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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장을 조사하여 발굴한

알짜 신사업 아이디어를 테마별로 분류,

소자본 창업을 위한 관련업체 정보와 특징을 상세분석,

시장공략을 위한 전문가의 Tip을 알기 쉽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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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4년 창업성공시대,
그 성공을 위한 출발선에 서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정치·경제·문화의 저변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창업열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거센 물줄기처럼 역동적인 창업 에너지가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생존을 확보하는 개념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소망과 꿈을
실현하고‘나도 할 수 있다’는 큰 희망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긍정적 에너지로 많은
소상공인과예비창업자들에게희망의단어로인식되고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켜보면서 창업에 도전하고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도록 활력과 성공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성공 창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그리고 창업현장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리며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의 발간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미리분석하고예방하며, 예비 창업자들이겪을수있는시행착오를최소화
함으로써성공창업의길을활짝열어가길소망하며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 책은 먼저특별기획을마련하여 2015년 경제 및소비트렌드와창조·혁신을바탕
으로 하는 창업가 마인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집약된
정보가 담긴 아이디어 맛보기와 세부 카테고리별 다양하고 전문화된 베스트 아이
디어의 심화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공모전 수상자들의 아이템들을
기획취재함으로써 실제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에 이르기 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창업성공가능성을분석해봤습니다. 

어떤일을하든첫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 돌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야무진 준비와 창업 매 과정을 성실히 점검하고 학습하며,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언제나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는 최고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
습니다.

2014년 10월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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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및
소비트렌드전망

경제키워드, 회복

세계경제는불안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선진국은

미국을중심으로침체로부터빠르게벗어나고있고유럽도

회복에탄력이붙고있다. 물론미국의경우양적완화가

종료되며 2015년 중반에 정책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로벌 금융불안이

초래할 위험이 있어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반면,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로벌성장을주도하는중국은부동산경기침체로인해건설투자도감소되고성장

이둔화되면서금융리스크도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 2실
수석연구원이동훈

한국경제는2014년세월호참사여파로인해내수시장이얼어붙었으나2015년에는부진을

탈출하고 완만하게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선진국 시장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부진하고 환율문제로 성장세가 제약을 받아 한자리수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투자도완만한회복세로접어들것으로판단된다. 반면, 소비심리는개선되어내수

시장 증가세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경기부양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관광객 등도 내수 활성화에 한몫을

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환경하에서기업들이주목해야할소비자트렌드는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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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트렌드 1. 스마트 소비자@옴니채널

옴니채널(omnichannel)은소매분야의새로운전문용어다. 모든것을의미하는‘옴니’와
유통경로를뜻하는‘채널’의합성어다. 오프라인쇼핑매장을방문하는소비자들은온라인과
연동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쇼핑을 한다는 개념이다. 소비자가 매장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가격할인이나 쇼핑정보, 쿠폰 등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러한배경에는쇼루밍(showrooming) 현상이존재한다. 즉, 매장에서제품을실컷구경
한 다음 실제 구매는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사용인구증가에따라온라인, 모바일쇼핑이본격화하면서쇼루밍현상이심화
되고있다. 한조사에따르면전체이용고객가운데55%가오프라인매장과온라인매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고, 48%가 온라인 모바일 채널을, 오프라인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은
45%에불과하다고한다. 특히조사대상의81%는구매탐색과정에서온라인모바일채널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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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메이시백화점(Macy)의경우온라인주문상품의매장픽업기능은물론, 배달업체인
페덱스(FedEx)와공동으로고객이인근페덱스오피스에서픽업할수있는서비스도구축
했다. 고객들에게옴니채널쇼핑의편의를극대화한것이다. 

따라서기업은고객의관심, 소비상황, 니즈, 시점등고객입장에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
역량을갖추어야한다. 고객들의과거정보를기반으로최근어떤점에관심이있는지도파
악해야한다. 그리고적시에마케팅의사결정이내려져고객이원하는시점에개인맞춤화
된마케팅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트렌드 2. 자발적 유배

경제적으로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휴식같은휴가를즐기려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번 아웃(burnout)’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휴가문화의변화다. 뭔가보고배운다는개념의관광이나단순히먹고마시는여행이아니
라현실에서도피해강제로쉬고걷고느끼고싶다는의미다. 고독과낭만이공존하는섬
여행도 이런 의미에서 강제적 유배의 장소로 적합하다. 신체적 속박을 상징하는 감옥의
의미로 수련원이나 힐링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휴대전화도 반납
하고 대화도 금지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템플 스테이나 수도원 방문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는휴식문화가되었다. 위로받고마음을어루만져줄수있는곳, 자연안에서몸도
마음도건강해질수있는곳, 욕심을내려놓고꿈을찾는곳으로찾아가고있다. 

최근캠핑은단순히산이나바닷가에서텐트치고야 하는것이아니라누구와어떻게무
엇을위해캠핑을하는가에따라형태가달라지고있다. 오토캠핑, 램핑, 백패킹등다양
한옵션이있다. 헬스& 웰니스투어리즘, 정신과육체적건강을찾기위한여행으로나들이
문화가변한것이다. 

2015년에는이러한현상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지역경제및내수활
성화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시니어뿐 아니라 젊은층들도 지방곳곳으로 나들이 물결
확산될것이다. 숙박을하는사람은물론당일치기원데이트립(one day trip)이늘어날것



특별기획 11

이다. 전주한옥마을, 순천정원및습지, 안동고촌, 경주, 서천생태원, 부산이기대공원
등몸과마음을회복할수있는곳이라면어디든찾아갈것이다.

트렌드 3. 공유경제의 생활화

공유경제는 필요한 물건을 같이 쓰자는 개념으로 물품을 소유가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가치를발생시키는경제다. 대표적으로사용하지않는집, 자동차, 물건등을잠시
빌릴수있게해주는것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성공사례이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설립된이후최근 190개국 4만여개도시, 60만개
숙소를공유하고누적여행객 2천만명정도가이용하는회사로성장했다. 창업자브라이언
체스키는자신의부족한임대료를충당하기위해주택일부를여행객에게단기로빌려주는
숙식서비스(Bed & Breakfast)를제공하면서시작했다. 여행객입장에서는호텔비보다저
렴하게숙식을해결할수있기때문에이용률이높았다. 또한집을제공하는개인들도수익
이짭짤해서너도나도하고싶어했다. 특히임대료가비싸면서여행지인뉴욕,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인기다. 그리고 페이스북세대인 젊은층의 경우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평가하는것이익숙하기때문에사용하기에불편함이없다.

공유경제는아이디어만있으면개인간거래플랫폼을쉽게만들고특허와같은진입장벽도
없어누구나손쉽게사업을할수있게된다. 공유방식은상품을임대하거나대여하는방식,
물물교환이나중고품거래를통해자원을재활용하는방식, 제품생산을위한아이디어협
조나자금을공동투자하는방식등이있다. 공유경제는사업모델과‘경쟁의장’인시장을
더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편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온갖 종류의 자산들이 지닌 잠재 가치를
끌어내고활성화시키는시스템이다. 기술부터설비, 시간에이르기까지그러한자산의범
위는점점넓어지고있다. 공유경제는소비자도저렴한가격으로혜택을얻지만, 공급자도
추가소득을얻을수있는매력이있다. 또한, 서로가서로를평가함으로써안전장치를마련
하고기술발달에따라소비자와공급자를손쉽게연결시켜주는시스템으로인해공유경제
의생활화현상은더욱가속화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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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4. 新 결제 서비스

현금과신용카드에이어새로운결제서비스가확산될것이다. 결제서비스는온라인상거
래에대한결제, 오프라인결제, 소액송금서비스를포괄한다. 신결제서비스는온라인상
거래는물론오프라인쇼핑에서도지불이가능하다. 미국페이팔은 1998년서비스를시작
한이후2013년말매출이66억달러이며세계온라인쇼핑액의20%가페이팔을통해결제
된다.이베이는전자결제서비스로1억5천만명회원을보유하고거래액은연간200조원
에다다른다. 중국도알리바바의전자결제서비스인알리페이는사용자수가 8억명을넘었
고 2013년 결제금액은 650조 원이다. 애플의 아이폰 역시 간편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시도할예정이다. 

국내회원 4천만명을확보한카카오도송금과결제가가능한금융서비스를하기로결정했
다. 송금은뱅크웰렛카카오, 결제는카카오간편결제다. 뱅크월렛카카오는 14개은행과제
휴해전자지갑에충전된현금으로송금할수있는서비스다. 경쟁력은송금수수료를현재
거래은행보다1/5가격으로한다는것이다. 가격파괴다. 네이버도모바일메신저밴드를통
해소액송금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다. 중국알리페이는국내롯데면세점과함께2012년
말인터넷중국어면세점을열었고한달 100억원의매출이있어나고있다. 엑센추어에따
르면2020년미국금융시장의30%가전자결제서비스에의해일어날것으로예상했다. 

이러한현상을통해온라인, 모바일상거래가보다더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
말기준모바일뱅킹을통한자금이체규모가하루평균1조4천억원, 모바일쇼핑시장규
모가6조 6천억원임을감안하면이숫자는훨씬늘어날것이분명하다. 그동안한국에서
는전자결제를위해서는공인인증서가필요하고평균 7개의보안프로그램을소비자가직
접설치해야했다. 반대로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는한번클릭과비 번호입력으로이
후편리하게결제할수있다. 보안프로그램도회사가직접설치하고보안책임도기업이진
다. 편리성이증대된것이다. 

따라서온오프라인쇼핑의연계, 위치기반서비스연계등새로운생태계가형성될것으로
기대되어새로운종류의사업기회가펼쳐질것이다. 가령, 근거리무선통신(NFC), QR 코드,
비콘등다양한통신수단을통해상품거래는물론식음, 레저, 쇼핑등다양한유통채널에서
사용될것이확실시된다. 진정한의미의원클릭결제서비스가구현되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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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혁신을통한
창업성공신화완성

청년창업을포함한 21세기창업의유형들은창의와

혁신을통해그맥을이어가고있다. 

대한민국창업시장에서의성공신화를알아보고

그성공신화의주인공의가치와철학그리고

운 노하우등사례를통하여 (예비)소상공인이창업을

대하는자세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그동안의창업상담과지도수행경험을통하여본성공가능성이높은소상공인창업기업은
새롭고 적절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를적극적이고집중적이며성실하고꾸준하게창업현장에서실행에옮김으로서,
시장과고객이요구하는혹은그이상의새로운상품이나가치를창출하여창업수행분야가
남이 하는 분야이든 하지 않는 분야이든 간에 관계없이 성공적으로 창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알수있었다.

열정

여유

노력

진정성

(주)지엔에스파트너스
대표이사이형곤



특별기획 15

이러한성공적인창업활동을수행하는소상공인창업자들에게서공통적으로3가지의중요한
태도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창조성’, ‘혁신’및‘창업가 정신’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창의성’은이전에없었던새로운것을생각해내는것을말하지만소상공인창업환경하에
서는기존의것을개선하고개량하여새로운고객이나시장가치를창출할수있는생각을
가지는것도포함할수있다. 창업활동에서는이러한단계가사업화아이디어를창출하는
과정이라할수있다. 

특별기획Ⅱ

직관

책임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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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혁신’은이러한창의적인생각과내용을실제적인창업활동의수행을통하여사업화
준비를실행하고실천하는것을말한다. 창업활동에서는이러한과정을상품화수행과정에
해당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창의성과혁신을통하여창업시장이나고객
더나아가사회와국가를위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여상품을제공하고공유하여모두가
행복한세상을만드는창업실행과정을‘창업가정신’이라생각한다. 결국창업가정신은
마음이나자세, 태도등의정신개념만이아닌실제적으로행동하고가치를창출하는실행
개념이포함되어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창의적인마음(생각, 사고)의발현과혁신적인실천(계획, 실행, 평가)의행동으로
창업의 성공신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성공적인 창업활동에 임하는
(예비)소상공인의기본적인생각과자세는다음과같이6가지의질문형태의내용으로정리
하여볼수있다.

첫째, 내가하고자하는일에정말열정을다하여좋아하는가?
혹은좋아할수있겠는가?

둘째, 내가하고자하는일에능력을발휘하여정말잘할수있는가?
혹은잘할수있도록혼신의힘을다할수있겠는가?

셋째, 내가하고자하는일을직관력과통찰력을가지고성공시킬가능성이있는가?
혹은성공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할의지가있겠는가?

넷째, 내가하고자하는일을신념과확신을가지고자신있게선택할수있는가?
혹은신념과확신을가지고지속적으로노력하겠는가?

다섯째, 내가하고자하는일이나삶에책임을질수있는가?
혹은일이나삶에책임지는생각과행동을하려고노력할수있겠는가?

여섯째, 내가하고자하는일이나삶에보다객관적인눈과마음으로성찰할수있는가?
혹은객관적인사고와행동을 위하기위하여노력할수있겠는가?

이와같은열정, 노력, 직관, 신념, 책임, 여유그리고진정성의자세와태도행동으로창업
시장에서성공신화를이루어가고있는한창업자의가치와철학그리고운 노하우에대하여
살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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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모든인물, 동물, 사물등을표현한‘종이접기색종이상품’과한국전통의아름다움
을색종이에담고이를다시전통한지로만든‘한복접기색종이상품’을가지고사업화를
추진하고있는(주)유디플러스의전병식대표이다.

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놀이중의하나인종이접기분야에서한복색종이라는사업아이
디어를 창출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우리것을통한창의적인문화산업분야의성공적인사업모델을구축하겠다는신념
하나로지금도최선을다하여상품개발과 업활동에전념을다하고있다. 이러한결과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고 유통 판매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제휴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의
성과를창출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이나전시회, 박람회등에초청되고선정되어상품홍보
및광고에도활발한활동을수행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전통닥종이로한지를생산하는
기업과협업하여한지로만드는한복색종이상품개발에박차를가하면서지속적인창의성과
혁신성을몸소창업수행환경에서행동으로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창의와 혁신의 사고와 행동으로 탄생한 사업내용들이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종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구축및운 , 디지털(앱과키오스크)과아날로그(종이접기,
Paper Toy) 체험서비스구축및운 , 한지를이용한한복색종이등상품개발및보급, 상
품과문화스토리를접목하여놀이와학습을통한교육활동시스템구축및운 등으로보
다창의적이고혁신적인사업활동을준비하거나추진하고있다. 2002년종이접기사업에
처음으로뛰어들어인쇄기술의부족등으로 2004년에사업을접어야했던경험, 2006년
다시시작하 으나 2007년에또한번의실패고배를마시고사업을포기해야했던경험,
이를 통하여 얻은 소중한 창업 실패경험들을 바탕으로 2012년 같은 사업내용으로 3번째
창업하여보다창의적인창업마인드와혁신적인업무수행으로창의적이고가치있는상품
개발과 업판매활동으로성공적인창업활동을 위하고있는것이다.

전병식대표는우리나라고유의전통문화예술인종이접기를계승발전시켜종이접기분야
에서세계최고, 일류한류상품을개발보급하는것이기업의최종목표라고자신있게말하
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사례와그동안의창업상담및지도현장에서만나보고경험하여얻은성
공적인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및 운 노하우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다음과같이6가지로정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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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삶과창업에임하는자신만의신념과가치를가지고이를실현하고자생각과
행동으로몸소실천한다.

둘째, 삶이나창업활동의실패나어려움을두려워하지않고극복할수있고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와
마음을가지고있다.

셋째, 사업화상품이시장에서수용할수있는진입시기와시장이나고객의필요와
요구사항들을보다철저하고정확하게파악하여시장진입시기와고객의마
음과 가치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시기적절하게 고객지향적인 상품을 제공하
려고노력한다. 

넷째, 지속적인상품개발과 업판매활동에매진하며꾀부리거나나태해지지않고
한결같은초심의자세와마음으로창업활동에전념한다.

다섯째, 보다긍정적이고객관적인생각과자세로내외부고객들에게한결같은마
음으로대하고회사의비전과목표를공유하면서함께더불어살아가는삶
과창업의철학과이념하에기업을운 한다. 

여섯째, 창업활동의외부인적물적네트워크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러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끝으로‘남이하는창업분야’이거나‘남이하지않은창업분야’와관계없이사업과상품의
대한차별성과구체성의창업수행전략을기본으로하여‘레드오션창업분야’이든‘블루오션
창업분야’이든 상관없이 사업의 외부환경 분석요소인‘시장요소’, ‘고객요소’및‘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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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대한보다철저하고세 한사전조사와분석활동을손품과발품을팔아수행하고,
창업자마음관점에서고객마음관점으로더나아가상품자체의마음관점까지도고려한보다
창의적이고혁신적인상품개발과제공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면서성공하는창업활동을
수행할수있기를바란다. 또한창업의시작이창업자가아닌고객으로부터출발하여고객의
Needs, Wants 및Value를기반으로경쟁제품이나기업보다고객에게보다가치와편익을
제공하여시장에서인정받아지속적인고객획득과유지그리고확대방안과전략을수행하
여지속적이고성장발전하는소상공인창업기업의길을갈수있기를기원하는바이다.

두려움 극복

자신감·의지·노력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

실행력

시장의 철저한 분석

고객 지향적 상품 제공

긍정적 생각, 객관적자제

삶과 창업현장의 조화

상품개발 업활동

초심의 마음으로
창업활동 전념

물적 네트워크 중요성 인식

정보수집·네트워크 구축
지속적노력



창창업업,,
그그 성성공공의의

가가능능성성을을 보보다다..



Part 1
아이디어 맛보기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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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디지털
장례업

고인의신용및

개인정보를

보호하여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안전한삶을

위할수있도록

도움을주는

디지털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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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ravacy & Company

www.privacycompany.co.kr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 강국으로
현재국내인터넷이용자수는4,008만명,
전국민 중 82.1%가 인터넷을 이용(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하고 있으며, 간단한 커뮤니티 활동에서
부터 공문서 인터넷 발급, 은행업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 업무까지 우리
생활과 접하게연계되어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유출이나도용, 온라인활동흔적
에대한악성댓 로인해커다란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발생
하며, 이러한 사고는 이미 세상에 없는
고인들에게도발생한다. 이경우이미고인을
잃은그의가족과지인들에게는더큰상처
로남게된다.

‘디지털장례’는이러한사고를예방하고자
시작된서비스로, 고인의각종인터넷기록
들과 흔적들을 삭제함으로써 고인의 정보
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전문서비스이다. 주고객은 1차적으로
는 인터넷 활동이 활발하 던 고인들이고,
2차적으로는 활발하지는 않으나 인터넷을
활용했던 고인들과 현재 인터넷 활동을
하고있는일반인들까지도포함된다.

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IT 지식
기반의 전문성과 홍보능력이 필요하며,
기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물과 공기처럼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으며,
갈수록의존도는더높아질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본 아이디어는 충분한 잠재성과 시장성을
갖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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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반품, 전시상품, 
이월상품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리퍼브
사업

반품된제품, 전시상품, 

이월상품등을

새롭게리뉴얼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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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퍼브샵

http://www.refurbshop.co.kr

‘리퍼브’는‘새로 꾸미다’를 의미하는‘리
퍼비시(refurbish)’의 준말로 구매자의 단
순 변심이나 미세한 흠집 등으로 반품되거
나 진열장에 전시되었던 제품들을 말하며,
리퍼브 사업은 이러한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제품, 이월상품, 단종 상품 등을 새롭
게 단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
업을의미한다.

‘리퍼브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정착되어 있으며, 반품제도가 발달된 미국
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별도로 매장
을설치해리퍼브전문코너를운 하는형
태로유통업체는값싸게재고를줄일수있
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로에게이득이된다. 선진국의경우
제품에 대한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로 만족
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주로대
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별 특정 제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본 아이디어는
온·오프라인으로다양한제품군을판매하는
종합몰형태로판매되는제품은분해, 세척,
부품교환,제품테스트등일련의과정을통해
위생·성능·안전면에서새제품과동일한
품질로재탄생된제품이다.

본사업의주고객은합리적인소비를추구
하는젊은층이며품질대비가격이저렴한
장점으로 최근 들어 관심을 끌며 수요가
늘고 있다. 주 판매상품이 리퍼브 제품인
관계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명확
히제시하는것이중요하며, 따라서검수과
정에 역점을 둔다면 하나의 사업모델로 자
리잡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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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약국과
카페가
하나로 합쳐진

드러그
카페

드러그카페는

편안하게쉬고

담소도나누며

약과함께

보약이되는음식까지

함께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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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anley’s Pharmacy

http://www.stanleyspharmacy.com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음식은
건강과직결되는가장중요한것이라할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슬로우 푸드’와
‘웰빙’이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삶을위해지출을아끼지않고있다
는점이다. 하나를먹더라도농약없는유기
농제품, 자신의생활패턴을보강해줄효율
적인 건강보조제 등을 찾으려는 소비욕구
가매우높아진상황이다.

미국 뉴욕에는 약국과 카페가 하나로 합쳐
진이른바‘드러그카페’가생겨많은사람
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tanley’s
Pharmacy’라는이름의약국이바로그주
인공이다. 이‘드러그카페’가많은사람들
에게인기를끌고있는이유는바로‘약’만
을 판매하지 않고 보약이 되는‘음식’까지
함께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겉모습은일
반적인 약국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내부의메뉴판을보면약뿐만이아닌한방
차와각종생과일음료를함께판매하고있

음을알수있다. 실제로이약국을창업한
‘Stanley’씨는의사의처방전에따라약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처방전에 담긴 고객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음료를 함께 구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
를들어알러지환자의경우처방전에따른
약과함께알러지치료에도움을주는한방
차를 팩에 담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뉴판에는 두통, 불면증, 알러지 등을 치
료할수있는다양한음식들이준비되어있
는데, 실내 인테리어도 일반 약국과 달리
사람들이편안하게쉬고담소를나눌수있
도록카페처럼만들어져있다. 단순히약만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도편하게찾는카페형식으로만들어져있다.

병원이나 약국을 차리면 모두 부자가 되었
던시절은이제지나갔다. 수억원대의의
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왔다 환자가 없어 파
산하는의사도많고, 매달대출이자에허덕
이는동네약국도부지기수인시대다. 발상
의전환을통해신시장을개척하는것은이
제모든업종의과제가되었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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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밤에만 물건을
배송해주는

야간
택배
서비스

야간택배배송

서비스를이용하면

일과가끝나고

집에돌아와쉬고있는

시간에도

편안히물건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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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una Labs, Inc.

http://www.useluna.com

대부분의택배는배송시간의편차는있지만
택배기사의 배송스케줄에 따라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일하는 시간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내에만 배송된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줄수령인이없는경우결국기다리던
물건을제때에못받을때가빈번하다.

미국의Luna는이러한기존택배의문제점
에서 착안해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다.
Luna의택배배송서비스를이용하면일과
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 시간에
편안히물건을받을수있게된다. Luna는
토요일을제외하고저녁7시부터자정12시
내에 물건을 배송한다. 정확히 일반 택배
회사들의 배송 업무가 끝나는 시간부터 자
정까지를업무시간으로재정립한것이다.

Luna는 기존 택배 이용보다 더 간편하게
이용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든 택배 신청이 가능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매일 설정할
수있다.

국내에도 기존 택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무인 택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보관함설치등비용의문제때문에
보급이잘안되고있는실정이다. 
택배를 받는 시간만 달리 설정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또한 기존 택배업체들과
제휴하여이사업을함께운 할수있다는
점도 이 아이템의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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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아이사랑
돌봄
교육센터

단순교육만

제공하는학원의기능을

뛰어넘어패키지

돌봄서비스를통해

학부모의고민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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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31

한국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 중‘교내 방과 후 시설 활용’은
교외 학원과의 차별화 및 다양화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오후 6시
이후 시간에 대한 보살핌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것은중요한한계점중하나다.

본 아이디어는 고급형 보습학원시설이다.
나 홀로 있을 수 없는 초·중생들의 사설
돌봄 교실로 학원 등·하원, 인성교육, 과
제물 체크와 더불어 휴식을 위한 수면실을
운 하고 식사까지 제공한다. 단순 교육만
제공하는 학원의 기능을 뛰어넘어 패키지
돌봄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고민을 줄여
줄수있다는것이큰장점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취약한 정오(12시)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 고객은 늦은 귀가로 방과 후 아동의 돌

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맞벌이부부,
그리고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그대상이다.

이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완한
신사업아이템으로1가구1자녀가늘어나고
범죄와 탈선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본다.

발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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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메이크업
카페

여성을위한

여성들만의놀이터, 

이제매장안에서

커피도마시고

전문메이크업도받으며

매력적인서비스에

푹빠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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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33

한국

카페 드 마카

blog.naver.com/kjh892a

욕구는다양하지만소위‘가성비(가격대비
성능)’을중요시하는것이여성들의특징이다.
자신을 가꾸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 투자 노력이
대단하기까지 하다. 헤어, 네일아트, 음주,
커피, 정보교환 등 그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한자리에서제공하고게다가시간과
비용까지경쟁력이있다면어떨까?

본 아이템은‘여성을 위한 여성들의 놀이
터’콘셉트의카페이며매장안에서커피도
마시고전문메이크업도받을수있는사업
이다. 카페를 방문해 음료를 주문한 모든
고객들은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수
정메이크업을받을수있으며1:1 메이크업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홍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에는 다양
한 음료와 사이드 디시가 준비되어 있으며
저녁에는 간단한 맥주와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매장 음료가격대는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일반 카페들과 동일하

며, 음료를 시킬 시 수정 메이크업은 무료,
전체 메이크업은 30,000원에 제공되고 있
다. 특히 평소 여성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
하던 화장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이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며, 각종
행사를 위한 대관 또한 가능하다. 해당 업
체는블로그를통해여러가지메이크업방
법및여러화장품정보를제공하고있기도
하다. 

기존 일반적인 카페 형식을 탈피하여 컨버
전스를 시도한 메이크업 카페 사업은 매장
에 직접 방문해 음료를 즐기면서 메이크업
을 받을 수 있고 밤 시간대에는 요리도 주
문이가능한것이특징이며메이크업외여
러미용정보를얻을수있다는것또한큰
장점이다. 나아가단순히이런원스톱서비
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특성
상 지역의 정보 커뮤니티로의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기대된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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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디톡스
주스바
사업

100% 과일과

채소만사용하는

디톡스요법을이용한

주스바에서

진정한웰빙에

눈을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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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35

한국

스퀴즈 빌리지

www.squeezevillage.com

단 한잔을 마시더라도 첨가물이 없고 농약
이 없는 웰빙 음료를 찾는 시대다. 간편히
마시는 음료 속에 들어 있는 당분, 카페인,
첨가물 등에 민감해 하면서도 결국에는 오
렌지주스라고 하면 100% 오렌지성분의 주
스라고‘믿지 못하면서도 믿고 싶은’경우
가 대다수다. 각종 오염물질이 어느 때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현실에
믿고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는 어디에
있을까. 

본아이디어는인체내의독소를빼내는개
념의디톡스(Detox : detoxification) 요법
에착안한주스바사업이다. 이는유기농으
로 재배된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갈아서
다양한 형태의 주스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
업이며, 백설탕, 시럽, 색소, 물,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과일과 채소만을
이용해 100% 천연 주스를 만드는 것이 특
징이다. 주로 브라이트닝주스(사과, 레몬,
키위, 유기농케일), 클렌즈주스(사과, 자몽,

포도, ), 쉐이크, 수제 과일차, 프레시
주스 등 다양한 믹스 형태의 천연주스와
유기농그린티, 허브티등이큰인기를끌고
있으며매장안에서신선한 을직접키워
그 자리에서 직접 뽑아서 갈아주는 이색적
인주스도만들어주고있다. 주스바의가
장 큰 특징으로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모든 채소와 과일을 원액기에 정성스럽게
짜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물
한방울, 설탕한톨, 얼음한알도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다이어트에도효과적이다.

현재디톡스주스의판매가격대는4,500원
대의 기본주스부터 7,500원 대의믹스 프
리미엄주스까지다양하다. 타경쟁업체(일
반 주스전문점, 카페)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트렌드
와실버계층의인구가증가하고있는국내
현실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기대된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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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육아용품
클리닝
서비스

자녀에게가장

좋은것만해주고

싶어하는부모맘을

생각하며다양한종류의

유해세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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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37

한국

클린콜케어

http://cleancall.co.kr

자녀에게는가장좋은것만해주고싶어하
는것이부모마음이다. 특히아기들의경우
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도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육아용품들
을끓는물에삶거나살균제로소독하는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종류도 크기
도재질도모두다른각각의용품들을일반
가정에서 제대로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
니다.

본 아이디어는 유아용 제품 즉 승용완구,
바운서, 흔들침대, 보행기등의육아용품을
수거해 천연 아기세제를 이용, 클리닝부터
스팀살균, 피톤치드 분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살균기
능이 되는 정제수와 기존 소독제품의 단점
인 심한 냄새와 유기물질의 살균력 저하
문제를 개선한 소독제를 사용하고, 최신
장비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높은 고객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항상 걱정스러웠던 유모차
클리닝을 직접 해보자 결심하여 시작된
유모차시트 클리닝은 많은 주부들의 공감
을 얻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이들이 사용
하는각종육아용품을청소함으로써다양한종
류의 유해 세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는큰믿음을심어주고있다. 

출산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유아용품 수입
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주요육아용
품인 유모차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35.8%(관세청)일
정도로 육아용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과정성을곁들인꼼꼼한서비
스로 신뢰도를 쌓아간다면 충분히 기존의
일반청소업체와의경쟁이가능할것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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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신선한 샐러드만을
유리병에 담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

신선도를유지해주는

특수유리로

제작한용기로

샐러드를기본으로한

최고의슈퍼푸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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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39

미국

FARMER’S FRIDGE

www.farmersfridge.com

본사업아이템은 양과맛을동시에제공
하는 신선한 유기농 샐러드를 특수 용기에
담아 집 앞까지 배송하는 사업이다. 이 아
이템을운 하고있는미국의 FARMER’S
FRIDGE 는일반샐러드배송업체와달리
특별히 제작된 용기를 사용한다. BPA-
free와프탈레이트무첨가로음식물접촉에
대한FDA의기준을충족한특수유리로제
작한용기는신선도에큰도움을주는요소
로작용한다.

샐러드는 최고의 Super foods를 기본메뉴
로하여견과류와씨앗등을함께배송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과정을 페이스북, 트위
터, 인스타그램등을통해공개함으로써신
뢰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 샐러드를 자
동판매기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잠재
고객들의호기심을충분히자극한다.
샐러드 시장의 성장은 건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깔려 있다. 웰빙, 유기농,
힐링 등 근 10년 간 사회를 뒤흔든 트렌드
는건강과관련된것이었다. 나트륨과지방
에 예민해진 많은 사람들은 채소까지도 건
강하게먹고자했다. 이러한소비자니즈를
리하게 활용한 것이 지금과 같은 샐러드

의인기를만들어낸셈이다.

기존의 샐러드 배송업체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샐러드와 경쟁할 수
있는 고급화 전략과 신선도 유지 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유기농 재료와 균형잡힌
양소를 고려해 만든 프리미엄 샐러드

배송사업은국내에서도충분히고객의소비
욕구를끌어낼수있을것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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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소셜 피크닉서비스로
리포지셔닝

도시락
체인점

고객들의요구를

1:1 맞춤형으로

반 하고

힐링과캠핑이

함께할수있는

도시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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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41

한국

국내캠핑인구는200~250만명정도로추산되

며최근3년간4배로증가했다고한다. 2013년

현재약6조4,000억원규모로추산되는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캠핑인구가 급증하면서 보다

세분화된아이템, 개성을만족시키는아이디어

등이반 되는분위기다. 캠핑에빠질수없는

먹거리준비는즐거운일이기도하지만한편으

로는번거로운일이기도하다.

본사업은고객이직접준비한것처럼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위해 도시락통 준비에서부터

메뉴를선정하고직접조리해담는수고스러움을

대신해주고, 캠핑이대중화된최근에는캠핑

용고기부터각종음식들을고객이원하는대로

조리해 배달해 주는 신개념 피크닉 서비스로,

여행이나피크닉을떠날때, 소비자를대신하여

도시락을포장해주는아이디어로출발했다.

직접식재료를챙기고, 행여나상하지않을까라

는불편함을느낀소비자의니즈를만족시킬수

있는참신한아이디어가특징인본아이템은고

객들이자신들의여행에맞게피크닉식단을소

셜을통해제출하고업체는이를바탕으로고객

들의요구를반 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

주는것이다. 또한여행정보등을함께제공해

줌으로써또하나의여행트렌드사업으로도확

장및연계가가능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국내 캠핑 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문화에 발맞춰, 개인에게

맞춤화된 요식마케팅이 함께 요구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푸드테라피 등을 통해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음식에 신경을

쓰고있다. 고객이직접준비한것과같은정성,

위생과신선함에대한신뢰도를확보한다면배

달의신속함, 편리성과의시너지효과를발휘하

여 지속적인 이용으로 연결될 것이며, 맞춤형

개인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요식업에서 한

발자국나아갈수있을것이다.

발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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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D.I.Y 
휴대폰
케이스
공방

나만의개성이담긴

휴대폰케이스를

직접제작함으로써

더나다운매력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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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43

한국

전세계적으로스마트폰시장은점점커지고
있다. 이런 조류에 편승하여 휴대폰 액세
서리에대한관심도함께높아지고있으며,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더 독특한 자신의 개성이 나타내주는 케이
스를선호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한 본 아이템은 만약
자신이 직접 케이스를 디자인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개성을 더 뚜
렷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
에서출발했다. 즉 반지를직접만들수있
는 공방, 직접 그릇을 만드는 공방, 캔버스
화를 직접 디자인하는 공방들이 히트함에
따라자신이늘들고다니는휴대폰케이스
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매력으
로다가갈전망이다. 

휴대폰 케이스 공방에서는 케이스 제작을
위해필요한모든것을고객이직접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재질과 모양의 케이스를
선택한 후 기본 도안을 선택하고, 필요 시
씨나 다른 도안의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추가되는 디자인만큼 비용이
더해진다. 

공방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
한 장식품이나 기법들을 이용해서 자신만
의 개성을 표출하려 하거나 연인과의 상징
을말하려하기때문에수요층또한수평·
수직적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경제적인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은 젊은이들에게 어
필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발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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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특정
의류전문
세탁소

다양한직물과

세탁법때문에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걱정끝! 

전문세탁서비스가

일반가정의걱정을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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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리가입고다니는옷들중상당수가드라
이 크리닝이 필요한 옷이다. 일반적으로
세탁소에 맡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이 옷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하다. 잦은드라이크리닝으로인해세제의
독성이남아있는옷을계속해서입고있다
는것을알게된다면과연앞으로도깨끗하
다며편하게입을수있을지는모를일이다.

본 아이디어는 다양화되는 직물들과 그
세탁법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전문 세탁
서비스사업이다. 즉드라이크리닝을해야
하는 의류, 때가 잘 지워지지 않는 운동화,
고급 소재 의류 등 여러 가지 소재로 된
의류와 잡화들이 한데 섞여 세탁기에 들어
갈수밖에없는일반가정의어려움을해결
해주는 서비스로서 관리가 어려운 고급의
류를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세탁소 시스템
이다. 옷을사랑하는사람들을위해시작했

다는 The Laundress의 예를 들면 의류의
손상 방지와 관리를 위해 세탁과정에서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를 사용한
기본적인 세탁서비스는 물론, 세탁 관련
팁, 의류관리노하우등에대한정보를제
공함으로써고객들의호응을얻고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소재의 의류가 등장하
게 되었으나, 소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세탁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의류
가상하는경우도있다. ‘특정의류전문세
탁소’는고객이소재에따라여러세탁소를
선택하고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는하나, 고급의류도안심하고맡길수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더욱 다양해지
는 소재만큼 다양해질 고객들의 니즈를 충
족시킬수있는사업이될것이다.

발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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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소규모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법,

로드
커피로
승부하라

손님들에게

특별한 Hand-brewed 

커피를제공하는

Cycling카페와함께

편안한맛과매력에

빠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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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47

일본

Cyling cafe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만나는
고급커피는 반가움 그 자체다. 조그마한
트럭에서 파는 커피를 만나는 일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이들은 차량의
진입과 주차가 가능한 도로에서만 볼 수
있다.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조금더세분화해볼수있지않을까?

Cycling 카페는세계어떤곳보다역동적이
며친환경적이다. 이곳은언제어디서나커
피를 마실 수 있으며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 Cycling 카페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Hand-brewed 커피를 제공하고 때때로
일본의 차를 제공하는데 디자인에서도
뚜렷한차이를나타낸다. 또한이곳은프랜
차이즈 커피숍과 반대로 작지만 이웃과
편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형 커피숍이
자리 잡고 있는 사이에서도 한결같은 인기
를 얻고 있다. 또한 하나의 커피라는 컨셉

으로운 하고있고, Small-run의 사업으
로특징을잡고있다.

