 아이들이 커감에 따른 새로운 제품 제안 및 구매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1) 고객 응대 메시지

고객 응대 메시지(영업 메시지)는 반드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 하는 부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자칫 렌탈 서비스가 가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의 

안전이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

하는 아이의 체형에 맞는 카시트와 유모차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엄마, 그것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2) 체험단 운영

고객 사용 경험 확보를 위한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내 고객들의 사용 경험 

확보를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혹은 신혼부부가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사전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구전 마케팅을 진행한다.

3) 체험단을 통한 프로모션

체험단을 통한 초기 세일즈 프로모션 및 회원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체험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 렌탈 서비스 이용 시 가격 혜택 혹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체험과 사용의 연결 고리를 만들고 아이의 성장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 기회를 지속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2    성공 포인트



11   맞춤형 주문 제작 샴푸

12   액세서리 위탁판매 박스샵

13   여성 전문 홈케어 서비스

14   유료 파우더룸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돈을 버는 여성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여성·뷰티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연령층, 

생활습관, 직업,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략할 수 있는 

제품 및 마케팅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층을 타겟으로 

해야할 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me 3.여성·뷰티



11.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맞춤형 주문 
       제작 샴푸
“

”

발굴자 정보

최배근 (Sontosi)

010-5665-5986 / day6960@gmail.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Concoction

업      종 제조/도소매업

발굴지역 영국 맨체스터

창업형태 점포/비점포

홈페이지 www.concoction.co.uk 

요 약

이 아이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향과 세럼을 선택하여 

샴푸를 주문·제작하는 사업이다. 머리카락과 두피는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들

에게 특히 많은 관리를 요하는 신체 부위이다. 특히 기존 샴푸를 소비하던 여성 

고객들은 자신만의 샴푸를 직접 만듦으로서 더욱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컨셉 및 특징

Concoction은 맞춤제작방식을 차용하여 고객이 직접 샴푸를 만들어 쓸 수 있게 

해 준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머리카락과 취향에 맞는 샴푸를 혼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샴푸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먼저 민트, 레몬, 로즈

마리 등의 다양한 향에서 원하는 향을 선택하고 모발 타입에 적합한 유형의 세럼을 

최대 두 가지 까지 고른다. 이 브랜드는 칵테일 바에서 취향에 따라 술을 골라서 마시듯 

욕실에서도  선택의 매력을 가져오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Concoction의 혼합 

샴푸는 14유로 정도이다. 무조건적으로 비싼 재료를 쓴 샴푸 제품이 아닌, 자신에게 

딱 맞는 베이스 블렌드와 세럼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 샴푸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사진출처 

www.concoction.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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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3    리스크 분석

대한화장품 협회에서 발표한 시장 자료 현황에 따르면 2012년의 대한민국의 

화장품 업계의 시장규모는 16조 6,000억 원이며 이는 2011년 대비 8.3% 증가

한 수치다. 

2012년 화장품 생산액은 7조 1,226원으로 2011년의 6조 3,850억보다 11.5%나 

증가한 수치이며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화장품 생산량은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샴푸 시장 또한 화장품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샴푸 위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화장품, 

특히 샴푸 이용 인구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또 최근의 오가닉, 에코 열풍이 

화장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샴푸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프리미엄과 비 프리미엄 제품간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샴푸를 쓰는 모든 소비자들이 주문 제작 샴푸 사업, 또는 주문 제작 샴푸 숍의 

고객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발 관리와 상태에 민감한 20대~40대 여성이 주요 

고객이다. 

모발 타입과 맞지 않는 샴푸를 사용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여성들은 

모발 관리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이것은 곧 주문 제작샵의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샴푸를 쓰는 모든 여성들 또한 모발 관리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에 주문 제작 샴푸에 흥미를 보일 것이다. 또한 모발 관리에 예민

하거나 특이한 모발 타입의 소유자, 내지 특정 향을 선호하는 매니아층의 고객들

까지도 실질적 수요로 이어지는 잠재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외모가 하나의 스펙이자 능력이 되는 시대이다. 현대인들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가꾸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의 외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모발이다. 여성들은 꾸준히 모발 관리에 투자

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발과 맞는 헤어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히 불편한 과정이다.

자신의 모발 타입, 색깔, 그리고 원하는 향까지 고려하여 맞춤 제작되는 샴푸는 

외모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유지하고자 하는 현대 여성들의 니즈,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또한 대량 생산되는 샴푸 및 헤어 제품들과는 달리 다양한 

세럼과 향기, 샷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샴푸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감성과 다양성에 대한 흥미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약점

- 주문 제작 샴푸라는 생소한 개념

- 주문 제작 시스템의 비효율성

- 온라인 판매와 점포 운영 방식 사이에서의 조율 문제

- 품질 확보

- 초기 자금 규모에 따라 판매 제품의 가짓수가 결정

2) 위협

- 급변하는 화장품, 샴푸 트렌드

- 유사한 아이템의 경쟁업체 대두

-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브랜드 프리미엄 샴푸들 

- 브랜드 프리미엄 샴푸들의 품질 상향화

- 향후 수요 예측이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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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신개념 트렌드 제품’으로써 소비자에게 접근

- 소비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미리 수요 및 소비자 선호 원재료 파악 

- 위 결과에 따라 운영 방식 및 판매 형식 결정

- 경쟁 제품을 충분히 파악하여 품질 결정 및 가격 책정 

-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수요, 트렌드 예측 및 신제품 개발

■창업비 및 투자내역

이 샴푸 아이템의 경우 1개당 가격이 14유로 (한화 21,000원 정도)에 판매

되고 있으며 컨디셔너는 16유로 (한화 24,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제품의 마진은 약 50% 정도이며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약 10%이며 기타 관리

비는 12~14% 정도가 된다. 물류비의 구조는 포장/소모품비, 창고 운영 및 물류

대행비로 배송 1건당 운반비는 2300원정도이다. 

4    수익성 분석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사무실)

15평(50m²)

보증금 1,000만원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100만원 개점 3개월간 기준

인테리어 500만원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물류센터 임대  100만원 물류 센터 임대 비용 (수량+배송 협의)  

기타자재비 500만원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인건비 600만원 월 120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개발 500만원 웹 사이트 구축 

광고비 200만원 온라인 마케팅 광고 비용

합 계 3,500만원

1) 기업의 차별화 

주문자 생산 방식과 100% 천연 원재료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야 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고품질의 다양한 샴푸 상품을 개발

하여 차별화를 하고 저가격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브랜드 스토리 

고객이 샴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임을 이벤트와 광고를 통하여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3) IT 플랫폼 개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여성을 위한 전용 

사이트로 특화시켜야 하며 고객이 제품을 받는 동안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시각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읽을 수 있도록 패키지와 웹 사이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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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UCC, 블로그, 카페, 바이럴 마케팅등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

팅이 필요하며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 포장하여 광고와 판촉 등에 활용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하다. 

고객은 이제 기업의 지나친 홍보와 마케팅에 지쳐있다. 이제는 구매 고객이 

직접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감수성을 

전달하는 것이 본 마케팅의 핵심이다. 

2) 고객 관리 

고객들에게 모바일, 온라인을 통하여 매월 신상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여야

하며 고객과의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 새로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감수성을 자극할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3) 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팝업 스토어, 코스매틱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 영업활동을 통하여 

입점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시회, 시제품 이벤트 등을 통하여 고객

에게 브랜드 홍보를 해야 한다.  

1) 100% 천원 원료에 대한 제품 생산  

천연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여성의 감수성을 

자극할 다양한 마케팅이 전개되어야 한다. 고객이 관심을 가질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SNS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마케팅 전략

3    성공 포인트

2) 디자인 컨텐츠 개발   

제품의 제조,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하며 고객을 

위한 웹페이지, 브랜드 컨셉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조직 운영 

초창기 조직운영은 고정비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경영지원, 디자인팀, 영업팀

으로 구성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 향후 매출이 발생하고 추가적

으로 인원이 필요할 때 고용하면 된다. 

4) 장기 전략 방안 

기존 샴푸 관련 브랜드와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외형주의적인 전략은 지양해야하며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

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성장추세만 믿고 흑자전환을 기대

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관리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12.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액세서리 위탁 
     판매 박스샵
“

”

발굴자 정보

박노정 (N.J Company)

010-3115-4971 / pnj66@naver.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시민참여형 박스숍’

업      종 위탁판매업

발굴지역 서울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seoulwomen.or.kr 

요 약

이 아이템은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성공적인 독립창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창업 열풍 속에 

프랜차이즈 중심의 고비용 외식서비스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많은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이들에게 

공동점포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창의성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비즈공예와 여성용 액세서리 제품들을 

소규모 전용 공간(박스형 쇼케이스)에 전시하여 위탁 판매해주는 형태의 아이디어 사업

이다. 특히 기존의 저가형 일반 액세서리들과 차별화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제품들을 

취급하여 여성 고객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독립 점포 형태의 심플한 매장 컨셉을 기본으로 소규모 쇼케이스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고가의 인테리어나 인건비, 원재료 구입 등의 고정비 부담도 타 

업종의 창업에 비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액세서리를 쇼케이스에서 판매한다는 차별화된 컨셉과 이에 걸맞는 다양한 

제품들의 개발 및 운영 노하우 습득 등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어 경쟁 점포들과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사진출처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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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1) 시장의 특성 및 구조 

여성들에게 액세서리는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동시에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장식용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들은 획일적으로 대량생산된 것으로 개성과 차별화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2) 관련 업체 현황 및 시장 규모

현재 국내의 경우 상용화된 박스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유사한 

형태로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지원하는 시민 참여형 박스샵이 시범 운영 

단계로 서울 시내 소재 여성 플라자, 발전센터 등 6개 단체에서 운영중이다. 

[ 출처 : News 1 2012. 11. 9 ]

또한 시장 규모는 대략 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패션 잡화 전체시장(1조5천억원)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공식적인 수요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창업경영신문 2013. 4. 8 ]

1) 틈새 시장 개발이 관건

여성용 액세서리 시장은 아이템의 특성상 경기나 외부 환경 등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이다. 반면 동종 업체들 간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 개성을 중시

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어 유사 업체들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향후 신규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기존의 여성용 액세서리 시장은 이미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된 포화 

시장이다. 이에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화는 물론이고 독창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신규 아이디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만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증대와 사업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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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점

- 소규모 틈새 업종으로 다양한 액세서리 개발 어려움

- 독립 점포로서 고객 홍보 한계

- 소액 상품 위주로 매출 증대 한계

- 소규모 창업 자금에 따른 주요 상권 입점 어려움

- 소규모 자영업으로 경쟁업체 도전에 취약

 2) 위협

- 기존 액세서리 제품들은 대부분 대량화 되어 있음

- 주요 상권 중심으로 유사한 액세서리 업체 혼재

- 기존 시장에 저가형 여성 액세서리가 주류를 형성

- 중심 상권의 높은 임대료 비중으로 원가 부담 가중

- 타 업체의 벤치마킹이 용이함

 3) 통합

- 여성 등 개인 제작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 개발

- 독특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판촉 이벤트 등 으로 점포 차별화 노력

- 실용적이면서 차별화된 중저가 아이템 지속 개발

-  박스샵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최소한의 공간 활용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2차 

상권 개발(B급 상권, 건물 2층 등)

- 아이디어가 우수한 개인제작자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

4    수익성 분석

박스샵은 기존의 완성된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으로서 사업의 

외적 요소(액세서리 시장의 외부적 영향)보다는 운영 방식, 판매자의 사업 

역량 등 내적 요소들이 수익성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의 구조적 리스크인 초기 창업비용,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분야의 사전 경험 등 의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수익구조와 창업자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수익성을 증가 시 킬 수 있는 유연한 사업 방식 등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3    리스크 분석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15평(50m²)

보증금 4,000만원 상업지구 기준

임차료 150만원 1,2층 기준

인테리어 1,000만원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전기,조명 등)

간판 200만원 전면 간판

소계 5,350만원

홍보/영업

홍보비 300만원 홈페이지 제작 / 오픈 관련 각종 판촉

소계 300만원

기타

자재비 200만원 비품 및 집기

예비비 500만원 초기 사업 정착 시 까지의 소요 자금

소계 700만원

합 계 6,350만원 A급 상업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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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세서리 사업의 성공 포인트는 차별화

• 아이템의 차별화 

액세서리는 전용 매장은 물론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경쟁하

는 대규모 시장으로,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창의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매장 과 운영의 차별화

매장은 전체적으로 밝고 산뜻한 이미지가 좋고, 각 제품(쇼케이스)들의 

특징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1) 아이템의 차별화와 전문성

박스샵의 기본 판매 전략은 소품종·적정가격판매이다. 저가형 단순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일반 매장이나 로드샵과는 차원이 다른 독특하면서 상품의 

질과 디자인 등이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특화된 제품들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개념으로, 각 제품별 포인트의 극대화를 통한 다른 제품과의 차별

화와 대중적 트렌드를 바탕으로 하되 고객에게 어필 할 수 있는 품질과 디자

인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2) 고정고객 확보

저가형 단순 액세서리는 제품의 가격과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전 구매 계획

이나 큰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충동구매 경향이 크다. 그러나 박스샵

■월 평균 매출

1) 아이디어의 상품화, 그리고 트렌드

• 독창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기존 제품에 약간의 변화만으로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완전히 새로

운 컨셉의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과, 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 국내외 트렌드의 분석과 활용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도 상품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고객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안

정적으로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항 목 세부 내용 수 익

쇼케이스 사용료 60개 x 3만원 180만원

판매 수수료 1.5만원 x 25% x 60개 x 30일 675만원

합 계 850만원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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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액세서리로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과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한 중저가 개념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이 차지하는 의미도 상대적

으로 높아서 일정부분 계획성 구매의 형태도 예상되는 바, 고정 고객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안정적인 매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회원제 고객관리 및 온,오프라인의 판촉 적극 시행

한번이라도 구매한 고객은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 고객들에게 SMS, 카카

오톡 등으로 신상품 입점 정보와 다양한 매장 할인 행사 등 의 정보를 정기적

으로 발송하여 적극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고정고객 확보와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한다. 아울러 고정고객도 세분화하여 고객 등급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매장내에서의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고객들의 관심과 매장 방문 빈도를 증가시켜서 

매출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1) 경영자 마인드

작은 액세서리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제품 개발, 구매, 마케팅, 영업, 고객 관리 등 

경영 활동 전반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1인 점포로 출발 할 경우 창업자 혼자 

이러한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로서의 전문적 마인드와 

책임감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2) 충분한 사전 준비

창업은 물건만을 사고파는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창업자의 전 재산을 투자

하여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인생의 큰 모험이다. 작은 부분 까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습득하고 기존 창업자들의 운영 사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철저한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

3    5가지 성공 포인트

3) 전문가 능력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박스샵 형태의 액세서리 창업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개념이다. 사업의 성패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이 제품들의 상품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창업자의 마케팅 능력에 달려있으므로, 창업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지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 스킬 

개발과 액세서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필요하다.

4) 지속적인 차별화

여성용 액세서리는 특히 유행에 민감하며 다양한 유사품과 경쟁자들이 공존

하는 대표적인 오픈 마켓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은 물론 고객 관리, 매장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5) 창업자의 열정

창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반복이다. 단순히 

아이템의 유망성이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창업자 본인이 좋아서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열정이 바탕이 될 때 창업자의 경쟁

력은 올라 갈 것이다.   



13.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여성 전문 홈케어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박노정 (N.J Company)

010-3115-4971 / pnj66@naver.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핸디페어

업      종 서비스

발굴지역 서울 종로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handipair.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집이나 사무실, 사업장 등 어디서든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

에서부터 보수, 클리닝,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토탈 생활 

서비스로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이 이러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1인 여성 가구나 주부 중심 

가구 등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여성 전용 사업으로 특화한다면 상대

적으로 경쟁자인 남성 인력 중심의 동종 유사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컨셉 및 특징

바쁜 현대 생활에서 집과 관련된 크고 작은 유지 보수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귀찮은 문제이다. 특히 1인 여성 가구, 노인, 여성 가장 중심의 외부모 가구 등은 이러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성 부족, 비체계적인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감 및 남성 위주의 업체들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쉽게 수리 의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전문 토털 홈케어 서비스는 여성창업자가 전문적인 기술 습득 후 체계적인 시스

템을 통해 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여성

전문가가 방문함으로서 좀 더 세심하고 친화적인 서비스를 통해 여성이나 노약자 고객

들의 작은 요구까지도 관리해 줄 수 있고, 남성 작업자들이 집 내부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해결 할 수 있다.

사진출처 

www.handip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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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1) 시장의 특성 및 구조

최근 1인 가구, 여성 중심의 외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 가장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집안의 다양한 

유지 보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함으로 

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 

하다. 반면 현재 관련 업체들의 기술적 측면이나 제반 비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체계적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불신감이 잠재해 있다. 이에 국내 홈케어 시장에서도 고객층을 좀 더 세분화

하여 각 고객층에 맞는 다양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함으로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 

2) 관련 업체 현황 및 시장 규모

현재 국내의 경우 전체 홈케어 서비스 시장은 인테리어, 보수 등을 기준

으로 대략 연간 6조 원대 정도로 추산된다.(한국경제 2013. 6. 30일자 보도)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업소용 시장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구체적인 세분화는 

어렵지만 토털 홈케어서비스에서 취급하는 홈클리닝, 리폼 등까지 추가하면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성전문서비스를 

통해 여성 1인 가구 등 상대적으로 기존 남성 중심의 비체계적인 서비스에 

부담감을 느끼는 고객층을 집중 개발하면 소상공인의 창업 시장으로서의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존 형태의 홈케어 서비스

현재의 홈케어서비스 형태는 인테리어, 도배 및 장판, 집 수리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

으로, 소규모 가구 들의 종합적인 주택 유지 보수 요구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2) 신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수요

여성 전문 홈케어서비스는 기존의 대규모 전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방충망 

교체, 간단한 인테리어 변경, 가전제품 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기존의 주택 유지 보수 업체들의 한정적이고 비체계적인 운영 방식과 차별

화하여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 여성의 입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여성고객들이나 노인 가구 등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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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성 분석3    리스크 분석

토털 홈케어서비스는 말 그대로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사무실 등의 유지 

보수와 인테리어, 리폼, 간단한 설비 교체,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에 수익 구조도 다양하여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바, 동 사업에서의 핵심은 공통적인 주택 유지 보수 외 1인 여성 가구 및 

여성 중심의 외부모 가구 등 상대적으로 여성전문가의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1) 약점

-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 어려움

- 여성으로서 전문성 부각 한계

- 이미 시장에 오픈된 아이템으로서 경쟁업체 도전에 취약

- 소규모 자영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개인 기업으로서 서비스 내용의 체계화 및 공식화 어려움

2) 위협

- 경쟁 업체들은 전문화된 기술 및 노하우 구비

- 기존 시장에서의 여성의 활동성 미비

- 기존 시장에 중소형 관련 업체들의 시장 선점 가속화

- 경쟁 업체들의 마케팅 및 홍보 경쟁 치열

- 주택 유지 관리 관련 각 분야별 경쟁 업체들의 전문화 지속

 3) 통합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 습득

- 개점 초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긍정적 이미지 제공

- 여성의 섬세함과 친근성으로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사업 초기에는 체계적인 창업을 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활용 고려

- 아이디어가 우수한 개인제작자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7평(23m²)

보증금 1,000만원 준상업/주거지구 기준

인테리어 1,000만원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전기,조명 등)

간판 50만원 전면 간판

소계 2,050만원

시설/장비

전용장비 300만원 주택 유지 보수 관련

차량 1,000만원 장비 및 인력 수송용(중고 기준)

소계 1,300만원

기타

가맹비 1,000만원 보증금 / 교육비 / 로얄티 등

운영비 500만원 초기 사업 정착 소요 자금

소계 1,500만원

합 계 4,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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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틈새 시장 공략    

창업 초기에는 주요 사업 전략으로 기존의 주택 수리, 인테리어 외에 간단한 

리폼 등 작은 부분이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하여 1인 가구, 여성가장 

가구 등 타겟 계층의 고정 고객을확보하는데 주력 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 아이템의 차별화

기존의 일반적인 주택 유지 보수를 기본으로 그 외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부분

(간단한 집안 구조 변경, 부분 도색, 방범창 및 창문 등의 교체, 보수 등)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서 경쟁업체들의 아이템과 차별화 할 수 

있다.

3) 운영의 차별화

여성전문가가 주거 생활 전반에 토털 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1인 여성 

가구나 여성 가장의 외부모 가구 등에 좀 더친근하게 다가 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작은 서비스 하나까지도 깔끔하게처리해줌으로써 이러한 계층의 

고객들이 주거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정 고객화가 

되면 전담 주택관리 개념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1) 창업자의 특수성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주택의 유지 보수로 대표되는 홈케어서비스 시장은 건축에 대한 각 분야별로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남성 중심의 시장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과 사후 관리, 비용의 적정성 등에 따라 고객들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고, 섬세하고 여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1인 여성 가구나여성 중심의 가구 등에서는 업체의 이용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동 시장에서 여성전문가가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의 경쟁업체들보다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여성의 입장에서 처리해줌으로써 여성 고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틈새 시장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다. 

 2) 고정고객 확보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성패는 지속성의 정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 지속

성은 고정 고객이 얼마나 많고 꾸준하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동 업종

에서도 성공정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고정 고객을 최대  한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바, 여성전문가의 경우 동 아이템의 핵심 포인트인 여성 

고객들과 기타 특수 계층의 고객들에게 최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5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204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이에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고객은 그 유형에 따라 작은 

컨셉까지도 공유 할 수 있는 센스와 전문성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줌으로서 

한 번 이용한 고객은 다시 찾게 되는 감동이 중요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마인드를 

가진 고객들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업이 아닌 내 가족, 

나의 집을 가꾸어 준다는 신념이 창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경영자 마인드

업종이나 사업 규모를 불문하고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마인드가 필요

하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창업이 창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창업자는 

사업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영업, 재무, 고객관리 등 경영 활동 전반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충분한 사전 준비

전문 창업은 창업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형태로서 

점포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반적 상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이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 기존 창업자들의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을 

통한 철저한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

3) 전문가 능력

이는 창업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스템이나 인프라의 체계적전문화

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을 시도 할 경우특히 가맹

본부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초보 여성창업자도 전문가로서 활동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성공 포인트

4) 근본적인 차별화

기존의 주택 유지 보수 시장은 오랜 기간 정형화된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초보의 

여성창업자가 도전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에 창업의 성공 전략으로 틈새

시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쟁자들과 다른 나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아이템이 필수적이다.



14.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유료 
    파우더룸
“

”

발굴자 정보

조준호 (프랜차이즈개발진흥원 원장)

t2father@paran.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COS-Pa

업      종 여성/뷰티

발굴지역 일본 도쿄 시부야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http://www.cosparoom.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지하철역이나 백화점에서 유료로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공장소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유료 

파우더룸’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30분 단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화장을 다시 고치거나 새롭게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컨셉 및 특징

유료 파우더룸은 사소한 변화에 민감한 여성들의 화장을 비즈니스 포인트로 살린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화장과 헤어를 정리 할 수 있는 곳이다.

