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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시장을조사하여발굴한

알짜신사업아이디어를테마별로분류,

소자본창업을위한관련업체정보와특징을상세분석,

시장공략을위한전문가의 Tip을 알기쉽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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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4년 창업성공시대,
그 성공을 위한 출발선에 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취업난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의 회오리 속에서 대학졸
업자나 졸업예정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안정된 직장보다는 진작부터 창업일선에 나오
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분명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창업문화의새로운바람이라고관망하고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회·정치·경제·문화의저변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창업열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협곡의
거센물줄기처럼역동적인창업에너지가곳곳에서피어오르고있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생존을 확보하는 개념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소망
과 꿈을 실현하고‘나도 할 수 있다’는 큰 희망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긍정적 에너지
로많은소상공인과예비창업자들에게희망의단어로인식되고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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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든 분들에게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리며 성장의 발판
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이에‘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의 발간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
하며, 예비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성공 창업의 길을
활짝열어가길소망하며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 책은 먼저 전문가 기고를 통한 특별기획을 마련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해외
유망 아이템의 국내 도입 고려사항’과‘성공창업을 위한 플래닝 법칙’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맛보기와 같은 현재 우수 창업 아이템들의 집약된 정보를 공유하고 베스트
아이디어를 통해 도소매, 외식, 생활 착 서비스, 그리고 전문서비스의 세부 카테고
리별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실제
창업한경험을신사업사업화지원수혜자기획취재인터뷰를통해제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불문율 상식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 돌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야무진 준비와 창업 매 과정을 성
실히 점검하고 학습하며,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성공창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언제나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아끼지않는최고의성공파트너가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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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창업을위한
플래닝법칙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이경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화‘명량’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세계 해군

역사상이순신장군처럼단한번도패배하지않은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모든 전투에서 무패를 기록한 승리의

비결은무엇일까. 

도전을앞둔예비창업자들이교훈으로삼을만한이순신장군의승리비결은세가지로요
약된다. 첫째, 전략이다. 둘째는정보력이다. 셋째는핵심역량을강화한것이다. 
이순신장군은전투에나가기전전투를둘러싼여러가지상황과조건을치 하게분석했
다. 스파이등을활용한정확한정보와작전을바탕으로이길수없는전투는참가하지않
았다. 해전에서가장중요한것은함선의힘과군사들의마음가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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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

조선수군의함선은일본함선에비해성능이월등히뛰어났다. 군사들의마음을무장시키
기위해서비겁하거나두려워하는모습을보이는부하들을일벌백계로다스리고훈련을시
켰다. ‘무모한도전이기업가정신이아니다. 합리적인전략과과학적인경 으로위험을
줄이는게기업가정신이다’피터드러커는기업가정신에대해서이렇게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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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의승리비결과기업가정신에대한피터드러커의정의를통해우리는창업성
공에서플래닝이얼마나중요한가를새삼스럽게깨닫게된다. 

창업이두려운이유는불확실성때문이다. 좋은플래닝은혼란과불안을없애고, 어두운길
을환하게밝혀줄수있다. 앞으로생길문제를미리짚어보고대비책을가지고있다면두
려움은줄어든다. 잘만들어진지도와같은역할을하는게플래닝이다. 

창업플래닝도다른모든일과마찬가지로PLS사이클이중요하다. PLS 사이클이란계획을
세우고(plan), 실행하고(do), 반성하는(see) 것을말한다. plan-do-see의 사이클은큰사
이클과작은사이클이있다. 먼저큰사이클의PLS 사이클을실행하면서단계별로더크고
작은PLS 사이클을시행해야한다. 바쁘고힘들어도PLS 사이클을잘실천하면시작단계
에서는미숙해도점차개선되고발전되어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반드시향상된성과를
기대할수있다. 

플랜은구체적인수행계획인데일반적으로좋은계획을 판단하는기준을SMART라는 5
가지요소로본다. S는 specific 즉‘얼마나구체적인가’이다. M은measurable, ‘측정가
능성’이다. A는 achievable ‘성취가능성’, R은 realistic ‘현실성’,  T는 timely ‘시의적
절성’이다. 모든 계획은 시의성과 현실성에 바탕을 둬야 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성취할수도있는법이다. 아무리좋은계획도‘DO’, 즉실행하지않으면의미가없다. 실
행할때주의할점은한꺼번에너무많이하려고하지말고차근차근하나씩단계별로해야
한다는점이다. 그리고실행을한후에는반드시실행의효과를분석하고반성해서다음계
획은더개선될수있도록해야한다. 

창업플래닝을위한PLS 사이클에서가장먼저해야할것, 그리고가장큰PLS 사이클은
창업하기전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손자병법에따르면책상위에서도이기지못하는
전략으로현장에나가서이기기어렵다고한다. 사업계획을꼼꼼히짜면불명확했던것을
명확하게할수있고, 예상하지못했던걸예상할수있으며, 더 나은방법과전략을만들
수있다. 

창업자자신의특성을돌아봤다면다음에는좋은사업플랜을위해몇가지알아야할요소
들을이해해야한다.



특별기획 11

첫째명확성, 구체성이다. 모든플랜은명확하게알수있는구체적인내용으로기술되어
야한다. 너무포괄적이고구체적이지않으면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의미가없다. 가령사
업아이디어의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 경쟁우위의상세내역이무엇인지, 타겟고객이
누구인지, 예상되는매출은어떻게되는지분명해야한다. 또유망하다가아니라왜유망한
지근거를명확히밝혀야한다. 단순히인력채용아니라어떤인력을채용할것인지구체적
으로정리하면좋다. 특히사업모델을기술할때너무포괄적이어서잘이해하기어려운경
우가많은데수익모델의내용과상품의내용이명확해야한다. 특히자금계획과손익분석
은구체적이고자세할수록좋다. 

둘째, 고객가치, 혁신성, 경쟁우위이다. 사업은창업자가꿈을이루기위한것이지만사업
의성공은고객이받는가치가명확하고경쟁우위가있어야가능하다. 경쟁자에비해서어
떤장점이있는가, 고객이느끼는가치는무엇인가, 기존의제품이나상품과다른혁신성은
있는가 등이잘나타나야한다. 단순히채워야할항목을나열하기만한다면성공이보이
는사업계획서라고할수없다. 

셋째, 시장의전망이다. 보통명확한근거없이유망하다고기술하는경우가많은데왜유
망한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기술해야한다. 

넷째, 리스크와대응전략이다. 전체사업계획서중에리스크에대해서는아예언급이없거
나리스크를언급했더라도대응방안이없는사업계획서가많다. 사업계획서작성의가장
큰목적중에하나는사업을시작하기전에미리위험요소를파악하고문제해결방안을마
련하는것이다. 

다섯째, 경쟁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소규모사업이나자 업은경쟁이치열하다.경쟁에
서지기때문에실패하는것이다. 경쟁자의범위도다양하다. 경쟁자의강점과약점, 경쟁
자의상품가격전략등경쟁자에대해서가급적자세하게기술하도록한다. 기왕이면경쟁
자를이기는방법까지기술하면금상첨화다. 막상창업을한후에는매일매일일상이바빠
서경쟁자를분석하고들여다보기어렵다. 

여섯째, 객관성이다. 많은사업계획서가객관성이부족하고창업자의주관적인전망과장
점에대한기술로만채워져있는경우가많다. 지나치게과장되거나과소한수치로되어있
는경우도많다. 사업계획서작성의중요한목적중에하나가사업타당성을분석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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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가급적객관적인시각으로작성하는게중요하다. 객관성을유지하는방법중에하나
는자신의생각과아이디어에대한의존을탈피해서풍부한자료를참조로하고, 실제현장
방문과관련자인터뷰를하는것이다. 

일곱째, 정량적내용과정성적내용의조화다. 사업계획서는숫자로표현된정량적내용과
비젼가치등과같은정성적인내용이균형을이뤄야한다. 

사업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과항목은많다. 플랜이란, 전체경 을시뮬레이션하는것
과마찬가지이므로사업전반에대한내용을마치예행연습하듯이기술해야한다. 사업모
델, 단계별실행전략, 상품관리방법, 마케팅과판매촉진방법, 종업원의채용과관리방
법, 서비스및고객관리방법, 투자및재무계획등은빠져서는안될내용들이다. 사업모델
을설계할때는상품의내용과가격이구체적이어야한다. 또 해당사업모델이어떤경쟁
우위와차별성을가지고있는지도명확해야한다. 요즘은디자인경 시대라디자인이중
요한경쟁우위요소가될수도있다. 가격적인우위, 상품전달방식의우위, 상품의품질
우위등어느부문이라도경쟁자에비해서새로움과혁신성, 차별성을가지는것이좋다.

상품의품질은사업성공의핵심요건이다. 그런데대부분의창업플래닝을보면상품의종류
와가격만나열되어있지품질관리방법과원칙을구체적으로실행하고있는경우는거의
없다. 상품종류와가격을넘어서어떻게품질을관리하고유지하고개선할것인가에대한
구체적인고민을해야한다. 그리고그것을품질에대한원칙으로확립하는게성공의비결
이다. 서비스나고객관리전략도중요한성공요건이다. 결국사업은고객의지불의사에의
해서성패가결정된다. 우리사업에서고객만족의요건이무엇인지, 이를위해서우리가지
켜야할내용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정해야한다. 가령고객만족의핵심조건을맛으로정
했다면막연히맛있는설 탕을제공한다고기술하면안된다. 뚝배기온도몇도, 국물온도
몇도, 설 탕에들어가는고기의양과파의양얼마, 김치의산도얼마하는식으로맛의
기준이확립되어야한다. 친절한응대라는막연한용어를사용하지말고매일아침조회시
미소연습5분, 고객에게맛있게드셨습니까라고반드시물어보기, 단골고객사은품증정,
마일지지카드만들기등과같은구체적인실행방안을가져야한다. 친절이중요하다면직
원들에게친절교육을어떻게시킬것인지, 친절한종업원에대한표창제도를만들것인지,
복장규정을어떻게정하고어떻게지킬것인지등에대한방침이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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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서중요한것중에하나가마케팅계획이다. 마케팅이라고하면우리고객을정
의하는것, 우리사업의포지셔닝(위치)은물론상품전략, 가격전략, 입지나판매전략, 촉
진전략까지모두포함되지만, 소규모업체들의경우대부분촉진과마케팅을동일한의미
로사용하는경우가많다. 그래서점포를어떻게더많이알릴것인가가첫째미션이고, 어
떻게하면고객들의구매욕구를자극할것인가가마케팅의두번째미션이다. 그리고마케
팅의결과는고객만족으로나타나야한다. 모든마케팅계획은가급적연간플랜에의해서
실천하는것이좋다. 마케팅판매촉진전략은급하게실행하면할수록효과가떨어지기때
문이다. 가령사은품을많이준비한마케팅을행사날짜에급하게맞춰서실행하면마케팅
효과는떨어지기마련이다. 12월크리스마스이벤트라고한다면 12월들어서하는것보다
11월초부터분위기를내고행사를진행하면같은금액으로더큰효과를볼수있다. 발렌
타인데이마케팅이나어버이날행사도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사업체들이진행하는촉진
행사를보면서미리지출에대한계획을세울수있다.  

계획은없는것보다낫지만실천하지않는계획은무의미하다. 초심을잃지않기위해서는
사업계획에서정한중요한원칙등을액자로만들어서종업원이나고객과공유하고지키기
위해서노력을해야한다. 그리고큰연간계획이있어도하위의작은계획들은더세부적
인실행계획이필요하다. 가령우수한직원채용이라고사업계획서에명시를했다면우수
한직원의조건이규정되어야하고, 우수한직원을선발하는방식이세 하게나와야한다. 
큰목표아래작은목표들은계획의일환이지만그작은목표는다시그목표를달성할플
랜이필요하다. 1년이아니라3년, 5년장수경 을목표로경 을하다보면매년연례행사
처럼비슷한경 계획을되풀이하게되는데실행후평가를통해동일한주제이지만,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에 했던 방식을 개전하고 혁신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모든플래닝은서류에근거하는게좋다. 이경우인력이동이생기더라도새로운직원
들이이전업무를참조로해서손쉽게일을할수있다. 또성과평가잘등을보면서비슷
한업무를개선해나가기가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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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망
사업아이템선정과
한국도입고려사항

㈜커브스코리아
사업본부장이사장일봉

인류역사상세계최고의자리에서한시대를풍미하다

어느순간흔적도없이사라져간수많은위대한문명과국가들이

즐비하듯이,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한국에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해외의 다양한 프랜차이

즈 브랜드와 유망한 사업 아이템들이 끊임없이 생성, 진화, 발전 그리고 명멸을 거듭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해외 유망 사업 아이템을 한국으로 최적의 시기에 도입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거

나, 미래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사업을 확장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10~20년

이상꾸준히이어갈수있을까?  

가정과 사무실의 PC를 벗어나 지금은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 폰을 통하여, 해외 여러

나라정보들을실시간으로검색하고중요한의사결정에반 하거나, 해외의상품과서비스

를손쉽게쇼핑할수있는시대이다. 세계 최고할인마트체인이한국에서는철수하 고,

세계에서가장많이팔리는토마토케첩브랜드도한국에서는토종브랜드에고전을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아이템 선정과 발전방향 모색이 더욱

절실한때이다. 

커브스코리아 사례와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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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성장기에즈음하여해외유망사업아이템과관련된이책의발간에즈음

하여, 필자는해외프랜차이즈브랜드의한국가맹사업현장에서의경험을토대로, 시간대

비최고의효용가치창출에도움이되시길바라는마음으로아이템선정, 한국도입및정착

단계에필수적인다섯가지고려사항을검토해보시길권해드린다. 

특별기획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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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나를돌아보기

지금고려중인사업아이템이나의경험과지식에비추어진정으로가장잘할수있는비

즈니스 분야의 사업 아이템인가? 자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몸 담아온 비즈니스 관련 업

종, 최소한좋아하는관심분야에대한축적된학습경험은무엇과도바꿀수없는가장소중

한자산이다. 또한자신의자질과장단점을심도있게철저히분석해보아야한다. 어떤사

업아이템도유사업체들과의잠재적인경쟁구도에서자유로울수없으며지속적인차별화

를모색하고, 지치지않는열정과공을들여성공유전인자를늘여가기위한핵심고려사

항은스스로즐길수있는사업아이템선정이필수조건이다. 

“블루오션전략”의성공사례로한국에알려진세계최대피

트니스프랜차이즈체인인“커브스인터내셔널”에당사의사업계획서제안시점에

커브스재팬은300여개커브스클럽을운 중이었고, 한국의개인과기업들이국

내런칭하기위해이미100회이상제안한상태 다. 여타한국제안업체들에비하

여자본과프랜차이즈사업경험부족의열세를극복하고, 당사가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주요 요소에는 대표이사와 핵심인력의 피트니스 분야를

포함한여러성공, 실패의비즈니스경험과한국도입이지금이적절한시기인가에

대한수치화된통계와진실된설득작업에기인한다.      

두번째 고객에게제대로물어보기

지금 제공하려는 서비스나 상품이 과연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과 대비하여 진정으로 최고

수준의가치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가? 한국에서불과몇년만에반짝하고사라지

는수많은프랜차이즈브랜드나사업아이템들을현장에서지켜본것은부인할수없는사

실인바, 제공된서비스에대한이용고객한분한분의꾸준한만족도제고를위한프로그

램과시스템개발은사업성패의핵심요소이다. 오늘은고객에게만족스러울수있어도몇

년이후에도한결같거나보다나은가치를제공할수있는플랜과전략이반드시필요하다.

어떠한사업분야도반드시틈새시장은존재한다.

커브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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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운동효과가 있겠어? 헬스클럽 일요일과 공휴일

은쉬면누가등록해! 뚱뚱한사람이많은서양에서나가능한운동아닌가? 먹고살

기도어려운데무슨헬스클럽이야! 커브스의준비단계와도입초기이러한부정적

인시각이대다수 다. 하지만이런고객들의이면에내재되어있는짧은운동시간

과확실한운동효과기대심리, 날씬한몸매에대한갈망, 늘어나는기대수명과건

강과장수에대한사회전반의높은관심도를간파하고, 과학적으로검증된커브스

30분운동프로그램이바쁜한국사회에서도충분히매력적인사업아이템될것이라

는철저한사전분석과계산이있었다.  

세번째 핵심고객층선정하기

도입을결정한상품이나서비스를어떤계층의누구에게제공할것인가? 이를위해심도

있는 고민과 분석은 필수요소이다. 대한민국 5천만 고객 누구에게나 판매한다. 단언컨대

현실적으로 무모한 도전으로 귀결되기 쉽다. 우선은 선정된 사업아이템을 가장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고객을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고, 이들의

생활패턴, 행동방식, 경제력및주된활동반경등을비롯한핵심고객층의문화와배경에

대한세분화된특성을이해해야한다. 

남녀공용인여타건강관련운동시설들과달리, 커브스는과

감히남성을포기하고, 철저히여성만을위한운동공간을제공한다. 운동중에신

경쓰이는남성들의부담스러운시선이없고, 거추장스러운액세서리나얼굴에화

장할필요가없으며, 예전에비해다소둥 둥 해진자신의몸매를비추는거울도

없다. 커브스의주요공략대상은자신을위해충분한시간을내기어려운직장여

성과주부, 젊은시절체계적인운동프로그램을접하기힘들었던베이비부머세대

즉30~50대여성들이다.  

커브스사례

커브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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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상품과서비스의장점알리기

단기간에제공하는서비스나상품의가치를알리기위한홍보와마케팅투자자본이충분치

않은사업도입초창기의경우, 먼저체험하고감동받은고객의입소문보다효과적인홍보

방법은없다. 또한인터넷과스마트폰보급률이세계최고수준인한국에서꾸준한온라인

마케팅즉블로그, 온라인동호회육성및SNS의적극적인활용과꾸준한업데이트작업은

새로운도전을준비하는소상공인들에게강력히추천하는바이다.  

헬스클럽본연의핵심가치는효과적인운동효과제공이다.

커브스는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과 다양한 동기부여 이벤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운동효과를경험한우수회원인터뷰사례를 2,000명 이상발굴, 홈페이지와자

체온라인커뮤니티에꾸준히발표하고있다. 커브스는현재운동효과를경험한회

원의입소문으로회원이되는비율이약 60%에이르며, 인터넷을통한커브스클

럽방문사례도15%에육박하고있다.    

다섯번째 스스로가행복하기

누구나한번쯤은특히직장인과주부들은자신이일한만큼수익을가져가는자 업내지

는유망사업아이템으로성공하는사업가의꿈을그려본다. 무엇을하며어떻게삶의질을

풍요롭게만들것인가? 한국경제가발전을거듭할수록, 잘먹고잘사는“웰빙의열망”은

원한테마이다. 투자대비안정적수익성은기본이다. 틈틈이가족과함께하는적당한휴

식과행복한가정생활 위가자신이사업을해야하는가장중요한목표이다. 이제자신만

의브랜드스토리를만들어보자.

커브스는“여성을 건강하게”라는 심플한 모토에서 출발한

다. 건강한 여성이 행복한가정의 근본이며, 이것이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임을이야기한다. 적당한체중감량으로자신감을회복하는젊은여성뿐만

커브스사례

커브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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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스 소개 : 여성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성전용피트니스

브랜드커브스(Curves)는 1992년 미국에서시작전세계 90개국 10,800여개가맹클럽과 480만여성

회원이 운동하는 세계최대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즈니스 서적인

“블루오션전략”의주요성공사례로한국에알려졌으며, 커브스코리아는현재전국 250개클럽과 5만

회원을 돌파한한국최대 피트니스프랜차이즈기업으로성장중이며, 중소기업청이지정하는수준평

가우수프랜차이즈기업으로 4년연속선정되고있다. 

이아니라, 전후에태어나헬스클럽에서의운동이사치 던대다수의중·장년여

성분에게체계적운동기회를제공하여, “이대로 50년”이상을즐겁게삶을 위하

도록돕는이웃과함께하는비즈니스를강조한다. 



창창업업,,
그그 성성공공의의

가가능능성성을을 보보다다..



Part 1
아이디어 맛보기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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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여성직장인을
위한

낮잠
카페

‘낮잠카페’는

여성고객들이이용

가능한휴식공간으로

수면뿐만아니라

메이크업등

일상생활에

지친여성들을위한

웰빙서비스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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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Qusca

www.qusca-zzz.com/service/ 

이웃나라일본에여성만을위한‘낮잠카페’
가 등장했다. 이제 낮잠도 비즈니스가 된
세상이다.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한
국의 경우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청장년이땀흘려국토개발에발벗고나서
던 1960년대에는‘낮잠 자는 사람은 게으
르다’라고 칭하는 등 낮잠의 나쁜 점만 부
각시켰다. 그런데일의효율성이중요시되
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샐러리맨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필요한 시절이 도래했다. 사람
은기계와달리휴식이필요하기때문에일
과 휴식의 사이클이 멋지게 조화를 이뤄야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기
업들도 낮잠을 자더라도 격조가 있고 품위
도 유지하며 산뜻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재창조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
했다. 

‘낮잠카페’는여성고객만이용가능한공간
으로잠을자거나메이크업을하는등일상
생활에 지친 여성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해주는웰빙서비스카페다. 여성손님들을
위한 식사와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편안한
잠자리를제공한다. 바쁜근무시간중빠르
게 매니큐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 시 유의점이라면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직장인으로부터 불평이

발생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처음시장은
철저히 여성만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남성직장인들은쉴공간과
장소가 많은 편이지만, 여성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마음편하게쉴곳이적기때문
에 더더욱 여성만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형태의아이디어는‘침대
카페’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카페형태라
할수있다. 

현재국내에특색없는카페가상당히많이
자리잡고있는실정으로제살깎아먹는형
국이다. 이러한 때에 여성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카페 비즈니스는 신선하면서 가장
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특히기존카
페경 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경 인
에게는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사업을 전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사료되며, 낮잠
잘곳이마땅치않은여성직장인들에게점
심시간을 활용한 낮잠카페는 상당히 성공
적으로안착될것으로예측된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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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한국의전통에
이국적요소를
접목한

퓨전
디저트
카페

전통의미와

이국적요소를접목한

퓨전디저트카페는

건강한한국식디저트를

세계화하여전통

식재료업계의

창의적인메뉴로

사랑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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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설빙

www.sulbing.com

‘한국의전통에이국적요소를접목한퓨전
디저트 카페’는 전통미(味)와 더불어 세련
미 물씬한 코리안 디저트 카페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모토로 건
강한 한국식 디저트를 세계화하기 위해 시
작된 디저트 카페로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
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건강 디저
트와음료를개발해선보이고있다.

이곳에서판매되는빙수는곱게갈린우유
빙수위에달콤하게뿌려지는연유, 그리고
텁텁하지만 고소한 인절미 가루와 지나치
게달지않으면서적당히단맛을품고있는
팥 등이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면서도 담백
한맛을자랑한다. 가격은 7천원대로가격
대비 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빙수뿐 만
아니라 인절미토스트, 커피음료 등도 준비
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곁들일 수 있게 했
다. 메뉴를다양화해서계절적 향을적게
받는것또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가장큰리스크는유사한경쟁자의출현이다.
이들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하고 기존 카페
브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신메뉴를 내면서
빙수시장은급속도로커지고있다.
동 사업아이디어는 40~50대 중년 고객부
터 10~20대 젊은 고객까지 다양한 연령층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비교적 저렴하
면서좋은재료를사용하는것이중요하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 엄마나 할머니가 만들
어 준 것 같은 홈메이드 디저트의 맛을 추
구해야할것이다.

‘한국의전통에이국적요소를접목한퓨전
디저트 카페’는 한국의 전통적인 디저트에
이국적인 요소들을 접목해 세계 시장에서
도 통할 수 있는 퓨전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 안동찜닭처럼한때의유행으로지나
갈것인지, 완전한스테디셀러메뉴로안착
시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후자의 가능
성이더욱높아보이는이유는빙수가대다
수에게 사랑 받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일 것
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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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안경, 집에서
착용후
구매하는

신개념
안경점

안경과선 라스

구매의기존구매패턴을

혁신적으로바꾸는

새로운신개념안경점은

‘집에서써보기’시스템을

도입하여온·오프라인

쇼핑의한계를

극복해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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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rby Parker

www.warbyparker.com

안경과 선 라스는 단순한 시력교정 도구
를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력이나쁘지않아도많은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경을
착용한다. 그런데자신에게꼭맞는안경을
구매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얼굴에 잘 어울리는 안경을 맞추려
면안경점에가서직접착용하는방법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안경을 판매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착용해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고 구매해도 반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할 수
는 없는 것일까.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
‘와비파커(Warby Parker)’는 이른바‘집
에서 써보기(Home Try-on)’시스템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달리5가지맞춤안경을5일간소
비자가 직접 착용해볼 수 있도록 제품들을
집으로배송해준다. 소비자는집에서자신
에게 가장 잘 맞는 안경을 선택하고 다시
제품들을반송시키는시스템이다.
제품을 받은 회사는 소비자가 선택한 안경
에고객의시력과눈동자사이의거리정보

를 적용하여 최종 맞춤 안경을 만들어 2주
안에고객의집으로다시배송한다. 총 3번
의택배에소요되는비용은회사가모두부
담하고, 고객이안경 1개를맞추는데드는
비용은 총 95달러(한화 약 10만원)로 상당
히 저렴한 편이다. 소비자가 직접 집에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 고품질과 명품 못지않은 디자인이
지만훨씬저렴한가격, 소비자들의자발적
인구전마케팅이대성공을만들어냈다.

혁신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판매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먼저경험을제공하는전략’이
더많은소비자들에게사랑받고있음을‘와
비파커’가 증명하고 있다. ‘선 체험 후 구
매’의개념은국내에서도큰성공이기대되
는아이템이다. 특히안경과선 라스는고
객들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이다.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의 일방향성 유통 개념을 뒤엎는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안경뿐만 아니라 신발, 의류 등의 아이
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유통 개념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사업들
이더많이정착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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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스마트
앱세서리
대여사업

현재는스마트폰시대, 

이와더불어스마트

앱세서리대여사업은

앱세서리를

직접구매하기전에

직접사용해

볼수있어고객들에게

큰관심을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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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폰4천만시대이다. 현대를살아가는
많은사람들은스마트기기가없으면안될
만큼스마트기기는우리사회에서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되었고, 하루가
빠르게 발전 하고 있다. 요즘은 기존에
스마트폰이 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 앱세서리 제품군으로 지속적으로
출시되고있는추세다. 

앱세서리(Appcessories)는모바일앱(App)
과 액세서리(Accessories)의 합성어다. 스
마트폰의소프트웨어인어플리케이션과하
드웨어인 액세사리가 연동돼 기존의 단순
한 액세사리가 아닌 스마트한 기능이 담긴
액세사리를 통칭해 말한다. 스마트 앱세서
리가접목되는산업군도다양하여, 2013년
에는이스마트앱세서리는스피커등기본
적인 기능을 수행하 으나, 1년이 지난 현
재에는바이오등다양한산업과융합이되
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여 출시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 앱세서리 제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서 서민들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사용하고 싶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경우가다반사다. 그에따라사용자
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 앱세서리 대여 사업은
많은 수요자들의 사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직접 사
용해 볼 수 있어 고객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것이다.

스마트폰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연관
사업의 발전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며, 스마트 앱세서리 산업 또한 함께 성장
하고 있다 스마트 앱세서리 제품의 경우
스마트폰과 같이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수요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 적당한
기간만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사업이될것이다.
이상황은과거의비디오임대사업이태동
되던 상황과 유사하여, 향후 비디오 임대
산업과 같은 형태로 스마트 앱세서리 제품
임대 사업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발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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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매달여성에게
찾아오는그날(월경)의
주기에맞춰
그에관한
여러가지케어
물품들을배송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

현대여성들을위한

특별한서비스사업, 

바로온라인서비스

사업은월경과관련된

제품과케어를돕고

그와관련된커뮤니티

문화를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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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아이템은 매달 여성에게 찾아오는
그날(월경)의 주기에 맞춰서 그에 관련된
제품과 케어물품들을 패키지 상자로 배송
해주는온라인서비스사업이다. 소비자들
은한달에한번또는자신이정의한기간
에 맞추어 패키지상자를 꾸려 필요한 물품
을배송받을수있다. 
또한 월경 제품에 대한 쇼핑 및 전 세계에
서 새로운 것을 발견 할 수 있는 저장소를
제공하여 월경에 대한 공정하고 정직하게
토론을할수있는커뮤니티를구축하여여
성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를공유하고소통할수있다. 

주 고객으로는 10~40대의 매달 월경을 하
고있는여성들이며, 월경을처음시작하는
10대의 학생들을 축하해 주거나, 그들에게
선물을주고싶은혹은케어를도와주고싶
은고객들도이용할수있다. 
현재까지 월경에 대한 제품만을 단독으로
파는 곳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전무한
실정이다. 뷰티관련멀티형스토어한코너
에 자리 잡고 있지만, 단독 매장이나 단독
사이트는 없다. 과거와 달리 여성제품,
월경제품에 대한 광고나 패키지상품도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한데모아더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면 분명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가
꿀 수 있는 치유적인 공간을 찾는다. 이렇
듯 월경관련 제품과 케어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을 자신들의 주기와 선호 제품
을 매달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면 불편함도
해소되고 세계 각국의 품질 좋은 전문적인
제품들을 자신에게 맞게 선별해서 사용함
으로써 많은 여성들에게 정보 커뮤니티로
의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미국, 캐나다

theperiodstore

www.theperiodstore.com/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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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유료카페 - 
머무는시간에대한
돈을지불하면,

카페 내
시설은
모두
FREE

카페내시설을

자유롭게모두이용할

수있는특별한공간, 

이제먹고싶은만큼

먹고즐기고싶은만큼

즐기는내마음대로

이용할수있는공간이

여러분을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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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Ziferblat London

www.facebook.com/ZiferblatLondon

본아이템의주고객은카페에서종종스터
디나회의등모임을갖는20~30대의젊은
소비자층이며, 카페를 찾는 고객들이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
스사업이다. 이곳에서고객은정숙해야하
거나조금은격식이있어야하는다른카페
와달리자유롭게쉴수있다. 고객들은몇
가지 기술적인 행동이나 책을 읽거나 피아
노를연주를할수있으며, 카페내이벤트
에 참여하여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
다. 즉, 멀티커뮤니티공간이다. 

또한 고객들은 원하는 만큼 차 또는 커피
음료등을셀프로가져다즐길수있다. 이
모든것은카페공간에서머무는시간의비
용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고객은 카페의
시설과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
능하다. 이 카페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
으며, 각각의 고객은 카페 내 공간과 시설
에 대한 책임과 수명에 향을 미칠 수 있
는마이크로세입자개념으로정의된다.

국내 커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
는 사람들의 입맛이 원두커피로 빠르게 바
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특별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 공간, 세미나,

회의실, 도서,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등
고객이원하는모든것을제공한다. 

혼자방문한고객도다른고객과어울려탁
구나, 게임, 피아노와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친목적인 분위기가 강조되고 커피
또한무료로제공되는점이특징이다. 독특
한 분위기와 즐길 것들로 고객들에게 호기
심을 유발하는 이 아이템은 고객들의 관심
을이끌어내고고객을유치하는데큰힘을
발휘할것으로보인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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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수입
과자
할인점

수입과자를저렴하고

다양하게즐기게하는

세계과자할인점, 

이제수입과자할인점의

매력에푹빠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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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드버켓

www.rdebucket.kr

그 동안 수입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남대문 시장
과같은수입전문상가를이용해야만했다.
그러나몇년전부터수입과자가국내과자
보다 훨씬 싸고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판매채널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아이
디어는 기존 수입전문상가를 수입과자만
전문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
는 세계과자 할인점으로 변화시킨 아이디
어이다.