앞으로의 길거리 커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키워드는‘이동을 통한
투명함’이라볼수있다. 이동을통한투명
함, 이것은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접근하
여 친근함을 이용해 길거리라는 낯설음을
불식시키고제조과정을투명하게공개함으
로써질좋은고급커피를제공한다는점에
서틈새시장을개척할수있는새로운경쟁
력으로볼수있다.

발굴국가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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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이동
반려견
미용샵

고객의시간과

비용을덜어주는

반려견미용서비스는

서비스의품질을넘어

철저한품질관리로

고객에게감동을

전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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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49

한국

이쁘개

www.eppugae.com

국내반려동물시장은 1인가구와노년인구
증가로매년15~20%씩증가, 오는2020년
에는연간시장규모가 6조원을넘어설전
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펫팸족
(Pet-Fam : Pet과 Family가 합쳐진신조
어) 규모가1,000만명을넘어섰고, 전체가
구의 17% 가량 차지하고 있다. 본 사업 아
이디어는 1인 가구의 증가, 반려동물 가족
의 증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팽창과 맞
물려틈새시작을개척한사례다. 

반려동물, 주로반려견에대한미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번 케이지에 넣고
손수들어서미용숍에데리고가야하는이
동의불편함을해소해주는점에서매우큰
경쟁력을갖추고있다. 때문에고객의시간
과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서비스
의품질이떨어지지않게하는철저한품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동식 반려견
미용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 하기 위해서
는 예약제가 필수다. 반려견의 컨디션이나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소요시간을 넉넉히
잡아야다른고객이이용할때에차질이생
기지 않는다. 이 때 반려견의 적절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반려견의건강과모질의상태등을잘
파악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한다.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 새로운 서비스이다
보니일단반려견을키우는고객에게잘알
려질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애견 사료, 애견 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와 협력해서 홍보하는 것이
사업운 에있어서긍정적인효과를볼수
있다. 협력 외에도 애견 동호회나 SNS 등
다양한채널을통해홍보하는것또한필요
하다. 이와 같이 본 사업 아이디어가 전문
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발전한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본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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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아이같은 어른
(키덜트)들을 위한

전문
쇼핑몰
사업

어른이지만아이들의

감성을갖고있는

‘아이같은어른’들을위한

양방향쇼핑몰로

충성도와차별화가

뚜렷한사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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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51

한국

국내 키덜트 시장은 매년 20~30%씩 가파
른성장세를보이며 5천억원규모로추산
된다. 대형 백화점이나 오픈마켓들은 아예
키덜트 제품 대전을 열거나 독립메뉴를 만
들어 운 하고 있을 정도다. 본 사업 아이
디어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의 감성을 갖고
있는‘아이같은어른’들을대상으로그들이
과거 어린 시절에 열광하 던 캐릭터와
프라모델, 피규어, 레고, 게임 아이템 등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양방향의 쇼핑몰
사업이다.

키덜트족은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 왕성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관련 제품들을 구입하
기 때문에 부모 경제력에 의존하여 장난감
을 구매하는 아이들 완구 시장과는 규모나
고객성향, 발전성등에서완전히다른특
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그 성장 규모가
커질것으로전망된다.
키덜트 사업은 비교적 한정된 고객층과

아이템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이
템에 대한 고객층의 충성도와 차별화가
뚜렷하여 사업 운 의 노하우 습득 정도에
따라고수익을창출할수도있는사업분야
이다.

키덜트 문화는 이미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산업들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업 분야이므로 기존
고객들의 주요 관심 분야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양한 아이템으로 확대해 나가는
안정적 사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발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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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칵테일
테이크
아웃
전문점

저렴한칵테일을

고객취향에따라

혼합하여판매하고

이색적이고

재미있는이름도

부여하여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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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53

한국

칵테일 바

한강이나 공원에서 커플이나, 부부, 가족,
친구, 자전거동호회회원들이캔맥주를마
시는것을종종볼수있다. 하지만칵테일
은보기가드물다. 칵테일바에들어가야만
마실수있던칵테일을길거리에서도살수
있고, 휴대하기편한형태로판매한다면어
떨까? 실제로 이 사업은‘봉지칵테일’이라
는 이름으로 대학가, 먹자골목 등에서 큰
인기를얻고있다. 

본 아이디어는 저렴한 칵테일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혼합하여 비닐팩에 담아 판매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칵테일별로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이름을 부여해 판매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쾌함을 선사할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리스크도크지않고, 경제상황에따른소비
심리위축에도 향을거의받지않는아이템
이다. 가격대는 4,000원 내외로 무알콜

칵테일도준비되어있다. 작은스낵카가매
장이므로 어느 곳이든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특징이다. 

창업 전 칵테일 관련 소비자 니즈 조사 및
시장조사와 인허가 절차를 꼼꼼하게 점검
하고알콜도수, 맛, 향에따른다양한칵테일
개발, 맥주와과일, 그리고칵테일을혼합한
자체메뉴개발, 청소년을위한다양한무알콜
칵테일등을통해차별성두어야한다는점
이중요한성공포인트라할수있겠다. 

발굴국가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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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고객의 고향
특산품이나
그 지역의 음식을

패키지로
보내주는
사업

고향의맛과정서가

그리운고객들을위해

지역의특산품을

다양한패키지

상품으로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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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55

미국

pieces of there

http://www.piecesofthere.com

고향을떠나타지에서가정을꾸리거나, 직
장때문에홀로다른곳에서지내는인구가
많다. 스스로조리해먹기도하고사먹기도
하지만고향에서어머니가만들어주던‘집
밥’은 언제나 그립다. 또한 고향의 음식이
생각나지만 매번 찾아 다니는 것은 현실적
으로쉽지않다.

본 아이디어는 고향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
활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고객이 웹사이트
에서 자신의 고향이나 전국 지역을 설정하
면그지역의특산품등을다양한패키지상
품으로보내주는사업이다. 이와같은서비
스를 통해 고향의 맛, 특정지역의 음식, 상
품 등을 그리워하는 고객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이다. 판매
상품으로는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음식 외
에 잡지나 커피, 와인, 스낵, 소스, 향신료,
비누 등 다양한 형태로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미리 보
고구입하면집까지배송을해준다. 가격은

33~66달러수준으로 100달러를넘지않는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
분소셜(쿠팡, 티몬등) 등에서특산품을판
매하는곳들이있는데이는대부분단일품
목만 판매 중이다. 반면에 본 아이디어는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각 지역의 제품들을 다양하게 모아 구성되
는패키지형태로차별화되어있는것이특
징이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고향이나 추억이 가득
한곳을다시한번느낄수있는패키지를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이사업은국내에적용될경우명절이
나 특정 기념일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호응
이클것으로전망된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56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아이디어맛보기

캠핑(아웃도어) 용품

렌탈
서비스
사업

캠핑장비구입에대한

스트레스없이

각종아웃도어용품을

저렴한비용으로

렌탈해줌으로써

고객의만족도를

높여주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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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57

미국

usetheox

http://www.usetheox.com

캠핑장비, 아웃도어 장비들을 제대로 갖춰
캠핑을 다닌다면 좋겠지만 고가의 장비
하나하나를 모두 준비하기란 부담이 크다.
그리고캠핑을자주다니지않거나많은돈
을 지출하여 장비를 구입하지 않기를 원하
는 경우 어느 장비를 먼저 사야할 지 우선
순위를따지는것도고민거리다.

이 사업은 위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없이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주는 사업이다. 즉
캠핑, 아웃도어용품들을렌탈해주는서비
스로서 기존의 임대 시장과는 달리 1년 내
내패키지에맞는횟수만큼계속렌탈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본인
의 계획에 맞는 캠핑이나 레저 활동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가능하게 하여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장치와
장비를사용할수있게해준다. 

기존의 캠핑용품 임대시장은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렌탈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있지만본아이템은회원제로가입할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패키지에 따른 연
간비용만지불하면해당패키지렌탈횟수
만큼의 캠핑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캠핑장비의 렌탈 서
비스와 더불어 캠핑장소와 계획 등 정보와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 캠핑고객의 니즈를
미리충족시켜줄수있는창업아이템이라
고할수있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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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
컨설팅
서비스

무엇을여자친구에

무엇을선물할지

모르는남성들에게

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

행복한시간들을

더값지게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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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59

미국

Gift Girl

http://www.giftgirl.com

선물은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가장 가치가
높아진다. 기껏 고민해서 선물했는데 마음
에들지않거나매력이없는선물이라면준
사람도받는사람도기억에남지않는그저
그런 물건이 되어 버린다. 특히 남녀 사이
에는더욱그러하다. 대부분은남자가여자
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의 심리
를 알 수가 없으니 어느 것을 선물해야 가
장기뻐할것인지고민을안할수가없다.

본 아이디어는 여자친구의 심리를 모르는
남성들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로서 어느 것
을선물해야할지모르는대부분의남성들
에게는기다렸던서비스라할수있다. 
홈페이지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컨설턴트
는 남자가 선물하고자 하는 이성의 키,
스타일, 머리색, 피부색 등의 외향적인 것
부터 취미나 직업,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파악함으로써 그 이성에
게 딱 맞는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선물을
해야할지모르는남성들을대상으로하는

본 아이디어는 1회 컨설팅부터 월 정기
컨설팅이구비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여성들의 호신용품을 판다거
나, 여자친구 선물 판매 사이트 등이 있으
나다량의상품을구비해놓고고객이그안
에서직접결정해골라야하는단순한쇼핑
몰의 개념을 띠고 있다. 그 외 지식포털사
이트에는 선물에 대해 조언을 얻으려는 상
담 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선물 사이트와는 다르게 컨설팅을
해주고그에따른적합한제품을추천해주
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남자들의 고
민을한층덜어줄수있을것이다. 

이 사업은 선물 한 품목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연간
지속적인 컨설팅을 원할 경우 더욱 저렴하
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컨설팅 수수료와 물품 판매를 통한
추가수익을얻는시스템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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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현지인의
따뜻한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집밥
트레블러
사업

해외관광객들을위한

‘한국식집밥체험’코스로

연결할수있는

사업으로

현지인의따뜻한손맛을

경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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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맛보기 61

이스라엘

EatWith Media Ltd

http://www.eatwith.com

한국을떠나외국으로가면‘이나라, 이지
역사람들은매일무엇을먹으며살까?’하
는 궁금함을 종종 가지게 된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뷔페나 마켓에서 구매하는 식품
도 있지만 정작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
이 될 수 있는 체험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현지인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집
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모든 자유여행객들의 희망이기도 할
것이다. 유명관광코스를보는‘눈맛’중심
에서이제는현지문화가담겨있는‘입맛’
중심의여행이화두로제기되고있다.
하지만 현재의 식문화의 현실은 현지화 보
다는 피동적인 식도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이지금의현주소다

이 사업은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한국식
집밥체험’코스로연결할수있는사업이다. 
‘현지인의 따뜻한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집밥 트레블러 사업’은 일반 맛집 투어와
달리 현지인의 집에서 집주인이 조리해 주

는음식을먹는다는것이차별성이다. 고객
은자신이여행하는나라및지역을선택한
뒤 음식을 선택하고 선불로 식사비를 지불
한다. 이 때 음식의 가격은 집주인이 스스
로책정하며, 손님들이집밥서비스를경험
하고난뒤24시간후에수수료15%를감한
금액을집주인에게전달하는방식이다. 

호텔, 펜션등이여행중숙박의대부분차지
했었지만지금은카우치서핑(Couchsurfing),
에어비앤비(Airbnb) 등 개인 중심의 소셜
플랫폼형태로확장된것처럼‘식문화체험’
또한개인중심의소셜플랫폼형태로변모
할가능성이크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수있는콘텐츠를준비하고한국식집밥서
비스를 정성껏 제공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및예상을넘어선또다른문화콘텐츠를태
동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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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하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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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달러로
매월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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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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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가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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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한달 39달러로, 
매월 좋아하는 신발을 받는 사업

여심(女心)을 잡는 것이
곧 매출!

패션 및 제화 업계의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모든 여성이 발맞추어 따라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옷과 구두의 유행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상품은 쏟아
지는데…. 모든 옷에 적절한 신발을 맞춰 신기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
다. 하지만 실연을 당했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구두를 사며 자신을 위로하는 건
비단‘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만은 아닐 것이다. 고작 5cm 굽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법
같은 자신감과 우월감! 이런 비언어적인 여성들의 심리를 가장 먼저 읽는 자가 바로 미래
의 스티브 잡스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shoedazzle

최배근(스파이더몽키)

미국

틈새

비점포

www.shoedazzle.com

온라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매월 우리 집으로 오는 새 구두!

보통남자들은구두두켤레, 운동화두켤레를가지고있는것이대부분일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하이힐수집을취미로갖는사람들이있을정도로하이힐에대한집착은대단하
다. 몸매보정과커보이기위한목적으로불편함을무릅쓰며하이힐을찾는다.  
본아이템은여성성을발현시켜주기위한구두사업으로서, 자신의취향에맞는구두스타
일을지정해두면매월다양한여성구두를추천받을수있고, 그중한가지제품을구매할
수있도록한사업이다. 매월배송받을수있는상품의가격은39달러로지정되어있으며,
별도구매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본아이템은여성을위한맞춤형콘셉트의신발배송사업으로, 온라인에특화된사업이다. 때
문에향후국내에서도브랜드를론칭한다면무한한성장을이룰가능성이있으나, 많은경쟁
업체가생겨날수있으므로철저한서비스와만족할수있는가격으로다양한고품질제품
을공급해야한다. 
아직국내에동종업체는없지만언제든지비슷한업체들이생겨날수있으므로, 준비만철
저히한다면충분한경쟁력이있을것으로보인다. 

사업전략 | 여성을위하여매월정기적으로신발을배송하는사업

여성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

베스트아이디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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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친절한 마인드 배양
재무, 마케팅, 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한
비즈니스마인드 확립

제품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철저한 고객 관리
구두 수선 요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오해
소지 불식

정부지원자금및융자활용
온라인과모바일결제시스템
구축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누어 고객 선결제 서비스
마련

창업교육

자금조달

업무제휴

창업 준비단계

기업을 차별화시켜라

온라인사업의운 경험이전혀없기때문에사업초기제품에대한지식이
부족하여고객들에게좋은제품을제공하기에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기업은아래와같
은다양한전략이필요하다.

1

브랜드 스토리로 여성을 공략하라

주고객이여성임을감안하여여성의입장에서감수성을자극할수있는브랜
드스토리가필요하며, 다양한이벤트와광고를통해브랜드를알리는것이중요하다. 

2

IT 플랫폼을 개발하라

여성고객이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온라인, 모바일플랫폼을여성전용사이
트로특화시켜야하며, 브랜드스토리를시각화하여웹사이트에나타날수있도록한다.

3

고품질의상품개발
LOW PRICE
신경 /세일노하우

깜짝EVENT상품개발
직원정기적인교육
체험형구두수선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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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라

고객은이제기업의지나친홍보와마케팅에지쳐있다. 이제는구매고객이직접
홍보하는방식으로바뀌었으며, 이러한소셜네트워크를통하여감수성을전달하는것이본마
케팅의핵심이다. 즉, UCC, 블로그, 카페, 바이럴마케팅등온라인을활용한적극적인마케팅
이필요하며, 상품에얽힌이야기를가공·포장하여광고와판촉등에활용하는브랜드커뮤니
케이션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하라

본 아이템은 여성에게 매월 신발을 추천하여 정기적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시스템이다. 기업은신발제조사, 유통사와협업을통하여제품을확보하고, 온라인에
서는고객에게어필할수있는디자인콘텐츠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소셜 마케팅을 활용한 고객의 감수성 자극

1

2

고객 관리에 힘써라

본아이템과같은서브스크립션사업은저렴한가격으로정기적으로제품을
배송하여수익을창출하는사업인만큼고객의유출을최소화하는게매우중요하다. 모바
일, 온라인을통하여매월신상제품에대한소개를하여야하며고객과의다양한교류가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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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제화시장은패션아울렛과대형할인점의중저가시장이확대추세에있는가운데디자
이너슈즈와수입브랜드등의매출도증가하고있다. 

이처럼신발이라는특성상다양한가격이형성되어있고오히려수입브랜드가국내에서는
잘팔리는게현실이지만본아이템은온라인이라는판로를통해가격을낮출수있다는것
과고객의취향에맞게선택할수있도록미리추천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선택의폭을최
소화하여고객으로하여금부담을느끼지않도록하고있다.

온라인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웹사이트의개발이가장중요하며모바일을연동한온라
인플랫폼시스템도중요하다. 플랫폼구축시아래와같은정확한목표시장을공략한다면
더욱사업성을확보받을수있다. 

사업 분석 |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어라!

하이힐, 
여성의 자존심을 세우다

늘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정하며 깔끔한 디자인을 추천고등학생 { }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20대는 톡톡 튀는 스타일의 제품으로
대학생 특유의 발랄한 디자인을 추천

대학생 { }
사회적 지위 및 경제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으로서 수요자의 대다수를 차지
하는 충성 고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함.

일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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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트렌드를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

본아이템의구매고객은여성이며, 온라인을기반으로운 되는사업이기때문에전체적
인신발유통시장에서다양한경쟁업체들과의마찰을피할수없다. 특히요즘슈즈편집
숍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로, 빠르게변하는유행의홍수속에서다양한제품을만나고싶
어하는여성들의심리와맞닿아있다.

초기 창업 자금의 부족
신규 브랜드에 대한 낮은 인지도
초기 업 및 마케팅 역량의 부족
제조비용에 대한 리스크 부담
생산 물류 관리의 부족

경기 불황에 따른 구매력 감소
낮은 시장 진입 장벽
중국 저가 제품 출시
국내 슈즈 편집숍의 유행
대기업 진출 확산

상품 공급의 유통라인 확보
여성을 위한 특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가 필요함
고객을 위한 마케팅 차별화 필요함
초기 창업자금의 확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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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사무실 보증금

개점 3개월간 기준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물류 센터 임대비용(수량+배송 협의)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월 120만원×5개월

웹사이트 구축

모바일 플랫폼 개발

온라인 마케팅

1,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4,7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물류센터 임대

기타자재비

인건비

사이트 개발

모바일 개발

광고비

점포
(사무실)
15평(50m²)

온라인
플랫폼

계

※ 지역, 입지에 따라 창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사업개시 5년 이후를 봐라!

본아이템의원가구조를살펴보면신발공급가격의마진은약40% 수준이다. 매월39,000
원을고객에게받을수있으며, 12개월을정기적으로확보하게되면 468,000원의판매수
익을올릴수있다. 물류비는매출액대비약 10%이며기타관리비는 12~14% 정도가된
다. 물류비의구조는포장및소모품비, 창고운 및물류대행비로, 배송 1건당운반비는
2,300원정도이다(물류센터계약체결시). 
또한택배비는물류출고량에따라협의가가능하다. 초기진입과많은동종업체가있기때
문에사업개시5년간은고객확보와시장적응기간으로보며, 예상시장점유율은1%를목
표로한다.

- 1년 : 10,000명
▶ 구매고객 추청 - 2년 : 30,000명

- 3년 : 60,000명
▶ 년 매출액 : 140억 4천 만 원

예상매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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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소비트렌드에여성이두각을나타내기시작했다. 페이스팝콘은‘걸어서든뛰
어서든여성에게로가라’라고했듯이이제여성은소비트렌드를이끄는주체가되었다.

이제창업에서도여성은한카테고리를차지하며주요타깃으로각광받고있다. 창업자
로서의여성, 소비자로서의여성모두우리사회에서는이미트렌드를이끄는강력한소
비주체가되었으며, 그런여성을위한마케팅은나날이다양해지며생활깊숙이들어오
고있다. 

온라인마케팅을활용하여경쟁력확보
공중파 PPL,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유
튜브 등 SNS를 활용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성공 도우미 | 매달 39달러로 신는 아름다움

여성을 읽으면
경쟁력이 보인다!

성공 도우미 TIP

디자인콘텐츠개발

탄력적 조직 운
초창기 조직은 고정비를 최소화하기 위
해 경 지원, 디자인, 업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향후 매출발생 시 추가 인원
고용

장기 전략 마련
시장의 성장추세만 믿고 흑자전환을 기
대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관
리로 장기 구축



74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내마음대로가꾸는
블록가구 사업

가구야? 작품이야??
하우스 인테리어를 위해 태어난‘블록 가구’

최근 실속 있는 젊은 층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IKEA 열풍이 대단하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디자인에 기능까지 가미된 그야말로 활용성을 대폭 늘린 제품이기 때문이다. 중저
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실속형 가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DIY(Do It
Yourself)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맞춤 가구인 셈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폭 넓은 활용성과 독창적 디자인까지 두루
갖춘 DIY 가구들의 인기,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Cezign

최배근(스파이더몽키)

미국

틈새

점포&비점포

www.cezign.com

온라인 웹사이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가구, 창조의 역으로 들어오다

가구에대한개념이변화하고있다. 꼭딱딱하고무거운데다특정한장소에놓아야할이
유는없다. 이제가구는창조적인공간연출을가능하게하는디자인의한요소로인식되
고 있으며, 가구라기보다는 디자인 도구에 가까운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부드러운 블록
모양의본아이템은개인의기분과상황, 공간에따라블록을침대, 소파, 선반, 탁자등으
로활용할수있으며, 고객이원하는모든디자인으로변신이가능하다. ‘가구’에‘창의적
놀이’라는점까지접목시킨‘블록가구’는합리적인가격과세련된디자인으로선호하는
고객이늘고있으며, 트렌드에부합하는제품으로서상당한수요또한기대해볼만하다. 

국내가구시장은해외유통의발전과눈부신속도의정보로소비자의눈높이역시빠르게
높아져가고있다. 따라서기술적인측면과디자인적인측면모두소비자의만족을끌어내
지못하는국내가구시장보다는저렴하고실속있는가구브랜드가주목받고있다. 블록
가구는이에한발짝더나아가디자인과기능성을접목하여기존의가구들보다그활용성
을대폭늘린제품이기에1인가구나신혼부부등젊은층의고객을위주로많은수요가있
을것으로예상된다.

사업전략 | 좁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블록 가구

수납을 위한 가구는 이제 그만!
실용과 예술을 겸비한 디자인 가구

베스트아이디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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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구들의 불필요한 부
분을 거주자 입장에서 고민
재무, 마케팅, 업 등 전
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한
비즈니스 마인드 확립
가구판매처에대한문제점고민

가구의 부피가 크고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
인 상에서는 대형마트 판매
가 중요시 됨.
제휴를 통한 프로모션으로
제품 홍보

무리한 개인 투자는 시장
변수에 따라 힘들어질 수
있음.
정부나 대기업의‘스타트
업’지원 자금 신청

사업계획

자금조달

업무제휴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기존가구와는차별화되는형태를가지고있기때문에공간의재창조라는특
징을내세워야한다. 

1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줘라

본아이템의주요소비층은주거공간이좁은신혼부부들이다. 따라서 유아
제품을선택시안전이우선시된다. 안전에대해아직불안감을가지고있을수있으니이
에대비한확실한프로모션이필요하다.

2

현대인의 욕망을 자극하라

블록가구는그자체만으로도아름다운조합을만들어낼수있기때문에오
브제나전시, 패션주간지등과의PPL이가능하다. 이를통해예술을향유소유하고싶어
하는현대인들의욕망을자극한다.

3

고품질의상품개발
LOW PRICE
각제품별환상조합

심미성강조
대형마트와의제휴
카페, 미술관등의협찬

창업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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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과 제휴한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라

가구의구매자는대형마트와온라인이용자두가지로나뉜다. 대형마트와의제
휴를통한온라인과오프라인마케팅이필요하며, 형형색색칼라로맞추어진블록의아름다운
모습을강조하여싱 족과핵가족을공략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입소문을 내라

고객들은이제같은모양의가구들에진저리나있다. 실용적이면서도동시에
그들의눈을사로잡을새로움이필요한데, 이때가장힘을발휘하는것이 상매체이다. 강
한이미지와깔끔히맞춰지는블록가구의모습을 상으로제작해소비자들의눈을사로잡
아야한다.

실질적 구매자들에게 직접 어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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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한민국가구시장규모는약 8조에서 10조 원정도로추정되며, 2009년 전체가구
시장의출하액은 8조 7천 180억원으로파악되었다. 매출과부가가치액은매년소폭상승
하고있지만업체수와성장률은점점낮아지고있다. 2011년도성장률도2.6%에그치는등
국내건설경기침체및소비심리위축으로답보상태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 

이러한가구시장의상황에서실속형의중저가형가구들의점유율및판매는점점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2035년까지 1인가구수가34.3%로증가한다는삼성경제연구소의전망에
따라더욱기대를모으고있다.  

이처럼프리미엄가구시장과중저가시장의성장이두드러지는것은경기침체및소비심
리위축으로인해가구구입시브랜드나미적가치를고려하는소비자는줄고, 가구의활
용성과합리적인가격, 세련된디자인을선호하는고객들이늘어났기때문이다. 소비자들
이자유자재로조립및설치, 배치할수있는블록가구는이러한현가구시장의추세에걸
맞는아이템으로서상당한수요또한예상된다.

단몇개의블록만으로소파, 침대, 식탁, 탁자를만들어사용할수있고, 기존가구들의무
거운모노톤에서벗어나밝고다채로운색상으로설계된블록가구는집안인테리어에창
의성을더하고싶은젊은층에게안성맞춤인제품이다.  

사업 분석 | 합리적인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 블록가구

소파가 침대가 되고, 침대가 탁자가 되는
입 맛 대로 배치하는 블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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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가구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하라

현가구시장의흐름에적합한블록가구는향후많은수요가예상되는유망한사업아이템
이다. 외관또한타가구상품들과는달리심플하기때문에그제작도상대적으로간편하
다. 하지만생소한‘블록가구’라는개념때문에소비자들은가구보다인테리어소품으로
인식하기쉽다. 따라서지속적으로다양한마케팅과홍보활동을펼쳐활용성과기능성, 세
련된디자인을인식시켜야하며, 이후신제품개발을통해인테리어소품과같은새로운시
장진출을계획해본다면이또한매출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블록 가구’라는 생소한 개념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낮은 인지도
프리미엄 가구들에 비해 부족한 품질
초저가형 가구들에 비해 높은 가격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난해할 수 있는 블록
가구의 활용

다양한 업체들의 중저가 가구 시장 유입
저가형‘패스트 가구’라는 오명에 대한 우려
급변하는 젊은 층들의 가구 및 실내 인테리어
취향
유명 중저가형 가구 브랜드의 국내 진출
경쟁 업체들의 유사 제품 개발

주 타깃인 젊은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위 고객층들의 소비 성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제품 개발
꾸준한 품질 관리 및 디자인 개선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기존 제품과는 다른 시장 개발
일반 소비자들에게 블록 가구를 지속적으로 홍보

약점 위협

통합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상업지구 기준

개점 3개월간 기준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직원 1명

점포 관리 운 비용

3,000만원

15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20만원

30만원

6,3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기타자재비

예비비

인건비

관리비

점포
15평(50㎡)

고정비

계

※ 지역, 입지에 따라 창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온라인 판매 증가로 회전율을 높여라

본아이템의원가구조를살펴보면가구제조가격의60% 수준이며, 마진율은약40% 수준이
다. 자체생산시설을갖춘공장에서물건을직접만들경우수익률은더욱높아진다. 하지만
100% 자체생산을하기에는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OEM 방식으로생산해야할것이다. 

소비자에게 800,000원에판매되는제품의경우, 200,000원의원가를제외하면 600,000
원의매출이익이발생한다. 원재료비와노무비, 경비를제외하고물류비는매출액대비약
10%이며, 물류대행비는배송1건당50,000원정도이다. 택배비는물류출고량에따라협의
가가능하며본아이템은오프라인매장보다온라인주문판매가많으므로수익은더욱늘
어날것이다. 또한회전율이증가하면비용분산, 재고감소등으로손실폭을줄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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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및 대형
마트와의 제휴

성공 도우미 | 기존 가구 시장과의 차별화

고객의 니즈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성공 도우미 TIP

심미성이 가미된 디자인 콘텐츠 개발
제품의 수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예술성을 강조하며, 패션지 및 여성잡지
를 통한 끊임없는 PPL 광고 및 지속적
인 홍보 전략 필요

조직 내 고정비를 최소화
초창기 조직 운 은 고정비를 최소화한
다. 제작팀, 디자인팀, 업팀, 운 팀으
로 구성하며, 향후 매출 발생 시 추가
인원 고용

명확한 브랜드 스토리 전달

잠재적 고객을 위한 장기 전략
마련

최근대한민국을휩쓸고있는DIY(Do It Yourself)의인기는대단하다. 소비자들이직접
하우스인테리어에참여할수있기때문에그선호도는점점커지고있다. 무엇보다DIY
가구의가장큰매력은나만의개성을표현할수있다는것일텐데, 이는점차개인화되어
가고있는사회를대변해주고있는듯하다. 이러한풍토속에서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
킨다는것은매우중요한창업의조건으로대두되고있다. 

싱 족, 1인가구, 0.5인가구등소규모가족단위들이사회전면으로나오면서창업에
있어서도소비유형을파악하고차별화하는전략이필수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창업
의4대조건이라는창업자, 아이템, 자금, 상권과입지에서나아가사회소비유형을파악
하고패턴을연구한다면성공확률을높일수있는지름길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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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개인용잡화
수제 제작 서비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

문화예술적‘끼’와‘솜씨’가 어우러진 수공예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
다. 때로는기성품이아닌사람에의해직접만들어진제품이라는것조차믿을수없을만큼
두 눈을 의심케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수공예품은 최근 들어 비누, 퀼트, 압화, 도자기,
액세서리 등의 비교적 만들기 쉬운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모두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도긍정적인결과를기대할수있다.  

아나북(anabook)

이상헌(한국창업경 연구소)

한국

서비스

점포&무점포

www.anabook.co.kr

온라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나만의 특별한 디자인

본아이템은마트나백화점, 잡화매장등에서판매되는기성품과는달리고객의개성이나
정체성을살린제품또는특별한날을기념하는맞춤형제품을제작하여판매한다. 고객은
본인이원하는디자인이 100% 반 된제품을구매할수있기때문에만족도가매우높고,
제품판매만이아닌공방교육을통한취미활동도가능하다. 개인용잡화는물론, 기념일을
축하하기위한기념품, 비즈니스선물등으로도활용할수있기때문에일반개인고객과
함께커플, 부부, 사업가등다양한고객층을공략할수있다.

본아이템인‘개인용잡화수제제작서비스’는일반적인다른공예기술형창업아이템과
비교할때부가가치가높아그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 미술을전공하지않은사람도일정
기간의교육과훈련을통해자신의특수성을살려충분히차별화된아이템의연구개발이
가능하며, 안정적인사업을도모할수있다. 또한매장을통한오프라인판매는물론, 홈페
이지를통한온라인판매도병행할수있기때문에다각적인유통이가능하다. 창업자의선
택에따라판매경로를확대해보다넓은고객층을확보할수있다.

사업전략 | 전자 상거래 사이트 및 전문 인프라 구축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누구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베스트아이디어 83



84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아이템의 특성상 상권, 입지는 매출과 무관하므로 임대료가 싼 곳으로 계약한다.
상품의 보관·배송이 유리한 공간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업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마쳐야한다. 부가통신사업자를신청할시자본
금 1억원이하는세금혜택을볼수있으니관련내용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구청허가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가지고관할세무서를찾아가사업자등록을한다.

홈페이지 구축 시 스마트폰에서도 모든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한다.

상품의 다양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업초기, 접속자 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 광고,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 홍보, 동호
회 장터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객 확보에 집중하도록 한다.

흉내 낼 수 없는 전문성을 어필하라

수제잡화를유통하고있다는점자체가타업체에서는흉내낼수없는전문기
술력을확보하고있다는것이며, 이러한 차별성은기존기성품에비해월등한효과를지닌다.

1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디자인을 하라

시중에서판매되는기성품이아닌고객이원하는디자인으로맞춤형제품을
제작해야한다. 금속, 나무, 가죽등고객이원하는다양한소재를이용하여제작하기때문
에만족도가매우높은아이템이다.

2

제품 판매 이외 교육에도 힘써라

주문제작이외에도취미활동을원하는고객에게교육을제공함으로써추가
수익을노릴수있다. 외식업아이템에비해비교적일정한생활리듬을유지할수있다는
장점이있다.

3

주부 창업자도 망설이지 마라

점포형창업과는다르게33m(10평규모)로도창업이가능하다. 아울러가정
에서도창업이가능한아이템으로, 비용은500만원이면가능하다. 점포의경우1층은5천
만원이내(임대료및인테리어, 집기류포함), 2층이상일경우3천만원이면가능하다.

4

상권분석에 따른
점포 계약

관할구청의 관련
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문 인프라 구축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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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집중하라

수제잡화는오프라인마케팅보다는투자대비효과가좋은온라인마케팅전략
을취할것을추천한다. 온라인사이트팝업광고, 바이럴마케팅, SNS 마케팅등이있으며, 상
황에따라추첨을통한상품증정등의이벤트성마케팅전략도해볼만하다. 

차별화로 경쟁력을 키워라

전국적으로다양한지역에분포되어있는공방은단순히가격이싸다는것만
을강조하는데그치지않고다양한상품을카테고리별로묶어고객이손쉽게열람할수있
도록한다. 

고객층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을 세워라

수제 잡화는 특정고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수없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가방, 시계, 의류, 신발등
다양한상품을구비하고, 시즌이나계절에따른이벤트성카테고리를제작하는것도좋은
운 전략이다.

1

2

3

수제 잡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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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잡화공예시장은중앙일보에서보도한바에의하면2011년매출 9,200억원으로나
타났다. 2007년 8,600억 원보다 약 600억 원 상승한 액수다. 공예산업 종사자는 2만
9,148명으로추정되며, 수제제작서비스는소규모창업에적합한아이템으로서개인사업
체운 이전체의90.6%로가장많았다.  

또한공예품판매처는공방내매장이82.4%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개인작가
의면접조사에서도가장큰애로사항으로꼽았으며다양한판로개척이시급한것으로나타
났다. 하지만공예전문점과는달리수제제작서비스는오프라인에서는기술전수교육을
통한수익창출을, 온라인에서는수제제품판매, 제품제작의뢰등의매출을통해다중수
익구조를채택하고있다. 따라서좋은시장과다양한유통경로만확보된다면좋은결과를
기대해도좋을것이다.

수제잡화는그특성상가격이매우높은제품이다. 하지만세상에서하나뿐인특별한제품
을소유하고자하는소비자들이많기때문에가격경쟁력만확보한다면성공가능성은더욱
높아질것이다. 또한일반재화에비해유행을타지않고오랜시간사용이가능하다는장
점은사업의전망을더욱밝게할것이다.

사업 분석 |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물건이 아닌 희소가치를 선물하는
맞춤형 수제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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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여 경쟁 차별화

수제잡화는상품에대한안전관리가필수이다. 상품을보관관리할수있는창고시설을반
드시구비해야하며, 온라인상으로거래되기때문에배송과정에서제품의훼손이나분실
이발생하면큰비용을부담해야한다. 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관련내용을이해하
고시행할수있는협력업체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협력업체와계약시계약서전반의
내용을상세히확인하고물질적, 행정적피해를입지않도록사전에유의해야한다.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
아이템 및 상품에 대한 PR 및 마케팅 전략
수제 상품, 통상 가격 책정의 어려움
신상품 데이터 확보 부재
취급 품목 수량의 한계

기존 기성품과의 시장 경쟁
기존 수제 잡화 아이템의 추격
온라인 기반 잡화 사이트와의 경쟁
소비자 변심에 따른 손해
오프라인 매장(기존 공예 매장)의 시장 견제

공예 관련 전문 인프라 부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와의 효율적인 연계
맞춤형 수제 잡화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존 시장 경쟁사의 견제
공예 관련 데이터 확보 미비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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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사무실 및 창고

개점 후 3개월 기준

컴퓨터 및 작업대, 시설비용 등

온라인 홍보(팝업, 바이럴 광고 등)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3기/1기(대여가능)

2기

명품 관련 보수 장비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무실 기준

1,000만원

8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8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98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기타자재비

예비비

컴퓨터 및 서버

작업대

부대시설

점포
15평(50㎡)

시설

계

※ 아이템 특성상 매장 입지 및 상권이 매출에 큰 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다중 수익 구조로 안정적인 운

공방수준의작은오프라인매장과온라인홈페이지, 즉전자상거래관련업종을베이스로
하고있는수제잡화사업은초기투자비용이크게소요되지는않는다. 특히온라인사업
은입지에대한자유로운선택과운 경비에대한지출이낮아비교적안정적인수익창출
이가능하다. 

또한홈페이지를통해들어오는고객의의뢰및판매가주수입원이기때문에동종업체대
비경쟁우위를점하려면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아울러온라인홍보는
팝업, 바이럴, 소셜, 기사형광고, 검색광고등여러가지가있지만과도한홍보전략은배
보다배꼽이더큰, 즉매출을넘어서는비용증가로이어지기때문에주의를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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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과대량유통의시대를지나자신만의개성을넣은독특한디자인이최근인기를
모으고있다. 수제잡화역시본인의생각이100% 반 된수제제품으로서가치있는선
물로자신을각인시키고싶어하는젊은층에서많은수요가늘고있다. 