방 내부를 흰색으로 인테리어 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였다. 각 방들은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고, 1인이 앉을 수 있는 소파와 소파 앞에는 큰 거울이 부착되어

있다. 자신이 원하는 화장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화장품 전용 팔레트와 탁상용 거울도 

준비되어 있다. 파우더 룸은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을 내고 연장도 

가능하다.

유료 파우더 룸에서는 메이크업 용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과 헤어정리 용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브랜드 화장품, 스타일링 

기구, 향수, 메이크업 브러시, 고데기, 머리 빗 등 메이크업 용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빌릴 수 있으며 반납시간이 끝나면 빌린 기구들은 접수처에 반납하면서 

요금을 계산하면 된다. 

이 밖에도 화장품이나 왁스, 스타킹 등을 따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이드 

메뉴로 추가 비용을 내면 직원들이 메이크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머리를 정리해주거나 

손톱손질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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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산업 시장의 매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발 맞추어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개인 트렌드에 맞춘 ‘유료 파우더 룸’은 외부에 나가 

급하게 화장을 고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아이템이다.

2013년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조 1,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3~4%의 국내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는 화장품이 점차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면서 경기와 무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경향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 남성·유아 등 소비계층의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료 파우더 룸의 주요고객은 20대 ~ 30대의 대학생 및 직장여성이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약속이 있거나 면접을 앞두고 전문적인 제품으로 화장을 할 

필요가 있는 대학생과 회사가 끝나고 소개팅을 하거나 격식 있는 모임이 있거나 

퇴근 후 약속이 새로 있어서 화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직장여성이 주 이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료 파우더 룸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도 이용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주 고객을 여성

으로 보았지만 오로지 여성에게만 한정 할 수 없다. 현대에는 남성들도 외모를 

가꾸는 시대이므로 화장품에 관심이 있거나 화장품에 관심이 없어도 머리스타

일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용고객이 될 수 있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뷰티관련 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대가 점차 흐르면서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파우더 룸’은 이들에게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개별 공간에서 

원하는 만큼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고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격의 부담감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지만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었던 

화장품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미용에 관심이 많으면서 체험을 

원하는 고객도 꾸준히 이용할 것으로 본다.

앞서 보았듯이 화장품의 산업 시장의 매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유료 

파우더 룸’의 성장성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약점

- 유료 파우더 룸에 대한 인식 부족

- 시장 진입과 정착에 드는 시간과 비용 발생

- 초기자금 동원 능력 부족

- 미용관련 서비스 유사 형태 존재

- 다양한 매뉴얼 개발 어려움

2) 위협

- 경기변동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침체

- 새로운 경쟁자 진입 가능성

- 초기 창업비용과 예비비 확충에 대한 자금 부담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3    리스크 분석



211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210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 유행에 민감한 뷰티 트렌드

- 기술력 중심의 영업이 중요.

3) 통합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서비스와 매장인지도를 넓혀야 함

-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한 개발 필요

- 다양한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 유도

-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야함

- 동종 업태의 커뮤니티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 분석

주 고객에 해당하는 20~30대의 여성 고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본 사업의 수익성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활발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30평(99m²)

보증금 3,000만원 상업지구 기준

임차료 250만원 관리비 별도

시설비 3,000만원 각종 화장품 및 파우더 용품, 포스 등

인테리어 6,000만원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홍보비 400만원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예비비 2,000만원 별도 공사 및 운영비

합 계 14,650만원

한편 창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소 수익을 얻기 힘들다. 

하지만 파우더 룸 내에 진열되는 화장품들 중에서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해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장품 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을 파우더 룸 내에 비치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회사입장

에서도 매출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창업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품을 얻을 수 있으며, 화장품 회사입장에서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가로 특정한 날마다 메이크업 문화 강좌를 개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메이크업 교육을 난이도 별로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추가 요금이나 음료수, 회원제의 회비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점포 비용과 운영비용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금액 비고

월매출액 2,500만원 30분 3만원, 화장품 판매

매출 원가 500만원 매출액 20%

매출 이익 2,000만원

월세(관리비 포함) 300만원 상업지구 2층 기준

인건비 600만원 정직원2, 알바1

수도광열비 100만원 수도, 전기, 냉난방

기타경비 150만원 홍보, 마케팅비

비용합계 1,150만원

월수익 850만원

4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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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유료 파우더 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뷰티샵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고객에게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 뷰티샵과 차별화 

시킨 점은 바로 직접 고객에게 방문하는 출장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

한다. 물론 경험이 많으며 실력이 좋은 전문가가 방문한다. 

또한 기념일이나 행사에 알맞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인

식에는 성인식에 알맞게, 졸업식에는 졸업식에 알맞게 고객이 원하는 특징을 

살려 서비스를 진행한다. 물론 결혼식 행사에도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에게도 

기념일에 맞게 어울리는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한다. 

한편 매장 내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전문가들은 고객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 헤어나 메이크업을 제안

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보다는 평소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메이크업 강좌를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의 각 난이도 별로 

개설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메이크업 강좌 외에도 헤어 

강좌나 미용과 관련하여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효과로 활용할 수 있다. 

뷰티 사업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본 사업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사업 아이

템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중에서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입소문이 잘 퍼지는 바이럴 마케팅

이다. 

입소문은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전략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만 부정적인 소문도 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 초기에 빠른 입소문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직접 개설하여 

할인제도나 쿠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옷이 유행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어나 메이크업 역시 그 시대의 유행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각 파우더 룸 내부에 각 트렌드에 

알맞은 메이크업, 화장법의 사진을 붙여 이런 정보를 고객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번 방문한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원제를 통한 적립 카드를 마련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고객의 연락망을 통해서 각종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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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정보수집과 구체적인 경영

 점포주의 경우 친절과 서비스 외에도 메이크업 관리 기술이 있어야 하고 꾸준히 

변화하는 다양한 헤어·메이크업 기술습득을 위해 관련 세미나 참석, 업계정보 

수집, 고객과의 유대관계, 종업원 관리 등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2) 고객확보 전략

고객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피부미용관련 

정보제공, 클레임 대처 및 각종 사례발생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얼굴 형태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능한 상담은 고객에게 전문

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된다.

3) 고객 사후관리 전략

고객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결과에 대한 확인과 메이크업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은 고객의 만족을 한층 더 높여 준다. 고객에게 권장할 일과 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상담하고 사용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하고 인식시킴으로써 

고객이 믿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4) 고정고객 확보전략

뷰티산업의 발달로 관련 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

하다. 따라서 한번 찾은 고객을 놓치지 않고 단골 고객화 하는 일은 그 고객뿐 

아니라 제2, 제3의 고객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세심히 기록 관리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한다.

5) 미용 관련용품 진열 및 매장관리

미용기기는 가능한 한 최첨단 기기를 사용해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화장품과 미용재료 등도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깔끔하게 진열 

하여 고객이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기기시설 

설치는 적절한 공간에 레이아웃이 되도록 하여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성공 포인트



15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16   상품성 낮은 청과물 판매 매장

17   여행자가 배달부인 해외배송 서비스

18   옷에 원하는 이미지를 프린트해주는 DIY 쇼핑몰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국내의 소비자 구매 또한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제 사정은 생산자로

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및 

판매에서 더 민감한 부분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유통 및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틈새 활용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

하다.

Theme 4.유통·판매



15.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

”

발굴자 정보

은종성 (비즈웹코리아)

010-6407-8245/eunjongseong@gmail.com

업체 정보

업 체 명   株式会社 良品計画 (주식회사 양품계화)

업      종 도소매업

발굴지역 일본 도쿄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muji.net

요 약

이 아이템은 의류, 악세사리, 가구, 주방용품, 문구류, 식품 등에 걸쳐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토탈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산 과정의 간소화, 

소재의 선택, 포장의 간략화라는 3가지 발상을 기본을 하여 심플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한다. 전 세계에서 실용적인 가격과 독창적인 상품 기획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컨셉 및 특징

무인양품의 제품에서는 마크나 로고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막고 제품 자체의 기본에 충실한, 품질 자체로 보이고자 하는 설립의도를 보여준다. 

또한 포장이나 문구류에는 대부분 재생지를 사용하고 제품 염색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인양품의 패프릭이나 

포장지는 특유의 아주 연한 갈색이 살아있다. 이는 하늘을 뜻하는 흰색과 땅을 뜻하는 

갈색의 배합으로 편안하고 싫증나지 않는 자연의 느낌이다. 화려하면서도 차별화된 

브랜드들이 넘쳐나는 요즘, 무인양품(MUJI)은 유행이나 시대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상표가 부착

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 상표가 없는 것은 판매업자(소매

업자)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상품기획은 대부분 소매점이 하고 생산은 

중소기업이 한다. 대기업은 자사제품에 자기상표를 붙이지만 노브랜드 상품은 포장과 

광고의 부담을 덜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싼 것이 특징이다. 메이커에서는 노브랜드이지만 

소매업자가 상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노프릴(no-frill) 혹은 제네릭(generic) 상품

이라고도 한다.

사진출처 

www.flickr.com/photos/mamamisao/33691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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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잘 나가던 무지는 2000년 침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유럽 내 20여개 매장  

에서 적자가 난 것이다. 캐주얼 의류 50여개 품목의 가격을 35%나 내렸지만 

2001년 무지의 총 경상이익은 56억엔(약 795억원)으로 2년 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소비자 신뢰까지 흔들리면서 대대적인 경영진 물갈이가 이뤄졌고, 당시 

HR(인적자원) 담당 임원이던 마쓰이가 CEO를 맡았다.

마쓰이는 빠른 의사 결정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경영난을 

극복했다. 그런 다음 일본 전역의 무지 직영점을 모두 직접 찾아가는 현장

경영을 실천했다. 지점장들이 전년도 재고품을 그대로 팔고 있는 것을 확인

하고 3년 분 재고품 38억 엔(한화 약 539억원)어치를 일거에 처분했다. 수익은 

뒷전이고 겉멋에 치중하는 행태를 없앤 것이다. 제품 판매 사이클을 ‛연간 

판매’ ‛시즌 판매’ ‛시즌 트렌드’ 등 3개로 세분화해 ‛무지 매장에는 한물간 

옛 제품만 그득하다’는 악평도 자취를 감추게 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베스

트셀링 아이템인 제품의 가격은 고객 사은행사 차원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했다.

소매업은 제품개발·생산·재고관리 3개 부서의 유기적 화합이 중요하다. 당시 

이들 부서는 자기 업무만 하고 타부서와의 소통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3개 부서를 

통합하는 총괄 디렉터를 두고 제품 하나하나를 팔 때마다 3개부서가 협의해 

같이 만들도록 했다. 각 제품의 판매량 순서를 매긴 ‛인기도’를 제품에 표시해 

경쟁을 유도했다.

마쓰이 회장은 강력한 현장 영업 증진과 판매 향상 정책을 추진했다. 매장마다 

잘 팔리는 제품을 정해 지난 주 대비 2~3배의 판매고를 올리면 확실하게 인센

티브를 챙겨주고 매장 직원들을 모두 포상했다. 3~4주간 매출 성과로 매장 등

급을 나눈 다음 우수 매장에 상금을 주는 ‛판매 콩쿠르’도 열었다. 여기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부터 40~50대 지점장까지 모두 참여시켰다.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2000년 당시 4,000 종 150 여 곳 

이었으나 지금은 7,000 종 535 곳으로 급증했다. 마쓰이 회장은 지금도 수시로 

암행 감찰 요원을 보내 ‛비밀검사’(mystery inspection)를 벌여 고객 관리 태도  

등이 불량한 직원은 모두 재교육시켜 안일한 정신 자세를 추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이유 없이 싼 제품’이 아닌 ‘이유 

있는 좋은 제품’(lowered price with reason)을 지향했다. 출발은 일상의 소소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었지만 우량 제품에 대한 도전까지도 감행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의 모든 가격 태그에 ‛이 제품이 만들어진 이유’란 제목의 

문구를 1~2줄씩 적어 놓고 있다.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경쟁사보다 먼저 최신 글로벌 유행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단,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신 유행 정보를 응용해 비싼 흰색 오리털 

대신 털의 밀도가 높은 회색 오리털을 사용하는 이불을 만들면 보온력은 더 좋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진다. 무지는 표백·염색·광택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일반 비닐봉지나 포장지도 금지하고 반드시 재생지 봉투를 쓴다. 이런 방식

으로 가격 거품을 빼 최대 30%까지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

‘노 브랜드 전략’은 무지 특유의 기업 철학이지만 자칫 시대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유행에 민감한 

의류 제품은 일본의 최고 패션디자이너인 야마모토 요지(山本耀司)와 협업

하도록 하고 있다. ‛디자이너 룸’을 야마모토 요지의 회사 산하 부서로 한동안 

옮겨놓고 그의 지휘를 받게 한 것이다. 급변하는 외부 흐름을 적극 수용해 창의

적인 디자인이 나오도록 독려했다.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디자인의 특징은 ‘미니멀

리즘’이고 광고 문구가 전혀 없다. 디자인을 화려하고 비싼 공정으로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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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거품이 생기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간다. 7,000여 개의 상품에 

일관되게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미학적 작품을 내놓기 

위해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디자인 기획안이 나오면 사내 ‛상품전략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영국 유명 디자이너인 재스퍼 모리슨(Morrison)과 

하라 켄야 등 세계적 디자이너를 포함해 사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상품판정회’

에서 합격해야 한다. 이들이 수시로 협의해서 ‛무지만의 독자적인 제품’인지를 

엄격하게 검사한다. 

1) 약점

- 상표가 없어 브랜드 충성도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 상표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여 고가 시장을 공략하기 어렵다

-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도 적어질 수 있다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조비용이 높다

- 적정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재고 비용이 높다

2) 위협

- 1,000원샵 등 유사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 유니클로 등 저가시장을 공략하는 카테고리샵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 노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다

-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많다 

3) 통합

-  이유 있는 좋은 제품 전략을 취한다. 제품의 모든 가격 태그에 ‛이 제품이 만들어

진 이유’란 제목의 문구를 1~2줄씩 적어 놓는다.

-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을 선보인다. 급변하는 외부 흐름을 적극 수용해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한다. 

-  재생용 비닐봉지 사용 등 원가를 낮춘다. 실제 무인양품점은 가격 거품을 빼 

최대 30%까지 단가를 낮췄다.

-  사회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4    수익성 분석

3    리스크 분석

■창업비 및 투자내역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되며,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주차시설 등을 확보

해야 하므로 백화점 등이 위치한 곳에 입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를 감안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매장
구입비

보증금 5,000만원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

권리금 2,000만원 상권에 따라 다름

소  계 7,000만원  

인테리어 등

인테리어 2,000만원 
간판 등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인테리어 등

초도 물품 구입비 3,000만원
선행적으로 매장 진열을 해야 하는 
초도 물품비

컴퓨터 및 사무집기 1,000만원 
컴퓨터, 복사기(렌탈 이용) 등 
사무집기

홈페이지 200만원 홍보용

소  계 6,200만원   

운영비   
(약3개월)

인건비 1,200만원 월 200만*3명*2개월

사무실 관리비 300만원 전기/수도/통신비:100만원*3개월

사무실 임차료 300만원 2개월 기준

소  계 1,800만원  

기타

광고비 300만원 100만원*3개월

이벤트 400만원 오픈 후 초기 이벤트 비용

소  계 700만원  

합      계 1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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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석

소비자의 패션 기호는 글로벌화, 고품격화 되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기반

으로 국제 패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패션 기호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글로벌한 패션 정보를 직·간접적

으로 경험하여 가격과 상관없이 고품격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이템은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과 목 금 액 세 부 내 역

매출액 3,000만원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매출액

매출원가 1,200만원 판매금액의 40%

매출 총이익 1,800만원  

판매
관리비

인건비 600만원 3명 기준(월 200만원)

사무실임차비 150만원 사무실 임차(월세)

관리비 100만원 전기세, 수도세 등 

재고비용 120만원 매출원가의 10% 선

홍보비 100만원  

소 계 1,070만원  

영업손익 730만원  

경상이익 730만원  

당기(월) 순 손익 730만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철저한 ‘가격 및 품질관리’와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하다. 실제 이와 유사한 일본의 백엔숍이 소비세 인상 등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다이소는 1,000원 

균일가를 고수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균일가를 고수하는 것은 

소비자 만족의 핵심이다. 

또한 공격적인 점포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 실속 있는 소비 패턴으로의 변모는 

최근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선입견을 뛰어넘어 ‛저렴

하지만 품질 좋은, 재미있는 쇼핑 레저 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1) 합리적인 소비자 공략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주택 가격 하락, 가계 부채 심화 등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일본과 같은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더 

라도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일본의 사례는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타겟으로 하는 

SPA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사업은 이러한 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소비 패턴은 명품 선호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 브랜드 

활성화에 힘입어 소비 합리화가 촉진되었으며 SPA 브랜드의 성장으로 그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란 자체 유통망, 자체 브랜드를 확보한 의류 브랜드를 의미한다. 디자인

에서부터 제품 생산·유통·마케팅까지 한 업체가 모두 운영하는 패션 사업 방식

이다. SPA 브랜드는 유통 마진을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해서 가격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상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유행에 따라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하는 등 순환이 빨라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고도 부른다.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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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코드로 시장 공략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적 동질성은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영업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이 아이템과 유사한 ZARA의 경우 화폐 통합

으로 인해 경제적 동질성이 확보된 2000년대 이후 타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유럽내 다른 국가에서도 소비자들은 ZARA를 자국 브랜드로 파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ZARA의 타국 진출은 동일 언어권인 남미 지역으로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80년대 후반에 진출한 미국의 경우 20년 가까이 

유통망을 10개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으며 유통 지역 역시 

국제화 수준이 높은 동부 대도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나 문화적 개방성이 급속히 확산된 비교적 최근에

서야 그 유통망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 중반 진출한 홍콩의 경우 그 

문화적 개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비교적 손쉬운 성공이 확보되었다.

3) 지속적인 디자인 관리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목표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쇼핑 거리와 나이트클럽, 바 등을 

누비며 최신 트렌드도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욕구와 관심을 수렴

하여 곧바로 디자인팀으로 전달하고, 인기를 끌었던 기존의 디자인들에 컬러·

스타일·재질에 약간의 변화를 가미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패션 트렌

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컬렉션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컬렉션을 제작에 직접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다채널 상품조달 경로 확보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저가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생산보다는 상품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채널의 상품 조달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 아이템과 유사한 ‘다이소’의 경우 중국, 동남아,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 세계 28개국의 2,000여 거래처를 통해 

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완구·리빙·식품·욕실·밀폐용기·건강·수납·

인테리어·패션·세탁·원예·미용·주방·포장·화장품·공구·애완·방향제·

문구·도서·청소 등 총 21개 카테고리, 2만여 종의 다양한 상품에 매월 500여 

가지의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2) 품질과 소비자가치 추구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상품개발을 통해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된다. 마켓 3.0 시대에 미래 기업의 핵심 키워드인 ‘소비자’와 ‘가치’를 

유통에 합리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배추값 폭등 사태 

속에서 직거래 형태의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 ‘생활

협동조합(이하 생협)’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생협은 중간 상인이 없다. 파종

기에 생산자와 계약재배 방식으로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배추 한 포기가 

1만원을 넘나든 ‘배추쇼크’ 시기에도 아이쿱생협은 포기당 1,600원에 팔았다. 

이처럼 생협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제품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직거래 유통을 통한 가격 안정

‘상표 없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중간 도매상의 과도한 마진으로 

손해를 보던 제조회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인다. 복잡한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면 유통비용이 절감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안정적인 유통 모델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3    성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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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상품성 낮은 청과물 

판매 매장
“

”

발굴자 정보

최현구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010-5375-4373/chgkoo@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CulinARy MiSfiTS

업      종 도·소매업

발굴지역 독일 베를린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culinarymisfits.de

요 약

이 아이템은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폐기되는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 매장에서는 폐기되는 청과물로 조리한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맛을 내는지 

직접 조리하여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다리가 두 개로 

난 당근, 구부러진 오이, 주먹코 딸기 같은, 맛은 있지만 모양이 비정상적이어서 

슈퍼마켓이나 청과물 상인에게 팔리지 못하는 과일과 야채로 요리를 하고, 

통조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사진출처 

culinarymisfits.de 

컨셉 및 특징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식 때문에 모양이 나쁜 청과

물은 제때 팔리지 못해 외면받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품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과일과 야채가 적지 않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버려

지는 음식물의 3분의 1은 가정에서 남겨지는 음식물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표준 

규격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확단계에서 선별돼 버려지는 농산물들이다. 이들은 

울퉁불퉁하거나 뒤틀리거나, 벌레가 조금 갉아먹은 것들로 맛과 영양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데도 버려지게 된다고 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수송, 보관, 가공, 유통 단계에서 

버려진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못생겼지만 품질이 우수한 농산품을 제대로 알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못생긴 야채나 청과만 모아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가계와 농가를 두루 살리는 일이며, 버려지는 음식물을 

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은 일석삼조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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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이미 ‘총각네 야채가게’ 같은 청과전문점, ‘올가’나 ‘초록마을’ 등 친환경유기농

산물을 취급하는 전문 브랜드 매장들이 있으나, 이런 브랜드의 상품은 모두 규격

제품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 최소 20~30% 비싼 

제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브랜드 매장의 고객은 대개 중산층 

이상이다. 

전국의 대형마트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45개에 이른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공산품은 저렴한 반면 야채나 과일 등은 재래시장에 비해 저렴하지 않다. 따라서 

야채나 과일 등 농산물 판매점은 대형마트의 틈바구니에서 동네에서 소형 점포

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모양이 나쁜 과일과 야채를 여전히 외면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품을 상인들도 취급하길 꺼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못생긴 농산물은 

생산지에서 부터 쉽게 버려진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을 깨고 비규격품, 못난이 농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다. 

낙과나 흠집 있는 농산물, 품질은 우수한데 모양만 일그러진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벤트성 행사는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씻어 나온 과일이나 

크고 모양 좋은 것들이 고가에 팔리고 있으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은 마트나 

백화점의 농산물이 부담스럽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

서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과일 소비량은 작년 56.8㎏에서 올해 57.5㎏으로 늘어

난 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6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2년에는 13% 증가한 3조 7000억 원으로 전망

되며, 2015년에는 약 4조 8000억 원,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규모의 20%인 

6조 9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서울신문, 2012. 10. 16.)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녹색생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려 한다고 답했다. 

정체되는 과일 야채 소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품질 좋은 상품에 대한 선호는 크지만, 가격 등의 부담이 

작용하는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품질의 과일 야채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면 시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과물 판매 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동네 과일가게나 친환경 청과

전문점, 편의점, 재래시장 등으로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편이다. 따라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야채 판매점의 영업 전략은 단 한가지다. 현대적인 매장에서, 

대형마트보다는 가격은 저렴하게, 품질은 유기농 매장 이상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판매하는 것이다. 