본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과대 포
장과 값비싼 제품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국내 과자만큼이
나인기가있지만직수입이아니면먹기힘
들었던 수입과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내와는 차별화된 독특하고 다양한 상품
을보유하여합리적인가격에구매할수있
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추억을생각하는
어른들과 재미있고 독특한 개성을 중시하
는 학생들까지 주로 모든 소비층에서 이용
가능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예상된다. 

2013년 9월 대비 10월의 수입과자 매출은
35% 증가했으며, 이어 11월 55%, 12월

63% 등 매월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과자매출은같은기간보다소폭증가
하는데그쳤다. 이와같이수입과자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국내과자에대한좋지않은인식과함
께 수입과자에 대한 시장이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기존주점이나일반외식업종에비
해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운
이쉽다는점이특징을가지고있다. 본 아
이디어로 창업 시, 매장 평수에 비례하여
필요한 물량만 구비해 기본적인 판매교육
을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혼자 운
이가능하기때문에인건비가거의들지않
는다. 또한 수입과자는 계절을 거의 타지
않는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비
교적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매출이 보장되
는 점도 이 아이템의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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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반려동물을
위한

자연식
레스토랑

반려동물을위한

자연식레스토랑은

특별한 양식으로

사람처럼건강을

챙겨줘야하는동물들에게

큰기쁨을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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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팻츠 델리(Pets Deli)

www.petsdeli.de

최근 독일 그루네발트의 고소득층 거주 지
역에 문을 연 펫츠델리(Pets Deli)는 애견,
애묘를위한독일최초의반려동물대상자
연식레스토랑(Gourmet Restaurant)이다.
개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요리된
한 끼 식사의 가격은 3~6유로이며 컵케이
크와같은간식은약4유로정도한다. 슈퍼
마켓에서사온애견사료를본인의애견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본 데이비
드씨는 반려동물 전용 레스토랑 사업 아이
디어를생각하게되었다. “동물에게도정크
푸드는분명히해롭습니다. 만일제가매일
패스트푸드만 먹는다면 물론 맛있다고 느
끼겠지만 저의 건강에는 분명히 악 향을
끼칠 것입니다. 동물도 똑같습니다.”이와
같이 창업동기를 밝힌 데이비드씨는 동물
양 전문가를 고용하여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 등의 육류와 브로콜
리, 딸기등의과일및채소, 그리고쌀, 파
스타, 감자등의탄수화물재료들을이용해
식품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반려동
물자연식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 

‘반려동물을위한레스토랑’은인간과마찬
가지로질병및사고로병원치료를받았거
나 면역력과 기력이 떨어져 소화기능이 저
하된 동물에게는 그에 맞는 특별 양식이

필요하다는데서 시작되었다. 체질적으로
공장에서 나온 사료를 소화시키지 못하거
나 각종 식품첨가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동물에게도 자연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레스토랑’은 이러
한개와고양이을위해개발된20여가지의
메뉴와함께주인을위한커피와차음료도
판매하여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가 행복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돕고
있다.

본 아이템은 선진국형 사업으로, 희소성을
띄고 있으면서 소득이 높고 소비력을 갖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리한 가격
경쟁 없이 합리적인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주인을 위한 커피와
음료 메뉴도 높은 비중의 수익원이 되며
동물병원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
하는 등 확장 가능 분야가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물병원, 애견 미용실 등이
집해있는강남구논현동등을목표상권

으로잡아고급화, 차별화전략으로접근할
필요가있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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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음식으로교감하는

식문화
전문
여행사

문화관광상품의

또다른이름, 

음식으로교감하는

식문화전문여행사가

음식의스토리텔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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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

www.ongofood.com

세계적인 여행정보 사이트‘트립 어드바이
저(Trip Advisor)’에서‘서울에서 경험해
볼일’코너를검색해봤을때사이트에올
라온한국의190여개체험거리중3위와5
위를차지한것이‘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
의 상품이었다. 지난해에는 트립 어드바이
저에서‘서울 최고의 명물’로 선정되기도
했던온고푸드는외국인들을상대로한한
식관광상품을개발하는벤처기업이다. 

온고푸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식을 효
과적으로체험할수있도록재래시장투어,
회식문화를 체험하는 도보음식체험, 한식
요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에게광장시장, 피맛골등으로
안내해갖가지한식을맛보게하고술따르
는 법, 식사 예절 등도 가르쳐주고 있다.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사를 설립하여 우리 음식문화를 세계인
에게소개하고있다. ‘음식’을부가가치있
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에
서 해설까지의 과정을 기획하여 제공한다.
음식의맛, 성분에대한지식을한차원넘
어서서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텔링
을 주도하고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있는것이다. 

최근관광트렌드는단순히보고먹는것에
서 체험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그 중심
에 음식문화관광이 있다. 경제 파급효과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전 세계 관광객 수
가 5.2%증가하 고 4월한 달간 국내를
찾은 외국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7% 늘었다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했다. 

케이 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에 한식의 인기
가 더해지면서 관광과 교류확대가 일어나
고있다. 런던의음식축제에서도한식을테
마로 개발한 상품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등관심이증가하고있는상태로현지
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식문화에 대한 스
토리텔링과 관광이 더해진 상품이 생긴다
면많은관심을끌수있을것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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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개인취향에맞는

자동차
외형
디자인
서비스업

나만의특별한자동차, 

그리고멋을뽐내고

싶은젊은감성의

향연을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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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개인자신의개성을표현하는것은매우
자연스러운일이되었다. 그런이유로길거리
에는자신의개성에맞게다양한스타일의옷
을입은사람들을많이볼수있다. 이러한패
션을통한개성표출은사람이입는옷만이아
니라타는자동차에서도볼수있는데 화려한
색상부터익살스러운표정까지다양한디자인
의 도안으로 자신만의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은 이색적인 트렌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의외형디자인은카센터에서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형 도색인 경우
디자인을 위해 하기보다는 원하지 않았던 사
고로부터의 원상복구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
을것이다. 하지만본아이템은자동차복구의
개념보다는다양한디자인을자동차에입히는
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또한자동차의외
형디자인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작업량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것이며 전체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디자인을 병행함
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무한도전을통해다양한연령, 계층의사람들
에게 사랑받는 노홍철씨는 그만의 특유의 이
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그의자동차일것이다. 일명‘홍카’라불
리는그의자동차는특이한외형으로인해인
터넷에서도많은사랑을받았다. 이처럼단순
한 원색의 자동차가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을
한자동차들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예전에는 자동차에 작은 흠도 나지 않도록
노력하 고 가능한 출고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자 신경을 곤두세워 관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자동차를 뽐내고 싶은 2,30대들이 다양한 많
은 시도를 하고있으며, 조금 더멋있고 남다
르게 보이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고 수정
한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본
사업 아이디어는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stickout

www.stickout.com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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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이삿짐을
보관해주는

Delivery
Box

“신나는방학, 

아~이번엔내짐

어디에맡기지?”

이제걱정끝, 

이삿짐을보관해주는

Delivery Box가

걱정없는즐거운방학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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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리의대학가를보면, 예전에도그랬
듯이학기가끝나거나새학기가시작할무
렵이면큼지막한이불이나, 옷보따리와책
박스를나르는학생들을많이볼수있었고,
이들은 방학동안 자신의 짐을 맡길 선·후
배를찾아나서곤한다. 기숙사에있는친구
들또한방학동안방을비워야하기때문에
짐을맡길친구들을찾는모습을쉽게볼수
있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듀
크대3학년아르노드카센티는방학때마다
짐 옮기기에 지친 학생들의 이삿짐을 가져
가보관했다가방학이끝나면기숙사, 자취
방문앞에배달해주는회사(칼리지박스닷
컴)을 설립했다. 물건 운송은배달전문업체
에맡기고, 물건보관은임대계약을한대학
근처의창고를이용하며, 필요한일손은임
시로 시간제 일꾼을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
했으며, 예약과스케줄관리만회사에서하
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으로 해결을 하
여, 사업에대한리스크를낮출수있었다.

현재 미국의‘칼리지박스 닷컴’은 수익이
상당하다고하는데가장큰성공비결은대
학들이 대부분 방학이나 개학 날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물건을 모으

고, 나르고, 배달해주는일을한번에처리
할수있기때문이다. 학생들은개별적으로
배달전문업체나 창고를 계약하면 한 번에
대략 10만원~50만원정도의비용을지출
하지만여러명의짐을한번에처리하게되
면단가를최대90%까지낮출수있기때문
에, 공유경제의원칙상경제적혜택을받을
수있기때문이다. 또다른특징은대학마다
5명 정도의‘관리학생’을 선정해, 이들은
방학 전에 게시판에다 홍보물을 붙이는 일
에서부터 단과대학과 기숙사별로 방학·개
학일정을체크해보고함으로써, 관리에대
한비용및시간을절감할수있다. 또한, 방
학 시즌 이외에도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위
해, 학생들의 물건을 옮기고 나를 때, 발생
하는중고물품같은걸일괄적으로매입하
여중고장터를형성, 필요한학생들에게일
정금액을받고매각할수도있다.

무엇보다, 유통업체 및 보관업체와의 거래
를통해실질적으로초기비용이거의들지
않으며, 간단한서류정리및행정적인부분
에대한이해만있으면충분히사업을이끌
어갈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에초기소
상공인들이사업에대한이해만있을시충
분히사업화할수있을것이다. 

미국

칼리지박스 닷컴(Collegeboxes)

www.collegeboxes.com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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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추억을만드는

원스탑
웨딩펜션

추억을만드는

원스탑웨딩펜션이

사랑하는사람과의

특별한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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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된 기존 펜션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원스탑웨딩펜션, 로로하우스는제
주도에위치한독채민박집으로내부에는1
인 미용실, 빈티지 드레스 대여 장소가 마
련되어 있다. 1박 2일의 여행을 통하여 헤
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로 단장을 하고 드레
스를대여해입고신혼분위기를만끽할수
있다. 대여한 옷은 외부로도 입고 나갈 수
있어아름다운풍경과함께셀프웨딩촬
을 하거나 화 같은 현장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빈티지드레스대여를통해셀프웨딩, 리마
인드 웨딩, 생일파티, 브라이덜샤워, 돌잔
치등에특별함을더해주고친구, 가족들과
의특별한추억을만들어준다. 민박은아름
답고설레는소중한시간마음껏행복할수
있는‘편안함’으로기억될수있는작고아
담한 독채로 빈티지하고 로맨틱한 공간으
로꾸며져있다.  

본사업아이템은나만을위한서비스를제
공해주는 특별한 펜션사업 아이디어이다.
미용실은 1인 미용실로 손님도 한 명 미용
사도 한명이 함께 하며 100% 예약제로 운
을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신혼여행의기분을느낄수있도록이모든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는 독채 민박을 이

용가능하다. 널찍한 마당에서는 지인을 초
대하여 파티를 진행할 수도 있어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고객에게는 외국에 있는 것처럼 남들의 시
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독채펜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웨딩펜션은 진정한 휴식을 제공한다. 어린
아이의육아로자신을가꿀시간은물론머
리하나하러갈시간조차없었던엄마들에
게 휴가지에서의 변신은 오랜 추억으로 남
을것이며젊었을때경제적궁핍으로제대
로 결혼식을 치러보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들에게도황혼의낭만을되살려줄수있을
것이다.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는 식상한 여행에서
벗어나무엇인가특별함을제공해줄수있
는 웨딩펜션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줌
으로써고객들로부터사랑받으며창업자도
치열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를
찾아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

로로하우스

www.rorone.com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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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패션
긴급출동
서비스
사업

갑자기얼룩진

하얀와이셔츠, 

한 시간후면중요한

미팅참석이

예약되어있다면, 

이제고민하지마세요. 

패션긴급출동서비스가

여러분의자신감

넘치는약속을

책임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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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긴급출동 서비스 사업은 이동식 옷장
서비스로 새로 나온 일명 신상품들을 원하
는 장소로 빠른 시간 안에 가져다주고, 사
용자가 원하는 옷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나 갑자기 묻은 옷의
얼룩등으로당황하지않아도된다. 아쉬운
대로 맘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갈 필요
도 없다. 직통전화로 전화를 걸고, 필요한
품목과 사이즈를 얘기하고 주문을 하면 빠
른시간내로당신의집까지친절하게배달
해주는시스템이다.  

자신이좋아하는옷이나아끼는옷이있다.
이러한 옷은 중요한 회의,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소개팅 등 나를 특
별히돋보이게하고싶은순간에입기를원
한다. 하지만 중요한 일정을 앞둔 당일 아
침, 아침식사도중튄음식물로인해아끼
는옷을당장입을수없게된다면? 혹은여
럿이서 모이는 모임이나 파티에 당당하게
아끼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나와 같은 옷
을입은사람과눈이마주친다면난감할것
이다. 패션에민감한사람이라면더욱이이
러한상황을회피하고싶을것이다. 이른바
패션 긴급출동 서비스는 이런 순간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긴급출동은 더
이상자동차에만해당되지않는다.

남들과 똑같거나 비슷해 보이는 스타일은
보편적으로 싫어한다. 맞춤복이 아닌 이상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자신을돋보이게하기위해고심끝에선택
한 스타일이 개성 없어 보이는 흔해 빠진
스타일로보이는것이싫기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혹
은장소는이들이최대한개성있어보이고
돋보이고싶은장소가적합하다.

‘패션긴급출동서비스’는직통전화로전화
를걸고, 필요한품목과사이즈를얘기하고
주문을하면빠른시간내로친절하게배달
해준다. 스타일에대한큐레이션서비스로
옷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여와 직접
판매로 수익을 창출한다. 멀티개념을 도입
하여 다양한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고객가치는높아지는사업모델이다.

국, 네덜란드

Forever 21

www.forever21.com/EU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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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소형점포
제휴를통한

카페
자유
이용권
사업

소비자와소형점포

사업자모두가

만족하는카페

자유이용권사업이

Win-Win제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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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CUPS

www.cupsapp.com

이스라엘에 있는 컵스(Cups)는‘소형점포
제휴를통한카페자유이용권’사업을하고
있다. 컵스는 일정 금액을 내면 제휴되어
있는 카페에서 무제한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형 체인점이 아닌 소
형점포와제휴하고있고, 파트너쉽을체결
한 커피숍의 위치와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컵스는 커피를 사랑하는 다섯 명의 고등학
교동창들이모여 2012년말부터텔아비브
시내 중심에서 단 8개의 제휴 커피숍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확
장되어 100개가 넘는 카페와 함께 성장했
다. 그리고이기세를몰아올해4월부터서
비스를 미국 뉴욕에서도 선보이기 시작했
다.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미국시
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으며 꾸준히 제휴
카페와사용자수가증가하는추세다. 국내
에서도 컵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커피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국내에서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시장 진출가
능성도충분히있다고판단할수있다.

‘소형점포 제휴를 통한 카페 자유이용권
사업’은 무제한권, 하루 1잔권, 10잔권과

같은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용권은 제
휴된 카페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경
제적이다. 통상적으로 이용권을 구매해 하
루한잔씩마신다면약 62.5%의 할인효
과를볼수있다. 커피를달고사는사람들
에게는파격적인제안인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편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소형점포는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다. 커피수요가 선진국
에비해절반수준인만큼커피관련산업은
지속적으로성장이예상된다. ‘맛’과‘공간’
이라는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가맹점을확보해가는전략이필요하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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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장난감
병원
(Toy Hospital)

3D 프린터의

놀라운적응력, 

장난감병원이

오랫동안버려지지않는

추억의장난감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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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D프린터를 이용해 해외에서는 신발
부터 자동차 엔진, 유명 조각 작품, 심지어
인공장기까지만들어낼수있다. 3D프린터
의출현이우리개인의생활과산업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명 가져 올 것이며,
3D프린터를 이용한 장난감병원의 경우 해
외에는 피규어나 장난감 자체를 제작해주
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치료 개념의 창업은
없다. 하지만이와유사한사례로사회적기
업인 키니스 장난감 병원이 있으며 장난감
수리 실버인력 양성을 통해 장난감의 상표
및종류와상관없이고장난장난감을무료
로고쳐주는곳이다. 고장이나거나파손된
장난감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이
고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아이디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깨
닫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사회에
한발더다가서며나아가장난감의과학적
원리 교육을 통해 기초과학의 접근성을 높
이고자하는사업아이템이다. 

본 아이디어는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장난
감의소모품및파손부품을제작하여수리
해주는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고객과
장난감의고장부분을전문적으로무료수리
를 홍보로 활용하고 회원가입을 통해 고객
집단을 형성한다. 수리가 완료된 장난감은

아이들의건강을위해세척후배송까지해
주는아이디어다. 고장난장난감을무료로
수리해줌으로써고객을확보하고, 3D프린
터를 이용하여 장난감의 소모품, 파손부품
을 제작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척서비스까지 제공하니 고
객의만족도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더불
어친환경적이라는요소도가지고있다.

애니메이션 성공에 따른 관련 장난감 출시
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장난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장난감 수리
는틈새시장을개척할수있는새로운경쟁
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화 성공시
고객과기업을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아
이디어로발전할가능성이크며 적은공간
에 합리적인 투자비용으로도 창업할 수 있
으므로 소상공인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아
이디어이다.

한국

키니스 장난감 병원

www.kinis.co.kr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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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앱을통한

인근지역
주차공간
공유

디지털기술의

응용력으로우전자들의

시간을절약해주고

편리함을제공해줌으로

웃을수있는

주차문화를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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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턱
없이부족한주차공간의문제는이제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 사용자에
게 주차공간을 알려주는 앱 서비스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본 사업 아이디어는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
족한도시에서무료로주차할수있는공간
을 서로 공유하고 주변에 주차공간의 위치
정보를제공해주차로인한시간적, 경제적
낭비를줄여줄수있는아이디어이다. 

본아이템은독일의디지털기술에의해만
들어졌으며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
자인 친구, 가족, 해당지역의 구성원 및 그
지역에업무차방문하는사람들의차량위
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여러 사람
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근처에 주차공
간이 비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는 이런 편리한 장점으로 빠른 주차공간
안내로 시간과 연료에 대한 낭비를 절약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간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앱 포인트와 추가
보상을받게된다.

현재는 주차장 및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
우나, 이런앱을통하여주차공간을공유한
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효과적으로
이용을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초기공
간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 할 수 있
으나어느정도공간에대한수요가확보된
다면 위험요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기타광고, 유료주차연결서비스등
다양한 제휴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볼수있기때문에국내시장에서충
분히성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독일

parktag

www.parktag.mobi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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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신개념다이어트
운동교실

아쿠아
싸이클링

다이어트의놀라운변화, 

신개념아쿠아

싸이클링이부담없는

즐거운운동으로

건강과미용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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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쿠아 (AQUA)

www.aquastudiony.com

전혀 새로운 형태의 피트니스 센터가 탄생
했다. 뉴욕에 오픈한 아쿠아(AQUA)는
효과적이고 강렬한 저항 요소로‘물’을 사
용한다. 수 풀장 안에 설치된 신개념 자
전거는 피트니스 애호가와 생활 운동에 관
심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량은 크지만 재미
있고활기넘치는운동법을제공한다. 물속
에서 하는 자전거 운동이라는 뜻의 아쿠아
싸이클링을 통해 운동을 하면 시간당 최대
800kcal를소모하며혈액순환이활발해지
고어렵지않게지방이소모된다.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리 운동은 허벅지의 운동량
을 늘리고 마사지 효과를 더해 셀룰라이트
를효과적으로제거해준다. 운동량이상당
히큰운동법인데반해관절에무리가없다
는점또한아쿠아싸이클링의큰매력이다. 

물속에선지상에서보다심박동수가10%가
량감소한다. 낮은심박동으로강렬한운동
을 함으로서 지구력 향상에 탁월하며 지상
만큼숨이차지않아훌륭한유산소운동이
다. 또한 물속에서 물의 부력과 저항을 이
용하는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이 없고
혈액순환과 심폐지구력에 도움이 된다. 운
동량이많은것에비해스트레스가적고즐
겁다는점때문에이미아쿠아에어로빅등
의 운동이 생겨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쿠아 에어로빅에서 더 나아가 운동량을
극대화 시키고 체중감량과 셀룰라이트 제
거에 효과가 좋은 아쿠아 싸이클링은 유럽
에서이미건강과미용면에서효과가탁월
한것이입증되었으며미국에서도 2013년
에뉴욕에서처음문을열만큼새로운사업
이다.

최근 여성들의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에
대한관심이커진만큼도시여성들의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국내에 생소한 사업인
만큼시·군·구청을통해체육시설인허가
등의 행정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시공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하자 없는 시설을 만든다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진입할수있을것이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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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양조부모
(養祖父母)

맺어주기
사업

노령화시대의

또다른맞춤형

사회사업, 양조부모

맺어주기사업은

지역사회의활기찬

고용창출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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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연방정부 국립노인봉사단 (NSSC : National Senior Service Corps)

www.nationalservice.gov

국내 노령인구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
른 중장년 평균수명 증가로 노령인력에 대
한 활용 증대 및 소득수준 제고와 같은 대
책이필요하게되었다. 또한맞벌이로인한
가정생활 도움 필요와 1인 가구 등 소가족
형태 증가, 편부모 육아 등 가족형태의 변
화에대응하는정책이생겨나는추세다. 특
히 결손아동, 소년 범죄 증가와 이혼에 의
한 가족 해체로 문제 아동 및 청소년에 대
한 법적 제한이나 구속보다는 이들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사회활동 참여 등 정서적
보완이필요한데, 이를중장년노령자가역
할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이는개인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나 아파트관
리사무소, 지역노인회, 마을노인정및정부
등록 유아원, 시군구기초자치단체주관
주민센터조직등을활용한추진도가능할
것으로보인다.

본 아이템은 중장년 조기퇴직자 및 사회봉
사 희망 50대 이상 양(養)조부모 자격자를
모집하여 맞벌이 가족 유아 돌봄 서비스
나고아, 결손아동등을대상으로한양조
부모 역할 수행으로 중장년 노령인력들의
소득향상 및 여가활동을 제고하고 지역사
회 봉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활기찬 은퇴
생활을 도모 할 수 있게 한다. 국가적으로
는유휴인력을활용할수있고지원이필요

한아동및청소년에게정서적인도움을줄
수 있다. 또한, 지원자에게 직업 교육을 통
한사회활동에참여를독려해국민생활전
반수준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이사
업목표다.

국민소득수준의향상등으로고령화, 세분
화, 전문화, 개인화 추세 등으로 사회적 서
비스수요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개별화 및 정보화 추
세로 세대 및 이웃 간 상호 교류단절의 문
제를조직적으로대응해주지못하고있다.
이에 본 아이템은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고령자소득증대, 맞벌이가족등가정생활
안정화 도모, 출산율 제고, 결손 및 문제아
동들에 대한 사회 정서적 정신건강 함양과
함께 더불어 고용창출과 신사업 기회제공
등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생활 전반을 순화
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해본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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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이혼한부부의

양육비
관리
서비스

이혼, 그 후에

찾아오는양육비에대한

부담감을줄여주고

신뢰와안정성을

바탕으로복잡함을

시원하게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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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upportPay

www.supportpay.com

‘백년해로’가 쉽지 않은 시대다. 성격차이
로 인한 이혼부터 인생의 끝자락에 이뤄지
는 황혼이혼까지 계속된 이혼은 사회문제
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혼을
받아들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
기 위해서는 양육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는것이중요하다. 본아이디어는이혼가
정 자녀의 양육비 관리 및 주비용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법원이나 부모
간의 합의하에 양육비 관리를 서로 조율해
야하는데차후발생하는시간과비용에대
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업체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모의 비용을 계산하
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데 90% 자동 이
체를통한양육비를받고있다.

기본 월별 비용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교
육, 주거, 의료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 분
류로 나누어 금액을 선정하고 있으며 양육
비 전체 금액에서 산정되어 매월 고객들에
게 결제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두 부
모는자녀양육비통신, 청구서, 지불, 수
증, 문서관리를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알
수있으며자동문자서비스를제공받을수
있다. 모든 문서화 및 결제 대행은 업체에
서 신뢰와 안전성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
다. 이는부모간의복잡한사정에대한이

해를 할 필요 없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본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
다. 보통 50만원~100만원내외를받고자
강제집행 및 법적인 진행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를위해채권담보및계약에대한법률적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적기관의 이
행관리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국내에
서는 한해 10만 명 이상이 합의 및 법률적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혼한부부가서로직접적인연락을
하기싫은경우대행업체를통한원스톱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
담과분쟁이줄어들것으로판단된다. 

발굴국가 업체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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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맛보기

사진수업, 
사진 전시회등을
기획하는

사진관

사진관, 

그 침체의그늘에서

벗어나는희망의탈출구

그성공의빛을찾아

사진관이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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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은 일상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록하기위해서사용되어왔다. 그순간들
은 결혼, 졸업, 입학, 돌잔치 등등 인생 대
소사와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들로 한
정되어있었다. 하지만현재의사람들은모
든 일상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와함께하는지지금이순간을사진으
로기록한다. 요즘은핸드폰이나디지털카
메라처럼 가벼우면서 사용하기도 쉽고 선
명한 화질로 언제 어디서나 일상을 기록할
수있게됐다. 그러다보니자연히전문적인
아마추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진 기
술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기
본적인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났다.

이처럼전문사진사의중요성이줄어들면서
사진관또한찾는발길이뜸해졌다. 사진관
을찾는큰이유중하나 던‘사진인화’의
필요가없어졌기때문이다. 필름에서디지
털로 넘어 온 카메라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남길 수 있게 했고 사진은 파일로 남겨 디
지털디바이스로언제어디서든볼수있게
되었다. 인화된사진이가지고있던공유와
기록의의미를대체할수있는것들이얼마
든지존재한다. 이미지파일로저장되어삭

제하지않는한 원히기록되어저장할수
있고 이를 디지털 디바이스와 SNS로 언제
든지 사진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변하면서
흐름에 맞게 사진관 또한 달라져야 한다.
동네 사진관이 달라져야 살 수 있게 된 것
이다. 

사진관이 생존하기 위해 고객과 소통을 하
는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고객과의소통
방법은 바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주
는 강의를 열고, 고객들이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여는 등 이벤트 형식으로 소통하
는것이다. 수익구조를다양화한다는측면
에서 좋은 아이디어이며, 사진교육에 대한
고객수요가 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평소 증명사진만 찍었던 일회
적인소비자만있던사진관이좀더지속적
인 고객관계를 유지, 확대해갈 수 있을 것
이다. 

발굴국가



최최고고의의 아아이이디디어어,,
그그 노노하하우우의의
길길을을 따따라라가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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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아이디어 1 도소매

소자본으로 업이가능한
무점포 1인 업시대가도래하다.

과거에는 꼭 점포를 가져야만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며 사장소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한 때
가 있었다. 이제는 복잡한 절차와 지속적인 고정비의 지출, 그리고 인테리어 등의 추가지
출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 되는 점포형 창업에 비해 차별화된 요식 아이템과 소
자본의투자로창업할수있는‘푸드트럭’에많은예비소상공인창업자들이관심을기울
이고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본인의 아이템과 입지선정, 그리고 타깃층에 대한 분석을 전
문가못지않게진행후창업에도전하여야성공할수있을정도로탄탄한준비또한필수
일것이다.

박종복((주)맥스밸류기업연구원)

자체개발

한국

서비스

비점포

규제완화 정부발표/
매스컴 등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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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을활용한
사계절복합사업모델



사업요약 | 푸드트럭,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아이템의 길을 열다.

2014년 초대통령주재규제개혁차원에서진행된푸드트럭활용사업을적법화하겠다고
발표하 다. 이는 소자본으로 업이 가능한 무점포 1인 업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 과거 법적인 문제로 인해 푸드트럭이 애물단지 취급 받았었지만 현재는 소상공인
창업의일환으로각광받고있다. 푸드트럭은사계절운 할수있는복합사업으로계절의
한계를뛰어넘어연중지속적으로장비와설비를가동할수있도록개발한것으로하절기
와춘추·동절기로나누어품목과입지를전환하여개조한튜닝차량에시설·장비를교체
탑재하여 기동성·저비용·현장적응성이라는장점을최대활용하고수익의최적화를도모
하는사업모델이라고할수있다. 

푸드트럭사업은오래전부터불법적으로운 해오던많은소상공인들이있었다. 사실특정지
역에서만 업을할수있었던과거와는달리올해합법화되면서많은규제가완화되었다.하
지만반드시소상공인법정허용한도내에서차량을구입하여야하고사업목적에맞게차량을
개조(Tuning)한공간에필요한기기및설비를장착하고하절기에는피서지등유원지를거점
으로 업하여야한다. 따라서과거와같이동종의사업을운 할때불편한점은마찬가지일
것으로사료된다. 또한유사보완적인아이템을가지고 업하는푸드트럭간동일입지연계
배치를통해협업내지는공동 업을할수있다면시너지효과창출을도모할수도있을것이
다. 나아가브랜드를가지고프랜차이징사업에도도전할수있는가능성도열어놓고차별화
해나가야할것이다.

사업전략 | 적법한 절차를 통한 사업계획과 운 ,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노려라

베스트아이디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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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특화된 아이템으로 승부해라

푸드트럭창업은관련된다양한법규를준수하면서창업자만의차별화된아
이템과 업전략으로시작해야만한다. 사실푸드트럭관련업종창업은경쟁이치열하고
유사아이템의등장으로인해고객분산과수익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오랫
동안고객에게관심을받고사업을 위하기위해서는기존시장을정확히분석하고관련
법규를이해하고 정확히준수하여본인과실로인한벌금및법적분쟁에서의손실이발생
되지않아야하며, 반드시본사업에서펼쳐질시장은블루오션이아닌레드오션시장이라
는 점을 명심하여 차별화된 아이템과 업전략의 단계별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 자신만의
블루오션시장을넓혀가야할것이다. 

1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특화시켜 나가라

기존점포창업과차별화된차량기동성및이동성장점을최대활용하며개
방된장소에서음악마케팅을적절활용하는등청결위생적이미지를부각하고, 다양성,
개성화, 고품질화를PR하여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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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와의 제휴를 진행해라.

적합한홍보문구및캐릭터제작, 그리고차량외관디자인에대한고객맞춤
형감성적접근이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현장분위기에맞는유형별음악을특성화하
여CD 및테입등을확보하여고객들의마음을사로잡아야한다. 또한본사업아이템은식
재료 공급 업체와의 유기적인 제휴를 통해 신선함을 유지하고 고객들의 선입견으로 벗어
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청결이미지를알려야한다. 즉, 단순푸드트럭을이용한사업에
서고품질고서비스의상태로연결시켜야하는것을의미한다

3

온라인 중심의‘입소문 홍보’가 중요

최적모델화가 도달되면 향후 프랜차이징 전환도 가능하여 연관된 아이템을
흡수연계할수있는 업가능성이충분하다. 따라서도입기에서성장기, 성숙기로진행함
에따라모델혁신이반드시필요하다고 하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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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사업은시기와시장의구조와특성상사업의초기단계에진입했다고할수있다.
종래에는 세사업자들의노점형태로존재했지만지금은이동형푸드트럭으로설비를갖
춘매장이각각특징을가진경쟁력을갖추고 업을하게된다. 모든사업이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사업화되기전초기단계에서는경쟁상황은미약한편이다. 하지만점차도입
기성장기, 성숙기를거치면서경쟁은심화될것이며유사아이템의동시다발적인등장으
로인해수익및사업성에 향을미칠가능성또한존재한다.
따라서사실상합법사업화도입단계에서참신한아이디어와적극적인사업의지가필요하
다고할수있다. 즉, 잠재수요개발가능성이높은본사업아이템을고객의소득수준과,
소비성향, 그리고인구 도와유동인구등을면 하게고려하여창업에도전하여야한다.