엘빈토플러는정보와거리의장벽을뛰어넘어소비자가생산과정에직접참여한다는
프로슈밍(Prosuming, 소비자가곧생산자)을통해미래성공과부를정의했다.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슈밍에
예비창업자본인의창업아이템이얼마나근접하고있는지한번쯤은확인해보는것도
필요하다.

기존 매장 대비 합리적인 가격
홈페이지에 모든 상품의 정가를 공개하
여 가격에 대한 신뢰성 확보

성공 도우미 | 나를 완성시키는 수제 제품의 매력

장인의 솜씨로 만든 수제제품
나만의 디자인으로 세상에 나오다

성공 도우미 TIP

소비자취향에맞는맞춤형
상품제작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및
결제 시스템

온라인 중심의 운 을 통한 고객 접
근성 확보
고객들의 공간적, 시간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

공예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추가 수익 모델 제시
주요 소득원인 제품 판매 외에도 잡화
공예 관련 교육 사업도 진행하며 추가
적인 수익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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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DIY 맞춤형페인트를파는
페인트 박스

엄마도 하는 Self 인테리어!
맞춤형 DIY 페인트, ‘페인트 박스’

최근 집을 꾸미려는 주부들 및 귀족 솔로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집을 새로
사거나 이사가 어렵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하
는생각이번지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가족들의건강과직결되는친환경자재에대한관
심이부쩍높아지고그에대한수요도함께늘고있다. 가족이함께집안인테리어에참여해
유대감이 커질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 인테
리어자재사업에대한향후귀추가주목되고있다. 

페인트박스

이형민((주)비전컴퍼니)

한국

전문 서비스

점포형

http://www.paintbox.kr

비전 (www.bizion.com)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맞춤형 DIY 페인트샵

DIY 트렌드가 큰 물결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만큼만 판매하는 맞춤형
DIY 페인트전문점‘페인트박스’가큰인기를끌고있다. ‘페인트박스’는소량의‘맞춤
컬러 친환경 페인트’그리고‘맞춤 페인트 컨설팅’전략으로 페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3천가지이상의페인트를고객이원하는색상에맞춰매장에서직접만들어주며,
가격은 3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DIY를 직접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페인트 관련한 정보와 코칭도 직접 제공하므로 페인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고민까지도해결해주고있다.

페인트박스사업을준비하기위해서는준비해야할것들이많다. 가장먼저품질이뛰어난
친환경페인트를공급받을수있는브랜드업체를확보해야한다. 또한정확한컬러를매장
에서만들어낼수있는블렌딩설비도필요하다. 소량을구매하는고객들을위한작은크
기의통도준비가되어야한다. 이러한준비는좋은상권과접근성이유리한매장이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많은회원의확보와이를위한정확한마케팅전략, 그리고자금이있다
면충분히가능성이있는아이템이다.  

사업전략 | ‘고객’과‘경쟁업체’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라!!

제품 크기의 소형화와
DIY 페인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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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사이즈의 맞춤형 DIY 페인트 상품 개발

이사업의핵심이바로여기에있다. 기존페인트가게들이흉내낼수없는
상품, 즉 소형 DIY 페인트가바로그것이다. 집을직접꾸미는것을좋아하는주부나 1인
가구들이특히소형사이즈의페인트상품을선호한다. 매장에자주들르는불편함이있더
라도페인트가남아서버리는것보다낫기때문이다. 

1

주부 고객에게 맞는 매장과 실내 분위기 구축

이아이템의중요한차별화전략은바로주부고객에게맞는매장을확보하고
주부고객이좋아하는실내분위기를만드는것이다. 기존페인트가게는각종공구를판매
하는철물점들과분위기가거의흡사했다. 하지만페인트박스매장은팬시문구점이나카페
와같은분위기로꾸며져있다. 

2

주기적인 DIY 페인팅 교육 실시

페인트박스가일반페인트가게들과다른점은바로주기적으로DIY 페인팅수
업을연다는점이다. 즉일반페인트가게들이페인트만을판매하는것에그친반면이매장은
페인트를사용하는방법을교육하는서비스까지가르쳐주고있는것이다. 도구판매에그치지
않고그도구를활용하는방법까지가르쳐주는서비스는결국제품판매량을늘리는데큰도
움이된다.

3

창업을 위한 절차

품질이 뛰어난 친환경 페인트 공급 업체 확보

정확한 컬러의 페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 확충

타깃 고객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매장 확보

소형 사이즈의 페인트 통과 관련된 페인트 도구 구비

회원확보와 서비스 내용 설명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언론 매체들에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각종 SNS 채널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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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해라

‘페인트박스’는인테리어업체나전문가들이아닌주부들이이아이템의주요
고객이므로, 기존페인트가게들과같은일반적인홍보방법으로는큰효과를거둘수없다. 따
라서온·오프라인을동시에활용한효과적인입소문전략이필요하다.

고객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잠재고객을 깨워라

온라인홈페이지를구축하여포털사이트광고나SNS, 블로그를통한홍보도
진행해야한다. 페인트박스로직접칠한고객의집이나가구등을찍은사진을활용해서
지속적인홍보활동을펼쳐야하며, 이는잠재고객에게까지전달되는효과를얻을수있다. 

1

2

회원카드와 쿠폰 발행으로 단골을 잡아라

일반적으로20%의충성고객이80%의매출을기록한다. 따라서매장에방문
한고객에게회원카드를발부하고적립금과할인쿠폰으로지속적인고객관리에힘쓴다.

3

DIY 페인팅 교육으로 노하우를 전수하라

고객에게필요한기술과노하우를전수하여고객이원하는니즈를충족시켜
야한다. 눈높이에맞는수업을개설하여교육하며, 불만족사례가발생될경우신속하게
문제를처리해야한다.

4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한
효과적인 입소문 전략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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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DIY 시장규모는 2011년을기준으로 12조원을훌쩍넘어서고있다. 현재 DIY 페인
트시장규모만해도수성페인트를기준으로올해100억원~150억원정도가될것으로예
측하고있다. 이런가운데페인트를제조및판매하는메이저 4개사의제품과수입제품들
이경쟁하고있는데, 특히S업체의DIY 제품의경우2003년부터2012년까지매출액평균
증가율이 39.25%에달하고있다. 올해도 30% 가량늘어날전망이나오면서페인트업체
들의관련신제품도앞다퉈나오고있다. 

더불어DIY 재료를가공할수있는공구업계도호황을맞고있다. 신흥‘나홀로인테리어
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살펴보면 전동실톱이나 전동공구 세트 등의
사용기를심심치않게볼수있다. 전동공구라고해서남자들이대부분일것같지만여성이
직접신발장이나수납장을능숙하게만들어내는일도심심치않게보인다. 

이렇듯여성들이페인트및인테리어에나설수있는이유는초보자들도손쉽게실내공간
인테리어를바꿀수있기때문이다. 벽지가발라져있어도벽지위에페인트를이용해말끔히
칠할수있고, 이사시벽면을꾸 때도도배와같은전문기술이필요한것이아니기때문에
집안을산뜻하게바꿀수있다. 

또한인터넷쇼핑몰을통해페인트뿐만아니라페인트칠에필요한사포, 붓등의도장용구를
판매하므로 초보자도 쉽게 구입이 가능해 앞으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주부
고객층을중심으로관련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사업 분석 | 나홀로 인테리어족과 주부를 공략하라!

화 속 그 집처럼, 
셀프 페인트로 우리 집 새 단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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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기존 페인트 업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

지금까지국내시장상황과시장성분석내용을고려해보면‘페인트박스’는앞으로국내
에서잘정착하고지속적으로확대될수있는아이템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대기업들
의DIY 제품매출이급증하고있으며, 신제품출시가잇따르고있어페인트에대한다각적
인 전문지식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키우고 고객 맞춤형
DIY 상품개발등기존페인트업체와는다른차별화된전략을세운다면수익창출이가능
할것으로보인다.

다양한 DIY 페인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DIY 페인트 소비자 교육에 대한 역량 부족
이 사업에 대한 운 노하우 부족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충분한 자금의 부족

대형 페인트 제조사들의 소형 DIY 페인트
출시
대형 페인트 유통사들의 골목시장 진입
기존 페인트 가게들의 DIY 페인트 상품 론칭
중소 DIY 페인트 가게들의 등장
낮은 시장진입 장벽

고객 맞춤형 DIY 페인트 상품 개발
DIY 페인트 및 DIY 공방 수업 개설
기존 페인트 가게와 다른 차별화된 분위기의 매장 구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매장 홍보전략 개발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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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B급 상권 기준

개점 후 3개월 기준

페인트 및 기타 설비

홈페이지 제작

전단지, 오프라인 판촉물

개점 후 3개월 기준

5,000만원

45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

13,750만원

200명
400만원
200만원

300명
600만원
300만원

400명
800만원
400만원

450명
900만원
450만원

500명
1,000만원
500만원

550명
1,100만원
55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자재비

예비비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점포
20평
(66m²)

거래수
매출
순수익

마케팅
및
운

계

※ 서울 강북지역 면적 66m²의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작성한 것임.

창업비 및 투자내역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400만원
-100만원

600만원
100만원

800만원
300만원

9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100만원
600만원

매출수입
순수익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수익성 30, 40대 DIY족을 잡아라

페인트종류와수량, 그리고판매하는제품에따라비용상의차이가있겠지만평균적으로
‘페인트박스에서’고객이1인당지불하는객단가는약20,000원정도다. 여기에판매원가
와운 비, 관리비등을제하고남는순수익은약 10,000원정도가될것이며, 6개월후에
는월550만원정도의순수익이발생한다.

위매출수입은인건비와임대료가포함되지않은순수익으로매장2명고용에대한300만
원, 임대료200만원을제하면순수익은아래와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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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문화가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다.  
최근가족들의건강을생각하여모든제품과재료들을 친환경으로선별하여사용하고있
어페인트의품질이높아진만큼벽지의대체재로서의역할도기대할수있겠다. 

현재는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DIY 열풍이불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본아이
템이전국적으로보급되어전체페인트시장에새바람을불어일으킬수있는성장동력
이되기를기대해본다.

DIY 페인트의‘소형화’로차별화전략
작은 크기의 제품들이 고객이 원하는
컬러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제공됨.

성공 도우미 | 품질과서비스로무장한1인셀프인테리어페인트

주부 9단의 마음을 여는 노하우,
페인트 박스에 있다!

성공 도우미 TIP

최고급품질의친환경페인트
국내 최고의 제품과 해외 유명 제품을
선별하여 공급받아 고객에게 제공됨.

‘주부’라는 한정된 타깃 공략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페인팅 교육
페인팅 수업과 더불어 DIY 인테리어 수
업 및 DIY 공방 수업도 병행하여 실시

기존페인트가게와차별화되는매장
세련된 소품 판매장과도 같은 분위기의
매장으로 주부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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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오픈 디자인 마켓

“제 점수는요!”
고객이 디자인하고, 평가하며, 
상품화하는‘오픈디자인마켓’

온라인 의류 쇼핑몰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새로 진입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하지만 의류
의 핵심 경쟁력은 디자인이며, 독특하고 신선한 디자인을 항상 갈구하는 티셔츠 시장에서
오픈디자인마켓 시스템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업체는높은점수를받은디자인을프린트하여상품화하며, 채택된디자인을만
든 소비자는 금액으로 보상받는 이 시스템은 의류 뿐만 아니라 가전, 커튼, 벽지 등 디자인
이필요한모든상품시장에응용이가능한아이템이다.

Threadless

홍성호(프로벤처링(주))

미국

의류판매업

비점포

http://www.threadless.com

http://www.businessinsider.
com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내가 디자이너가 되는 의류쇼핑몰!

일반의류사이트의디자인은몇몇디자이너에의존할수밖에없다. 반면오픈디자인마켓
은소비자들이직접만든디자인을업로드하고, 서로점수를매기어평가하는방식으로업
체는높은평점을받은디자인을제공한소비자에게상금을주고해당디자인을의류및액
세서리에반 하여상품화를진행한다. 이렇듯소비자가직접상품제작에참여하는오픈디
자인마켓은현재까지 52만 건의디자인이온라인을통해올라왔고, 그중 4천 7백여건의
디자인이채택되어상품화되었으며상금을받은소비자는약 12,000명, 상금총액은8백 7
십만달러(90억원)가넘고있다.

블로그에서좋은포스팅이그러하듯좋은사업아이템에는구체적으로핵심이되는부분이
있다. 오픈디자인마켓은일방적으로생산되는획일화된티셔츠디자인에싫증이난고객들
을만족시켜주기위해티셔츠생산과정에약간의변화를준형태이다. 
현대에소비트렌드는갈수록다양해지고세분화되고있다. 나만의가치를추구하는매스
티지(Masstige)형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아이템을운 하기위해서는그러한감각과대응능력을갖추어야할것이다. 

사업전략 |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잡아라!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과
서비스 가치에 대한 통찰로 핵심 포인트를 잡아라

베스트아이디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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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체 디자인 분야의 동정을 살펴라

일반기업체의디자인관련현황과인식정도를조사해보면, 전체 85.5%의
업체가디자인관련업무가발생하지않고인력도없다는결과가나오고있다. 쉽게말해
디자인을인식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1

고객의 디자인을 다양한 판로를 통해 활용하라

기업들은 디자인부서를 운 하는 것이 힘들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 또한
쉽지않음을알고있다. 이에대해오픈디자인마켓은그해답이될수있다. 고객의니즈가
반 된디자인으로제품을제작, 판매대행하거나기업의디자인공모전에활용하는등여러
가지방면으로수익창출이가능한아이템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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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

오픈디자인마켓은최소한의인원으로운 이가능하며, 프린팅할디자인은이미
소비자에게높은평가를받았기때문에재고문제역시매우적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아마
추어디자이너들과디자인전공학생들에게수입원창출도가능하기에공익성도배제할수없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회를 잡아라

‘대중으로부터자금을모은다’는뜻의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소
셜미디어나인터넷등의매체를활용해자금을모으는투자방식으로, 창조산업의든든한
후원자로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뿐아니라이탈리아, 국, 일본등에서도크라우드펀
딩의제도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1

2

디자인의 중심 20대에서 40대까지 고객의 범위를 확장해라

티셔츠디자인의중심고객은10~20대이다. 또한자신에대한투자를과감하
게즐기는20~30대포미(For Me)족과끊임없이자신을20대로보이고싶어하는30~40
대의나오미(Not Old Image)족도함께겨냥한다. 

3

제품 생산에 고객의 의사결정을
적극 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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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 Sourcing)의 합성
어로, 기업의제품서비스개발에대중이참여해그기여정도에따라기업의수익을공유하
는 방식이다. 크라우드 소싱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기존의 아웃소싱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잠재고객까지 확보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사례들은SNS를통해서로의견들을공유하며제품의구입에 향력을끼치
고있다.

이처럼SNS를기반으로한소비자중심의트렌드가형성되면서‘소셜디자인’개념이자리
잡고있다. 소셜디자인은사회제도나환경을사람중심으로변화시키는디자인을말하는
데, 최근에는여러사람이모여디자인한제품을일컫는말로도사용되고있다. 

이렇듯소비자중심디자인이화두가되고있는것은기업들의디자인투자가과감하지못
한데서출발한다. 그이유로는디자인개발비용에대한부담감을제일로꼽고있다. 기업
의매출에디자인의기여도역시29.7%만이긍정적인답변을하고, 심지어전혀 향이없
다는응답도3.9%에이른다. 기업의디자인은경쟁력을잃어가고있는것이다.

오픈디자인마켓의가장큰장점은누구든지자유롭게자신의작품을올릴수있음이다. 매
주 1,000개이상의디자인이등록될수있는회사가어디있겠는가. 이것은고객에게제품
디자인기능을통째로넘겼기에가능한일이며, 크라우드소싱이가진가장강력한힘이다.

사업 분석 | 고객지향형혁신체계구축을도모하는‘소셜디자인’

소비자가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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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사업초기 홍보에 집중하여 단골을 확보해라

오픈디자인마켓의경우진입장벽이낮아유사경쟁업체가생겨나기쉽다. 특허나전문기술
은없지만고객에대한충분한이해를통해온라인마케팅, 홍보에집중하여사업초기다수
의고객을끌어들여단골고객으로만드는일이사업성공에매우중요한부분이다. 

커스텀시장의 낮은 인지도
사업 초 안정적 고객 확보 시까지의 홍보
어려움
오프라인 매장의 부재로 고객과의 접점 형
성 어려움
소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소자본 창업으로 낮은 자금력

기존 의류업체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
셀프 리폼인구의 증가
경기상황 악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감소
보세시장의 가격 덤핑
유사 업체 등장으로 인한 경쟁

자체 디자인상품에 대한 아이덴티티 확립
CRM를 통한 마니아층 구축
로벌 판매경로 확보

선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후 오픈
디자인 공모 대행을 통한 인지도 상승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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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제작, 도메인, 결재시스템 등
징, 페인트, 수선장비, 액세서리 등
티셔츠전용프린터기, 열프레스기, 잉크 등

50만원 X 20명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200만원

쇼핑몰구축
재료비
기계설비
홍보비
상금
예비비
계
※스레들리스는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7일간의 투표를 거쳐 기준점이 넘으면 2,000달러 현금과 500달러 기프트카드(또는 200

달러)를 주고 티셔츠를 제작하며, 재판 인쇄 시 500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기업 등으로의 홍보와
업에 주력하며 미국시장보다 작은 한국에서 창업 시 초기 투자자본의 절약을 위해 주요 상금은 5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적당할것이다.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초기 비용이 적어 중장기적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

온라인사업인만큼매장개설에대한부담이없고한적한지역의저렴한사무실과저렴한
창고로시작할수있다. 그리고전문디자이너를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인건비절약도
가능하다. 또한좋은원단의티셔츠를제공하며, 소량도저렴하게프린트가가능한공장과
계약이된다면큰리스크없이사업진행이가능하다. 이미고객의검증을받은투표로선정
된티셔츠만제작하기때문에재고에대한부담도덜수있다. 
평균2만원인제품을월700장판매, 기타부수익과합치면월매출1,700만원 정도를예
상할수있다. 그에따른소요비용은1,250만원으로450만원의수익이발생한다.

티셔츠판매
기 타
합 계

원재료 및 소모품
홈페이지 관련
인건비
상 금
기 타
합 계

제품 원가 30% 
유지보수 등
고객센터, 제품포장발송
매월 10명의 디자인 선정
홍보비 등

1,400만원
300만원

1,700만원

300만원
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250만원

평균 2만원 X 700장
액세서리, 공모대행 등

항목 수입 비 고

월 평균 매출

항목 비용 비 고

월 평균 소요비용



베스트아이디어 105

새로운사업아이템을구상하는것은블로그나새포스팅을쓰는것이나다름이없다. 사
실블로그포스팅도어떤기준에서보면과거에있었던이야기의변형이거나반복일뿐
이다. 즉 쓴이자신이겪었던경험과그밑바탕에깔린보편적인생각에대한재구성이
라고할수있다. 

무에서유를창조한다는것은어쩌면있을수없는이야기일수있다. 낯익은것들의낯선
조합, 이를두고우리는창조라고이야기하는지도모른다. 창업아이템역시우리주변의
익숙한것들의새로운조합에서찾아보는것은어떨까. 

고품질 저가격
전문 디자이너의 비용이 들지 않아 좋
은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성공 도우미 | 프린트 티셔츠를 즐겨 입는 우리 모두가 고객!

디자인 아마추어가 곧 프로 소비자!
‘오픈디자인마켓’

성공 도우미 TIP

20대수요증가
대학생의 새 학기 소비현황 조사 결과
를 보면 1순위가 외식비, 2순위가 근소
한차로 품위유지비(23.1%)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수요는 당분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의 가치제안이 해답
고객이‘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기업 또는 다른 소비자와의 대화를 통
해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함께 고민하
고 답을 찾는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오픈디자인마켓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
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는다. 민주적인
조직에서는 정보가 급속하게 빨리 흐른
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비용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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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유명작가의터치가담긴메모장, 
게라메모

감성을 담고 스토리를 입은 메모지, 
게라메모

최신 IT기술과 융합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어쩌면 우리는 아날로그적 감성에
더 끌리는지도 모른다. 판에 박힌 듯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닌, 나만이 가지는 독특한 디자인
과 감성, 스토리가 있다면 그 메리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게라메모는 전통 제책방식을 통
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옛것에 대한 향수와 감성을 되살려 주며 젊은 소비층을 중
심으로빠르게확산되어가고있다. 

南相馬市 自立硏修所天

이완수

일본

사회적기업

비점포

http://www.kbh.ne.jp/mame/

온라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유명작가의 원고가 나만의 수첩으로 탈바꿈!

‘게라메모’란일본어로서적의원고에사용되는교정또는교정용원고를의미하는‘게라’를
이용하여, 유명작가들의교정용원고의뒷면을메모지로재구성한것이다. 이아이디어는후쿠
시마현소마시의장애인복지기관에서아이디어를내고장애인에의해만들어진것으로,만드는
과정에큰노하우가필요하지않아제작에어려움이없다는장점이있다. 또한유명작가와의
공감대형성, 스토리를엿볼수있어발매되는전권이매진을기록하고있다.

게라메모의 성공 뒤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불행한 과거가 있다.
어려웠던상황에서작은마을의장애인복지관에서는힘을모아‘게라메모’제품을기획하게
되고, 이는구매로까지온정의손길이미치게된다. 
게라메모제품은유명인사들의원고, 악보, 대본등사용되지않거나폐기될예정인종이를사
용하여메모장으로제작된다. 수익원은제품의판매와후원, 스폰서십으로활용되며, 판매는
대형오프라인서점및온라인마켓과제휴되어독점판매형태로시행된다.

사업전략 | 아카데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입지 다지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전략
게라메모 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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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라메모 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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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수료하라

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와최고경 자들을위한교육과정은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주관하는상설아카데미를통해받을수있다. 서울시및지방자치단체에서주관
하는육성사업지원시에는아카데미수료여부가심사에서우대받을수있으니이수하는편
이좋다.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준비하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창업의과정을체계적으
로지원하는사업이며, 지원사업대상으로선정되면공간과자금등비교적안정적지원을받을
수있다. 
웹사이트 주소 : http://se-incu.socialenterprise.or.kr

2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게라메모는 제조업이 아닌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사업으로, 기업의 후원모집,
온·오프라인공급처섭외까지구성되어야사업진행이가능하다. 따라서각분야유명인사
들에게사업취지를알리고협조를구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3

스토리 발굴에 주력하라

일본의국가재난상황에서탄생한특성상게라메모는독특한스토리를가진
다. 이스토리는제품의구매로이어지게하므로, 또다른구매자를위한스토리발굴에끊임없
이노력해야한다. 

4

홍보와 업력을 갖춘 인재를 활용하라

게라메모는네트워크구성, 스토리발굴, 공감대형성등홍보와마케팅에관
련된업무가계속되는특성이있기에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인재를찾아내는것이
바람직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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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및 홍보채널을 확보하라

게라메모의특성상전국민을대상으로공감을이끌어내야하기때문에유명인
사와후원기업과의판로확보를위한네트워크구축이매우중요하며, 이를통한홍보채널이 마
련되어야한다.

대의명분을 마케팅에 활용하라

‘선행의힘’이라는키워드처럼구매자가명분을가지고제품을구매할수있
는대의명분을제공해주는것이필요하다. 제품마다장애인의손편지를넣는등아름다운
스토리를감성마케팅으로활용해도좋다.

1

2

제품의 희소가치를 높여라

신제품및한정상품(스페셜에디션)의출시를 1년에 1~3회가량실시하여제
품의희소가치를높이고, 유명인사또한국내뿐아니라해외스타나한류스타의메모장을활용
하여시장규모를확대해나가는것이좋다.

SNS를 적극 활용하라

SNS가마케팅의한수단으로급부상하면서이를활용한기업홍보가부지기
수로늘고있다. 따라서SNS를활용하여제품을알리는것은물론, 유명인사들과의팔로잉
으로꾸준한네트워크를형성해가며관심을유도해야한다.

3

4

지인의 도움을 받아라

전문지식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판매업의경우먼저창업을경험한지인들
이큰도움이된다. 창업으로노하우를익힌만큼비교적정확한정보와현장의생생한경험
을그대로전수받을수있기때문이다. 

5

소비자의 감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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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구시장의바로미터중하나는이웃나라일본의문구시장이다. 국내문구시장의약
15%를차지하는일본문구는국내에수출하는단일국가로는가장큰액수를기록하고있다. 

일본내에서문구아이템의선호도*를조사한자료에의하면여성의경우메모지의선호도
는기타문구류(13.76%)와수첩(12.71%)에이어3위(9.30%)를기록하고있으며, 남성의경우
에도상위권인8위에랭크되어있다. 따라서본아이템인메모장이속해있는카테고리외
에도수첩, 노트등이상위권에진입하고있음을볼때시장확대에있어긍정적인효과를
기대해볼수있겠다. 또한최근대기업의사회공헌전담조직들이확대·개편되면서사회
공헌활동에박차를가하고있다. 1사1촌사회적기업과같은캠페인도진행되고있어대기업
과사회적기업간유대관계는더욱깊어질전망이다. 

2012년 85만 9천부라는히트를기록한바있는무한도전캘린더판매는게라메모의사업
모델과상당한유사점을가지고있다. 게라메모초창기인장애인복지관의스토리가알려지
기전에는판매량이저조하 으나, 홍보가이루어진이후전량이판매되는기록을세웠다.
이는무한도전이라는유명프로그램의힘이 87만 9천 부라는놀라운기록을세운것처럼
게라메모 역시 유명인사와의 공감대를 통한 참여로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한때게라메모는베스트셀러의원고가사용되어세간의화제를불러일으키기도했으며, 이
는유명작가와만화가들이신간작업시이프로젝트에참여하고싶다는의사를밝히기도
하여게라메모의가치를계속해서상승시키고있다.      

* 문구스타일 2013. 2 / 일본 Charabiz 2011 년 조사자료‘일본문구아이템의선호도상위 BEST 20’

사업 분석 |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에 발맞춘 사회적기업

남들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이
지갑을 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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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인적·물적 네트워크에 능한 마당발이 되어야한다!

창업자의네트워크구축능력은반드시필요하다. 모두가공감할수있는스토리제작을위
한유명인사인적네트워크, 불황을대비한복수사업유지수단마련, 기업후원등을통한
물적네트워크, 제품및스토리홍보를위한SNS 온라인네트워크구축을통해유기적이고
탄력적인운 이가능해야한다.
하지만원고제공유명인사가일정기간이지나면변경되기때문에인사의인지도에따라매
출편차가발생할수있다. 이때는한류스타, 스타강사, 입시스타등을섭외하여스페셜에
디션을기획함으로써매출편차를극복할수있다.

사업진입시점이사업의성패에큰 향을미침
사업의핵심요소인네트워크구성의어려움
단일아이템으로는사업의안정성면에서
불리함
아이템특성상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이되기
어렵움
유명인사협조의변동에따라매출의
편차가발생할수있음

출시전전유사아이템이먼저나타날수있음
불황이장기화될경우에대비한대안이필요
사회적기업지원사업선정에탈락할경우리스크
발생
사업의외부의존성이높음
공감을얻을수있는스토리는단시간에

만들어지기어렵움

창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필요
불황을 대비한 복수의 사업유지 수단의 필요
유명인사 변경에 따른 매출편차를 줄이기 위한 스페셜
에디션 기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지원사업 선정이 우선
기업 홍보채널 이외에 별도 SNS로 지속적인 스토리
홍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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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사회적기업 창업공간 지원 이용

사회적기업 창업공간 지원 이용

초기 홍보비

장애인용 시설 구축(예비비)

대당 50~300만원(신품)

대형 재단기 필요하며 가격은 신품기준

급수, 탕비 등 집기류

PC관련시설, 통신기기 등

기타 시설 및 예비비

초기 직원교육 및 제품생산 교육

운 예비비

5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6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260만원

보증금

임차료

홍보비

시설비

접지기

재단기

부대시설

사무기기

기타

교육비

예비비

점포

시설

초기비용

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자금, 공간, 멘토링 등 경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SK행복나눔재단에서 개최하는 사회적기업 콘테스트는 연2회 개최되며, 선정 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사회적기업도 수익이 가능하다

현재게라메모는일본에서월생산량이완판되고있는추이를보이고있다. 현재일본에서
는권당 740엔으로, 원화로환산시 8,500원선이다. 고용인원을 10명(서울시동작구사회
적기업평균*)으로가정할경우 1달동안 3,200권의노트생산이가능하며, 권당 5,000원
의단가로판매할경우월 1,600만원의매출이가능하다. 이 중인건비 800만원과각종
비용을매출액의10%로산정할경우월960만원의비용이발생하므로산술적으로월640
만원가량의순수익이발생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아이템단독으로도사회적기업의
운 이가능함을유추해볼수있다. 

* 서울연구원(http://www.si.re.kr) 刊‘사회적기업육성지원과창업센터확충으로지역경제활성화’(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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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비자들사이착한소비가뜨고있다. 흔히윤리적소비라고도일컬어지는착한소
비는소비자들이해당기업의제품을구입하는것이향후사회에긍정적인 향을끼치
는것을알고소비하는것이다. 이는게라메모에서도발견할수있는소비성향으로, 장애
인복지기관에서만들어진제품이다양한네트워크를통해소비자를만난다. 이를테면
노숙자를판매망으로하는‘빅이슈코리아’의경우2012년판매부수가42만부를돌파하
며화제성과공익성으로두루이슈가된바있다. 

이처럼구매와동시에사회취약계층을위한착한소비로이어지며사회에긍정적인에너
지를발산하는선순환, 이것이야말로창업에있어기본미덕이라고할수있겠다.

다양한 판로의 네트워크 구성
원재료의 판매에서 후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성공 도우미 | 사회적기업이 갖는 아이덴티티를 간파하라!

사회 공헌과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착한 소비’

성공 도우미 TIP

모두가공감할수있는스토리발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이덴티
티를 가진 제품 개발
ex_‘아름다운 가게’의 바리스타 전광수
씨의 로스팅이 있기에 소비자에게 다가
갈 수 있었듯이 제품 아이덴티티와 가
치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사회적기업으로서 경 자의 사명의식
확립

사회적기업과대기업과의활발한제휴
초기에는 포스코나 SK 등이 시도했던
‘직접설립’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연계, 투자, 자금, 프로보노 등이 빠
르게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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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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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어 공부
전용 카페

02
맛과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식 버스

03
나만의 컵
제작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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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싱 라이프를위한 1인 메뉴, 
나 홀로 음식점

싱 , 강력한 소비주체로
당당히 세상에 나오다

시대에 따라 소비자의 특성과 주류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솔로를 위한 특별한 배려와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차별화된 시장마케팅이 부재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 홀로 삶을 살아가는 싱 들을 위한 저돌적인 마케팅과 이를 위한 온·오프라
인아이템 점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는 분명 싱 족이 강력한 소비 주체로서 문
화를형성해가고있다는증거일것이다.

베스트 아이디어 2 외식

와우동천

이선화

한국

틈새 외식업

점포

www.web.stagram.com

온라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소비 트렌드 메이커를 잡아라!

‘나홀로음식점’은점점늘어가는싱 족이혼자서도당당히원하는식사를할수있게하
자는아이디어에서출발한다. 1인고객에맞춘합리적인가격과양, 다양한메뉴는물론타
인의시선을의식하지않고편안히식사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함으로써싱 을겨냥한
새로운외식사업의트렌드를만들어내고있다. ‘싱 마케팅사업’은이러한소비성향을
잘분석하여접근하는섬세한준비가필요하다.

‘나홀로음식점’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바로입지선정이다. 고객의성별, 연령, 소득
수준을고려하여입지를선정하고빠른시장환경의변화에적응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
하다. 또한소자본창업이라는특성상동종경쟁업체가순식간에진입할수있다는상황을
고려할때경쟁업체와확실한차별화를둘수있도록경쟁력을갖춰야한다.

Keyword

1인분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식사량 제공

혼자서도 지루하지
않은 공간

주문부터 식사까지
편리함, 간편함 제공

양보다 질!
비용과 가치를 합리화

사업전략 | 고객 Mind를 차별화하라!!!

다르면서 특화된 단 한명을 위한
단 하나의 서비스를 반 한“폼(F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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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Trend에
맞춘건강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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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 템｜ 최소한의 서비스, 최적화된 시스템
고객 일대일 대응 서비스는 줄이고, 운 의 편리함을 돕는 시스템 도입
테이블별 식수 설치 및 가방걸이 서비스, 공석 안내 표지판 등

인테리어｜ 1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시킨 인테리어
독서실식/가림막/미디어 좌석 선택, 일렬로 된 동선확보 등

특화메뉴｜ 까다로운 입맛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
운 의 합리성을 위해 메뉴의 숫자는 줄이고 맛의 품질은 업그레이드

편안한 장소에 세심한 배려 듬뿍

헬스장의경우다소반복적인행동패턴들로인해지루할수있는고객들을
위해러닝머신에 LCD모니터를함께설치하여운 하고있는사례처럼고객이혼자식사
를하는시간이지루하거나불편하지않도록다각적인세심한배려로일반음식점보다편
안하다는인상을깊게심어 준다. 

시간절약을 위한 서비스의 창조적 개선

혼자서 식사를 하는 대부분의 싱 고객들은 시간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주문방식을창조적으로개선하여주문에서식사, 그리고계산까지의일괄된과
정이빠르고편리하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도록한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라

싱 고객들의입맛이다양하고경험이풍부해지면서한끼식사를하더라도
자신의기호가잘반 되기를원한다. 따라서동일한식재료로다양한레시피(Recipe)를활용
해선택의폭을넓혀주고히트메뉴개발로맛과전문성을동시에갖추어차별성을부각시킨다.

고객의 눈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라

브랜드네이밍은무엇보다고객의입장에서생각하고개발해야한다. 따라서상호만
으로도무엇을판매하는점포인지쉽게연상할수있도록하며점포분위기, 서비스또한연결될수
있도록기획한다. 이런이유로고객들이즐겨사용하는언어를이용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까다롭지만 합리적인 소비자 싱 족 성향을 파악하라

싱 족들은 소비의품질에 따라가격을산정하고 가치를 두기때문에 가격에
차등을두어야하며감각적인인테리어연출을통해편안한분위기를즐길수있도록한다.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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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친해져라

현재인터넷에는창업정보만을다루는전문사이트가100여개정도개설되어있
으며, 검색엔진에서‘창업’, ‘외식업’, ‘창업정보’등의키워드를입력해해당되는분야의전문
정보와접속한다. 

언론매체를 활용하라

잡지, 경제관련주간지에창업이나성공사례가다양하게실리고있지만, 정보가
한정된관계로창업보도를주로하는언론매체를선별해살펴야하는약간의어려움이있다.
또한창업정보의분석은주관적인해석보다는언론특성을이해하는객관적해석이필요하다.

광고를 분석하라

광고를자주보면창업시장의흐름을파악하게된다. 그러나광고는광고주
의 입장에서 좋은 면만 홍보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광고를분석하는능력을개발해야한다.

전문서적을 정독하라

일반적인정보는언론매체나인터넷을통해쉽게접근할수있으나시장조사, 사업
타당성, 아이템에관련된전문정보등은해당전문서적에서수집하고공부하는것이가장좋다. 

창업 강좌에 참여하라

실업대책의일환으로정부기관이나민간창업관련업체등여러곳에서박람
회나창업설명회를개최하는경우가많다. 창업전해당강좌에참여해전문가의의견을수
렴하는것이많은도움이된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라

전문지식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판매업의경우먼저창업을경험한지인
들이큰도움이된다. 창업으로노하우를익힌만큼비교적정확한정보와현장의생생한
정보를그대로전수받을수있기때문이다.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라

주변의도움을받기어렵거나전문지식이부족할경우에는창업컨설팅사에의
뢰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며, 창업비용에관한거품을제거하고실패확률을줄일수있는가
장확실한방법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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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사결과국내 1인가구는전체가구중 24%의비율로전체 4가구중 1가구꼴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능력을갖춘까다로운싱 족들이늘어나면서가구, 가전, 주거형태
를비롯하여음식문화에빠른변화를가져오고있다.

특히 1인식당은오늘어제이야기가아닌이미선진국에서는활발하게사업화되고있으
며, 한국에서도동일한방식으로사업을하고자관심을가지는업체들이증가하고있다. 기
존에는 1인가구를위한외식문화가주로테이크아웃(Take-Out)형식으로제공되고있었
지만점차다양하고차별화된방식으로타사업과의융합과상생을통해발전하고있는추
세이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24.4%)은 기존에 가장 높았던 4인 가구 비율
(22.5%)을 앞섰으며, 2015년에는더욱성장하여 1인가구의비율이 27.1%에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외식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출처 월간식당)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응답자가 57.2%으로 외식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외식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1인가구외에도 1인식당자체에대한방문횟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혼자서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식사를즐기고싶어하는고객들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과거에는맛과서비스가좋은식당이인기 다면이제는건강한웰빙(Well-Being)을선호
하는고객들과 싱 라이프(Single Life)를 이해하고다양하고메뉴와합리적인가격, 그
리고안락한개인생활을인정받을수있는장소가제공되는곳을선호하고있다. 이런결
과로본사업은충분히사업성이높다고할수있겠다.  