일본의 농산물 직판매장 사례에서 보듯이 산지에서 소규모 농가와 협약을 

맺고 직접 사입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는 등 직거래 형태를 

띠면 성장 전망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도 발전 가능하며, 대형유통업체의 틈새를 공략하는 대표

적인 아이템으로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살림’이나 ‘초록마을’ 등 친환경유기농 

업체가 고품질 고가격 규격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상품성 낮은 과일

야채서비스업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틈새시장으로서의 가치와 친환경농산물의 성장추세 속에 가능성이 큰 아이템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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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템은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과 품질 경쟁이 어려운 

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과일 시장의 상황과 비교하여 

사업화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흠집이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가 매우 약하다. 

품질은 동일하면서 가격적인 장점이 있다고 해도 다른 농산물 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믿음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신뢰가 형성

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흠집이 있는 농산물이나 과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일반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이나 과일만을 취급한다면 특별히 

그러한 농산물만 공급하는 유통 업체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시장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기존 농산물 유통 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이들이 가격이나 제품 

확보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경쟁이 과열되어 시장

질서가 파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른 업종을 병행하거나 타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병행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상품성 낮은 과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요나 공급망, 유통 구조가 정착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율이 낮아 비용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야채나 과일 등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재고관리, 

매입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 분석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가 배후 5천 세대를 기반 

으로 일평균 고객유입률 2%를 적용하여, 객단가 1만원을 대입할 때 1일 평균 

매출 100만원에, 생과일주스나 건강음료 판매 수입 일평균 15만원일 경우 

월평균 450만원 추산 시 월평균 매출 3,450만원이고, 로스를 포함한 매출원가율 

60%에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해 총 비용 2,900만원으로서, 영업이익 550

만원이 예상된다. 투자자금 대비 월 수익률이 6.25%로 고수익 창출이 전망된다.

4    수익성 분석3    리스크 분석

항 목 금   액 비   고

점포 임차 보증금 5,000만원 33m²(10평) ~

인테리어, 간판 등 1,000만원 3.3m² 당 100만원 

기초설비 및 집기 2,000만원 쇼케이스, 주tm기, 컴퓨터 등 

홍보 및 판촉 비용 300만원 온/오프 라인

기초 상품 매입 1,000만원 과일, 야채 등 초도상품 구매

예비비 500만원

합 계 8.800만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 비용 제외



235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234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항 목 금   액 비   고

매출
월평균매출 3,000만원 일평균 100만원

가공식품 450만원 생과일주스, 야채즙 등

매출 계 3,450만원

비용

상품 매출원가 2,100만원 매출원가율 60%(Loss율 10%)

임대료 200만원

인건비 400만원 상담실장, 담당 트레이너 2

판촉비 100만원 전단, 온오프 홍보비

기타 판매관리비 100만원 관리비 등

비용 소계 2,900만원

 영업이익 550만원

1) 착한 가격

품질은 우수한데 가격은 절반에 구입할 수 있다.

2) 상품 품질 관리

모양은 떨어져도 맛과 품질은 우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 품질은 좋은데 모양이 

나빠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며, 품질이 떨어진다면 구매 할 이유가 없어

진다. 따라서 판매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당일입고상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당도와 신선도를 관리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린다. 매일 

입고된 상품의 품질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상품별 알림판을 만들고 관리한다.   

3) 즉석 조리 및 신선 가공 음료 판매

일정 시간을 넘으면 바로 야채수프나 즙 등으로 만들어 신선할 때 패킹

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며, 당일 마감세일 등을 통해 하루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남는 청과는 피클 등으로 가공하여 재고를 없애고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이는 

곧 신선도와 함께 상품의 회전을 높이고 품질관리가 되는첩경이 될 것이다.

4) 디스플레이 차별화 및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진열대와 냉장 쇼케이스와 함께 밭에서 갓 뽑아 올린 당근이나 파처럼 화분과 

화단 같은 방식을 사용해 시각을 자극하도록 한다. 여기에 네임택과 농부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상품 소개 등을 통해 상품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터 재배되어 공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보다 근하면서도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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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환경 착한 소비 일조 홍보

보기 좋고 버려지는 음식물이나 낭비되는 식품이 많은데,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상품도 사고, 건강도 챙기고, 농가도 살리는 착한 소비임을 알린다.  

6) 유익한 교육 및 이벤트 

부가적으로 주고객층인 주부들에게 잼이나 과즙 만들기 교육 등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서 친밀감을 강화하여 단골 고객으로 흡수한다.

1) 신뢰마케팅

생산자 정보에서부터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에 대한 

신뢰 형성하는 마케팅으로, 가급적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상품 정보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며, 재미

있게 안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체험마케팅

직접 시식하고 잼이나 주스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고객 체험 마케팅을 실시

한다. 산지에 직접 가보는 체험 이벤트도 실시함하여 신뢰와 체험을 동시에 

확보한다.  

3) 친환경 착한 소비 마케팅 

버려질 수도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며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 또한 몸에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친환경 착한 소비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다.  

1) 고품질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고물가 시대에 절약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단지 

모양만 못생겼을 뿐 품질은 우수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실속 있는 

구매를 유도한다.   

2) 참신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마케팅 

유기농,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선호를 자극하는 산지 정보, 재배 농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꼼꼼하고 디테일한 정보

제공으로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신뢰감을 형성한다.  

3) 소비자의 환경 보호 및 유기농 소비 일조 심리를 건드림

소비가 곧 환경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뿌듯한 소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4) 다양한 컨버전스 상품 제공 

주스, 피클, 재료를 이용한 채식조리 등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

2    마케팅 전략

 goodbroker.tistory.com/59  culinarymisfits.de

3    성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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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여행자가 배달부인 

해외배송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이형민 ((주)비전컴퍼니)

010-6877-0341/ceo@bizion.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BisTip.com

업      종 서비스업

발굴지역 인도네시아

창업형태 비점포

홈페이지 www.bistip.com

요 약

이 아이템은 해외 여행자들이 직접 배달부가 되어 물건을 배송해 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Fedex나 UPS와 같은 

기존 전문 해외배송 업체들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 

관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 물건들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많은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

사진출처 

bizion.mk.co.kr/bbs/board.php?bo_table=idea&wr_id=3378 

컨셉 및 특징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독특한 택배배송 서비스 '비스팁(BisTip)'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설립된 지 1년 남짓한 이 배달 서비스는 전 세계 비즈니스 업계에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비스팁 회원으로 가입한 여행자들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해외 여행지와 날짜, 배달 

가능한 상품의 가격 등 정보를 제시하면 다른 회원들은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여행자에게 부탁한다.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건을 건네고 수수료를 받는다.

비스팁은 특정 장소에 물건을 보내야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배달해 줄 회원을 

찾는다고 사이트에 올리면 다른 회원이 응답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여행 중에 자금이 

떨어진 사람들은 용돈벌이 목적으로 비스팁을 활용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수수료를 

곧바로 인터넷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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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해외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유학이나 인턴,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연령층 중 20대의 국제 이동이 200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많은 찾는 나라는 미국으로, 그 수는 전체 유학생의 

1/3 가량이며 다음으로 중국, 캐나다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등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각종 

생활용품이나 의류, 침구류, 전공 서적 등 꼭 필요한 물품만 가져간다고 해도 

짐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공사 수하물 무게 제한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이 많이 찾는 미주 구간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인 짐 2개로 제한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현대해운은 고객의 고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서비스화한 ‘드림백’을 

업계 최초로 출시해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소량화물 국제택배 서비스를 선보

이고 있다.

현대해운 드림백은 38㎏(80LBS)까지 담을 수 있는 3단 이민 가방을 무료로 

제공하며, 해외 현지 고객의 집까지 Door To Door 서비스는 물론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기 때문에 항공화물보다 무거운 짐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 이용객이 2013년 7월 한 달간 331만 7,306명으로 개항 13년 

만에 월평균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여름성수

기인 지난달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7만 558명에 비해 5% 

증가했다. 7월 한국인 출국자는 107만 9,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 

4,400명보다 7% 증가했다. 또 외국인 입국자는 62만6,5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 늘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등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스마트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택배업계도 국제 택배 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전자상

거래의 인기가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사이트까지 확대되면서 택배사업 범위도 

해외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어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해외 

구매·배송대행이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해외 구매·배송대행 시장 규모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택배

업체가 상품 검수, 창고 보관, 국내 통관, 택배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

이다. 구매대행은 상품을 결정하면 구매에서부터 배송까지 전 절차를 대신해

준다. 구매대행은 구매에서부터 업체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종 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과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물품가 및 물류

비를 합쳐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소액 물품이 특히 증가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엔저 효과에 힘입어 전자제품, 식품, 

유모차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일본과의 배송·구매대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해외배송 물류량의 증가와 해외 구매대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힘입어 ‘여행자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 사업도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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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성 분석3    리스크 분석

1) 약점

- 이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 택배배송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미비

-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

-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 충분한 자금의 부족

2) 위협

- 해외택배 국내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

- 해외택배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 국제공항들의 여행자 물류검색 강화

- 중소 물류 업체들의 후발 시장진입

- 낮은 시장진입 장벽

3) 통합

- 여행자 해외택배 배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지속 실행

- 유명 여행사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강화

- 여행자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 매뉴얼 개발

-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 분석

‘여행자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에 회원 1인당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즉 객단가는 

약 3만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다. 물론 택배 물건의 무게와 크기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고객 1명당 지불하는 평균 금액을 산출해보면 

약 3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3만원의 비용에서 여행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와 운영비, 관리비 등을 제하고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약 5천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 아이템의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되는 매출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물류창고
개발

창고 보증금 3,000만원 교외 지역 60평 규모 기준

임대료 300만원 개점 후 3개월간 기준

시스템
개발

택배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 기준

스마트폰 앱 개발 1,000만원 전문적인 앱 개발 기준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 전문적인 홈페이지 개발 기준

차량구입 500만원 다마스 중고차 기준

예비비 500만원

마케팅
및

홍보

마케팅 제휴 500만원 여행사 등과 마케팅 제휴

홍보물 제작 500만원 전단지, 오프라인 판촉물

온라인 홍보 500만원 개점 3개월간 기준

합 계 12,500만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거래수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매출수입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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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여행자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 사업은 해외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사업

으로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나, 이미 비슷한 업종의 

사업이 좋은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좋은 수익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해외여행자들이 매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둘째, 해외택배 배송 물량과 해외구매 물량도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셋째,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 배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행자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는 해외여행과 해외상품 

구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수익성도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는 기존의 어떤 택배배송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류센터와 같은 지점을 운영할 필요 없이 모든 물건 배송이 

여행자의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된다. 따라서 택배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혁신

적으로 줄일 수 있다.

2)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 서비스는 기존 택배업체들보다 확실하게 다르게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물론 여행자가 방문하는 장소와 일정이 구매대행까지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제공된다. 여행자들 중에서 상당부분 쇼핑을 주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매대행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 

3) 공항 퀵배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여행자 해외택배 서비스는 공항에서 곧바로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퀵배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익일배송이 아니라 당일배송도 가능하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외택배 배송이 될 것이다. 물론 수령인이 공항에 직접 

와야만 한다. 신속하게 물건을 받아봐야 하는 수령인이라면 충분히 공항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업의 

또 다른 강점이다.

1) 마케팅 및 홍보

타겟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용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등 다양한 채널

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해외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여행사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행자들을 적극적

으로 찾아나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고객관리 및 운영

회원관리 담당자는 항상 고객의 택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되도록 모든 

절차와 시스템을 꼼꼼하게 운영해야 하고, 모든 서비스가 정해진 프로세스와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제공되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고객의 불만족 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리자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택배 배송 서비스는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 ‘신뢰성’이 생명이

므로 신용과 신분 보증이 확실한 여행자들만을 회원으로 확보해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고객의 불만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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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품의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 운영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택배 송장에 기입된 물품 가격을 100% 환불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 

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정비한다. 또한 여행자에 의한 분실 및 탈취 

사고의 경우, 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배상 및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에 여행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행자의 과실 여부와 횟수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2회 이상 반복되는 여행자에게는 배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한다.

물건의 손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를 통한 택배배송 

가능 물품 리스트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물품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은 배송

되지 않도록 물품 수령 전에 회사가 철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규정사항을 담은 ‘여행자 택배배송 이용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고객과 

여행자가 모두 온라인 및 서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1) 여행자를 이용한 택배 배송

이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바로 여행자를 택배 배송에 활용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 스케줄과 여행경로에 

맞는 택배 물품을 연결시켜서 택배가 안전하게 배송된다. 여행자들의 입소문과 

서비스를 경험해본 사용자들의 입소문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저렴한 배송료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배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하다는 점이다. 각 지역마다 구축해야 하는 물류센터 없이 여행자 스스로 원스톱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고객에게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3)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여행자의 여행과 동시에 물건의 배송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가능하다. 수령인이 공항에서 직접 물건을 받는 경우에는 익일

배송이 아니라 당일에도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의 이동경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수하물의 추적과 이동경로도 손쉽게 파악

될 수 있다. 

4) 여행자 신원보증으로 신뢰성 확보

이 아이템이 더 많은 고객에게 더 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신분이 확실한 

여행자들을 통해서 택배 배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분증과 여권, 연락처, 

주소, 여행 스케줄 등이 확실한 여행자들만을 대상으로 물건이 배송되기 때문에 

고객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5) 택배배송 관리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더 좋은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관리가 가능한 택배배송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고, 결국 더 많은 고객이 다시 이 서비

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3    성공 포인트

 bizion.mk.co.kr/bbs/board.php?bo_table=idea&wr_id=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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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옷에 원하는 이미지를 

프린트 해주는“
”

발굴자 정보

이형민 ((주)비전컴퍼니)

010-6877-0341/ceo@bizion.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CONSTRVCT

업      종 도·소매

발굴지역 미국 뉴욕

창업형태 비점포(온라인사이트)

홈페이지 www.constrvct.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옷에 원하는 이미지를 프린트 해주는 DIY 쇼핑몰 사업이다.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패션 액세서리들 위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DIY 상품들이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생산과 제작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개념인 

프로슈머(Prosumer = Produce + Customer)형 소비자들의 등장으로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하여 의류를 제작해주는 DIY 쇼핑몰은 분명히 좋은 

수익성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소비자들의 디자인을 맞춤 형태로 제작해주는 

DIY 사업이다. 이 아이템의 특징은 다른 쇼핑몰들과는 달리 고객의 디자인 이미지를 

받아서 옷에 프린트해준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고객 맞춤옷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옵션을 추가해서 액세서리 정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달아줄 뿐이다. 대부분의 쇼핑

몰들은 DIY 개념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아이템은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또는 사진을 

그대로 받아서 옷에 적용시켜 준다는 점에서 고객의 DIY 개념을 실천하는 쇼핑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고객이 직접 모든 디자인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만이라도 옷에 적용해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쇼핑몰들 보다 훨씬 

더 발전된 차세대 쇼핑몰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진출처 

www.continuumfashion.com, www.constrvct.com 

DIY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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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발표한 2012년 온라인 쇼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년대비 13% 정도 성장해서 처음으로 4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서도 성장세가 큰 인터넷쇼핑몰 시장규모는 지난해 18조 

4천억원에서 올해는 2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빠른 성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큰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2008년 2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천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6천억원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들어 

더욱 치열하고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많은 기업과 

판매자들이 특정 영역별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설픈 전략과 상품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시장을 제대로 침투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템은 지금의 온라인 쇼핑몰들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특별한 고객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IY 패션이 아직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맞춤형 패션 아이템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의류 상품도 충분히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쇼핑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옷은 고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직접 디자인한 패턴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100% 맞춤형 상품이란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다. 

‘옷에 원하는 이미지를 프린트해주는 DIY 쇼핑몰’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확실한 틈새를 꿰차고 침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에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핫 시장으로 올해도 

크게 성장해서 약 20조원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포함되는 이 아이템도 핫한 성장 추세에 따라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경쟁력 없는 상품과 마케팅 전략 없이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니즈에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옷 제작 시스템이 잘 갖추

어져 있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옷의 제작 품질이 반드시 우수해야만 한다.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서 업로드한 이미지를 가공해서 옷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품질부터 옷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의 미세한 부분까지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아이템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템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DIY 패션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둘째, 고객이 옷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셋째, 고객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자신의 옷에 적용해서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옷이 탄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신개념 쇼핑몰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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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점

- 맞춤 옷 제작 노하우 부족

- 브랜드, 디자인, 제품 자체 경쟁력 부족

-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

-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 운영 자금의 부족

2) 위협

-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 맞춤 옷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부족

- 선점 업체들의 맞춤 옷 제작 서비스 참여

- 장기적인 경기 불황 지속

- 낮은 시장진입 장벽

3) 통합

- 대표성을 갖는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개발

- 카피할 수 없는 맞춤 옷 제작 기술 개발

- 원단, 가공, 제조 회사들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각종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과의 제휴 강화

-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1) 창업 준비 투자내역 : 18,000만원

  ① 온라인 사이트 개발 - 1,000만원

  ② 작업실/사무실 구축 - 10,000만원

  ③ 의류 제작시설 구축 - 3,000만원

  ④ 원단 및 각종 액세서리 - 3,000만원

  ⑤ 집기 및 사무용품 - 500만원

  ⑥ 예비비 - 500만원

(2) 창업 후 투자내역 : 2,800만원

  ① 온라인 광고비 (3개월) - 900만원

  ② 운영 및 관리비 (3개월) - 600만원

  ③ 인건비 (3개월/1인) - 500만원

  ④ 홈페이지 리뉴얼 (1회) - 300만원

  ⑤ 예비비 – 500만원

이 서비스에 회원 1인당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즉 객단가는 약 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회원이 쇼핑몰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제작한 옷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생되는 업체의 매출이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고객이 구매하는 옷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객단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나, 1년 전체를 고려해보았을 때 평균 6만원 정도의 객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6만원의 비용에서 옷을 제작하고 

유통과 관리비용을 제하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약 1만원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 아이템의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다. 

4    수익성 분석3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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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위 예상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제작되는 옷이 고객의 

니즈를 100% 맞추는 특별한 DIY 상품이라는 점 둘째, 가격대비 맞춤옷의 품질이 

매우 훌륭하다는 점 셋째,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성고객들이 반복적으로 이 쇼핑몰의 제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 4가지 가능성 높은 조건들을 

가정해볼 때 이 아이템은 수익성면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1) 고객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은 옷을 제작한다.

이 아이템이 다른 서비스들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바로 고객이 직접 올린 이미

지를 원단에 프린트해서 옷을 제작해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쇼핑몰의 옷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제품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옷을 제작한다.

특히 이 아이템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옷이 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객이 옷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거나 다름없이 원단의 패턴 디자인과 옷의 

사이즈, 스타일, 데코 옵션까지 선택해서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춘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는 감동을 얻을 수 있다.

3) 가격대비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옷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이 확실하게 대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대비 높은 

품질의 옷이 제작될 수 있어야만 한다. 선택된 원단의 품질부터 제작되는 모든 

과정에서 수준 높은 제조 기술이 적용되어야만 수준 높은 옷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품질까지 훌륭한 옷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거래성사 100명 300명 500명 700명 900명 1,000명

매출수입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www.continuumfashion.com, www.constrv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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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및 판촉

타겟고객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홈페이지를 잘 구축

하고 이를 포털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광고는 비용대비 가장 좋은 홍보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 초기에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 및 무료행사, 사은품 

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이색적이고 특별한 이벤트를 시행해서 익숙하지 않은 

본 서비스를 되도록 많은 고객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DIY 

디자인 경진대회'나 '무료 제작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실행한다면 

아마도 많은 신규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고객응대

사업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고객을 언제나 왕처럼 모셔야 한다.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고객이 최상의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판과 상담에 대해 항상 신속

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문제점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상품이 더 잘 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품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배송에 불만족한 고객을 발견할 경우 최대한 신속

하게 사과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의 노력으로 불만족

스러운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비용이 드는 문제에 있어서도 회사의 과실일 

경우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1) 타겟고객을 20~30대 여성들로 한정

타겟고객이 명확하다는 것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앞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젊은 여성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

일을 맞출 수 있는 옷을 원한다. 트렌드를 앞서가면서도 자신에게 꼭 맞는 옷,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옷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2) 주요 아이템으로 ‘DIY 맞춤 옷 제작’ 서비스에 집중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고객이 스스로 자신만의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디자인의 옷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이미지와 의사를 반영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100% 맞춤 옷이 탄생하게 된다. 

3) 쉽고 빠른 맞춤 옷 제작 서비스 실현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고객이 원하는 옷의 제작이 아주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의 반영 과정과 수정이 어렵고 오랫

동안 길어지게 되면 이를 참고 기다릴만한 고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빠르고 쉽게 옷이 제작되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가격대비 높은 품질의 옷 제작

이 쇼핑몰은 가격대비 높은 품질의 옷이 제작되는 장점이 있다. 원단부터 모든 

제작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어 옷이 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5)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과의 제휴

무엇보다 이 아이템이 더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

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이미 선점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의 힘도 반드시 필요하다. 

3    성공 포인트2    마케팅 전략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문화 수준이 높아

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 영역도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창업 시장에서도 전문

성과 함께 차별화 되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문성 및 차별성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9   멘토링 스페이스

20   사무실 공유 매칭 서비스

21   신개념 주거모델 쉐어하우스

22   애완동물 비만 클리닉

23   외국인 대상 문화·생활 체험 매칭 서비스

24   웨딩 역경매 서비스

25   캠핑카를 이용한 지역관광 서비스

Theme 5.전문서비스



19.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멘토링 
스페이스
“

”

발굴자 정보

조동인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 ‘창업연구회 솔라이브’)

010-2529-1128 / jodongin@solive.kr

업체 정보

업 체 명   

업      종 교육서비스업

발굴지역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요 약

기존의 멘토링 시스템은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멘토를 직접 선택하지도 못하며 멋진 멘토가 오더라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아이템은  멘토링 공간을 통해 

고객들에게 멘토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까운 거리에서의 멘토링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진출처 

cafe.naver.com/ulsanbluedolphin/60 

cafe.naver.com/gunpohs3/40 

컨셉 및 특징

멘토링 스페이스에는 월~금요일 날마다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멘토들이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티는 멘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멘토들을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있으나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로탐색이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멘토링이 필요하다. 멘토링의 효과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지속성을 가지는 

것에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멘토링 스페이스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겪는 

고민과 생각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멘토링과 유사하게 유명 연사의 강연 등이 성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진행되는데다 주제도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

이다. 사교육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멘토링 스페이스’는 그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성장 가능성 및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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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연사들의 강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주로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인데 이러한 활동은 대학생 및 직장인들 위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강당과 같이 아주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것보다 소규모의 멘토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효과적이다. 유명  

연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남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컨텐츠도 차츰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위즈돔

(www.wisdo.me)이라는 서비스로 경험 공유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서울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멘토링 스페이스’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므로 

진로 또는 고민 등과 같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결 

해주는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에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대된다.

1) 약점

- 멘토의 질적 평준화가 어려움

- 학원가의 영향을 받음

- 공간 활용도 저하

- 지속적인 홍보비 발생

- 한정된 공간

국내 사교육 시장은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0%를 기록하고 그 

성장률이 잠시 둔화되면서 전형적인 성숙기 산업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업체들은 대상고객과 교육채널을 확대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 출처 : 국내 사교육 시장의 현황 및 전망, 고영진 ]

공교육을 제외한 모든 과외활동을 지칭하는 사교육 시장은 2009년을 기준

으로 21조를 돌파했다. 그 중에서도 학원이 약 11조원, 과외가 약 5조원에 육박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기준으로 

중학생이 가장 높은 27만 6천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학 입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강해지지만 고등학교의 시스템적 특징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사교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인 셈이다.