푸드트럭 활용사업시장 규모는 현재 합법화 단계에 있으며 규제 대폭 완화가 이루어지면
향후비약적성장을기록하여하나의길거리문화트렌드를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
서초기사업모델구축시점에서선점자효과확보가필요하며기존 업형태와유사아이
템, 그리고고객분석을통해프레임워크를만들어가야할것이다.

사업 분석 | 참신한아이디어와적극적인마케팅전략으로
사업의성공률을높이다.

종래 세사업자들 노점 형태로 존재했던
현재의 푸드트럭 사업을 대중화 한다.

시장규모

850억 원(추정) 1,326억 원(추정)
56%

2,214억 원(추정)
67%

시장규모
성장률(%)

’14년구분 ’15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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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업형태와 아이템, 고객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 필요

시장진입이쉽다고판단된다면다양한가능성을열어놓고유사아이템과의차별성을반
드시유지하여야한다. 즉, 신개념에서이노베이션아이디어와시스템을갖추고적극적인
홍보가병행되어야본사업아이템이오랫동안사랑받을수있다. 현재푸드트럭은규제완
화여러가지면에서소상공인에게큰각광을받고있지만먼저시작하는것보다먼저분석
하고생각하고약점을보완한나만의새로운아이템의정립을통한철저한준비와진행을
병행하여야할것이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이노베이션 필요

대자본참입가능성
현재여론등자제하는분위기이지만중소기업
내지소상공인적합업종으로법제화할필요있음
일단특정업종성공시모방이비교적용이하여
라이프사이클의단기, 과당경쟁가능성완전히
배제하기어려움

모방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노베이션 상시화 필요
(Model(1) Model(2) Model(3) …)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입법화
노력 필요

약점 위협

통합



72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수익성 상황과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한 적합한 입지확보와 홍보 필수

푸드트럭의 경우 하절기와 춘추, 그리고 동절기의 시기에 따른 업 및 마케팅, 그리고
아이템개발이차별화되어야하며, 하절기의경우대규모불특정다수의피서객이운집하
게됨으로인해피서지에서의입지선정이관건이라고하겠다. 

더불어충분한원재료의준비와현장분위기와시대트랜드에어울리는음악을선정하고방
송홍보서비스를병행함으로써고객들의감성을업그레이드시켜주는마케팅전략도수익
에크게도움을줄것이다. 또한휴가철캐릭터와계절을형상화한패턴을적용하여피서지
의분위기에적합한차량을디자인하는것도마케팅전략이라고할수있다. 

춘추와동절기에는유동인구많은입지선정이중요하며, 감성에민감한계절이므로분위
기에걸맞는가벼운음악, 흥겨운리듬을제공하고선전홍보문구를차량전면과측면등
에부착하여적극적인홍보를하는것도중요하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2007년식 기준 중고차

할부 구입도 가능

할부 구입도 가능

특수 주문 제작

오디오 시설 중고품 구입 무방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50만원

60만원

2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710만원

차량구입(1t)

차량개조 및 디자인

아이스크림제조기

스무디 제조기

냉장설비

펭귄빵프레임 주문제작

오디오시설 및 차량부착 플래카드 등

기타자재비

예비비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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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을활용한3계절복합사업모델은무엇보다입지선정이가장중요하다고볼수
있다. 하지만법의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유원지에국한된 업거점설정으로인해유
사업종및유사아이템이난발할가능성이없다고볼수없다. 따라서기본적인사업의아
이템설정에서전략적마케팅의기획으로수익의원천을확보해나가고철저한위생점검
을유지해고객들의선입견을해소해주고신뢰를얻어가고더불어판매제품의다양한개
발로소비자들의관심을이어가야할것이다. 창업의중요한요소는여타다른사업도마
찬가지겠지만전문가의조언을청취할필요가있다. 완전히새로운신개념창업은아니
지만전혀다른신개념아이템을적요하여창업의입지를다질수있다는것을명심하고
푸드트럭의창업과성공의노하우를누적해가야할것이다. 

사전준비는철저하게진행
SWOT 분석으로 보안책 마련 및 지인
통한검토

성공 도우미 | 푸드트럭, 이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개성적 적용과 감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음악의 선택적 활용,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푸드트럭 창업의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

성공 도우미 TIP

차량(1t) 구입, 사업마인드에맞게개조
고객의입장에서차량동선설계진행

마케팅문구, 음악 등준비
상황에 맞는 BG음악, 유니폼 및 소품
개발

최적의 장소(유동인구, 인구 도, 주변
상권) 사전 물색
유원지에 국한된 약점을 개성있는 아이
템으로극복

예비지원인력 1명 이상확보
지원인력으로전략적인력운 계획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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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용
리사이클숍

장난감, 동화책, 육아용품등새것사기에는고가의제품들,
깨끗한중고로저렴하게구입하거나빌려쓰자!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앞서나간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리사이클 사업이 활성화 되었고, 절약형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와쿠와쿠키즈’는 절약형 사업 중 대부분의 아동용품의
수명이짧다는것과아동용품의고가격정책이펼쳐지는부분에착안하여, 멀쩡한 중고품
들을 다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아동용품은 성인들 용품 못지않게 가격이
비싸고, 그 수명 또한 짧아‘와쿠와쿠키즈’의 깨끗하고 견고하며, 가격은 저렴한 중고 아
동제품이부리나케팔리고있다. 

G Company

와쿠와쿠키즈

일본

의류 및 제품 판매

점포

wakuwakukids.jimdo.com

wakuwakukids.jimdo.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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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 아동용 제품의 리사이클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

이미사용한아동용제품을매입한후‘리사이클링’하여소비자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재
판매하는사업이다. 유모차, 완구, 잡화등의다양한정품브랜드제품을적정금액을산정
해구입한후수리하여재판매하게된다. 특히, 잘알려진유명브랜드제품은출장매입도
실시하고있어제품의다양화를추진하고있다.  
판매자는제품의수명을높일수있고, 매장을통해구매하는소비자는저렴한가격으로양
질의아동용품을구입할수있어서로에게이익이되는사업이다. 
국내아동용품시장규모는엄청나다. 한가정당평균 1명의자녀를키우기때문에아이에
대한애정이가득하지만, 아동용품의고가격과수명이짧은단점때문에쉽게소비가되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어린이전용리사이클이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에서도활성
화된다면국내에서충분한수요와시장성을가질아이템이될것이다. 

어린이전용리사이클숍을가장잘이용할수있는소비자층은갓자식을키우기시작한
30대주부이다. 이 세대는인터넷에대한접근성이가장높기때문에, 인터넷으로육아와
관련된대부분의정보를얻는다고할수있다. 따라서 SNS 및블로그와같은온라인커뮤
니케이션매체를통해서해당서비스의페이지를개설과지속적인관리를하여새로운제
품및육아와관련된다양한정보를올리게되면자연스럽게서비스에대한홍보를할수
있으며, 더불어, 주부들의특성을이용한입소문을이용하는것도전략중하나라고할수
있다. 또한지속적인신뢰성을구축하기위해, 제품의품질을향상시키는노력을기울여불
량및불만족도제로를목표로하여야할것이다.

사업전략 | 육아에집중하는30대주부를공략하라

온오프라인 매장의 운 으로
신뢰잃은 기존 시장의 틈을 파고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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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진행

대부분의중고거래업체들이온라인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기때문에, 소
비자들이사기를당하는경우도많고, 사진과실물이다른경우도많아그신뢰도가저하되
어거래율자체가줄어드는현상을많이볼수있었다. 이에, 오프라인매장을통해해당아
이템에대한실물도볼수있으며, 직접거래도가능한시스템을구축해, 소비자들에대한
신뢰도를강화하고, 온라인및택배시스템을통해소비자들이사고파는과정에대한편리
함을동시에겸비한시스템이아이템의핵심이라고볼수있다. 

1

월정액을 통한 3회 렌탈 서비스

아동·유아 제품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지만, 그 수명이 1달 이내의 제품
(장난감, 가구) 같은 경우는 중고 제품이라도 구매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50,000원을 내면 택배비 뿐만 아니라 세탁·소독비용
까지커버할수있으며소비자는월간 3회의단기렌탈을할수있다. 이는국내소비자들
의충분한수요가있으니초기사업자로서충분한강점을가질것이다. 

2

관련 업체와의 제휴

유아·아동제품전체를취급하는것이아니라, 브랜드인지도가높은오리지
널제품을취급해서비스품질을높일수있다. 이를위해서는, 다양한키즈브랜드들과의
제휴를통해해당제품의수명이길다는것을홍보함과동시에, 유명브랜드인지도에연계
해보다파급력있는효과를얻을수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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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심의 입소문 홍보가 중요

인터넷으로대부분의정보를얻는30대주부들은블로그, 카페, SNS 등의활용
빈도가매우높다. 때문에이들이찾는사이트마다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활동을시작하여신
뢰를얻는것이중요하다. 단순한광고형태는정보의홍수속에서쉽게묻혀버릴수있으니
‘우리아이에게좋은제품을공급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충분히교감해가야한다. 특
히불만이생기지않도록철저한사후관리가매우중요하다.

주부 체험단 운

이벤트를통해선정된블로그를운 하는주부체험단을선정해, 해당제품
을직접사용해보고후기를남겨신뢰도를올리는방안이인지도향상에도움이될것이다.
주부체험단은배송비외에는무료로해당제품을이용할수있고, 업체는저렴한비용으로
바이럴효과를볼수있다. 

1

2

다이어리 리뷰 기능

문자로상담내용을주고받다보니사용자가일부러삭제하지않는한상담
내용은그대로남아다이어리와같은역할을한다. 부모, 부부, 친구들과의관계또는자신
과의싸움이필요한일이있을때에도기존의상담내용을다시보며심리적안정을찾을수
있다.

3

아이 연령대별 세트상품 구비

연령대별필요한또는테마에맞는제품들(옷가지, 가구, 장난감, 책등)을세
트로묶어저렴한비용으로판매할수있다. 소비자입장에서는하나씩구매할때보다저렴
한비용으로일괄구매할수있으며, 사업자입장에서는판매가되지않으면감가상각이되
는제품의가치하락을막고매출로연결할수있는좋은전략이라고볼수있다. 

4

인터넷에 익숙하고 자녀양육에
온 힘을 쏟고 있는 30대 주부가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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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전세계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는출산율하락에도아동용품시장은계속해서호황
을누리고있다. 줄어가는출산율속에서내아이만은남부럽지않게키우겠다는사고가키
즈산업시장을활성화시키고있다. 통계자료에따르면, 2004년 12조원이던시장규모는
2005년 15조원, 2007년20조원, 2010년약30조원으로꾸준히성장하고있다. 또한, 쇼
핑몰전체성장률보다아동, 유아용품전체성장률이높게나타나고있고, 매출도점점증
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그시장규모는가히크다고볼수있다. 

아동복, 아기용품, 유아복, 유아용품은어른들과는달리, 너무빨리커버린다는점때문에
몇번사용못하는상황이었으며, 이를해결하고자하는바람은국내보다미국(쓰레드업 :
www.thredup.com)과일본 (와쿠와쿠키즈: www. wakuwakukids.jimdo.com) 에서열
풍이불어국내에도안착중이다. 국내에서도현재는‘온라인’상에서만진행이되지만, ‘아
이베이비’는 하루 3,000건 이상의 신규 제품이 등록되고 거래되고 있으며, ‘맘스 다이어
리’는회원수가45만명을돌파할정도로인기몰이를하고있어, 이를통해세계뿐만아니
라국내에서도그수요와공급이충분히사업화할만큼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본아이템과가장유사한형태를보이는일본의‘와쿠와쿠키즈’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동
시에운 해다양한아동용품을매입하고판매하고있다. 각지점마다평균 5,000명이상
의회원을확보하고있을정도로일본내그인기가대단하다. 브랜드제품만을취급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 또한 크다. 미국의‘Thredup (www.thredup.com)’월간 수
백만개의제품이교환되며, 매일약 1,000명이가입하고있다. 최근에는크라우드펀딩을
통해870만달러를모으기도했다. 또다른미국업체‘baby plays (www.babyplays.com)’
는기존의아동용품중고거래방식에서벗어나‘대여’해주는시스템으로설립된회사이
다. 소비자는회비를내고정해진기간동안원하는만큼장난감을대여할수있다는것이
강점이다. 

사업 분석 | 줄어드는출산율로하나뿐인내아이에대한투자는
늘어난다

하루하루 쑥쑥 자라는 아이, 
새로 사서 몇 번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현실
합리적인 구매패턴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의식이 만나 시장규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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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중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객의 신뢰 확보가 과제

사용하지않는물건의상태를책정하고소비자로부터구매하고, 이중아이의피부에닿고
입에들어가는모든제품들은인체에무해한안심세척시스템, 오존수살균, 자외선살균을
통해포장을뜯고바로사용이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과정을동 상이
사용감이있거나특이사항이있는제품은제품설명란에기재하고, 실사이미지를올려소
비자들의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다. 또한이미검증된제품을보유함으로써보다
더안정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중고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아직은 낯선‘공유경제’의 개념
적정가격 책정을 위한 시스템 필요
판매자 본인의 육아경험 필요
초기 물량 확보와 유통망 구축에 시간 소요

낮은진입장벽으로다수의경쟁자출현가능
경쟁과다따라물량확보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
저가제품위주로수익증대에시간지연가능
안전사고발생시매출감소등으로이어질수있음
‘중고’인식전환을위한추가마케팅비용이필요
할수있음

판매자 본인의 경험 및 아동제품 전문인력의 능력을
활용해 물량확보
주부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정성스러운 의견교
환의 장을 마련
철저한 제품검수 및 BM특허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음
방문 매입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아동·유아제품의 질
을 높일 수 있음
깔끔한 온오프 매장 관리로‘중고’인식 개선 노력(정
부지원사업 등 참여)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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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단순 판매부터 단기 렌털, 그리고 회원제까지 다양

판매를 통한 수익

해당창업아이템의수익모델은크게판매를통한수익과렌탈을통한수익으로나눌수있
다. 중고아동·유아용품을매입한후, 필요한소비자들에게판매함으로써, 기본적인세척
비, 관리비, 노무비등을보장받을수있다. 

회원제를 통한 월 단위 렌탈

단순판매와함께, 기본적으로보통제품보다수명이짧은책과같은제품들은싸더라도소
비자들에게 구매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기 때문에, 단기 렌탈을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있다. 더불어, 회원제를통해다양한회원의구매패턴을분석해향후추가할수있는서
비스를양질로개선할수있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상업지구 기준

개점 후 3개월간 기준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 기준

전문적인 홈페이지 개발 기준

-

유아·아동 관련 회사와 마케팅 제휴

개점 후 3개월간 기준

3,000만원

1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8,0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구축

예비비

마케팅 제휴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점포
15평(50㎡)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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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매를하게될유아·아동제품을확보가우선이다. 기존에리사이클링제품을온
라인으로구매하면서소비자들은실망을많이했다. 사진과다른제품이오거나결함이
있었으나숨기고파는사람도있었고, 세균범벅인중국산제품도있었다.
이런경험이있는소비자들에게신뢰감을형성해야한다. 불신이있었다는것은, 반대로
말하면신뢰를줄기회가분명있을것이란얘기다. 
이사업은유아용품전문업체와제휴를맺어, 이미많은소비층을형성하고있는그브랜
드의인지도를기반으로제2의시장형성을함께도모해볼수있으며, 단순판매이외에
지속적으로수익을형성할수있는렌털과같은서비스를연구해지속적으로론칭하는
것이필요하다. 

SNS 및 블로그바이럴마케팅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바이럴 마케
팅진행

성공 도우미 | 회원유치에 집중하고 연령대별 세분화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라

꾸준한 회원유치로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분석을 동시에
연령대별로 각각 다른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야

성공 도우미 TIP

다양한세트판매메뉴개발
패키지상품개발로가격경쟁력갖출것

월정액을통한렌탈서비스홍보
렌탈서비스홍보
소비패턴 분석 및 다양한 수익 구조
노출

회원제를통한충성고객모집
제품·서비스에 대해 지속적 피드백
유지및서비스개선

소비트렌드에대한인식변화
소비트렌드와 부흥하는 모범적인 창업
사례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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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맵시의마지막은코사지, 그렇다면구두는? 
코사지를응용한구두전용액세서리, 틈새시장을개척하라

의류에 다는 작은 꽃 장식을 뜻하는 코사지(Corsage)는 여성용 구두에도 널리 사용되
는대중적인 패션 아이템이다. 신발 회사에서도 이런 코사지를 적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코사지 액세서리를 마음대로 골라 탈부착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슈즈 액세서리 전문점’은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한 신선
한 사업이다. 소비자는 저렴한 액세서리 몇개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보관만 해두었던
구두에 신선한 새 감각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홍성호(프로벤처링㈜)

애즈팩토리

한국

전문서비스

비점포

www.aez.co.kr

mnb.moneyweek.co.kr/
mnbview.php?no=20120
91110158098314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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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비용으로변화를주는
슈즈액세서리전문점



사업요약 | 새로 산듯한 효과를 주는 여성 구두 전용 액세서리
판매사업

탈부착이 가능한 여성구두 전용 액세서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간단히 장식을
교체하는것만으로도구두의스타일을다양하게변화시킬수있는아이템으로서저렴한가
격으로새구두를구매하는듯한효과를볼수있어실용성과효율성면에서매우큰차별
성과경쟁력을가진다. 
애즈팩토리의제품들은깔끔한디자인에여성스런리본을단수제구두가웨딩슈즈로입소
문을타기시작해가뜩이나불황기에합리적인소비를하려는 20~30대 결혼적령기여성
들에게큰인기를끌고있다. 애즈팩토리의슈즈는가격대비고급스러운디자인으로입소
문이자자하다. 소비자들의패션감각이향상되면서코사지에대한수요도높다.
직접디자인한꽃모양과리본모양의신발장식을수작업으로제작하고온라인쇼핑몰을
통해판매한다. 구두의장식은한쌍기준으로4,000원~ 10,000원선이다.

온라인구매의향카테고리로항공권을제외하고세계적으로의류, 액세서리, 그리고신발이
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단순히시장을국내로만볼것이아니라해외진출을통한사업의
확대도기대할수있는본아이템은단순히개성을표현하는수단외에획일화되어가는시스
템을거부하는현대의문화의조류와도상통하고있어소비자에게매력적인사업아이템으로
차별화된아이디어와개성적인디자인을가미한마케팅전략과함께세심한기획으로소비자
들에게다가가야할것이다.

사업전략 | 저렴한가격에고급스러운디자인을제공해야한다

디자인 고급화를 위한
국내외의 원단과 소재 선정에 세심함이 필요.

베스트아이디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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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고급화

국내외에서 원단과 소재를 직접 선별하여 디자인한다. 스와로브스키, 원석,
주얼리를더해세심하게마무리함으로써감성적이고차별화된디자인을제공한다. 저렴한
비용을들여구두를장식하지만그결과물만큼은절대저렴해보이지않도록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

1

Made in Korea

디자인뿐만아니라제품자체의퀄리티를높인다. 대량생산의단계에이르
면중국, 베트남등의지역을활용하는것이도움이되지만초기단계에는오히려운송비용
등이부담이될수있다. 이를역으로활용해made in korea임을강조하여구두를사는것
보다적은비용으로구두의품질까지높아질수있음을보여준다. 

2

오픈 디자인

사업자가 디자인을 직접 모두 하다보면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양한소비자를직접디자인에참여시킴으로서공모전이나제안등의형태로소비자의디
자인을활용하고소비자로부터관심을끌어낸다. 고액의상금은부담이될수있으므로소
정의금액을제공하거나판매후판매금액의일부를지불하는형태로디자인을모은다. 그
리고디자인한고객의이름을제품(tag)에넣어고객이스스로만족과행복을느낄수있도
록해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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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를 통한 제품 홍보

타사와의적극적인제휴를통하여배너광고를하거나타사의이벤트사은품으로
활용할수있도록한다. 이벤트시에는“ㅇㅇㅇ사의ㅇㅇ제품을사은품으로드립니다.”라는문
구로광고를해주는조건으로제품을제공한다. 이를통해광고비를효율적으로사용하고고객
이직접체험하여소문을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온라인 마케팅

단순히고객이블로그에작성해주길기다리기보다는블로그작성시선물
을지급하거나체험 을쓸수있도록제품체험단을모집하는것이좋다. 아직고객에게알
려져있지않은아이템이기때문에신발을장식한다는개념자체를심어주기위해서는기
존제품에보다몇배의노력이필요하다.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등을통한적극적인마
케팅을통해고객이인지할수있는제품으로거듭나야한다.

1

2

철저한 상품리뷰관리

제품의 상세 정보나 가격비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 실제 그 상품을 믿을 수
있는지, 효용성이높은지를판단하는잣대로서소비자리뷰가중요한역할을한지오래다.
판매자가제공하는제품안내나광고보다실구매자들의후기에더큰신뢰를보내는세상이다. 

3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휴마케팅과 구매 후기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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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패션은단순히옷을입고액세서리를착용하는행위를넘어, 개인의정체성과개성
을표현하는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획일화되어가는사회시스템안에서‘나’를표현하
는것이점점어려워지는가운데, 패션이개인의욕망을분출하는하나의통로가되고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44세 성
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패션아이템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 다. 전체 72.4%가
패션아이템을잘활용하는사람에게호감이간다고응답할만큼, 패션은한사람의매력을
보여주는‘키워드’가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리얼히스토리’가최근자사의웹사
이트에서여성들을대상으로진행한화이트데이관련설문조사결과, 가장받고싶은선물
로꼽은것은‘용돈및상품권’을제외하고‘의류및액세서리(137명, 24%)가가장높은것
으로나타났다. 현재경기둔화로인해소비체력은약화되었으나지출욕구는증가하고있어
합리적인소비와감성적인소비가공존하는이중적인소비형태가나타나고있다. 이 같은
소비성향은‘단순하게저렴한’제품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가치와개성을만족시
켜주면서이성적이며합리적인소비형태로바뀌고있다는증거이다. 

액세서리는 시대와 연령을 뛰어넘어 꾸준히 관심 받는 품목에 속한다. 이렇듯‘미(美)’에
대한관심은줄지않기때문에액세서리창업은경기의불황을잘타지않으면서꾸준한수
익을올리고있다. 또한주고객이여성임을감안할때액세서리창업은각광받는창업아
이템중하나이다. 

액세서리는과거의류제품의서브아이템개념에불과했지만소비자들의구매패턴과트렌
드변화에따라매출을활성화할수있는핵심아이템으로부상하고있다. 여기에기존잡
화브랜드의성장세가꾸준히이어지면서패션업체들이직접브랜드를전개하는사례가늘
고있다.

사업 분석 | 개인의정체성을나타내는패션, 그매력완성의포인트

의류 및 액세서리는 숨길 수 없는 여자의 욕망
남과 다른 패션 아이템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성비 최강의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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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실력좋은 제조자 확보 문제와 구두 업체의 저가격 공세는 위협 요인

본사업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요인들을 분석하고 저렴하면서도 실용성과 심미성을
가진제품개발및서비스를개발하고품질, 디자인, 그리고브랜드등을강화해간다면시장
점유율의확대와확실한브랜드로자리잡아갈것으로성공가능성을예측해본다.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하기 위한 기간 필요
우수한 디자이너, 손재주 있는 제작자 등
구인의 어려움
소량, 수제 제작으로 인한 원가 상승
소자본 창업으로 인한 자금 여력의 한계
불규칙적인 주문으로 인한 업무의 편중

경쟁업체의아이디어모방가능성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등의수수료인상
셀프리폼인구의증가
경기악화로인한소비자구매력감소
기존구두업체의다양한디자인과저가공략

과다경쟁으로 인한 원가인하압력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사업구조 구축
시장정착을 위한 상품다각화 및 인지도 개선 노력
소비자가 중시하는 핵심가치에 집중
소비자 참여 디자인 활용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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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고 퀄리티의 액세서리디자인과 온라인 마켓을 통한 수익 창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온라인마켓을통한수수료는6~12%로재료비인건비를제외하고약 35%의수익을예상
할수있다. 

신발 매장과 팬시점 등을 통한 숍인숍 판매

오프라인의경우실제판매량과무관하게다양한제품을구비하고있어야한다. 이에재고
손실의우려가있다. 빠른모니터링으로지역상권에맞는제품을적시적소에투입함으로
써재고를줄이고판매를촉진해야한다. 

평균 1만원의제품을 1일 30개 판매하고온라인특성상 30일 근무일로잡았을때다음과
같이추정해볼수있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제작, 도메인, 결재시스템 등

징, 페인트, 수선장비, 액세서리 재료 등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100만원

쇼핑몰구축

자재구비

홍보비

예비비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평균 매출액 소요비용(고정비/변동비 포함) 월 평균 수익

3,300만원5,700만원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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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창업과마찬가지로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창업방침, 창업에필요한시장조사
및실시, 창업사항에관한체크, 수정의단계가필요하다. 이러한일련의과정속에서필
요로하게되는중요한중점사항은창업시선택하게될업종과규모등에있어서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인식되어질수있는것은비전과창업시회사의규모, 그리고기술
개발력, 마케팅, 관리운 능력과기본적인고객을생각하는철학일것이다. 본사업아이
템의성장가능성은차별화된디자인과저렴한가격, 그리고시대의필요로인한문화적
조류로보더라도점칠수있다. 하지만패션시장과같이경쟁업체가거의없는블루오션
시장이아닌레드오션으로 변화할가능성또한여전히가지고있으며,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이지않는다면도태될수도있는아이템이라는것을명심하고새로운아이템에더하
기지속적인기술개발과혁신적인시스템을갖추면서소비자를진심으로생각하고그들
의변화에눈을떼지않고발맞추어가야할것이다.

저렴한비용
저렴한 비용에 편안하고 착화감이 좋은
구두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시즌별로
변화유도

성공 도우미 | 새 구두를 사기 보다는 지금 구두를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새 구두를 사느라 매번 많은 비용을 쓰기 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즌별 신규 디자인으로 바뀌는 나의 구두

성공 도우미 TIP

고급스런디자인
고급스런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브랜드
제품과견줄수있는가치제고

착화감
실용적인 착화감을 강조하고 디자인과
착화감의 완성도를 가격으로 포장하여
고객만족증폭

온라인, 모바일매체다각화
스마트 시대의 조류와 함께 온라인 플랫
폼을활용한소비자들의구매력유도

여성CEO의 감성적소통능력
여성이 온라인 쇼핑의 주 소비층인 점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상품 기획과 이벤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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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리사이클수익모델
이제환경도보호하고수익도보장한다.

현재 커피숍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 데는 약 10g의 커피 원두가 소요된다. 관세청이
집계한지난해커피생두수입량은약 12만t. 이를 인구수로나눠보면국민 1인당커피소
비량은 연 300여 잔, 도시인들이 잠을 쫓기 위해 매해 3kg의 커피 찌꺼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이 많은 양이 더 이상 버려져야 할 것이가? 사용된 원두커피 찌꺼기를 이용
한 거름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양성분이 풍부하며, 병충해도 막아준다. 기존의 화학
비료의효과가일시적이었다면후자는지속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원두커피찌꺼기
를활용한친환경비료시장이형성된다면향후지속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최배근(스파이더몽키)

espressogrow

호주

서비스

점포

www.espressogrow.com

www.espressogrow.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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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찌꺼기를활용한
‘비료사업’



사업요약 | 모두가윈윈하는환경보호아이템,
커피찌꺼기비료사업

최근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커피문화사업으로인해커피소비가증가한만큼나오는원
두찌꺼기의양도증가했다. 매년7만여톤의원두찌꺼기가쓰레기로버려지는데흙에매
립된커피찌꺼기로인해발생하는메탄가스는이산화탄소보다25배지구온난화를가속화
한다고한다. 그런데이런커피찌꺼기는아주좋은배양토로재활용될수있다. 커피찌꺼
기의풍부한질소를이용하여유기농물질들과결합시켜만든비료는친환경제품으로해
충의피해로부터도막아줄수있다. 
커피숍입장에서도버리는쓰레기의비용이줄어들고처리를쉽게하여좋고비료사업에
서도원재료비용이줄어들며부가가치를창출해낼수있으며친환경비료이기때문에환
경보호또한실현하므로모두가윈윈하는다양한장점을가진사업이라할수있다.

친환경에먹거리에대한관심으로친환경비료에대한수요가점차높아지고있으므로유기농
자양분과함께100% 사용된커피찌꺼기를섞어독점적이면서도환경보존에앞선비료제품
을만들어낸다면안정적수익을기반으로사업을지속화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일반소
비자들의가정용화분에대한친환경비료로특화하고브랜드화한다면사업성이높다.
환경에대한관심과그린산업의대표사업으로서‘원두커피찌꺼기를활용한비료’와같은
친환경비료시장은향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사업전략 | 친환경브랜드로의포지셔닝과다양한제품군
마련이중요

간단한 제품부터 대용량 제품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야...

베스트아이디어 91



92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친환경 비료 개발 및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작물별특성을고려한친환경비료를개발하고, 비료생산및신속한배송이
가능한시스템을구축한다.

1

제품군의 다양화

일반농가에서사용하는전문적인비료와가정에서사용하는일반적인비료
등비료의수준을고려하고, 가정용의경우화분크기에따라용량을선택할수있도록다양
한제품군을제시하여통해소비자의선택의폭을넓힌다.

2

환경보호와 커피 찌꺼기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언론홍보, 온·오프라인홍보물등으로환경보호와커피찌꺼기재활용에대
한사회적관심을 유도하여브랜드를홍보하고제품구매까지연결시킨다.

3

체험단 운

식물과친환경비료에관심이높은주부를대상으로체험단을선발하여입소
문을통해소비자의흥미를유발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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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

환경피해가없는우수한 양및유기농이라는것을강조하고사업초기온라인
주문즉시배송이가능한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친환경브랜드파워가높고웰빙트렌드에
적합한우월적인프리미엄비료브랜드로인식되어야한다.  

커피숍들과 연계한 마케팅전략

원두찌꺼기를그냥버리거나고객에게무료로나눠주던기존커피숍들과제
휴해제품을기획·판매하면서제휴업체를활용한이벤트와프로모션을통해홈페이지및
쇼핑몰방문을유도한다.

1

2

소셜미디어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온라인을 운 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감성적인접근이가능하고효과적인마케팅수단이다. 기업, 개인고객에게다양한감수성
을자극할마케팅이전개되어야한다. 공중파 PPL, 블로그및 SNS, 키워드광고, 유튜브
상등소셜미디어마케팅을활용해브랜드및브랜드의인지도를높이며경쟁력을강화

한다.