사업 분석 |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성공이 보인다.

싱 족, 
음식문화를 바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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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싱 족! 특별한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수

주고객이싱 족이되면 2인이상의단체고객들은회피할수있는식당으로변모될가능
성이있다. 또한빠르고간편한운 장점을부각시키면섬세한서비스제공이어려울수
있다는위험요소도함께내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업종의특성상종업원의질높은서
비스교육이무엇보다중요할뿐만아니라소비트렌드에민감하고개성이뚜렷한싱 족
고객을위한시장상황을고려한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고객의 부담감 감소 감성적 서비스 접목 어려움

1인 고객의 편리함
운 의 용이성

공간의 구획이 많아 여름철
냉방 및 환기 어려움

맛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운 이 용이함

다양한 고객의 입맛을 충족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

독서실 식
1인 전용석

1인 고객 최적화
시스템

적은 수의
메뉴

1인 고객 전용식당의 강점과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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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상업지구 기준

개점 3개월간 기준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월 기준)

월기준 인건비

기타

간판, 입구 및 도어

조명, 집기와 비품, 분위기 창출용품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만원

550만원

2,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억 1380만원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홍보비

인건비

예비비

외부장식

내부장식

점포
15평(50㎡)

시설

계

※ 지역, 입지에 따라 창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특명! 싱 족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변화무쌍한정치, 경제적상황에민감한외식업종의특성상국내의경기침체시직·간접
적으로외식업은투자대비수익성이악화되는구조를가지고있다. 하지만 투자비가적고
다양한소비층을확보할수있는싱 족을위한1인음식점의수익성은투자대비수익성을
높일수있는특별한준비된아이템이라고할수있다.  

특히 1억미만의소자본창업에있어서는월3%의수익률을최소기대수익으로잡는것을
추천하며, 수익금전액을저축한다고가정했을때는연간 36% 수익이라면 2년 6개월이면
투자금을회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무엇보다수익을높이기위해서는고정
비지출을최소화시키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며, 초기창업비용을최소화하고적정
한인력을배치하여운 하는것이최선의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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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뚜렷한목표를설정하고끊임없이도전하며, 항구한노력을기울일때비로
소목표달성이라는대의를이룰수있다.  

서경(書痙)에‘천시자아민시천청자아민청(天視自我民視天廳自我民廳)’이라는구절
이있다. ‘하늘은백성의눈으로보고, 백성의귀로듣는다’는뜻으로고대위정자들
의‘민의지청(民意知廳)’정신을나타낸다. 비단정치뿐일까, 소비자의트렌드를읽어
내고 소비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소비자를 위해 움직여야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명심해야할과제이어야할것이다.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 확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등 중.장기적
마케팅전략을 세워라.

성공 도우미 |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성공이 보인다.

새로운 소비의 주역! 
싱 족을 잡으면 성공이 보인다

성공 도우미 TIP

타 외식업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작
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손익분기점
확보

외식산업의 성장 및 소비자 퓨전 음
식점이 확산되는 추세로 경쟁력 확
보를 위한 끊임없는 메뉴 개발 및
소비자 성향분석 필수

음식의 메뉴얼화, 표준화, 독자성을
위해 종업원의 섬세한 교육, 상품의
독자성, 점포의 표준 메뉴얼 준비는
필수

점포를 브랜드화 하기위해 광고, 홍
보, 인적판매, 판매촉진, 마케팅전략
및 고객관리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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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2 외식

외국어공부
전용 카페

어와 여유,
두 마리 토끼를 한 공간에서 즐기다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키즈카페’가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수다아닌수다를떨수있다는메리트때문일텐데, 이키즈카페의아성에도전하는곳이나
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어 전용 카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어공부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20대를 중심으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
는 어를 정복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캐주얼한 분위기의 이 카페는 상당히 매력적으
로느껴진다.

CNN 카페

최배근(스파이더몽키)

한국

외식

점포

www.cnn-cafe.com

온라인 웹사이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커피와 어가 만난 복합문화공간

본아이템은기존커피숍에서새로운문화공간으로의변화를시도한신개념 어전용카페
로서, Fun, Foreign, Language, Education을지향하고있다. 이곳에서는화상 어, CNN
방송청취, 인터넷, 비즈니스공간등을활용할수있으며, 아울러다양한음료(커피, 건강음
료, 제과등)도제공된다. 최고급원두를사용하여고객들의인지도가높아지고있으며, 어
라는콘셉과직결되어독특한복합문화공간으로새롭게부상하고있다.

초기사업에대한운 경험이없기때문에다른브랜드카페매장에대한정확한분석은
꼭필요하다. 업체의커피맛, 인테리어, 흡연여부, 청결상태, 직원교육, 사이드메뉴등다
각적인 부분에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0대를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의
감수성을자극할수있는마케팅이필요하며, 인테리어는 어라는콘셉트에맞게특화시
켜 어전용카페만의아이덴티티를느낄수있도록디자인한다. 

사업전략 | 대학생, 직장인들의 어공부를 위한 전용 카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타 브랜드 매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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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차별화해라

창업 초보자의 경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동종업계 매장에
대한디테일한분석이꼭필요하다. 다음과같은분석은필수이다.

젊은 층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하라

20대를주요타깃으로하고있기때문에젊은층을위한브랜드스토리가필
요하다. 어를자유로운카페분위기에서공부할수있다는메리트를내세우는다양한마
케팅프로모션이진행되어야한다.

1

2

어라는 특화된 스토리로 인테리어해라

어라는주요콘셉트를활용하여인테리어에적용한다. 고객이매장에방문
해있는동안시각적효과로관심과흥미를유발해야하며, 인터넷과TV는꼭설치되어야
한다. 또한관련된인테리어소품, 음악등은필수다.  

3

업체의커피맛
인테리어분위기
바닥청결, 화장실청결, 흡연여부
천정높이

정기적인 직원교육(서비스마인드, 미소,
청결, 태도등) 
머신등의설비
사이드메뉴및직원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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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UCC, 블로그, 카페, 바이럴마케팅등온라인을활용한적극적인마케팅이필요
하며, 이러한소셜네트워크를통해감수성을전달하는것이본마케팅의핵심이다.

고객의 요구(Needs)를 파악하라

새벽이나아침학원을끝내고예습과복습을위해카페를찾는고객을위해
7시에서 10시사이에는모닝세트를판매할수있도록한다. 또한커피한잔을 4,000원이
라고가정하고타브랜드와달리가장큰사이즈의컵으로판매한다면고객의만족도는높
아질것이다. 

1

2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외국어 공부 전용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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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의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 어관련교육투자비용만4조원에이를것
으로추정된다고한다. 이는한국의 어교육열풍을보여주는단적인예로, 지식기반사회
인대한민국에서 어의중요성은날로증대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뿐만아니라 2013년부터수능 어시험을 어평가시험으로대체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
으며, 초등학교고학년이후에는 어이외과목도 어로수업하도록유도하고있다. 나아
가대학생들의편입학, 대기업과공기업취업에서도 어는일률적인선별도구로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어가연 4조원에육박하는커피시장과정면으로만났다. 본아이템은카페에서
어공부를하는유니크한콘셉트로, 2013년7월기준전국11개매장을오픈하고있다. 현

재본사에서직 에따른표준화시스템을두고있으며, 커피숍이상의체험과문화를전파
하기위한오감마케팅도전개되고있다.

현재까지는시작단계이지만공부를위한전용시설및인테리어를확충하고다양한서비스
를제공한다면매력적인사업모델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사업 분석 | 재미있고 자유롭게 어와 친해지기!

진정한 Edutainment를 경험하는 곳,
어 전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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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이 우선이다!

외국어공부전용카페도역시카페이기에최고급커피를기반으로다양한베이커리와푸드
류를제공하고있다. 특히기본적인커피외12종, 차 9종, 주스9종, 스무디9종, 와플2종
을제공하는데, 타브랜드보다15% 저렴한가격에판매되고있다. 

커피 외 음식 제공에 따른 맛과 신선도
신규 브랜드의 대한 낮은 인지도
가격이싸면품질도낮을것이란소비자들의오해
매장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인지율이 낮음
테이블 간격이 좁고 경계가 없어 어수선

매장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짐
낮은 시장진입 장벽과 음료전체 다수의
경쟁자
경쟁사들의 간접적인 마케팅 충돌
좁은 지역내 집 입점 등 과도한 확장으로
이미지 위험

무리한 확장

표준화 시스템 및 문화 공간 제공
메뉴 개발과 서비스 제공
커피전문점 이상의 부가 수입 창출 필요
개방형 실내공간 확보
초기 창업자금의 확보

약점 위협

통합

하지만시장의진입장벽이낮고, 기존커피숍경쟁자들과의마찰을피할수없다. 따라서
정확한시장진입전략을가지고공략하는편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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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계약 종료시 반환

3년간(소멸성)

내부 인테리어, 집기, 내부로고포함

좌석수 45~50석(기준)  

외부 간판(LED잔넬 1식 + 돌출 1EA)

제품 및 상품의 제조 관련 장비

권리금, 인건비 기타 금액 제외

1,0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10,500만원

보증금

사업비

인테리어

의자 탁자

간판

장비

점포
(사무실)
30평 기준
(100m²)

매출액 월매출
판매원가
로열티
매출원가계
매출이익
인건비
매장관리비
임대료
계
순이익
건물주일 경우

일매출 150만원× 업일수 30일 기준
원가율 30%(원부자재 손실 부분 포함)
로열티 5%적용(푸드카페 7%)

정직 : 150×4, PT : 40×3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월 임차비 제외시

4,500만원
1,350만원
225만원

1,575만원
2,925만원
700만원
150만원
800만원
1,650만원
1,275만원
2,075만원

판매관리비

비용합계
업이익

계

※ 점포 30평을 기준으로 하 으며 상기 사항 외 급/배기설비,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초도물품 및 비품, 테라스 공사,
냉난방비, 외장공사 비용 등은 별도로 건물의 구조 및 평수에 따라 변동 가능

창업비 및 투자내역

구분 항목 금액 비 고

수익성 초기 고정 비용을 최소화해라

본아이템의원가구조를살펴보면기본일매출 150만원에 업일수 30일기준 4,500만
원으로 잡았으며, 판매원가의 원가율 30%(원부자재 손실 부분 포함) 1,350만 원, 로열티
5% 225만원, 매출원가총계1,575만원, 매출이익은2,925만원으로나타났다.  

또한판매관리비중에서인건비부분은정직원의급여를150만원X4명, 아르바이트3명을
포함하여700만원, 매장관리비150만원, 임대료800만원을포함하면순이익1,275만원
이남는다. 만약건물주일경우 업이익은2,075만원이다.



베스트아이디어 131

세계적인커피브랜드‘스타벅스’는가맹점을주지않기로유명하다. 본사직 으로
매장을운 하는만큼입지선정은신중하고철저하다. 가장좋은상권에매장을오픈
함으로써, 돈으로는환산할수없는브랜드가치도함께상승하는효과를누리기때
문이다. 이른바‘키테넌트(Key Tenant)’라하는데, 이는상가나쇼핑몰에있어주요
고객을흡수할만한열쇠가되는매장을일컫는다. 

창업전문가들은‘키테넌트(Key Tenant)’가확보된입지를눈여겨볼것을조언한
다. 좋은 입지로해당지역의수요를창출하는‘키테넌트(Key Tenant)’야말로 안
보이던수요도끌어내어무에서유를만들어내는동력이되기때문이다.

초기 6개월은 연중무휴!
요일별, 날씨, 계절, 월별, 고객 수, 매출
액 변동추이를 비교해 고객 수가 가장
적은 날을 정기휴일로 정한다.

성공 도우미 | 국내에서 누리는 어 프리 토킹!

해외 유학가니?
나는 어 전용 카페간다^^

성공 도우미 TIP

다양한 메뉴개발이 요구됨
바쁜 아침 직장인과 학생을 위한 모닝
세트, 점심시간 직장인을 위한 할인행
사, 요일별 음료 할인 등

SNS를 통한 브랜드 홍보 및 제품
인지도 강화

부대시설 구비
외국어 공부에 필요한 IT 서비스(화상
어, 동 상 강의 등) 제공, 실시간 외국
방송 시청을 위한 TV, 외국 도서를 언
제든지 볼 수 있는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 완비

장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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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2 외식

맛과풍경을동시에즐기는
미식버스

바르셀로나의 해변을 보며 즐기는 요리와 디저트,
미식버스 여행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계들이 있다. 홍대나 신촌, 이태원에 가면 쉽
게 접할 수 있는 태국 음식 전문점, 스페인 음식 전문점, 인도 음식 전문점, 버블티 등이 그
것인데,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음식을 맛 볼 수 있다는 매력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흥 외식업들은 품질과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가장
정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식업이 버스와 만나 여행객을
유혹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명소를 둘러보며 질 높은 패키지 음식을 맛보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설렌다.

Gourmet Bus

최배근(스파이더몽키)

스페인

전문 서비스

비점포

http://www.gourmetbus.com

온라인 웹사이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명소에서 즐기는 특산요리 서비스!

여행자들은 그 지역의 명소 뿐만 아니라 특산 요리도 함께 즐기길 원한다. 스페인의
Gourmet Bus는버스여행과고급요리를결합한서비스로서바르셀로나의명소관광패
키지와 질 높은 음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바로셀로나의 해변, La
Ranbla 및 Sagarada Familia에이르는명소를따라이동하며, 각코스마다요리경 자
Carles Gaig가 조리하는요리와디저트가제공된다. 미식여행코스는하루 3시간씩 3번
운행되며요금은105유로이다.

‘맛과풍경을동시에즐기는미식버스’사업의성공을위해서는미식버스의확보및리모
델링, 요리관련전문인력확보, 그리고운행관련인력의고용이필요하다. 하지만풍경
관람이라는관광요소가포함되어있으므로여행코스를계획하고코스와어울리는메뉴를
선정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

사업전략 | 여행코스를계획하고그에어울리는메뉴를선정해라

풍경과 특선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경험 제공

베스트아이디어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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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외식 메뉴를 개발해라

미식버스는해당버스가제공하는요리의종류및질에따라사업의성패가
갈릴수있다. 미식버스에서만맛볼수있는고유의메뉴를개발하여시간별, 코스별, 계
절별로제공할필요가있으며, 제휴업체가있을시협의를통해결정할수있도록한다.

적합한 관광 코스를 기획해라

각관광코스별로풍경이좋은곳을고객들의식사시간에맞춰관람할수있
도록하는코스구성은필수이다. 또한여행객들의국적, 연령, 소속에따른맞춤형관람코
스를기획한다면더욱많은예약이이루어질것이다.

미식버스를 확보해라

미식버스는외관은물론인테리어도여행객들에게새롭고깔끔하게다가갈
필요가있다. 이를위해버스구입에서부터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창업자는꼼꼼히감독
해야한다.

1

2

3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 준비사항

▶ 기존 버스를 미식버스로 리모델링

▶ 미식 버스 쉐프 및 요리 관련 인력 고용
기존 사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휴를 맺어 해당인력 수급 해결

▶ 버스 운행 및 관리 인력을 고용

▶ 버스 운행 관람 코스 계획
기존 여행사와의 제휴를 통해 혹은 창업자가 스스로 학습하여 코스 선정

▶ 요리 전문 인력과 메뉴 선정
각 코스에 어울리는 메뉴와 가격 선정, 시즌별 요리 선정 등 요리 관련 논의

▶ 서비스 홍보 기획 및 이벤트 준비
홍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서비스 론칭에 앞서 잠재 고객을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
과 지속적인 홍보 진행

▶ 창업 자본 확보 및 사업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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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나 체험기를 노려라

주로온라인여행자카페나커뮤니티, SNS를통한입소문마케팅을시도할수있
다. 그들의후기나체험기등을온라인홈페이지에싣는다면그효과는한층높아진다. 또한온라
인커뮤니티등과제휴를맺거나비용지불후자사의홍보배너를실을수있다면더욱좋다.

찾아가는 현장 마케팅을 해라

크리스마스나발렌타인데이등특별한날상점가나번화가에포스터를붙여
홍보하거나전단지를배포하는등직접찾아가는현장마케팅을펼친다. 다양한현장이벤
트를통해사전예약고객에게상품쿠폰을증정하는등흥미와정보를함께전달한다.

기존 업체와 제휴를 해라

다양한마케팅전략을실행해볼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바로기존
업체와의제휴이다. 여행사및투어컴퍼니등과협업하게되면해당여행사를통해미식
버스코스가포함된여행상품을개발할수있으므로안정적인고객유치가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해라

확실한고객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미식버스사업은성공하기어렵다.
신규고객들의유입으로사업을확장시킬수는있으나, 유지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따라
서마일리지적립, 무료탑승권예약, 1+1 탑승권증정등의이벤트는고객을관리하는좋
은수단이된다.

1

2

3

4

여행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하우 습득,
미식버스만의 사업 역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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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은 그 매출액만 67.5조 원으로, 국가 전체 산업의 1.6%를 차지하는 대규모 분야
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7% 이상의꾸준한성장률을보인유일한업종인것이
다. 여기에정부가최근농림수산식품부의발표를통해2016년까지외식산업의매출액규
모를 125조원으로확대하고, 외식분야고용인구를 170명까지늘리기로함에따라외식
시장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중소외식업체를대상으로한맞춤형컨설팅
자금지원도계획하고있어외식창업자들에겐희소식이아닐수없다.

이처럼외식산업은대체서비스가없는만큼순조로운성장세가예상되고있다. 농림수산
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2011년 식품산업 주요지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식
품&외식산업의시장규모는10년전에비해두배규모인133조원으로성장했다고한다. 

전반적인외식산업의호황에도미식버스라는사업아이템이지니는강점들이있기때문에
사업전개및확장이용이할것으로보인다. 스낵카나이동점포와같은비점포형사업이기
때문에사업의전개, 확장, 수정이쉽고, 손님을끌어모으는것에국한되지않고직접잠재
고객이있는곳으로사업장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상권이나위치에따라흥망이갈리지
않는다. 또한점포를임대할필요가없고미식버스의수와인력만충당하면타창업아이템
에비해적은리스크로사업을운 해나갈수있다. 국내에유사서비스가없다는것도고
객들의발걸음을잡을수있는경쟁력이다.

사업 분석 | 비점포형 사업으로 상권에 귀속되지 않는다

버스에서 즐기는 똑똑한 여행법,
미식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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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유사업체의 부재 및 낮은 인지도

사업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참고할 만한 유사 업체의 부재
이동식 외식 사업에 대한 체계 부족
관광 사업과 외식 사업의 특징을 둘 다 갖춰
야 하는 모호성
요리 및 버스 관련 전문 인력이 요구됨

후발 주자들의 업 유입
유사 업체들의 사업 프랜차이즈화
외식 사업의 낮은 부가가치
미식버스의 높은 제작비용
버스라는 환경에 따른 메뉴 제한

관광+외식 산업의 마케팅, 홍보수단을 다방면으로 활용
유명 요리 인력 및 버스 전문 인력 섭외. 이가 어렵다면
기존 외식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력 수급
미식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
초창기 사업 성공을 위한 가격 설정 및 가격 할인 이벤트
진행
미식버스 제작보다 임차를 통한 비용 절감

약점 위협

통합

미식버스창업은비점포사업이며, 사업장의이동이자유롭고임차비용이없기때문에기
존사업아이템에비해리스크가적고활동 역이넓다. 또한외식뿐만아니라‘관광’이
라는요소가결합된기존에없던새로운창업분야이기때문에희소가치가높으며기존관
광사업에서할수없었던다양한마케팅전략을구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에따라
새로운수익모델들을창출해낼수있어창업자의전략에따라무궁무진한매력을뽐낼수
있다.
하지만참고할만한유사업체가없고사업아이템에대한소비자의낮은인지도는창업에
있어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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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중고차 구입/개조비용 기준

쉐프, 드라이버, 서빙 인력 포함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식재료, 비품 및 집기 등등

여행사 및 레스토랑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웹사이트 개발 비용 포함

4,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9,800만원

4회
100만원

6회
300만원

8회
500만원

10회
700만원

12회
900만원

14회
1,100만원

미식 버스
시스템 구축

인건비

인테리어

기타자재비

예비비

마케팅 제휴

홍보비

온라인 홍보

미식버스
시스템
개발

운행횟수
예상순수익

마케팅 및
홍보

계

※ 지역, 입지에 따라 창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수익성 여행사 및 프랜차이즈와의 마케팅 제휴가 답이다

본아이템의고객 1인당예상수익은약 5만원~10만원선이다. 35인승버스를기준으로
한번관람을마쳤을시예상수익은200~350만원정도가된다. 운행횟수한번에지출비
용을최대100만원으로계산하면최대한월지출비500만원을제하더라도한달에4번은
운행이되어야적자를면할수있다. 또한미식버스운 횟수가증가할수록지출보다매출
의증가폭이크므로승객1인당지출비용이낮아지는효과를거둘수있다.

위 순수익은미식버스 1대를기준으로월 14회까지운 했을시예상금액이다. 미식버스
가2대이상으로늘거나여행사및프랜차이즈마케팅제휴가원활히이루어진다면수익은
더욱늘어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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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가일반화되면서여가생활은선택이아닌필수가되어가고있다. 유럽에
서는이미주 40시간을넘어프랑스에서는주 35시간근무제를시행하고있으며, 금
요일점심시간이지나면어느새퇴근분위기가스멀스멀풍긴다. 이날오후에은행이
나관공서를찾아가는일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할정도이다.  

미국인들이즐겨쓰는표현중에‘T.G.I.F’라는것이있다. 우리에게외식업체이름
으로잘알려진이말은‘Thanks God, It̀s Friday’의약어로, ‘만세, 금요일이다’라
는의미다. 주5일제가정착된한국의여가생활이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이유다.

미식버스라는 특별한 환경

성공 도우미 | 미식버스만이 가지는 특별함!

오감 만족!!!
맛과 멋이 공존하는 특별한 버스 여행

성공 도우미 TIP

폭 넓은 메뉴
코스나 시즌별,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
이 같은 특별한 날에 마치 뷔페처럼 메
뉴를 미리 맞춤으로써 미식버스만이 가
지는 특별함을 극대화

풍경 관람이라는 여행 요소 비점포 사업으로부터 오는 위험부담
절감
손님의 수에 따라 운행횟수, 메뉴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
의 축소 및 확대가 자유로움

대규모 유사 경쟁 업체의 부재
스낵카는 많지만 소규모 자 업자들이
기 때문에 그 역이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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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2 외식

나만의컵
제작 카페

카페에서 즐기는 색다른 경험,
나만의 컵 제작 카페

이제 카페는 하나의 문화로서, 사업으로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공간에서‘만남
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카페는 초콜릿, 티, 과일, 북존, 토론방 등을 구비한 멀티카페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카페가 등장하면
서 커피전문점은 이제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가족 단위 고객들까지 끌어들이며 저변
확대를꾀하고있는것이다.
이미 커피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요즘, 시장의 포화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화’를모색하게하며새로운창업에불을지피고있다.

cafe jool

홍성호(프로벤처링(주))

한국

외식업

점포

http://blog.naver.com/cafe_jool/

온라인
http://blog.naver.com/
jeo1999/40179025309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 만점!

‘나만의컵제작카페’는여러가지도자기제품중손쉽게접할수있고활용도가높은머
그컵을메인으로하여고객을모으고있다. 카페와결합하여전문적이지않아도편안하게
나만의컵을만들어볼수있는분위기를제공하며, 커플컵을제작하는이색데이트코스
로도입소문을타고있다. 어버이날, 스승의날등다양한기념일을기억할수있도록선물
용으로제작하기도하고, 도자기제품들의제작강습도별도로운 하고있어다방면으로
수익창출이가능하다. 또한작업시간이한시간이상걸리므로당일일정을고려한사전
예약은필수다. 

카페운 에있어인테리어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컵을제작하는공
간, 동선, 보관장소등이기존커피숍과다르기때문에시공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
는것이중요하겠다. 또한입지에따라수익구조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예상고객분석
등사업타당성분석도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자녀와함께주말에찾는고객이나유치
원생들의체험학습등예상고객분석을통해상권의특성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사업전략 | 커피와 머그컵의 조화

단순한 커피숍과 도예공방을 한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서로 엮을 수 있는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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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라

내가만든세상에단하나뿐인물건이라는성취감과만족감을전달한다. 가
족, 연인, 친구들과함께한다는가치, 그리고함께공유할수있다는의미를부여함으로써
서로의친 감을더욱높여주도록한다.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 내라

방문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1회성 체험을 기본으로, 제작기법 강의, 각종
이벤트를통해고객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도록한다.

재방문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만들어라

고객이만들어놓은도자기는공장에서반제품상태로카페에들어온다. 그
위에페인팅을한후가마에구워야하므로고객의카페재방문은팔수라할수있다. 이렇
게재방문을앞둔고객을대상으로프로모션을진행하여매장의재방문을높인다.

1

2

3

카페를 벗어나라

카페라는제한된공간에서벗어나그지역의야유회나회사연수등의프로그
램에참여하여카페홍보및추가수익을창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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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벤트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라

Facebook, 트위터등의SNS와블로그, 인터넷카페등을통해적극홍보
유치원, 동호회등을위한눈높이프로모션진행
머그컵을메인상품으로두고그외의다양한제품을통해부가수익창출과재방문유도
선물하는사람과받는사람사이에의미를더해주는폴라로이드사진과손편지를제공함으
로써추억을남겨주고, 입소문을기대
나만의컵제작시카페로고를인쇄하는고객에게추가할인을제공함으로써광고효과를누림

고객의 생일, 기념일 할인 등 이벤트를 하라

고객참여행사다수진행
고객의생일, 기념일할인을통한고객관리
명함이벤트등을통한고객정보수집(전화, 이메일, 기념일등)
이메일을통한이벤트알림문자및기념일축하문자발송
커피10회이용시만들기체험옵션제공(수저받침대등기본판매에없는상품이용)

1

2

나만의 컵에 의미를 부여하여
타인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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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발표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 10월까지커피원두수입액은5억달러를넘어사
상최고치를기록했다. 그렇다고아직최고점을찍은것은아니다. 선진국의경우원두커피
소비비중이전체국민의약 70~90%에이른다. 이와비교하면아직국내커피시장은훨
씬더성장할여유가남아있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 실제한국인 1인당커피소비량은
1.9kg으로유럽(4.8kg), 미국(4.1kg), 일본(3.4kg) 등선진국에크게못미치는상황이다. 

반면 커피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커피 전문점은 1만
5,000개에 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는지적이 일고 있지만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메뉴와 매장 리뉴얼 등을 통해 제2의
커피전쟁을예고하고있다.

이렇듯 커피전문점의 성장률은 2011년 21.6%로 10년 사이 10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스타벅스 등 유명커피 전문점의 매출 성장이 국내 경제성장률(GDP)의 약 8배에
달하는것으로나타나는등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지고있다.

국내의 외식시장은 충분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2~3배 과출점 되어
있는상황으로상위경쟁력있는 10~20%의업체를제외하면창업과폐업을반복하고있
는게현실이다. 반면나만의컵제작카페와같은테마형카페는점차고객이증가하고있
다. 특별히기억에남는선물을하고자하는사람이나개성을살린홈인테리어를위해취미
로배우고자하는고객들이늘고있어경쟁력있는성장이예상된다.

사업 분석 | 취미 생활 및 여가를 위한 소비자 트렌드 변화

힐링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문화가 있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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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카페의 본질은 커피! 매장은 그 다음이다!

현재직장인의70% 이상이카페창업을원한다. 이들대부분은본인이직접로스팅한커피
를판매하면성공할것이라고착각하고있다. ‘직접볶아야맛이좋다’는막연한의식은버
리고체계적인시스템을배워야한다. 꼭이색적인마케팅이나우아한인테리어가해결책은
아니다. 커피의본질은맛이고, 가게는그다음이다. 우선은커피전문가가되어야하지점
포전문가가되는것은문제가있다. 개인은대기업의점포전략을따라갈수없다. 한국의
커피시장이성장한만큼그에걸맞는혁신이필요할때다.

초기 고객 확보 어려움
브랜드 인지도 미흡
커피와 도자기 만들기를 동시에 함으로 전문
성 결여 우려
인당 체류시간이 길어 한꺼번에 몰릴 시 고객
대기시간 발생
체계화된 시스템 부재

기존 대형 커피숍들의 만들기 프로그램 도입
임대료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후발주자의 모방이 쉬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쟁자
기존 공방들의 1회 체험프로그램 강화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수강생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초대권 할인 판매로 구전 속도 증가
평일 오전 유치원 단체손님 유치 등 장소, 시간 활용
예약제를 통한 좌석 순환 유도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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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0평 매장기준 내용설명

교육비
(국비지원활용)

200만원
정부 및 개인기관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매장 업, 운 ,
바리스타교육, 핸드페인팅교육 등)

합계

※ 기본적인 창업비용을 30평을 기준으로 잡아보았다. 기본적인 오픈 물품은 동일하게 소요되나 크기가 달라지면 인테리

어와 간판비, 테이블, 의자 등 구성비용이 달라짐.

※ 기타 항목으로 아래의 비용을 고려

ㆍ 별도공사 : 내·외부 LED 전광판, 냉난방기, 전기승압, 철거, 화장실, 외부공사, 어닝, 자동문, 상하수도 공사 등(현장에

따라 상이)

ㆍ 보증금/권리금 제외(지역에 따라 상이)

ㆍ 예비비 : 최소 3개월의 기본 운 비(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창업비 및 투자내역

간판/사인물

설계 및 시공

500만원 10m²기준 전면간판 및 돌출간판/메뉴패널 및 액자, 사인시트

초도물품비 300만원 오픈 시 세팅 원ㆍ부자재

홍보판촉비 300만원 오픈행사 및 판촉재료

기타(예비비) 1,200만원

9,000만원

최소 3개월의 기본 운 비

인테리어

4,500만원
가설, 내부벽체, 바닥, 천정, 벽돌, 도장, 전기, 금속공사 등
(평당 150만원)

별도공사 -
철거비용, 냉난방기, 전기증설, 수도배관설비, 소방시설, 외부
벽체 및 테라스 공사
(매장 여건에 따라 상이함)

기기설비 및 가구 2,000만원
쇼케이스, 냉장냉동고, 제빙기, 빙삭기, 오븐, POS, 진동벨,
LCD모니터, 모형 DP류, 의탁자 등 가구류 등

수익성 디자인과 인테리어 퀄리티는 충분히,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은 적절히 조절

머그컵만들기의1회가격은머그컵종류에따라 15,000원~20,000원으로다양하며, 평균
17,000원 정도의 머그컵 제작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월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커피및음료손님도꾸준하여월 1,400만원의매출을바라볼수있겠다. 머그컵,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등을포함하여785만원의비용이소요되며, 월평균622만원의
수익이난다. 따라서창업비용의대부분을차지하는임차보증금과인테리어시설, 집기류
등을동일한수준으로볼때권역내경쟁업체보다유리한수익구조를실현시킬수있을것
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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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은더이상커피숍을‘커피만마시는공간’으로사용하지않는다. 그들은커피
숍에서친구를만나고, 연인을만나고공부를하며일도한다. 고객들이매장에체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특화 아이템을 활용한 차별화된 커피숍들이 많
아지고있다. 

어떤창업전문가는앞으로더더욱 역파괴적인형태로기업은진화할것이라고이
야기한다. 고객니즈를빠르게파악하여기업만의특화된아이템을개발하는것, 그것
이포화된커피숍창업시장에서 살아남을수있는비결일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문화공간
단순히먹고즐기는공간이아닌직접머
그컵에 그림을 그리며 좋은 사람들과 함
께즐기는문화공간으로서의의미전달

성공 도우미 | 나만의 추억이 담긴 힐링 커피숍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세요!

성공 도우미 TIP

공간의 차별화
컵을 만드는 공방과 커피숍이 합쳐진
단순한 개념이 아닌, 이들의 조화를 통
해 고객의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공간
으로의 차별

기성품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함 내가 만든 컵에 담아 먹는 짜릿함
내가 직접 만든 컵에 내가 좋아하는 음
료를 담아 마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카페 경험 제공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핸드페인팅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내점 고객의 연령과 방문시간을 분석,
시간대별 맞춤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여 고객층을 확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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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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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트 크
택배배송 서비스

온라인 쇼핑을 즐기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OK!

이제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이 자동차로 언제 어디서든지 택배를 받을 수 있
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바쁜 현대인들은 그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백화점을 가는 것 대신 클릭 한번으로 옷을 사고, 생활용품을 사고, 심지어 음식까지 산다.
서점에가는대신온라인으로책을사서보기도하고, 멀리있는친구와화상통화를통해안
부를 묻기도 한다. 이제 가가호호 방문 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만 있으면 택배를
받을수있게되는것이다. 

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CARDROPS

이형민((주)비전컴퍼니)

벨기에

전문 서비스

무점포

www.cardrops.com

온라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틈새시장을 노려라!

빠르게변해가는디지털시대에택배서비스의판도가달라지고있다. 짜장면택배등새로
운형태의서비스가기존택배사들의아성에도전하고있기때문인데, 짜장면택배란중국
집배달망을이용해24시간, 365일실시간배송하는‘소비자맞춤택배’다. 이렇듯소비자
맞춤택배서비스는‘자동차트 크택배배송서비스’라는새로운형태의서비스를탄생시
켰다. 이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의집이나사무실이아닌본인이소유한자동차트 크로
택배를받는다. 이는메이저택배사들이주름잡고있는시장에서대기업들이넘보지않는
틈새시장을공략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주고있다.

자동차트 크로택배를배송하기위해서는택배기사가직접트 크를열고닫을수있는
시스템이있어야하며, 본사업을운 하고있는미국의CARDROPS는‘자동차트 크스
마트키시스템’을활용한다. 동사업으로창업하기위해서는창업자또한시스템을개발해
야하나, 이기술은이미널리상용화되어있기때문에적용이어렵지않다. 또한회원확보
와서비스안내를위한홈페이지구축, 서비스매뉴얼작성, 사업의홍보와마케팅을위한
유명온라인업체들과의전략적제휴도필수다.

자동차 스마트키
시스템 개발

택배 배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전략 | 신속! 안전! 정확! 

택배아저씨 초인종 소리는 이제 그만!
자동차 트 크로 직접 가는 신개념 택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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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절차

회원확보와 서비스 내용
설명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유명온라인쇼핑몰들과
전략적 업무제휴

자동차 트 크 택배
배송서비스매뉴얼
개발

언론 매체들에 보도자
료를 정기적으로 배포
하고, 각종 SNS 채널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광고

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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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동차 트 크 스마트키를 개발하라

안전하게설계된자동차트 크스마트키를반드시개발해야한다.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키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동차에설치하도록한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배송하라

본서비스는택배기사가집집마다방문하여주인에게직접물건을전달해야
할필요가없기때문에주차장에서자동차만재빠르게찾으면기존택배보다손쉽게배달이
가능하다.

1

2

고객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라

택배기사가자동차트 크문을열고닫는시간을앱에서실시간으로받아볼
수있도록하여고객이택배배송상황을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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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를 활용하라

정보의바다속에서우리는더많은정보를얻기위해노력한다. 이는방송계에서
도빠지지않는부분으로, 늘이색아이템을다루는각종언론매체들을통해무료로홍보하는
방안을모색한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라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꾸며진 온라인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홈페이지를구축하여각종포털, 블로그, 카페, SNS를통해적극적으로홍보해야하며, 유
명온라인쇼핑몰과제휴를맺고이들상품의배송서비스가자동차트 크로배송될수있
도록협의해야한다.

회원관리는 매출로 이어진다

회원관리담당자는항상고객의택배가신속하고정확하게배송될수있도록
모든절차와시스템을꼼꼼하게운 해야한다. 모든서비스가정해진프로세스와매뉴얼
대로정확하게제공되도록한다.

1

2

3

물품 환불은 100%로 정하라

물품의분실및파손이발생할경우사고의원인을신속하게파악해정확한
정보와상황을고객에게알려야한다. 매뉴얼에따라 100% 환불조치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물류관리시스템을최대한신속하게재정비한다.

4

물류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택배물건의손상과기타분실사고를미연에예방하기위해서스마트키시스
템과물류시스템을주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배송책임과사고발생시배상책임이구체
적으로명시된‘자동차트 크택배배송이용계약서’를작성하여고객과계약이이루어질
수있도록한다.