현재 멘토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는 미비한 상황이고 주로 

국/영/수/사/과와 같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에 중요시되는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멘토링 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멘토링 스페이스’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중학생들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공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한다.  주요 

과목들을 가르치는 학원들 위주로 구성된 사교육 시스템에서 ‘멘토링 스페이스’는  

그것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차별화된 컨텐츠로 고객에게 접근하여야 적절

하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형성된 시장의 일부분을 빼앗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추가 또는 보완적인 역할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요 고객층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로 세분화하고 입시 위주의 사교

육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로 다른 영역 및 방향의 포지셔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3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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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물품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피해

야하며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사업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창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필히 적은 규모로라도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멘토들을 사전 섭외하여 한 달여간 진행할 행사에 대한 계획을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수익 분석

유지비용 (한 달 기준)

통신요금 5만원 수도 및 전기요금 20만원

멘토 수업료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

합 계 325만원

공간 임대료 및 멘토 수업료가 유지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것이 매출에 

대한 원가라고 볼 수 있다. 매월 손익분기점은 3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안정

적인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조 안에서 창의적인 컨텐츠 기획과 활발하면

서도 지속적인 멘티 모집 등이 수익성의 관건이다.

수익구조 (한 달 기준)

멘티 등록비 (가입 시 1회 납부) 3만원

멘티 회원비 (월 1회 납부) 5만원

기대수익 (멘티 100명 기준) 500만원

순이익(매출원가 제외한 수익) 175만원

멘티들은 최초 가입시 등록비 3만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회비 

5만원으로 ‘멘토링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이다. 등록

비를 제외한 멘티 100명에 대한 수익금은 5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만원에 

가까운 순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의 범위를 키우고 멘티들의 모집 영역을 

확대시킨다면 이 수익은 더욱 더 안정적이고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위협

- 다수의 대체 서비스

- 증가하는 방과 후 활동

- 대기업의 강연 및 멘토링 시장 진출

- 수많은 무료 멘토링 서비스

- 컨텐츠 복제 및 유포

3) 통합

- 멘토 검증의 신뢰도

- 현실과 이상의 균형

- 학원의 교육 독점화

- 지속적인 사교육 배척 정책

- 경쟁 기업 출현 시 대응책 미비

■창업비 및 투자내역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15평(50m²)

보증금 2,000만원 수도권 학원 밀집 지역 기준

임차료 100만원 월세

인테리어 1,000만원 사무 및 교육용 가구 등

홍보비 500만원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기타자재비 200만원 사무용품 및 기타 비품

예비비 1,000만원

홈페이지 1,000만원 멘토링 신청 및 회원 관리

시설

사무기기 300만원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냉난방시설 500만원 에어컨, 히터 등

광고시설 200만원 벽간판, 입간판 등

합 계 6,800만원 수도권 학원 밀집 지역 기준

4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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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하는 일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멘토 

들을 발굴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이다. 지역 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며 우수 멘토 섭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입지 선정

멘티들이 직접 공간에 와서 멘토링을 받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

하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노출 효과도 

적을뿐더러 멘티들이 참여하는 데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면서도 학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경로들을 잘 파악해서 ‘멘토링 스페

이스’에 최적화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멘토링 컨텐츠 기획

멘토링을 운영하면서 멘토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컨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멘토들의 재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사업자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멘토마다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조화롭게 

기획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4) 멘티 모집

이 사업의 주요 수익원은 멘티들이 창출해줄 것이므로 멘티 모집은 사업의 

필수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멘티 모집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로를 개척해야하며 ‘멘토링 스페이스’의 활동내역들을 홍보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클래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5) 멘토-멘티 관리 시스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오프라인을 넘어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기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마련하여야한다. 온라인 상에서 멘티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간편하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 및 자신이 참여

할 수 있는 컨텐츠의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멘토-멘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멘토링 스페이스’에서는 기획력이 사업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본인의 기획력이 뛰어나다면 그것보다 좋은 역량은 없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이다. 지속적으로 멘토링과 관련된 컨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을 통하여 

멘티들로 하여금 항상 새롭다는 이미지가 결국 신선하고 참신하다로 이어지고 

결국 이 안에서 활발한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멘토링 스페이스’특성상 넓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리플렛 홍보보다는 지하철 옥외광고 또는 버스 광고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게다가 아직 유사한 업체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한 잠재고객 유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자체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

회원관리에 있어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은 멘토-

멘티 간의 유대관계 및 앞으로의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멘토링 스페이스’의 회원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안에서 

관련 활동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멘토링 클래스의 가입 및 신청 

또한 가능하도록 한다면 체계적인 고객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멘토 섭외

멘토를 섭외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연사를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3    성공 포인트



20.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사무실 공유 
매칭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홍성호 (프로벤처링)

010-6411-2202 / elvishong@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ShareDesk

업      종 서비스업

발굴지역 캐나다

창업형태 비점포(온라인)

홈페이지 www.sharedesk.net

요 약

이 아이템은 사업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사무실이나 건물 내에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렌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업무공간을 빌리기 원하는 이용자는 페이스북이나 Linkedln에 로그인한 후 

셰어데스크에 접속, 이용하고 싶은 지역의 공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예약

할 수 있다. .

컨셉 및 특징

 셰어데스크는 공유형 숙박 매칭 서비스로 유명한 캐나다 기업 AirBNB에서 2012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1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인 출장, 프로젝트 등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셰어데스크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은 세계 50여 개국 907개 오피스로 온라인상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 세계의 사무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셰어데스크는 최근 각광받는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

여 사무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호스트와 이용자를 매칭해 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

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

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

한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

동을 하는 것이다.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착한 소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2012.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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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소기업의 경우에도 자금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사무실 임대보다 크게 저렴한 사무실 공유 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

 

1) 공유경제 모델의 도입과 활성화

‘내 것’을 ‘네 것’ ‘우리 것’으로 내놓아 같이 쓰는 ‘흥부’ 스타일의 소비가 뜨고  

있다. 잘 읽지 않는 책, 쓰지 않는 방,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등 

유무형의 자산(資産)을 다른 이들과 나눠 사용하는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 나스닥에 상장한 ‘집카’는 지역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로 북미에서만 65만 명의 회원을 불러 모았다. 소셜 민박 네트워크인 

‘에어비엔비’는 창업 3년 만에 객실 수에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을 앞질

렀다. 넥타이·드레스·장난감·사무실·토지 등으로 공유 대상이 계속 늘어

난다. 

2)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보편화

전문가들은 공유경제가 소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양희동 교수는 

“ ‘가치’가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구매해서 얻어지는 ‘소장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고 활용해서 얻어지는 ‘경험가치’로 이동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들이 출현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웹상에 옮겨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 출처 : 중앙일보 2012. 8. 13 ]

1) 소형 오피스의 인기

오피스 시장에도 ‘미니’ 바람이 불고 있다. 가라앉은 경기 탓에 대형 오피스 

선호도가 떨어지자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소규모 창업이 증가

하면서 소형 오피스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유다.

소수 인원을 가진 기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은 2007년 4만2000개 수준

에서 2010년에 23만5000개로 크게 늘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2500만 명)의 

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3%가 몰려 있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37.3%, 32.6%로 많고 30대가 25.4%였다. 

현재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분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형 주택·오피스 전문기업인 '베스트하우스'의 

고종옥 대표는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소기업이 늘고 중소기업청도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소수 인원을 가진 기업이 입주하는 

오피스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중앙일보 2012. 8. 13 ]

2) 국내의 1인 기업 상황도 우호적

국내 상황 역시 1인 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업공간 보유현황에서는 

‘사무실 보유’ 41.2%, ‘사무실 미보유’ 58.8%로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창업 자금은 평균 2,900만원 소요되어 소규모자본 창업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은 자본으로 창업하며 사무실을 갖지 못한 

창업자가 상당수임을 의미한다. 또 앞서 살펴본 1인 기업 뿐 아니라 2~10인으로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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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은 북미 또는 유럽처럼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다른 방안이 요구

된다. 한국 실정에 맞도록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 등의 한국형 플랫폼과 연동

하는 방법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유경제 모델은 역설적으로 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안정된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 물품의 판매가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정보만이 오고가는 

특성상 각 사업모델별로 몇몇 선도 기업만이 살아남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휴,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규모를 키우고 이용자와 트래픽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SNS를 이용한 이용자의 신뢰도 확인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방법이지만 아직 국내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AirBNB 에서도 강도사건 

이후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험가입 등과 같이 피해보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으며 피해보상방안을 전체 등록자가 아닌 

유료등록에 한해 적용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   이 아이템의 기본적인 수익모델은 등록수수료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등록건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규모로의 확장과 같이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포스팅되는 공유건의 품질과도 직결이 

되므로 품질관리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무실 입지 및 구성에 대한 

운영자의 전문적인 코멘트 및 나와 적합한 사무실을 찾아주는 시스템 등의 부가

요소 역시 차별화의 요소이다.

-   공유경제 사업모델에는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동일 사업모델에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규모 뿐 아니라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아이템과 같은 사무실 공유 서비스에서는 부동산 또는 가구, 

사무실 레이아웃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차별화의 좋은 콘텐츠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관련업종 경력자의 창업이 보다 유리하다.

3) 업계 “미니 오피스 수요 늘어날 것”

미니 오피스 분양이 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미니 

오피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퇴직 후 소규모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2009년 20만3000여 곳에서 지난해 말 23만5000여 곳으로 1년  

만에 15.7% 늘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는 실당 개별 분양하는 

투자 상품으로 최근 1인 기업 육성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향후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출처 : 중앙일보 2012. 8. 13 ]

1) 약점

- 유경제 모델은 도입기로 아직 생소한 서비스

-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도가 쉽지 않음

- 북미/유럽과 같이 페이스북 연동이 보편적이지 않음

- 수익구조에서 수수료 의존도가 높음

- 기업의 민감한 부분의 노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2) 위협

- 도입 단계의 사업모델로 아직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 일정 이상의 규모가 유지되어야 사업 지속이 유리

- 사고 및 분쟁,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

- 서비스 정착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낮은 진입장벽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

3) 통합

-   이용자 흡수와 신뢰도 확인에 한국 실정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2012년 11월 

현재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8백만 명 수준으로 적은 수는 아니나 비즈니스 

3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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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매출

- 유료등록 건당 3만원 × 250건 = 750만원(예상)

1) 전국규모 서비스로 확장

안정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국규모 확장은 필수적이다. 

향후 사무실에 대한 공유경제 모델의 정착까지는 1~2 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상위 업체 몇 곳만이 살아남아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확장을 위하여서는 해외 선도업체의 벤치마킹과 함께 국내실정에 적합한 사업

모델의 도입이 필요한데 사무실 공유는 부동산가격이 높은 국내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향후 정착가능성이 높으며 선도업체로 부상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성 

확보와 규모 확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초기 웹사이트 구축은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웹사이트의 초기개발에 인건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비
용

설립 및 인허가 50만원 결제모듈 비용 포함

점포
임차보증금 500만원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기준

인테리어 0

시설 PC/집기 300만원 PC, 각종 사무실 집기

초기
비용

홍보비/기타 1,000만원 홍보 및 초기운영비

웹사이트 200만원 디자인소스 등

초기 인건비 2,000만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마케터 등

합 계 4,050만원

■월 평균 소요비용

항목 비용 비고

임대료 50만원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소모품 및 기타비용 50만원

세금/공과금/수수료 50만원 통신, 기장비 등

영업/마케팅 200만원 온라인 홍보 / 초기

합 계 350만원

4    수익성 분석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77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276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마케팅 전략은 크게 P2P 마케팅과 타깃 마케팅의 두 가지를 사용한다.

1) 구전 마케팅 

AirBNB의 사업모델을 국내에 도입한 비앤비히어로(BnBHero)의 조민성 

대표의 경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목한 곳은 여수였다. 

여수엑스포 기간에 현지 주민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공유하면, 관광객은 저렴 

하게 숙박이 가능하고 주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당시 여수는 

엑스포라는 이벤트를 치러내기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기도 했다. 사업 초기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여 홍보 유치 노력을 한 결과 돈이 벌었다는 사람이  

하나 둘 나타나자 빈방을 공유하겠다는 주민 숫자도 급속도로 늘었다. 결과

적으로 여수엑스포 기간에만 주민들의 집에서 1000박 이상의 민박이 이뤄졌다. 

이와 같이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면 사용자들 간의 입에서 입으로 가장 큰 홍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수요자를 직접 공략하는 타겟 마케팅

본사와 지사가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근무하게 된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중소이업의 경우 지사의 근무인원이 1~2 명이

라면 사무실 임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1~2 명이 사무실 공유를 사용할 

경우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와 함께 다른 사무실의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근태관리 효과, 사무실 집기 및 용품의 공유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등을 어필하여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실 공유의 경우 한 번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본사의 남는 공간 역시 

공유하여 사용하면 그 수익으로 다른 공유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2) 부분 유료화로 합리적 수익모델 도입

사무실 공유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아직은 도입단계로 본 사업 

모델에서 파생된 수익구조가 없어 기본 수익모델만으로는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를 유료 등록을 통한 프리미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유료등록 게시물의 경우 상위노출과 같은 많이 사용되는 방안 외에도 

미국의 AirBNB와 같이 전문 사진가를 이용한 사진촬영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가의 코멘트 등 부가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유료 서비스에 대한 호응도는 

높아지게 된다. 

3) 리뷰와 전문가의 코멘트

북미와 유럽에서 공유경제의 빠른 활성화가 가능했던 원인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이용자 평판 기능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평판을 보고 블랙컨슈머가 자연

스럽게 감소하였으며 신뢰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나가 공유 

경제가 무리 없이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작은 물품의 경우 여러 리뷰가 짧은 

시간동안 올라올 수 있지만 사무실과 같은 경우 임대의 최소기간이 짧지 않으

므로 리뷰 마케팅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다면 

리뷰를 대신하여 이용자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

하게 된다.

4) 지자체와의 제휴

공유경제는 의미 없이 유휴상태인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서울시도 

지난 9월 ‘공유도시’를 선언하며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무실 공유 역시 공유경제의 좋은 아이템으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더욱 완성도 높고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는 서비스로 

성장한다면 그만큼 성공에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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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향후 사무실 공유가 보편화되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 서비스의 

완성도와 함께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스마트형 홍보전략

본 서비스는 건물 또는 사무실 소유주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 수요자의 경우 1인 기업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주로 

IT 및 지식서비스기업으로 타깃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벤처집적

단지의 사무실과 함께 중소기업 커뮤니티, 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 센터 등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이용자 간의 시너지효과 

사무실 공유의 가장 큰 가치는 금전적인 면보다도 지식의 공유에 따른 업무

결과의 시너지효과임을 짚고 넘어간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이용자정보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아직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필요하므로 

현재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사무실 공유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상호간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무실을 매개로 한 공유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제안서, 메일링 

등과 함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1) 규모는 크게, 투자는 적게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장점은 크지 않은 투자비용을 통해서도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 닷컴 컴퍼니의 큰 투자비용 대비 낮은 효율과 달리 

공유경제 사업모델에서는 회원유치 등에 예전과 같은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공유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분명 수익요인으로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실 공유에서도 이를 보다 현실화된 수익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규모로 확장하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회성 비용 및 이벤트는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여 불필

요한 투자는 최소화한다.

2) 실증 마케팅 : 돈이 된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 아이템과 같은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사업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주저함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용

자들에게 공유경제 모델에 참여할 경우 돈이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이를 홍보

한다면 이용자 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다. 

3) 전문성으로 무장

공간, 특히 사무실과 같은 업무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소유의 개념인 

국내실정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이다. 현재 이와 같은 개념을 

사업화한 케이스가 몇몇 있으나 주로 IT 분야 종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고 사업화한 경우인 관계로 아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상당부분 부족한 

3    성공 포인트



21.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신개념 주거모델 
쉐어하우스
“

”

발굴자 정보

이형민 ((주)비전컴퍼니)

010-6877-0341 / ceo@bizion.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TOKYO SHAREHOUSE LLC

업      종 임대업

발굴지역 일본 도쿄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http://tokyosharehouse.com

요 약

이 아이템은 거실, 주방 등 공용 공간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침실, 

욕실 등 프라이버시 공간은 따로 사용하는 선진국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쉐어하우스’(Share House)가 

새로운 주거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쉐어하우스가 국내에서도 하나둘씩 

늘어나는 이면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1~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쉐어하우스는 앞으로 국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상적인 주거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 

tokyosharehouse.com 
www.bizion.co.kr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쉐어하우스’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쉐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 원룸텔, 고시원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거실, 부엌, 화장실, 욕실, 

빨래방 등 침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함께 쓰는 공동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1인가구와 독거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쉐어하우스’가 올해

부터 서울에서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아이템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기 위해서는 ‘쉐어하우스’의 개념에 맞게 침실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집을 개조

해야 한다. 원룸텔 형식이 아닌 일본식의 ‘쉐어하우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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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동체 간의 단절을 회복한다는 점이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소득

층이 증가하면서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쉐어

하우스는 서로 다른 세대원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는 동시에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보다 통합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2인 가구 급증과 ‘하우스 푸어’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선 주거시설

에서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쉐어하우스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소규모 가구에 대한 정책적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공간을 공유하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전성도 

높다. 세입자가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 쉐어하우스가 크게 활성화된 이유는 ‘새로운 일상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기존의 임대주택과 

같이 운영사업자가 따로 있고, 입주자가 모여서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는 '사업자 

개입형' 모델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쉐어하우스’(Share House)가 

새로운 주거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쉐어하우스가 국내에서도 하나둘씩 

늘어나는 이면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1~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00년 전체 가구의 15.6%

였던 1인 가구는 2013년 25.9%에 이른다. 1인 가구는 2020년에는 29.6%, 2035년

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인 가구까지 합칠 경우 그 비중은 2013년 

현재 전체의 51.6%나 되고, 2035년이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8.1%는 1~2인 가구였다. 

이들 1~2인 가구는 저렴한 가격대와 4~5년 이상의 장기간 거주, 각종 범죄에서 

안전한 시설을 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쉐어하우스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이상적인 주거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보다 먼저 긴 부동산 침체기를 겪은 일본에서는 지금 ‘쉐어하우스’의 인기가 

절정이다. 현재 일본의 쉐어하우스 현황은 매물 수 1100동, 호수 1만5000호 수준

이다. 문의 건수는 월간 2000~2600건이며 현재 누계 8만5000건 수준으로 지난 

2005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고시원에서 느낄 수 없는 안락함과 인간적인 교류가 장점이

지만, 공동체 생활을 잘 조직해야 성공할 수 있다. 부분임대는 화장실과 주방을 

따로 내는 등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 옆에 사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수요 예측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Ⅰ. 사업성 분석

 http://tokyosharehouse.com & http://www.biz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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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성 분석3    리스크 분석

■창업비 및 투자내역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점포
45평

(150m²)

보증금 5,000만원 개점 3개월간 기준

임차료 600만원 가구 및 설비 포함

인테리어 5,000만원 공동 집기, 용품 등

자재비 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공식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200만원 전단지, 오프라인 판촉물

홍보물 제작 100만원 개점 3개월간 기준

온라인 홍보 500만원

합 계 12,900만원

※   서울 강북일대 면적 150m²의 일반 주택을 임대해서 사업하는 경우

쉐어하우스는 개인이 월 50만원 정도의 임대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하우스다. 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큰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 고객이 지불하는 50만원의 

비용에서 관리비 등을 제하면 쉐어하우스 운영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약 40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이 아이템의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되는 매출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약점

-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결여

- 쉐어하우스 사업운영 협력 시스템 부족

-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

-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 충분한 자금의 부족

2) 위협

- 원룸, 고시텔 건축회사들의 사업 참여

- 지자체별 쉐어하우스 보급 확대

- 대형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 전국 부동산 경기 하락

- 낮은 시장진입 장벽

3) 통합

- 차별적인 ‘한국형 쉐어하우스’ 모델 개발

- 시행사, 운영사 협력·운영시스템 구축

-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강화

- 소형 건축회사들과 전략적 제휴 강화

-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http://tokyosharehouse.com & http://www.biz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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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서민 주거문화를 개척한다.

마지막으로 쉐어하우스는 한국에서 ‘커뮤니티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저소득층 

서민형 주거문화를 만들어낼 것이 확실하다. “따로 사는 가족보다 같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말처럼 쉐어하우스는 새로운 주거형태로 남남의 이웃들이 

모여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핵가족 개념의 주거문화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모여 사는 신개념 주거문화가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이다.

1) 마케팅 및 홍보

  이 아이템은 가난한 서민과 독거노인들의 주택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

해줄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매체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까지 TV, 신문과 같은 매체의 광고효과는 가희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기자들과 직접 접촉해서 이슈가 될 만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를 위해 타겟고객의 니즈에 맞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등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되도록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쉐어하우스를 원하는 입주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고객관리 및 운영

쉐어하우스 담당 관리자는 항상 입주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부분을 

운영해야 하고, 모든 서비스가 정해진 프로세스와 매뉴얼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제공되고,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야 한다. 또한 ‘쉐어하우스 이용수칙 및 규범’대로 공동주택이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회원수 3명 5명 8명 10명 10명 10명

매출수입 120만원 200만원 32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 사업이 위 예상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임대료 비용이 고객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 둘째, 가격대비 주택의 

품질이 탁월하다는 점 셋째, 공간 이용이 편리하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호로 쉐어하우스가 공실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원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쉐어하우스가 지향하는 주거 모델이다. 

원룸보다 비용이 비싸서 입주자들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면 쉐어

하우스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2) 공동 사용공간을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한다.

다음으로 쉐어하우스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모든 

공간이 최대한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모든 

공간이 원룸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 집기와 시설도 원룸보다 훨씬 

더 좋아서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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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문화를 즐길 수도 있다.

5)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통한 홍보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과의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많은 홍보비용 없이도 꾸준히 입주자를 확보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 홍보까지 더해진다면 더 많은 입주자를 확보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갈 수 있다.