3

기존 커피숍 사업자들과의 제휴와
공동마케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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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은 화학비료·농약 등 합성화학물질 대신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물·자연광석·미생물등을이용한농법이다. 이를통해에너지절약및생태계교란
을막아주고생물의다양성을키운다. 국내유기농업생산면적도 2001년 이후매년 30％
이상넓어져2012년에는전체농산물재배면적대비9.5％수준에이르 다. 친환경유기농
산물시장규모도 2012년기준 3조809억원에서 2020년엔약 7조5000억원에이를것으
로전망된다. 친환경유기농산물시장규모확대와더불어친환경비료의수요가늘어날것
이며, 원두커피찌꺼기를활용한비료가친환경비료의일부를대체하게될것이다. 
우리나라원두커피유통시장 90%이상 생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0년 한해 동안 11.7만
톤, 4.2억불의커피를수입하고있다. 국내커피는생두수입후이를국내에서로스팅, 가
공후인스턴트커피시장과커피전문점으로공급되는구조를가지고있다. 
커피는 하루에 3,700만 잔이나 팔리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 인구 2400만 명이 하루 약
1.5잔을마시는셈이다. 20세이상 1인당연간커피소비량은338잔이니모든성인이하루
에한잔꼴로커피를마신다고할수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조사에따르면심지어우리
나라초,중등학생의 50.9%도커피를마시고있고, 이들중 6.6%는습관적으로커피를마
시고있다.  
국내경쟁업체를보면다음과같다. ‘꼬마농부’는커피찌꺼기를재활용하여버섯을배양
하고, 체험용키트를제작하여판매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커피찌꺼기로인공토양을
만드는사회적기업‘거름’은옥상녹화, 벽면녹화, 및 녹지관리, 도시녹화사업도전개하
고있다. ‘이암허브’는아프리카에서생산된커피찌꺼기(커피박)을활용한유기질퇴비제
조기술을개발하여커피박퇴비생산하고있으며, 커피찌꺼기를활용한커피화분을유통
하고있다.
현재는국민들의커피소비량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상황으로원두커피찌꺼기의배
출량은지속될것이며, 그규모가 7만톤이상이될것이다. 그러므로‘원두커피찌꺼기를
활용한비료사업’의주원료에대한공급은원활할것이다.
또한국내유기농업생산면적은전체농산물생산면적의 10%에근접하고있고, 친환경유
기농산물시장규모도현재4조원이넘는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당분
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친환경비료에대한수요도폭발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사업 분석 | 친환경 유기농 선호 소비자 증가로
친환경 비료 수요도 급증

생물의 다양성을 키워주는 유기농법 농가가 매년 30% 이상 증가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의 친환경비료 수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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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원재료 확보와 소비자들의 친환경 브랜드 인지 시간이 관건

원두커피찌꺼기를활용한‘비료사업’은친환경농작물을재배하는농민, 농법인, 그리
고농장등이대상이된다고할수있다. 이들고객들의특성을살펴보면친환경농작물에
맞는유기농비료에대한관심이많고기존사용하는재료와방법을추구하는경향이클것
으로사료된다. 따라서기존비료를대체할가격의경쟁력과관련된판매와유통, 그리고
홍보에서의상세한전략과기획이무엇보다중요하다.

유기농 비료에 대한 제조 노하우의 부족
이 사업에 대한 운 노하우 부족
원재료 확보에 따른 수거처 부족
사업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충분한 자금의 부족

소비자인식이늦어질경우홍보비과다및
재고부담.
재고가쌓일경우투자비회수와재투자의
기회상실.
홍보마케팅에비용대비저조한매출우려
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여력필요

원두커피프랜차이즈본사와거래로대량의원재료확보
유기농법수요처확보와다양한제품포트폴리오구성
친환경프리미엄브랜드로장기적인소비자확보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통해적정규모의
자금확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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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리사이클 수익 모델로 원가절감과 친환경의 다양한 브랜드 개발

친환경농업용비료와화분용친환경비료로구분하여제품을개발공급한다. 친환경농업
용비료는친환경농사를짓는농민또는농장을대상으로고정거래처를확보하고공급한
다. 화분용친환경비료는사업초기에는온라인유통(오픈마켓, 자체쇼핑몰등)을중심으
로판매를진행하며, 대량유통이가능한오프라인거래처확보를단계적으로추진한다.
제품특성상초기투자비와유통에따른재고및관리비용을고려하여소비자가기준으로
제품원가의비중을20%로유지하고, 유통에따른비용20~40%를고려하여, 업이익은
40~50%가가능하도록한다. 업이익에서사업이안정적단계에접어들기전에 업비용
과광고/홍보비, 마케팅비의지출을상당부분지출한다.

유기농비료는30L를기준으로10,000원을책정하고, 가정용화분용으로제공하는배양토
는5L에 2,000원, 10L에 3,000원, 비료는 5L에 2,000원, 10L에 3,000원로책정하여다
른유기농비료가격들을비교해볼때이제품가격은적정한수준이라할수있다. 따라서
매출대비재료비, 운 비, 관리비비중이 30%, 유통및마케팅에따른비용 40%, 업이
익은30%가될것이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경기도 일원

사업초기 5개월간 기준

생산, 포장, 기타

홈페이지와 쇼핑몰 제작

전단지, 오프라인 판촉물

사업초기 5개월간 기준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시설비

자재비

예비비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점포100평
(330㎡)

마케팅 및
운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 서울에서 50km 거리 이내의 경기도 지역 면적 330㎡의 공장을 임대해서 사업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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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시설과 자본을 가진 커피 프랜차이즈나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된
신규사업자가등장할수있으므로지속적인연구를통해차별화된제품을지속적으로
출시하여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친환경비료와연관된다양한부가사업을끊임없이개발하고지속적인제휴를통
해사업포트폴리오를확대하고안정적인사업기반을확보해가야한다. 특히원두커피
찌꺼기를활용한비료사업에서시작하여다양한친환경비료를지속적으로개발해가
명실공히친환경비료전문업체로성장하여시장에서인정받을수있는것을최종목표
로한다면창업성공의좋은사례가될것으로기대해본다. 

친환경 비료 수요
친환경 농업을 기본으로 한 비료 외에
가정과 회사에서의 화분에 필요한 비료
제품 추가 개발 필요

성공 도우미 | 안정적 원료 확보로 농업용부터 가정용까지
제품 다양화

친환경 비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있는 비료상품의 연구개발과 소비자 판매용 부가 상품개발에 노력

성공 도우미 TIP

안정적원료확보
각종 커피숍과의 협업체결을 통해 원두
커피 찌꺼기의 확보 용이

사회적공감
환경오염을 줄이고 원두커피 찌꺼기의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로 정부와
지차체의지원기대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
환경 농업, 가정용 화분용 비료 등 관련
안정적 시장규모 형성

사업의확장성및경쟁력확보
친환경 비료사업의 범위 확장 및 기존
시설과인적, 물적네트워크를활용가능
디자인과품질경쟁력의확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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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이필요한도시인에게힐링캠프를제공하라
비즈니스의공간으로도활용이가능한도심속미니정원

현대의 직장인들은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을 필요로한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미니가든
렌탈 사업은 1인칭 시점의 홀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
다. 이 미니 가든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다수의 공유로 만드는 아이디어이며, 바로 지금
의 우리들에게 당장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정원을 가꾸고 싶
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은 빌딩 속 옥상을 활용한 정원 꾸미기도 인
기다. 이러한 국내 트렌드에 맞춰 본 아이디어는 다양한 비즈니스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
로기대해본다.

최배근(스파이더몽키)

PLOT

국

서비스업

비점포

www.plotmanchester.com

www.plotmanchester.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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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가든
렌탈사업



사업요약 | 짧은시간자연속에서쉬고싶은도시인들이모이는
미니정원

본아이디어는고객이원하는시간대에다양한형태의정원을시간대별로대여해주는사업
이다. 가격은시간대별로책정되어있으며웹사이트, 이메일, 페이스북을통해예약문의를
받는다. 예로 국의한업체는런던중심부에다양한정원을확보하고지역주민을위하여
매월‘2회원예축제’를개최하고있다. 
국내에서도점점도시의매연과스트레스때문에치유와휴식을갖기위해자연의공간을
찾아나서는사람들이늘어가고있다. 그러나다른사람의방해를받지않고혼자편안하게
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이드물기때문에이런수요를사업으로연결한미니가든렌탈
서비스는향후잠재적수요를끌어낼것으로기대된다. 

국내외현실에맞는공간대여를통한미니가든렌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어디에입
지하고있는가가중요한요소이기다음과같은상권의특성을이해하고그에맞는전략을마
련하여야한다. 
특히아파트, 오피스상권의경우건물주및주민과의협의가필요하며, 고객이접근하기쉽고
편리하며주변상권이형성되어있는지리적위치를고려해야한다. 이러한입지조건마련되면
다음과같은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사업전략 | 다양한모임의성격별로맞춤형공간서비스를제공

다양한 모임장소가 되는 도심 속 자연, 
사회적인 큰 관심 불러일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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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장소로서의 대여

단체동호회, 학교동문회, 기타그룹모임을갖는사람들을위한만남의장소
로서활용될수있도록하며단체예약고객을위한최적의위치와접근성, 편리한교통, 현
대적이고쾌적한최신식설비, 유무선인터넷, 탁트인전망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1

요가 강의 등 다양한 여가,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

요가강좌를열거나파티를즐기고취미활동을할수있는문화적인공간으
로활용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고객맞춤형상담을통해적합한공간서비스를제공
하고도심속여유로운파티를즐길수있는특별한스타일의파티를만들어야한다. 

2

환경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관심 유도

향후 창업 시 언론홍보, 인터뷰, 홍보물 제작 등으로 자연환경 보호 문제와
옥상녹화의기능및효과를알려사회에기여한다는인식을심어주는것이중요하며지자
체, 기관과함께하는다양한프로모션을여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3

적합한 식물과 물리적 디자인 구성요소로 흥미 유발

옥상녹화에적합한식물과화분, 그리고물리적구성요소들을포함한디자인
을통해조성하여시각적즐거움과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한다. 이를위해회원관리및콘
텐츠공유플랫폼을개발하고온라인웹사이트및SNS 활용, 식물정보제공서비스등을
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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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의 거점 이미지

미니가든렌탈사업은옥상녹화효과, 도시열섬화현상완화효과, 도시홍수
예방효과, 대기정화효과, 수질정화효과등의장점이많기때문에이런점을적극홍보함
으로써환경보호와친환경휴식공간으로서의이미지를구축할수있다.

다양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의 활용

일반적인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과 문화활동들을 자
연속공간에서쾌적하게진행할수있는이점을활용하여원예, 식물재배강의나동호회활
동같은다양한이벤트나강연, 모임등을진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1

2

차별화 마케팅

대도시지역기반의서비스를실현해야하며웹사이트를통해모든정보와예
약, 결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드라마, 화와같은협찬이지속적으로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인휴식공간들과는달리환경보호에기여하고다른사람
들의방해를받지않고충분한휴식을취할수있으며나만의공간을가질수있다는차별
성을강조한마케팅을추진해야한다. 

3

힐링 콘텐츠 개발

힐링의본질은건강과심리적안정감을얻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효과
를얻기위해신체적, 정신적건강을결합할수있는상품으로발전되어야한다. 이러한콘
텐츠개발을위해관련업체들과의연계이벤트나키워드광고등다양한프로모션을적극
적으로진행한다. 

4

사고대응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휴양서비스 제공

미니가든렌탈은사실안전부주의로사고가날확률을가지고있다. 현재도
심속국내여건은대부분옥상에설치되어있어대형사고의위험성이있기에안전관리원
을통하여사고예방에주의해야한다. 또한지역주민및시민단체등의공동체가함께운
에참여하는시스템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5

몸과 마음 모두를 힐링하고 가는 소중한 도심 정원
다양한 장점이 있는 친환경 공간임을 적극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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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도시주거환경변화와도시민의친환경의식증가로옥상정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있다. 옥상정원은수직적인공간의형태가요구되는현시대에효과적인녹화방식중의하
나로서, 건축구조, 도시계획, 조경디자인등의 역뿐만아니라주거분야에서도옥상정원
은연구분야의하나로주목받고있다. 2007년까지독일의옥상녹화율은전체의 80% 이
상으로 도시개발의 녹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미국 역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일환으로옥상녹화에대한관심이날로증가하고있다. 
국내에서도옥상정원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다. 서울시가본격적으로옥상정원사업
을펼치기시작한 2002년이후부터 2005년까지총 201곳에옥상정원이조상되었고서울
시내전체옥상녹화조성면적의82%에해당하는56,636㎡(17,132평) 규모이다. 자치구별
로는 전체 옥상정원 면적 중 양천구(11.9%), 광진구(8.8%), 중구(6.9%), 강서구(6.2%), 마
포구(5.4%)의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최근 2010년 옥상공원화조사결과에따르면옥상정
원조성면적은 198,918㎡를초과하여, 중구(52개), 강남(37개), 마포(34개) 등서울시에서
옥상정원이많이발전되는것을볼수있다. 
국내공동주택 1층전용정원은80년대초반서초동꽃마을레지던스에서처음시도되었으
며, 80년대후반에지방으로전파되기시작했으며, 90년대초중반에는분당, 일산, 광주
등아파트별로적용되기시작하 다. 
신축아파트의경우, 1층뿐만아니라단지내에정원이포함된형태로주거트렌드를반
하거나이미건설되었던아파트내에서도실내정원, 베란다정원, 옥상정원등의다양한형
태로주거환경을꾸미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하다. 
옥상녹화의기능및효과는대단하다.
건물의냉난방에너지절약에큰효과를보이고있으며, 도시열섬화현상을완화시키고, 강
우량의 70% 내외의우수유출저감율을보여도시홍수예방에도효과가큰것으로증명되
었다. 또한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벤젠, 분진등과같은중금속을흡수하고산소를방출
하는대기정화효과가있으며, 초기우수를토양층을통해여과시키는작용을함으로써수
질오염경감효과가있다고한다. 
그밖에건물내로들어오는소음을경감시키는효과와산성비와자외선으로발생하는건
물노후화현상을완화시켜건축물의내구성을향상시키게된다. 

사업 분석 | 도심정원의 정신적 힐링효과와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라.

도심녹화사업의성공모델인도심정원의엄청난효과
도시모든이에게힐링과행복의시간을선물하는정원에눈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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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옥상정원이 대부분일 공간의 위험성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가 중요

도시는휴식이필요하다. 사람뿐아니라도시도그렇다. 직장인들의스트레스, 그리고계속
늘어가는매연과소음, 어느곳도이런곳에서자유로울수는없다. 특히요즘같이기업의복
지가향상되고있는시점에서어쩌면본사업아이템은적절한시기에적합한아이디어라는
생각까지든다. 중요한것은이사업에도여전히단점과위협요소가존재한다는것이다. 따
라서현재의시장상황과예측가능한위험성들을분석하여성공사업으로의진입을노려봐
야할것이다. 

초기 자금 확보 부족
국내 옥상 정원 다양성 부족
폐쇄적, 개인적 형태를 띄고 있음
안전성 부족 (옥상) 
대도시 위주의 사업성

미니가든연관된관련업체들시장진입
야외형태가대부분이라외부환경에대한요인
발생
테마구성, 안전성문제
합법적으로제도화되지않은국내시장환경
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여력필요

차별화된서비스실시 (실내 외다양한정원정보제공)
온라인, 모바일실시간서비스도입
행사안전요원배치
환경에대한인식제고및브랜드화로장기적인소비자확보
창업지원자금, 신용대출, 투자 등을통해적정규모의자금확보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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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외부 조경의 인테리어 컨설팅을 통한 수익과 다양한 정원 관련 제품 판매

PLOT이라는 기존 업체의 경우 미니가든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한 부분에 대한
요금을지불하는형태로운 하고있다. 국내의경우더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
적인형태의운 자금확보를할수있을것이다.

외부조경의인테리어컨설팅을통한수익을얻을수있고, 미니가든렌탈이외에다양한
정원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하며정원관련제품들도함께온라인을통해서판매를시도한
다면더욱더좋을것으로판단된다. 

제품특성상초기투자비와유통에따른재고및관리비용을고려하여소비자가기준으로
제품원가의비중을20%로유지하고, 유통에따른비용20~40%를고려하여, 업이익은
40~50%가가능하도록한다. 업이익에서사업이안정적단계에접어들기전에 업비용
과광고홍보비, 마케팅비등이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서울시 지역

1개월 기준

비품 및 집기

생산, 포장, 기타

홈페이지와 쇼핑몰 제작

전단지, 오프라인 판촉물

사업초기 5개월간 기준

2,000만원

18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6,680만원

보증금

임차료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예비비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점포
25평
(330㎡)

마케팅 및
운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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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아이템은사업경쟁력확보및다양한서비스를통해소비자의만족이매출에연
결되도록기획하여야하며,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한고객만족서비스를실현해야할
것이다. ‘미니가든렌탈사업’은우선대여업이라는특성상처음사업환경을구성하면
추가적인비용과노력의부담이타아이템에비해적다고본다. 대여료를적정한수준으
로설정하기만한다면사업아이템특성상계절이나경기상태에 향을받지않고꾸준
히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다양한 도시 미니가든 공간 서비스
제공
실내외 다양한 정원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정원 서비스 제공
고객 타겟에 맞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원으로 브랜딩화 진행

성공 도우미 | 녹색 힐링 공간서비스는 기본,
지역민 복지공간의 성격을 추가해야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의 포지셔닝이 필요

성공 도우미 TIP

공급망확보
지하 공간 식물재배시설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하녹
지화를 향후 미니가든 렌탈에 적용
필요

복지적 관점에서 수요 예측
미니가든의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제공
다문화가족,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
계층, 장애우, 구직자를 위한 커뮤니
티 공간 서비스 제공

기관협력
사업의 확장성 및 접근성 확보
도심 속 정원 확보 필요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정
원(시공, 제품판매) 사업을 진행하면
서 사업 확장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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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패션포인트, 남성의숨겨진자신감, 이제 손목
시계는시계본연의기능보다는자신감의표현이다.

손목시계는시간을보는개념에서이제패션아이템으로많이활용되고있으며, 시장규모
도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고, 관련 사업의
시장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에서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손목시계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계를 준비하여 다양한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데는 비용적인 문제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액세
서리 시계 사업’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여 패션 손목시계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것으로기대되며, 소비자들의많은선택을받을것으로보인다. 

최배근(스파이더몽키)

Everyday Watch

캐나다, 프랑스

서비스

비점포

www.mijlo.com

www.mijlo.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106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내마음대로디자인하는
액세서리시계사업



사업요약 | 기분에따라상황에따라변화를주는패션손목시계

자신이좋아하는액세서리나귀중품들을구매하고자하는데가격이부담되는경우가많다. 
오랫동안하나만을계속사용하고되고, 또그만큼더빨리닳거나, 소모되는경우가많은
데Everyday Watch는액세서리시계를구매하고자하는고객들에게두가지종류의다이
얼(판)과다섯가지종류의밴드를제공한다. 

해당시계제품은클래식한디자인을표방하고있다. 두가지다이얼은각각금, 은색의테
두리로이루어져있고인덱스의경우12, 3, 6 그리고9의숫자가세련되게들어가있다. 시
계베이스에있는버튼은얼마든지다이얼과밴드를바꿀수있게해주며구매자는가죽3
개, 캔버스및가죽재질 1개, 고무재질 1개로이루어진구성의밴드를선택할수있다. 각
각의밴드는갈색, 감색, 검정, 베이지그리고카키의색상을지닌다. 

본사업의특징으로는다양한스타일링이가능한패션손목시계로패션에관심이많은20
30대의여성에게공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 향후에그사업 역확대가용이하며,
중국이나동남아등한류를기반으로한해외진출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본사업과유사한경쟁업체가국내에다소존재하나아직시장이성숙하지않았고, 기존유
통되는제품의디자인이나상품경쟁력이미흡하므로고급화된소재와경쟁력있는디자인
으로시장을형성할수있다면사업의우위선점및고급화및다양화를통한브랜드화도충
분히이룰수있을것이다. 

사업전략 | 대중적인가격으로 20~30대여성고객들의만족실현

제조와 홍보과정의 아웃소싱이 합리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20~30대 여성들의 트렌드 취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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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고급화

제품을 고급화하되 대중적인 가격으로 경쟁업체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
추는것이중요하며, 제품에대한신뢰성을소비자에게어필할수있도록홍보와다양한프
로모션을진행한다. 

1

합리적인 아웃소싱

디자인, 시계제작, 사진촬 , 마케팅, 프로모션등은외주를통해경쟁력과
전문성을확보할수있어합리적으로아웃소싱하는것이필요하다. 제조시기술력을갖추
고신뢰할수있는업체를발굴해OEM을통해안정적인제품공급이가능하도록한다.

2

소비자의 관심 유도

새로운패션아이템에대한소비자의관심유도를위해홍보, 제휴마케팅등
을다양하게시도한다.

3

체험단 운

20~30대 여성들중심으로체험단을운 하여블로그나소셜미디어의노출
을통해소비자의관심을유도하고구매로이어지도록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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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채널의 다각화

오프라인매장은재고관리가용이하고, 소비자관심을유도할수있는대표채널
로설정하고, 주문즉시배송이가능한온라인을중심으로다양한마케팅채널을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온라인채널은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패션전문몰, 자체쇼핑몰등으로다양
화한다.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후기나트위터, 페이스북등의온라인채널을적극이용하여신뢰성
이담긴정보들을풍성하게관리한다.

1

2

제휴 마케팅

기존제휴마케팅사이트나관련업종의사이트들과의제휴를통해서로의유
입경로를객관화하면서이를통해수익을분배한다.
예를들어의류쇼핑몰이나화장품쇼핑몰과제휴를통해해당쇼핑몰의구매고객에게패션
시계에할인하여구매할수있는쿠폰제공이나할인판매를진행할수있고, 패션손목시
계를구매하는고객에게도제휴업체의할인쿠폰이나상품권등을제공한다.

3

타임마케팅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전략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적용할수있는데우리의일상생활과 접한연관으로관심을유도할수있다. 이러한타
임마케팅의 방법으로 파격적인 할인으로 정해진 날짜나 시간에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운 한다면, 매출과홍보의효과를볼수있으며잠재적고객군을형성할수있다.

4 

온라인 광고

포털키워드광고, 배너광고. 배너교환, 회원메일링등구매고객을활용해
잠재적고객의소개와모집이가능하도록하며, 제휴업체를활용하여이벤트와프로모션
을전개하여홈페이지및자체쇼핑몰의방문을유도한다. 다양한온라인프로모션을적극
적으로진행하여꾸준한방문을유도해구매로까지이어질수있도록한다.

5

의류나 화장품 쇼핑몰 등과의 제휴를
통한 꾸준한 방문 유도 및 구매로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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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손목시계시장규모는2013년기준2조2,700억원으로20~40대의패션에관심있는
여성전용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이중에서도스타일이나유행에민감한소비자들, 특히
젊은층들이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시장개방이후로만손, 아동산업일부업체를
제외하고시계제조업계위상이하락하며브랜드자체개발이미진한상태다. 그리고시계
제조는중국과홍콩이단연강세를보이고있다.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 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의류인 패스트 패션에
대한시장규모가4조원가량의시장규모로성장한것처럼패션아이템으로서다양한스타
일링이 가능한 패션 손목시계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슷한
아이템을취급하는업체들의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헤네스는시계와악세사리관련다수의특허를보유하고, 시계와액세서리를제조하여유
통하고있으며Henes에서기본제공되는시계와추가구성품(베젤 6종, 밴드 6종)을포함
한세트아이템으로1개의시계로다양한스타일을연출할수있으며, 3개의라인업으로판
매하고 있다. 자체 쇼핑몰을 운 하고 있으며, VIVID CLASSIC, VIVID CLASSIC
LIGHT는110,000원에NEO CLASSIC은130,000원으로소비자가책정되어있다.
하이제니아는다양한패션손목시계를제조(OEM) 및유통을하고있으며, 온라인쇼핑몰
을통해패션손목시계를직접판매하고있다. 
KAIFAT는중국심천에있는제조업체로시계, 선물용세트, 합금액세서리등을수출하고
있다. 1997년에설립되어스테인레스스틸, 황동합금시계제작전문으로자체브랜드및
OEM 제작을수행하고있다. 

사업 분석 | 패스트 패션 산업의 성장과 같이 패션 손목시계
수요도 증가

젊은층들의수요는증가
국내브랜드들의위상은하락, 그리고중국과홍콩의독점시대



베스트아이디어 111

위험관리 재고부담을 줄이는 언론홍보, PPL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확보가 중요

시계산업은 정 가공 산업이면서 패션 및 디자인의 특성이 있어 유행에 민감하며 소득의
탄력성이높고경기에 향을받는사업이다.  또한, 정 조립산업으로기술집약적이면서
관련부품산업의의존도가높은노동집약적산업으로중소기업형도시형산업업종이라고
할수있다. 따라서본사업아이템도이러한범위에서자유롭지는못하다. 하지만세련된
디자인과각종매체를통한홍보와함께정착하게된다면국내뿐만아니라세계적인아이
템으로주목받게될것이다. 

디자인과 소재 선정에 대한 어려움
기술 격차가 낮아 모방 제품이 발생 가능
제품 라인업에 따른 초기비용 과다
주 소비층에 대한 폭넓은 디자인에 대한
만족의 어려움
재고에 따른 자금 회전이 더딜 경우 수익성
악화

소비자인식이늦어질경우홍보비과다및재고부담
재고가쌓일경우투자비회수와재투자의기회상실
홍보와마케팅에비용지출대비저조한매출
스마트워치등신개념시계시장확대에따른소비자
외면
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여력필요
유럽명품브랜드의국내시장선점
중국의초저가시장

재고부담을줄일수있는온라인중심의다양한마케팅
채널의확보
소비자의폭발적반응이가능한제품디자인경쟁력확보
언론홍보, PPL, 연예인 협찬등소비자의관심과인지도
상승에중점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하여온라인홍보에주력
패션손목시계에관심과소비가많은중국, 필리핀등
동남아에진출

약점 위협

통합



112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수익성 업이익 20~30%를 유지하며 오프라인 매장 확보에 주력

‘내마음대로디자인하는액세서리시계사업’은세트아이템으로판매를기본으로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통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 오프라인 유통은 크고 작은
50~100여개의매장에공급함으로써재고관리에대한리스크를줄이고, 향후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오프라인유통매장을더욱확대한다. 본사업은다양한온라인의유통채널을확
보하고, 경쟁사와의차별화된마케팅을전개하는데중점을둔다.

초기 판매 활성화로 투자된 자금을 조기 회수하여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는데 재투자해
지속적이고안정적인매출기반을확대하는데사업의성패가달려있다.

제품특성상초기투자비와유통에따른재고및관리비용을고려하여소비자가격기준으
로제품원가의비중을20~30%로유지하고, 판매촉진비, 유통과관리비용을제외하고
업이익이20~30%가가능하도록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임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운 (사업 3개월)

디자인 및 3D 모델링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30,000원 × 2,000Set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15,000만원

사무실

운 비

시계 디자인비

샘플 제작비

홈페이지

초기 제작비

홍보 및 마케팅

예비비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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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KAIFAT, Everyday Watch에서관련상품을판매하고있고, 국내에경쟁업
체가있으나아직시장이성숙하지않았으며, 기존유통되는제품의디자인이나상품경
쟁력이미흡하므로고급화된소재와경쟁력있는디자인으로새로운시장을형성할수
있을것이다.
이를위해패션에관심이많은예비고객들을위한커뮤니티채널을늘리고, 특히모바일
을활용한참여와공유가가능하도록전담팀을운 하는것이좋다.
또한이사업은패션손목시계와연관된다양한패션아이템으로사업 역의확장이가
능하며, 국내경쟁력을바탕으로중국, 동남아업체와의협력으로다양한유통채널을확
보, 고급패션손목시계브랜드로성장할기회도마련해볼수있다. 원활한A/S, 고품질
저가격등은기본으로가져가야할몫이다.

기존 손목시계와의 차별성
차별화된 콘셉을 통한 다양한 연출
다양한 스타일링과 세련된 디자인

성공 도우미 |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재투자를 통해
고객 연령대를 확대하라.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상품군 확대에 노력

성공 도우미 TIP

안정적사업수행
실제 소비력을 갖춘 여성 고객이 주요
타겟
다양한연령고객층확보

다양한온라인유통채널활용
다양한온라인마케팅채널확보가능
직접발송으로높은제품회전율생성
안정적재고관리로비용절감

지속적인 시장규모
경기특성, 계절적 특성에 민감하지 않
으므로 안정적인 매출확보 가능

사업의확장성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품 라인업 확대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빠른 해외 진
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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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01

03

02

자동 면발
장비를
이용한 면발
길이에 따라
파는
국수판매점

01
진로상담&창업
컨설팅 시니어
카페
S-accelerator

02
로컬푸드
다이어트
도시락

03



국수도 이제는 개성시대! 별모양, 원모양, 사각모양 등
원하는 모양 원하는 길이로!

전국의분식점은 6천여개이상성업중이다. 이렇게많은분식점중국수판매점은작은비율
을보이지만맛집으로소문난곳은문전성시를이룬다. 그런데전문점이든분식점의한메뉴
든큰차별성은없다. 대부분은조리사가자신의레시피대로만들어제공하는형태다. 조리과
정도대부분볼수없고, 고객의식사량과는달리일률적으로만들어지며, 음식이외에느끼고
갈 만한 특별한 기억도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온 이 시장에 고객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추억가득한스토리를만들어준다면국수집을넘어테마여행지로도기억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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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섭(오담기술경 )

자체개발

음식업

점포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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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면발장비를이용한면발
길이에따라파는국수판매점



사업요약 | 고객이 조리과정에 참여하는 개성만점 국수판매점

자동면발장비를사용해면발의모양과길이, 색깔을고객스스로가선택해직접면을뽑아
조리실에전달하고그조리과정을고객이직접눈으로보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고
객에게기다리느라지루할틈도없이재미와추억을선사하는새로운국수전문점이다. 이
과정에스토리텔링을주입하여재미있는메뉴이름을정할수있고면을뽑는과정에각종
이벤트를시행할수도있다. 테마가있는이색장소를선호하는젊은세대를타겟으로대학
가나시내중심권에서많은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다. 

이 사업은 자동면발 장비가 필요하다. 이 장비는 취식할 양만큼 면발이 생산하도록 입력
하는디스플레이화면이있으며자동계산된식사가격이표시되도록해야한다. 또한하나
의구멍에서고객이주문한길이만큼생산되어야하며2개의구멍에서도생산될수있어야
한다. 장비개발을위한협동조합등을설립한다면많은소상공인의매출향상에기여할것
으로판단된다.

기존국수집과의차별화를통해손님이먹고싶은양만큼면발을m 단위로주문을할수
있도록하고이를통해서손님이요리에직접참여하는재미를느낄수있도록감성마케팅
을접목시키고자신이직접만든식사를하게함으로써만족도를극대화시키는전략을구
사한다. 또한면발을손님잔신이직접뽑을수있기때문에면발을뽑고기다리는시간에
대한쌍방의누수를줄일수있다는장점도부각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방문한손님은
요리에직접참여하는특별한재미있는체험을가지며이를스토리텔링한다면다양한구
전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사업전략 | 20대 대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이야깃거리를 던져라

저렴한 가격의 국수에 스토리를 더해
아이템에 재미를 선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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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국수를 스스로 만드는 고객

평소에요리를즐겨하지않는남성고객도, 평범한조리과정을예상했던여성
고객도모두즐거운시간이된다. 기다리는시간도지루하지않고자신의요리가만들어지
는과정도지켜볼수있어이색코스로지역의아이콘이될가능성이높다. 

원하는 양만큼 지불하는 합리성

식사량이서로다른고객들이각각자신의양만큼의면을m 단위로뽑아그
에해당하는비용만지불하게된다. 물론그국수의면은자신이선택한대로길이, 모양,
색깔이모두다르다.

웃음을 선사할 다양한 이벤트 풍부

한줄로나오는일면발국수를주문한경우면발장비에서면발이끊어지면무
료로국수를제공하거나국수의면발을한번도끊지않거나정해진시간내에다른국수그
릇으로옮기는대회등을열어입소문을유도할수있다. 

브랜드 개발 및 포장상품 확대

‘내가직접만드는국수’에대한브랜드를만들어친근감을높이거나포장재
를개발해테이크아웃이나배달서비스로도확대가능하다. 사무실인근이나대학가는저
렴하고깔끔한간편식을원하는경우가많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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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참여형국수집운 을위해서는무엇보다국수면발장비도개발하여야한다. 즉, 손님
이원하는국수면발의길이만큼주문할수있는장비를개발하고손님이직접입력하도록
시스템을구성하여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손님이입력한면발의길이에따라서가격이
책정되고이를디스플레이창으로보여줘재미를유발하게하는것이다. 