5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고객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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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상될 것이라는
택배가격도여전히제자리걸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특히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단가인상, 차량부족 등 그간 적체되었던 문제들이
최근대두되면서소형화물및택배에대한업체들의관심은더욱줄어들었다. 
이에따라중견택배기업들은살아남기위해B to C 물량으로승부를걸거나, 편의점, 세탁
소, 슈퍼마켓등을통해특화된서비스를진행또는농산물위주로전문성을높이는등대
기업들이넘보지않는틈새시장에서경쟁력을키우고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3년 상반기 택배시장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택배물량은
전년동기대비6.5% 증가한7억 1,854만개(전년동기대비4,355만개증가)라고 밝혔다.
또한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5% 증가한 1조 7,619억원(전년동기대비841억원증가)이라
고발표했다. 

이 같은수치는 2000년대중반연평균 205% 대의성장률에서크게하락한수치로, 지난
2010년부터물량증가세가8%를보인데이어최저치를기록하고있다. 특히지난 10년간
택배전문가들이예견했던택배시장정체기에진입한것아니냐는우려를낳고있다. 

이에따라택배사들간치열한경쟁은여전히물밑에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올해
상반기택배시장은국내소비시장악화에따라예전과같은물량증가세는없는것으로보
이며, 하반기경기회복세에맞춰성장추이가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사업 분석 | 택배포화시장이낳은새로운서비스

택배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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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포화된택배시장에서새로운돌파구를찾으려는다양한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그 중
‘자동차트 크택배배송서비스’는신속과정확도면에서월등할수있으나사업분야에
대한소비자인식미비, 택배배송관리및운 시스템미비, 노하우부족, 사업홍보를위
한마케팅역량부족등의위험요소도함께내포하고있다. 따라서국내택배업체간출혈경
쟁을삼가고배송비구조,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쇼핑몰과의제휴강화등을통하여신속
하고정확한택배시스템을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이 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미비
택배배송 관리 및 운 시스템 미비
이 사업에 대한 운 노하우 부족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충분한 자금의 부족

국내 택배업체들의 사업 참여
국내 택배업체들 간의 출혈경쟁
국내 택배업계의 낮은 배송비 구조
중소 물류 업체들의 후발 시장진입
낮은 시장진입 장벽

국내택배 배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 홍보 및 프로모션 지속 실행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자동차 트 크 스마트 오픈키 시스템 개발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자금 확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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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특명! 싱 족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택배서비스에서고객1인당지불하는평균금액은2,500원정도이다. 물론무게와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고객 1명당 지불하는 평균금액은 국내 택배 평균비용으로
책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고객들이지불하는2,500원의비용에서택배기사인건
비와운 비, 관리비등을제하고업체가가질수있는수익은약 1,000원으로, 이를기초
로하여창업후6개월간예상되는매출규모는아래와같다.

위예상수입액은전략적인 업과마케팅계획을제대로실행하고그에따른회원확보가
계획적으로이루어졌다는가정하에작성한것이며, 창업후 2.5년 이후에는 BEP(손익분
기점)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ROI(투자수익률)는 15% 이상 충분히
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교외 지역 60평 규모 기준

개점 후 3개월간 기준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 기준

전문적인 스마트키 개발 기준

전문적인 앱 개발 기준

전문적인 홈페이지 개발 기준

다마스 중고차 기준

QR코드, 바코드 등 구입

쇼핑몰 등과 마케팅 제휴

전단지, 오프라인 판촉물

개점 3개월간 기준

창고 보증금

임대료

택배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자동차트 크스마트키시스템

스마트폰 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차량 구입

기타 자재비

마케팅 제휴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물류창고
개발

거래수
비용
매출 수입

5,000명
750만원
500만원

10,000명
1,500만원
1,000만원

12,000명
1,800만원
1,200만원

14,000명
2,100만원
1,400만원

15,000명
2,250만원
1,500만원

16,000명
2,400만원
1,600만원

시스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계

※ 상기 투자 내역은 용역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3,0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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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자동차를운행하는시간은 10%이고, 나머지 90%는주차해놓는시간이다.
그만큼벨기에인은자동차트 크를새로운사물함의용도로사용하기도한다. 또한
얼마 전 볼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2014를통해자동차로택배를받는신기술을선보 으며, 본기술을통해
배송실패로재배송에투입되는1조4,000억원에육박하는비용을아낄수있다는전
망도내놓았다. 

창업아이템이란생활에서멀리떨어져있지않다. 바쁜현대인의생활에온라인쇼
핑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택배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는 지금, 자동차
트 크택배서비스는의역할이무엇보다기대된다.  

흉내낼수없는자동차트 크택배배송
서비스만의매력

성공 도우미 | 틀을 깨는 택배의 혁명!

같은 값이면,
‘자동차 트 크 택배 배송 서비스’

성공 도우미 TIP

기존 택배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된
택배 배송 서비스 이용

더욱안전하고정확한택배서비스가능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무인 택배
함과 같이 안전하고 정확한 배송서비스
의 확대가 기대됨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
소로 배송
지금까지는 저녁 7시 이후 택배 이용은
배송이 불가능했지만, 자동차 트 크 배
송은 저녁 7시 이후 언제든지 택배 수
령이 가능함

배송관리시스템및스마트폰앱개발
철저한 배송관리 시스템 개발과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으
로 고객만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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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위생점검
관리서비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고객의 브랜드를 지켜라
위생점검 관리 서비스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
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단속·점검 결과의 공개를 권고하는 등 위생점검 관련 정책을 강화
하고있다. 각종보도프로그램, 인터넷과SNS의발달로위생에문제가있는사업장은매우
큰 타격을 입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관리의 필
요성은강조되고있는실정이다.   

크리니트

홍성호(프로벤처링(주))

한국

위생관리용역업

비점포

http://www.clneat.com

http://cafe.naver/
changupok/54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잘못된 위생관리 개선 및 작업자 인식변화로 브랜드
가치 제고

정부의외식업소위생검열강화에따라업소위생에대한수요가늘면서사무실, 병원, 가
정등실내공기정화에대한관리요구가많아지고있다. 이에작업환경및작업자인식변
화를통한위생수준을극대화로끌어올리며, 전 업장에최고수준의위생과살균을통해
효율적위생관리를실시함으로써위생점검의중요성을더욱각인시키고있다. 

또한식중독으로부터고객을보호하고법적처분으로부터브랜드이미지를보호하는일또
한위생점검서비스의한분야이다. 또한잘못된위생관리에대한노하우컨설팅, 실내공
기정화서비스, 위생에대한정기점검서비스등위생에대한예방관리및고객신뢰도향
상, 브랜드이미지제고까지사업 역을넓혀가고있다.

청소업에서가장중요시되는덕목은성실성과열정이다. 입소문이날수있도록고객에게
최선을다하고, 매출이오른다고자만하지않고재투자를하여체계적인시스템을만드는
것이중요하다.

청소만깨끗이한다고해서고객을사로잡을수있는것은아니다. 고객의요구사항에충족
되는맞춤견적을제공할수있도록충분한시장조사를통하여과학적인관리계획을수립하
고그에맞는합리적인가격을제안한다. 고객의요청에입각한스케줄을수립하고시스템
을갖추는등고객의입장에서불편함이없도록사후서비스를포함한프로세스를갖춘다.

사업전략 | 1인 다역 소화

3D 업종 청소사업에서 청소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베스트아이디어 159



160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라

1인다역을소화해내는것을기본으로함께일할수있는파트너를선정하여
안정적인운 구조를만든다. 불가피하게고객과의약속을지키지못하는일이생기지않
도록하고, 적절한업무분담으로시너지를키울수있어야한다. 부부, 가족끼리의이익분
배보다는꿈과포부를키워나갈수있는파트너가좋다.

주인의식을 강화하라

사업을수주받았다고해서그저끝내면된다는식이아니라내집을청소한
다는마음가짐으로처음부터끝까지최선을다해야한다. 

1

2

체계적인 교육으로 준비하라

카펫, 대리석등청소분야에따라사용하는세제가다양하고, 같은곳이라도
단계별로사용하는세제가다르다. 따라서체계적인교육은필수이다. 예를들어화장실청
소라고해서한가지세제만사용하는것은아니다. 변기와바닥, 세면대등에사용하는약
품이다르기때문에정확하게숙지하는것이중요하다.  

3

노하우를 활용하라

일반적으로집안청소라고하면욕실, 베란다등쓸고닦는방식이보편적이
다. 하지만전문약품을사용하여소독까지해결하는한단계높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높일수있다. 또한소비자가시키는일만진행하는것이아니라능동적으로
계획을세우고관리하는등보다적극적인방식을추구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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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소통하라

위생점검서비스에있어서는주인의식과전문성, 고객만족을위한사후관리에
초점을두어야한다. 고객에게매달평가서를보내고객의의견을사업에반 하고, 끊임없는
고객과의의사소통을통해추가적인업무를파악한다. 

해피콜 서비스를 하라

청소매뉴얼은레스토랑, 병원, 사무실, 극장등거래업체에따라달라진다.
공통점은철저한사후관리다. 청소를마치면‘해피콜’이라는사후서비스를통해만족사
항과불만족사항을점검, 다음청소에반 하는데, 이는거래업체의만족도가아주높다.

충분한 사전 상담 및
사후 해피콜 서비스로 고객 니즈 파악

1

2

위생컨설팅및청소모두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서비스로, 고객의 1회성요청으로
끝나는것이아니다. 최선을다해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사후서비스에대해상담하
며추가적으로정기서비스계약을끌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충분한사전상담및
사후해피콜서비스로고객의요구(Needs)를파악하는것이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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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인간의기본적인욕구이자인간의삶을 위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자원이다. 이
러한점에서식품안전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현대산업사회에접
어들어경제및과학기술, 정보전달수준, 소득수준의향상에따라식품위생안전과식품
구입시정보력등소비자의의식수준이향상되고있다. 

국내역시소비자들의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유해물질이검출되었다
는어린이집놀이터와어린이집, 유치원등의명단이공개되고, 위생관리가소홀한산후조
리원, 비위생적인공중위생업소의명단도대중에공개되었다. 이러한위생관련사건들이
대중에공개될때미디어의 향력은매우크다. 식품안전사건발생시미디어의 향력이
큰지를묻는설문에서매우그렇다가92.6%를차지했을정도로유해성분에대한매체보도
가일반인들의의식과행동에도많은변화를일으키고있는것이다. 

또한국내식중독사례역시꾸준히발생되고있다. 식중독발생은부적절한온도에서장시
간보관하는경우에도생기지만식품취급자나취급자의지식부족, 식품취급시부적절한
행동이원인이되는경우가많다. 이에각지자체에서는여름철이나명절등세균번식이쉬
운시즌식중독발생가능성이높은시설과업소에대한위생지도와현장점검을실시하며
위생점검에대한경종을울리기도했다. 

2006년 기준으로 위생관리용역협회에 등록된 청소대행업체는 약 3,800개이지만 대부분
세하게 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경 기법과 첨단장비, 친환경 콘셉트로 시장을

공략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국내청소시장규모는2조원에달하며, 이중국내
홈클리닝시장규모는4,500억원을넘어서는등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비자의위생에관한의식이더욱뚜렷해지고식중독방지를위한위생관련정책이
강화됨에따라식품위생컨설팅청소서비스에대한수요는갈수록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업 분석 | 유해세균으로부터나를지키는기본서비스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족 안심 프로젝트‘위생 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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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이 필요

3D 사업은기본적으로성실해야하고대외관계도원만해야한다. 오전과오후업무는분담
해서진행하고남는시간은무의미하게보내지말고홍보나고객관리에힘써야한다. 또한
청소는허드렛일이라는선입견이있는데, 스스로직업에자긍심을느끼지못하면누구에게
도존중받을수없음을알아야한다. 또한새로운기술과디자인에대한꾸준한연구로트
렌드를읽으면고정적이고안정적인수익창출이가능할것이다.

밤낮이 바뀐 작업으로 체력저하 우려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장기간 소요
사업 초기 고정고객 미확보로 안정적 매출
발생 어려움
자본규모가 적어서 신규투자의 어려움
무점포로 초기 고객에게 신뢰도 제공의
어려움

소자본 창업으로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낮음

‘청소는 허드렛일’이라는 선입견
웅진코웨이와 같은 대기업의 홈클리닝 시장
진출
정부지원의 위생컨설팅 서비스

각종 유해균의 발발과 유행

친환경 소재 개발 및 보급(ex 청소 약품, 도구의 다양
화 등)을 통한 차별화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대체인력 마련 및 공동작업
정부 위생컨설팅 사업 공동 진행
용역업이아닌생활 착서비스제공업으로의개념변환
청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문 경 인으로 성장 지향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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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1회성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라

무엇보다무점포창업이기때문에초기창업비용이적은것이특징이다. 청소의특성상정
기적인관리가필요한곳이많기때문에 1회성계약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안정적인고
정고객을확보가가능하다. 정기적으로요청하는고정고객이많으면인력공급의수를미
리예상할수있고조절이가능하므로불필요한인건비손실을막을수있어안정적인수익
증대를기대할수있다. 

하지만준비없는오픈은창업시어려움을겪을수있다. 다양한정보를파악하고체계적인
시스템마련을위한매뉴얼준비비용과사업초기불규칙적인고객으로인한문제점을대
비하기위한예비비등2,100만원정도의초기자본이필요하다(단, 차량은별도이며청소
장비와직원이함께이동할수있는승합차권장).

모범적인 사업 형태의 경우 본점건물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받아 바로 업에 나갈
수있도록하고있다. 

창업초기에는관련이론과경험에서습득된노하우를지속적으로정리하면서일정정보가
축적된시점에이르면자기만의매뉴얼북으로정리하여야한다. 사업이성장하면직원을
채용하게되는데, 이때가장핵심적인일이체계적인매뉴얼을통한교육과실습이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관련정보 습득 및 매뉴얼 준비

전문 클리닝 장비, 명함, 전단지, 유니폼 등

전단지,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차량별도

200만원

1,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100만원

준비비

장비 및 부대용품

홍보비

예비비

무점포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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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실업률(3.8%)보다청년실업률(7.6%)이갑절로높은시대, 창업은이제 40~50
대를넘어20~30대에게도큰화두가된지오래다. 최근엔이런세태를반 해일찌
감치 창업으로 눈을 돌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준비없이무턱대고창업에도전하는것보다는다양한경험들을통해요령을체
득하는 편이 훨씬 좋다. 청소대행업 역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밑그림을 그린다면
젊은열정과성실을더해좋은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다.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정
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건물의 생명
력을 연장시킨다.

성공 도우미 | 정책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는 움직인다!

친절보다 앞선 서비스, 위생
이제 3D가 아닌 최첨단 시스템으로 고객을 사로잡다

성공 도우미 TIP

정부정책의 변화 관찰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고객
을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변화 중인 소비자들의 인식 소자본 투자 및 기피사업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리한 투
자보다는 초기 투자비용과 고정 지출이
적은 사업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無)점포사업
초기 무점포 사업으로 하면 실패에 대한
부담도 덜고 덩치가 가벼워 다양한 마케
팅에 대한 시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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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애완동물
Total Solution 사업

애완동물의 모든 것,
애완동물 Total Solution으로 고민 끝!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전문점이소자본창업으로급부상하고있으며, B to B 사업및관련서비스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률이 높은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일본 역시 경기 불황 속에
서도 시장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이 아닌‘반려동물’이라는 즉, 생각과
행동을같이하는동무라는뜻으로확대되고있다. 그만큼애완동물을온마음을다해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애완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가증가하는현실에서애완동물관련사업은계속해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Dogvacay

이선화

미국

틈새

비점포

www.dogvacay.com

온라인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애완견 전용 B to B 사업

애완동물 Total Solution 사업은고객이사랑하는애완동물곁을잠시떠나있을때애완
동물에대한숙박, 식사등모든서비스를대행해주는서비스로, 온라인으로본인의애완
동물에맞는호스트(위탁관리인)를찾을수있는검색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의료, 보
험, 훈련, 미용등다양한서비스도함께받아볼수있다. 지역에따른맞춤형시터연결뿐
만아니라모바일을통해실시간리뷰및활동모습을사진· 상등으로제공하고있어보
다섬세하고디테일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산책시에는위치정보시스템(GPS)을통
해주인의휴대전화로보내주기도한다.

애완동물 관련 사업은 특수분야인 만큼 다양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업무를수행하는인력에대한전문성이요구되며, 지역별호스트를모집하고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폭 넓은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제휴를통해수익을취할수있어야한다.

사업전략 | 전문화된 Total Solution 구축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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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이해 제고
인력 고용에 대한 많은 투자
지역별 호스트 모집 및 관리
호스트 계약 시 법적 준수 사항
들을 반드시 명기

전문 인력 고용

갑작스런 사고와 향후 이상 징
후 발생을 대비한 주변 상권과
의 연계

동물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폭 넓은 네트워크 구축
업무제휴를 통한 Win-Win 전
략 필요
애완동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함께 판매

애완동물 용품 업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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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라

어디서든원하는장소의시터와필요한서비스선택이가능하고, 애완동물관
리에필요한의료, 미용, 애완용품을접목시켜체계적으로고객에게제공할수있는토탈서
비스시스템을만들어양질의서비스를원하는고객의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

패키지를 구성해라

월일정금액에애완동물용품을패키지로구성하여배송하는고객맞춤형마
케팅전략을세워야한다. 즉‘서브스크립션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 정기구매
회원시스템)’와접목한다면더욱높은수익및고객만족을기대할수있다.

1

2

보험 상품과 연계해라

최근 애완동물 등록제로 애완동물 보험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애완동물의
의료, 미용부문을보험상품과연계하여제공하여부가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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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니즈를 감성으로 읽어라

말하지못하는애완동물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그들만의언어로사랑을전달
한다는것이본마케팅의핵심이다. 이를통해애완동물을사랑하는고객들의감수성을자극하
여브랜드에대한호의적인반응을끌어내도록한다.

장기 고객을 유치하라

애완동물관련브랜드와업체들이활성화되면서고객의니즈가점점복잡해
지고있다. 이를위해서는 정서적, 감각적측면에서다가가야한다. 패키지상품및보험을
연계하여장기고객유치를해야하며, 고객들이무엇에가치를두는지지속적으로측정해
야한다.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제공하라

고객들의공통관심사를통해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한다. 그들만을위
한커뮤니티제공을통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해야하며, 고객이참여할수있는다양
한이벤트를통해단골고객을확보해야한다.

1

2

3

감성 마케팅 및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장기고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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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신중하면서 까다로움
▶ 애완동물 소유자의 지출 증가
▶ 애완동물 소유와 인구적 동향
▶ 애견 인구는 소형견으로 이동
▶ 고령화하는 애완동물 인구
▶ 애완동물의 과체중과 비만
▶ 고소득 가구의 증가
▶시장에새로운일면을더하는베이비붐세대

▶ 가족으로서의 애완동물
▶ 애완동물에게 긍정적인 미디어 노출
▶ 사람의 건강 촉진제가 되는 사람과 애완동물
의 교류

▶‘자신의 애완동물은 건강에 좋은 향을 미치
고 있다’는 인식

▶ 교실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촉
진하는 향후의 애완동물 소유

▶ 고양이 시장의 잠재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독신자와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5%가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이러한가족구성원의변화는평생을친구처럼가족처럼함께해줄애완동물을기르는가
구의증가를불러왔고, 애완동물이미가족구성원의하나로자리한지오래다. 이에따라관
련 용품및 의료서비스가고급화되면서애완동물의수명은 연장되고있으며, 사료, 병원,
미용, 훈련, 교배등으로수익을올리는업체가계속해서성장하고있다. 또한애견택시, 애
견유치원, 애견미용학원, 애견호텔, 애견카페등신종아이디어사업들이애완견주인들의
고급취향을자극하면서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 

현재 애완동물 관련 시장은 6조 원 안팎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한국애견협회가 추정하는
애완견시장규모는이미연간1조2천억원을넘어선것으로추정된다. 전국애견미용강
사를배출하는학원도40여곳에달하며, 전국300여개정도로추산되는애견센터는대부
분미용업을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애완동물관련산업은선진국형산업으로매년 2자리수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이는사회전반적으로애완동물에대한의식변화와발맞추어신규시장창출에크게기여
할것으로전망된다.

사업 분석 | 애완동물이아닌반려동물로의사회저변의식확대

처음부터 끝까지, 
애완견의 복지를 위해 태어나다

시장규모 9 11.4 14.3 18.1 22.9 28.9 36.5 46.0 58.1
구분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애완동물 관련시장 규모성장 전망 단위 : 천억 원

애완동물 시장 성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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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고객은 원스톱 서비스를 원한다!

애완동물관련창업의트렌드는‘원스톱서비스’와‘차량방문종합애완동물서비스’이다.
애완동물을데리고이곳저곳다니기가힘들다는점을공략해애완동물관련서비스를대
형마트나쇼핑몰, 백화점등에서한번에해결할수있도록하여원스톱서비스로멀티매출
을올린다. 하지만대부분업체의원스톱서비스는점포를통해운 되므로, 고객이필요한
동안자신의애완동물을맡길수있는장소와사람을연결해주는온라인서비스와방문픽
업까지가능한서비스로집안에서도모든것이가능한서비스를제공한다면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

애완동물 관련업종의 전문화 및 세분화
기존 다양한 형태 서비스
국내 애완동물 관련 제도의 미흡
해외 제품 수입 증가
지속되는 경기 불황

대기업 사업 참여(풀무원, CJ제일제당, 이마
트 몰리스펫샵 등)
애완동물 브랜드 중심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증가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음

애완동물 사업에 대한 전문성 필요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폭 넓은 네트워킹
서비스 유행 주기가 짧음
애완동물 토탈 솔루션 서비스 제공
애완동물 전문 브랜드화 필요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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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경기침체를 넘어 지속적 성장 가도를 달리다

국내애완동물관련용품시장은매출액이급성장하는추세이며, 업체수도꾸준히늘어나
고있다. 애완동물에서반려동물으로의의식변화에따라경기침체가있었던예전과는달리
애완동물에대한소비수준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특히고소득층사이에는식품및액
세서리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가격경쟁력이있는온라인시장도함
께성장하고있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사무실 보증금

사무실 월 임대 비용

실내 인테리어

전기, 수도, 사무실 비용

컴퓨터, 비품, 사무용품 외

매월 고정 지급

웹사이트 구축

매월 온라인 광고 비용

2,0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만원

600만원

130만원

500만원

100만원

3,76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관리비

기타자재비

인건비

사이트 개발

광고비

점포
(사무실)
15평(50m²)

홈페이지
개발

계

※ 무점포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초기에는 최대한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음.

창업비 및 투자내역

▶ 애완동물 관련 산업의 2012년 시장규모는 애완동물시장을 제외하고 약 8,947억 5천 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가구 평균 지출액 44,664원

2012년 애완동물 수요 전체 가구 20,033(천 가구)  

2012년 관련시장 규모 : 전체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 전체 가구수

= 44,664(원)  20,033(천 가구) = 894,753,91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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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욕구는나날이복잡해진다. 애견Total Solution 서비스에도불구하고틈새
를전문화한아이템들이쏟아지고있다. 예를들어애견사진관, 애견장례대행서비
스, 닥스훈트혈통견전문농장사업, 애완견전문정수기, 애완견전문빵집등그종
류만해도수십가지다. 기존애견숍과쇼핑몰이충족시켜주지못하는고객의욕구를
재빨리사업으로연결하는창업이이루어지고있다.

‘상품의질이좋다고승자가되는것이아니라, 먼저움직여야승자가되는것이다’라
고 톰 피터스가 말했듯이 창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부딪혀라.
그러면성공의문이열릴것이다.  

바쁜현대인을위한토탈솔루션서비스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토털 서비스 제공

성공 도우미 | 처음부터 끝까지, 애견 복지를 위해 태어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완동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다!

성공 도우미 TIP

선택의 기회 제공
고객들로 하여금 저렴한 패키지 상품
부터 고가의 상품까지 구매하는데 있어
선택의기회를제공

획기적인 디자인
편리한 서비스

최소한의 사업 자금

일대일 고객 마케팅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관리하며, 고객과 꾸준히 접촉할 수
있는 일대일 마케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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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사무기기
반값 임대

알고 나면 불편한 진실
사무기기 반값 임대로 행복해지기

렌탈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서 가전, 자동차, 사무기기 등 우리 일
상생활 전반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사무기기 분야는 고정비의 감소, 유지 관리의 편리성,
경제성등으로이미많은중소기업들이애용하고있으며, 소기업, 자 업자및개인고객들까
지활발히이용하고있어앞으로다양한분야의틈새시장에서성장이예견되고있다.

프린터온

박노정

한국

전문 서비스

점포/비점포

www.printeron.co.kr

프린터온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다양한 가격대의 사무기기 반값으로 대여

사무기기반값임대아이템은대여방식을기본으로보다다양하고세분화된제품을구비
하여대여시장에서제외되었던소기업, 자 업자, 가정으로까지고객층을흡수확대할수
있는틈새아이템이다. 기존의사무기기대여사업은프린트의경우월4~5만원대부담으
로잉크무한리필과A/S가제공되는상품이었으나, 본아이템의경우고객의사용량과형
태에따라최저9,900원에서부터다양하게대여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하 으며, 전문분
야인만큼안정적인수입확보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사무기기 임대사업은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주 고객층이다. 하지만 본 아이템은
고객의사용량에따라금액을지정할수있는선택제방식이어서불필요한비용을절감할
수있으므로소규모자 업자나가정용개인고객까지도이용할수있다는장점을최대한
부각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전략 | 사업 아이템의 최대 장점을 널리 알려라

고객 사용량에 따라
이용 금액 절감에 대한 홍보가 필수

베스트아이디어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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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품 구성을 부각시켜라

우선9,900원부터대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가정용은물론소규모사무
실, 자 업자들도고객이될수있기때문에이를적극적으로부각시키도록한다.

소량 사용 고객을 집중 공략하라

일반인들이사무기기구입비용과유지보수의번거로움을감수하고도구매방
식을택하는것은소량사용에따른임대의비경제성때문이다. 따라서사용량에따라다양
한임대상품을제공하여기존임대시장에서제외되었던소규모고객을집중적으로공략하
는것이필요하다.

1

2

기존 상품과의 연계 판촉을 강화하라

창업자가기존또는현재관련업종을운 하고있다면취급아이템과연계
하여좀더다양한운 전략을짜볼수있다. 컴퓨터유지보수사업을운 한다면고객들
에게수리비를할인해주는등의판촉을활용해도좋다.

3

창업준비

창업 형태와 점포 임대

동 아이템은 다양한 창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창업자의 여건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창업
방식을 선택한다.
점포 창업
사무기기 임대 전용 매장으로 운 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업종을 운 하고 있는 경우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이다.
무점포 창업
샵인샵 형태의 창업도 가능하고,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 업용 차량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관련 기술 습득

프린터, 복합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 지식과 잉크, 외부 공급 장치 등 주요 부품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키워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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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상품 구성을 홍보하라

소규모자 업자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홍보와판촉행사를통해새로운임대
서비스를지속적으로알리는것이중요하며, 초기원활한시장진입을위해무상체험서비스
등을병행하는것도잠재고객발굴에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사무기기 활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를 어필하라

학원, 자동차 업소, 유치원, 어린이집, 공인중개사등소규모자 업이지만
사무기기활용에따른업무효율과매출증대를홍보한다. 온오프라인홍보도적극적으로
시행하고사무기기활용의장점과렌탈의편리성에대해서도 업에활용하도록한다.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라

저렴하고편리한대여서비스에대한체험이중요한바, 초기에는무료체험,
다른아이템과의연계서비스등고객이실제사용해볼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
는마케팅에주력하는것이좋다.

1

2

3

소규모 신규 고객
관리 및 임대 장점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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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 렌탈 시장은 기업들의 경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미
1990년대부터본격화되기시작하여이제는대규모제조업체는물론소규모의다양한대여
업체들까지활성화되어있는시장이다. 최근한국렌탈협회에따르면렌터카를제외한국내
렌탈시장규모는2006년3조원, 2008년4조5천억원그리고최근10조2천억원정도
로추산하고있어지난몇년사이3배가량시장이커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 중 사무기기렌탈도꾸준히증가하고있고, 그 종류도다양화되고있다. 이동통신사와
연계한스마트렌탈서비스(PC, 노트북, TV)가출시되는등점차세분화되고있는추세이
다.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들도효율적인경 과비용절감을위
해사무기기렌탈서비스를활용하고있고, 이러한분위기는렌탈회사들의새로운상품출
시를위한경쟁으로확산되는조짐을보이고있다.     

사무기기렌탈사업은해당기기를직접제작하거나전문적인부분의유지보수등을해주
는것이아닌기존의완제품을고객들에게임대해주는것으로서기본적인제품지식만으
로도창업이가능하다는것이장점이다. 이에중요한것은프린터나복합기본체에잉크를
공급해주는외부장치와방식인데, 이부분에대한기술력을키울필요가있으며, 고객의
요구와트렌드변화에따라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성도갖추어나갈필요가있다.  

또한이미대용량사용을기준으로한기업들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어소량사용
을원하는일반고객들에게적합한상품이라는것을최대한홍보하고잠재고객에대한적
극적인마케팅을펼친다면시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사업 분석 | 소규모고객들을위한맞춤전략을세워라

다양화되는 렌탈 서비스에서
소규모·전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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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꾸준히 유지하라

기본적으로프린터나복합기의메커니즘은경쟁사와크게다를것이없다. 내가취급하는
아이템이경쟁사대비어떠한장점이있는지를정확히인지할수있어야하며, 경쟁업체들
의상품과서비스에대한기술적특성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고객들의반응
을살핌으로서동사업에필요한기술을꾸준히유지하여야한다. 이에가능한창업전관
련제품들에대한기본지식을습득하여사업초기예상되는기술적부분들에대한어려움
을해소할수있어야한다.

창업자의사무기기렌탈시장에대한경험부족
사무기기 장비들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부족
사무기기 렌탈 사업의 특성상 매장 운 어려움
신규 아이템으로서 사업 초기 벤치마킹 어려움
소상공인 창업에 따른 마케팅 및 업의 한계점

기존 경쟁업체들의 시장 선점에 따른 사업
노하우 축적
사무기기 관련 전문 업체 및 유사 경쟁업체들
의 기술적 전문성
경쟁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 및 업 노하우
신규 아이템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 부족

(차별화 및 장점 부각 한계)
경쟁 업체들의 마케팅 및
홍보 경쟁 치열

철저한 사전 교육 및 지속적인 노하우 습득으로 전문성 축적 노력
주요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 제품 지식 습득 및 다양한 A/S 활동
수행
창업 유형(무점포, 샵인샵, 독립 점포 등)의 장단점 분석 및 기존
업체 벤치마킹
소기업및자 업고객들을중심으로상품의경제성집중부각
관내 가망 고객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체험 서비스 시행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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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고객관리를 통해 잠재고객을 충성고객화 하라

본사업의주수입원은사무기기렌탈수익이며, 부가적
으로 잉크 판매, 사무기기 판매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소규모기업, 자 업자는물론소량사용을위해
최저가상품을구입하는개인고객들까지도철저한고객
관리를 통해 고정고객화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구
조를실현할수있다.
아이템별로수익률등의차이가있으나렌탈사업의특성
상일정한수준의고정고객을확보하면기본적으로렌탈
수입만으로도약간의안정적인수익확보가가능하며, 적
절한상품홍보와부가아이템제공등을통해수익구조의
다양화전략도병행하는편이좋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준)상업지구 2층 이상 기준
가구 및 기본 설비(전기,조명 등)
전면 간판

교육비/판촉비/보증금
초도 물품 구매비/홍보비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보증금
인테리어
간판
소계
가맹비
초기비용
소계

점포
10평
(33m²)
①

가맹비/
초기비용
②

계

※ ① : 점포 창업의 경우 해당 (무점포 창업 시 창업 비용에서 제외)
※ ② : 프랜차이즈 창업 기준

(예상) 순수익 : 306만원 (매출이익 대비 80%) / 사업 1년차 기준
☞사업 2년차~3년차 까지는 매년 30% 정도 매출 증대 예상(3년차 기준 - 예상 순이익 650만 원)

창업비 및 투자내역

기기 렌탈
잉크 수입
기기 판매
합계

2만원
1만원
15만원

240만원
120만원
150만원
510만원

240만원
120만원
22.5만원

382.5만원

120
120
10

구분 단가 수량 매출액 순수익

예상 매출(월)

임대 시장에서의 주요 신규 고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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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서비스는 이제 현실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제공된다. 온라인에 무료 저장
공간을제공하고무료저장용량을초과해서더많은용량이필요하면추가사용료를
내는형식의렌탈서비스인셈이다. 우리가창고를대여해서쓰며창고사용료를지
급하는것과같다. 이처럼온라인저장공간서비스가생활속에자리잡으면서는보
안에특별한신경을쓸필요가없는일반인사이에서USB디스크는사용빈도가점차
떨어지고있다.

이처럼다양한종류의렌탈서비스는이제온라인과오프라인을넘나들며우리의삶
속에자리하고있으므로렌탈사업을통한잠재력은여전히무궁무진하다고할수있
겠다.

경 자마인드
창업자는 사업 경 에 필요한 마케팅,
업, 재무, 고객관리 등 경 활동 전반

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

성공 도우미 |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성을 갖춘 사전 준비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

저비용 고효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사무기기 반값 임대 사업

성공 도우미 TIP

충분한 시장 조사
지역 중심의 사업 형태를 고려할 때 대
상 고객들의 반응이나 시장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전문성을 보완하고 리스크를 줄여주
는 프랜차이즈 형태를 선호

기존 사업 아이템과 연계 판촉
기존 유사한 아이템과 연계하여 마케팅
함으로써 매출 시너지 효과 기대

사업 초기 적극적 업 필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직접적인 방문
을 통해 잠재고객 발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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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지역단위커뮤니티에서필요한것을
공유해 주는 사업

소유 시대의 종말
협력적 소비를 알리는 공유경제 등장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집카’는
지역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로 북미에서만 65만 명의 회원을 불러 모았다. 소셜 민박 네트
워크인‘에어비엔비’는 창업 3년 만에 객실 수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을 앞질 다.
넥타이·드레스·장난감·사무실·토지 등에서도 공유 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유
경제모델에도전하는기업이하나둘등장하고있다.

(주) W company

은종성((주)비즈웹코리아)

한국

웹기반

점포 / 비점포

http://wonderlend.kr

http://www.wisdo.me/
1532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서로의 신뢰로 다져진 공유경제에서 시작된 창업

최근안정적인창업방식으로‘공유경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공유경제의가장
큰기반은무엇보다도‘신뢰’이다. 자신의것을다른사람과나누기위해서는다른소비자
들에대한신뢰가필요하며, 공유기업의서비스플랫폼이구축되어있어야한다. 이러한공
유경제에뿌리를둔‘지역단위커뮤니티에서필요한것을공유해주는사업’은지역내에
서소정의대여료만내면빌릴수있는서비스다. 유무형자산을서로빌리고, 빌려주면서
협력적으로소비를하는것이다. 대여방법도간단하여이용자의만족도역시높아지고있다.

‘지역단위커뮤니티에서필요한것을공유해주는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자신의자
원을공유하려는대여자와유휴자원을적절하게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를안정적으로확
보할수있어야한다. 또한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을적절히활용할필요가있다. 

사업전략 | 가치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확대하는데 기여

자원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안정적으로 확보

베스트아이디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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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장을 확대하라

‘지역단위커뮤니티에서필요한것을공유해주는사업’의주요고객군은소
유경제의재화나서비스에불만족했던고객군과소유경제에서는거래되지않는재화나서
비스소구로구매를포기해야했던고객군이다. 따라서기존구매에불만족했던비충성고
객들의욕구를충족시켜줌으로써공유경제고객으로의이전이가능하다.

아마추어를 판매 주체로 성장시켜라

개인의정보력향상과IT 플랫폼비즈니스의발달을통해아마추어 던개인
들이판매주체로성장할수있다. 또한전문기업들이아닌개인이주체가됨으로써기존소
유경제에서거래수익이발생하지않았던개인들의시장참여가가능하다.

1

2

저렴한 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라

대여자와이용자간의직거래로유통마진이제거됨에따라이용자는저렴한
비용으로재화나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 또한필요한기간만큼만대여할수있어불필요
한비용발생을줄일수있다.

3

유휴자원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부각하라

대여자는쓰지않고방치되어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없던유휴자원을거래
함으로써추가적인거래수익을창출할수있게되고, 경제적효율성을달성할수있다.

4

지역내에서
공유가치가있는
자원에대한조사

창업절차

체크포인트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자원을 공유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
하면서 공유가치가
있는 수요를 조사

사무실임차

온라인 플랫폼을 중
심으로 운 되므로
사무실 용도로 적합
한 곳을 선정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하고 관할 세무서에
서 사업자등록증 발
급을 신청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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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

‘고객만족도’관리시스템으로Facebook을활용한다. 페이스북커넥터에회사
전체시스템을넣음으로써페이스북의소셜그래프를본아이템과결합한다. 이로서낯선사람
과내공간을공유할때반드시필요한신뢰를쌓을수있는시스템이구축된다.