무엇보다 쉐어하우스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동관리’의 개념을 입주자들

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주거공간의 

품질을 최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입주자의 불만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1) 최상의 ‘한국형 쉐어하우스’ 구축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최상의 ‘한국형 쉐어

하우스’ 구축에 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어도 되고, 대학가 근처의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대학생들을 

위한 ‘하숙형 쉐어하우스’를 만들어도 좋다. 이러한 타겟고객에게 맞춘 맞춤형 

쉐어하우스들이 앞으로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2) 저렴한 임대료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쉐어하우스 입주와 사용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용 면적대비 원룸

보다 훨씬 더 저렴해서 입주자로 하여금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3) 넓고 편리한 공동사용 공간

무엇보다 쉐어하우스는 입주자들에게 넓고 편리한 많은 공동 공간을 제공

한다. 넓고 큰 집을 마음 편하게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내 방이 딸린 큰 집을 소유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원룸이나 고시텔

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4) 안전한 커뮤니티 주거 공간

또한 쉐어하우스는 일반 주택이나 소형 공동주택들보다 오히려 안전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다. 공동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 

3    성공 포인트

 tokyosharehouse.com & www.bizion.co.kr



22.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애완동물 
비만 클리닉
“

”

발굴자 정보

최현구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010-5375-4373 / chgkoo@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The Tufts Obesity Clinic for Animals

업      종 건강서비스업

발굴지역 미국 매사추세츠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http://www.tufts.edu/vet/obesity/

요 약

이 아이템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여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컨셉 및 특징

핵가족화, 개인주의, 결혼 문화의 변화 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에게 애완동물은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다. 애완동물을 자녀처럼 인식함에 따라 애완동물을 

위한 치료와 케어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 아이템은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수의사가 

초기에 애완동물의 의료 기록을 살펴 치료 예약을 받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상담 이후에 회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여 애완동물의 

체중 감량 목표에   도달하도록 신체 지방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애완동물이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애완동물을 위한 프로그램, 

특별한 체중감량이 필요한 애완동물의 프로그램, 다양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사진출처 

www.petobesityprevention.com/category/in-th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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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인의 비만은 물론이거니와 기르는 애완동물의 비만

으로 이어진다.  

이상과 같이 애완동물 인구가 늘고, 애완동물 시장도 성장세에 있는 만큼, 

애완동물 비만과 관련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감량 애완동물 

클리닉’의 고객 니즈가 존재하며, 관련된 서비스 제공시 제대로 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무섭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애완동물 전문가 크리스틴 리바인은 “애완동물 관련 산업처럼 빠른 

성장을 이룬 산업은 거의 없다. 미국인들은 음악, 영화, 비디오게임에 들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애완동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애완견 전용 스파나 애완동물 동반이 가능한 고급호텔 레스토랑을 보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애완동물 전문 건강보험, 비만·다이어트 클리닉, 

애완동물에의 유산상속을 관리하는 로펌 등도 있다고 한다.

[ 출처 : 내일신문 2008. 3. 3 ]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애완동물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같은 보도에서 크리스틴 리바인은 애완용품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이유로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학업·직장·혼인 등으로 자녀들이 출가한 상태에서, 경제력은 있는데 돌봐 줄 

대상이 없으니 애완동물을 찾게 되고, 애완동물을 새로운 자녀나 다름없이 기른

다고 했다. 특히나 그는 “애완동물 인구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을 ‘아빠’ 또는 

‘엄마’로 칭하며 절반 이상이 지갑에 애완동물과 찍은 사진을 갖고 다니며, 경제

적으로 풍족한 계층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심지어 주인이 일하는 

동안 개를 산책시켜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유명 디자이너의 최신 의류를 사고 

크리스마스를 위해 치장시키는 일도 있다. 

한국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도 대부분 스스로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미국 애완동물제품협회(APPA)에 의하면 미국의 애완동물용품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501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3.4% 상승한 529억 달러에 달할 전망

이라고 한다. 참고로 2011~2012년 기준 미국 전체 가구의 62%인 7,300만 가구

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중국의 애완동물 소비시장 규모 약 400억 위안 규모로서, 애완견은 2010년 

말 집계된 것만 1억 5,000만 마리이며 고양이의 숫자는 그 이상에 달한다. 

한국의 애완동물 시장규모는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1/5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애완견만 500만 마리로 추산되며,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완동물 장례 전문 진행 기업, 애완동물 화장 후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해 

간직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는데, 고양이카페, 음식점, 

애견식당 등 다양한 식음료매장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 가능한 서비스 

매장도 나타나고 있다. 

애완동물 시장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으로는 삼성화재의 애견보험 부활을 

들 수 있다. 이 보험은 2008년 적자누적으로 폐기됐다가 2010년 11월 부활

되었고, 서비스를 개시한 지 2달 만에 120여 마리가 가입됐다고 한다. 이처럼 애완

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가 다양

화되면서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도 단순한 용품 시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치료와 케어까지 보다 전문화,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애완동물 인구가 늘어날수록 애완동물의 비만도 늘어나고 있다. 사료나 간식을 

지나치게 먹이는 반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비만동물이 생겨난다. 이는 인간의 

비만과도 일정 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내에서의 활동 증가와 줄어든 실외 활동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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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애완동물 소유주의 무책임한 동물 유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애완

동물 클리닉이나 관련 단체 등에 쉽게 버려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처리나 대처

방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동물 비만 치료 사업은 동물을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경험만 있다면 개인과 

기업들이 쉽게 진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 동물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으므로 항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창업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애견,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가 많은 점이 전문적인 

비만 프로그램이나 사업적인 준비 없이 이 시장에 우후죽순 진출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 파괴로 인한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하거나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과거에 비용을 주고 

이용하던 비만 서비스를 우선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금처럼 장기적 불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담도 예상된다. 

‘체중감량 애완동물 클리닉’ 사업은 수의사의 전문 진료와 연계한다면, 

99m²(30평) 규모의 운동시설과 상담실 정도를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움직임이 

있는 동물이고, 애완동물 주인과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조금 더 큰 규모가 적절해 보인다.  

수의사와 연계한 창업 형태는 진료실과 서비스존을 확대해 전개해볼 수 

있지만, 동네 가까운 곳에 자주 갈 수 있는 관리센터의 개념을 기초적인 창업형

태로 하여 전개할 수 있다. 

점포가 대로변의 1층 등이 아니어도 충분하므로, 2~3층이나 혹은 일반 다이

어트 매장처럼 지하나 스카이 층에 입점해도 좋다. 점포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자식 대하듯 한다. 즉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곧 한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시장이 형성될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시장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화재의 애견

보험이나, 청담동을 시작으로 일산, 대화, 김포점을 오픈한 종합적인 애완동물

서비스 제공 공간 ‘이리온’의 출현으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애견보험의 등장과 성장은 일본의 애완동물 보험 시장의 성장과 유사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애완동물 치료와 

관리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중감량 애완동물 클리닉’은 애완

동물의 주인과 함께 관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더욱 호평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완동물 비만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가 이 사업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지만 일반 애견 센터, 동물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차별화된 

비만 프로그램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아이템에 대해 

대기업 등이 프랜차이즈로 진출할 위험이 있다.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오랫동안 확보된 고객 DB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일반 창업자에게는 심각한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마트의 

‛몰리스펫샵’처럼 애견센터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사업을 클리닉에까지 확대 

전개할 경우의 리스크가 있으나, 동네 헬스클럽이 고객과의 1:1 관계 관리가 

중요한 사업이므로, 고객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서비스로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매년 연휴 때마다 버려지는 동물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2007년 12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한 애완동물 체인점의 

경우 연휴 후에 상점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100 ~ 150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297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296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수익 분석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 회원 모집을 통해 고정

적으로 200명 이상이 관리된다고 가정할 때, 회비는 월 7만원으로 하여 수익을 

추산하였다. 회비는 애완동물과 사람이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준

으로 하여 월 7만원을 책정한다.

항 목 금 액 비 고

매출

월 회비 수입 1,400만원 회비 7만원× 200명

관련용품 판매 수입 1,000만원
애견용품 30%, 다이어트 사료 및 
용품 70%

매출 합계 2,400만원

비용

상품 매출원가 350만원 매출원가율 35%

임대료 350만원

인건비 600만원 상담실장, 담당 트레이너 2

판촉비 250만원 전단, 온오프 홍보비

기타 판매관리비 200만원 전화, 관리비 등

비용 합계 1,750만원

영업이익 650만원 예상 금액

하여, 다른 업종이나 업태보다 점포 임대비용이 부담이 덜어지도록 한다. 

우선 애완동물의 진단과 상담 공간을 겸한 상담실과 애완동물의 간단한 

체형과 체중 진단 시설,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매장의 

벽을 이용하여 애완동물 미용용품 및 건강용품, 다이어트 관리 용품 등의 진열을 

위한 시설과 상품 매입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하여 본사가 사업을 전개하고,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

할 시, 본사가 관련 상품과 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고, 

가맹점은 로컬 마케팅과 고객관리 등을 수행하므로 창업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관련 용품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낮춰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비용이 낮춰질 수 

있다. 

체중감량 애완동물 클리닉의 총 창업 비용은 약 1.3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가능

하며 예상 창업비는 다음과 같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항 목 금 액 비 고

사무실 임차비용 5,000만원 기본 99m²(30평) ~

인테리어, 간판 등 3,000만원 3.3m² 당 100만원 

기초설비 및 집기 2,000만원 체중진단기, 컴퓨터, 진열대 등 

홍보 및 판촉 비용 1,000만원 온/오프 라인

기초 상품 매입 1,000만원 애견용품, 다이어트 용품 등

예비비 1,000만원

합 계 13.000만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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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애견용품 밀집지역이나 동물병원이 인근에 있을 경우 불리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별히 가려서 창업할 필요는 없으며, 입지조건이 충분하고, 점포 임대 

조건이 좋다면 굳이 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면 

유리하다. 

애완동물 관련 사업이므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히 필요하다. 따라서 애완

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창업 전에 애완동물의 관리와 

훈련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업시 관련 교육과 함께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진심

으로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객 서비스를 진행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

개점해서 사업 기반이 정착될 정도로 고객을 유치할 때까지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전략에 주력하며, 업종 특성 상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정 고객이 될 수 있으

므로 철저한 고객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하다. SNS를 비롯해 잘 만들어진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애견미용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애완

동물의 체중감량과 관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수의사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병원은 2012년 현재 3,282개에 달한다. 

이 중 65%는 애완동물 전문병원이고 21%는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을, 나머지

는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함께 진료하고 있다(2012년 10. 31. 파이낸셜뉴스). 

동물병원들은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병원을 개설한 이리온 동물병원은 송파점, 

대치점, 경기 일산점의 지점을 잇달아 열었다. 대한제분에서 투자한 청담동 

‘이리온’을 시작으로 동물병원도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리온은 송파점, 

대치점, 경기 일산점의 지점을 잇달아 열며, '동물병원 대형화'를 이끌고 있는데, 

이 병원의 청담동 본점은 동물의료원, 호텔, 유치원, 트레이닝 센터, 미용실 등을 

갖추고 애완동물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의사 15명, 수의

간호사 8명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진료과목도 수의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영상

의학과, 안과, 치과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컴퓨터 단층 촬영(CT), 방사선투시장치

(C-cam), 디지털 X-ray 등 첨단 진료장비를 갖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반병원 

뺨칠 정도다. 나아가 24시간 진료 체제로 운영되고 응급 진료를 제외하곤 대부분 

예약진료를 한다.

감기에 걸린 개의 진료에는 보통 10만~20만원,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7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마트에 개설된 애견센터인 '몰리스펫 샵'은 전국에 

15개의 매장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등의 진출로 클리닉이 전문화, 

대형화, 체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대자본으로 대형화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애완동물의 특성 상 동네병원처럼 자주 가까이 갈 수 있는 동네애완동물 

다이어트전문병원도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입지는 중류층 이상의 주택가를 배후로 두고 있는 곳이나 대로변이 유리하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아이템 및 제품
    (www.petobesityprevention.com/top-pet-fitness-and-weight-loss-products-of-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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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 포인트

하면서 체중감량 애완동물 클리닉의 대중화가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를 통해 대중화된 클리닉 창업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잠재적 시장 규모와 성장성

애완동물 관련 산업 중에서도 시장의 성장이 고속으로 진행되며, 또한 관련 

산업이 다소 침체되더라도 유독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애완동물 보험과 애완

동물의 비만 등의 케어 시장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앞선 시장 동향과 분석 중 

일본의 애완동물 보험 및 케어 고속 성장 추세 참조)

3) 콘텐츠의 전문성 

전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애완동물 주인과 같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입지 - 자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

체중감량 애완동물 클리닉은 자주, 가까이에 있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고급

화된 곳, 차로 많이 이동해야 하는 곳 등은 불편이 따른다. 동네 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실처럼 애완동물 클리닉도 대중화되어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유리하다.

5) 연관상품 매출 - 다양한 다이어트 용품, 사료 등

이 아이템은 단지 운동과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애완동물 용품과 

건강관련 사료 및 다이어트 용품을 추가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므로, 

해당 용품의 부가적인 매출 또한 가능해진다. 

주요고객은 50대 이상의 시니어 계층과 2~30대 여성이다. 아울러 1~2인 

가구의 애완동물 주인이 고객이다.

클리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제적 여력이 존재해야 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은 경제적 여력과 

함께 자녀 출가와 은퇴 등으로 애완동물에게 더 사랑을 쏟게 되므로 주요고객이 

되며, 1~2인 가구 역시 애완동물을 자녀처럼 기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2~30대 여성은 가능한 고객이긴 하지만,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고, 상대적

으로 주인의 비만도가 높지 않아 애완동물도 상대적으로 비만이 높지 않을 것이

므로, 주요 타깃보다는 서브 타깃 고객이 될 수 있다.

애완동물 산책 등으로 자율적으로 애완동물과 놀면서 운동을 병행하지 못하는 

직장인이나, 실내생활 중심자, 특히 주인도 비만이어서 같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고객은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사업은 인위적인 시술이나 투약을 통한 관리 등은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영역이지만, 전문 인력의 도움을 통해 개발한 기초체력 진단 테스트 

및 기구의 개발,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운동, 식이요법 등의 일괄적 관리가 행된

다면, 일반 애견센터에서도 부가 사업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객 대상의 서비스와 함께 창업 아이템으로서, 예창업자는 

물론 기존 창업자의 업종 전환 및 확대가 가능한 업태가 될 수 있다. 

1)  고객니즈 분명하고 아직 전문화, 대중화되지 못함

1천만 애완동물 인구, 애완동물 비만 문제의 심각성, 애완동물을 자녀 돌보듯 

하는 문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비만 애완동물 케어에 대한 고객 니즈는 분명

해지고 있다. 특히나 애견보험 등 애완동물의 치료, 케어에 관련된 보험이 증가



23.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외국인 대상 문화·생활 
체험 매칭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홍성호 (프로벤처링)

010-6411-2202 / elvishong@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FindJPN (현재 Voyagin)

업      종 관광업

발굴지역 일본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findjpn.com (www.govoyagin.com)

요 약

이 아이템은 외국인 여행자에게 일본의 문화와 일본인들의 생활을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호스트)을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지의 문화와 

생활을 지역민에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다.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 먹고, 놀고, 

즐기고, 쉬고, 자는 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각 테마별로 외국인을 가이드해 줄 

호스트가 있어 개별 여행상품을 관리하게 된다. 각 여행상품의 소개 및 예약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용은 테마별로 정해진다.

체험의 분류는 전통문화, 일상생활, 쇼핑, 요리, 도보여행, 대중문화, 유흥문화, 업무·

생산 체험 등이며 각 테마 역시 세부적으로 나뉘어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공한다. 

체험투어 의 내용은 반드시 주류문화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파인드저팬의 경우 

현지인들에게 하위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로리타 드레스 체험, 아키하바라 투어,

메이드카페 방문, 아이돌 팬클럽 체험, 

유명 클럽 투어 등과 함께 심지어는 공동

묘지 체험이나 트랜스젠더 바 체험까지도 

여행상품으로 기획하고 있다.

FindJPN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진출처 

www.findjp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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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성 분석

트렌드의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광 트렌드가 단체 패키지 여행

에서 개별 자유여행(FIT)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관광정책의 중심축을 FIT로 

전환해 개별 관광객을 위한 안내, 언어 소통,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개별 여행객은 단체 

여행객에 비해 한국 여행 만족도가 높고, 더 돈을 많이 쓰며, 재방문율도 높다고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이후 인바운드 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으로 늘어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 2007년 이후 관광청 

주도로 시장의 특성 변화를 ‘다양화’로 파악하고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

으로 큰 트렌드의 줄기를 설정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관광상품이 전통문화에서 대중문화까지, 스포츠 체험에서 농장 체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인바운드 관광 진흥을 위한 문화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문가 조사결과 방한 외국인의 문화체험관광 수요 

전망은 매우 증가 52.5%, 다소 증가 47.5% 로 조사되어 향후 외국인의 문화체험

관광 수요는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문화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상설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전용시설개발 

지원’이 37. 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수 문화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27. 5%)’, ‘문화체험 관광상품 기획·개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17. 5%)’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서비스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현황

해외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약 880만 명을 기록하여 2006년의 약 610만명에 대비하여 9.3%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하여 1천 1백 

3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확산된 한류의 영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2012. 11. 21 ]

최근 3년간 관광객의 평균 증가율은 12.4%로 관광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이탈

리아의 2%대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이후 5년간 증가

율은 5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상위 

25개 국가 평균 증가율(9.3%)의 5배이며, 2위권 국가인 태국, 터키, 싱가포르, 

홍콩보다 약 20% 가량 높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 한류열풍이 K-pop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별여행과 1인 여행이 증가

한류가 본격화된 이후 해외 여행객의 국내방문 트렌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2012년 3월 발간한 2011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형태는 개별여행이 65.0%, 단체여행이 26.5%, Air-Tel 이 

8.5%로 개별여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개별여행의 비중은 2010년 

62.6%에서 2011년 65.0%로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혼자 방한한 경우도  

35.5%이며 비중 역시 2010년 30.9%에서 2011년 35.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도 1인 동반자인 경우가 44.7% 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1인 

또는 2인 규모의 소규모 여행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여행의 

증가와 1인 또는 2인 관광객의 증가는 패키지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307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306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는 4대 인바운드 시장(일본, 중화권, 동남아, 구미주)에 

대한 시장별 주요 타깃 세분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체험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 아이템의 프로그램 구성과도 일치하여 향후 외국인 대상의 

본격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큰 성장이 가능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1) 약점

- 초기 세팅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생소한 여행상품으로 소비자의 인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서비스가 되기 쉬움

- 호스트 확보 및 운영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

-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필요

2) 위협

- 낮은 진입장벽 및 컨셉과 아이템 복제의 가능성

- 외국인 블랙 컨슈머의 필터링이 쉽지 않음

- 해외 대상 홍보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움

- 계절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편차가 발생한다

- 정부/지차체와의 제휴가 사업진행에 있어 큰 요소가 됨

3) 통합

- 외국의 여행자 커뮤니티를 통한 효율적 홍보

- 해외 유학생 및 거주 경험자를 우선하여 호스트 및 자원봉사자 확보

- SNS를 통한 신청자 평판 검토 및 지자체와 연계된 호스트 안전대책 마련

-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 필요

- 보다 한국인의 생활에 근접한 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획 및 운영

■창업비 및 투자내역

온라인 기반 여행사의 경우 점포에 대한 조건은 없다. 작은 사무실도 가능

하며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 측면에서 여행사 창업 자본금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업의 경우 3천만 원, 

국외여행업 6천만 원, 일반여행업은 2억 원으로 이 아이템의 경우 국내여행업

이므로 최소자본금은 3천만 원으로 가능하다.

항 목 비용 비 고

비용

설립 및 인허가 500만원 법인설립,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

점포
임차보증금 1,500만원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기준

인테리어 0

시설 PC/집기 1,000만원 PC, 각종 사무실 집기

초기
비용

홍보비/기타 500만원

홈페이지 500만원

합 계 4,000만원

■월 평균 소요비용

항목 비용 비고

임대료 100만원 비즈니스센터 등

인건비 200만원 관리 인력 1명 기준

세금/공과금/수수료 50만원 통신, 기장비 등

영업/마케팅 150만원 온라인 홍보

합 계 500만원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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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

■월 평균 매출

- 프로그램 1회당(5인기준) 50만원 × 32회 = 1,600만원(예상)

- 호스트와의 수익분배는 70:30 기준

1)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기획

외국인 대상의 여행상품도 여행자의 국가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상품이 적용되어야 한다. 북미와 유럽 관광객에게는 전통문화체험과 현지인과 

어울리는 상품이 호응도가 높으며 아시아 관광객에게는 한류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음식문화, 드라마체험 등에 대한 반응이 좋으므로 이들 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관광상품이 기획 및 운영되어야 한다.

2) 외국인 대상의 효율적 홍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여행 커뮤니티, SNS 등의 온라인 매체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시행하여야 하며 

홍보의 기획 단계부터 여행상품별 호스트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합리적인 아웃소싱

이 아이템과 같은 소셜 여행 플랫폼의 경우 현재 사업모델 도입 초기로 볼 수 

있으며 아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단계로 본격적인 수익창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소셜 여행에 대한 사업모델이 완성되고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운영이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일회성 이벤

트와 비용소요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우수한 호스트 및 자원봉사자 확보

이와 같은 밀착형 체험관광상품과 같이 외국인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진행

되는 여행상품에서의 호스트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외국어 능력과 함께 외국

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호스트의 선발이 중요하며 자원봉사자 역시 외국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1) 지인영업

여행사도 보험업과 비슷해서 초기 6개월은 가능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두터운 지인과 인맥이 초창기에 도움이 되지만 역시 아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지인들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과 다르게 여행사는 지인들에게 다가가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서 

영업을 하기에는 편하므로 본인이 직접 아는 지인과 그 지인의 소개로 간접적

으로 알 수도 있는 모든 지인의 수를 포함해서 약 500명 정도 영업한다면 초기에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2) 지역영업

여행사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상품을 미리 준비

하고 전단지, 판촉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많다면 패키지투어, 

단체여행 홍보를 회사, 공장 등이 많다면 항공권, 호텔을 대학교 주위라면 자유

여행, 어학연수 등을 주요 상품으로 구비를 하고 하루에 일정 수량을 홍보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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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단체영업

직접 영업을 통해 관계를 맺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단체(협회)를 방문하여 10개 정도의 기업 혹은 협회를 

타깃으로 한 달에 한 건 씩만 진행한다면 직원 1~2명 규모의 개인 여행사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4) 키워드 마케팅

온라인 영업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검색엔진 검색어를 통한 키워드 

마케팅이다. 네이버 등 포탈에서 할인항공권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능한 초기 

화면에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정된 자리에서 너무도 

많은 여행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출 정도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그와 병행하여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메일/문자 마케팅을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한국의 본 모습 속으로

최신 여행의 트렌드는 패턴은 개별여행, 콘텐츠는 체험형으로 빠르게 진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여행상품 역시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닌 한국인이 사는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인이 일하고, 먹고, 놀고, 자는 모습 속에 외국인이 직접 들어가 한국

인과 교류하는 것이 체험 여행의 궁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2) 한류와 연계된 프로그램 확보

2011년 현재 국가별 방한 외래객수는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필리핀 순으로 

근거리 아시아 지역 국가의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이 더욱 커지는 추세이며 연령 

및 성별로는 젊은 여성층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한류를 접한 외국인이 직접 한국을 체험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이 접한 한류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문화적 호기심을 충족

시킬 필요가 있다.

3) IT 의 강점을 활용하라

이 아이템과 같은 소셜여행을 즐기는 여행객은 대부분 젊은 계층으로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IT 기기에 대한 친화력이 높다. 이러한 강점을 이용하여 

여행자의 모집, 인솔 등에 스마트 폰을 적극 이용하여 편의성을 높이며 의사소통의 

미진한 부분 역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가장 큰 효과로는 

여행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남긴 사용

기는 가장 좋은 홍보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4) 호스트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험형 투어에 있어서 가이드를 담당하는 호스트는 

대단히 중요하다. 호스트는 여행상품을 기획 및 관리하며 여행자와 함께 체험을 

지속하게 되므로 외국어 능력 및 다양한 지식, 자격 등과 함께 해당 여행 자체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외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좋은 호스트와 

여행상품의 확보는 가장 큰 성공의 요소이다.