손님이 뽑은 면발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직접 요리를 보여주고 기다리는 동안의 호기심을
갖도록할수있다는장점을내포하고있으며, 국수면발장비는한개의구멍으로끊어지지
않고면발을뽑을수있도록설계하거나2개이상이구멍으로면발을뽑을수있도록구성
하는시스템을갖는것이필요하다. 

국수를취식함에있어서는개인그릇을이용하여취식할수있도록하거나공통그릇으로
국수를취식할수있도록선택기능을제공하는것도아이디어라고할수있다. 다양한색깔
의면발, 그리고혼합색면발, 중실이색면발(중앙의색깔과바깥쪽의색깔이다른면발) 등
하나의국수로다양한요리를개발하는것도마케팅에큰도움이되며, 오랫동안사랑받는
창업아이템으로자리잡을수있는주요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본아이템은 20대의대학생또는회사원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이들의소비패턴과식생
활지출문화를고려해건강에좋으면서맛도품질보증할수있는국수로지속적으로알릴
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스스로주문하는것에대해스토리텔링에참여할수있도록면발
장비를사용한다양한이벤트를개최하는것도빠지지않고체크해야할부분이다.  

일면발국수(일개의긴면으로국수를만듦)를주문한경우면발장비에서면발이끊어지면
무료로국수를제공하는이벤트를진행하거나, 일 면발국수의면발을한번도끊지않고
다른국수그릇으로옮기는대회개최를개최하는등독특하고다양한이벤트개발을통해
구전또는온라인상에서의간·직접적광고는사업의성공여부를결정할수도있는중요
한요소라고볼수있다.

국수의 변신은 무죄! 이제 국수의 무한변신으로
성공시장의 명(命)을 길게 뽑아가라



120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현재시장상황은음식점에대한소상공인의과다한창업또는프랜차이즈를통한요식업체
들의참여로관련업종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경기및시장의무한경쟁을돌파
하기위해서는고객의성향과니즈에부응하는새로운방식의요식업으로서의접근이필요
하다. 국수집의경우성숙기에이르 지만대기업의참여가어려운분야로나름의콘셉트
로접근한다면충분히창업에성공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본제안은프랜차이즈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이프랜차이즈의운 을협동조합
방식으로운 한다면많은소상공인들이혜택을볼수있을것이다.

역사적전통이있는다양한국수는모든국민이좋아하는음식이며저렴한가격의쌀밥을
대신하는대체수단이다. 주요고객층은쉽고빠른식사를요구하는대학생및젊은샐러리
맨으로볼수있다. 먼저대학가의특징은수업과수업사이의시간에식사를해야하므로
빠른조리가가능해야하며또한경제적으로부담스럽지않아야하는것이공통사항이다.
그다음, 젊은샐러리맨들은많은업무처리를위해급하게움직이기위해서신속한식사를
원하거나너무무겁지않은식사를위해분식을찾는다. 그러나이들대부분은‘분식집’하
면라면을주문한다. 대체할것이마땅치않기때문이다. 이들에게나트륨가득한라면보
다건강한음식임을주지시키고정식보다는가볍고간편히먹을수있다는점을이야기한
다면위와같은고객특성을예상할때반드시경쟁력이있다.

사업 분석 | 독특한 콘셉트의 접근은 성숙기 속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시장은 성숙기지만 색다른 콘셉트로
접근하여 성공가능성을 점치다.

가볍게 찾는 라면 중심의 분식이
건강을 담은 국수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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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면발 장비의 제조비용 절감 및 국수 레시피 개발이 중요

면발장비에적합한국수레시피개발필요
면발장비개발을위한전문가들의도움필요
면발장비운 시객장내손님에게불편이
없도록주의필요
장비자체의위생이나청소및세척이
용이해야함
장비가격과면발제조속도등에대한
사전검토필요
식사손님위주운 이므로
고정고객확보필요

국수 외 업종과도 경쟁구도에 놓임
대형 자본의 동업종 진출 우려
소량생산되는 면발장비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20대 중심의 인테리어와 홍보디자인 설계
고객이 조리과정 일부만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 설계시 반
대학가, 사무실 등 배달수요에 대한 다양한 준비 필요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조합 개념의 대량생산으로 장비제조원가 절감
예비창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공동 이익 추구

약점 위협

통합

국내에는전통의맛과차별성을가진국수집들을어디서나볼수있을정도로성행중이다.
그곳에도다양한이야기와단골고객이있으며, 저렴한가격과후한인심이사람들을끌어
당기고있다. 하지만정작전략적이고세분화된계획을가지고미래를준비해가는국수집
이 많지는 않다. 프랜차이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수집이라고 스토리텔링과 이야기를
생산하고있다고할수는없다. 따라서본사업아이템의차별성을지닌이런특별한아이
디어를접목한기획과아울러분석적인시장상황과대안을마련하여사업을진행한다면분
명차별화된브랜드국수판매점으로대중에게사랑받을것으로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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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수익은 전량 국수의 판매에 기반

국수집시장은성숙기에이르러정체기로판단된다, 그러나국수는전통음식으로지속적인
고객의요구가있는음식이며간편하게접근이가능한메뉴다. 20대의가장적은지출분야
인식생활에대한대안에초점을맞추어개발하고운 한다면정체된시장에서상당한성
공을거둘것으로판단된다. 

국수 판매에서 모든 수익이 나오는 본 아이템은 국수 면발기계의 제조과정에서 얼만큼의
비용을줄이느냐가중요한점중하나다. 국수면발기계를제작하는회사와국수판매점이
협동조합을구성하여국수면발기계를대량으로제조하면비용을절감할수있다.
국수집을신규로창업하는소상인을조합원으로하여지속적으로협동조합을키워나가면
서동시에공동이익을추구하는것을추천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서울 1층 33㎡ 기준

초기 3개월분 (180만원 × 3개월)

냉장, 냉동고/싱크대/그릇 일체

LED 간판등/메뉴판 등

6조 기준

부대시설 포함

1,000만원

3,000만원

540만원

4,54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80만원

1,000만원

4,680만원

9,220만원

보증금

권리금

임대료

소 계

주방가구/집기

인테리어

간판싸인

의탁자

면발장비

소 계

임대

시설 및
설비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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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아이템은장비개발에적지않은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가
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추천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형태로시작하면연구개발비를절감할수있고조합원외에관련업체에
도장비를판매할수있어추가적인수익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현재 프랜차이즈 국수집을 운 하고 있거나 개인매장을 운 하고 있는 소상인
들도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어추가적인수익을공유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
제시대가급속도로변하고있다. 음식도맛이있어야하고이야기도가져야하며, 추
억과 재미도 선사해야 한다. 다복합적인 문화, 그리고 가치를 제공해야하는 현대에
이와같은아이템이꼭창업으로빛을발했으면하는바람을가져본다. 

자동면발장비개발
다양한배열의모양의구멍으로국수
가뽑아질수있도록하는장비개발
청소 및 세척이 용이하도록 장비에
방수기능갖출것

성공 도우미 | 미식버스만이 가지는 특별함!

예비 창업자, 장비 개발자 등 조합형태로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

성공 도우미 TIP

음식 조리과정 공개
손님이 직접 면발을 받도록하고, 조리
사에게 제공
그조리과정을관람할수있도록기획

고객 참여형 이벤트 개최
지속적인 고객유입을 위해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 및 무료 식사권,
상품 제공

고객의직접주문방식도입
고객이 먹고 싶은 길이만큼 직접 입력
할수있는입력시스템구축
주문한 양에 따라 국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외부에 디스플레이창
장착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비용 절감
국수판매점 운 자, 장비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으로 공동이
익을 실현
기계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도 기대



실버계층은‘업(up)’청년들은취업난에‘엉엉(ㅠㅠ)’
서로도와주는선순환고리를만들어다같이윈윈(win-win)

세계적인흐름과마찬가지로한국도늙어가고청년층은계속가난해져가고있다. 이는 다
시 말해, 시니어 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55~63년생 은
퇴자 712만 명에 이르 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청년 취업 세태의 변화
는 단순한 현상 이야기가 이제는 아니다. 이는 소비 주체의 구조와 환경을 구조적으로 바
꾸는커다란사회적흐름이다. 이런 불균형적인연령층과사회구조에서의연결고리를할
수있는방법은없을까

베스트 아이디어 2 외식

스펙타클

실버톡

한국

전문서비스

점포

www.silvertalk.org

www.silvertalk.org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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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 창업 컨설팅시니어카페
S-accelerator



사업요약 | 인생선배들의값진조언과전문강연이함께하는카페

떨어질수없는시니어와20대의관계가있다. 20대들의부모는시니어계층이다. 즉은퇴
를앞두고있거나은퇴후경제적, 사회적어려움에당면하는세대다. 이세대와취업난에
직면한20대가한집에살고있다는것이다. 오죽하면하나의아르바이트자리를두고아버
지와아들이다투는시절이라는자조섞인말도나왔다. 따라서이둘의문제는하나의해
결책으로귀결되어야하며, 국내 712만의시니어와 700만 20대청년들을대상으로한서
비스의제공은가능성이큰시장이라고판단할수있다.

본사업은카페음료비용을부담하고진로, 직무, 창업등에대한상담을받고자하는청소
년과청년에게대기업을은퇴한시니어가경험과노하우, 전문지식을활용하여상담을제
공할수있도록연결고리를제공하는카페운 에대한사업이다.
즉이사업은시니어계층에게는경력과경험을기반으로한안정적인일자리를, 청년계층
에게는다양한지식정보와실전경험을통한능력개발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시니어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며(멘토링 서비스), 20대는 멘토링을 통해
본인의역량을개발하고사회감각을익힐수있도록시니어가상주하면서20대에게멘토
링과각종교육등을제공하는보다전문적이고따뜻하며실질적인카페이다. 커피전문점
시장현황과트렌드를볼때차별화방향과도일치하는사업이기도하다.

사업전략 | 지식은 일방향이 아닌 세대를 떠나
서로 교류해야 더욱 값진 것

갓 취업을 했거나 준비중인 청년들은
부담없는 가격에 커피를 마시고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은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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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문 고객과 멘토링 고객을 분리해 관리

멘토링 고객(멘토링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은 시간제로 스터디룸 등의
공간을제공하며시간별요금을받는다. 멤버십시스템으로할인혜택을제공할수있고, 고
객별맞춤형멘토링그룹을연결해줄수있다.

체계적 멘토링 프로그램 운

일반학원들과같은체계적인커리큘럼을준비해전문 역, 인문사회, 경
경제, 교양등다양한강연프로그램을운 한다. 1:1 맞춤형멘토링서비스도주효하다. 체
계적인컨텐츠에서부터자유로운질의응답과정까지단순대화가아닌체계적인과정제안
으로효율적인성과도출을유도한다. 정규멘토링프로그램외 1회성멘토링(특강형태) 프
로그램과특정주제없이시간만주어지고자유로운질의응답이가능한인터뷰멘토링프로
그램을준비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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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킹 서비스

단순내점한청년고객들과시니어들이원하는경우매칭을시켜줄수있다.
특별한목적이아니더라도가벼운이야기를나누며서로의보완점을충족시킬기회를가질
수있다. 예를들어 청년들은시니어에게스마트폰사용법을가르쳐주고시니어는청년에
게경험을나누어줄수있다. 

커피가 아닌‘콘텐츠’로 유인

일반커피전문점과는달리방문해야하는목적이뚜렷하도록콘텐츠중심의
홍보가필요

3

4

가격 경쟁력 확보

기존 카페들 대비 20%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입장료를 부가적으로 받
는다. 커피가격은낮추는대신선택에따른멘토링비용을추가한다.

5

단순 커피 주문 후
매장내 체류

멘토링 부킹표시

카페에
시니어 방문{ { {

} } } 

멘토링을
하지 않고
커피 주문후
매장 체류

청년 내점

청년이 시니어에게
직접 부킹 요청
별도 비용 없이

상호대화
멘토링 진행

부킹 및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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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다양한면접과실무관련교육, 강연등에쏟는비용은연간92만원수준이라한
다. 경쟁력을갖추기위해어쩔수없이기본적으로지출해야하는비용이많다. 이를좀더
효율적으로 시니어 멘토링 카페에서 진행한다면 사업적 목적 외에도 사회적 비용 절감과
세대간의소통이라는효과도얻을수있다. 2013년기준커피전문점의연간매출액은2조
4천억원으로동기간인스턴트커피매출액과동일한수준이다. 커피전문점에마련된커
피외부가서비스를찾는수요를감안하면대략현재의2배이상이라고추정할수있다. 
이 커피시장에‘찾아 가야만하는당위성’을 제시해주면 차별화전략은성공한다. 비단
일부지역에국한된것이아니라전국적인커버리지를가질수있다는점도성공가능성중
하나다. 당연히멘토링이외에도커피를찾는고객들도기본으로확보할수있다. 

경쟁구도에놓일업권은두곳이다. 

첫째, 일반커피전문점들이다. 커피및사이드메뉴판매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고,특히깔
끔한매장인테리어및다양한사이드메뉴를보유하고있다.그러나대부분의커피전문점
은주타겟이직장인또는여대생위주로가격대가높게형성되어있다.이에맞서콘텐츠
중심의커피전문점으로경쟁력을갖춰야한다. 커피와사이드메뉴가주수입원이아니기
때문에커피전문점은직접적인경쟁상대는아니고일종의대체제관계이다. 명확한타겟
이존재하는바대체제로서저렴한가격으로충분히경쟁력을가질수있는요소이다.

둘째, 강연및멘토링업체들이다.대표적인곳으로는겐샤이(http://www.cafetherapy.net)
를들수있다. 이곳은교류분석을통한성격분석으로부부, 연인, 아동, 청소년, 성인상담
을해주고있다. 다톡타톡카페는다문화청소년진로·진학정보안내상담및입학정보,
학교생활안내, 한국교육제도, 장학금제도등을안내해주고있으며멘토카페는연인들의
심리상담과치유를, 다르다카페는애니어그램으로성격유형테스트및인(人) 스터디를운
중이다. 주로 온라인을 통한 심리치료 중심의 콘텐츠를 운 하고 있어 본 아이디어의

『청년대상멘토링』사업아이템과는다른부분이있다. 즉 단순청취형콘텐츠와차별화된
본아이템은지속적인멘토유입과확대가가능하기때문에일반시니어멘토링에비하여
서비스의질이더높다고판단된다.

사업 분석 | 시니어-청년-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완성

커피 등 메뉴는 기본
스스로 찾아 오게 만드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전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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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주요고객 시니어와 청년층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환경제공이 필수

인테리어비용최소화로일반고객유입약화
우시니어멘토링의커뮤니케이션품질불균형
다양한메뉴선택의한계
각종멘토링서비스대비전문성저조
강연멘토(시니어)의 신뢰성과경력에대한
검증문제

후발 주자의 사업 모방 가능
일반 고객에게 멘토링이 진행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
멘토링 참여자들도 다수의 멘토링 진행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
가격경쟁력확보에치우쳐수익성약화우려
생소한 시스템에 대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
들의 참여 한계

시니어 자체 스터디 및 연구팀 운 지원
기존 강연형 멘토링대비 커뮤니케이션 차별화 집중
멘토의 이력서 사전검토 및 멘티에게 경력 공개 등 신뢰
성 확보 방법 마련
멘토링 공간과 일반 이용고객용 공간 이원화 추천
일부 사이드 메뉴 판매(샌드위치, 쿠키 등)

약점 위협

통합

본사업아이템은주요타겟대상이되는20대청년들과시니어계층으로전자는취업준비와
사회진출에대한고민, 그리고학교친구들또는지인들과시간을보내야하는계층이며,
후자인시니어계층은본인의경력등을바탕으로멘토링을할수있고지속적인사회·경
제적활동을하고싶어하는계층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이들의니즈를이해한환경설
정및차별화된서비스와섬세한기획이선제될때사업의성공에가깝게다가갈수있을
것이다. 



130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수익성 커피, 사이드메뉴, 멘토링 수수료가 수익원

커피및음료, 사이드메뉴판매

비교적인테리어등이간편한수준인이디야커피의매출이익률은약50% 수준으로일반
카페대비20% 저가책정으로수익률은35~40% 수준예상

멘토링수수료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전국 대학가 보증금 수준

월 임대료

가구 및 디스플레이 포함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2기

3기

컴퓨터, 음향 장비 등

B급 상업시설 내 3층 이상 기준

15,000만원

2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28,2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기타자재비

예비비

커피머신

쇼케이스

부대시설

점포
25평

시설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정규멘토링
특강형멘토링
인터뷰멘토링

구 분
1H
2H
1H

시 간
5천원
6천원
3천원

비 용(1인 기준)

※ 평균 1시간 멘토링 단가는 4천원 수준으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할인혜택을 부여함.

※ 멘토링 비용은 시니어가 가져가며 사업자는 25%를 수수료로 수취함. (일 평균 30명 멘토링 진행시 12만원의 25%(약

3만원)를 수익으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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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진로를결정하는데조언을들을수있고, 취업준비생은취업전략을여러경로로
파악해볼수있으며, 직장인은회사업무에대한업계선배들로부터의값진경험을배울
수있다. 창업을하려는사람은창업선배의성공과실패경험을간접체험할수있다. 운
하기에따라누군가에는인생을바꾸는계기를만들어줄것이고, 인생의미로에서헤

매던사람에게는단한마디, 단한단어로결정적인탈출구를만들어줄수도있을것이다.
옛사람들에게서물려받은경험과지혜는역사와함께계승되고발전한다. 멘토링도마찬
가지다. 지금은내가멘티로서지혜와조언을받고있지만나중에는내가어느위치에서
든멘토가될날이올수있다. 이사업은지식과경험, 지혜를순환하는연결고리로서사
업적목적뿐만아니라사회적순기능의심장이되는값진사업이기도하다. 

비교적손쉬운커피전문점창업
일반 음식점에 비해 표준화된 제품 판
매로 창업을 위한 노력이 비교적 적게
투입

성공 도우미 | 커피 전문점 성격 보다는 양질의 콘텐츠와
시니어 확보가 중요

커피만 파는 매장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파는 지식 카페
세대가 공존하며 지혜를 나누는 시니어 멘토 카페

성공 도우미 TIP

차별화된콘텐츠가주사업모델
멘토링이라는 일종의 교육컨설팅 사업을
주력으로하므로차별성이뚜렷

커피 외에 멘토링 진행 수수료라는
추가수익창출
추가 수익 창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창업자 의지에 따른 공간 구성 및 인
테리어가능(비용 절감)

다수의 지역에 점포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실현가능
학교별 점포를 만들어 다수의 시니어 멘
토와 연계 및 은퇴 시니어가 직접 멘토
링&카페를창업할수도있도록조력



우리나라많은직장들의고민, 
바로비만이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 약 4~10명
정도가 비만이며, 이것은 비만이 심각한 사회질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직장인들이 비만을 겪는 이유는 운동부족, 조기 출근과 야근 등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 외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인들의 비만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올바른식습관과규칙적인운동이필요하다. 

베스트 아이디어 2 외식

시골과도시를잇는연구소

완주로컬푸드

한국

서비스

점포

www.hilocalfood.com/index.do

www.hilocalfood.com/index.do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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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다이어트도시락



사업요약 | 저렴한 가격에 무거운 비만에서 시원한 탈출~
이제 행복한 웰빙 시대로 쏙~

현재우리나라에서는핵가족화의확산과독신가구와맞벌이부부가증가하면서배달산업
이성장하고있다. 이런도시락사업에건강한삶을살고자하는트렌드인웰빙트렌드가합
쳐져웰빙도시락사업이엄청난성장을하고있다. ‘다이어트도시락배달업’은성인이하
루에필요한칼로리를계산해조리한음식을일정기간배달해주는사업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간단한 식사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창업
틈새아이템으로떠오르고있다. 이러한아이템은로컬푸드와의연계성을가지고있는데
우리지역의농민들의수익을증대시키고안전하고투명한재료를사용하는친환경적인장
점을고루갖추고있다. 이러한장점등으로로컬푸드에대한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이
와관련되어많은비즈니스모델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로컬푸드 다이어트 도시락의 핵심 서비스는‘로컬푸드를 이용해 다이어트 도시락을 만들
고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이다.’다른다이어트도시락사업처럼개별소비자에맞춘칼
로리식단에맞춘도시락제공을기본적인비즈니스모델로가져간다. 이비즈니스모델에
로컬푸드라는트렌드적인요소를더한것이로컬푸드다이어트도시락이다. 일반적인다이
어트도시락과는다르게로컬푸드를이용함으로써좀더신선한다이어트도시락을제공한
다는신뢰를소비자들에게줄수있다. 또한, 친환경적이며우리지역내농가의소득을올
려준다는 점을 이용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윤리적인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에 편승할 수
있다.

사업전략 | 건강하고 신선한 다이어트,
그리고 윤리적 소비의 새바람

로컬푸드 다이어트 도시락이 생활은 건강하게, 농촌을 활력있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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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파트너쉽

이사업의핵심파트너는‘로컬푸드를공급해주는지역내의농업종사자들’
이다. 로컬푸드다이어트도시락의핵심은신선하고안전한재료를이용한다는것이다. 따
라서 핵심파트너인 지역 내의 농업 종사자들의 농작물은 어떻게 재배되고 신선도에 대한
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그리고농산물의공급이안정적인것이아니기때문에안정적으
로공급되지않을시대처방법을생각해봐야한다. 

핵심활동

이사업의핵심활동은고객개개인에게맞는다이어트식단을짠후이에맞
는신선한다이어트도시락을전달하는것이다. 

1

2

가치제안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인들 또
는일반고객들에게건강한삶을제공할수있다.   

3

고객 세그먼트

주요고객은바쁜생활로인해서건강한식사를할수없는직장인이주요고
객이라고할수있다. 이메인고객뿐만아니라도시락을이용해 다이어트를하고자하는
대학생, 1인가구등다양한고객들이존재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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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계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다양하다. 신선함과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있다는장점을홍보하기위해SNS 활동이있으며, 온라인을통해자신에게맞는다이어
트식단상담과신청을통해고객들의관계를지속해서유지해야한다. 이렇게고객을유치
하며쌓여진DB를이용해서고객들에게다양한이벤트활동을진행할수있다. 

5

비용구조

이사업에들어가는비용은핵심파트너인‘지역내의농가’와의관계유지비
용과식재료구입비용등이있다. 또한다이어트식단개발비용, 고객들에게도시락을배
달하는비용, 다양한홍보활동비용도있다. 

6

수익원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은 고객들이 도시락을 구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원이
있다. 부수적인수익원은지역농가를도와주며친환경적인성격때문에국가에서지정하
는‘사회적기업’의혜택을받을수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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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인가구, 워킹맘급증에점심값부담에직장인들까지합세해해마다 40% 이상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도시락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0년
401억에서2012년에는624억으로엄청난매출을올리고있다. 국내전문가들은한국인구
구조의변화(1인가구, 노인가구, 워킹맘, 직장인) 그리고불황일수록시장이확대되는특성
으로인해국내도시락의성장세가앞으로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긍정적으로전망했다.

도시락시장도초반에비해서점점세분화되고있는데그중대표적인세분화는 20-40대
직장인들을핵심타깃으로한웰빙도시락이다. 바쁜스케줄로인해간편식을선호하고건
강웰빙에대해서관심이높아웰빙도시락의수요는점차늘어가고있다고한다. 실제로
주요오피스상권에서반응이좋게나타고있고메뉴가운데 6,000원대에서 10,000원특
선명품도시락군이큰인기를얻고있다. 

도시락사업은경기가불황일때시장이커지는특성을가지며, 1인가구의증가와바쁜생
활을하는라이프사이클이증가할수록시장이커지는특성또한가지고있다. 따라서로컬
푸드다이어트도시락을이용하는고객은크게먹는시간을단축하면서건강을챙기고자하
는직장인그리고 1인가구, 자녀가있는워킹맘등이라고할수있으며, 고객층에서가장
큰부분을차지할직장인같은경우는시간이중요하기때문에배달시간을엄격히지키는
것이중요하다. 또한각개인들마다의체질과원하는메뉴가다르기때문에그에맞는메뉴
를개발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로컬푸드다이어트도시락은가까운지역내에서생산하
는농산물로만들기때문에신선한식재료의장점을어필하고도시락에로컬푸드실명제를
이용해식품의안전성을강조해고객들을만족시켜야한다.

사업 분석 | 로컬푸드에 트랜드를 더해 건강과 농가의
웰빙 파트너로 성장해라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인들과
일반 고객에게 건강한 삶을 웰빙토피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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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재료의 안전성과 신뢰로 안정된 사업으로의 성장을 만들어라

가까운지역에서생산하는농산물이용으로인
한종류의한계성존재
농산물특성상기후에따른공급양의변동과
이에따른가격의불확실성이존재
신선도유지를위해인력과시간의투자관리
필요

경쟁업체의 동류의 컨셉 진출과 가격경쟁력
에서의 강세일때의 위협 요인 존재

장기 고객 유치 필요
고객 유치 전략으로 개개인 체질에 맞는 메뉴 개발 필요
고객의 식습관에 더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련된 Tip제공
추가 수입원으로 로컬푸드 원재료를 배달 사업 확장 가능성 제고

약점 위협

통합

도시락산업에도웰빙이 향을끼쳐서웰빙도시락들이속속등장하고있지만사람들에게
도시락은항상신선하고안전하다는인식을충분히주지못하고있다. 이런약점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다양하게 도출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많은수요를이끌어낼수있다면로컬푸드다이어트도시락은직장인, 워킹
맘, 1인가구등의고객들을충분히만족시키며성장해갈것으로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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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장기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개개인에 맞는 체질에 따른 메뉴 개발

로컬푸드다이어트도시락의수익구조는소비자에게도시락을판매함으로써생기는수익
으로운 을해나가는기본적인구조이다. 다이어트는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는것이아
니기에장기적인고객을유치하는것이정말중요하다. 이들을고객으로계속해서유치하
기위해서는이들개개인에맞는체질에따라서메뉴를개발하고이들의식습관이외에도
건강한생활습관에관련된팁까지주는서비스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이렇게고객과
의관계를유지한다면이들에게도시락뿐만아니라로컬푸드원재료를배달하는수익모델
을생각해볼수있다.      

다이어트 도시락의 비용은 5,000원~6,000원 이다. 로컬 다이어트 도시락은 프리미엄
컨셉을추구하기때문에7,000원~8,000원으로가격을형성시켜놓고하루에판매되는양
을 20개라고최소기준을정해놓는다. 그러면하루에생기는일일매출은 7,000원×20개
(최소가격, 최소판매량)=140,000원이다. 그러면한달에생기는매출은 140,000원×30일
=4,200,000원이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광주 상무버들마을 기준

개점 3개월간 기준

가스레인지 등 기타 인테리어비 포함

바이럴마케팅 비용

식재료를 준비하는 식기도구 등

로컬푸드 다이어트 도시락 원재료

도시락 용품

1,000만원

45만원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345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기타자재비

예비비

각종 농산물

도시락 용품

점포 10평
(33.05㎡)

재료비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 로컬푸드 다이어트 도시락의 재료비인 농산물은 매월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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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다이어트도시락’사업의초창기는일단은손익분기점을넘겨야사업이유
지되기때문에많은비용을들이지않는것이좋다. 따라서일단은판촉에치중하는
것보다는도시락메뉴에초점을두는것이좋다. 도시락의메뉴를개발한후소비자
들에게판매를실시하고일단은소비자들의정보(DB)가 쌓여지지않았기때문에매
뉴얼화 된 도시락을 판매하다가 소비자들의 정보가 쌓일 때쯤에 이들에게 어울릴만
한메뉴추천또는상담을통해개개인체질에맞는메뉴를개발해조금더많은수익
과연결시켜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농산물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거
나‘DIY와도시텃밭’을이용해서수익구조를다양화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국내의로컬푸드소비증가추세
로컬푸드 트렌드에 기반을 두어 신
선한재료로큰신뢰도형성
유통 단계의 감소로 농민과 판매자
양자의이익선순환구조제공

성공 도우미 | 신선한고 안전한 원재료 구입 및 유지가 중요

착한 소비로 건강은 파랑색으로 농민은 풍요로운 노랑색으로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오렌지로 만들다.

성공 도우미 TIP

윤리적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소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
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PR
친환경적 사업으로 지역 내의 농민들
을 도와주는 선순환구조

스토리텔링을 통한 로컬푸드 다이
어트도시락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상품 이야기
제공
소비자들의라이프스타일을관리

개인에게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다이어트 도시락 서비스
개인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도시락
제공으로 차별화

메가트렌드에 편승하는 로컬푸드 다이
어트도시락사업
웰빙라이프스타일문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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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착 서비스



파이프
호텔

01
아웃도어
전문
수선점

02
펫 카페
전문청소 및
목욕
전문사업

03
캠핑용품
클린대행
사업
“CClean”
씨씨클린

04
고객의
공간수요를
찾아가는
물품보관
서비스

05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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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을 위한 여행에서 숙박시설은 매우 중요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은 없을까?

주 5일제의 정착으로바쁜일상에서탈출하여여유를가지고자신을돌아보고가족과함께
시간을보내고싶어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 이런‘힐링’에대한욕구와캠핑인구의증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은
많지않다. 호텔, 펜션 등은깨끗하고편리하지만가격이비싸고, 찜질방을이용하기에는힐
링여행의목적과는동떨어진다. 이런현실에서파이프호텔은합리적인비용과양질의서비
스, 독특한콘셉으로여행객들의심신을만족시킬수있는최고의아이템이라고할수있다. 

VISION

Tubo Hotel

멕시코

숙박업

점포

www.tubohotel.com

www.youtube.com/watch
?v=SFcJGvNJ9C4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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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호텔



사업요약 | 콘크리트 배수관이 잊지못할 명품
테마형 숙박시설로 변신하다

파이프호텔은콘크리트배수관을이용한독특한테마를바탕으로파이프의다채로운배치
와연결작업을통해가족단위까지수용가능한테마형숙박시설이다. 

숙박업의 특성상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런함과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있는고객중심적인자세가사업의원활한운 에있어핵심적인가치라고할수있어특
별한전문지식없이도일반인이쉽게도전하고운 할수있다는점이큰특징이라하겠다.

비슷한테마형숙박시설로는수심 6.5미터를잠수해들어가야하는해저호텔, 감옥과똑
같은환경을구현해낸감옥호텔, 얼음으로되어있는얼음호텔등이대표적이다. 신기하
게도이러한숙박시설에대한수요는예상보다커서항상예약이필수이며, 수중호텔의경
우가격이미화 $475에달하는높은가격에도불구하고예약없이는이용할수없을정도
다. 뿐만아니라이러한독특한숙박시설은지역의명소로자리잡아많은관광객을유인하
는효과를지닌다.

본아이디어는튜보호텔과캡슐호텔의특징을벤치마킹한숙박시설이다. 관광객들은일
상의단조로움으로부터벗어나특별한경험을하기를원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독특한
숙박업소에대한관광객의관심은항상존재하고, 파이프호텔은이러한니즈를만족시키는
대안이라고할수있으며, 이런이유로사업전략의다양한구사가가능하다.

사업전략 | 새로운 관광명소의 등장,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라

다양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

베스트아이디어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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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 테마로 추억 만들기

쉽게찾을수없던이생적인투숙공간을제공함으로써색다른경험과두고
두고이야깃거리가될추억을만들어준다.