문화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라

대여자가제공하는모든자원은사진과함께등록되어야하며, 등록된모든
자원은똑같은제품이있어서는안된다. 

무형자원 거래를 활성화시켜라

무형자원은소유경제에서거래되지않던형태의자원으로, 사용할수록감가
상각을통해가치가소진되는유형자원과달리사용하는사람과범위가넓어질수록가치가
증대되게된다. 

1

2

3

더 넓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라

동일자원에서의수직적성장은서비스확대에따른추가비용이높지않으며,
추가적인리스크발생가능성도낮다는장점이있다. 또한더완성도높은서비스를제공할
수있게됨에따라해당서비스내에서전문성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4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구청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
신판매업 신고

자원공유커뮤니티
플랫폼구축

온라인 플랫폼을 기
반으로 유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
자와 이용자 간 직거
래 시스템 구축

자원공유플랫폼
사업개시

유휴자원 거래가 성
사되면 대여자는 이
용자에게 다양한 방
식으로 자원을 전달

04 05 06

신뢰를 우선으로 한 고객 만족 극대화와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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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란대기업이만든제품을일방적으로소비하는기존의형태와달리소비자들이가
진재화와재능을나누는새로운소비트렌드이다. 재화의경우절판된책이나음반을가진
소유자가공유경제를통해타인과의공유가가능해짐에따라생산되지않는재화를거래할
수있게된것이다. 이러한장점은무형자원에서더욱두드러진다. 소유경제의특성상시
간, 재능, 경험등의무형자원은소유권을정하기가어려워거래시장이형성되기매우어려
웠다. 하지만공유경제를통해재화나서비스뿐만아니라시간, 아이디어, 경험등모든무
형자원의거래가가능할수있게된것이다.  

공유경제는온라인플랫폼에기반한거래모델이다. 자원소유자와이용자는공유경제업체
가구축한온라인플랫폼에기반해거래에참여하고, SNS 및커뮤니티를통해서로에대한
신뢰를검증하게된다. 이러한거래모델이탄생하게된핵심적인배경은 IT 플랫폼비즈니
스의발달이라고볼수있는데, 애플의 App Store를기점으로모바일중심의마켓플레이
스가형성되고, 페이스북을통해전세계수십억명의인구가거대한하나의네트워크로
연결되게된것이바로그예다.   

이러한공유의바람은 IT 뿐만아니라경제, 정부, 예술, 교육등다양한분야에도불고있
다. 유명대학에서는교육콘텐츠를공개하여누구나무료로석학들의수업을들을수있게
시행하고있고, 정부에서는정부콘텐츠, 데이터, 유휴공간등을민간에개방하는정책을펼
치며, 아티스트는자신의음원을다른사람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공유하기도한다. 

현재 공유경제 규모는 전 세계 기준으로 550조 원에 이르며 포브스는 2013년 공유경제
규모가25% 성장할것으로전망하기도했다. 이러한시장의확대와더불어자원의효용성을
높이고, 기회의균등한제공을가져오는공유경제는과도한소비문화와소유경제속에서
지속가능한삶을위한사회의해법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사업 분석 | 소비자들이가진재화와재능을나누는소비트렌드

이미 생산된 자원의 합리적 소비
‘지역단위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것을 공유해 주는 사업’



상황에따라소유보다이용을택하겠지만경제적으
로여유가있다면굳이이용만할수있는것을택하
지는않을수있음
경기침체와같은시기에일시적으로수요가늘어나
는특징이있음
대여자의입장에서는내가잘알지못하는누군가에
게나의자원을공유해주는것에대한거부감이아
직크게존재함
이용자의입장에서도어디서대여자에대한확실한
신뢰검증없이어떻게사용되었는지확인되지않
은물건을공유하여사용하는것에대한
불확신이자리잡고있음
공유경제를유휴자원의경제적효율
성을제고하는새로운사회경제활동
이라고생각하기보다는비용절감을
위한중고물품대여서비스라고인식
하는경향이많음

물품대여이후의감가상각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대여자와이용자간의정도에따른분쟁발생시이를
해결하기위한정확한기준이미비한상태임
물건의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파손
에 대한 배상의 범위, 즉 파손 전 재화의 사용상태
에 대한 정확한 근거치가 불분명함
공유경제 모델을 토대로 개인은 유휴자원 및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러한 경
우 법인이 아닌 개인의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

가 제기됨
전문성을 갖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무형자원에 대해 이용
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
한 명확한 책임규정과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
태임

공유경제의확산의또다른걸림돌인거래참여자간의신뢰도를검증할수있는시스템도입
Trustcloud는 페이스북이나트위터에노출되는직간접적인정보들을기초로, 개인의정보를
Trustscore라는 점수로환산하여 Trustcard를 발급하는체계를구축하 음. 이 시스템을통해
사용자는핸드폰에서이베이까지다양한정보를입력함으로써신용도를높이고, 회사는이신
뢰도를바탕으로안정성을보장해줄수있게됨
사회적인식재고를위한성공사례발굴
다양한사회구성원의참여유도, 독일은전체인구의 12%가 공유경제에참여하고있다고함
이렇게공유경제가사회의큰흐름으로자리잡고성장할수있었던가장큰배경은정부와대
기업들의적극적인공유경제참여에있음
사회적기업형태로서비스제공, BMW와 폭스바겐등은인수나협력을통해카쉐어링서비스
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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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대여자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기준이 모호

공유경제 모델을 토대로 개인은 유휴자원 및 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데, 이러한경우법인이아닌개인의수익에대한세금부과여부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
며, 소비자의불만족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명확한책임규정과분쟁을해결할수있는
방안을마련해놓아야한다.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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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10~20%의 대여 수수료로 수익 창출

이용자와 대여자의 적정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결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지급된대여료중공유경제업체는 10~20% 수준의거래수수료를취하고, 나머지
를대여자에게전달하게된다. 

구분 금액 비 고

웹으로 중계되는 서비스로 임차비용이 낮은 곳

오픈 API방식을 활용한 지도연계, 모바일

시스템연계, 인터넷쇼핑몰 기능 포함

1년(웹,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

간판 등

사무실, 웹서비스 관리비 등

사업주, 직원 1명 3개월 인건비

전기, 수도, 통신비(월 30만원)

전단지, 리플렛제작, 검색포털 등록, 

키워드 광고 등

예비비

3,000만원

0

3,000만원

2,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3,200만원

15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50만원

2,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9,000만원

임차보증금

권리금

소 계

공유자원플랫폼

웹호스팅

사무집기구입비용

기타

소 계

관리비

인건비

관리비

마케팅비

기타

소 계

예비비

소 계

사무실
구입비

공유자원
플랫폼
구축 및
사무시설

운 비

기타
(개업비용)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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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가치를중요하게생각하는공유경제는새로운개념이아니다. 과거마을은
공동체공유경제 으나그실효성이떨어져산업화시대가도래했고, 산업혁명은대
량생산의시장논리를가져왔으나역시많은부작용을낳았다.

공유경제가소셜미디어를통해우리에게다시과거의생활시스템의매력을가져다주
고 있다. 한때 70년대의 물방울 무늬가 패션 유행으로 이슈화되었듯이 창업 아이템
역시완전히새로운것이라기보다는과거의비슷한아이템에서회귀된발전의산물
이라고할수있다.

현명하게소비할수있는문화정착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시 구매가 아닌
대여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소
비가 가능하다.

성공 도우미 | 새로운 소비문화의 트렌드를 이끌다

이용자의 경제성과 대여자의 성장성을 모두 갖춘
성공 플랫폼

성공 도우미 TIP

손쉬운 검색 시스템 제공
누구나 쉽고 빠른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원하는 물품을 쉽게
검색하고 직접 또는 택배를 통해 빠르
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판관리 시스템 관리
물품 대여를 받았을 때 대여자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판과 함께 커뮤니티를
관리해서 보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유도할수있어야한다.

사회적 가치 증대 전략
경쟁적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투자여
력이 미흡하여 소유경제에서 소외되었
던 지역경제의 다양한 자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비경제인구(노인, 미취업자, 주부 등)에
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자원으로의 수평적 확장
다양한 수익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 특
정 서비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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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친환경에코베이비를위한천기저귀세탁, 배달 서비스

Happy Bottom Diaper Service

사랑하는 우리아기의 피부를
지키기위한 현명한 에코맘들의 선택!

환경오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아토피와같은질환이늘어나면서유기농, 친환경관련된
아이 용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중 아이 기저귀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용품으로, 최근에는 100% 유기농 소재의 천 기저귀를 찾는 부모들이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세탁해야 한다는 불편함에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Happy
Bottoms Diaper Service는 이러한 불편함을 배송 서비스라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혁
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한다. 종이 기저귀의 엄청난 쓰레기라는 오명을 벗음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은 천 기저귀 사업은 그 불편함만 해소해준다면 많은 잠재고객들에게
매력적인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의세탁소들과연계할수있기때문에지역사회발전에도
좋은 향을주는사업이다. 

Happy Bottoms Diaper Service

프로젝트 에디

미국

친환경, 유아

지역사회, 점포

www.happybottomsdia

perservice.com

홈페이지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천 기저귀의 수거 및 배송으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

Happy Bottoms Diaper Service는 고객들이사용한천기저귀를수거하여세탁후다시
고객에게배송해줌으로써매일세탁해야하는번거로움을가진천기저귀의불편을해결
했다. 고객은아이가볼일을보고난후의기저귀를벗겨내용물을변기에투하하고기저
귀를 잘 말아 업체에서 제공하는 생분해성 가방에 담아두기만 하면 된다. 수거된 가방은
160도의세탁물에서자연분해가되기때문에직접기저귀를만지지않고도세탁이가능하
다. 출산예정인예비엄마들도출생 2주전에예약신청할수있으며, 첫달에는가입비로
137달러가, 추후달마다72달러로이용이가능하다.

아이를대상으로하는사업은그어떤사업보다신뢰와믿음이중요하다. 실제아이를키우
는엄마가창업하는것이가장큰신뢰를줄수있으며, 다양한사회공헌프로그램을통해
진정성있는기업으로거듭나야한다. 또천기저귀사용을불편하게생각하고익숙지않아
하는엄마들의분위기를바꾸기위한사회적이슈를만들어내야한다. 아이를생각하는엄
마라면당연히천기저귀를사용해야하는필수아이템으로상품포지셔닝을준비하고, 천
기저귀가가지는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꾸준한아이디어연구도필요하다. 

사업전략 | 지구환경과 아이 건강을 생각하는 천 기저귀 세탁
배송 서비스

중산층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천 기저귀의 장점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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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라

Happy Bottoms Diaper Service는 유기농 100% 순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능에있어차별화를주지는못한다. 따라서통풍성과투과성이우수하거나짓무름방지,
탁월한흡수성등다른천기저귀와차별화할수있는우리브랜드만의독특한친환경소재
를연구·개발할필요가있다.

지역 커뮤니티와 꾸준히 교류하라

지역주부들을대상으로한무료체험이벤트나천기저귀사용방법체험기를
공유하는꾸준한모임을열필요가있다. 아직까지생소한천기저귀이다보니일단사용하
게하고그기능에대해신뢰를가진후단골고객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1

2

에코맘을 위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라

천기저귀세탁, 배송뿐아니라관련친환경제품을함께구매할수있게한
다. 천기저귀배송과함께베이비전용바디로션, 베이비전용물티슈등소모품을함께선
택할수있게한다면새로운수익원을창출할수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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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하라

천기저귀세탁, 배송서비스가성공하기위해서는시장을대중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가장좋은방법은“일단써보세요”이다. 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통해천기저귀사용
에대한인식을바꿔주는마케팅이필요하다.

사회에 이슈를 던져라

기존종이기저귀보다는천기저귀가좋다는것을사회에꾸준히알려야한
다. 종이기저귀의환경유해성과아이건강에도좋지않음을사회적인이슈로떠오르게하
는다양한언론노출이필요하며, 기획기사들을엮어이슈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

지역 사회와 연계하라

천기저귀세탁, 배송서비스는지역사회와긴 히연결해야한다. 지역세
탁소를이용해야하며, 지역지리에밝은사람들과함께배송서비스를해야한다. 지역상
권의주요타깃인주부커뮤니티에 착형광고를하고, 지역유아원이나탁아소, 어린이집
에관련이벤트나행사를개최하여긴 한연결고리를가져야할것이다.

1

2

3

주부들의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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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키우는요즘엄마들의가장큰고민은아이의건강과안전이다. 최근환경적요인과
외부자극으로 인한 아토피 발생률이 늘어남에 따라 유아나 어린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바디케어제품과오가닉섬유제품에대한선택이신중해지고있다. 유아의피부에직접닿
는일회용기저귀를오랜시간착용할경우통풍이잘되지않아땀과배설물이아이피부
에계속닿아있어세균, 곰팡이등에쉽게감염될수있으며, 아이피부를자극하게되면발
진, 아토피가발생할수있다. 또한순간흡수를돕는여러화학성분은남자아이들의생식
기온도를높여성인이될경우정자수감소와불임을유발할가능성도보고되고있다. 

그간편리함이라는이름하에무분별하게사용되었던일회용종이기저귀의유해성이심각
하게보도됨에따라천기저귀를사용하려는알뜰주부들이늘고있다. 실제2008년인터파
크조사에의하면90년대거의자취를감췄던천기저귀의판매량이10% 증가했다고발표
되기도했으며, G마켓천기저귀판매량도매년 30%씩상승하고있고, 11번가역시 2011
년38%로매년두자리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천 기저귀 대여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70여 개에 이르고 있
고, 매년20% 이상시장이성장하고있다고한다(Real Diaper Assoociation).
이처럼현재천기저귀사업은잠재수요고객층이많아천기저귀가가지고있는충분히크
게성장가능성이있는아이템이다.

사업 분석 | 매년두자리수이상사업성장을보이며가능성증명

종이 기저귀의 편리함보다
건강과 안전을 선택하다



천기저귀에대한인식이아직은부족
기저귀수거기간동안오염된기저귀를보관
하고있어야함
외출시사용하기에는번거로움
천기저귀를수거해가도, 결국 기저귀커버는
매일빨아야함
수거와세탁등시스템상거쳐야
하는과정이많아인건비지출이큼

모방이 쉬운 아이템으로 카피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음
소비자 인식이 늦어질 경우 홍보비 지출이
클 수 있음
까다로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평판
관리가 쉽지 않음

편리한 종이 기저귀에 대한 대기업
의 막대한 광고와 경쟁해야 함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위생문
제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있음

창업초기에는생소한아이템이기때문에충분한홍보와철저한벤치마킹이필요하다. 다양한체험
고객을내세워입소문마케팅을할필요가있으며, 대기업의막대한종이기저귀광고에대항하기
위한특별한홍보전략이필요
기저귀수거기간동안가지고있어야할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는아이디어의지속적인개발필요
특히, 수거하기전기저귀수거가방의위생을위한탈취제개발과, 천기저귀밖에씌우는커버
디자인에많은연구를요함
사업의특성상지역세탁소와꾸준한연계가필요하며, 지역상권을두고비즈니스를하기때문에동
네어린이방, 탁아소, 유아원등에무료체험을진행하는등꾸준한지역커뮤니티연결의필요
작은규모로시작하는사업이기때문에오히려더신선하고위생적이며신뢰가득한사업이다라고
포지셔닝을다져나갈필요가있다. 아이와관련된사업은엄마들의관심이더높은편으로실제
엄마가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더믿을만하다라는부분을어필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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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천 기저귀에 대한 인식 부족

창업초기에는생소한아이템이기때문에충분한홍보와철저한벤치마킹이필요하다. 때
문에다양한체험고객을앞세워입소문마케팅을할필요가있다. 또한아무리좋은상품
이라도외출시사용할수없다면고객은종이기저귀와천기저귀를동시에사용해야할
것이고, 결국 다시 종이 기저귀의 편리함 속으로 고객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강아지휴대용배변처리기처럼휴대가간편한상품개발이필요하다.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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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해 장기 수익 예상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아파트 집지역, 지하 혹은 3층

개점 1개월간 기준

매장내 가구 및 각종 집기 구입

천 기저귀 & 가방 구매

월 계약

전단지/홈페이지 구축

배송직원/포장직원/CS 담당

1,000만원

50만원

800만원

4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50만원

3,000만원

보증금

임차금

인테리어

천 기저귀 & 가방

세탁소

홍보비/홈페이지

직원 3명기준

비용 점포

상품

수수료

초기비용

인건비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온라인을기반으로예약서비스를받을수있기때문에점포에대한큰조건은없다. 하지
만초기비용측면에서는점포임대와취급제품구매가가장큰비용이지출되는아이템이
될것이며, 세탁소계약비용과인건비정도가고정비로지출될예정이다.  
평균손익분기점은약12개월로, 1년정도운 하면투자금액을회수할수있다. 사업특성
상한번고객을창출하면단골고객으로확보할수있기때문에단기간에매출을올리기보
다는입소문을통한단골고객을확보하는데중점을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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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우려가 고조되면서 환경 비즈니스가 새로운 차원에서 부각
되고 있다. 친환경 업종은 미국, 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황을
이루고있는소자본아이템의하나다. 국내에서도급속히소득수준이향상되고보
다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에대한요구가많아지면서다양한친환경창업아이
템이등장, 새로운유망업종군을형성하며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친환경비즈니스라는트렌디한사업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창업
아이템은 친환경 비즈니스이다. 워낙 사
회적으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및 기업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성공 도우미 | 친환경 비즈니스가 낳은 또 다른 황금알, 천 기저귀

한번 구매로 재사용이 가능한 천 기저귀의 매력,
불황도 이기는 창업 아이템으로 우뚝서다

성공 도우미 TIP

황금알을 낳는 유아 비즈니스
경기불황에도 아이 관련 비즈니스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 하나만 낳아
서 소중하게 키우는 부모들이 늘면서
아이의 건강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 일자리 창출
지역 세탁소의 경제가 좋아지고,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창출한다.

아이와의 유대관계 형성
천 기저귀에 비해 엄마와의 스킨십이 늘
어나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한 번 고객은 원한 고객, 고정적인
수익 창출
매월 300개의 기저귀를 쓰는 아이와
적어도 2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관리만 잘 된다면 고정 수익을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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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외식업 전문
폐업대행
서비스

01
음식관광투어
가이드

02
텃밭을
가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노는 땅을
연결해주는
사업

03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사업

04

01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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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전문
폐업 대행 서비스

전략적 폐업으로 재기를 위한
기회로 만들다.

2013년 1월 자 업자 수는 545만 명으로 2012년 1월보다 2만 1천 명이 줄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음식업이나 숙박업 등 비교적 손쉬운 업종에 창업이
몰리면서 과다경쟁을 불러왔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폐업자
들은더나은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폐업대행업체를찾기시작했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포인트앤마크 주식회사

홍성호(프로벤처링(주))

한국

폐업대행업

점포

www.pointnmark.com

www.munhwa.com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경기 침체 속에도 희망은 있다!

폐업대행업체는식당폐업및업종변경과관련한컨설팅, 주방설계및설비도입, 인테리
어등외식업과관련한전분야에걸친모든업무를원스톱으로해결할수있도록돕는전
문업체다. 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외식업의폐업이속출하고있으며, 폐업대행업체는
이들업체의주방기구및가구등을싼값에매입해판매하고, 업종변경및경 컨설팅까지
담당한다. 앞으로도지속적인외식업의창업과폐업이일어날것이며, 불경기가한동안지
속될것으로예견하고있어자 업자들은폐업대행서비스를통한비용절감이필요한실
정이다. 

폐업시손실은아무리최소화한다해도보편적으로‘30% 정도를건지면다행이다’라는
인식이있다. 이를폐업컨설팅을통하면매각시기와방법등을조율하여사업초기투자금
액의80%까지확보할수있다는것인데, 이같은경쟁력을위해서는주방기구와주방설비
에대한사용정보와식재관리, 안전관리등을상세히교육받아야한다. 또한전자기기수
리에관한기술을연마하거나아래와같은관련교육을수료한다면많은도움이된다.

사업전략 | 전문성 강화

폐업 전문 및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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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창업 컨설팅 업무 역
별 특징
폐업&창업컨설팅실무및이론
컨설팅 Tool 활용 기법

주제별 컨설팅 시뮬레이션
컨설팅 업체 경 및 프로모션
전략
현장 연수(3개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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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하라

전통적으로유통업의홍보방법은전단지에의한것이대부분이었고, 현재까
지도널리이용되고있다. 하지만최근에는인터넷의발달로상품매매가직접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써신뢰도를높일수있다.

중고 물품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라

자 업자들의 대출로 인한 부담과 사업 초기의 목돈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중고물품렌탈서비스를제공한다. 물론A/S도가능하다.

1

2

렌탈 서비스 도입 배경

▶ 금융권 채무 및 연체율 상승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 업자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연체율은
직장인(1.24%)보다 1.5배 높음

▶ 임금 근로자보다 떨어지는 채무 상환능력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2011년)를 보면 자 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음



베스트아이디어 203

홍보 전략에 힘써라

무엇보다자 업에성공하기위해서는자신의존재를알리는홍보에힘써야한
다. 외식업관련단체나프랜차이즈회사등의네트워크를구축해안정적인고객확보에나설
필요가있다.

오픈 전·후 고객 유입을 달리하라

개개인의소비자에게홍보하기위해서는오픈이전에는현수막등을통해홍
보를진행하고, 오픈후에는전단지배포와인터넷커뮤니티활동을통하여소비자를적극
적으로유입시켜야한다.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여라

일부중고용품을소외계층을위해기부하는등적극적인사회공헌활동에참
여하여긍정적인입소문을기대한다.

전국 네트워크를 확보하라

판매자와구매자를모두확보해야원활한사업이전개되는만큼전국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을중심으로산재해있는재활용품수거업체와연합하여제품확보
에노력을기울인다.

1

2

3

4

네트워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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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2013년 3월에발표한‘최근자 업자동향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2011
년에99만4천명이창업을했고, 84만 5천명이폐업을했다. 폐업률이85%인셈인데, 업
종별로살펴보면음식점의폐업률이95%로1위를차지했다. 또한2013년통계청의발표에
따르면 2013년 1월기준국내자 업자는 550만명에이르는데, 이중흑자경 을하고있
는 자 업자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으며, 특히 외식업의 경우 창업 1년 이내 폐업률이
19.7%에이르고있다. 

이러한상황에맞물려최근중고품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도실용적인이미지로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가계부채규모는1,099조원에달한다. 돈을버는속도가빚이늘어나는속
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가계부채가소비위축을불러일으키고, 경기불
황이지속되면서중고품에대한소비자의관심도높아지고있다. 단적인예로국내최대온
라인 쇼핑몰인옥션의 2013년 상반기 리퍼브 상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장기화되고있는경기침체에식당과포장마차, 커피숍, 웨딩홀등각종자 업체의폐업은
당연한일이었고, 폐업한자 업체의손실을최소화해주는폐업대행업체들의몸값은크게
뛰고있다. 신규창업자에게는경 컨설팅을통해비용절감을돕고, 폐업에따른손해를
줄여주는등고객관리와서비스부분을체계적으로정리해나간다면노력한만큼의결과
를얻을수있을것이다.

사업 분석 | 외식업 성공을 위한 파트너

효율은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최소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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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경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쌓아라!

자 업은도입기, 성장기, 쇠퇴기등을거치는데, 각시기상권변화나고객선호도에따라
침체기에서벗어나지못한다면폐업이나업종전환으로유도할수있어야한다. 이때폐업
대행서비스는기존업종과차별화된업종재선정및입지선정등을도울수있어야한다. 

특히재고매입비용과처리비용을제대로알지못하면손해를볼수있기때문에경 전문
지식과함께현장경험을쌓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폐업을의뢰하는사람들은정리후
또다른사업을구상하는경우가많은데, 이때새로운창업아이템을제시해주고문제점을
찾아주는컨설팅을해주어야하며, 심리적인안정도찾아줄수있어야한다.

재고 처리 문제
전문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한시기에고객몰림현상으로인한처리지연
오프라인 위주의 생활을 하는 자 업자에게
홍보가 어려움
중고제품의 정확한 가격 산정 문제

자 업 창업자 수 감소
기존중고매매업체의폐업컨설팅시장진입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존제품의 수요 감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직접 처리
빠른 시장 변화로 예측 어려움

간단한 무료 컨설팅 제공을 통한 자 업자들의 신상정보
확보 및 업체홍보
단순 폐업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창업 시 고객으로 유입
외식업 창업자 뿐만 아니라 조리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벼룩시장 등을 통한 재고 해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제시.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판매하여 불필요한 재고 최소화
프랜차이즈 회사 측과 아웃소싱 계약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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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지역에 따라 차등

제품 진열대 등
전단지, 명함 등
중고제품 매입비

C급 상업시설 내

5,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8,900만원

보증금
임차료(월)
인테리어
홍보비
기타자재비
예비비

폐업ㆍ창업컨설팅
중고용품 판매
합 계

인건비
중고용품 매입
운 경비
기타
합 계

전기기술자 1명, 매장판매직원 1명
판매금액의 60%
월세,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홍보비 등

600만원
1,800만원
2,400만원

400만원
1,080만원
230만원
100만원

1,810만원

50~200만원(제공내용별 차등)

점포
30평
(99.17m²)

※ C급 상업시설에는 카센터, 우유대리점, 이발소, 철물점, 지물포, 신문 보급소 등 소규모 대리점이나 생활 관련 점포가
들어서 있다. 소비자들이 자주 들르기보다는 가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찾는 업종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알아서 찾아오
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창업비 및 투자내역

항목 수입 비 고

수익성 폐업과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폐업에대한컨설팅은조건에따라차이가있으나현장진단만1회실시할경우50만원, 재
창업을위한기존사업의다양한분석과방향제시는평균100~120만원을지불한다. 폐업
자로부터 중고용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할 때 매입 비용은 재고와 기부를 포함하여 매출의
50% 선에서결정하며사업주가직접 업을뛰며상담을해야하기때문에전기기술자1명
과매장직원1명이상주하는것이좋다. 이에따른손익을따져보면월2,400만원매출중
1,830만원이소요되어570만원의월평균수익을기대할수있다.

월 평균 매출

항목 비용 비 고

월 평균 소요비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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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의장점은무엇보다도적은비용으로사업을시작할수있다는것이고, 본인
의노력여하에따라투자대비높은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진입해막강한위력을발휘하는자본력중심의시장에서소자본창업은
‘골리앗과다윗의싸움’이될수도있다. 창업의성공포인트는아이템의선택도물론중
요하지만예비창업자의사업에대한강렬한의지가더욱관건이라는사실을반드시명
심해야한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저소득층이나 복지기관 등에 중고용품
을 기부

성공 도우미 | 폐업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출발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한 번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

성공 도우미 TIP

외식산업의지속성
창업과 폐업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주
방용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
므로 안정적인 고객층이 있음.

렌탈 서비스를 통한 초기 비용절감 컨설팅 전문성 강화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해당 업종에 전력
했던 자 업자가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
은 일. 실시간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제
공으로 폐업과 창업 시 유용한 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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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음식관광
투어 가이드

금강산도 식후경!
음식관광 투어 가이드

국내 여행업은 오래전부터 이미 큰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 상품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절상품의 형식으로 음식관광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선진국의 사
례를 보더라도 중세시대부터 이어온 주요 귀족층의 식도락 여행이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부
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아왔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실버시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관광이 국내에서 성공 전
망이있을것이라는역발상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Savor Seattle Food Tour

장안대 외식창업스쿨

미국/유럽 선진국

서비스

비점포

http://www.savorseattletours.com

http://www.savorseattletours.
com/tours/gourmetseattle/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맛집 탐방이 먼저, 관광지는 그 다음!

본사업아이템은여행업의관광안내사라는전문직업군에서착안하여지역의음식과맛집
을주제로하는푸드투어관광사업이다. 각국의나라와지역별음식을계절별로세분화할
수있다는이점이있기에여행자의라이프스타일과여행동기에따라상품을기획할수있
다. 이 사업은식도락가를대상으로모객하고, 맛집 안내와주변여행지관광을주업으로
한다. 모객을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여행사와 같으나 1차적으로 여행의 주제가 맛집으로
구성되고주변관광지와특산품이2차상품이라는것이특징이다.

본사업의성패는음식관광이라는상품의구성력에따른소비자의만족도와소비자를모집
할수있는 업력, 홍보력에달려있다. 먼저상품의구성력이라함은방문지의대표맛집,
특산품, 향토음식, 체험관광의상품을소비자의특성에맞추는것이고, 업력과홍보력은
소비자가 방문지 선택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체활동을 통한 직·간접적 활동을
말한다. 음식관광이라는아이템은소비자의관심을불러일으키는홍보력이가장우선시되
는사업이며, 음식업소와사업주의공생관계가선행되어야한다. 

사업전략 |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홍보력에 집중!

다양한 음식자원 발굴을 통한
관광상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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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상품을 구성하라

이미파워블로그에의해대한민국맛지도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검증된음
식점의장점과특징을중심으로고객의연령, 계층에따른상품구성력만이사업의만족도
를향상시킬수있다. 
음식관광정보인프라구축 : 음식관련체험시설, 먹거리특화지구, 축제등음식자원에
대한인벤토리구성
음식관광인벤토리데이터베이스구축: 다국어포털사이트를개설하여맞춤정보제공
음식문화체험시설코스개발 : 궁중음식교육과정, 김치, 천일염등을이용한체험상품
개발
테마별상품개발: 한식과관련된문화자원방문, 막걸리기행, 음식관광상품과갯벌염전
체험등을결합한테마형상품개발

국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식객, 대장금등음식관광을소재로한 화및애니메이션의홍보를통해인
지도를높이고, 한중음식문화교류전등국제교류행사에참여하며, 주요시장에서해외로
드쇼를진행하는것도좋다. 또한세계각국의해외문화원, 코리아플라자, 한식당등을활
용한다양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

1

2

지역 내 음식관광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

지역내외식조리학과혹은유사학과를졸업한인재들을활용하거나한국관
광공사관광아카데미를통해능력있는인재를길러내는것도방법이다.

3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 준비사항

▶ 관광통역사 안내 과정 및 음식관광자원에 대한 학습이 요구됨.

▶ 맛집카페, 블로그, 동호회 등을 통한 여행 관련 경험을 쌓으면 좋음.

▶ 창업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무점포에서 중대형 사무실까지
맞춤 준비가 가능함.

▶ 맛집에 대한 지역적 소재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구성하는 기획력이 요구됨.

▶ 기존 여행사의 유통망(맛집, 운송, 숙박, 관광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업주의
개별적인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품의 구성력과 함께 모객(募客)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기존 여행사 채널, 카페, 블로그,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이를 공급받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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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관광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라

음식관광시장조사및음식관광객의특성파악등기초조사및체계적인연구를
통해마케팅전략을수립하는게좋다.

음식관광의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라

향토음식, 특산물등을활용한상품은관광객의방문을유도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상품개발및브랜드를구축할수있다.

다양한 자원 발굴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라

거리음식에서부터 궁중음식까지 다양한 소재의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테마형관광상품개발로이어질수있도록한다.

각 타겟별 마케팅 실행력을 강화하라

실버세대와 30~40대 고객, 가족고객은 각각 특성에 맞춘 상품으로 기획되
어야하며, 외국인역시한국을체험할수있는상품으로기획되어야한다.

1

2

3

4

고객관리는 세분화하라

국내고객과 국외고객을 분류하고, 국내고객은 주거지 형태(대도시와 군소
도시), 연령별로세분화하고, 외국인은나라별로세분화하여고객관리를시행한다.

5

음식자원의 융·복합 연계상품으로
고객만족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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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전년보다
11.3% 증가한 979만 4,796명에이르 고, 지난해 3분기에는사상최고의관광객수를기
록하 다. 외국관광객을대상으로한설문지를보면한국방문의이유는언제나한국음식
이상위순위에자리매김하고있어음식관광의중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다. 또한전국이
1일생활권에속해당일이나 1박 2일의단기여행을즐기는수요가증가하고있고, 맛있고
유명한맛집을찾아다니는수고를하면서도여러지역을방문하고있는것이다. 이는생활
수준의향상과주5일근무의보편화에따른여가시간의증가가원인으로보이며, 이러한
‘맛’을상품으로한식도락여행이현대인들의오감을자극하고있다.

이처럼최근여행의컨셉인‘음식’이관광활동의 1차적이고직접적인동기가되고있는추
세이며(Getz & Frisby, 1988), 많은관광목적지들이음식을그지역을대표하는매력물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계속해서 음식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음식을 주력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하는움직임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다. 게다가건강과웰빙에관한관심
증가는음식관광상품의부가가치를높여주는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6). 

이렇듯세간에주목받고있는음식관광의중요성을좀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음식관광은지역의정체성확립등강력한 향력을제공해주는역할을하고있으며,
둘째, 음식은지역경제를자극하는중요한요소로서지역경제개발, 고용창출등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셋째, 음식관광은 문화 관광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음식관광
상품을판매한다는것은관광목적지의문화이미지를강화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볼수
있다.

사업 분석 | 생활수준의향상과주5일근무로탄생된식도락여행

건강과 웰빙의 바람을 타고 즐기는
신나는 음식관광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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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음식관광의 낮은 인지도와 지역사회의 관심부족

아직도음식을단순히생존을위한먹거리로이해하지는않는다. 음식속에담겨진문화나
철학을이해하고이를상품화하고자하는것이음식관광이며, 지역문화를습득하는중요한
수단으로활용되어야한다. 또한각지역향토음식의발굴및개발이미흡하고음식관광상
품개발의회피현상과외래관광객의기호를살피지않는점등당면한문제점들은단계적
으로해결해나가야할과제이다.

음식관광의 인식부족
음식관광의 낮은 가치성 평가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전국적인 맛의 획일화
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 미흡
음식관광 상품개발 회피 현상
외래 관광객 기호와의 부조화

지역 음식의 낮은 인지도 그리고 한식의 체
계적인 연구 미흡
FTA 등 시장개발 가속화로 인한 지역의 특
산물의 경쟁력 약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이나 타국에서 유사한 모방상품이

개발될 수 있어 특징적 상품의
개발이 어려울 수 있음
타국의자국음식세계화노력이확대
되어국내외소비자유치경쟁 과열

안정적 원료 농산물
공급체계가 미흡

음식관광 사업은 한국 음식과 상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고, 특히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노력에도 불구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
우리 음식을 고급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재료, 표준식
단, 양성 분석, 음식점의 위생관리, 외식산업 등의 여러 분야
에 걸친 연구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노력도 미흡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생산, 유통, 가공, 포장, 수출, 세계화 등
을 포함한 산 학 관 연의 공동연계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음
조리사 개개인의 경험과 손맛에 의해 조리가 되고 있어 일관된
맛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따라서 정확한 표준 조리법
이나 합리적 식단 제시를 위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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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상업지구(오피스텔)기준

관리비 포함 개점 3개월간 기준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 등

컴퓨터, 책상, 의자, 책장 등

항공권 예약 단말기 설치 예치금 등

홈페이지 제작비

개업 및 온라인 광고비

업 활동 및 접대비

통신, 단말기사용료, 기장비, 대출이자

서울 시내 역세권 오피스텔 기준

1,000만원

15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750만원

보증금

임차료

법인설립

비품집기

발권기

예비비

홈페이지

홍보비

업비

기타잡비

점포
15평(50m²)

마케팅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초기 비용이 적어 중장기적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

음식관광가이드(푸드투어리즘) 사업은서비스특성의하나인무형성때문에자사의제품
이나소재를가지지못하고교통, 숙박, 음식업등과여행객사이에서알선업무를하는사업
체다. 따라서주수입원은소재제공업자수수료, 취급수수료, 판매수수료, 대행수수료등
으로구분된다. 일반적으로여행사의경우는표면적매출은커보이지만수익률이매우적
다. 하지만음식관광가이드사업은여행사와같이구조적으로수수료를받아운 이되므
로수익률이작아보이지만현시점에서적정한수요가기반이된다면여행사의낮은수익
률보다는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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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어느곳을가든외국인관광객을만나는것은흔한일이되었다. 한해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시대라는말을실감케한다. 이러한국내관광의양적성장을질적
성장으로변모시키기위해한국관광공사는‘창조관광사업공모전’을4년째진행하고
있다. 서울도심에서인력거를타고천천히여행하는‘아띠인력거(2013년대상)’, 데이터
로밍없이오프라인상태에서내비게이션을이용할수있는‘블링킷투어플래닛(2012년
대상)’등다양한아이디어가이미상품화되었다. 

이처럼많은톡톡튀는아이디어들이관광상품으로나오면서대한민국관광시장은뜨거
운감자로떠오르고있다. 여행하고싶은대한민국을위한다양한창업아이템의발굴, 곧
성공으로가는이정표가되어줄것이다. 