5)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이 아이템은 상당부분 사회적 기업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발전

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면이 많다. 또, 서울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대학생 중심의 봉사단체는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한 여행상품에 관한 진행

경험이 있는 인력도 연계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성공 포인트



24.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웨딩 역경매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홍성호 (프로벤처링)

010-6411-2202 / elvishong@hanmail.net

업체 정보

업 체 명   IT웨딩

업      종 서비스업

발굴지역 서울 강남구

창업형태 비점포

홈페이지 www.itwed.co.kr

요 약

이 아이템은 예비부부가 결혼날짜 및 시간, 지역, 음식종류, 예상하객, 웨딩홀

형태 등을 입력하면 해당지역 내 제휴된 웨딩홀에서 결혼예정일에 맞는 조건과 

혜택을 제시한 입찰서를 다시 해당 커플에게 제출하는 서비스이다. 웨딩플래너가 

짜주는 계획에 따라 움직였던 기존의 결혼준비 방식과는 달리 역으로 예비 신랑, 

신부가 주체가 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컨셉 및 특징

역경매 입찰 방식의 웨딩예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고객 및 웨딩홀업체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다. 예식장 입장에서는 예약 없는 빈 예식홀을 할인혜택을 

주면서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추가 매출에 도움이 되고, 예비부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또는 조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입찰 업체는 한 곳부터 여러 곳일 수도 있으며 업체 각각의 할인 혜택이나 서비스 등을 

추가하므로 고객은 조건에 더욱 잘 맞는 웨딩홀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웨딩홀 입찰서를 

받은 고객이 직접 웨딩홀을 방문해 계약하면 역경매는 최종 끝난다. 웨딩역경매 솔루션을 

사용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없다. 

이러한 웨딩역경매 서비스 사업은 웨딩업체와 고객들이 서로 원하는 부분을 조율해 

최선의 선택과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일반적인 웨딩플래너 등 

결혼준비 대행업체 없이도 똑똑하고 알뜰한 결혼준비를 원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안성

맞춤이다.

 TV 방송화면



315

P
A
R
T
2
   베

스
트

창
업

 아
이

템

314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1) 혼례비용은 증가추세

한국결혼문화연구소의 2012년 결혼비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혼례비용은  

1722만원 이고 혼수·예물·예단·신혼여행을 포함한 비용이 4867만원으로 

밝혔는데, 이는 1999년 혼례비용 457만원 대비 3.7배, 혼수·예물·예단·신혼

여행 비용은 2911만원 대비 4867만원으로 1.7배 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 

상승률 2002∼2011년(3.19%)을 감안하면 혼례비용은 기준가격 687만원 대비 

2.51배, 혼수·예물·예단·신혼여행 비용은 4378만원 대비 1.11배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증가는 우선 혼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이어서 하객의 

경조사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출처 : 한국경제 2012. 4. 6 ]

2) 웨딩컨설팅 시장의 문제점

웨딩컨설팅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예식장부터 스드메, 예물, 예단, 신혼여행 등 

전 과정을 컨설팅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웨딩컨설팅업체가 추천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드메업체

들은 웨딩컨설팅업체들에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소비자를 유치한다. 

문제는 웨딩컨설팅업체가 각종 패키지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가격 구조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예식장+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은 밝히면서도 

예식장 비용이나 스드메 각각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웨딩 프라브족’ 등장

불황의 여파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도 미치면서 웨딩 경매로 싼 값에 

예식장을 구하거나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예물과 혼수품을 

할인받는 '웨딩 프라브족'이 늘고 있다. 취업난, 결혼난, 주택난의 삼중고(三重苦)에 

놓은 젊은 인터넷 세대가 만든 새로운 결혼문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들보다 

싸게 살수록 만족감도 큰 웨딩 프라브족의 특성상 이들은 '최저가 결혼'에 가장 

효과적인 웨딩 경매에 큰 관심을 보인다. 

웨딩플래너에 의존하는 대신 소셜커머스를 검색해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도 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 30대는 비교적 풍요

로운 환경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사회 진출 문턱에서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러니한 세대"라며 "웨딩 경매 등 최저가 결혼문화는 

실속과 합리성,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이들의 특성과 현재의 사회 여건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 웨딩 프라브족

프라브(PRAV)란 'Proud Realizers of Added Value'의 줄임말로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실속파 소비자를 가리킨다. 비슷한 물건을 남보다 싸게 사는 데서 만족을 느끼고 이를 자랑

하기 위해 가격 공개 충동을 느낀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엔 혼수품을 살 때도 이런 

특성을 보이는 '웨딩 프라브족'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 2012. 8. 3)

1) 예비부부는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식 선호

리서치 기관인 엠브레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친 의미 있는  

조사를 발표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성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2009년에는 705명, 2010년에는 1,101명, 2011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4%가 이상적인 결혼식으로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식’을 

꼽았으며, 특히 ‘남성’과 ’30대’의 경우 이러한 인식은 타 응답자 대비 좀 더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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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딩 컨설팅 업체 이용 의향이 다수

같은 조사에서, 향후 웨딩컨설팅 업체 이용 의향은 전년도와 유사한 58.7%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성과 20대의 웨딩컨설팅 이용 의향이 타 응답자보다 

높은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웨딩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컨설팅 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49.3%, 진행과정(가격 등)이 투명하지 않아서‘ 가 31.6% 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응답패턴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부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웨딩컨설팅에 대한 평가 및 

수요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웨딩컨설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

하며 이에 관한 대부분의 원인은 비용부담과 투명하지 못한 처리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저렴한 

컨설팅비용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처리과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아이템과 같은 웨딩 역경매의 경우 역경매 형식의 특성으로 별도의 컨설팅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모든 진행과정이 기록으로 오픈되므로 예비부부에게 큰 

호응을 불러올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기피하는 

소비자들 중 비용부담과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80% 이상의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 서비스 정착 시 밝은 전망을 기대하게 한다.

1) 약점

- 제휴사 모집에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됨

- 일정수준 이상의 사용자가 있어야 사업의 궤도진입이 가능

- 사업자의 해당분야 경험이 반드시 필요

- 온라인 홍보채널이 제한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소요

- 일반 웨딩컨설팅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음

2) 위협

- 초기 세팅까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구조

- 정착 시까지 오프라인 개념인 컨설팅이 필요함

- 사업모델 특허출원이 되어있어 회피방안이 필요

- 매출의 계절별 편차가 심하므로 대안이 필요

- 제휴업체간 담합 가능성

3) 통합

- 사업의 본격 궤도진입까지 장기적인 계획하의 운영이 필요

- 창업자의 경험 및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효과적인 홍보와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제휴사 및 이용자 확보가 최우선

- 역경매 +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로 특성화 어필

- 효과적인 제휴업체 관리시스템 필요

■창업비 및 투자내역

항 목 비용 비 고

비용

설립 및 인허가 50만원 결제모듈 비용 포함

점포
임차보증금 2,000만원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기준

인테리어 2,500만원 카페형 인테리어 / 20~25평 기준

시설 PC/집기 500만원 PC, 각종 사무기기, 집기

초기
비용

홍보비/기타 5,000만원 홍보 및 초기운영비

웹사이트 600만원 웹사이트 제작

초기 임대료 600만원 준비기간 4개월 임대료

합 계 11,250만원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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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소요비용

항목 비용 비고

사무실 임대료 150만원  

소모품 및 기타비용 500만원 운영비 

세금/공과금/수수료 50만원 통신, 기장비 등

영업/마케팅 600만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건비 1,300만원 웨딩플래너 및 웹사이트기획/관리

합 계 2,600만원

■월 평균 매출

- 역경매 낙찰건수당 300만원 × 80건 = 24,000만원

- 수수료율 15% 책정 시 월 매출 3,600만원(예상)

웨딩시장은 현재 관련업체들이 통합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부터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발주자인 웨프, 

애니홀 등과 같이 최근 웨딩관련 사이트는 원스톱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형화 

및 포털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나 이는 자체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거나 다양한 

제휴선으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초기부터 포털을 목표로 한다면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규모의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포털화는 자본과 인력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영역으로 

소자본으로 아이디어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

므로 소자본 아이디어 창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메인 아이템인 역경매의 장점과 

함께 다른 웨딩포털에서 주기 힘든 매력을 이용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조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커뮤니티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소자본 창업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본과 인력이라는 요소를 이용자의 힘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 

아이디어 창업에 보다 적합한 형태이다. 

커뮤니티 서비스의 벤치마킹 대상은 콘텐츠 면에서는 일본의 웨딩 커뮤니티 

‘모두의 웨딩’을, 사이트 운영 및 성장과정은 쇼핑정보 사이트인 ‘뽐뿌’와 PDA 

커뮤니티 ‘클리앙’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서비스의 장점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용자 위주의 정보와 컨텐츠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컨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사용자로 이루어지면 정보의 자체적인 확대재생산이 가능하여 컨텐

츠를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운영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운영을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관리측면에서의 더욱 

세심한 주의와 함께 사이트의 운영 면에서도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진다는 

단점도 있으나 소자본으로 포털과 같은 대형업체와 경쟁하는 방안으로 커뮤니티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임을 볼 때 창업초기 방향설정에 있어 꼭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요즘은 포털사이트의 대형화된 웨딩카페에서 결혼준비자들이 많이 활동 하고 

있다. 특히 웨딩만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가 아닌 여성용 대형 카페들의 결혼준비  

게시판의 대단히 활성화 되어있다.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은 대형카페에서는  

이전의 상업화 된 카페보다 양질의 결혼준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 또한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지식인과 블로그를 통한 웨딩업체들의 홍보활동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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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홍보수단이었다. 하지만 순수한 정보 보다는 상품의 가격이나 업체의 

과장된 이용 후기만으로 점철된 상업적 홍보 활동은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찾는 고객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웨딩마케팅 툴은 ‘블로그’이다. 물론 파워블로거 정도로 

콘텐츠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가 매거진 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홍보 방법은 없을 것이다. 

1) 제휴사 모집 및 관리

경매와 마찬가지로 역경매 서비스 역시 좋은 제휴사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인기 있거나 미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제휴사를 다수 

확보하고 이들에게 역경매 서비스에 대한 장점과 혜택에 대해 어필하여야 한다. 

제휴사 모집은 대부분 오프라인 영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업의 본격화 이전에 대한 제휴사 관리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좁은 인프라의 국내 특성상 제휴사가 복수의 역경매서비스에 중복 가입할 가능

성도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2) 홍보의 중요성

온라인 웨딩사업, 특히 역경매 사업모델의 경우는 일정수준 이상의 사용자가 

확보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잠재 사용자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웨딩시장의 경우 대부분 타깃은 정해져 있으나 대단히 보수적인 시장

으로 새로운 홍보방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해당분야 영업경력자에 

의한 영업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 포털, 카페,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역시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업초기 홍보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여유 있는 책정이 필요하다.

3) 가격경쟁력 확보

지금까지 웨딩 역경매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는 

생각했던 것에 비해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별로 경쟁이 

활성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특성 문제이기도 하고 업체 간 커넥션에 

의한 일정부분 담합의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업체와 제휴 체결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4) 틈새시장 공략

국내의 연령별 인구분포와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결혼에 관한 

트렌드 역시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트렌드 변화는 앞서도 살펴봤듯이 

일본에서 먼저 그 현상과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국내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트렌드는 큰 움직임이 아닌 작은 틈새시장으로부터 출발하므로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

하여 본격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커뮤니티 서비스 실시

앞서 언급했듯이 향후 웨딩컨설팅 웹사이트의 방향은 포털화와 커뮤니티화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소자본 창업은 시간을 두고 사용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자간 상호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가 적합하다. 커뮤니티형 서비스는 

시간을 두고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의 여러 커뮤

니티 사이트를 참조하여 웨딩 관련 콘텐츠 구성 및 이용자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좋다.

3    성공 포인트



25. 
PART Ⅱ

▶▶ 베스트 창업 아이템

캠핑카를 이용한 
지역관광 서비스
“

”

발굴자 정보

이형민 ((주)비전컴퍼니)

010-6877-0341 / ceo@bizion.co.kr

업체 정보

업 체 명 S.C.PAN TRAVEL COMTUR SRL

업      종 관광업

발굴지역 루마니아

창업형태 점포

홈페이지 www.pantravel.ro

요 약

이 아이템은 단순하게 캠핑카를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캠핑카를 이용해서 

지역의 관광명소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사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캠핑카 사업과 

관광 가이드 사업을 혼합한 퓨전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살아있는 관광명소들을 직접 체험시킬 수 있는 체험관광 서비스

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마치 배낭여행을 온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캠핑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아울러 

지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체험도 만끽할 수 있다.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이 다른 여행 서비스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점은 숙박과 여행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문 가이드 서비스와 체험 관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여행에서 느낄 수 없는 이색 관광 체험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 아이템이 국내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째, 수박 겉핥기식의 관광이 아니라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구석구석 깊숙한 

곳의 체험 관광이 가능하다. 둘째, 이동식 숙박 차량을 통해서 관광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하다. 셋째, 외국인들이 한국의 멋과 맛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과 

유명 관광지 만을 답사하는 식의 기존 여행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한국의 깊은 정취와 

오랜 전통의 멋까지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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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캠핑카를 이용한 지역관광 서비스’ 사업의 미래가 아주 밝다. 소비

자들의 니즈, 지역 기반의 인프라 구축, 수많은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캠핑 및 아웃도어 시장과 함께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여행 관련 시장까지 이 사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까지 더해져 이 사업은 앞으로 크게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캠핑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캠핑카 렌트 사업

이다. 캠핑카 문화가 국내에 보급된 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주말에 

캠핑카를 운행해서 야영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캠핑카를 직접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아이템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캠핑과 아웃도어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국내 여행관련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넷째, 전국 각지에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 파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성행

하고 있는 이 이색 여행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아웃도어 시장과 함께 캠핑 시장의 성장세가 아주 빠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캠핑 시장의 규모만 약 4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2009년에 1,000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이 불과 3년 만에 4배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전문 캠핑장의 수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500개 이상이 

들어서 있다. 

주 5일제의 대중화로 주말에 펼쳐지는 이색 여행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농장체험과 같이 여행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들이 많은 사람 

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 있다. 또 캠핑 문화의 대중화로 산과 계곡과 같은 

특별한 곳에서 야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레포츠 문화는 아웃도어와 캠핑이 결합된 형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재편

되고 있다. 이제는 집에서 벗어나 색다른 곳에서 시간과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새로운 여가 문화를 국내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를 렌트해주는 업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정도다. 물론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캠핑카를 

빌려서 스스로 여행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아이템과 같이 

전문 가이드가 운전해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더 좋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캠핑카 가이드 여행 서비스도 머지않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캠핑카를 이용해서 지역의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어쩌면 앞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주말 여행문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가 이런 여행문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아이템의 성장과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국내에서 빠르게 정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여행 서비스가 될 것이다. 

1    시장성 분석

Ⅰ. 사업성 분석 2    성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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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기획 및 콘텐츠 개발 - 300만원

⑤ 서비스 네트워크 및 협력 시스템 개발 - 300만원

⑥ 브로슈어, 명함, 판촉물 제작 - 300만원

⑦ 예비비 - 500만원

2) 창업 후 투자내역 : 2,200만원

① 온라인 광고비 (3개월) - 500만원

② 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비 (3개월) - 500만원

③ 운영 및 관리비 (3개월/무점포) - 300만원

④ 인건비 (3개월/1인) - 450만원

⑤ 예비비 – 450만원

이 서비스에 회원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즉 객단가는 약 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회원이 1박 2일 정도 캠핑카 렌트와 전문 가이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물론 여행의 기간과 

옵션 선택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 지불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보았을 때, 

평균 60만원 정도의 객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다. 고객이 지불

하는 60만원의 비용에서 가이드의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 운영비를 제하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약 20만원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 아이템의 창업 후 6개월간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거래성사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35명

매출수입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 약점

- 주말을 모두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

- 여행 서비스에 대한 관련 지식의 부족

-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부족

-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 운영 자금의 부족

2) 위협

-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되는 시장 여건

- 기존 여행사들의 사업 참여

- 기존 캠핑카 렌트 업체들의 사업 참여

- 장기적인 경기 불황 지속

- 낮은 시장진입 장벽

3) 통합

- 대표성을 갖는 캠핑카 여행 서비스 브랜드 개발

- 카피할 수 없는 고객 맞춤식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관광지, 지역 단체 등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각종 여행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 강화

-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1) 창업 준비 투자내역 : 19,000만원

① 캠핑카 차량 구입 - 17,000만원 (7인승, 2대 기준)

② 온라인 사이트 구축 - 300만원

③ 회사 브랜드 및 CI 개발 - 300만원

3    리스크 분석

4    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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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및 판촉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포털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은 비용대비 가장 

좋은 홍보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 아이템은 블로그 마케팅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캠핑카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을 관광하는 고객

들의 체험담을 담은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캠핑이 아닌 캠핑카를 이용한 관광 서비스라는 차별성을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업 초기에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 및 무료행사, 사은품 

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이벤트를 시행해야 한다. 캠핑과 

관광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되도록 많은 고객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고객응대

고객 응대 서비스는 사업 초기나 사업 운영 중 언제든지 항상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업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고객을 언제나 왕처럼 모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고객이 가장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세심하고 친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아이템은 고객의 니즈에 빠르고 섬세하게 배려되어

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고객을 상대하되 고객

에게 너무 과하게 지시하거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항상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업이 위 예상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체험관광 위주로 

전문적인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둘째, 일반 캠핑카 렌트와는 달리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비용대미 아주 높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성고객들이 반복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캠핑카와 전문 가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 아이템이 다른 서비스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바로 캠핑카와 전문 가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행자들이 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

함과 여행 피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2) 특별한 경험이 되는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아이템은 다른 여행 서비스보다 특별한 경험이 되는 체험관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캠핑카를 가이드와 함께 운행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색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도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3)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카를 제공한다.

이 아이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직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안락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캠핑카의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Ⅱ. 사업화 전략

1     차별화 전략

2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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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관건이다. 그래서 다양한 여행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가 필수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의 소개는 여행사들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행

사들과 제휴를 많이 맺는 것이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타겟고객을 국내 관광을 원하는 캠핑카 여행자들로 한정

타겟고객이 명확하다는 것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아이템은 국내의 곳곳을 탐험할 수 있도록 캠핑을 좋아하는 국내 

여행자들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원하는 외국인 배낭 여행자들을 위해서 

탄생한 아이템이다. 

2) 주요 아이템으로 ‘캠핑카 여행 가이드’ 서비스에 집중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여행객들에게 캠핑카와 함께 

전문 여행 가이드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캠핑카를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의 운행을 통해 관광지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광지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차별적인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 사업의 핵심이다.  

3) 체험여행이 가능한 이색 관광 서비스 제공

이 아이템이 결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여행자들에게 일반

적인 관광이 아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체험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캠핑을 이한 각종 부대 서비스 제공

이 아이템은 여행자들에게 캠핑의 즐거움까지 제공한다. 캠핑카로 여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캠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야영과 숙식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핑 장비와 시설까지도 함께 제공해준다. 여행자들은 일석

삼조의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5) 여행 관련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무엇보다 이 아이템이 더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객 

3    성공 포인트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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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내·외부 사진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여성을 위한 카페형 카센터이다. 여성 취향의 내부인테리어와 

분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카센터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현재는 편안한 분위기와 카페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남성 고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격정찰제, 정비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는 서비스, 해피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이 편안하게 2층에서 작업장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에는 벽화와 카페형 분위기, 직접 로스팅한 원두커피 제공, 안마의자, 

고객용 컴퓨터, 휴대폰 충전시설 등 안락한 고객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차별되는 시설과 서비스, 신뢰가 소문나면서 주변의 여성고객들이 점점 더  

이용하는 카센터로 성장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카페형 카센터
01.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미카

대표자명 김진여

창업형태 점포

사 업 장 인천 부평구

창업시기 2012년 5월

업    종 부분정비업

점포규모 233 ㎡

전화번호 1599-5654

홈페이지 blog.naver.com/micar1004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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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련 분야의 인맥을 넓혀야 한다.

자동차의 세계는 배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넓다. 많은 인맥을 만들어 기술

분야 경영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학교나 정비인 모임 심지어 

옆집도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친분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금리대출 외에도 상권분석, 컨설팅 등 전문가의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가 많이 있다.

넷째,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옆집이 잘된다고 시작한다면 잘 돼봤자 2등 일 수밖에 없다. 그 수많은 

업체 중 내 업소가 아니면 안 되는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한 많은 창업자를 보면, 시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

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개선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

시킨다. 이는 피터드러커가 말한 혁신적인 창업의 기회 중 하나로, 현실과 

고객의 요구의 차이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카센터 

미카는 바로 이러한 고객의 잠재적 불만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

하게 하는 창업가정신을 실현하였다. 매우 혁신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을 포착한 것이다.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차를 직접 정비업체에 맡겼던 경험을 생각하며 정비업체의 서비스가 남성적

이고 쉴 공간도 없음에 착안하여 창업아이템을 구상했다. 여러 카센터를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정비업체 대표들이 기술자 출신으로 서비스와 경영에 취약

하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여 카페형 분위기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특히 여성고객들에게는 환영

받는 카센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창업하였다.

전혀 모르는 분야의 도전이었고, 경험은 없이 오랫동안 읽어 왔던 책을 바탕

으로 창업하다 보니 현실과는 많이 달랐었다.

처음 동기처럼 고객 입장에서만 고려하여 카센터를 오픈하다보니,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너무 비싸졌고, 기술력과 경험이 없다 보니, 경험이 

많은 사원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잘될 것만을 생각하여 

임대한 영업장에 너무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쏟아 부었다. 

 

첫째, 사전 경험을 쌓아야 한다.

자격증(정비산업기사 이상, 경력자의 경우 기능사도 가능)은 창업을 위하여 

당연히 준비하여야 하는 법정요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창업 전 

다른 매장에서 내 일처럼 일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자만이 아닌 내실 있는 

자신이 생겼을 때 오픈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    창업동기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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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센터 공간 구성과 해당 상권과의 조화 필요

창업 당시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들여 초기 투자비가 커졌고, 이는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으로 수익성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인테리어 시설비용이 어느 정도 매출 상승효과를 주겠지만, 카센터

라는 고유의 사업특성과 센터가 입점한 상권 내 고객특성, 수준, 인근의 

경쟁업소와의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과 공간구성을 하여야 한다.