소박한 풀옵션 공간

작은 공간이지만 침대, 화장실, 선풍기, 매점 등 숙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1

2

같은 가격대의 독립공간 제공

게스트하우스객실가격으로단독공간을제공함으로써가격경쟁력을갖춘다.
3

또 다른 관광명소화

인근관광명소탐방이관광의끝이아니라파이프호텔에서숙박을해야마
침표를찍는관광상품화한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축제와연계해숙박시지역특산물을체험하고판매하는장을마련함
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발전에공헌할수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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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적지나 관광지와 연계 홍보

일반적으로여행객들은숙소를선정할때본인이방문하고자하는목적지에최
대한가까운곳으로잡는다. 주변관광지들의기존홍보채널에편승해알리는것이효과적이다.

온라인 홍보

여행관련카페나축제정보커뮤니티, 숙박정보제공사이트등에대한홍보
로고객유치및입소문확산에노력해야한다.

1

2

소셜커머스를 통한 구매층 확보

가격에민감한소비자들에대해초기고객확보전략으로소셜커머스를적극
이용하는것도좋다. 다만이경우고객들의불만이생기지않도록상품관리및실제방문
고객에대한정성어린서비스가중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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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04년 5,818,138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2,175,550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왔다. 더불어 관광수지 또한 2004년
$6,503,100,000에서 2013년 $14,135,500,000으로 2배이상증가해왔는데이는연평균
9.6% 이상증가해온것이다. 반면2006년등록된관광숙박업체는731개이었으나2011년
에는 893개로 5년간 22% 증가에그쳤다. 수도권만을중심으로살펴본 결과 역시 비슷하
다. 외래관광객이매년 10% 이상증가함에따라관광숙박시설부족난이커지고있다. 외
래관광객의80%가수도권을방문하는가운데외래관광객을모두수용하기에는턱없이부
족한실정이다. 

국내숙박시설의대부분을차지하는약1만5천곳의펜션은펜션초기의취지와달리경쟁
이심화되면서무분별한투자를통해시설경쟁이난무하게되었고이로인해수익성이악
화되었고이는가격상승으로이어지게되었다. 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이용
하는계층이한정적일수밖에없다. 게스트하우스의경우저렴한가격을경쟁력으로삼기
때문에본아이템과의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해외의이색호텔은그지역을방문해야할이유가되기도할만큼관광수요에큰 향을
미치는것을알수있다. 가령, 미국의해저호텔인 Jules Undersea Lodge는각종매체로
부터세계에서꼭가봐야할이색명승지 100선에뽑혀이를체험하기위한관광객이항상
문전성시를이룬다. 파이프호텔또한이처럼지역적명소가되어이색호텔을찾아국외로
떠나는내국인에게이색적인정취를제공함으로써국외로유출되는관광객의일부를재유
인하고나아가외국인관광객또한유치할수있을것이다.

한편으로국내나홀로여행객의증가는개인여행인구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다양한분
야에서이런나홀로여행객을겨냥한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여러성공사례들을찾아볼
수있다. 개인여행객이나사업차출장을다니는사람들을위한아담하고저렴한형태의모
텔(ex. 모텔얌, 호텔야자)이크게흥행하고있고그업체의수는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다.
파이프호텔은이런추세를이용해저렴한가격과아담하면서도적절한서비스, 이색적인
테마를이용한독특한경험을제공하여차별화함으로써성장할가능성이충분하다.

사업 분석 | 관광객증가에비해턱없이부족한
‘제대로된’숙박업소

해외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상태 지속 중
저렴한 가격에 쾌적함과 편리함까지 갖춘 이색 테마여행지로 명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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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초기사업비부담과인허가절차에대한부담, 성실한시설관리의지가문제

2012년부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이시행되었다. 이를통해, 그간증가하는
관광객의규모에비해관광숙박업의성장률은상대적으로저조했다고볼수있다. 
관광객의규모는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관광숙박시설의필요성
은앞으로도꾸준히대두될것이다. 이에따라본사업의보완및강화해야할부분및약점
을보완하여사업의성공적인정착을기대해본다.

파이프 호텔의 객실 구조
외부 화장실/욕실
비교적 넓은 대지가 필요
고령 고객
초기 자금 마련

유사 경쟁업체의 등장 가능성
게스트하우스의 위협
인허가 문제
비수기
홍보 및 마케팅

선점효과 집중
경쟁력 확보
토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에 주의
비수기 업대책 마련
서비스마인드 강화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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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객실대여가주요사업모델로쾌적함과편리함으로단체고객유치

일반적인숙박업체와마찬가지로다음과같은수익모델이예상된다.

1. 객실 대여(숙박비) : 주요 수익모델
2. 캠프파이어 : 단체 이용객을위한캠프파이어준비물세팅및진행보조
3. 바비큐그릴및숯 : 식사이용에필요한장비를제공
4. 바비큐세트혹은기타식사판매
5. 매점 운 및기념품판매

여유가있다면체육시설, 노래방, 연회시설, 수 장, 스파등도고려해볼수있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콘크리트파이프(2,000 × 2,500mm규모특수
제작필요) 30개 제작(운반비포함개당 100만원)

퀸 사이즈매트리스및프레임(에이스침대기준,
개당 40만원 × 30개)

베개, 침대 커버, 이불, 커튼 등(10만원 × 20개)

선풍기, 온수매트, 온풍기(3품목 18만원 × 30set)

객실 내 조명(5만원 × 30개)

기타 비품 비용

예비금

예-가평군, 청평면 기준 992㎡(300평) 

8개 도 지역표준개발부담금단위면적당
50,500원/㎡(50평 기준)

50평 기준

사무공간 및 매점 운 (10평 기준)

체육시설, 주차장 등

3,0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54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22만원

833만원

833만원

166만원

100만원

18,054만원

콘크리트 파이프

침대

침구류

냉난방시설

조명

기타비용

예비금

토지

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

사무실건물

기타시설

객실
1평 미만
(2.5㎡)

시설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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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파이프호텔을이용하면서겪은경험및소감을주변인들에게전하고, 입
소문을타게되면지역의대표적인명소로자리 잡음과동시에더많은관광객을유
치시키는하나의랜드마크가될수있다. 이는지역상권의성장을촉진시키고, 더불
어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할것으로기대된다. 가령, 감천문화마을의‘천사날개’
벽화그림이나동피랑벽화마을의‘쌍욕라떼’등독특한특색을지닌아이템이얼마
나많은사람을유인하는지를생각해보면랜드마크의유무가지역사회발전에어떤
의미인지쉽게이해할수있다. 또한, 최근주말과연휴를이용해이색적인정취를찾
아외국으로떠나는내국인들이크게늘었는데이들중일부를흡수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되며동시에외국인관광객의유입을증가시킴으로써관광수익을창출하여지역
경제및국가경제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독특한테마
차별화된콘셉트으로고객확충필요
과열된 시장 속에서 독특한 테마로
틈새시장공략전략마련

성공 도우미 | 개인 및 단체 이용이 가능한 확장성을 설계에
반 해야 한다

과열되는 숙박전쟁 이젠‘테마’로 승부해라

성공 도우미 TIP

가격경쟁력
저렴한 비용의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가격대형성
시설비용의 절약으로 저가격 전략 지
속적유지가능

최근추세와동일
최근 여행업 시장 성장세로 많은 수요
확보예상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취미와 여가생
활욕구상승세예상

창업자의역량
창업자 자세, 인적 네트워크, 위기관리
능력, 적극적인자세중요
확실한신념과근면한운 필수

다양한고객군
초기 설계시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도
록기획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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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아웃도어 수선점이
캠핑 문화에 편리라는 날개를 달아주다.

요즘등산은이시대의또하나의레저문화로크게자리잡아가고있다. 예전에아웃도어가
유행하기전에는가벼운옷차림으로등산을가곤했지만이제어느등산코스를가도아웃
도어를 입지 않은 등산객을 보기란 쉽지 않다. 거기에 고가의 아웃도어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아웃도어는그야말로‘국민교복’으로자리잡았다. 따라서이미충분한고객을확보
한상태인아웃도어전문수선업종은거의독보적이고타업종에비해소자본투자로리스
크를최소화하면서고소득이보장되는떠오르는아이템이라고할수있다. 

박기근((주)WE경 기술원)

더원리페어

한국

서비스

점포

cafe.daum.net/odrepair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아웃도어
전문수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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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 국민교복이 된 아웃도어 시장에서
블루오션의 길을 찾다.

국내에서‘국민교복’이된아웃도어시장은매년 10~35%의고성장이지속되고있으며나
아웃도어를전문적으로수선하는전문수전점은거의전무한상태이다. 현재수선은주로
일반 의류 수선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역시나 아웃도어를 전문으로 수선하지 않아온 기존
업체들은전문성이떨어져수선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현실이다. 

우리나라는아웃도어의류가등산용목적보다도평상복으로더많이입고다니는희귀현
상도일반화되어버렸으며, 아웃도어시장은불경기속에서도2014년 8조원매출을예상
할정도로성장속도가가장빠른사업으로현재에도각광받고있으며, 앞으로밝은전망을
속속예측하는보도들이쏟아지고있다. 

전세계적으로아웃도어를가장많이착용하는국민은아마도한국일것이다. 아웃도어는
아웃도어용으로그치는것이아니고평상복, 스포츠의류로도활용도가높은다용도의류
로자리매김한셈이다. 그러나제품생산당시브랜드별사이즈로제조되기때문에브랜드
마다사이즈가상이하고, 고객들의체형이다르므로아웃도어를구매한후에는어쩔수없
이수선하여착용하는경우가많다. 이런이유로수선대상의류는날이갈수록증가하게
될것으로보인다. 아웃도어는일반의류와구조가다르기때문에아웃도어전문점으로특
화시켜나간다면충분히시장성이밝은아이템이라고판단되는것은이런이유에서이다. 

사업전략 | 아웃도어의 천국,
한국에서 아웃도어 수선 전문점으로 특화해가다.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기술력을 갖춘‘나’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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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Best one, 전략적 프레임 워크 마련

브랜드별특성을이해하고, 수선 서비스의기술력을확보하고, 고객 만족을
넘어고객을감동시킬수있는서비스구현‘Only one, Best one’전략추진한다. 또한아
웃도어브랜드별고유특성을이해하고수선을해야특유의멋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수
선간다양한연구활동을통하여노하우를확보하는것이차별화의핵심키워드이다. 수선
기술여부에따라서비스수준은매우차이가나기때문에고객이요구하는서비스가되기
위해서는수선및마무리기술력을확보하여차별화해야하는것은필수이다. 분야를막론
하고이제는서비스를통하여차별화하는것은최고의전략이므로고객감동을통하여평
생고객으로만들고믿음과신뢰를바탕으로고객을관리해간다면분명브랜드를만들수
있을것이다.

1

수선점의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해라

일반의류수선점은수선기술을보유하고있으면누구나창업이가능하기때
문에 경쟁력이 심화되는 업종이지만, 아웃도어는 전문 수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없기때문에아웃도어의구조를이해하고수선점을운 한다면일반의류수선점과는
차별성이있다고판단된다. 특히아웃도어의류는유행에민감한제품이기때문에시장규
모는지속적으로성장하고수요도늘어날전망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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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적 홍보틀 마련

홍보는기업과소비자간의커뮤니케이션활동을가리키며소비자들의마음
을얻기위한노력을의미한다. 최근에는시장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제품성능(Product)
이나가격(Price), 유통망(Place) 등이비슷해지고있어소비자의서비스의향을자극하는
홍보활동없이는경쟁력을갖추기힘들다. 따라서전략적이고다양한홍보의틀을마련하
고지속적으로진행해가는것이중요하다.

4

브랜드를 포지셔닝 해라

시장에서경쟁브랜드를고려하여소비자의욕구에기초해자사의브랜드를
소비자의 인식 속에 유리하고 바람직한 조건에 위치시켜야 하며, 경쟁사보다 높은가치를
소비자에게줄수있어야한다. 또한어떤브랜드의제품이든그브랜드고유특성을유지
한가운데수선서비스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가치를인정받아야한다. 

고객과의약속은매우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수선서비스내용을명확히파악하고결과
에대해서확인체크(Cross Check)를통해서비스내용이상이하지않게철저하고명확한
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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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시장은전체패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해를거듭할수록지속적으로증가하
고있으며, 현재일반수선업에종사하는사람은평균연령50대이상으로10여년이후부
터는 수선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선기술을 배운다
면, 미래아웃도어시장규모를보았을때상당히전망이있는업종으로기대된다. 

수도권에아웃도어수선전문점이10곳미만(2008년2곳)이있을것으로추정되며, 지방에
는거의없거나 1~2개로추정되며, 아웃도어수선시에도일반수선점을이용하는것이일
반적인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의류시장과 수선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의류
를구매한후에는본인이직접수선점을찾아가서수선을하는구조이나국내의경우아웃
도어매장과일반매장이주로한곳에모여서 업을하고있으며, 구매시에는판매업체에
서수선을하기때문에의류매장이 집된지역에서아웃도어의류전문점을창업해도수
익창출이보장된다.

현재는아웃도어수선전문점이거의없는상태이기때문에수선기술력만확보된다면시
장을선점해갈수있다고판단된다. 

특히해외브랜드옷은서구인체형에맞게나와한국인에게는수선이필요한부분이많고
사이즈나체형의차이때문에동양인이유럽제품을그대로입을경우 옷이붕뜨는경우
가많다. 또한해외에서도아웃도어의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기술력
만확보한다면해외에서도사업이충분히가능한아이템이라고할수있다. 

사업 분석 | 패션을앞서는아웃도어의사업비전을보다.

아웃도어 수선점이 가지는 차별성에 고객과의 철저한 약속을
이행하는 정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꼭 성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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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기술과차별화된서비스, 고객감동을실현해라

아웃도어시장은폭발적으로수요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수선역시기하급수적으로증
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며, 특히고객들이서비스및품질에만족감을느끼게된다면평
생단골고객으로유지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수선점으로명성만얻는다면점포는지리
적으로어디에있던관계가없으며, 특히우리나라의경우택배제도가발달되어있기때문
에도서지역을제외한전지역이 업권에들어온다고할수있다. 하지만역시여타다른
아이템과다르지않은것은사업의면 한분석과핵심키워드를가지고집중하고지속적
인노력을기울이는것일것이다.

국내ㆍ외 아웃도어 브랜드별 고유 특성 및
디자인 파악 제한
수선 기술력 확보 제한으로 고객욕구/
만족도 저하
아웃도어 수선 전문 학원 부재로
기술 전수 제한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고객확보/
수익창출 제한
초기 홍보 부족으로 시장진입
제한

일반의류 수선점 아웃도어 수선점으로
전환(진입) 가능성
일반의류 같이 아웃도어 시장이 SPA 브랜
드로 전환시 매출감소
새로운 시장 개척의 어려움 상존
성장 업종으로 대형 아웃도어 전문
수선업체 등장 가능성
젊은층들이 기술력을 확보하여 시장진입
경우 빠른 속도로 시장침투

브랜드별 고유 특성 및 디자인 기술력 확보/
지속적 연구 활동
운 노하우 확보를 통하여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차별화를 평생고객 확보로 수익보장
투자비 최소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
유사 업종과 융복합화를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 창출

약점 위협

통합



156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수익성 고품질기술력확보와연계사업과의시너지확산이주요과제이다.

기존수선기술력을확보하고있는사람도아웃도어수선을위해서는브랜드별아웃도어의
특성과 디자인을 알기 위해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별 수익모델을
제시하겠지만1단계는, 기술력을완전히확보할때까지는저가중심수선을위주로운 해
야할것이며, 수선업무를완전히파악한대략6개월후부터는전분야로확대해서수선서
비스를전개해가야할것이다. 아울러수익모델은단계별수익모델을설정하고전단계수
익모델성공시다음단계로이동하는방식으로하여안전한수익모델을구축하여야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이면도로기준(보증금이높을경우점포평수를줄
일수있음(3~4평)

이면도로기준

간판, 선팅 등

컴퓨터미싱 1대

1대

블로그, SNS 운 용

스팀다리미, 작업대 2개, 의자 2개 등

전단지제작비등

수선소모품(실, 단추 등)

2,000만원

50만원

5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6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미싱기

오바로그기

PC

부대설비

홍보비

자재비

예비비

점포
6평(20㎡)

설비

기타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단계별 수익모델

※ 점포는 보증금과 임차료가 높은 지역일 필요는 없으며, 온ㆍ오프라인으로 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상가, 주택 집

지역, 시장 인근 지역 상가이면 가능함. 

※ 설비의 경우 미싱기와 오바로그기는 중고시장에서 좋은 제품 구매(30~40% 비용 절감)

2단계

수선학원설립

1단계

전문수선시스템

3단계

지사설립

4단계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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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상인들을이끄는가장기본적인힘은아이러니하지만바로‘기본’이다. 가장지
키기쉽지않고잘변하며, 고객들이원하는바로그것이‘기본’이라는단어이다.  골
목상권에서 자신의 사업을 이끄는 상인들은‘작은 최고경 자(CEO)’다. 가게 위치
선정, 직원선발과교육, 원재료조달, 타깃고객공략까지자신이모든것을책임져야
한다. ‘가게를지키는길은오직근면과성실뿐이다. 마음이성실하면신(神)도 지켜
준다’라는 말이 있으며, 근면과 성실함, 열정이 상인의 가장 기본임을 알고 언제나
한결같은마음으로최선을다해정진한다면반드시성공하고창대해질것이다. 

명확한목표를가져라
상권과 고객, 서비스 및 제품의 목표를
명확히한다.

성공 도우미 | 브랜드별 특징 및 차별화로 승부하라

창업 초기의 완성을 이루는 꿈보다는 단계별 고객을 만족시키며
고객감동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창업 성공을 이룰 것

성공 도우미 TIP

기본에충실해라
사업이 발전할수록 초심을 다지는 자세
가중요하다.

틈새에서기회를발견해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틈새에서 기회
를찾는다.

나만의차별화로승부를걸어라
제품과서비스의‘차이’로차별화한다.

치열한열정으로꼭성공해라
상인의혼으로절대포기하지않는다.



털 날리고 냄새나는 펫 카페를 상큼하게!
펫 카페 전문 청소대행 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최근애견카페에 이어 고양이카페(이하 펫 카페)가 창업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
고 있다. 최근 인기있는 고양이카페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50여 곳으
로 늘어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펫 카페는 음료와 간식을 파는 카페에서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카페로 전문적인 청소 및 목욕
서비스의필요성이더욱요구된다. 청소서비스는선진국형서비스로본사업아이템과같
이전문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이완수

자체개발

서비스업

비점포

발굴자 정보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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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페전문청소및
목욕전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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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 친환경 세제와 전문 기술로 청결한 펫 카페 운

최근 급증하는 펫 카페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청소서비스와 함께 동물의 목욕을 대행하여
주는서비스이다. 펫카페의내부및집기의청소, 개와고양이의목욕, 사료등용품을판
매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펫카페는개와고양이의배설물, 냄새, 털등으로잦은청소가필요하나내부인력만으로
는해결이어렵고, 또일반적인청소만으로는직물에침투한털의제거가쉽지않아특화된
전문청소가필요하다. 특히일반적인청소대행에서자주사용되는약품과세제는동물에게
좋지않은 향을미치므로동물에게 향이없는친환경세제를사용하는것이좋으며또,
동물의털을제거하기위하여특화된장비및도구를사용한다는점에서독자성을갖는다.

펫카페전문청소사업에서의사업전략은크게서비스와브랜드, 두가지측면에서접근이
가능하다고본다. 즉, 단순한서비스로보이는본사업의아이템에일반사업과의차별화를
통한효과적인홍보와친환경세재를사용한‘청소효과’, 그리고소비자에게친근하게다
가갈수있는CI 및BI개발로고객과의친 성을강화해가야한다.

사업전략 | 서비스와 브랜드, 두 가지 접근

청결과 정성이 하나된 완벽한 친환경 시스템으로
펫과 주인요구를 만족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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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별화

청소대행업에서가장중요한포인트는차별화이다. 가장큰고객이되는펫
카페에가장적합한서비스라는것을알리는것이중요하며, 친환경세제로사람과동물에
게모두안전하다는것, 그리고펫카페의청결유지에큰효과를보인다는것을차별화의
핵심으로하여야한다. 또, 서비스측면에서친환경성과함께아침및야간청소서비스, 목
욕서비스, 사료및용품배달등을결합하여펫카페에적합한서비스를완성하여야한다.

청소기술 전문화

음식점에게‘맛’이가장큰경쟁력이라면청소대행업에게는‘청소효과’가가
장큰경쟁력이다. 청결이가장중요한펫카페에서청소를위한직원또는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대신청소대행을이용하여그이상의효과를얻는다면가장큰경쟁력을얻는셈
이된다. 펫카페를위한청소기술의핵심은무독성친환경세제와냄새및털제거로창업
초기이러한기술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이는일반청소대행업체와의가
장큰차별화요소가된다.

1

2

브랜드화

‘청소대행’이라고 하면 아직 사회적으로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
러므로깔끔하고스마트한모습의청소대행은고객에게크게어필할수있으며동물과잘
어울리는캐릭터와함께한다면많은사람들에게좋은인상을심어줄수있다. 이를위해초
기동물을캐릭터로한CI/BI를제작하고차량랩핑과유니폼의제작을통해브랜드와스토
리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고객을맞이할때의친절과태도역시브랜드의일부분
인만큼이부분의전문적인교육을받는것도생각할수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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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공략

유명프랜차이즈와의제휴는매우중요한데우선고정적인매출을확보할수
있으며, 두 번째로사업초기기술적요소를테스트할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의경우안정적인운 이이루어지므로펫카페에서필요한청소상품을개발할
수있기도하다는점에서중요한부분이다. 신규점포의경우대부분청소의중요성에대해
간과하기 쉬우며 아직 자체적인 청소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좋은마케팅대상이된다. 신규점포혹은청소로인해어려움을갖고있는점포의경우일
주일 가량의 체험 마케팅을 시행한다면 효과가 좋을 수 있으며 오픈청소 또는 마감청소
1회무료이용과같은마케팅방법도사용할수있다. 

신규 펫 카페를 공략

최근많이사용되는블로그와SNS를이용한마케팅역시기본적으로사용해
야하는것으로가장큰주제가‘동물’이므로귀여운동물들의사진을통해많은사람들의
이목을집중시킬수있다. 특히신규오픈한펫카페의홍보도같이해줄수있으므로일석
이조의효과다. 

1

2

펫 카페는 블루오션 시장! 
당신의 모든 마케팅역량을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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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의대상이되는국내펫카페를살펴보면, 전국의애견카페는약 120 여곳으로집
계되며고양이카페는약60~70 여곳에서많게는150 여곳에이른다고파악되고있다. 특
히고양이카페의경우대부분이서울의명동, 홍대, 신촌, 강남등지에몰려있다. 

현재대부분펫카페의청소는자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상당부분을전문성이부족한
아르바이트생에게의존하여제대로된청소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락스등
과같이동물에게독성을나타내는세제를사용하거나청소의주기가길어져손님들의불
만이높다는뉴스도많이보도되고있다.

국내의 일반 청소대행시장은 지난 2006년 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 으며
2012년에는약1조6천억원규모의시장을형성하여계속큰폭으로성장하는추세로나타
나고있다.

사업 분석 | 아르바이트생이청소하는수준이상의
전문성이경쟁력

카페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펫 카페의 경쟁력
전문 청소기술은 펫 카페 사업주가 우리를 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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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동물을 배려한 천연세제 등 전문기술 확보가 중요

청소와청결은펫카페의경쟁력을좌우하는가장큰요소이며아르바이트생의인건비이
상에해당하는청소의전문성을보일수있다면펫카페전문청소사업은충분히시장진입
과성장이가능하다는판단이다. 즉, 인건비를줄이려고하기보다카페를깨끗하게관리해
고객들에게입소문을타게하는것이오히려경쟁력을갖추는데큰도움을줄것이다.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업무시간
일반 청소보다 난이도 높은 청소기술이
요구됨
친환경 천연세제 개발 및 제조의 난점
동물 관리에 따른 어려움 및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
초기 세제 제조 및 기술습득기간이 필요

펫 카페라는 특수분야의 제한된 시장규모
전문화된 역으로 특정 아이템에 대한 높
은 의존성
낮은 진입장벽으로 경쟁 심화의 가능성
청소업계의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 움직임
업무특성상 일정수준 이상의 수주가 제한됨

동물 또는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도 역
확장 기대
친환경 천연세제 개발 등 독자기술 확보는 필수
불규칙한 업무시간에 따른 체력관리 및 직원교육 중요
시장이 좁아 초기 고정고객 확보가 중요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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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청소, 목욕, 용품판매 등이 주 수익원

수익모델은카페내부청소대행, 목욕서비스, 사료및용품판매등으로구성된다. 카페내
부청소대행은핵심이되는수익모델로동물의배설물, 털등으로오염된카페내부와집기
에대한청소를통해얻은수익이며실내청소에대한면적당비용과집기의크기및개수에
대한비용을적용한다. 

비용의경우일반적으로실내청소의경우3.3㎡당6천~1만원의비용으로책정되며실내
의형태및집기에따라금액이조정된다. 특히펫카페의경우쿠션이나캣타워와같은집
기와가구가많으므로이에따른추가비용이책정될수있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기존 청소대행업과 동일

아로마/소취 관련 설비

VOC 측정장비 구입

목욕설비 및 펫카페 전용 장비

도색 및 랩핑

로고 및 캐릭터 제작

자체개발 및 초도물량 제조

유니폼 제작 및 자수비용

초기 홍보비 및 홍보물품

각종 사무용 비품

각종 위생용품

각종 세제 및 약품

1,000만원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150만원

청소설비

기타설비

측정설비

특수장비

차량랩핑

CI/BI

친환경세제

피복비

홍보비

비품

용품

세제/용제

기타

설비

차량

세제

운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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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집된시설(동물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등)의청소에는유해성논란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최근 가습기살균제 및 물티슈의
유해성논란과같이합성계면활성제와강염기성용제의사용도같은맥락으로볼수
있다. 펫 카페의경우도마찬가지다. 동물이항상상주하는가운데청소를시행하여
야하므로자극성이적어야하고체내에흡수되어도유해성이없어야하는데본아이
디어에서 제시하는 천연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세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
며, 그러므로다른여러분야에도진출할수있다. 
펫카페에대한청소기술을기반으로보다다양한곳으로의사업확장이가능하다는
점과친환경이필요한분야의청소에서독보적인존재가될수있다는점이본사업
아이디어가가진잠재적가치다.

전문성확보가우선
초기시장정착을위해친환경세제와전문
청소기술, 체감할수있는우수효과홍보

성공 도우미 | 끊임없는 연구와 동물에 대한 배려심이 중요

전문 청소기술의 확보와
빠른 청소 노하우가 성공의 포인트

성공 도우미 TIP

브랜드화로친근한이미지구축
‘청소’의이미지와다른스마트하고젊은
모습, 캐릭터를이용한브랜드화와고급화
추진

무독성친환경세제를개발하라
본 사업의 친환경 청소 시스템을 어린이
집, 유치원및유아원, 초등학교까지 역
확장가능성제고

빠른청소가가능한노하우를쌓아라
펫 카페의 대부분은 같은 업시간을 가
지기 때문에 청소시간을 효율적으로 줄
여가는노하우개발

지속적인연구로업그레이드
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각종 알러지
반응저감대책연구필수



고가의 캠핑 장비, 제대로 관리하십니까?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씨씨클린의 노하우(Know-how)

교외에서하룻밤야 만으로도야 텐트는각종이물질과습기에노출되어더럽혀진다. 아무
리통기성이우수하다는고어텍스소재의텐트도이런상황에자유롭지못하다. 젖은상태의
텐트를그대로텐트주머니에넣어다시보관하게되면각종곰팡이와악취로추후에사용할
때에는사용이불편하게되고아예사용을꺼리게되는게현실이다. 텐트와타프는소재가일
반세탁물과달리특수세탁이되어지며다운침낭역시천이나방수층보온소재가상해기
능이저하될수있기때문에복원력을유지시켜줄특별한세탁과정기적인관리가필요하다.  

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스펙타클

CClean(씨씨클린)

한국

전문서비스

비점포

www.tentme.co.kr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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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클린대행사업
“CClean”씨씨클린



사업요약 | 단순 외관 세척이 아닌 교육이 포함된
전문 크리닝 서비스

캠핑족들의텐트관리고민을해결하고가족들과함께캠핑문화를공유할수있는신사업
명은바로“CClean”씨씨클린(Camping + Clean)이다. 

씨씨클린은단순위탁세척을하는업체가아닌개별가정에서텐트및캠핑도구를효율적
으로 보관하고. 지속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특히 램핑장을중심으로사전에홈페이지에서세척신청을한고객들이가족과함께직접
세척하며캠핑도구활용법도경험해보도록하는것으로이는가족단위캠핑족의공감대
를얻는데효과적인사업안이될것이다. 

늘어나는캠핑족들의고민을해결해주고, 진정한캠핑문화확산을실현시키기위해그들이
많이모이는캠핑장으로나가직접텐트및캠핑용품을대행세척해주고, 관리노하우및
특수캠핑용품사용법등을알려주는서비스이다.

캠핑용품세척대행업씨씨클린의주사업분야인텐트용품클리닝은현재몇몇업체들이
서비스를하고있는분야이기도하다. 그러나대부분택배를통해보내주면세척후발송해
주는형태로직접고객과대면하지않은위탁서비스의범주를벗어나지못하 고, 왕복택
배비도만만치않게나왔던게사실이다. 

이에반해씨씨클린은직접현장에서세척방법과캠핑노하우를알려주며가족이함께참여
하는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기존업체들과는다른서비스로고객들에게다가가려한다.

사업전략 | 여가에 관심이 많은 캠핑족의 관심사를 읽어라

캠핑족들이 원하고 있고 원하게 될 방향을 읽어야 한다
캠핑장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여가상품에도 눈길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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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캠핑장 업체와 전략적 제휴

캠핑장에서캠핑용품세탁법을배우고, 각종특수캠핑용품사용법과캠핑요
리를배우는이벤트를경험할수있어가족단위고객들에게관심있는프로그램이될수있
다. 고객유치에있어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만큼캠핑장과협력해제휴마케팅을펼친다
면서로간에큰효과를볼수있다. 

스폰서십 체결 및 위탁판매

캠핑용품관리에비용을쓰는고객은새로운캠핑용품을구입할가능성이있
는고객이다. 또한여가중심의생활패턴으로볼때여행상품에대해서도관심이있을것이
다. 따라서레저용품업체, 여행업체등과제휴을맺어상품을지원받아현장판매를대행하
는형태로추가수익을기대해볼수있다. 

1

2

우리 가족만의 텐트를 만들어주는 프린팅 서비스

동일한디자인의텐트로는지금의캠핑족을만족시켜주질못한다. 가족들의
얼굴이나우리가족만의앰블럼을만들어텐트에프린팅해준다면수익으로연결되는차별
성을가질수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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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 채널을 활용한 이용고객 네트워크 활성화

캠핑문화처럼매니아속성이강한산업은강력한네트워크를통한입소문이최고
의마케팅전략이될수있다. 홈페이지외인터넷카페, 블로그등의전통적커뮤니티를활성화
시켜이용고객간캠핑정보를공유토록하고, 정기적인정모를통한정보공유및입소문을기대
해볼만하다.

포털 검색광고 등 온라인광고 시행

검색광고는TV, 신문등다른광고상품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하며원하는
키워드에대해한정된예산을넘지않도록설정할수있다.

1

2

대형 쇼핑몰 옥외 행사 참가

계절별로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시행하는 캠핑용품전에 참가하여
캠핑용품세척시범을선보이고, 현장에서교육도병행하는등오프라인홍보도소홀히하
면안된다.