음식관광 상품의 콘텐츠 기획력
음식관광객의 특성 파악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고객의 취향에 따른 상품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 도우미 | 다양한 음식관광 상품 기획이 곧 성공의 지름길

“이 맛에 여행하지~”
식도락가를 위한 음식 투어 관광사업

성공 도우미 TIP

지역별 음식관광자원(음식업소, 관광지,
지역사회)의유대관계

음식관광 전문 인력 확보대중매체를 이용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터넷,
소셜마케팅, 블로그, 카페 등다양한매체
를통해홍보할수있어야한다.

고객의 재방문을 위한 사후 관리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거나 고객 DB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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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텃밭을가꾸고싶은사람들에게
노는 땅을 연결해주는 사업

도시야! 농사짓자
도시인의 농산물 직접재배가 가능해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한 의식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가족의 먹거
리를 직접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면 시골에서는 노는 땅이 많아지고 농사
짓기 어려운 노인이 많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충족, 즉 농산물의 직접 재배를 원하는 도시 사람들과 시골에서 놀고 있는 땅을 연결시켜줌
으로써서로의필요를연결해주는사업아이템이뜨고있다. 
이런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장터와 문화, 패션 등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의
가능성도보여주고있다. 

Landshare

은종성((주)비즈웹코리아)

한국

서비스

비점포

http://www.landshare.net

http://www.ebuzz.co.kr/
news/news1/2280944
_5007.html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도시와시골의이해관계를충족시켜주는텃밭가꾸기사업

‘텃밭을가꾸고싶은사람들에게노는땅을연결해주는사업’은농산물의생산과재배그
리고소비를직접하고싶은도시사람들에게시골에서놀고있는땅을연결시켜주는사업
이다. 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는땅에정작필요한사람의손길이닿게만들어신선한과일
과채소를재배하는생산적인용도로전환시키고, 노는땅을가진사람, 혼자서땅을일굴
수없어도움이필요한사람, 농산물재배를하고싶은사람모두를연결시켜유휴토지를
가치있게해주는아이템이다. 

본아이템의성공을위해서는도시민에게친환경도시농법에대한정기교육과정원조성지
원등의프로그램운 을실시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자체적으로농업지원센터등을
운 할수있어야한다. 이외에작물재배상담, 관내학교대상스쿨팜교육지원, 옥상텃밭
등의교육을통해추가수익을확보할수있다. 가장중요한것은사업활성화를위해서유
휴토지를제공하는사람과유휴토지에서농사를짓고싶은수요자를안정적으로확보할
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사업초기에는정부나지자체와연계된사업을진행하는것도검토가필요하다. 도시
농업공원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지역에 환원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민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유휴지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도시농업법에근거하여도시농업공원으로정식개장하여운 하는방안이필요하다.  

사업전략 | 도시민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은 필수

유휴 토지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유휴토지에서
농사짓고 싶은 수요자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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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생산자 교류확대를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라

직거래를 통한 농민시장 직거래, 회원 직거래 농업, 길거리 가판대 직거래,
협동조합마케팅, 식료품가게직거래, 우편판매와인터넷판매, 농장직접판매, 농산물집
배달등의직거래농업으로공동체지원농업(CSA :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을도입한다.

도시텃밭을 매개체로 소규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라

흩어져있거나한산한규모 던마을장터를도시텃밭을계기로하여활성화
될수있도록한다. 마을의전통과특성을담은마을장터프로그램을도입하여 마을가꾸
기사업을진행한다.

1

2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모두 가까운 지역이 본 사업장의 위치로 적합하다.
생산자와소비자의근접성이확보되는지역특성을바탕으로양쪽의필요조건을충족시키
면서농업및도시농업활성화를유도한다.

3

첨단기술 및 신성장 산업 분야와 연계하라

우리나라의강세분야인IT 산업분야, 바이오생물산업분야를응용하여식물
공장과같은새로운형태의농업을발굴한다. 또한새로운성장산업분야로서화장품원료
및향신료재료에사용되는농업작물을발굴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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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모바일을 결합하라

디지털모바일기술과농업의결합을통해효율적인농장관리, 인터넷판매등으
로억대부농을실현한사례가증가하고있다. 모바일로재배과정을손쉽게중계할수있고, 텃
밭에서키운농작물은인터넷쇼핑몰을구축하여판매하는형태를취한다.

다양한 농외 소득을 창출하라

농업, 가공, 유통, 관광등에종사하며적극적으로지역사회활동에참여한다.
농촌에서적정규모의 농에종사하면서농산물가공판매체험활동등다양한농외소득을
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자본, 기술, 도시에서의경험, 아이디어등이융복합된혁
신적농산업아이템을발굴하여적용하는등농촌지역사회발전을선도하는효과가있다.

스마트형 마케팅으로
농촌 커뮤니티의 변화를 주도

1

2

‘텃밭을가꾸고싶은사람들에게노는땅을연결해주는사업’은이용자가계속증가함에
따라텃밭을어떻게늘려나가느냐와시민들에게이용의편의를어떻게제공하느냐가과제
이다. 현재는지자체와농협등에의한텃밭농원공급이대부분이나일반농가나토지소유
자참여가더욱중요하다.

또한유휴농지를임차하여텃밭농원으로개설해이용자에게임대를하거나농지소유자가
직접개설하여임대하는것을지원하는사업이필요하다. 유휴농지는지방, 산간, 도시등
의순으로발생하고, 농업희망자는취미농, 주말농, 귀농인등의순이다. 양자간의불균형
은있지만이를연결하여자산자소(自産自消)의사회를실현하고유휴농지를해소하게되
면자급률이향상되는동시에농업인력부족문제도해결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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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으로휴경농지는 1년에 5차례실시되는작물재배면적조사에서계속작물을재배하
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된농지를말하고, 유휴지는휴경농지중에서2년이상계속휴경
하여경지로서의형태와기능을상실한농지를뜻한다. 즉 농지로이용할수있는땅이라
함은개간에준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토지를말하는데통계상으로는이를농지
에서제외하고있다. 즉휴경농지가2년이상방치되면유휴지로파악된다. 2003년이후에
는휴경농지면적이늘어전체경지면적의2%를유지하고있으며, 휴경농지발생사유로는
노동력부족이가장주된원인이며, 다음으로는 농조건불량이원인으로조사되었다. 

이와대조되는텃밭시장의수요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급격한도시화로도시환경문
제가발생되었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한도시농업의역할이부각되고있다. 친환경도시농
업확산을통한건전한여가활동및안전한먹거리확보로도시환경보전및시민의삶의
질향상을도모하고자정부에서도관련사업을지원하고있다.

이미서울등지에서는약 70만명이옥상농원, 텃밭농사등으로도시속농사에참여하고
있다. 도시농업이보다활성화된다면노인소일거리및정서순화등도시민의삶의질향
상은물론농촌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사업 분석 | 도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에코사업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
도시 농부가 직접 해결한다

텃밭수(개소) 

면적(㎡) 

참여자(명)

170

578,781

84,832

20

68,775

7,129

1,276

1,575,637

147,197

1,466 

2,223,193 

239,158 

수도권자치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합계

수도권 도시텃밭 실태

출처 : 2012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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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정부와 지자체 중심 도시농업을 경계하라

본사업을운 하기위해서는토지제공자와수요자를안정적으로연결해줄수있어야한
다. 양자를모두획득하지못할경우사업진행이어려울수있으며, 유휴지뿐아니라공공
시설, 공공용지를활용하기위해서는관련관계자를설득해야하기때문에철저한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의적극적참여를위한홍보와농산물관리에힘써야한다. 

도시텃밭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함
공공시설, 공공용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양자를 모두 획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
이 어려움
대도시에서 가까운 곳만 사업성이 있고, 지방
은 사업성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음.
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이
농업기술이 없음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음
텃밭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민들의 적
극적 참여 미흡
업무와 도시에서의 일정으로 인해 농산물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땅을 임차해준 사람들의
기회비용 상실
유기농 경작지 증가로 손쉽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
정부에서 운 하는‘농지은행’방식
보다 수익이 낮을 경우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음

도시농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농업 활동의 실질
적 지원과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유동적으로 활용
도시민들이 손쉽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농작물
교육’등을 실시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경작방법 지도
도시농업 운 에서 시민단체 등과 교류, 협력 및 위탁사업 등에
대한 계획과 지원 협의
도시민들이 경작하는 농산물 과정의 히스토리를 블로그 등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참여자 확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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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비 고

1,000만원

0

1,000만원

2,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3,200만원

15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50만원

2,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7,000만원

임차보증금

권리금

소 계

텃밭중계플랫폼

웹호스팅

사무집기구입비용

기타

소 계

관리비

인건비

관리비

마케팅비

기타

소 계

예비비

소 계

사무실
구입비

텃밭중계
플랫폼 구축
및 사무시설

운 비

기타
(개업비용)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초기 비용이 적어 중장기적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

‘텃밭을가꾸고싶은사람들에게노는땅을연결해주는사업’은정부지원제도를활용하면
서, 농작물을경작하고자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교육사업과중개수수로, 경작물판매등
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다. 사업이진행되면서수익률이높아지는사업아이템이
기때문에투입되는비용이낮아중장기적으로는수익성이높다.

웹으로중계되는서비스로임차비용이낮은곳

오픈 API방식을 활용한 지도연계, 모바일 시스템
연계, 인터넷쇼핑몰 기능 포함

1년(웹,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

간판 등

사무실, 웹서비스 관리비 등

사업주, 직원 1명 3개월 인건비

전기, 수도, 통신비(월 30만원)

전단지, 리플렛 제작, 검색포털 등록, 키워드
광고 등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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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로하스란말은대중적인말이되었다. 로하스(LOHAS)란Lifestyle of Heath And
Sustainability의약자로, 건강과지속가능함을추구하는라이프스타일을말한다.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건강을통해행복한삶을추구하는라이프스타일이며, 개인뿐아니라사
회와후세의건강하고행복한삶을추구하는것, 즉사회적웰빙이로하스인것이다. 

틈새사업들이창업아이템으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 특히먹거리와건강과관련된아
이템들이눈에띈다. 나와우리가족의건강을넘어우리사회가건강해질수있는로하스
적창업아이템의활약을기대해본다.

체험농원 사업으로 이용자 확대
자녀를 키우는 30대 이상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체험농원을 시작한다.

성공 도우미 | 귀농을 계획한다면 농업 아카데미부터!

농촌과 도시의 Win-Win전략
농촌의 노는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다

성공 도우미 TIP

농업아카데미를열어전문학교를운
개설목적은 농업을 경 하는 프로 농가
를 육성하고, 귀농 희망자의 고용 창출

귀농인력 양성 사업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 농작물 재배는 물론 체험농원
운 , 아카데미 강사를 길러내며, 아카
데미 수료생에게 지방의 유휴농지를 코
디네이트 한 후 이를 시작으로 일자리
를 만들어 가도록 한다.



224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출판저작권
에이전트 사업

국내외 우수 문화 콘텐츠를 저작권 걱정없이
즐기는 법,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사업’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사업’은 무한한 콘텐츠의 바다에서 좋은 작품을 연결해주는 사업이
다. 저작권 에이전트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국내나 해외의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효율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의 우수하고 중요한 콘텐츠
를 저작권자가 알아서 한국 시장에 소개해주고 알아서 번역되도록 허용해 줄지도 미지수다.
국내 우수 콘텐츠 역시 해외에서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사업’은 저작권자, 출판사 사이 도서기획과 관리, 작가 발굴, 해외수출입 등을 담
당하면서틈새시장으로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베스툰코리아에이전시

은종성((주)비즈웹코리아)

한국

전문서비스

비점포

http://www.bestun.com

http://www.publishingjo
urnal.co.kr/wp/
?p=6776

업 체 명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행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사업요약 | 출판사와 작가를 중간에서 돕는 매개체 역할

‘출판저작권에이전트사업’은무한한콘텐츠의바다에서좋은작품을찾아출판사와저작
권자를연결해주는사업으로저자와출판사의중간에서이를계약하고, 기획과원고작성,
출판사섭외, 인세관리등출판의전과정을저자의입장에서관리한다. 새로운도서기획과
관리, 작가발굴에적극적으로관여하지만출판사는아니며, 출판사와작가를적극적으로돕
는‘중간인’으로외국출판사관계자나작가, 에이전트들과의네트워킹과협업을도모한다.
더불어국내도서의세계화, 국외도서를적합한출판사와연계되도록돕는매개체역할을
한다.

본아이템은적은자본으로쉽게창업할수있는아이템이다. 교통이편리하지않아도되고
특별한실내인테리어가필요한것도아니다. 사업주가직접책을출판하지는않지만관리
하는작가의책을펴내려면기획, 편집, 제판, 인쇄, 제본, 판매의과정을알아야한다. 이과
정을알지못하면창업에대한준비가되지않을것으로봐도무방하다. 위의과정들은차례
차례진행되는것같아보이나, 기획의단계에는판매를생각해야하고, 편집의단계에서는
인쇄를생각해야한다. 

또한본아이템의가장큰장점은명분과실리를동시에추구할수있다는점이다. 사업성은
좋지만고객들의건강과환경을헤치는아이템이있고, 숭고하기는하나가족의생계마저
위협하는일이있다. ‘출판저작권에이전트사업’은이런면에서상당한매력을지니고있
음은분명하다. 

흡사증권과도비슷한본아이템은베스트셀러한종만출간이되면큰수익을얻을수있다.
수많은출판사중실제로 1~2종이라도책을출간하는곳은20% 미만이라고한다. 창업후
1년을넘기는출판사가 10% 정도밖에되지않는다. 따라서기존출판사를찾아가적어도
1년정도무보수로일하며 업업무와제작과정을배우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사업전략 | 기획, 판매, 업, 섭외, 번역을통달하는멀티전략

기획, 편집, 제판, 인쇄, 제본, 판매의 과정을 섭렵해라

베스트아이디어 225



226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게을리 하지 마라

출판업은제조업에포함되어있으나그특성상서비스산업에더가깝다. 따
라서수요와공급의예측이일반제조업과달리매우유동적이다. 출판분야중교과용도
서시장은일반경기변동에 향이크지않은편이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획능력을 길러라

우수한기획인력을유치하는것이경쟁력을확보하는수단으로여겨지고있
다. 출판업의제조비용중대부분을차지하는것이인건비임을고려할때유능한기획인력
의적절한활용이필요하다.

1

2

해외 우수 콘텐츠를 확보하라

신원에이전시가국내에알선, 히트친작품으로‘좀머씨이야기’와‘개미’등
이있다. 또국내대표적인에이전시중DRT는미국고간페이지사의‘카오스경 ’을알
선하며해외우수콘텐츠를국내에소개하고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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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이벤트를 활용해라

홍보방법은크게광고와이벤트로나뉜다. ‘개미’와‘타나토노트’는대대적인홍
보전략이성공을거둔케이스로, 책이출간되기전부터베르베르를알리는광고를일간지를통
해홍보했고, 책이성공을거둔후에도판매촉진을위해다양한이벤트를기획했다. 

주요 일간지의 서평을 써라

상당수의독자가일간지에서책에대한정보를얻는다. 국내의‘1백만질시
대’를연‘소설동의보감’은책이나온지두달이넘도록초판이1만질도팔리지않았지만
조선일보에서평이실린후판매가늘기시작했다.

온·오프라인, 북티저, 대형 할인마트 등
다각적 마케팅 필요

1

2

북티저 상으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라

예스 24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티저도 효과적이다. 책 내용과 작가, 추천사
등을삽화와사진을통해 상으로보여주는서비스로, 비주얼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책
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성과가있다는평가다. 

3

출판마케터들은독자들이어떤책을원하는지파악한뒤기획의도나책의내용, 독자층설
정등에대한편집자들의논의에관여한다. 그러나마케터의핵심업무인‘판매촉진전략’은
출간에즈음해시작된다. 출간이확정되면마케터는효과적인홍보방법을찾기위해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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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은성인연평균독서율이 2009년 71.7%에서 2010년 65.4%로감소하는등독서
수요의정체또는감소에따라전반적인침체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출판업은대외
적인경기침체와가계소득증감에민감하기도하지만무엇보다몇년간진행되어온디지
털매체의 향력강화와독서인구감소라는구조적문제, 출판사및잡지사유통업체의경
난이라는내제적인문제들의상존으로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조짐이다.

이처럼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는출판업계에서는출판산업의OSMU 성공사례와작가의
해외진출을통해새로운활로를모색중이다. 특히국내문학작품을원작으로한부가상품
개발과한국출판의저작권수출은긍정적인기대를모으고있다. 2000년5월출간된‘마당
을 나온 암탉’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110만 부가 판매된 대표적인 아동문학작품으로,
2003년일본에처음출간된이후약3만부가판매되는등꾸준한인기를누리고있다. 신
경숙작가의‘엄마를부탁해’도마찬가지다. 미국과일본, 유럽등지에서출간이이뤄지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등현지언론과비평계의호평을받고있다. 

전자출판산업의급성장도주목된다. 전자책시장을중심으로꾸준한성장세와장기적인출
판시장판도가변화될것으로예상되며, 국내시장은단기간에시장의판도를뒤집을메가
톤급핵심기제가등장할것으로보이지않아당분간전자책의춘추전국시대가지속될것으
로보인다.

사업 분석 | 해외진출을통한새로운활로모색

제2의‘엄마를 부탁해’를 부탁해!
전자책을 통한 출판시장의 호조 기대



일정 지역을 독점하는 에이전시와 다국적·
대형 출판사가 국내 출판계를 장악
종이책 시장의 감소로 책 소비 정체
세한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의 협상력 부족

저작권 중개 방식으로 수익이 낮음
저작자의 요구나 에이전시 측의 수익을
위해 선(先) 인세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음

아마존, 구 등 로벌 플랫폼의 저작권 중
개 사업 강화
한번 올라간 저작자의 선 인세 비용은 내려
가기 어려움
인세가 높은 작가의 경우 높은 선 인세를 요
구함

책 선정 과정에서부터 북 에이전시 측
이 관여하면서 책 내용이나 주제가
모두 천편일률적임
국내 출판시장에 불황이 심화되면
서 위험성이 적고 수익성이 확실
한 외국서적들 중심으로 편중됨

미권 서적의 경우 한 출판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한 중개 진행
유럽이나 일본 서적의 경우는 다양한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책을
출간하고 싶어하는 수요에 맞춰 지역별로 다양한 출판문화를
국내 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외국 출판물을 국내 출판계에 소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창
작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 강화
국내 출판물에 대한 외국 출판사들의 관심이 단순한 한류 현상
을 넘어 실용, 어학 그리고 육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점을 활용하여 사업규모를 확장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사에 인력과 비용, 노하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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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국내 출판시장의 불황으로 책 소비 정체

독서의위기, 소비의양극화가가속화되고있다. 베스트셀러상위권도서가독서시장에서
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서독자의편향소비와도서구매패턴의개인양극화가더욱심해
질것으로예상된다. 지속적인국민독서량이감소하고있고, 독서시간과독서량에서도다
독자와비독서자의벽은점차두터워지고있다. 연령이높을수록독서량이떨어지고, 연령
이낮을수록독서량과독서시간이높아지는세대별양극화현상도지속될전망이다.

약점 위협

통합



저작권을중개하는방식으로임차비용이

저렴한곳

저작권자모집및홍보용웹사이트

초기저작권중개에소요되는비용

컴퓨터, 책상 등사무집기

간판등

사무실, 웹서비스관리비등

초기 3개월인건비용

전기, 수도, 통신비(3개월)

저작권중개도서홍보비용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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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비 고

임차보증금

권리금

소 계

홈페이지구축

초기저작권중개

소요비용

사무집기구입비용

기타

소 계

관리비

인건비

관리비

마케팅비

기타

소 계

예비비

소 계

3,000만원

0

3,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2,7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3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0만원

사무실
구입비

사무시설 등

운 비

기타
(개업비용)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수익성 저작권 중개 수수료를 통한 수익 가능

출판 저작권 계약은 크게 저작권자(갑)와 출판사(을), 그리고 중간 에이전트(Literary
Agent)가있는형태가일반적이다. 저작권자는해당콘텐츠를창작한측으로, 출판사는이
를일정한기간동안, 일정한장소에서, 일정한언어로번역하거나출간할수있는권리를
저작권자에게사용료를지불하고사용하게된다. 이 상황에서해외저작물의번역판권을
국내에들여오는것이수입, 반대로국내에서기획한콘텐츠를해외에사용료를받고팔게
되면수출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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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서개인의 향력이증대되고있는1인미디어세상에서
는모든국민이시인이될수있고, 소설가가될수있다. 미국의1인미디어창업자앤드류설
리번은자신의블로그‘Dish’를운 하며연20달러를내는구독자를모으기시작했고, 독자
들로부터50만달러를모았다고발표하며1인미디어시대창업의시작을알리기도했다.  

설리번의창업을시작으로1인미디어는이제전통매체에서개인브랜드로인지도를옮겨
놓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처럼커져가는1인미디어세상에서능력과재능이있다면당
신도1인미디어창업의주인공이될수있다. 

성공 도우미 | 한시대의문화트렌드를이끄는교양과식견필요

문화 콘텐츠 교류의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의 인문교양을 책임지다

성공 도우미 TIP

주요관심분야를정해전공과목선정
허울 좋은 종합출판사가 아닌 주특기
전공과목이 있어야 한다.

다른경험을쌓은친구와보완관계형성
편집자 출신 창업자라면 업자를 친구
로, 업자 출신이라면 편집자 출신과
친구를 맺어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든든한 출간 백 리스트 확보는 필수
베스트셀러를 냈다고 해도 계속해서 좋
은 책을 내지 못하면 개점휴업 상태와
다를 게 없다. 신간의 판매 사이클이 짧
기 때문에 백 리스트를 확보하지 않으
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소자본 창업에 많은 준비는 독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책에 집중
출판에서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는 트
렌드가 보인다는 말이다. 이 말은 이미
정점에 이르 다는 뜻이므로 스스로 무
덤을 파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출판은
책으로 말해야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판창업’을 읽어 시행착오 절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의

새로운 길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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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수상자
변경봉

분류
기존사업 변형·
융합

대상

2013년 후계 농업 경 인으로 선정되어 농업인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의 길을

위해 후계 농업 경 인을 지원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농업 아이템 개발과 농업의 단순

식량자원 생산이라는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찾아

내고사람들에게알리는일을하고싶습니다.

약초를 활용한
버섯재배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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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귀농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귀농자체에중점을두고특별한준비없이
귀농하 다가수익을내지못하고다시돌아오는사
람들이 늘고 있다. 즉, 귀농을 위한 귀농이 아니라
성공적이고안정적인귀농을위한사업아이템을만
들어야겠다는생각에서출발하여약초박버섯을생
각하게 되었고,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 농업뿐만 아
니라교육과체험, 그리고관광을함께접목하여많
은귀농인들을성공적으로이끌수있는아이템으로
기획하게되었다.

약초를 추출하고 나면 약초찌꺼기인‘약초박’이라
는 유효성분이 남겨지게 된다. 이 약초박에서 곰팡
이가빠르게번식되는것을보고버섯재배에적합하
다는것을확인하게되어사업을구체화시켰다. 약
초박버섯은버려지던자원을재활용하여생산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약초박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기능성 버섯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농가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새로운농업아이
템으로농업적활용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쉽게볼
수없는버섯의성장을가정에서쉽게관찰할수있
는가정용버섯재배키트를통해가정이나교육기관
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에 관광을
접목한융합사업으로의사업확장방향도함께제고
할수있다. 

아이디어배경
{

} 
고품질 기능성버섯
기존 농가문제 해결
농산물 수출 증대

농업

{
} 

가정용 버섯재배키트
재배키트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교육 & 
체험

{
} 

농가 및 농촌체험
버섯배지만들기
연계상품판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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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가추출되는과정에서약초박은기존의단단한
조직구조가풀어져수많은공극을지니게되어버섯
의종균이생장하기좋은구조가된다. 약초박을이
용한버섯배지와일반배지를종균접종후비교한결
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균사가 활착하여 버섯의
생산기간을단축시켜준다.

따라서현버섯재배농가의문제점인원재료가격상
승및국내도매가격하락문제를약초박버섯배지
의가격경쟁력과기능성버섯을통해해결하여국내
버섯시장및해외판로를개척함에있어새로운도
약을할수있게될것이며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
라의버섯자급률을크게높일수있다.

특징및차별성
약초박 버섯

버려지는
자원
재활용

새로운
시장개척

안전한
먹거리

원가 및
생산기간
절감

생산기간
단축

기능성
버섯재배

교육용
버섯재배
체험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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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희망하고준비하는대부분의사람들은단순
농작물재배에중점을두고준비를한다. 판로확보
에대한노력보다는재배기술에중점을두고있으며
차후농작물의수확시단순지인을네트워크로활
용한마케팅이부재된쇼핑몰운 만으로수익모델
을잡음으로써유통판로에심각한문제를야기하게
된다.

농업도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 농업에 관광 그리고
문화를덧붙여새로운수익모델을창출하고이를바
탕으로안정적인수익과약초박버섯의장점을알릴
수있는마케팅수단으로활용이가능하다.

재배키트시장은매년20~30% 이상지속적으로성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재배키트 시장의 차별
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먼저 획일화된 재배
키트원재료에약초찌꺼기를사용함으로써다른경
쟁업체와차별화를꾀하고식품으로사용된원재료
이기에더욱안전하다는이미지와약초의유효성분
을함유하는버섯을통해좀더다양하고큰가치를
고객에게전달할수있다. 

또한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산업은사람들의삶의
질적변화와고령화현상으로인해앞으로유망산업
으로기대된다. 

사업성
농업의 관광자원화

체험형
농장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객유치

재배키트

농장
스테이

연계상품
판매

교육
프로그램

관광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발전
귀농·귀촌활성화
농산물수출증대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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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박버섯은귀농을희망하거나준비하는사람들
을 안전하고 성공적인 귀농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다양한수익모델과연계하여귀농을성
공적으로이끌어줄수있다고전망하며, 농업의가
치를재조명하고농촌으로향하는수많은사람들이
성공할수있도록농업경쟁력의변화의중심을만
들어낼수있을것으로본다.  

또한 관광을 자연을 훼손하는 관광이 아닌 자연을
지키고보존하며, 존중해주는관광으로발전시키며
이를 위해 농장의 버섯을 이용한 자연교육을 통해
자연의소중함과생명을존중하는마음을가르치고
축복받은천혜의자연환경을잘유지하며자연과인
간에게모두두이로운유익한관광사업또한연계
할수있을거라전망해본다. 

전망및기대효과

약초를 활용한
버섯재배키트는
성공적인 귀농을
도와주고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해주며,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농업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에게
모두 이로운 관광과
교육사업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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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수상자
정지은

분류
신규사업

최우수상

창업 전 기업 어 강의를 했던 저는 점심쯤 수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많은 직장인들이 책상에 엎드

려서 쪽잠을 자는 걸 목격하게 되고 스페인의

‘Siesta’낮잠 문화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발 뻗고 편안하

게 잠깐의 낮잠을 잘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간의 필

요성을 느끼고 기존의 소파나 침대가 아닌 휴양지나

캠핑에 온 듯 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안락하면서도

독립적인 공간 형성이 가능한 해먹을 이용한 아이

디어입니다.

해먹 낮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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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부족한잠과피로를풀어줄수있는대
체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서 시작한 본 아이디어는
현대인의일상속에서쉴수있는힐링의공간으로
나무에둘러싸여있는자연의공간에서자신만의해
먹에서 편안하게 누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낮잠을잘수있는편안한쉼터를제공하며, 점심시
간에는낮잠의공간으로활용하고점심시간이후에
는누구나편안하게즐기며이용할수있는공간으
로활용할수있고저녁시간에는해먹에누워음악
공연이나 화를감상할수있는또하나의문화공
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획된아이디어이다.

기존의소파나침대가아닌휴양지나캠핑에온듯
한느낌을줄수있고, 편안하면서도독립적인공간
형성이가능한해먹을이용한본아이디어는카페개
념이아닌직장인들에게낮잠잘수있는공간을제
공해준다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
고할수있다. 

초기설치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고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점에서효율성이높아프랜차이즈비즈
니스모델로도구현가능하다.

아이디어배경
직장인들의
점심 시간 활용

인크루트조사결과
(참여자 393명)

자료소스 : 
한국경제 2014.2.17

커피나 차를 마신다

업무처리

낮잠

동료와 잡담

산책

34.3%

25.1%

15.5%

1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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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휴식공간의개념을가진본아이디어는카페
와 같은 음료를 제공함에 따른 공간제공의 개념이
아닌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 개념 창업 아이디어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며
접근성이뛰어나멀리캠핑이나산을찾아가지않아
도 편안한휴식을즐길수있다. 

다양한 문화 활동공간으로 역할을 기대하여 이른
바, 어른들을위한놀이터장소를제공한다. 해먹에
누워편안하게음악공연· 화감상·토론등다양
한문화활동을할수있으며, 특히직장인들을위한
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기존에 어렵게 찾아가야 했던 자연의 품을 모두가
쉽게찾아가그안에서자연을느낄수있는숲속의
리조트를제공하며새로운프랜차이즈모델및사업
운 의 독창성을 지녀 초기 설비 자금이외에 따로
추가운전자금이필요하지않다는장점을가지고있
다. 또한기존프랜차이즈역할을수행하며, 가맹점
비용과정해진일정수입이상의경우에는로열티를
지급하는구조를갖는다. 

특징및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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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창업아이디어는상대적으로저렴한초기자금과
운 관리가 수월하며, 별도의 운전자금 필요하지
않다. 사업초반이후에는곧수입으로연결되는시
스템을갖는다고볼수있다. 또한주고객이직장인
으로회사 집지역에위치하여고객확보에장점을
가지고있으며직원교육및관리가필요하지않아
임금지불에따른경제적부담도최소화할수있다. 

본사업은새로운사업모델로프랜차이즈화가가능
하며, 현재포화상태인카페프랜차이즈가아닌, 새
로운대안공간으로서의성장가능성이높다. 

직장인들이 집된지역상권을중심으로‘낮잠’사
업목표에 부합하는 프랜차이즈 공간확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제안이자 사회전
반적인긍정적인효과또한기대가가능하다. 

또한저렴한설비자금이외에따로추가운전자금이
필요하지않는비즈니스모델이므로사업진출문턱
이낮으며관리가수월하고초기사업시작이후별
도의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매출이곧수입으로
연결될수있는우월한수입구조를갖는다.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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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아이디어는 현재 아이디어 창안자가 직접
창업하여운 하고있는아이템으로‘낮잠’을통해
야근과회식으로지친직장인들에게편안한낮잠을
제공하고이로인해직장인들의업무의효율을높여
주고 행복지수를 높여줌으로써 모든 직장인들에게
삶의질을높여주는신선한아이디어사업이라고할
수있다. 

이제유럽뿐만아니라한국에서도직장인들에게도
낮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낮잠’을 통해 더
건강한직장문화가형성되기를기대해본다. 

전망및기대효과

이제 직장인들의
부족한 잠과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여줌으로써
개인과 회사, 
그리고
사회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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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수상자
리얼브레인(팀)
전현일, 정찬욱, 
유효정

분류
기존사업
변형·융합

우수상

저는 20살 때부터 창업에 눈을 떠 작지만 몇 번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성공창업으로 가는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인 경 학에 매진하면서 전공지식도

쌓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에서 완성된 성공 창업자가

되기위해철저한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당신만의 파파라치,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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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은 여행지에서 귀찮지 않게, 자연스러운
사진을남기고자하는여행객들과지역기반소상
공인들의 사진사들을 연결해주는 IT서비스입니
다. 각 지역 사진사들이 올려놓은 포트폴리오와
가격을보고, 사진사를선택하면여행지에서친구
들과여행하는사이눈치채지못하게자연스러운
사진이찍혀(가칭 : 파파라치사진) 신청한여행객
의 이메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쯤 전송이
되는시스템사업이다. 

수상팀원 중 친누나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도중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지역 사진사
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웨딩사
진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에 6군데 사진관을 찾아
다녔고 망원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진사를 만나게
되었다고한다. 데이트스냅사진을자유롭게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실상그사진사의사업현장은운 이힘
든 상태 다. 이렇게 훌륭한 전문 실력을 가졌지
만마케팅능력이부족한사진사들을양지로끌어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스냅샷’아이디어를 공모
하게되었다.  

이처럼‘스냅샷’은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관광객이 원하는 지역의 사진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포트폴리오와 가격, 그
리고 체험 관광객들의 후기를 미리 보고 믿을 수
있게해주며, 예약을할수있는시스템을통해더
욱편하게사진사와연결해줄수있습니다.  

아이디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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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및차별성

이제사진은자신을표현하는새로운트렌드로자리
잡고있으며, SNS를통해많은사람들과손쉽게공
유하고독창성을드러낼수있는트렌드가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연예인의 화보사진처
럼 특별한 자신들만의 사진을 남기고 싶어한다. 따
라서요즘세대들은지역사진관에서사진찍는것
을더이상특별하게생각하지않는다. 이러한새로
운시대적요구에맞게독창적인사진과특별한추
억을선물할수있는‘스냅샷’은말그대로경쟁력
있는창업아이템이라고할수있다. 

꼭 사진사가 아니어도 각 지역에는 전문 사진기
(DSLR)를다룰줄아는전문사진가가많이분포되
어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촬 비를 지불하고 창
조적이고개성적인멋진스냅샷들을제공받는다면
수요자와공급자모두가치와물질의아름다운교환
이이뤄질수있다. 또한사진촬 기법자체가의도
되지않은‘파파라치’촬 기법으로촬 되어관광
하는모습이나자연스럽게데이트하는모습을완성
도있는화보촬 과같이기획할수있어호응도가
크다고할수있다.   

또하나의사업적특징은관광분야와의사업적연계
성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얼마전MBC ‘우리결
혼했어요’라는 방송에서 여행을 갔던 장소가 매스
컴을타게되면서커플여행지로큰이슈가된바있
듯이 한 지역에 여행을 간 커플들이‘스냅샷’을 통
해커플사진을찍어줄사람을찾게되고일정시간

스냅샵의 계략도

사진동호회

학생

일반인

전문사진사

커플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은 모든 대상

촬 상품 구매

장소·포트폴리오비용
게시

1. 회원 및인프라확보후
수익기반마련

2. 매칭 커미션수익창출
3. 커플 사진촬 여행지
광고수익창출

4. 관련부가서비스수익창출

카메라를 활용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모든 대상

친구 부부

{
} 

Matching
스냅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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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은관광지촬 뿐만아니라웨딩촬 대체
까지 가능하다. 기존의 웨딩촬 은 인위적으로 꾸
며진장소와정해진위치에서촬 을해왔지만이색
적인 촬 을 <연예인‘원더걸스 선예 신혼여행’사
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 사진사가 일정 기간
따라다니면서그들의데이트모습을촬 하여멋진
커플사진을화보처럼만들었다. 이처럼‘스냅샷’은
다양한규모의수익사업에적용이될수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으며,
‘Airbnb’와같이전세계를대상으로사업을할수
있다는 로벌비즈니스로확대할수있다. 즉, 한국
의 여행지를 시작으로 전 세계 신혼여행 지역으로,
전 세계인들의관광지로점차확대해나갈수있어
그가치와연계성은진화중이라고할수있다. 

대에 데이트하는 모습이 제3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찍히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찍힌 사진은 SNS
를통해온라인상의다수와공유하게되고자연스럽
게각지역사진사들의수입 역이증가하며관광지
홍보는물론이고그관광지에서는‘스냅샷’을통해
커플사진을만들고오는커플들이점차늘어나는구
조를가지고있는것이다. 

사업성

이색촬
데이트장소출장
포토샵사진보정
사진인화
이메일, 카카오톡사진
파일전송
앨범제작

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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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은현재아이디어를구체화해나가는단계
이지만그잠재력과사업적연관성은무한대라고할
수 있다. ‘스냅샷’의 고객 모두가‘스냅샷’의 홍보
요원이된다. 그리고사진사는더욱많은고객을확
보하기위해예쁘게찍은샘플사진을많은방법으로
홍보하고 싶어 한다. ‘스냅샷’은 그 자체만으로도
베스트 사진, 웃긴 사진 콘테스트 등을 공개적으로
오픈할수있고언론을통한이슈화도가능하다. 따
라서사업의브랜드인지도가생기게되면자체이
벤트등을통해점차성공적인사업프레임과시스
템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가성공창업의좋은사례
가될수있을것으로전망해본다. 

전망및기대효과

이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자신만의 모습을 담는
특별한 연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개성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추억을 이야기
할 수있다고 믿습니다.
본 아이디어는
이런 점 에서
시대와 通하는
사업아이디어로
오래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252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공모전 수상작 253

2014년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수상자
정안나

분류
신규사업

우수상

첫 출산용품 준비과정에서 해외직구를 알게 되었고,

유통과정이 없어 국내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인지도가 높아보 지만 실질적

으로 주변에서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오직 저 뿐이

었습니다. 직구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과 귀찮아서

대신 사달라는 사람, 어울 증 때문에 거부하는 사

람 등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지인들 덕에 신사

업창업아이디어에살을붙이기시작했습니다.