  

2) 고객 중심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제공

창업 당시 이미 고객의 요구를 알고 카센터를 창업하였다. 단순히 고객

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 정찰제 도입, 

정비사진 저장 후 고객에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서비스, 정비사항에 대한 

해피콜 제도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내부고객, 직원을 위한 배려

서비스업의 특성은 ‘고객 접점의 순간’(MOT : Moment of Truth)에서 

시작되어 첫인상은 물론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로 그 MOT를 

결정하는 일선에 직원이 있다. 미카에서는 직원의 사장화라는 제도를 시행

한다. 즉 직원이 웬만한 가격할인이나 정기결정, 무료서비스 등을 재량껏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경정비 교육을 지원하여 가족 

같은 동반자의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완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객 마케팅을 지속적

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우선 자동차 동호회나 유관 협력업체와 접촉하여 

홍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부 경정비 역량을 축적하여 수입차 증가에 발맞춰 대응

해야 한다. 현재는 수입차 전용 정비 기기를 갖추지 못해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한 건물에 두 브랜드의 사인물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

성을 유지하는데 곤란함을 가지고 있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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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화면, 아이템 및 제품

컨셉 및 특징

이 쇼핑몰은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금액 일부가 

제휴 된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된다. 제품을 공급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는 ‘기부’라는 것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어서 좋고, 구매하는 소비

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급한 금액 일부가 기부되어 뜻깊은 의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품 판매와 동시에 기부가 이루어지는 컨셉의 신개념 쇼핑몰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과거 

‘TOM'S(탐스)’ 신발이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가 아프리카 후진국 어린이나 저소

득층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판매 시스템으로 성공했던 사례와 비슷한 사업이

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들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의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기부하는 

소셜커머스 쇼핑몰
02.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주)네모네

대표자명 임재봉

창업형태 비점포

사 업 장 서울시 양천구

창업시기 2012년 5월

업    종 통신판매업

점포규모

전화번호 070-8654-6770

홈페이지 www.nemone.co.kr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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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기부 쇼핑몰 사업’ 사업이 현재 국내에서 서서히 정착하고 있는 

이유는 ‘기부’가 실현되는 ‘착한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훌륭한 상품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개인들도 과거와 달리 아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이 국내에서 크게 성장한 것도 미래를 밝게 

하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 사업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도 성장을 돕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익성 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더 큰 영역의 사업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더 큰 성장을 달성하고 수익성 

면에서도 더 큰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1)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상품들의 확장

현재 기부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품질과 가치 그리고 매력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상품 종류가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의 기부를 이끌어내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품질이 좋고 매력적인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판매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이 아이템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부를 이끌어내는 방식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마케팅 세일즈 기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회원 확보

 ‘소셜기부’ 서비스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생소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회원들은 당분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반대로 개인에게 큰 유익과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도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업 성장을 더디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셜기부’ 사업이 

국내에서 더 큰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 회원들에게 더 큰 유익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들을 아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에 설립된 '(주)네모네'는  소셜펀딩과 소셜커머스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며 개인 기부가 실현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킥스

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업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상황에 맞게 개인이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주)네모네'와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다.

창업 초기에 ‘소셜기부’라는 사업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사업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개인이 기부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국내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많은 고객이 원하는 좋은 상품들을 소싱하기가 어려웠고, 

넉넉한 수익으로 기부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소셜커머스 기부 쇼핑몰 사업’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성공하기 힘든 사업

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아이템을 창업하는 창업주는 마케팅 역량이 탁월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매력적인 상품들을 많이 소싱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1    창업동기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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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을 파는 

레스토랑
03.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에어카페 비행기

대표자명 문대식

창업형태 점포

사 업 장 서울시 마포구

창업시기 2012년 3월

업    종 외식업

점포규모 60 ㎡

전화번호 02-332-2789

홈페이지 blog.naver.com/the_air_cafe

업체정보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세계 10개국의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을 메뉴로 하는 

이색 레스토랑이다.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각종 집기의 사용을 여객기와 

공항이 연상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여객기에서 서비스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기내식은 각 항공사의 특성을 담아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메뉴화

하고 가능한 메뉴명이나 원재료 구성도 실제에 가깝게 조리하고 있다.

여행을 사랑하고 해외 음식을 좋아하는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만남을 추구

하는 장소를 목적으로 하며, 네이버 블로그에 업소의 히스토리와 각종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여행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설명회를 

병행하여 향후 부가적인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어, 기존의 일반레스토랑 

과의 시설 및 인테리어 차별성은 물론 운영 콘텐츠에서 차별화를 부각하고 

있다.

 매장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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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모두 여행을 좋아한다. 어릴 적부터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며 자랐으며,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면 이미 그곳에 

마음이 가 있고, 함께하는 이국적인 음식은 항상 즐거웠다. 주위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여행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두고 싶어 비행기카페를 창업

하였다. 

현재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음식을 나누는 복합공간

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인테리어나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조합되어 레스토랑이 

되기까지는 많은 준비, 특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인테리어는 주 고객인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밝고 심플한 투톤 베이스로 

연출 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줄이면서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가장 시행착오가 많았던 부분은 각국의 음식 메뉴를 완성하는 작업이었다. 

메뉴명이나 모양만이 아니고, 향과 소스 등까지도 그 나라의 기내식 레시피를 

실현하는 데는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나,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끈기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

1    창업동기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매장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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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소문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3)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프로모션

해당 업체를 알리는 블로그는 오프라인 장소의 컨셉과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화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수년간 축적된 이야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이용자를 연결하고 있다.

4) 확장과 매출 극대화를 위한 최적 활동이 필요

지금까지는 운영자의 가능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의 방문과 이용 예약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하지만 2호점, 3호

점의 전개를 고려한다면 내부적인 체계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

분담의 인력을 구성하고, 열성고객을 참여시켜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프로

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둘,   외국에서 본 레스토랑의 멋진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고 싶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찾아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오픈하고 그 기대를 느끼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나의 사업 환경과 나만의 특성을 고려

해서 연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   새로운 시도, 특히 비행기 기내를 연출하고, 메뉴를 추가하면서 시도했던 

과정은 우리 레스토랑을 특별하게 만드는데 기여됐다. 자기만의 차별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넷,   메뉴의 맛만 가지고 고객이 열광하지는 않는다. 그 밖의 분위기, 청결,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대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

하다. 고객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

가장 큰 성공 가능성의 요인은 차별화된 테마 컨셉이다. 대부분 레스토랑이 

그저 서양식, 이태리 음식전문점, 인도음식전문점 식에 반해, ‘에어카페 비행

기’는 스토리가 있는 10개국의 테마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그것도 기내식 푸드

라는 신선함이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1) 테마를 완벽히 연출시키는 매장 내 구성과 컨셉 제공

주 대상 고객층이 직장인, 여성고객, 대학생이용자 등 젊은 층의 요구와 

새로운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테이블과 식기 등의 구성, 인테

리어와 비행기, 여행, 기내식이라는 테마에 어울리는 디스플레이 등은 이 업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2) 커뮤니티 공간과 콘텐츠 제공

음식 외에도 여행, 이벤트, 동아리 활동, 커뮤니티 장소, 정보 제공 등을 지원

하는 콘텐츠를 블로그를 통해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소위 충성고객을 끌어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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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산소캡슐 

전용방
04.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세보에너지 창업시기 2011년 6월

대표자명 김대현 업    종 서비스업

창업형태 점포 점포규모 120㎡

사 업 장 대전 대덕구 전화번호 042-934-2121

홈페이지 www.lkop.net/yypp/

업체정보

컨셉 및 특징

‘산소방’의 컨셉은 매장에 산소 캡슐을 두고 고객이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한 

만큼의 이용요금을 받는 단순한 수익구조이다. 이용자는 산소 캡슐 내에 들어가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게 되고 일정 시간당 비용을 지급한다.

산소캡슐은 산소농도 30~45%가량의 고농도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약 1.3 

기압가량으로 가압하여 밀폐된 캡슐 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소 

캡슐은 초기에는 의료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일반용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의료용 제품은 

산소농도 80~90% 이상의 순산소에 가까운 농도를 사용하나 일반용은 그 절반 

정도인 30~45%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므로 차이가 있다. 

업체에서는 현재의 산소 캡슐과 더불어 마시는(호흡하는) 산소캔, 산소 

음료수, 기타 효과를 증대시키는 부가 상품군을 구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상승하는 컨셉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매장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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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스트레스 관리, 몸 안의 독소 제거 테라피 등 소위 웰빙 추구형 

전문서비스 사업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자리 잡아 성장해 온 사업으로 이제 

2만 불을 넘는 소득수준과 건강관리 열풍을 타고 대중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요구와 트렌드에 맞춰 얼마나 잘 변화시키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한 점에서 산소방 사업은 지역 

수준에 맞는 서비스, 안전한 첨단 산소 캡슐의 공급, 적정한 서비스 단가로 함축

되는 사업 경쟁력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1) 매장 내 구성과 해당 상권과의 조화 필요

대상 고객과 결합 아이템에 따라 단순 산소방, 에스테틱, 집중력 강화 

등으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대상 고객층이 직장인, 여성고객, 쇼핑몰 

이용자 등 어느 고객층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입지와 컨셉이 결정

되며 산소 캡슐의 세부적인 용도가 정해지게 되므로 각 컨셉에 따른 사업

모델과 서비스 메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다양한 아이템과의 결합 시도

산소 캡슐은 단독 아이템으로도 사업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부가 아이템과 

결합한다면 더욱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에스테틱이나 테라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와 결합하여 창업할 경우 고순도 산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3) 체감과 효과의 어필과 적극적 홍보

고순도 산소의 효과는 체험을 통한 사례가 많이 있으나 고순도산소의 체감 

자체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수기를 통과한 물과 

그 이전의 물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결국 체감이 아닌 소비자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체험을 통한 효과사례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고순도 산소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역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국내 트렌드가 웰빙, 건강, 레저 관련 

아이템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그것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공부하다가 일본

에서 유행하는 산소 캡슐이 국내에서는 병원에 의료용으로만 고가로 한정적

으로 판매되는 것에 착안하여 산소 캡슐을 미용, 건강, 다이어트 등의 비즈

니스로 확대하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창업하였다.

산소방, 산소 캡슐에 대한 인지도 극복의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산소를 이용한 테라피, 힐링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일단 체험 후에는 반응이 좋아 꾸준한 고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상품과 프로그램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현재의 산소 캡슐만을 

이용하는 경우 단조로움이 있어, 산소캔, 산소 음료수 등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접목하여야 한다.

산소캡슐 매장은 고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일회성의 단기적인 사용보다는 

적어도 10회 이상의 사용을 통해 몸의 변화를 느끼므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산소 캡슐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산소 캡슐 이용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여서 바이럴 마케팅 위주로 단골 

고객층을 공략하고, 호혜업소와의 연계한 마케팅과 홍보 등을 병행한다면 

더 좋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창업동기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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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물건을 

새로운 가구로 제작
05.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돌과나무 창업시기 2012년 12월

대표자명 김수정 업    종 제조판매업

창업형태 비점포 점포규모 330㎡(창고)

사 업 장 강원도 철원 전화번호 070-4670-7760

홈페이지 stoneandtree.co.kr

업체정보

컨셉 및 특징

이 사업은 버려진 물건을 새로운 가구로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 

사업이다. 버려진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과 개념이 조금 다르다. 안 쓰거나 

버려진 제품에 아이디어를 더해 보다 가치 높은 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들은 버려진 물건에서 영감을 얻고, 다시 아름다운 쓰임새의 

제품을 생산해낸다. 버려진 소파나 입는 옷으로 만든 가방, 대형 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쇼핑 카트 프레임을 이용해 만든 사무용 의자까지, 쓸모

없는 버려진 제품을 변신시킨다.

버려진 것을 이용해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전혀 새로운 용도의 

가구로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이나, 업사이클링 제품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 가구 등을 함께 파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돌과나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용품들은 그 소재의 폭이 넓고 기발한 발상 

뿐 아니라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

사진출처 : http://stoneandtree.co.kr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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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대보다 못한 사람아!’ 고(故) 정주영 회장이 자주 하던 말이라고 한다. 

누군가 쉽게 포기하려 하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 같다고 투정을 

부리면 ‘이 빈대 보다 못한 사람아!’ 하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유는 어린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부둣가에서 배에 짐을 나르는 일을 하던 시절, 빈대가 들끓는 

숙소에서 고통에 견디다 못해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빈대는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책상 다리를 양동이에 물에 담고 빈대가 올라오지 

못하게 책상 위에서 잠을 청해 보았는데도, 빈대들은 벽을 타고 올라가 정주영 

회장의 몸으로 수직낙하를 했다고 한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웠지만,  

그 순간에도 정주영 회장은 큰 교훈을 얻었다. 하찮은 빈대조차도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데, 인간인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정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처음 시작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매번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그 고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때의 

고비에 감사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생을 

바쳐도 부끄럽지 않을 사업 목표를 정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1)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승부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재활용인 리사이클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이란 시대적 화두와 부합되면서 높은 상업적 가치를 제공해 미국, 유럽 중심

으로 시장성을 확장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들은 이미 생산된 제품

이거나 버려진 폐기물을 재료로 활용하는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므로 다양한 

제품 영역과 조형 방법으로 구성된다. 재활용품에 디자인적 가치가 더해진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미국과 유렵에서는 일반 새 제품 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기도 한다.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연을 

하던 시절에 발견한 '보트우드 가구' 덕분이었다. 보트우드 가구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 쓸려나간 수많은 배들에서 나온 티크목재를 재활용하고, 오래

된 낚시 배의 러스틱한 질감과 색채를 그대로 살려,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구로 

재탄생 시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가구이다.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처를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

‘자연 친화적인 제품(Eco-friendly), 지속 가능한 제품 (Sustain-ability), 

환경 문제에 친환경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품(Socially responsible)’ 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세우고, 홈 에코레이션 (Home-Ecoration)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의 제공, 발굴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이라는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겸비한 재활용 가구, 소품들을 선보임으로서 새로운 시각의 환경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창업과정에서 가장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막막하기만 했고, 

또한 여성 창업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믿을만한 

파트너 업체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지만 사업

뿐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일이 모두 그렇듯이 경험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고비들이 정말 많았다. 현재는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창업동기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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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외의 결합을 통한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

업사이클링 디자인 유형의 특성들은 재료와 최종결과물이 전혀 관련 없는 

의외의 결합으로 이루어있는 것들이 많으며 디자이너의 감각이 단순환 재활용 

단계에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료가 되는 폐기물과 업사이클링 생산 과정을 거쳐 새롭게 생산되는 패션 

제품과는 전혀 의외의 관련성으로 재생되는 특성을 지닌다. 심지어 패션과는 

전혀 무관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통하여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생산되기도 한다.

4) 저급 소재의 고급화 

리사이클 디자인이 자원 절약을 위해 물려 입고 리폼해서 사용하는 재활용의 

특성을 지니는 반면, 업사이클링 가구는 재활용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아이디어와 수공예적 기술이 더해져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성을 

지닌다.

프라이탁 가방처럼 폐기된 트럭 덮개, 자전거 타이어, 자동차 좌석 안전벨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가방은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성장세를 늘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저급 소재의 고급화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이 

지니는 저급 소재의 고급화의 의미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부터 살펴볼 

수 있다. 각종 산업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전혀 

새로운 원료로 재생되는 재료 과학의 결과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전문업체인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 영국의 

옥스팜(Oxfarm)은 좋은 기업이미지와 독창적인 디자인 파워로 고수익을 

창출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축,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의 

영역의 경계를 넘어 총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로 전개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 

예로써 1993년 그래픽 디자이너 형제인 Marcus와 Daniel이 취리히 고속

도로의 화물용 트럭에 쌓여있는 방수포 폐기물을 보고 영감을 얻어 가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폐기용 카시트, 에어백, 자전거 고무 

튜브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튼튼하고 방수가 되는 감각적인 가방은 350여 

개국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기발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버려진 폐기물을 더 훌륭한 가치로 재탄생 시키고, 

빈티지한 멋과 유일성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는 프라이탁은 결코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성장

하였다. 프라이탁의 사례와 같이 ‘버려진 물건을 새로운 가구로 제작’ 사업은 

고객의 구매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2) 업사이클링 소재에 대한 스토리텔링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 사업은 버려진 것을 재생산한 관계에서 벗어나 독특한 

아이디어와 재활용 재료 사용 등의 만드는 과정과 생산자의 친환경 메시지를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다. 제품의 생산, 유통 등의 일련의 과정 및 제품이 폐기

되어 소멸되어 재활용하는 전체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면 고객에게 더 많은 

선호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버려진 것을 업사이클링한 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기 후 처리의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항해한 인도네시아의 폐선 목재를 활용한 의자는 물속에서 견고하게 다듬어진 

내구성과 자연스런 변색에 의해 빈티지한 가구의 멋을 재현한 고급 가구로 

재탄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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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주인을 위한 

애견 유치원
06.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컨셉 및 특징

여행이나 출장으로 며칠씩 집을 비울 경우 동물 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애견을 

맡겨야 하는데 온종일 좁은 공간에 갇힌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애견인들의 고민이 크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애견 유치원이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듯 낮 동안 애완견을 돌봐주고 필요

할 경우 며칠씩 보살펴 주기도 한다. 

 홈페이지 소개

업 체 명 백구네

대표자명 임춘선

창업형태 점포

사 업 장 부산 북구

창업시기 2010년 8월

업    종 서비스업

점포규모 120㎡

전화번호 051-363-1094

홈페이지 baekgune.alltheway.kr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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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어려움,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씩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애견 유치원’ 사업은 아직도 국내에서 시장 초기 단계의 사업이라고 생각

한다. 아직은 단일 아이템만으로 큰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애견 

유치원 본래의 ‘돌봄 서비스’에 미용, 건강관리, 목욕, 배변 훈련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애견용품들도 

함께 구비해서 제공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애견카페와 

함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애견 호텔’과 ‘애견 카페’와는 다른 형태의 

컨셉을 지니고 있다.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듯이 애완견을 집에 

혼자 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애완견 전용 유치원에 보내서 놀게 하고, 애완

견의 식사와 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애완견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완견 전용 유치원’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강아지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실제로 부산 북구 화명동 ‘백구네 애견 유치원’이라는 업체가 실제 강아지 전용 

유치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맞벌이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 애견 호텔과 애견 카페는 애견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이다. 이제 ‘강아지 유치원’도 국내에서 하나의 좋은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8월 ‘백구네 애견 유치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애견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애완견을 훈련하고 애견 돌봄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해온 노하

우를 바탕으로 ‘애견 유치원’ 서비스를 추가로 론칭 하였다. 현재는 매년 지속

해서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 싱글 여성들 등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창업 초기인 2010년도에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애견 카페도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단계였고, 애견 호텔의 개념도 거의 없었던 때라 고객이 많지 

않았었다. 고객유치를 위해 초기에는 애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아지들을 훈련하는 것부터,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금의 어려움, 마케팅과 

1    창업동기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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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2) 다양한 고객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금의 애견 유치원 서비스는 일과시간 동안 애완견을 주인 대신 돌보는 

일관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물론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강아지를 맡기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단순한 돌봄 서비스 외에도 훈련이나 미용 

등이 필요한 강아지들도 많이 있다. 강아지와 강아지 주인이 원하는 요구가 

각기 다양하므로 맞춤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달 또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애견 유치원’ 사업이 국내에 잘 정착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애견 관련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고객들이 경험한 바 있고,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애견유치원 본연의 서비스만으로 많은 고객을 창출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애견 카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접목해서 사업을 운영해 

간다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애견 유치원 사업이 앞으로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고 더 큰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1)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

애완견 돌봄 서비스는 아직 전문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인 돌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정확한 타임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부터, 각 프로그램이 모두 전문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애견 방에 강아지를 풀어놓고 혼자 놀도록 방치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 강아지들이 지루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애견카페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 

해야 한다. 아이의 부모가 시설과 분위기가 좋은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처럼 

애견인들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핀 뒤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367

P
A
R
T
3
   국

내
 신

사
업

 창
업

 성
공

사
례

366

2
0
14

 소
상

공
인

 창
업

브랜드 신상 화장품 

체험 박스 구독
07.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 화장품들만을 모아, 박스로 포장해서 

구독하는 여성들에게 매달 배달해주는 '섭스크립션 커머스(구독 커머스)' 사업

이다. 즉,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신상품들로 구성된 박스 상자를 정회원으로 

가입한 여성 고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배송해주는 뷰티 체험 서비스이다. 

업 체 명 글로시박스 코리아

대표자명 최홍준, 윤신근

창업형태 무점포

사 업 장 서울 강남구

창업시기 2012년 6월

업    종 통신판매업

점포규모

전화번호 1661-0367

홈페이지 www.glossybox.co.kr

업체정보

 홈페이지 화면, 아이템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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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되는 상품들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려면 큰 비용을 하지만, 이 박스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 신상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현재 이 사업이 많은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명품 화장품들을 체험할 수 있고, 매달 다양한 상품 

들을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은 더 좋은 화장품, 고품질의 

화장품, 명품 화장품들을 원한다. 

화장품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출시된 신상품들을 더 많은 고객에게 

홍보하고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하므로 무료로 제공하는 판촉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 많은 여성에게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12년 6월에 '글로시박스 코리아’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신상 화장품 박스를 

회원들에게 매달 배송해주는 이른바 ‘섭스크립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시박스 코리아’는 세계 최초의 화장품 섭스크립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시박스 미국 본사가 승인한 한국 법인으로 세워진 기업

이다. 최신의 신상 화장품을 고객이 아주 저렴한 회원 비로 매달 구매하는 것을 

보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창업초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 당시 섭스크립션 커머스라는 서비스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소비자들이 극히 드물었고, 화장품을 매달 박스로 배송 

받는 서비스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서비스를 체험해본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회원이 지속해서 증가

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업 초기 좋은 브랜드 신상품을 런칭하는 

것이었다. 브랜드 업체들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마케팅 담당자들을 직접 

1    창업동기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홈페이지 화면, 아이템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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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할 수 있는 박스들의 확장

이 사업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면 할수록 회원들의 요구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의 동일한 화장품 박스만으로는 모든 회원을 만족하게 

할 수 없으므로 화장품 구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가격대도 동일한 회원 비로 일괄되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렴한 가격

부터 더 비싼 가격대까지 3~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책정해야 한다.

2) 더 좋고 더 다양한 브랜드 화장품 론칭

어찌 보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기능면이나 

품질면에서 더 좋은 화장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브랜드,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을 더 많이 론칭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브랜드 화장품

들을 더 많이 론칭해야 한다. 여기에 이 사업의 취지가 신상 화장품을 많은 

회원에게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품질과 기능이 훌륭한 화장품이라면 적극적

으로 론칭해서 화장품 박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라고 해도 전략적으로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설득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마케팅 제휴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브랜드 신상 화장품 박스 배송사업’은 아직도 국내에서 시장 초기 단계의 사업

이라고 생각한다. 섭스크립션 커머스 사업모델이 화장품 분야에서만 성공적

으로 정착하고 있다. 식품과 애견용품 그리고 생활용품 분야에서 일부 섭스크

립션 커머스 사업모델이 적용되고 있지만, 화장품만큼 많은 회원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매달 일정한 수량의 상품을 

지속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는 회원들만이 충성고객으로 꾸준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 사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따라서 

섭스크립션 커머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매달 충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많아야 한다. 즉 매달 일정량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

서만 섭스크립션 커머스 사업모델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화장품처럼 주기적

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품들을 찾아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브랜드 신상 화장품 박스 배송사업’이 국내에 정착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화장품이라는 상품 특성과 섭스크립션 커머스 사업의 특성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맞물려 공통분모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

이다. 물론 이 사업이 국내에서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장품이라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과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군에서도 큰 성공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브랜드 신상 화장품 박스 배송사업’이 앞으로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고 더 큰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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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특징

이 아이템은 창의력, 지능, 언어, 사회성 등 분야별의 체계적인 발달이 필요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이고 흥미를 일으키는 유아용품을 과학적, 체계

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대여함으로써 완벽한 인격 형성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창업된 영유아용품 대여 업체이다.