3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전시회나
유통업체 옥외행사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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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수 1,200여개에캠핑인구는 460만명을넘어섰다고한다. 매년 20% 이상증가하
고있는추세에따라회사야유회, 대학엠티등도캠핑장에서실시하는형태가증가하고
있어수많은잠재고객을양산하는산업임이분명하다. 게다가캠핑문화가고급화, 다양화
되면서단순대여용품을넘어애장품으로서캠핑용품을구입하는중장년층이급격히늘어
나고있는상황은본사업이성공하는데긍정적인요인이라볼수있다.
캠핑파파가되고싶은젊은가장들이많은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데이들은단순한
세탁과정을넘어가족들의공감대를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원할것으로생각된다. 사
업을 확장하여 캠핑 용품 대여분야를 적용할 경우 대학생 엠티에 캠핑용품을 대여하거나
기업체야유회용패키지용품대여를통해다양한고객층을끌어낼수있을것이다. 

캠핑용품을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이지만 몇몇 전문 업체들이 온라인 업망을 확장하며 시장파이를 넓히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주요포털사이트를조사해본결과5개정도의업체가활발히 업중이고,
대부분택배배송을통한세탁서비스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본사용료는배송비제
외 3~10만원으로기본세탁에그을음제거, UV코팅을서비스로제공하는방식을이용하
고있었다.  

사업 분석 | 캠핑인구의증가와고급장비경쟁속
장비관리는필수

늘어나는 캠핑인구에 비해 장비관리 기술은 턱없이 부족!
전문 세척의 대행과 동시에 체험학습을 통한 가족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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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세탁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

모든창업은투자와회수즉, 수익과의면 한분석과준비와실행이라는간격사이에서의
철저한단계별분석과실행력이요구된다. 따라서기술, 인력, 운 전략등을마련함에있
어서경험이많은전문가와이와관련된업종종사자들에게조언을얻어가는것도좋은방
법이라고할수있다. 특히본창업아이템의경우예상하지못한상황들이발생할가능성
도적지않게존재하는바, 약점과위협요인을지혜롭게대처해가고친환경적이고온·오
프라인의계획적인홍보와발맞추어간다면충분히사업성공이라는정상에오르게될것
으로기대한다.  

기존캠핑장/ 램핑장의사업주의인식부재
주말및공휴일에집중되는주문량을수행할
인력수급이어려움
세탁장비및각종캠핑용품의초기구입비용
부담
성수기와비성수기간의수요차이우려
당일날씨에따른직접적인 향
(건조 시간등)

유사 세탁업체들의진입으로과다경쟁가능성
세탁과정에서배출되는오수의환경오염문제
경기불황에 향을받는수요변화
다양한테마와편의시설로발전하고있는 램
핑시장의성장추세
대형아웃도어업체들의사후관리서비스강화

캠핑과캠핑용품세탁을하나의이벤트로제공(캠핑장제
친환경세제와유기농살균법을활용한세탁법개발
관련사이트와의배너제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온라인홍보
서비스 역확대(추후 낚시용품, 침낭, 산악제품으로까지)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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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세탁 대행과 캠핑용품 대여 및 판매를 병행한 수익구조

기본서비스는세탁대행이큰부분을차지하겠으나캠핑용품대여나판매도병행하여수익
구조를다변화할것이다. 일반특수세탁하는대행업체들이캠핑용품세탁비용으로 3만
원에서 4만원선(왕복택배비별도)으로받고있는데비해씨씨클린은직접현장에서세탁
과정을공유하고여러장비들을경험하게해주는교육서비스를병행하는만큼4인텐트기
준평균4만원에서5만원선의가격대로런칭하면된다. 

램핑장이 1개가구가아닌다가구의집단캠핑이이뤄지는만큼 1일당 4~5개의대행건
이발생한다는것을가정할때 1일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의매출액이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기타세탁용품과현장에서시현하여보여준캠핑용품등의판매량을감안할시
월300~350만원의순이익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기본세척용품비용과물품이송비용이발생하겠지만노동력과지식노하우에맞춰이뤄지
는사업안인만큼매출액대비순수마진이높을것이다. 또한매년캠핑족의성장세가전년
도대비 7%이상증가하고있다고하니해당시장의규모도등산, 낚시족들을흡수하며폭
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본사업안의수익성은충분하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4인용, 5~6인용 텐트 10세트(개별임차용)
워터플레이어, 세탁용품 등

제휴 캠핑장/ 램핑장 섭외 및 공동마케팅에 사용

자체 접수 홈페이지 작성(최근 세 자 업자를 위해
무료로 개설해주는 홈페이지 나눔업체들이 여럿 있으므로
이를 적극활용) 

시현용 캠핑용품, X-배너, 조명등

공간 대여료, 건조시설, 아르바이트생 활용 비용 등

차량구입비 별도

3,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만원

텐트/다프, 캠핑용품

홍보/관리비

홈페이지

기타자재비

예비비

기타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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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클리닝을위해서는세탁업창업과관련한전문기술을우선배워야하고상업용
세탁에앞서일반세탁기술도능숙하게다룰줄아는습득시간이충분히필요로한
다. 세탁업허가와세탁용약품과세제에있어여럿제재가있음을인지하고, 친환경
세제를활용한세탁법을우선개발하는데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야하는것은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현재는 아이디어의 시대이고 고객보다 더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 그리고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업정신의 기초에서 더 멀리는
타사업과의연계를바라보며국내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인브랜드기업으로성장
하기위한큰꿈과도전정신으로무장하고매진한다면모두가즐겁고편리한캠핑문
화를꼭만들수있을것이다.

제휴마케팅수립및자체제품개발가능
대형캠핑장과협력
자체친환경세척상품개발

성공 도우미 | 캠핑관련 사업의 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신개념
아이템으로 정착 필요

전문업종으로서의 특화 및 발전시켜 다른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

성공 도우미 TIP

캠핑관련복합서비스제공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 실시로 새로
운캠핑문화조성

국내및해외여행객유치효과
주말 여행객의 증가 + 해외 여행객
유입효과
그에 상응하여 국내 유입되는 해외 관
광객수도기하급수적으로증가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고교 수학여행의
변화추세
캠핑형 수학여행에 집중
텐트대여및세척까지일괄프로그램화

세탁기술의타분야확장기대
등산용품, 낚시용품, 이벤트용 몽골텐
트 등과 같은 관련 유사 분야로의 확
장및적용제고



소중한 내 물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맡기고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일본인 유학생 A씨는, 한국에 남아 있는 짐들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아이엠박스를 이
용하면서부터 근심이 사라졌다. 아이엠박스는 보관 신청만 하면 고객이 요청한 위치까지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픽업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주며, 원하는 곳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
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아이엠박스는 고객에게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편리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보관 및 회송 신청을 할 수 있어,
편안하게자신의물품을맡기고찾을수있다.

베스트 아이디어 3 생활 착 서비스

은종성(비즈웹코리아(주))

아이엠박스

한국

전문서비스

비점포

iambox.co.kr

goo.gl/FgHri8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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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공간수요를찾아가는
물품보관서비스



사업요약 | 버튼 하나로 안심위탁이 가능한
신개념 창고보관 서비스

‘고객의공간수요를찾아가는물품보관서비스’는개인의물품을보관해주는서비스이다.
보관 신청만 하면 고객이 요청한 위치까지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픽업해서 보관해주고,
원하는곳에서물품을찾을수있는‘Self-Storage Service’다. 스마트폰을통해간단하
게보관및회송신청을할수있어, 누구든지편안하게자신의물품을맡기고찾을수있
다. 미국처럼고객이자신은사용하지않은물건을친구나가족들이빌려갈수있도록허락
하는옵션을제공한다면기존사업과차별성을높일수있다. 

보관서비스란 업용창고를운 하는사업자가불특정다수의소비자요구에따라창고공
간을대여하여일정한계약기간동안그공간에제품을보관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그대
가로소비자로부터계약에의한일정금액을수수하는서비스를말한다. 보관서비스의
역은화물의상·하역, 입·출고, 위탁보관, 재고관리, 유통서비스, 포장및조립서비스, 제
품혼합, 분류, 출고, 배차, 고객정보관리와같은기본적인기능을지닌다.

보관서비스의이용자를살펴보면법인소비자, 개별소비자로크게대별되고있다. 법인소비
자인경우에는1회보관서비스의양이많거나위탁보관서비스기간이길어보관서비스사
업자가보관관리에주의를요하지만, 개별소비자인경우에는소량·단기간서비스를요구
하기 때문에 실제 화물취급 시 수작업으로 Box채 던지거나 굴림, 과적재 등으로 인해 파
손, 분실및오손등소비자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사업전략 | 원하는 시간에 수거하고 전달하는 시스템 마련

이사, 리모델링, 추억보관 등 다양한 수요층 존재
유학생, 외국인 여행객, 장기체류 외국인 등 확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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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의 공간수요를 찾아가는 물품보관 서비스’는 고객에게 인터넷 클라우
드서비스같은편리한보관서비스를제공한다. 첫번째차별화전략은찾아오는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 고객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맞춰픽업맨이찾아오기에시간투자가필
요치않다. 뿐만아니라, 저장박스도함께제공된다.

고객의 편의 보장

표준화된 박스를 보내주고 그 박스에 현재 물품을 넣어 보내오면 수령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비용은 박스당 한 달에 6~9달러 정도다. 고객이 본인의 박스를
이용할수도있으며, 기본박스크기를초과하는대형물품보관도가능하다.

1

2

온라인 검색서비스 제공

박스에보관중인고객의물품을고객스스로가간단하게검색해볼수있다.
고객이자신은사용하지않은물건을친구나가족들이빌려갈수있도록허락하는옵션도
필요하다. 예를들어올봄에골프를칠일이없어골프용품을보관해두기로결정했다면,
올봄에다른친구에게이골프용품을빌려줄수도있을것이다. 그많은친구중에골프용
품이필요한친구를어떻게찾을까? 엄두가나지않는다. 그렇지만필요한사람이보관된
나의박스목록을검색해본다면어렵지않을것이다. 이렇게나의것을다른사람들과공유
할수있도록했다는측면에서물품보관서비스는공유비즈니스의일종이라고도할수있다.

3

고객의 고정비용 감소

업용창고시설을이용하면창고시설에대한투자비가발생하지않고모든
창고비용은창고사용정도에따라서증감하는가변비용이된다. 따라서소비자는제품보
관시설에투자할자본을다른목적에투자할수있으며, 보관시설에투자할자본이없는
세한기업또는개별소비자인경우자금압박에벗어날수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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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마케팅

중국인등외국인관광객이 1,000만 명을넘고, 학업과일을위해장·단기
간으로체류하는외국인도증가하고있으나자신의물품을체류기간동안모두보관할수
없는경우가많다. 체류기간중아무데서나맡기고출국전공항에서받아볼수있다면더
없이편리할것이다.

디지털과 모바일 활용

고객이물품을편리하게맡기고, 맡긴물품을모바일등에서편리하게검색
할수있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1

2

물품보관의 안전성 도입

온도 24~28도, 습도 45~60%의 공조시설 도입과 24시간 보안시스템,
CCTV녹화등을제공하면보관품질을유지할수있다. 

3

이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이사날짜가맞지않거나, 집리모델링을하는기간이거나. 귀중한물품을보
관할곳이없는경우의수요를흡수한다.

4

안정적인 보관시설 구축은 필수!!!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으로 사업 확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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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시장예측은다음에근거한다.

첫째, 정보화에 따른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효율이 이뤄지고 있어 경 적 측면과 집약적
창고서비스의제공이요구되고있다.

둘째, 소비자 Needs의 고도화와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다품종 물류에 대한 엄격한 보관
관리가요구되고있다.

셋째,물류의다품종소량화로보관, 수송, 정보서비스에대한요구가늘어나고있다.
넷째,창고시장의 경쟁 격화로, 제품의 경박단소화가 촉진되고 있는데 비해 화물수송량은

둔화되고그결과창고시장의경쟁이격화되고있다.

개인형창고서비스는물건을안전한장소에보관하고. 24시간입출입이가능한도시형창
고서비스이다. 미국을시작으로이제는일본과싱가포르등아시아까지시장이확대되고
있으며현재는20조원의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다. 특히우리와비슷한주거형태를가진
일본의경우대도시를중심으로큰인기를끌고있다.

사업 분석 | 24시간접근가능한나만의안전창고

다품종 소량화 되고 있는 개인 물품들
정보서비스와 결합한 24시간 물류서비스로 20조 원 대의 시장 형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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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초기 보관시설 마련에 비용 투자 많을 수 있어

개인고객과의거래로 1인당 매출이적음
고객의수요가 접해있는대도시에서만
사업화가능
장기간물품을보관하는경우추가적인
공간을지속적으로요구함
보관물품에대한분실이나파손시
분쟁이발생할수있음
노동집약적산업으로인력비용이
높음

기존 포장이사 업체의 시장다각화
코레일 등 운송업체의 시장진출
도심의 빈 사무실과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자 진입 가능
물품보관 시설 구축 등 초기의 투자 비용이
높음
안정적인 장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박스 제공, 방문 수령) 
본인의 박스도 이용가능
보관목록 온라인 조회서비스 제공(조회비용 부과)
제3자 수령기능 제공
(친구나 가족들이 빌려갈 수 있음)
위탁 판매 서비스 제공(장기 미사용 물품 위탁 판매)

약점 위협

통합

개인을위한창고서비스인‘고객의공간수요를찾아가는물품보관서비스’는원하는물
건을원하는크기의안전한장소에보관하고 24시간시간적인제약을받지않고입출입이
가능한도시형창고서비스이다. 셀프스토리지는개인과기업에게필요한물품보관장소
를제공하는공간임대사업으로물류분야중하나로볼수있다. 기존의물류보관서비스
는기업을상대로제품을보관하는창고의개념이었지만, 몇해전부터미국을기반으로점
차서비스가세분화되어가면서개인에맞춘 Self Storage 형태로발전하게되었다. 따라
서현재사업의모델을면 히분석하여단점을보완해간다면충분히창업으로이어질수
있는기회들을발견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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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고객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관료 수익에서 중고품 거래 수익도 기대

물품보관 비용에 왕복운송료 14,900원을 포함하여 가방 1개는 1주일에 9,900원, 2주
19,600원, 3주 38,800원 등의방식으로수익을창출한다. 본 사업은물품규격및무게에
따라요금을차등적용되며, 사업초기에는찾아가는프리미엄물품보관서비스로대학생,
여행객, 유학생등개인을대상으로수익을창출하지만, 사업이진행되면서재고관리와물
품보관에애로를겪는사업자까지고객확장이가능하다. 또한중고품판매대행도가능한
데중고품을매입한후튜닝을통해제품의가치를높여되파는방법을적용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증금이 낮은 지역에 위치

웹과 모바일을 연동하는 형태로 구성

고객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조기기, CCTV, 선반 등 보관시설

차량, 박스 등 보관용품

물품보관 사무실용

사무실, 웹서비스 관리비 등

사업주, 직원 3명 인건비

전단지, 리플렛제작, 검색포털 등록,
키워드 광고 등

예비비

20,000만원

20,000만원

20,000만원

30,000만원

20,000만원

50,000만원

10,000만원

130,000만원

3,000만원

10,000만원

10,000만원

1,000만원

24,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180,000만원

임차 보증금

권리금

소 계

물품보관 요청 및 관리용 웹(앱)

물품보관 창고

공조 등 보관시설 구축비

차량 및 보관용품

사무집기 등

소 계

관리비

인건비

마케팅비

기 타

소 계

예비비

소 계

사무실
구입비

물품보관
시설 등

운 비

기타
(개업비용)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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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은단순히물품을보관하는장소로만한정하지않고사업의다양성과확장성
에비전을제시하며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팔리지않는물건혹은당장은필
요없는물건등이대부분창고라는곳에모이기마련이므로유통및판매와연동시켜
개인혹은작은중소기업들의물건들을모아놓는아울렛으로서의기능도추가적으로
가능성을열어놓을수있다. 처음부터공간을카테고리별로임대한다면비슷한사업
이나비슷한물건들을가진위탁고객과소비자들이한공간에모이게될것이다. ‘고
객의공간수요를찾아가는물품보관서비스’는현대인들에게가장필요한공간대여
서비스로주목을받고있다. 이러한때에도시형창고로서접근성과편리성을고려해
고객의 편리와 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마케팅을 실현해간다면 본 사업아이
템은불안한현대인들에게안정을가져다줄것이다. 

물품보관 프로세스 확립
효율적 운 을 위한 보관시설의 프로
세스 확립필요

성공 도우미 | 물품관리의 프로세스 확립 및
고가 물품에 대한 안전서비스 확충

일반적인 물품에서 고가의 취미용품에서 기업의 문서 보관까지
산업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라 보관품목은 진화한다.

성공 도우미 TIP

물품보관창고인프라구축
공조및전기설비와같은기반설비뿐만
아니라보안및온도·습도관리중요
고객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설비및운 시스템구축필요

물류시스템 및 전문가 보유
입출고, 재고관리, 배송관리 전문인
력 양성 및 확보

보관 물품에 대한 안전 시스템 확립
경제 수준 상승에 따른 고가의 개인자
산의 다수보유에 따른 안정성 및 시스
템 PR 필요

문서보관서비스등특정범주의차별화
문서정리, 폐기 등 외부에 위탁사례 증
가로 인한 문서보관과 같은 특정 범주
에서의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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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살짝~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현대인이 시달리는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
레스를 제때 해소 하지 못하고 참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적·육체적인 각종 질병으로 발
전하게된다. 이처럼 스트레스로고통받는사람들이증가하면서서비스업의일종인스트
레스산업이주목받고있다. 정신과 전문의나전문카운슬러의상담이대부분이었던스트
레스산업이스파, 명상, 요가, 탈모 관리등으로다양화되는추세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홍성호(프로벤처링(주))

Talkspace(토크스페이스)

미국

컨설팅

비점포

www.talkspace.com

www.springwise.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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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심리상담을제공하는
텍스트테라피



사업요약 |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24시간 문자
심리상담 서비스

인터넷과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문자메시지및채팅으로심리상담을제공하는
서비스다. 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컴퓨터나모바일기기를통해24시간전문심리상담사
와상담이가능하며기간별회원으로가입하면해당기간동안횟수에제한없는무제한상
담서비스를제공한다. 정신과병원방문에대한심리적부담과사회적편견에대한우려를
해소해주면서전문적인심리치료가가능하단것이큰장점이며, 원할때면언제든연락할
수있는누군가와항상연결되어있다는점은정서적안정감을주어치료효과또한높은
편이다.

갈수록복잡해지고쏟아지는정보속에서현대인들은스트레스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현대화와이로인한부작용증상은이미전세계적인문제로나타나고있다.
특히학창시절부터치열한경쟁에내몰리고사회에서도진정한행복과삶의질의중간에서
방황하고있는우리들의생활은그폐해가더욱심각한상황이다. 이러한때에본사업과같
은신개념아이템은정신상담및심리상담, 그리고방향을제시해줄수있어현대의‘삶의
질’에진정한웰빙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사업전략 |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와 상담서비스 품질이 중요

대면상담이 말하게 하지 못했던 진실
숨어있던‘대못’시원스럽게 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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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서비스 제공

환자가상담이필요할때면언제든지집에서도, 이불속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상담심리전문가와접촉할수있다는점은모바일기기를활용한텍스트테라피서비스가갖
는가장큰차별성이다. 초기에시스템구축비용이들지만기존심리상담업과의차별성을위
해절대포기해서는안될항목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상담

미국에서는심리치료가필요한사람의 28%가얼굴을마주보는대면상담에
부담을느껴치료시기를놓치고있다고한다. 자신의치부와약점까지다드러내놓고진행
하는대면상담과달리익명성을보장하는서비스전략이미국에서동일한아이템으로성
공을거둔핵심열쇠이다.

1

2

다이어리 리뷰 기능

문자로상담내용을주고받다보니사용자가일부러삭제하지않는한상담내
용은그대로남아다이어리와같은역할을한다. 부모, 부부, 친구들과의관계또는자신과의
싸움이필요한일이있을때에도기존의상담내용을다시보며심리적안정을찾을수있다.

3

전문적인 고객관리

웹과 모바일 솔루션을 활용한 심리상담 서비스이므로 고객의 접속시간, 장
소, 빈도, 상담내용등의데이터를분석하여보다전문적이고높은수준의서비스가가능하
다. 이또한기존의전형적인대면상담서비스에서는따라하기힘든전략으로기존고객
의계약연장과입소문을통한신규고객확보에도움이될것이다.

4

비용 대비 높은 가치

각종연구를통해인터넷과모바일등문자를활용한상담방식의효과가하
나씩입증되고있으나대면상담의보조적인역할만할것이라고여기는사람이있을수있
다. 하지만이들이느끼기에도저비용과고품질상담서비스가큰만족을줌으로써개인과
환자가느끼는비용대비가치를극대화시키는전략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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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광고매체 선택

여러곳의인터넷배너광고보다는신문, 잡지등의유명매체를통한간접기
사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광고보다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빨리 퍼지는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마케팅등을적극활용한다면주고객층인 30대여성의시선
을효율적으로사로잡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서비스를하는사업인만큼언론
과미디어의주목을끌기쉽다. 문자심리상담의효과에대한연구자료와미국텍스트테
라피사업에대한투자소식등긍정적인보도를통한다면치료효과면에서의문을갖는
잠재수요층을효과적으로흡수할수있을것이다.

접근성과 익명성 강조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전문기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못하는수요층을공략하는마케팅이필요하다. 이들에게는남의시선에띄지않
고언제어디든비 스러운나만의공간과시간에상담을진행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는
전략이필요하다.

유명 심리상담가와 제휴

이아이템의사업초기가장큰숙제는신뢰성이다. 소비자가과연생소한서
비스를얼마나신뢰할것이며, 그리하여비용을지불하겠다고결정하게될것인지가관건
인데, 방송매체등을통해이름이알려진심리상담가나유명인등과제휴하는마케팅으로
신뢰성을크게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1

2

3

24시간 접속 및 익명성 보장은 기본!
미디어를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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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이라면누구나한번쯤은스트레스로고민해본적이있을것이다. 사회생활중의스
트레스는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기도하지만, 대부분의스트레스가시간이흐르면자연
스럽게사라지는반면우울증이나강박증으로발전하는경우도적지않다는것이큰문제
가된다. 다행히최근심리상담에대한인식이달라지고있다. 삶의질이높아지면서물질
적풍요만큼정신적안정이중요하다는걸깨닫고심리상담을받으려는사람이늘고있는
것이다. 이런흐름에맞춰심리상담사역할도전문화하는한편관련전문기관도늘고있는
데Wee클래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유캔센터등이대표적이다. 

Wee클래스는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는학생을도와주는곳이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게임·인터넷 중독인 개인이나 가족을 치료한다. 유캔센터에서는 중독치료전문가가도박
중독에대한심리치료와상담을제공한다. 교통사고나건물붕괴등재난피해를입은사람
이겪는외상후심리등에대한상담과치료도담당한다. 세월호참사후경기도와안산시
가통합재난심리상담소를운 하는것도이런이유다. 희생자와가족, 시민등이겪는외상
후스트레스증후군이나불안같은정신적고통은혼자힘으로극복하기어렵다. 이러한이
유로최근에는심리상담사의역할이어느때보다주목받고있다.

사업 분석 | 정신적안정의중요성에대한사회인식확대

장기적 관점의 전문상담사 육성 및
시스템 관리가 절실



베스트아이디어 189

위험관리 전문상담사 양성과 효과측정을 통한 발전 노력이 중요

웰빙과힐링은둘다행복을추구한다는의미에서서로통하지만, 웰빙이건강과삶의만족
도를강조하는반면, 힐링은마음과정신의상처를치유하는데초점을둔다. 본사업은이
러한점에서후자쪽이라고할수있다. 특히사람의정신과마음을연구하고깊게터치하
여야하는아이템의경우에는갖춰야할시스템과메뉴얼, 그리고온라인상의어플리케이
션의개발등의수많은요소들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준비들을단계적이고체계적
으로진행하며, 특히전문상담사들의양성을함께병행해감으로써성공사업의기초를다져
야하겠다.

초기 세팅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 필요
신생 서비스로 초기 고객 확보 어려움
전문가 훈련 커리큘럼의 부재
업무 매뉴얼 및 노하우의 부재
유료 서비스인 만큼 완성도 높은
애플리케이션 제작 필요

테라피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
부족
소비자 인식이 늦어질 경우 홍보비 과다 및
콘셉트 변질 가능성
외부 해킹 등에 의한 고객정보 및 상담 내역
유출
기존 상담센터의 아이템 모방 가능성
의학적 효과 논란

충분한 예비 자본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
효과적인 시스템과 효율적인 상담원 트레이닝 과정 확립
전문기관과 협의, 지속적인 효과 검증 및 상담 기법 연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보안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 DB 및 노하우 축적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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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장기계약을 하는 고객확보가 관건

텍스트테라피사업은주단위회원제운 으로24시간중언제든지심리상담을받을수있
는아이템이다. 따라서세션별로비용이드는기존심리상담과는달리1주일단위회원제로
운 된다. 미국업체토크스페이스의경우 1주 5만원의이용료를받고있으며 1년계약은
62만원이다. 화상채팅을이용한비디오테라피는30분한세션에3만원이며게시판을통
해전문상담사에게질문을하고답을들을수있는게시판회원은일주일에9천원의이용
료가부과되게된다. 본사업아이템은또한 30~35세여성이많이이용하는산부인과, 산
후조리원등과협력관계를형성하여해당기관의고객에게부가서비스로상담을제공하고
그에대한비용을각기관과협의하여제공받을수있으며, 기업이나지자체등과연계하여
직장인및학생, 지역주민을대상으로무료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그에대한비용은각기
관과의계약을통해확보할수있다. 아울러상담사업특성상초기에는사업을무리하게확
장하지말고한분야로특정하여전문성을높여가야하며, 심리상담과관련한아동심리상담
사, 노인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지도사, 다문화가정상담사등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하므
로창업자가연계가능하고자신있는분야를중심으로창업을시도하는것을추천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서울시 저가 사무실 기준

개점 3개월간 기준

사무가구 및 컴퓨터 시설

개점 3개월 기준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웹

모바일

서버 비용 등 유지비용. 3개월 기준

2,000만원

1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1억1,050만원

보증금

임차료

사무집기

홍보 및 마케팅

기타자재비

예비비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부대시설

사무실
15평(50㎡)

시스템
개발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 임대보증금 제외 실 창업비용 약 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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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은지금까지언급할것외에도많은성장성이많다. 해외교포들이주로살고
있는국가의스트레스와갈등요인등을연구하여해외교포들을대상으로한서비스
를출시할수도있다. 그리고직장내의스트레스를해결해주는직원복지상품중의
하나로도, 학생간의갈등을풀어주는상담소로도충분한역할이기대된다. 또한기존
의공공·사설상담센터들과연계하여추가적인상담치료기능을제공함으로써사회
적인심리안정에기여하면서지속적인수익창출도가능하다.

성공 도우미 |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다

학업, 결혼, 육아, 은퇴 등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스트레스는 일상!

스트레스과다상태인전소비층공략
힐링문화전소비층으로확산현상
폭넓은고객수요로사업성고려
국내 우울증 등 모든 정신장애 성인
환자의수증가

성공 도우미 TIP

심리상담·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의 흐름
다양한 사회문제로 각종 미디어 보도
전문 심리상담사의 기사를 통한 심리
상담 효과의 간접적 PR 

트렌드에 맞는 접근 방식
다양한 SNS를 통해 진행되어 고객
친 감과 접근성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저렴한비용에시간과장소에서자유로
운질좋은상담진행

인력 운용의 효율성
심리상담이 인터넷 기반인 스마트폰
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
인력 운용 면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

가격 경쟁력
심리상담의 가격이 저렴하여 고객
접근성 편의제공



비즈니스 컨설팅 투어! 창업의 다양성과
성공 창업의 새로운 감성 시장을 넓혀가라

불황일수록 소비는 위축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획기적 아이템 선정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점점 더 심화되는빈·부의격차가커지는국내현실에서창업만이
진정으로 살길이지만 수많은 유사 상업 아이템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고민스럽기만 하
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 직접 찾아가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쉽지가 않다. 여기에 준비 되지 않은 예비창업자 혼자서 트랜드가 넘친다고 하는
해외유명도시를간다고해도좋은창업아이디어를가져올수있을지의문만든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김 호(김앤커머스)

자체개발

한국

컨설팅

비점포

www.kimncommerce.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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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발굴과사업인사이트를배우며
여행하는‘머니트렌드투어’



사업요약 | 예비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이제 트렌드 여행을 통해 해결하다. 

‘머니트렌드투어’는 예비창업가들이 해외의 선진도시들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그 도시의
트렌드와 사업모델에서 획기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투어 프로그램이
다. 특히, 20년 이상특정업종에서잔뼈가굵은해당분야의전문가가일정내내산업에
대한해설과해당분야의컨설팅을일대일 착관리를해준다. 이를통해우리나라와해당
나라도시의소비경향및트렌드를비교하면서스스로트렌드를읽고해석하는능력을키
울수있게된다. 투어가진행되는동안1:1 상담을통해해당아이템의향후비전과수익성
등에대한심도있는컨설팅도가능하다. 이를통해블루오션시장진입에대한우선권을
획득하기용이하다는것이가장큰장점이면서차별점이다. 또한트렌드투어이후, 국내에
서 지속적으로 기수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업자들과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 및 세미나
등의모임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게된다. 물론개별적인창업컨설팅을진행하여구체적인
창업을도와주는과정도거친다. 또한이러한비즈니스컨설팅투어는내국인을위한서비
스로서성장할것은물론이고, 동시에외국인이한국의해당비즈니스를알고자하는비즈
니스투어로발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여행을크게두가지로나눈다면, 일반개인들이유적지를중심으로여행하는B2C 역과
기업체직원들을위한비즈니스여행(B2B) 역으로나눌수있다. 그렇다면‘머니트렌드
투어’는비즈니스투어이면서일반인상대로하는투어이므로 B2C2B 사업이라할수있
다. 즉, 여행업의도매와소매를동시에추구하는시장을공략하기때문에그야말로앞으로
대단히큰여행시장의핵심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한다.

사업전략 | 여행업의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추구해라

양질의 여행기획과 전문적 컨설팅이 만나
비지니스 성공으로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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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트렌드 투어의 다양성

현재‘김앤커머스’에서진행중인중소기업CEO 대상의비즈니스투어로는
‘산업별선진도시트렌드’투어가진행중이다. 내년부터는주로4050세대예비창업자중
에서창업관심분야를선택한이들을대상으로해당분야의전문가와함께3박4일(보통수
요일에서토요일)에걸쳐선진국가한도시에서집중적으로앞서가는트렌드를알아보는
프로그램을완비했다.  

앞으로머니트렌드투어는참가자들의성향과선택에따라얼마든지세분화된투어로조
정기획이가능하다. 이를위해외식, 패션, 뷰티, 액세서리, 인테리어등10여개각분야에
서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고 투어 진행을 위해 커리큘럼에
설계, 기획진행예정이다.  

머니 트렌드 투어의 일반적 일정

머니트렌드투어는총3부로구성된다. 1부는국내사전미팅을통한투어기
간중의할일을미리안내하고상호간인사를나누는시간을갖는다. 2부는해당기간, 해
당도시에서의체험학습을하게된다. 3부는귀국후에미팅을통해여행의결과물을함께
공유하는시간도갖고일대일컨설팅의시간도갖는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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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프로그램
투어를떠나기5일전, 사전교육을통해해당도시의스케쥴을미리알려준다. 방문할
장소와스토어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팀을구성하여팀원간에사전상호이해하기와
사전과제를준비할수있도록한다. 