해외(역)지구 관련
소호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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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정안나씨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엄마이다.
얼리어답터성향을가진그녀는예쁘고유니크한유
아용품을 구매하는데 국내업체와 구매대행업체에
터무니없는가격을지불해야하는상황을평소불만
족스러워했고그러던중대학시절전공과목인경
학수업중‘아마존닷컴’사이트에대한강의내용을
생각하게 됐고 오랜만에 그 내용을 더 찾아보다가
해외직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시중 백화
점에서X(가칭) 브랜드가 3~4만원대이상으로거
래되고있는데사실해외에서는고가의브랜드가아
닌목록통관이되는상품만담아200달러까지채운
다면많게는20여벌을담을수있는중저가브랜드
인것이다. 이것을해외에서직접구매하는것이바
로해외직구이다.

국내유통업계의판도라상자가열리고나니알고서
는도저히국내에서는거품낀가격을주고는살수
가없게되었고무엇보다결혼을하고아이를낳다
보니가계비가늘어나가계부담을줄이고다양하고
우수한제품을선택하고자직구를시작하게된것이다. 

그래서가장즐길수있고, 또한많은이들과소통하
며직구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등스마트한컨슈
머의표본이되고자이와같은사업아이디어를떠
올리게되었다. 

아이디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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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부문은회원간의오프라인으로공동또는직접
구매를통한정보력과비용감소와같은일반직구족
(일반직구족에 비해 더 크고 빠른 정보력으로 구매
비용절감)과구매대행업체(정해진상품이아닌회원
의 요구에 따른 직접구매를 통한 고객니즈충족 및
비용절감: 유통비없음)와의차이점이있다고할수
있다. 

직구의한상품의경우회원들의변심또는개인사
정에의해원치않을경우에사업체에서재구매하여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즉, 기존 직구판매업체에서
상품을미리구매하여판매한다는점은비슷하지만
회원간의거래만이루어지고그상품은국내최저
가로판매한다는점과국제배송으로시간이나금액
으로계산했을때회원입장에서는환불과비슷한조
건이특징이라고하겠다. 

또한기존택배서비스와달리배송대행업체와협약
하여택배에고객관리기능이추가된직접주문대행
서비스를추가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 

역직구부문은 역직구 시장에 뛰어들기위한 준비를
돕는과정의일환으로유일한오프라인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구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로벌마인드를가질수있도록환경을제공하고해외
시장진출을위해교육도지원한다. 이처럼본신사
업 창업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특징을
있다.

특징및차별성



256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샵 in 샵 형태로 각 아이템의 시너지 증대 효과로
매출증대가 기대되는 창업아이디어로 직구시장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직구의 단점을
최소화시킬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면 해외직구및역직구를통해시장의수요가지
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본다. 

해외직구의활성화는역직구시장확대와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들도 해외직수출을
통해시장수요확대를꾀할수있는것이다. 최근
한류 열풍이 유통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수출
성장세가여러국가로확대되는추세이다. 소상공
인에게 로벌마인드를 확립시켜 해외시장진출을
돕고국내수출의활로를열것으로기대된다. 

사업성



공모전 수상작 257

본 사업‘(역)직구관련 소호샵’은 공동 해외직구,
역직구(해외직구 :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 역직구 : 해외에서 국내쇼핑몰을 이용)를 중점
으로 회원제를 구성하여 초, 중급자에게 가이드교
육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직구및역직구활
성화하여수익을창출하는신사업형태로기존구매
대행업체와는판이하게오프라인으로(역)직구의이
해를 높이기 위한 초·중급자에게 (역)직구가이드
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여러소비자와같이공동으
로직접구매하는방식을중심으로소통공간을만들
어 높은 양질의 구매유도를 이끌어 직구의 단점을
최소화하고건전한소비구조를갖게하며소상공인
들에게역직구에대해교육을병행함으로써해외시
장진출을돕는신사업형태이다. 직구열풍을더욱
가속화시킬수있는길라잡이로크게자리매김할것
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계의 지각변동
을일으켜나아가역직구시장도진출하여국내수
출의활로가될예상부가가치가큰사업이라고할
수있다.  

전망및기대효과

소통을 전제로 한
해외(역)지구 소호샵은
직구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육서비스도
제공함으로서 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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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소매업인‘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은 외식업 만큼이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점점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
도 속속 보도되고 있다. 또한 과거 화장이 여성의 전유물이나 진
배없었지만 이제는‘화장하는 남자’, ‘예뻐지고 싶은 남자’라는
수식어가 생길만큼 남녀노소 상관없이 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표현하기를원한다. 이처럼인간의3대욕구인식욕, 성
욕, 수면욕에이어‘미(美)욕’이라는신조어가생길만큼외적모습
이내적모습만큼중요한시대가된것이다.

그러나언급한바와같이이젠남녀노소에게필수가되어가는화
장품이지만그가격또한만만치않고원하던원치않던항상제
조사에서 제공하는 용량 및 구성으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퍼가
는화장품‘로라리치’는고객이원하는양만큼, 원하는구성으로
저렴하게사갈수있도록기획되었다.

고객이원하는구성으로퍼주는아이스크림전문점‘베스킨라빈스
31’을생각하면쉽다. 다만 베스킨라빈스는그양이구성에맞춰
서 한정되어있지만‘로라리치’는 원하는 양만큼만 무게를 달아
판매하므로 원하는 구성은 물론 양까지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로라리치’는유명한소설‘향수- 어느살인자의이야기’에서나오는마
지막향기의주인공인‘로라리치스’에서따온이름이다. 소설의주인공이
악마의향수제작을위해마지막표적으로삼는대상으로, 소비자들의최종
선택지는바로‘로라리치’가되고자하는소망으로명명하 다.

퍼가는 화장품 로라리치

｜수상자｜ 김솔 ｜분류｜ 신규사업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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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마음껏꿈꾸고도전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학생들이 소통하는 공간‘카르페디엠’을
만들었고 1만여명의대학생들과함께대화하며청년실업과창업
등다양한주제를다루게되어그결과도전나눔터까지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교육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포괄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전국의 대학으로
청년마을을 확장시켜 새로운 프랜차이즈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진행하고있다.  

현 시대대학상권은대학생과소상공인이‘소비자’와‘생산자’로
만나‘돈’과‘상품’을 교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도전나눔터는우리전통개념인‘마을’처럼‘마을
청년’과‘마을어른’이 만나‘정’을 나누고‘보람’을 느끼며 서로
‘책임’을나누는건전하고발전적인공동체를지향한다.

챌린지랩은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대학별로 청년
공동체마을을구축하여서로의꿈을나누고함께도전할수있는
환경을제공한다. 그리고각대학상권의소상공인들을가맹점으로
구축하여현장기반교육현장제공하게된다.

본사업아이디어는청년들에게는현장기반의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도전정신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소상공인에게는새로운시각과참신한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사업체를보조할청년파트너와함께할환경을제공하여
소통과신뢰가있는청년마을로발전할것을기대해본다.

챌린지랩

｜수상자｜ 강 훈 ｜분류｜ 신규사업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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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3D Printer 분야는 제조업의 혁신으로
불리고있으며, 동시에다량생산체제에서다품종소량생산체제
로의전환이불가피한추세이다. 하지만기존절삭가공이가지고
있는한계를적층가공이대체하더라도여전히후(後)가공등에서의
공정에서는한계를보여주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아웃테리어 조명보다는 인테리어 조명과 실내
생활 소품조명기구에 집중하고 더불어서 문화관광 상품분야 및
캐릭터, 미니어쳐, 액자및사진, 그리고실내용조형화분과실내
조명등분야스탠드및작품성있는벽부착방식의조명등분야가
2차사업진출분야이다.  

본사업아이디어는3D Printing을활용한다품종소량체계의작품
조명등을맞춤주문제작형태로맞춤형또는주문형조명등은공예
디자인(특히한지공예등)과융합하여특화된작품형태공예조명
제품시장판로를개척하고현재주로수작업을통해생산하는한지
공예조명등은작품화과정을통해특화시켜차별화된상품을제작
및공급하여성공적인창업발판을만들고자기획되었다. 

3D Printing 설계편집
제작 서비스 전문점

(맞춤조명등 특화)

｜수상자｜ 이충 ｜분류｜ 신규사업 기존사업 변형·융합

장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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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아이디어는온·오프라인융합운 을통한지역내로컬
푸드 판매 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기획 및
마케팅 대행으로 로컬 자 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에
있는 자 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반의 상품을 개발
하고소비자들에게저렴하게제공하도록기획하 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잠자리, 그리고 건강한 여행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건강을찾아주는신규사업아이템이다.

인터넷의발달과, 농촌의정보화가가져온변화중하나는, 농산물
직거래유통의발전이다. 생산자의직접재배및거래는소비자에게
신뢰와가격적메리트를줄수있는주요한요인이된다. 

로컬 푸드를 광역화하여 공급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컨설팅 대행업과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시라이프를실현시키고자하는것이궁극적인이사업의목표
이다. 특히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에 있는
지역기반 자 업자들 또한 융합이 가능해 지역 공동체 상품을
패키지화하여개발하고소비자들에게제공할수있어공급자들은
경쟁이 아닌 화합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받을수있는형태가가능할것으로전망해본다.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유통 마케팅의 새로운 물결

Well-thy Wave

｜수상자｜ 김대완 외 3명 ｜분류｜ 신규사업

장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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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경우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하여
농민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취가격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직거래
장터’또는‘로컬푸드 직매장’이 농림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직거래장터및로컬푸드직매장의경우매장임차, 인테리어
및 설비, 운 인건비 등과 함께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높아 소상
공인의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그러나
로컬푸드버스의경우B to B(Business to Business) 또는 B to
C(Business to Customer)에서한단계진보한 F to F(Farm to
Family)형비즈니스모델로소상공인의사업모델로적합하다. 

기존소매유통은매장의임차비용이사업비용중가장많은부분을
차지하며 로컬푸드 버스는 이와는 별도로 물류차량 등의 구비가
필요하나매장과물류를동시에활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
있으며, 셀프구매 형식으로 판매를 위한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고‘신선도’를가장핵심적인판촉수단으로활용하여출하농민이
순번제로동행하여상품에대한설명과재배과정등을소비자에게
직접설명이가능하다. 또한생산농가와소비자가직접대면하는
‘얼굴있는먹거리’를제공하여소비자의신뢰도를높이고대형유
통업체에 빼앗긴 농산물 유통을 소상공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기
회를확보하고대형자본에의한물량공급이아닌정감넘치는재
래형 유통구조와 소비자가 찾아가는 매장이 아닌 생산자가 소비
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마케팅 형태를 취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를극대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로컬푸드 버스{ }

｜수상자｜ 이주호 ｜분류｜ 기존사업 변형·융합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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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흔히볼수있는신발은박음질과접착제를이용한획일화된
제품이전부이다. 본아이디어제품은신발본체에액세서리및외
갑피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소비자
가 각자의 날씨와 계절에 따른 감각에 맞춰 같지만 다른 신발로
바꿔신고다닐수있으며, 특히보관및수납을용이하게구성하
다.  

생활필수품인 신발은 사계절 각기 다르게 신게 되고 개인마다
취향이 달라 보유하고 있는 양도 상당하여 가정별로 신발장을
가득 채우게 된다. 이로 인해 보관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세균번
식 뿐만 아니라 보관이 허술하여 제품에 손상을 주게 된다. 따라
서이런대책의일환으로기획된본아이디어는공간활용도를높
여주고계절에상관없이사용할수있도록하고외갑피및액세서
리의탈·부착을이용하여새로운느낌의신발로각개인의개성
대로독창적인디자인연출을할수있다.

개성과독창성을중요시하는요즘의신세대들에게신선한반응을
주고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할수있는아이디어사업을통해
사업의성공적진입을긍정적으로예견해본다.

사계절용 신발
(기능성 신발)

｜수상자｜ 김순호 ｜분류｜ 신규사업 기존사업 변형·융합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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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현재국토교통부이동용음식판매자동차의구조변경을허
용하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는등푸드트럭규제완화로인하여, 길거리에서트럭
을통한길거리음식판매가가능해졌다.

이로인하여소자본으로창업을원하는예비창업가들이대거쏟
아져나올것으로예상되며푸드트럭을세워놓고 업을할공간
에대한수요도함께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본아이디어는현재일본에서새로운직업으로떠오르고있는공
간대여 코디네이터를 벤치마킹하여 푸드트럭 공간 대여사업으로
응용하여 접목시켰으며, 주차 문제 및 업 문제 등을 공간 코디
네이터를통하여안정적으로공간을확보하고새로운직업군으로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시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마케
팅을저렴하게진행할수있어소자본을통한창업활성화를기대
할수있다.

푸드트럭 공간
코디네이터

｜수상자｜ 고훈 외 2명 ｜분류｜ 신규사업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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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아이디어는한지공예와냅킨아트를활용한 3D 축소인물모형
을 3D 프린팅을 사용하여 구현하며, 이를 적용하여 가족, 연인,
친구, 반려동물등의 3D 투명조각액자및원통 LED 등세트등
다양한제품제작이가능한창업아이템이다. 

3D 프린터의활용으로실사에가까운미니어처를제작하기전에
는 작가가 개별적으로 모형을 제작하고 실사에 근접하도록 많은
시간과노력을들여단순한칼라로제작하 으며, 특별한용도외
활용이어려웠던것이현실이다. 그러나최근핵심특허의만료에
따른 3D 프린터의보급이시작되면서국내에서도몇몇업체에서
3D 미니어처를제작·판매하기시작했다.

3D 프린팅서비스는기술과인간의따뜻한만남을통해가족, 연
인, 친구 및 반려동물과 함께 보낸 특별한 추억들을 기억으로 오
래남길수있도록해주며종래의일부상용화된 3D 투명조각액
자뿐 아니라 원통형태의 제작 표현 기술을 확보하여 초기시장인
국내미니어처산업에서획기적도약을기대해본다.

한지 공예 냅킨 아트를 활용한

3D 프린팅 서비스 및
이를 적용한 제품 제작

｜수상자｜ 유현규 외 2명 ｜분류｜ 기존사업 변형·융합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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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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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4」에 의해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2014년 1월 1일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 진흥원을 통합하여 공식 발족했습니다. 

경 목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의 소상공인·시장 서비스기관

2015년까지 고객만족도
최상위 공공기관 실현

선진 소상공인 및
시장강국의
기반조성

Introduce

HISTORY 

핵심가치

1999 
02.10

2005
03.14

2010
07.01

2006
05.22

고객중심

전문성 융합(협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전국 10개, 지방중소기업청 운 )

시장경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시장경 진흥원 전환
(“재래시장”명칭을“전통시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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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소개

공단 CI의 두 개의 고리로 연결된 모습은 공단 조직원들간의 융합, 소상공인과 공단이 힘을
모아 성장해 나가는 결속력을 상징

국문약칭
공단의 핵심 지원주체를 대표하는
‘상인’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 상인(상법 제46조) : 일반 도·소매업 뿐 아니라 제조업,

가공업 및 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자

문약칭
공단 문명인 Small Enterprise & 
Market Service를 축약

2011
08.25

2012
01.01

2014
01.01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24시간 자체채널
소상공인방송 개국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족

형태 COLOR  상징색

블루컬러는 평안한, 희망,
진정성과 신뢰로 공단의
진정성있는 정책수행 의지
와 밝고 희망찬 소상공인
들의미래를의미

오렌지컬러는 열정적이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소상
공인들의삶의모습을의미

공단의 상징색은 CI를
구성하는 주색인 블루와
오렌지

보조색은 블루퍼플로 조화
와융합을의미

타오르는 불꽃, 피어오르
는 꽃봉오리와 사랑을 상
징하는 심볼은 협력을 바
탕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의 무한한 가능
성, 희망찬 미래, 공단의
성장을표현

상인공단 SE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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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
업종별·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기창업자의
매출증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소상공인교육팀｜ 042-363-7821~4, 78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제공 및 업종전환
예정자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업종으로의 유도
※ 실전창업(130시간), 업종전환(8시간) 등 예비창업자를 위한 심층교육 진행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폐업)자

창업학교

급격한 경 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업종 및 지역별 특성화된 경 개선교육 제공
※업종전문(10시간 내외), 지역특화(12~18시간) 등 소상공인을위한맞춤식교육진행

소상공인경 학교

창업 및 경 개선 관련 무료 동 상강의 제공
※ 이용방법 : 소상공인 교육정보시스템(edu.semas.or.kr)회원가입 후 이용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e-러닝교육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교육정보시스템
(edu.semas.
or.kr)접속

교육신청
클릭

교육과정
선택

신청하기
클릭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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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교육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 현대화와 점포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상인 육성을
위해 종합교육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 및 종사자
>>  교육장소 상인회 또는 시장 인근의 교육장
>>  교육과정

지원내용

지원절차

｜상인대학 및 대학원｜ 042-363-7814
｜맞춤형교육｜ 042-363-7841    ｜ICT교육｜ 042-363-7842

문의처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상인의 경 기법, 마케팅, 고객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의식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진상인 육성

40~50시간상인대학

상인대학 졸업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전통
시장과 상점가의 경 활성화를 선도할 상인지도자 육성

60~80시간상인대학원

시장특성·업종·상인수준을 고려한 경 기법, 실무기술 등의 교육제공
으로 시장 및 점포 경쟁력 제고

2~20시간맞춤형교육

급변하는 유통 및 정보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의 정보
화 활용능력 향상

9~18시간ICT교육

절차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 ICT교육

대학원에서 상인대학
졸업생 등 모집

상인회에서 공단에
교육 신청

상인회에서 공단에 교육신청
※ 별도 선정과정 있음.

교육 신청

대학원은 교육과정
개설

공단은 시장에 강사,
교육기관 배정

공단은 교육기관(책임교수)에
선정된 시장배정

교육기관
(강사) 배정

입학·졸업식, 리더십
교육, 워크샵, 견학실시

의식혁신, 상품진열, 
디자인경 , SNS활용,
마케팅, 서비스기법 등

입학·졸업식, 기본(20시간), 
심화(20시간), 견학실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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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매출증대방안, 입지·상권분석등안정된 업기반확보를위해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 사건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무료지원

>>  소상공인컨설팅
희망컨설팅 : 자부담금 무료 / 2~5일까지 컨설팅 지원
대상 : ①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

②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매출액 48백 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③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맞춤형컨설팅 : 자부담금 1일 2만 원 / 2~5일까지 컨설팅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

>>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
※ 단, 승소가액 2억 원 이상, 근로관계와 연관된 사건은 제외

신청기간 : 연중상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절차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홈페이지 신청·문의｜ con.semas.or.kr   
｜무료법률구조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문의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공단(센터) / 소상공인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공단(센터) 

신청접수

공단

성과확인 / 비용지급

공단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팅 수행(20일 이내 완료)

소상공인 / 컨설턴트



공단사업소개 281

전통시장 컨설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시장 관리 및 상권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법인, 시장관리자 등

>>  지원분야
사전컨설팅 : 자부담금 무료 / 최대 3일 컨설팅 지원
예산 편성 전 시설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방향 검토
활성화자문 : 자부담금 무료 / 최대 4일 컨설팅 지원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단계별 활성화 프로그램 제시
신청기간 : 연중상시 신청 가능

※ 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지원내용

지원절차

｜시장자문팀｜ 042-363-7861~2

문의처

추천 및 자문실시

공단 ⇒ 지자체

사후관리

공단

신청서 접수

지자체 ⇒ 공단

결과송부 및 평가

공단 ⇒ 지자체

자문결과 제출

자문위원 ⇒ 공단

자문보고서 작성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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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정보시스템
예비창업자에게 상권, 입지, 점포 및 업종선정에 필요한 지역별·업종별 종합적인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창업에 따른 과다경쟁을 예방하고 철저히 준비된 창업을 유도

제공정보 주요내용

점포(업종현황, 위치 등), 인구(인구구성,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주요시설
수·위치 등), 선택지역·업종의 상권정보 제공

49종의 상권정보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수 등 상권분석에 활용도 높은
각종 통계자료 제공

시군구 상권정보

전국 발달한 주요상권내 50개 업종에 대한 집도 지수를 시각화하여, 선택
상권의 업종별 집수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업종 집정보

성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업종의 평가, 입지 특성분석 정보, 스스
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창업적합성 검사 및
점포평가

특정 주소에 과거 폐업한 점포의 이력을 추적하여 제공점포이력추적서비스

카드사 거래데이터 및 임대시세조사를 기반으로 한 매출추정, 입력통계, 임대
시세 등 각종 상권관련 통계 정보 제공

상권관련 통계정보

지원내용

구분 이용방법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sg.semas.or.kr) 클릭인터넷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상권정보시스템’앱 다운로드모바일

이용방법

｜콜센터｜ 1644-530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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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송
집합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들에게 방송을 통해 자 업 관련
최신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 방송

구분 시청방법

255번,           415번, 케이블TV (방송홈페이지 참조)TV

방송홈페이지(www.yestv.or.kr) ON Air클릭인터넷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소상공인방송’앱 다운로드모바일

지원내용

방송시청 및 출연방법

｜방송실｜ 042-363-7668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www.yestv.or.kr문의처

>>  연간 6,000편의 창업 및 경 정보 프로그램 방
>>  인터넷, 모바일 VOD(다시보기) 서비스

※ 방송 홈페이지(www.yestv.or.kr)에서 지역별·업종별 VOD 검색 가능

>>  방송 출연기회를 무상 제공하여 홍보지원

>>  방송시청

구분 신청방법

타인에 귀감이 되는 인물, 특별한 아이템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신청대상

방송홈페이지(www.yestv.or.kr) 신청등록신청방법

프로그램별 제작진이 내용 검토 후, 개별연락선정방식

>> ’14년 신규프로그램

>>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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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
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장애인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10인 이상 지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단, 생계형 업종(숙박업, 노래연습장, 기타 주점업)은

건강보험료 95,537원 미만업체도 지원가능

지원요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최고 7천 만 원
※ 장애인·나들가게·창조형 한도 1억, 소공인 5억(운전자금은 1억 원 한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0.4%p(분기별 변동금리)
※ 장애인(3%)·재해(2.7%) 고정금리

>>  지원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
(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이 공단(지역센터)에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 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지원절차



공단사업소개 285

>>  자금지원 절차도

① 융자신청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③ 신용보증서 발급

④ 채권보전 및 대출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문의처

자금 수요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출취급 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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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협동조합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
종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구매·생
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동의 사업 추진을
실행하는 협동조합

※ ’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협동조합은 기 지원금이 지원한도(1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단, 기 지원분야 중복 불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간 공동의 이익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자부담비율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비용 1천만원 20%공동장소임차

공동사용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억원 30%공동장비

판매기법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3천만원 20%공동R&D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개발 비용 2천만원 20%공동브랜드

판로확대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5천만원 20%공동마케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2천만원 20%공동네트워크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한 소상공인협동조합
※ 전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지원규모 협동조합당 1억원한도(단, 공동장비분야에한하여최대 2억원까지지원가능)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20~30% 자부담금 현금납입 원칙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소상공인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semas.or.kr

문의처

설립계기 인력부족으로 생산·출하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불균형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매생이 위판가가 생산단가보다 낮게 형성
되어, 생산자·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친분이두터운소수의사람들이모여협동조합을결성

설립개요 2013년 / 6명 최초설립 / 대표자 : 오민상

사업효과 자동화를통한품질향상및 15%의 비용 절감 효과로협동조합 설립
전월 6천만원에서설립후(2014년) 월 2억 1천만원으로매출증대

성공사례 매생이의 푸른맛, ‘완도매생이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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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별로 특화프로그램이 일부 상의할 수 있음.

※“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위하는 사업자
※“집적지”란?  행정구역 동(洞)단위에 동일업종 50개 업체 이상이 분포한 지역

※ 프로그램별로 지원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를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 하여 관련 정보제공, 집적지·
업종별 특성을 반 한 특화프로그램 운 등 현장 착 지원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소공인 특화교육(경 역량, 기술역량, 기술전수)필수

공동 제조장비 지원
공동사업 지원(공동구매시스템 구축, 공동장소 임차, 공동연구, 공동장비 임차, 공동마케팅)
기술컨설팅 지원
작업환경개선 지원

선택

자율 센터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기획·운

지역 집적지 분야 주관기관 연락처

성동구 성수동

중구 쌍림동

종로구 창신동

등포구 문래동

중원구 상대원동

동구 송림동

중구 성내1동

동구 범일동

수제화

인쇄

의류제조

기계금속

제과제빵

기계장비부품

쥬얼리

섬유패션봉제

서울성동제화협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재)부산디자인센터

02-3462-2231

02-2277-2922

02-741-5365

02-2634-7727

031-782-3081

032-588-2303

053-661-2361

051-790-1066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  소공인 지원정책, 제도 등 안내·상담
>>  소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

>>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내용

지원절차

｜소공인팀｜ 042-363-7723문의처

평가/선정

센터

신청접수

소공인 ⇒ 센터

사업수행

소공인

사후관리

센터 ⇒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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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유망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을 전문화, 체계화하여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지원

운 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80%(최대 2천 만 원 한도)

※ 직 점 : 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

※ 사후관리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로부터 월 1회씩, 1년간 총 12회 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업종 지원대상

직 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외식업

직 점포가 1개 이상이며, 1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서비스/도소매업

구분 지원내용 기간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예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록 및 개발, 가맹점 모집·계약

및 출점 방안 컨설팅

3개월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개발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적용 및 보완
※ 예 : 시스템 적용 상황 확인, 개발된 시스템의 수정·보완,

직 점 및 가맹점 출점 현황 확인·보고 등

12개월
(12회)

사후관리

지원절차

｜유통지원팀｜ 042-363-7755~7문의처

유망
소상공인모집

지원업체
현장실사
사전교육

참여팀
신청·접수

참여팀
선정평가

사후관리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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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SSM 등기업형슈퍼마켓출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동네슈퍼
마켓이스스로변화와혁신을통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

지원내용

지원절차

구분 지원대상

기 지원된 나들가게

지원규모

1,500개

지원내용

사후관리 전문컨설팅
점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후관리

점포 면적 165㎡ 미만
소규모 동네슈퍼

최소사양 이상의 POS기기
보유(예정)점포

2,500개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보급
점포운 개선 전문컨설팅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지원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지원
점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e-나들가게

｜유통지원팀｜ 042-363-7752~3   ｜나들가게 홈페이지｜ www.nadle.kr문의처

>>  사후관리 지원

>>  e-나들가게 지원

나들가게
이웃처럼 친근감이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정서를 담은 이름
으로「정이 있어 내 집같이 편
하고,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
로 가고 싶은 가게」

지원점포 선정 및
전담매니저 배정

공단본부 및 지역센터

공고·신청접수

중기청 / 공단

사후관리 지원

공단 / 전담매니저

완료점검

공단 지역센터

지원점포 선정 및
전담매니저 배정

지방청 / 공단

공고·신청접수

중기청 / 공단

‘e-나들가게’지원

공단 / 전담매니저

완료점검

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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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육성
소상공인분야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전환 예정자의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

>>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틈새시장 공략 및 최신 트렌드에 대응하는 국내외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발굴된 아이디어는 신사업 아이디어 설명회,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제공
※ 홈페이지 검색방법 : 소상공인지원포털(www.seda.or.kr)-정보마당-통합검색-“신사업아이디어”로 검색

>>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전환 예정자의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련한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항목 :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 창업완료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지원절차

지원내용

문의처 ｜소상공지원팀｜ 042-363-7836

설립개요 2012년/ 경기 성남시 / 대표자 : 손민정

사업소개 커피 로스팅과 같이 기름 또한 곡물의 로스팅이 맛을 결정한다
는 점에 착안하여 전통기름 로스터리 전문점을 컨셉으로 했다.
기름이 추출되는 과정을 고객이 볼 수 있음으로써 믿고 안심
하며,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 공간 및 간단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다이닝 공간으로 구성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카페
형태의 매장이다.

성공사례 전통기름 로스터리 전문점‘청춘참기름, 방유당’

사업화 지원 신청자
평가 및 선정

공단

현장점검 완료 후
사업비 지급

공단 ⇒ 지원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사업화지원 신청자

창업 완료 보고서 제출

지원자 ⇒ 공단

사업화 지원

공단 ⇒ 지원자

사업화 지원 선정자
협약 및 지원

공단 ⇔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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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ICT·디자인 융합
상품·문화 등 전통시장 콘텐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고객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전통시장 ICT｜ 상권육성팀042-363-7621
｜전통시장 디자인융합｜ 디자인융합팀042-363-7582

문의처

지원내용

단위사업 지원내용

고객과 상인이 정보취득,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비치된
ICT카페(고객센터 내) 설치

ICT카페

카드결제, 현금 수증 발급, 모바일 쿠폰 활용 등이 가능한 점포관리
모바일 기기 지원

모바일POS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배포 가능한 스마트폰 전단지 및 모바일 쿠폰 지원스마트전단지·쿠폰

상인들의 ICT 역량과 ICT카페 활용도를 높이도록 전문가 그룹을 지원ICT추진단

캡스톤 디자인, 디자인융합 시범시장 선정 등 지원디자인융합

지원절차

신청·접수

상인회 ⇒ 공단

완료점검

공단

모집공고

중기청

사후관리 지원
(사용교육, 일반지도)

공단, 추진단

ICT카페설치
POS공급

공단

ICT 상인교육

공단, 추진단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중기청, 공단

현장실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중기청,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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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을 전통시장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장보기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성화 시장 육성

정선아리랑시장 정읍샘고을시장 현풍백년도깨비시장

186억 원(국비 기준), 65개 시장(신규시장 23개, 계속시장 42개) 

지원규모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과 연계하여 특성화시장으로 발전가능한 시장

지원대상

>>  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의
컨텐츠 개발·홍보·마케팅 지원
지역문화·관광자원, 특산품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이벤트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지원내용

>>  지원규모 국비기준 시장별 3년 최대 7억 원 내외(3년간 지원) 
※ 1, 2년차 : 국비 50%, 지방비 50%, 3년차 : 국비 30%, 지방비 70%

문의처 ｜특성화사업팀｜ 042-363-7782~8

문화접목형

지역놀이, 풍속 등
무형 콘텐츠와
연계된 시장

관광접목형

지역관광, 공예품
특산품 등과
연계된 시장

국제명소형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인 방문이
잦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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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개별시장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상권을 연계 활성화한 면/권역단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6개 상권활성화구역 3년간 구역당 18억 원 이내(경 개선분야)
※ 경 개선사업 : 캐릭터·디자인 개발, 이벤트·축제 개최 지원 등

지원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요건을 갖춘 곳

지원대상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 등 고객 유치사업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지원내용

>>  2014년 신규 상권활성화사업 선정현황

문의처 ｜상권육성팀｜ 042-363-7622

①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③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④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

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지자체 상권활성화구역(일부구역가칭)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경기 성남시

충남 부여군

전남 순천시

지자체 상권활성화구역(일부구역가칭)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의정부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언양시장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부산 해운대구

경기 의정부시

울산 울주군



294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및
장보기·배송서비스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이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활동과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 축제투어마케팅 : 2014년 시범사업으로 광역시도에서 추천을 받아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청년동아리 : 2014년 시범사업으로 상인회에서 공단으로 신청 후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분야 단위사업 및 주요내용

공동마케팅 : 시장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지원
고객 감사 대잔치 : 전통시장 대목시기에 맞춘 전국 규모의 사은행사
축제투어마케팅 :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축제투어
청년 동아리 : 청년 동아리 재능기부(공연, 벽화, 디자인)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에서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고객들에게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75개 대상시장의 콜센터 이용 또는‘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앱’을 통해 신청

마케팅 지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공동 마케팅 지원절차

문의처

｜공동마케팅｜ 042-363-7701~6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042-363-7705

신청·접수

상인회 ⇒ 시군구 ⇒ 공단

정산검토 및
잔금 교부

공단

모집공고

중기청

사업시행승인 신청
및 선급금 신청

상인회

사업시행승인 및
선급금 교부

공단

사업집행 후
정산보고

상인회

결과 발표 및 운 교육

중기청, 공단

선정 평가 위원회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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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전국 공통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유통

(법인판매)

상품권 종류

이렇게 사용하세요!

문의처

｜가맹신청 및 사용처 확인｜ 콜센터 1357(단축 4번)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  사용방법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가능

>>  사용처 전국 1,250여 개 시장내 약 17만 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전자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  구매처 12개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

{ }
{ }

온누리상품권(지류) 온누리상품권(전자)

종이상품권
(11곳)

전자상품권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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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2개 지역센터를 통해 업종별 전문상담과 컨설팅, 교육, 경
정보제공등의현장 착적지원을실시하고있습니다.              (대표전화 : 1588-53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서울)중부센터
(서울)서부센터
(서울)동부센터
(서울)남부센터
(서울)북부센터
(부산)북부센터
(부산)남부센터
(부산)동부센터
(부산)중부센터
(울산)울산센터
(대구)남부센터
(대구)북부센터
(경북)안동센터
(경북)구미센터
(경북)포항센터
(경북)경주센터
(광주)남부센터
(광주)서부센터
(광주)북부센터
(전남)목포센터
(전남)여수센터
(전남)순천센터
(제주)제주센터
(경기)수원센터
(경기)평택센터
(경기)화성센터
(경기)광명센터
(경기)시흥분소
(경기)성남센터
(경기)이천분소
(경기)의정부센터
(경기)부천센터
(경기)고양센터
(경기)안양센터
(경기)안산센터
(인천)남부센터
(인천)북부센터
(대전)북부센터
(대전)남부센터
(충남)천안아산센터
(충남)논산센터

(02)720-4711 
(02)839-8312 
(02)2215-0981 
(02)585-8622 
(02)990-9101 
(051)341-8052 
(051)633-6562 
(051)761-2561 
(051)469-1644 
(052)260-6388 
(053)629-4200 
(053)341-1500 
(054)854-3281 
(054)475-5682 
(054)231-4363 
(054)776-8343 
(062)366-2122 
(062)954-2084 
(062)525-2724 
(061)285-6347 
(061)665-3600 
(061)741-4153 
(064)751-2101 
(031)244-5161 
(031)656-5302 
(031)8015-5301 
(02)2066-6348 
(031)404-1300 
(031)788-7341 
(031)636-1046 
(031)876-4384 
(032)655-0381 
(031)925-4266 
(031)383-1002 
(031)482-2590 
(032)437-3570 
(032)514-4010 
(042)864-1602 
(042)223-5301 
(041)567-5302 
(041)733-5064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8층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 275 비전빌딩 2층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부산광역시북구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6층
부산광역시수 구수 로 591 부산은행광안지점 2층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 455 신원빌딩 5층
대구광역시북구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08호
경상북도포항시북구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2층
경상북도경주시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경주시지부 3층
광주광역시서구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403호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주광역시북구풍동길 1 광주은행풍향동지점 2층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전라남도여수시좌수 로 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향매로 109 광주은행순천신대지점 5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경기도수원시 통구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경기도평택시중앙로 275 구)의회 1층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경기도광명시오리로 904 우프라자빌딩 703호
경기도시흥시새재로 32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2층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경기도이천시부악로 40 이천시청 9층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1층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경기도안산시단원구적금로 120 안산상공회의소 3층
인천광역시남구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인천광역시부평구경원대로 1404 부평동그랑프리 9층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540 동양증권빌딩 5층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연번 지역 센터명 전화 주소

서울

대전
·
충남

인천

경기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공단사업소개 297

(충남)서산센터
(충남)공주센터
(강원)춘천센터
(강원)강릉센터
(강원)속초분소
(강원)태백분소
(강원)원주센터
(충북)청주센터
(충북)충주센터
(충북)제천센터
(충북)음성센터
(충북)옥천센터
(전북)전주센터
(전북)남원센터
(전북)익산센터
(전북)군산센터
(전북)정읍센터
(경남)창원센터
(경남)진주센터
(경남)김해센터
(경남)통 센터

(041)663-4981 
(041)852-1183 
(033)243-1950
(033)645-1950
(033)638-1950
(033)554-1950
(033)746-1950
(043)234-1095
(043)854-3616
(043)652-1781
(043)873-1811
(043)731-0924
(063)231-8110
(063)626-0371
(063)853-4411
(063)445-6317
(063)533-1781
(055)275-3261
(055)758-6701
(055)323-4960
(055)648-2107

충청남도서산시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1동 3층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 124 LGU+ 공주국사 1층
강원도춘천시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 업부지점 2층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원도속초시중앙로 67-1 SK텔레콤 3층
강원도태백시황지로 132 태백우체국 3층
강원도원주시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2 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건물 3층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6길 32 제천시문화회관 2층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중앙로 173 음성군청정문옆별관1층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동부로 15 관공서(옥천읍사무소) 3층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라감 로 72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 30-1 한아름꽃집건물 2층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전라북도군산시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전라북도정읍시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 업부 3층
경상남도진주시동진로 55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관 2층
경상남도김해시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경상남도통 시원문로 33 담배인삼공사 3층

연번 지역 센터명 전화 주소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경남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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