유아렌드 업체는 여타 대여업체와는 달리 단순히 유아용품을 빌려준다는 

개념보다는 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신체적 

성장은 물론 정서와 두뇌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여러 유형 

아이들의 놀이방식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유아용품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아렌드 업체의 장난감 보유는 4,000종의 세계 유명 유아용품을 두루 

구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정과 정서를 위하여 견고하고 위험성 없는 유아

용품을 선별하여 고객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또한, 여러 아이가 이용하는 만큼 유아용품의 청결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유아용 장난감 

대여업체
08.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주)유아렌드 창업시기 1998년 12월

대표자명 한동규 업    종 도소매

창업형태 점포 점포규모

사 업 장 서울 송파구 전화번호 011-442-8227

홈페이지 www.toyuncle.co.kr

업체정보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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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한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었다. 

열심히 회사를 위하여 일하였으나 IMF로 회사가 힘들어지자 결국 창업을 결심

하였다. 당시 인터넷도 발달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을 병행한 창업을 

시도하였으며, 아이템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였다. 

당시 해외 장난감들은 워낙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구매가 어려웠다. 

이점을 인식하여 고객들에게 저렴한 장난감을 공급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알아

보던 중,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유아렌드 장난감 렌탈 대여 업체를 인수하였다.

창업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당시 온라인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가격은 천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고가였으며 인력, 공급, 배송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배송은 모두 직접 찾아가서 고객을 응대하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참고

하여 아이가 좋아 할 수 있는 특성에 맞추어 장난감을 대여하기로 하고 매장도 

운영하였다. 

또한, 장난감 렌탈 대여의 고객은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장난감 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 경우 새제품이 아닌 이상 청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청경에 대한 인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는 유아시장의 증가로 장난감 렌탈 대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기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탁방식을 통하여 청결 유지는 물론 완벽하게 제품을 

수리, 보존함으로써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늘 깨끗하고 새것 같은 유아

용품을 대여하고 있다.

 아이템 및 제품

1    창업동기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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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는 장난감 렌탈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 오프라인에서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에 협업 

대리점주에서는 고객과의 통화를 시행하여 유아의 나이, 발달 학습 정도에 

따라 장난감을 추천하여 고객에게 대여를 하고 있다.

또한, 매장에 직접 찾아오는 고객은 다양한 장난감을 직접보고 고를 수 있으며 

여타 대여업체와는 달리 단순히 유아용품을 빌려준다는 개념보다는 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신체적 성장은 물론 아이의 

정서와 두뇌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용품을 신체, 사회 정서, 인지 언어, 창의 등의 네 가지 영역

별로 나누고 아동들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유아용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전국 각지에서 협업하고 있는 체인점주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신제품 정보와 유아용품 효용성 및 여러 유형 아이들의 놀이 방식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 연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유아용품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창업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에 비즈니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 잘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창업이나 청년창업

에서 급한 마음에 모양새만 갖춘다는 식으로 준비한다거나 별다른 준비도 없이 

쫓기듯 창업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창업을 시작한 후 10년, 20년을 준비한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사전 준비사항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창업 동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경제적인 것인지, 경력의 활용인지, 사회공헌인지, 등 무언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전문성, 네트워크 등 

장점을 최대로 활용한 경력 개발형 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지만 

유망한 창업 업종에 휘둘리는 창업자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을 살리는 

적합한 업종을 찾는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사전정보와 수집이 필요하다. 창업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관련 서적 

및 뉴스 등을 꼼꼼히 챙기며 섣부른 선택을 자제한다.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용도를 확인하거나 창업 전 수개월간 현장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는 등 

전문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창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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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페인팅 

도자기 제작 공방
09.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탄방세라워크 남천공방 창업시기 2006년 5월

대표자명 김미경 업    종 제조업

창업형태 점포 점포규모 66㎡

사 업 장 대전 서구 전화번호 042-489-9646

홈페이지 club.cyworld.com/nam1000

업체정보

컨셉 및 특징

세라워크 페인팅은 초벌도자기 위에 손으로 직접그림을 그려 완성하는 새로운 

도자기 표현방법이다. 일반인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핸드페인팅 도자기 제작

과정을 가르쳐준다. 고객은 다양한 형태의 기물을 골라 구매자와 작가가 서로 

친밀한 교감을 통해 함께 디자인하고 작가에게 의뢰하여 주문제작도 할 수 

있다.

공방작가의 순수성과 산업자기의 견고함이 함께 조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자작업으로 도자기 표면을 화려한 장식과 색채중심의 작업으로 발전 시켜 

도자기 표면을 회화적인 감각과 그릇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를 약화된 

문양으로 표현한다.

 매장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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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 요인

 -   다양한 고객층 : 도자기 핸드페인팅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붓 사용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작품을 시도할 수 있다.

 - 자기 성취감과 자기애 확인

 - 잃어버린 노동력을 회복

 -   주5일제 업무 확산에 따라 더욱 환영받고 있는 DIY 도자기 만들기는 

‘기술’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전문 직업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창업하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선진국형 업종이다.

 -   초중고생들의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여가 활용을 위한 강의 및 

취미생활을 위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도예공방 역시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생활개선문경시연합회 남정자 회장은 도자기 핸드페인팅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촌여성들이 새로운 부업기술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업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체험으로 삶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다.

2) 보완사항 

 -   도예 공방은 대표적인 기술창업이자 전문가형 창업으로 창업이 비교적 

쉬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경쟁이 적은 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축적되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활동을 통하여 

입지를 다져놓은 후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자기작업을 평생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기존의 도자 

공방과 다른 수업과 판매가 가능한 핸드페인팅 도자기 공방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 도예문화의 재해석으로 산업도자라는 실용적 아이템을 일상

생활에 도입시켜 스스로 예술적인 식기를 만들고자하는 일반인에게 교육과  

여가시간을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장을 마련하고자하였다.

창업 준비를 위해 도자기에서 새로운 분야로 평가되는 핸드페인팅 도자기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물감의 사용과 디자인, 작업에서의 완성도를 위한 개인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익히는 작업과 예술성과 관심도를 함께 주목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 숙련되기 위한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나 홍보를 위한 

세부계획과 실천이 필요했는데 개인성향상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 하지 않고 시작해, 사업구상과 창업 아이

템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길어졌다. 인테리어기간도 길었고 창업교육을 미리 

듣고 시작하면 좋았을 것 같은 부분을 인식하지 못해서 놓친 것이 아쉬웠다.

도자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합융합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문화 사업으로 인식하고 수강과 외부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또한 판매와 전시 비중을 잘 잡아 공공미술 분야와 콜라보레이션

하고 도예문화의 기반을 장착시키고 운영시간이 길어지면서 작가로서의 이미

지도 관리해야한다. 국내 유수의 브랜드들의 전문성확보 대비 전국 고객과의 

소통도 제고해보아야 한다.

1    창업동기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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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유식 

재료 쇼핑몰
10. 
PART Ⅲ

▶▶ 국내  
     신사업 창업  
     성공사례

“
”

업 체 명 맘마유 창업시기 2012년 12월

대표자명 박상화 업    종 통신판매업

창업형태 비점포 점포규모

사 업 장 충남 아산시 전화번호 070-7625-7676

홈페이지 www.mammayou.com

업체정보

컨셉 및 특징

1) 친환경 재료로 바로 만든 엄마표 이유식 온라인 판매서비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이를 두고 장 보러 가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을 공통

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최고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아이템은 부모의 마음으로 신선도를 위해 주문 후 즉시 모든 제품을 수작업

으로 생산하고 있다. 신선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냉매 자재를 활용하여 고객

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통신판매형 사업 아이템이다.

2) 주요 특징

 -   유아의 발달 단계별 150여 개의 맞춤 이유식 및 조리 레시피 제공

 -   주문 후 다음날 재료 가공 후 택배 배달하는 신선 보증 시스템

 - 신선 재료를 받아 즉석조리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레시피 서비스

 - 온라인 블로그 및 사이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공

 - 정직, 안전, 신뢰의 경영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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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세 살 된 딸의 이유식을 해주던 시절, 엄마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엄마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자 했다. 하지만 마음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안전하고 좋은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매번 장보기를 하고, 재료의 신선함을 

위해 적당하게 구매하고 조리하면 남는 재료는 버리기 일쑤였다.

남은 음식재료의 보관방법을 공부하고, 균형 잡힌 단계별 이유식의 래시피를 

찾아가며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다. 아이는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보답했고 우리 부부는 육아에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

으로 쌓은 노하우를 유아를 사랑하는 모든 엄마들과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

하였다. 블로그 활동을 하며 이유식 재료를 적당하게 소량으로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업으로 바로 실현하기는 막막했다. 남편과 함께 수개월 동안 샘플

테스트를 하며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 2년여 만에 제품판매를 위한 이유식 

전용 쇼핑몰을 2012년 겨울 오픈하게 되었다.

지금은 1,000여 명이 넘는 실구매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만간 수도권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초보 준비기간이 가장 힘들었다. 시작 전 이유식은 물론 음식 조리나 개발 

경험이 없는 평범한 초보 주부로 레시피 개발을 독학으로 익혔다. 언제 창업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로 준비하는 이 시기에 아기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150여 종의 레시피를 개발, 음식재료 

포장 등 2년여의 준비 끝에 드디어 창업하게 되었다.

 조리과정

 제품과 상세 구성

 이유식 식재료 패키지

1    창업동기

2    창업과정 및 창업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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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많은 창업자를 보면, 시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개선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피터드러커가 말한 혁신적인 창업의 기회 중 하나로, 현실과 고객의 

요구의 차이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엄마표 이유식  

맘마유는 바로 이러한 고객의 불편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수요자의 요구를 

포착하여 만족하게 하는 창업가정신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매우 혁신

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기성 제품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포착한 것이다.

1) 고객 중심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공급

유아에게 이유식은 먹거리의 모든 것이다. 안전, 신선, 성장 발육에 도움되는 

영양소의 구성, 맛, 가격, 조리 간편성, 이용 편리성 등 여러 면에서 소비자인 

엄마와 아이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맘마유’는 2년여에 걸쳐 150여 종의 

다양한 단계별 이유식을 개발하였다. 이를 신세대 엄마의 눈높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통신판매형 쇼핑몰로 공급하므로 써 시장성을 확보하였다.

2) 신뢰 중심의 고객 관계 관리

음식재료의 품질, 신선도, 안전성 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맘마유’에서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와 소비자의 불안함을 제거

하는 내용을 철저히 제공함으로써 믿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회원들 간에도 편하게 소통하도록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용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3) 편리한 조리 레시피의 스마트폰 앱 제공

요리 경험이 부족한 초보 엄마를 위해 ‘맘마유’에서는 스마트 폰 앱으로 레시

피를 제공하고 있다. 앱을 보며 더욱 간단히 즉석조리가 가능하다.

150여 종의 이유식 레시피 완성을 시작으로 쇼핑몰 구축 계획을 세우고 준비

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쌓인 자료와 

경험이 있었으나, 사업을 위한 등록, 신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 

모두가 고민과 수정, 업그레이드하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음식재료 판매는 매우 대중적인 아이템이다. 여기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레시피에 따라서 소량으로 소분포장해서 판매한다. 이것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이다. 맘마유는 이를 ‘이유식‘이라는 특정분야와 ’온라인판매

‘라는 판매 방식을 적용한 것일 뿐이다. 

굳이 이 사업을 이유식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온라인 택배판매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매일 저녁 밥상에 올라가는 일반적인 국이나 

반찬 등의 요리도 판매 상품이 될 수 있으며, 동네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맘마유가 국내 처음, 

레시피에 따른 음식재료 소량 판매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매장‘을 컨셉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 생겼다. 물론 이 업체는 

맘마유와 같이 레시피를 제공하고 음식재료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상을 넓혀 본다면 이 사업 아이템은 꽤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트나 시장은 음식재료를 원재료상태로 판매한다고 볼 수 

있고, 수많은 식당과 반찬가게, 식 가공품들은 완제품 상태를 판매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레시피에 따른 음식재료 소분판매‘는 이 둘 사이의 중간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틈새시장이 맞지만, 앞으로는 이 중간단계가 

점점 더 큰 시장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3    후배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

4    성공 요인 및 보완사항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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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지의 생산량은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식용유의 ‘고급화’ 바람으로 판단된다. 품목별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콩기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참기름’이 잇고 있다.

•  웰빙유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올리브유는 2008년 벤조피렌 보도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포도씨유와 카놀라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웰빙과 건강, 제품에 대한 신뢰를 포인트로 주요 타겟고객을 

설정하여 앞으로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유당 상품

 조언 한마디

�창업 시 유의사항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많은 선배 창업자들의 좋은 이야기가 모두 다 

사실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창업하게 될 

많은 분들도 우선적으로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유념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나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를 먼저 다 잡은 

후에 주위에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수많은 예비대표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전통기름 로스터리 전문점 01. 
PART Ⅳ

▶▶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
”청춘참기름,  방유당

컨셉 및 특징

•  커피 로스팅과 같이 기름 또한 곡물의 로스팅이 맛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통기름 로스터리 전문점을 컨셉으로 했다. 일반 재래시장 

내에 위치해 있는 ‘기름집’의 단순히 기름을 짜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 좀 더 고급스럽고, 환경 친화적이며, 세련된 감각으로 각종 

곡물들을 로스팅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기름을 제공하는 곳이다.

•  더불어 기름이 추출되는 과정을 고객이 볼 수 있음으로서 믿고 안심하며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 공간 및 간단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다이닝 공간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카페 형태의 매장이다.

▶ 추출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전통기름 로스터리 

▶ 세련되고 깔끔한 카페형태의 전통기름 로스터리  

▶ 품질 및 용기의 고급화를 통한 전통기름에 대한 위상 강화

업  체  명 청춘참기름, 방유당 일 고 객 수 약 80 ~ 90여명

대 표 자 명 손민정 지 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월 매 출 액 약 1,800만원 전 화 번 호 031-706-0690

홈 페 이 지 www.bangyudang.com / www.seedsroastery.com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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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많은 수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번 설치된 

모듈은 10년 정도 유지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고객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  태양광 발전 시장의 경우 최근 성장세가 한풀 꺾였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원전 하나 줄이기,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등 정부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그 전망이 밝다.

 조언 한마디

 자신이 계획한 창업비용보다 실제 창업비용은 약 1.5배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금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창업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 선두주자로 나서는 업체의 경우 초기에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다른 업종보다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매출이 공격이라면 지출 관리는 수비이며, 공격과 수비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다른 쪽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과 지출 모두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양광 판넬 전문 청소업체 

솔라플러스
02. 
PART Ⅳ

▶▶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
”

컨셉 및 특징

•  태양광 패널 발전을 위해 야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먼지와 조류 분비물, 

폭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취약하다. ‘솔라플러스’는 이렇게 오염된 

태양광 패널 청소를 통해 패널 청결 유지뿐 아니라 광투과율의 저하를 

막아주어 발전 사업자들의 발전 효율과 수익을 향상 시켜준다. 

•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수익이 목적인만큼 수익의 감소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발전소들은 적은 인원으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직접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들과 계약을 맺고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청소를 대행해주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솔라플러스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업  체  명 솔라플러스(SolarPLUS) 대 표 자 명 신대섭

지 역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전 화 번 호 070-4652–5799

홈 페 이 지 www.solarps.kr

업체정보

 솔라플러스 작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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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하여 국내 관광객의 부산 관광 유입을 더욱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관광객의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망됨에 따라 향후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조언 한마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여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남과 다른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끈기’와 ‘인내’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본 관광객 대상 부산 

소개 가이드 쇼부
03. 
PART Ⅳ

▶▶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
”

컨셉 및 특징

•  일본 관광객이 부산 여행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부산을 소재로 

한 무료 매거진을 발행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부산역, 특급호텔, 관광호텔등을 비롯하여 부산 전역의 

관광안내소에 일본어매거진 ShowBU를 비치하며, 부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와 기획을 

진행중이다.

•  일본관광객이 약 30%감소함으로써 기존 사업영역이었던 일본어 

매거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부산의 명소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보물찾기” 행사를 MICEBUSAN.COM과 연계하여 함께 

기획·진행하게 되었다.

•  또한 부산광역시 파워블로거로 위촉되어 블로거로써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광고매체인 부산명물 씨앗호떡 컵 광고를 개발하여 다양한 

광고기획도 하고 있다.

 쇼부 관련 사진

업  체  명 ShowBU (쇼부) 월 고 객 수 약 30건 

대 표 자 명 유지선 지 역 부산

월 매 출 액 약 500만원 전 화 번 호 010-5495-1061

홈 페 이 지 showbusan.com / chabocha.com 

업체정보

 쇼부 가이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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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한마디

플라워샵, 음식점등의 매출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창업 보다는 

관련업종의 취업을 통해 경험을 바탕으로 플라워, 패키징 까페등의 복합된 

업종의 창업을 권장한다. 국내 관련 기관의 국내외 취·창업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도 적극 도전하는 것도 좋은 정보이다.

향후 시장전망

•  중국 내 인터넷 사용 환경의 발달로 한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한류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인의 소비취향 변화와 

신흥부유층 자녀들의 문화적 욕구가 맞물려 한류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  중국의 웨딩산업에도 웨딩촬영 분야을 중심으로 한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웨딩촬영 의상을 착용하고 한국 웨딩 스튜디오의 다양한 

콘셉트 아래 촬영하는 한국식 웨딩촬영이 중국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 한국식 웨딩촬영을 표방하는 스튜디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웨딩촬영 여행을 오는 중국의 신혼부부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류 웨딩 패키지 여행 

더스타웨딩앤파티
04. 
PART Ⅳ

▶▶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
”

컨셉 및 특징

•�2012년 소상공인진흥원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지원사업에 ‘더스타웨딩

앤파티’ 이라는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중국, 홍콩 예비 신혼 부부들과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류 웨딩 앨범 및 커플 앨범을 촬영하는 여행 상품 

구성을 완료하여 사업 진행중이며, 웨딩 업체들과 협업으로 중국 상해, 

홍콩 현지 법인 설립 추진중이다.

•  웨딩촬영이 필요한 중국 예비신혼부부에게 한류 인기스타의 웨딩 및 화보 

촬영지를 제공하여 인기스타 스타일로 웨딩드레스,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한 편의 화보집과 같은 촬영을 진행한다. 웨딩촬영산업의 중심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20~30여개 업체(헤어메이크업, 드레스, 

스튜디오, 쥬얼리 매장, 스파/뷰티케어)와 연계한 여행상품 패키지를 

테마별로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한다.

업  체  명 더스타웨딩앤파티 일 고 객 수 20명

대 표 자 명 한필주 지 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월 매 출 액 약 5천만원 전 화 번 호
02-396-9743
(팩스) 02-396-9744

홈 페 이 지 www.thestarwp.com

업체정보

 더스타웨딩앤파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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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장전망

•  국내 탈모인구는 2010년 기준 1,000만명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인의 탈모는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오염, 스트레스, 

식생활 변화 등 후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발시장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2조원 규모로 상당히 큰 시장이며, 여성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변화 요구로 가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언 한마디

본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가발과 두피에 대한 전문지식과 헤어 커트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적합 업종이므로 창업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발, 두피 전문가로서 고객과 같이 

고민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가발·두피 토탈케어 

전문 매장 닥터 윈캘
05. 
PART Ⅳ

▶▶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
”

컨셉 및 특징

•  가발과 두피의 토탈케어의 상징어인 닥터 윈캘(Dr. Wincalp)은 탈모나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시는 분은 우선 가발을 착용하여 자신감을 갖고, 

체계적인 두피탈모관리를 통하여 탈모를 지연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역량을 바탕으로고품질의 가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문제성 두피를 특별관리하는 등 신뢰있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전체가발, 부분가발 등 다양한 가발을 비치하여 시연을 통해 스타일을 

창조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서비스을 

진행하고 있다. 

업  체  명 닥터 윈캘(Dr. Wincalp) 일 고 객 수 5∼10명

대 표 자 명 고배성(선자) 지 역 서울 강남구 대치동 

월 매 출 액 350만원 전 화 번 호 02-501-7118

블 로 그 http://blog.naver.com/win7833

업체정보

 닥터 윈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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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 아이템 평가 체크리스트 ■1-2.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구  분 내   용 체   크

아이템

1.고객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Yes  □No

2.경쟁 업체와 차별화가 가능한가? □Yes  □No

시장성

3.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Yes  □No

4. 충분히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Yes  □No

5.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가? □Yes  □No

수익성

6. 서비스 가격이 매력적인가? □Yes  □No

7.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Yes  □No

기술성

8.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Yes  □No

9.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인가? □Yes  □No

10.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가? □Yes  □No

리스크

11.대기업에 의한 위협요소는 없는가? □Yes  □No

12.계절에 영향 받지 않는 아이템인가? □Yes  □No

13. 실패 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가? □Yes  □No

창업자

14.나의 적성과 맞는 아이템인가? □Yes  □No

15.경쟁자보다 더 나은 역량이 있는가? □Yes  □No

구  분 내   용 체   크

아이템 
이해

•사업 모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Yes  □No

시장조사

•  본 아이템의 해외 성공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는가?

□Yes  □No

•  국내 경쟁업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
히 파악하였는가?

□Yes  □No

아이템 
개발

•  아이템의 구성 및 디자인 또는 레시피 등 
이 적절한가?

□Yes  □No

•  회사/브랜드의 이름과 로고는 잘 만들어
져 있는가?

□Yes  □No

점포 개설

•아이템에 적절한 매장을 확보하였는가? □Yes  □No

•  매장의 간판, 인테리어, 쇼케이스 등은 잘 
만들어져 있는가?

□Yes  □No

홍보/
고객관리

•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플랫폼이 잘 
구축되었는가?

□Yes  □No

•  고객 관리 및 서비스 매뉴얼은 구축되었
는가?

□Yes  □No

자금계획

•  본인이 조달 가능한 범위의 사업 아이템
인가?

□Yes  □No

•  차입금은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Yes  □No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가? □Yes  □No

•관할 구청에 영업 허가를 얻었는가? □Yes  □No

인허가사항
•  해당 업종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였는

가?
□Yes  □No

기타

•  초기에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Yes  □No

•  후발 주자들에 대비한 나만의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는가?

□Yes  □No(최우수 : Yes 12개 이상, 우수 : Yes 9개 이상, 재검토 : Yes 6개 이하)

1    창업 아이템 평가 및 창업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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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 to Use 상권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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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책자에 소개된 내용은 해당 업체에 지적재산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발    행    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발    행    인 ┃ 소상공인진흥원장 이용두

발    행    일 ┃ 2013년 10월

문    의    처 ┃ 소상공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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