2부 프로그램
현지투어일정동안전문가의현지유통, 경제상황과트렌드에대한설명으로탐방을
진행하며팀별사전과제를함께토의하며저녁에는전체적으로팀의과제를발표및공
유하는시간을갖도록한다. 이러한시간을통해참가자들이적극적으로새로운사업과
아이템구상을더욱구체화할수있다. 또한전문가와1:1 상담을통해우리나라에서해
당시장의전망과선정한아이템의비전에대한피드백을얻음으로써성공하는창업을
준비할수있다. 

3부 프로그램
귀국후에사업을구체화하는단계에서도참가자들간의네트워크와전문가와의인맥
을통해안정적으로창업을진행할수있도록하여지속적인컨설팅이진행될수있도록
컨설팅서비스의차별화를도모한다. 물론기수별오프라인모임을주선해주어해당산
업분야의협력체계를구축토록도움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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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트렌드 투어’는 특성상 여행의 형태를 띤 컨설팅이기 때문에 여행시장과 창업컨설
팅, 경 컨설팅등의시장사이에존재한다고볼수있다. 
우선, 국내에서지속적으로증가세인 B2B 여행시장에속한다. 여행사에서제공하는 B2B
여행서비스는 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으로 박람회 패키지 여행이나 해외 산업별
공공기관이나 해외 현지 기업체 혹은 시설 등을 견학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창업이나 무역 관련 국가기관 (KITA, KOTRA 등)에서 진행하는‘아카데미’에서 자체
진행하는워크샵혹은해외시장개척단등의프로그램과공동기획, 운 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B2C여행이라 할 수 있는 개인투어는 점점 맞춤형투어 혹은 자유형투어로
성장, 발전하고있기때문에이시장의수요를흡수할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다. 
또한국내여행서비스의질적상향과해외여행객을위한새로운체험서비스를제공하려
한다면국내유일한서비스프로그램발굴이시급해보이는데, 이런시점에서‘머니트렌드
투어’서비스는상당히신선하고시의적절해보인다.

이러한환경에서‘머니트렌드투어’는획기적인새로운시장발굴을 20년이상의경력을
가진전문가와함께알아볼수있는국내유일의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이점이있다. 여
기에외국인1천만명시대라볼때이를더욱발전시킬수있는방안으로외국에서한국비
즈니스를알고자하는투어관광객을위한서비스가거의없다는점도앞으로많이개발할
여지가충분해보이는시장임을보여준다.  

사업 분석 | B2B2C 시장을새롭게써가다

전문가 풀의 구축과 참신한 여행사업기획으로
성공창업시대의 교두보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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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충분한 전문가 집단의 풀과 전략적 시스템을 구축해라

본사업은전문가집단의다양한풀을이용하여야하며, 여행과관련된운 에대한노하우
를 충분히 습득하고 비즈니스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군을 개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국내
뿐만아니라세계적인마케팅의실현을가능하게할수있다.

국가기관이진행하는무료창업관련설명회
등무료서비스
이사업에대한운 노하우부족
기존비즈니스여행보다다양하지않은선택
의폭
사업의홍보를위한마케팅역량의부족
충분한전문가집단풀정보의부족

숨어있는잠재고객발굴
기존비즈니스전문여행사와의경쟁
기존저가패키지여행과의차별화
중소땡처리여행사들의여행가격덤핑
특허등시장진입장벽만들기의어려움

차별화된 비즈니스 분야별 트렌드 전문가 집단풀 구성
유명 비즈니스 여행사와의 업무제휴
기존 단체여행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축
단계별 프로그램 홍보전략 개발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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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수익의 지속적 연계방식을 채택한 순환구조 설계 필요

사전교육을통한수익창출

머니트렌드투어를떠나기전트렌드를읽는법과현장학습을위한세미나를통하여수익
창출을한다. 기수별로모집하여일정4~5주가량교육을실시한다. 교육은아래와같은방
식으로진행하되, 향후참가자중트렌드투어를희망하는사람들을구성하여서여행을떠
나도록한다. 

참가자들의여행경비의공동컨설팅비용으로수익창출

사전교육에 참석한 100명의 기존회원중에서 함께 해외여행에 동참하는 인원을 20%만
예상

귀국후개별컨설팅을통한수익발생

머니트렌드투어이후, 창업진행을위한개별컨설팅은비즈니스투어에참석했던총 20
명중에서20%만진행예상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상업지구 기준

3개월간 기준

컴퓨터 및 사무용품 포함

전단지, 명함 등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서울 부도심 오피스텔 기준

1,500만원

15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4,05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기타자재비

예비비

사무실
15평(50㎡)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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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도우미 | 전문가와의 연계와 사후관리까지의
순환형 사업 모델의 완성 필요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 그리고 투어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의 활성화로 꾸준한 후속 프로그램 지원 필요

이제는어느누구나알듯이‘트렌드’를찾아내서내것으로만드는작업이바로새로운
사업의성패와연관된다. 사실오랫동안사람들은트렌드가어느누구도진정으로이해
하지못하는신비롭고설명이불가능한현상이라고믿어왔으며, 트렌드의탄생, 확산, 변
화, 소멸등트렌드의전과정은현대사회의가장풀기어려운미스터리가운데하나로
이해했다. 그러나실제로트렌드는대부분의사람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쉽게예
측할수있으며. 미래에유행할히트상품을길거리에서혹은신문이나잡지에서혹은전
혀뜻밖의장소에서찾을수도있다. 본사업아이템은차후지원자들의관심분야와나라
에따라다양한비즈니스시장을고려할수있기에많은분야의이론과실무능력을고루
갖춘전문가들을섭외하여다양한형태의‘머니트렌드투어’를기획할수도있을것이다.

성공 도우미 TIP

세미나및투어의성공사례홍보
강력한입소문마케팅활용

투어 후 체험형 정보를 SNS 활동을
통해전달하여고객양산전략구축

지속적인네트워킹으로정보제공
기수별 오프라인 모임 주선 및 온라인
카페의 지속적 운 을 통한 양질의 비
즈니스정보제공이핵심

새로운트렌드에대한분석및제안
의상과 가구와 같이 서로 다른 제품
카테고리분석
주류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섬세하게관찰

전문가확보및사전교육매뉴얼준비
철저한 현장 중심형 전문가 확보가 사
전관건
이론과 현장실무를 고루 갖춘 전문가
와의협업시나리오선작성

국가기관의도움으로후속프로그램지원
선·후고급형상품추가진행
기존일대일서비와의차별화유도



블록 로봇과 함께 상상력은‘쑤욱’
재미는‘몽 몽 ’

2000년이후우리나라는창의적인재양성을교육목표로삼고다양한정책수립과지원을
아끼지않고있다. 최근에는어린이때부터창의력을기를수있는다양한교육방법이시도
되고있고이런이유로초등학교방과후학교의인기과목중하나로로봇수업이각광받
고있다. 학생들이직접로봇을제작하는수업은호기심을불러일으키는것은물론과학원
리를 일깨워줘 창의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집중력 향상과 문제해결력, 탐구력
신장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알려지면서많은학교들이앞다퉈도입하고있는실정이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홍성호(프로벤처링(주))

블록앤로봇

한국

어린이

점포

cafe.naver.com/blocknrobot

www.coupang.com/deal.pang?
coupang=46794938&cateCode=
&areacode=MRC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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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과학자를위한
블록로봇방



사업요약 |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블록 로봇과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어린이가로봇을조립하고작동하며즐길수있는공간과기자재를제공하는사업이다. 블
록 장난감이나 블록 로봇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는 창의력 향상은 물론 지능발달에
긍정적인 향을받는다. 연령에따라보호자와함께또는혼자서, 친구들과방문한어린이
고객은시간당이용료를지불하고매장내의다양한조립식블록로봇제품중원하는것을
작업대로가져와조립하고상상의나래를펼치며가지고논다. 일반블록장난감과달리로
봇제품은배터리와전선, 기판, 모터등의부품으로인해실제작동한다. 
기존의키즈카페와달리교육적인측면이강조된이사업은어린이스스로로봇을조립하
고작동시키도록기자재와장소만제공하는것에서벗어나로봇과조립과정을활용한다양
한강좌, 체험학습등의교육을펼친다.

우리나라는출산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최저수준인 1.24명에달할만
큼저출산풍조가심화되면서하나뿐인아이를위해지출을아끼지않는부모를이르는듀
크족은물론, 아이한명을위해지갑을여는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등어른6명을일컫는
식스포켓(Six Pocket), 조카를위해지출을아끼지않는고모나이모를가리키는골드앤
트(Gold Aunt) 등의신조어까지생겨나고있다. 이미유통업계에서는유아·어린이고객
을VIB(Very Important Baby) 라고부르기시작했으며2011년기준국내키즈산업의규
모는약 30조원으로 2003년의 10조원에비해불과 8년만에 3배로성장했다(월간마이
더스 2012년 11월호). 이러한때본사업아이템을근간으로특별함을만들고이를문화콘
텐츠로육성해나간다면혁신적인아이디어와마케팅의차별화로성공창업의정상에오를
것이다. 

사업전략 |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까지 배려한 마케팅 전략

작동완구를직접구매하기에는수십만원의비용이부담,
원하는로봇을마음껏경험하는창의력학습공간과학부모휴식처동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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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동하는 로봇으로 흥미 유발

어린이가조립할수있는수준의난이도를가지면서유선또는무선조종을
통해실제동작을하고프로그래밍을통한제어도가능한로봇제품들은시중에서가격이
대략 30~50만 원사이에형성되어있고제품에따라서는 70만 원이넘는고가의제품도
있다. 가정에서아이들을위해이러한제품들을구매한다는것은매우큰부담으로다가올
수있으며하나를사주면또하나를원하는아이의요구를다채워주기는어려운법이다.
따라서아이들의흥미를유발하고가정에서구매하기엔부담이되는로봇제품을구비함으
로서고객의방문을유도할수있다. 또한매출의일정부분은매달새로운로봇을구비하
는것에사용하고매장내에서인기가떨어진제품은저렴한가격에판매도가능하다. 경쟁
업체에서쉽게따라하지못하도록외국제품의구입경로나제조업체의신제품을가장먼저
구비하는등의루트를확보하는전략이중요하다.

학부모 휴식공간 제공

본 사업의 주요 콘셉트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실제로 금액을 지출하는
주체는학부모다. 미취학아동이나어린 유아의경우아이들이머무는시간동안부모도
사업장 내에 머물러야 하기에 이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부가적인 매출을
기대할수있다. 학부모가얼마나편하고유익하게머물수있는지도재방문을결정짓는중
요한요소다. 또한유치원과학교의운 시간동안어린이고객의방문은저조할수밖에없
으니 이 시간대를 활용하여 학부모 고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펼친다면
매출에적지않은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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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커뮤니티 대상 바이럴 마케팅

14세미만의어린자녀를둔학부모들은본인들역시신세대라불리며새로
운문화를접하고컴퓨터와인터넷사용에익숙한세대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마련된이
들을모임공간을활용하여 SNS, 블로그, 카페게시물등의매체를통한바이럴마케팅이
효과가높을수있다. 최근한민간조사에따르면젊은엄마의 33%는육아정보를아이의
학교친구의부모나, 학부모모임등에서얻는다고답해입소문에많이의존하고있는것을
보여준다. 로봇블록방사업은아이들이로봇을조립하면서친구와어울리고사교성을높일
수있고부모역시타부모와교류할수있는장소가되기때문에이러한바이럴마케팅의
효과는기대보다높을것이다.

3

학교 및 유치원 방문 특강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SK텔레콤이 로봇활용 교
육복지 얼라이언스 발대식에서 스마트로봇 교육 콘텐츠를 돌봄 교실에 우선 지원하는 데
협력하겠다고밝히며SK텔레콤기부금을활용하여총1,600대의교육용스마트로봇, 스마
트폰, 학습용콘텐츠등을전국 70여개초등돌봄교실등에보급하고, 돌봄교사대상연수
도추진한다고발표했다. 뿐만아니라, 전국의각지자체에서는교과목외에도아이들이다
양한체험을하고창의력과사회성등사회에서필요한다양한능력을향상할수있도록각
종교양교육이나체험교실등을운 ·지원하고있다. 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중그수
요가점차증가하고인기가상승중인아이템중하나가로봇교실이다. 블록로봇방창업
자는지자체와협의하여지역내학교나유치원에방문하여로봇체험교실을유·무료로
제공함으로써사업체를홍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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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총지출대비자녀들을위한교육비가차지하는비율을표시한엔젤계수에서유래된
엔젤산업은 유아(1살부터취학전까지의아동)를대상으로하는산업을총칭하는말이다.
저출산시대를맞아자식을하나혹은둘만낳고이들에게집중적으로투자하는사회풍조
가일반화되면서국내에도엔젤산업이날로성장하고있다. 아동인구수가감소추세에있
음에도엔젤산업이성장하고있는이면에는, 자녀를위해서는돈을아끼지않는다는강력
한소비세력인‘듀크족’과조기교육열풍이자리잡고있다. 그래서인지국내엔젤산업
은양적팽창이아닌고급화와차별화를지향하는질적팽창을특징적으로보여준다.

2010년지식경제부에서는 2018년까지세계 3대로봇강국도약을목표로하는‘서비스로
봇산업발전전략’을발표했다. 한 해 300억원의예산이편성된로봇산업발전산업은
로봇분야의성장기반을넓히기위해로봇마이스터고를지정하고대학내로봇연구센터를
확충하는등학제별인력양성시스템을체계적으로강화할계획을포함하고있다. 이에맞
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2013년부터‘로봇창의교육사업’을통해한해전국60개소아동
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676명을 대상으로 5개월 간 교육용
및교구용로봇을활용한체험중심의창의성교육을실시하기도했다. 또한최근에는교육
부가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소프트웨어중심사회실현
전략보고회를갖고내년부터초·중학교에서소프트웨어교육을필수로진행하기로했다. 

SW 비중이높고고성장이예상되는4대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한다고발표했는데
웨어러블기기 2000억원, 센서 2200억원, 3D 프린팅 1800억원과함께로봇분야에도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에는 4대 산업 세계시장(약
3000억달러)의 20% 점유율을확보, 로벌탑3 안에들겠다는목표를발표했다. 이렇듯
정부차원에서지원을아끼지않는로봇교육시장은민간분야와학부모들에게도큰관심
을받고있다.

사업 분석 | 불황을 모르는 키즈산업, 출산율 저하에 더 활황

국내 엔젤 계수는 국민총생산 대비 8% 수준으로 선진국 보다 높아
2011년 기준 국내 키즈 산업의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불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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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아이들 취향에 맞는 최신 로봇 구비문제와 공간의 한계

주요고객이유동적이지않고일반외식업종및기타업종에비해고객충성도및재방문률
이상대적으로높은본사업은운 및관리시스템이복잡하지않다. 이러한키즈카페는전
국에서각각의차별성을가지고문을열고있으며점차다양한아이디어와테마를개발한
다양한형식의키즈카페가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다. 
본사업아이템또한아이들에게노는공간을제공하고부모들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는
키즈카페의기본형식을유지하지만독특한아이디어와풍부한수요만큼이나약점과위협
요인을제고하여성공통합모델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중형이상의점포필요. 임대보증금부담
로봇등의교구선정시전문적인가이드라인
부재
초기자체프로그램개발이부담될수있음
유치원, 학교 운 시간동안고객의방문률
낮음
공간의제약에 향을받는수익구조

경쟁업체의아이디어모방가능성
학교및문화센터등의로봇교육강화
조립부품의도난, 분실 시해당제품전체가
손실
로봇제품이단순하고일률적일경우방문률
감소의위협이됨
조립로봇제품의가격하락시매출감소
가능성

젊은 주부 고객의 유동이 많은 상권의 고층 상가 임대
충분한 예비 자본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
로봇 교육 지도자 고용
학부모 휴게 서비스 강화
아이들 취향에 맞는 최신 로봇 구비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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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시간제 요금 및 회원제, 휴게실 식음료 판매 등 다양

우선가장기본적인수익모델로어린이고객이매장에비치되어있는로봇을조립하고자
율적으로이용하는형태로최소이용시간을2시간으로설정하고추가시간에대해서는30
분단위로추가요금을부과하게하고한편으로는서비스이용시간에따른금액을할인한
쿠폰판매를권장하여 20시간이용권또는 30시간이용권등을단위판매로한다. 이러한
기본적시간제이용과쿠폰판매외별도로정기회원권도필수적으로필요한수익창출방식
으로30시간이용료정도의선에서한달이내에시간의제약없이무제한사용가능한월이
용권판매및분기, 연회원등을기획하는것도바람직하다.

추가수입에대한설계또한필요한데학부모를위한카페메뉴및간단식사를제공하는모
델로최근키즈카페의트렌드에맞춰아이들이블록로봇을가지고노는동안학부모들이
음료를즐기고부모간의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해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해주고같은
방법으로부모와아이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만들기강좌및체험교실등을신설하는것
도추천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주거 상권 50평 기준

개점 3개월간 기준

아이, 학부모 공간 구분

오픈 이벤트, 전단지, 명함 등

로봇, 조립 도구 등

커피 머신, 간이 조리 시설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주거 상권 3층 이상 기준

2,000만원

300만원

4,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10,000만원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예비비

교구, 기자재

카페 시설

기타자재비

점포

서비스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 임대보증금 제외 실 창업비용 약 6,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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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도우미 | PC방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끌어 모으는
재미있는 방과 후 교실

SW 중심의 교육정책 예고로 사업기회는 충분
방과 후 안전지킴이 역할과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크게 기여

매장내에서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점포사업이라는특성에의해달성가능한
매출에는한계가있다. 사업이안정권에들고새로운수익모델이필요하다고판단되
면블록로봇방을운 하면서축적된노하우와교육커리큘럼등을바탕으로로봇교
육전문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차후로봇을조립하며노는놀이방
개념에서탈피하고교육적인부분을보다강조하여강의및출장체험전문서비스등
을제공하는사업의 역확대도가능할것으로전망하며, 무엇보다로봇교육전문가
양성에도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성공 도우미 TIP

과학집중교육정책의기대감
앞으로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SW) 교육이 필수로 대학교까지 SW
중심의 교육정책이 예고됨

방과후안전한놀이터
방과 후에도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충
성고객확보필요

다양한복합서비스가능
추가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방문이
저조한 시간에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다
양한강좌, 교육설계

놀이이상의교육효과
창의성, 사회성, 협동심, 인내력, 집중력
향상에도움이된다는특장점을강조

경제적인유지비용
본사업은 교구 대여 및 서비스 제공사업
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타 업종에 비해
저렴



자전거 1천만시대! 안전한자전거여행을
도와주는전문업체가목마르다.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인 우리나라는 고 에너지, 대기오염, 교통혼잡, 국민건강위협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개정과시설투자를통해무동력, 무공해, 친환경교통수단인자전거의사용을장려해오고있
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의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과
중·장거리자전거여행을방해하는중대한불안요소가되고있다. 따라서자전거여행객들
을인솔하고코스를기획하며정비와응급처치를전문업체의등장이절실히필요하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홍성호(프로벤처링(주))

주식회사 투어랩

한국

전문서비스

비점포

www.tour-lab.com

article.joins.com/news/
article/article.asp?total_id=1310741
6&cloc=olink|article|default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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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책임지는
자전거여행전문여행사



사업요약 | 자전거 여행 코스 개발에서 안전한 인솔까지
이끄는 전문 여행사

자전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여행 일정 등을 기획하는‘자전거여행 전문여행사’는 여행
시자전거정비를도와주며자전거길코스를따라여행객을인도한다. 안전교육및응급조
치도수행하며차량서포터도제공한다. 또한자전거는물론이고헬멧등의안전장비도대
여하므로자전거를꾸준히즐기는사람이아니어도값비싼장비구입의부담없이자전거
여행참가가가능하다.
국내의자전거도로를포함하여, 자전거투어를즐기는이용객들이늘어나고있다는점에
안전하고계획적인자전거여행을위한갖춰진리더가여행을이끌필요성이대두되면서
국내에도이역할을전문적으로하는여행사가생겨나게되었다.

현재국내대표포털커뮤니티인네이버카페, 다음카페, 싸이월드클럽에등록된자전거동
호회의수는 26,900여개에달하며이들중회원수가5만명이넘는곳도10여곳이상이
다. 이들과의다양한제휴마케팅을연구한다면동호회원할인부터동호회행사협찬, 동호
회단체여행기획등다양한마케팅전략이가능하며, 본사업아이템은정부의친환경정
책과시대의문화적조류에편승하여운 되는아이디어사업으로초기기획과운 전략,
그리고홍보에대한체계적이고안정된설계가이뤄진다면성공창업의새로운지표를만들
게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21C 스마트시대에어플리케이션의강점을이용한쉽고편리
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면관련된사업의확장도검토해볼수있겠다. 

사업전략 | 장비대여에서 안전관리까지,
자전거 여행문화의 트렌드 리더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초보에서 경험많은 베테랑 라이더까지
여행 안내와 안전 관리까지 책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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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과 여행 가이드 1인 2역

소비자가자전거여행을계획하고그기획과진행을자전거여행전문여행
사에게맡김으로서얻을수있는최대의장점은낯선여행지를친절하고전문적으로소개
해주는여행가이드가자전거운행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에도대처하는안전요원이
기도하다는점이다. 차량과섞여교통이혼잡한구간이나도로폭이좁은난코스에서도안
전한주행로를확보하여안내해주고타이어펑크, 체인빠짐등의돌발상황에서도유연한
대처가가능하기때문이다.

관광 네트워크 개발

최근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레저스포츠열차 프로그램을 개발해 뜨거운 관심
을받은바있다. 열차에자전거, 하이킹, 카약, 승마등다양한레포츠프로그램을접목한테
마열차로새로운여행문화를만들어나간다는취지다. 이처럼고객이자전거여행을즐기는
동안다양한타레저스포츠나문화활동을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고객이
스스로기획하는여행일정이나타국내여행사의프로그램들과도차별화를둘수있다.

1

2

여행 장비 대여

자전거여행을계획하는소비자의고민중하나는장비이다. 시내도로주행
과는달리먼곳으로자전거여행을계획할때는추가적으로각종준비물과장비를필요로
한다. 이러한장비들을협소한자전거에싣는것이문제다. 이를 위해서는여행용렉부터
시작해갖추어야할것이너무많은데한번의여행을위해모든품목을구매한다는것은경
제적으로매우부담이되므로이러한물품들을구비해놓고자전거여행을계획하는고객에
게제공한다면차별화된경쟁력을갖게될것이다.

3

자전거 동호회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

현재국내대표포털커뮤니티인네이버카페, 다음카페, 싸이월드클럽에등
록된자전거동호회의수는 26,900여개에달하며이들중회원수가 5만명이넘는곳도
10여곳이상이다. 이들과의협력마케팅을연구한다면동호회원할인부터동호회행사협
찬, 동호회단체여행기획등다양한마케팅전략이가능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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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제작 런칭

본사업에대한고객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웹사이트운 등의온라인역
시필수적일것이다. 이에더해3천 5백만명이넘는스마트폰이용자수를고려한다면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역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단순히 여행사의 홈페이지 기능만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아닌자전거정보나여행팁, 주행기록및분석등의다양한기능을담은
애플리케이션으로잠재고객에게한발먼저다가갈수있을것이다.

인쇄 매체 광고 홍보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를 활용한 광고 역시 효과가 좋은 마케팅 방법이
다. 이들광고매체를통해서는자전거동호인보다는아웃도어에관심이높은일반소비자
나캠핑족, 가족여행이필요한소비자등다양한고객층을주타깃으로할수있다.

포털 동호회 카페나 모바일, 
인쇄매체까지 폭넓은 홍보전략 필요

1

2

정부 관공서 등을 이용한 홍보

중앙정부의자전거장려정책과더불어전국의모든지자체들은자전거확
산사업에긍정적인태도를갖고있다. 정부기관에할인된가격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등
으로좋은관계를유지한다면각종지원이나마케팅부분에서이로운혜택을얻을수있을
것이다.

3

각종 경기 및 대회 스폰서로 참여

본사업은국내여행지를소개하는여행사이면서도자전거라는특수분야의
전문성을갖춘기술적전문업체의성격을띠고있다. 각종자전거경기및대회에스폰서
로참여하거나여행상품, 서비스등으로협찬하여회사와서비스를알리고수요층의관심
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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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에통계청에서는새롭게주목받을7대블루슈머를발표했는데그중하나가자
전거를이용하는소비자 다. ‘경쟁이없는새로운시장’을의미하는블루오션과소비자의
합성어인블루슈머는시장에서주목해야할분야와아이템을선정하는가이드라인이된다
(한국경제2013.1.27.).
이렇듯통계청에서주목해야할시장으로선정된국내자전거시장은1000만명이넘는자
전거인구와함께그규모도 2000억원을넘어 3000억원규모에육박한다. 자전거관련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자전거 인구의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라이딩을
즐기는동호회및전문가집단과젊은층으로대표되는기존타깃소비층외에도전기/하이
브리드/MTB/로드바이크등다양화된소재와각각의장점이부각되면서스펙트럼이넓어
지는추세다(아주경제2014.7.3.).
자전거도로주변에위치해있어자전거족이자주방문하는한식당은추가인력고용과시
설 투자를 통해 자전거 보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족 전문 식당의 이미지를 얻어
매출이크게증가하기도하 으며전국대도시에는자전거수리점과카페를접목시킨자전
거카페가문을열기도하 다. 이뿐아니라최근에는자전거보험상품, 자전거전용스피
커, 자전거전용모바일어플리케이션등다양한상품과서비스가등장하여자전거족의소
비력을촉진시키고있다.  

사업 분석 | 새로운블루슈머, 페달족

새롭게주목받을 7대블루슈머, ‘페달족’
열악한자전거도로사정과편의시설, 안전사고위험에도자전거인구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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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여행상품개발에많은시간과노력필요
신생서비스로초기고객확보어려움
가격책정기준의부재로가격책정어려움
자전거사고시의책임공방
소비자인식이늦어질경우홍보비과다및
콘셉트변질가능성

지자체의 무료 서비스 가능
낮은 진입 장벽으로 과다경쟁 우려
기존 여행사의 아이템 모방 가능성
마케팅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
계절이나 요일별 매출 격차

충분한 예비 자본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
효과적인 보험 상품 확보
자전거 긴급 수리 등의 기술 함양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물색
계절이나 요일별 맞춤 상품 개발

위험관리 초기 여행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 필요, 가격 책정의 어려움

정부의대규모투자와적극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자전거의확산이한계에부딪히고아직
도많은사람들이여행시교통수단으로자동차를선택하는것에는다양한이유가있다. 자
전거를이용하지않는사람들이뽑은몇가지이유로는열악한자전거도로사정과편의시
설의부족, 안전사고의위험등여전히많은수의풀어야할숙제들이산재해있다. 
이러한문제들을정면으로풀어가면서사업의성공을긍정적으로계획하여진행한다면본
아이템이곧대중화되어시장에서사랑받을것은당연한예측일것이다.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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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소규모 여행에서 기업 등 단체 여행까지 각각의 코스개발이 중요

버스나 비행기, 배 등의 교통편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전거 여행을 즐길 경우
20~30명의최소인원을설정하고서비스비용을낮추어수익설정을계획한다.

예1) 국토종주길라이딩- 1일, 버스이동, 최소인원30명, 비용6만원(1인)
예2) 제주도자전거여행- 4박5일, 배편이동, 최소인원20명, 비용45만원(1인)
[출처: 투어랩]

별도의교통수단없이가까운곳에서출발하는자전거여행의경우최소인원과비용을더욱
낮출수있다. 이경우여행별매출은낮을수있지만소비자에게부담이없어박리다매형
태의수익모델을기대할수있다. 자체적으로자전거행사를하는학교나기업, 지자체등에
차량서포터및안전요원지원, 긴급정비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수익을창출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서울시 저가 사무실 기준

개점 3개월간 기준

사무가구 및 컴퓨터 시설

개점 3개월 기준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중고 1톤 화물차 또는 SUV

차량용 거치대 포함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고객 인솔용, 업무용

여행 코스 기획 등

1,000만원

150만원

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9,450만원

보증금

임차료

사무집기

홍보 및 마케팅

기타자재비

예비비

차량

자전거 정비공구

웹사이트 구축

자전거

여행 상품개발

사무실
10평(33㎡)

서비스 도구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 임대보증금 제외 실 창업비용 약 8,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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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아이템은창업이후풍부한여행상품을개발하고운 노하우를축적하게되
면해외의여행사를통해해외고객에게상품을판매할수있다. 
현재국내의자전거여행환경은세계적인관심을끌고있고외국인관광객이걱정없
이한국을방문할수있도록외국인여행자상품을개발하고지자체의다양한축제나
이벤트와연계하여여행상품개발에도재정적지원을받음으로써고객에게보다저
렴한여행상품을제공할수도있어안정적인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매우성공가
능성이높은사업이라고추천할수있다.

성공 도우미 | 자전거 수리 기술과 독자적인 여행코스
개발로 경쟁력 UP

여행안내와 모든 장비가 한번에~
자전거 전문 여행사가 여행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라

성공 도우미 TIP

자전거여행의풀패키지서비스는최초
국내 자전거 메니아 또는 초보자도
안전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
는 장비, 인력 제공 전문업체 전무로
인한 블루오션 시장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관점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직·간접 적인
긍정적 결과 도출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 시장
새롭게 주목받을 7대 블루슈머 하나
로 선정

모방이 어려운 경쟁력
자전거의 특성과 정비기술 등의 노
하우 습득의 어려움으로 경쟁업체의
아이템 모방이 쉽지 않은 난공불락
사업

지속적인 여행상품의 연구와 개발
필요



집집마다한대씩있는디지털카메라
PC에서만잠자는추억의사진들을이제꺼내어보세요

국내·외에서 디지털 사진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PMA에서 제공하는 사진 상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시장은 2008년 기준, 총 12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디지털 카메라 판
매가전체시장의 50% 이상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앨범을포함한맞춤형
사진 상품과 온라인 인화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인화
나앨범제작등의서비스부문은꾸준히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최배근(스파이더몽키)

Romain Laurent

미국

서비스

비점포

www.romain-laurent.com

www.romain-laurent.com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자신의사진을재미있는애니매이션으로
만들어주는온라인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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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 잠자는 사진을 깨워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본아이디어는카메라, 휴대폰등으로고객이찍은사진들을의뢰받아재미있고독창적인
사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사진에 다양한 효과나 배경을
합성하여기존과는전혀다른분위기의사진을만들수있고이미지를구매할수있는별도
의플랫폼사이트를운 하여판매하게된다. 역동적인사진, 신기한사진까지다양한소재
로탈바꿈시켜주어고객에게새로운추억과재미를주고있다. 

또한전자액자를이용한다면움직이는자신의모습을신기한애니메이션사진으로생동감
있게보관이가능하다. 익살스러운장면부터신기한장면까지활용범위는무궁무진하며고
객은마치자신이실제그곳에서사진을찍은듯한착각을불러일으킨다. 이는기존의단
조로운 사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줌으로써 고객들은 기존에 있던 사진과 다른 차별화를
선보이고있다. 

본아이템의사업전략으로국내의사진, 상등문화콘텐츠를가지고할수있는다양한
비즈니스로의연계를모색하고계획하여시너지매출의시너지를더할수있다는것과현
재국내에서이미지를구매할수있는업체들이많이존재하나이미지를가지고고객의취
향, 스타일에맞게변환해주는업체들이전무한상황에서의일정기간독점시장도기대할
수있다. 

사업전략 | 고객도 이미지제작에 참여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출상승

다양한 디자인 포맷 제공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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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변환 서비스

고객이원하는이미지를제공하면애니메이션을적용하여변화시켜주는데,
이를위해다양한디자인기술을가지고있어야하며향후디자인변환플랫폼서비스를제
공해도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지적 재산권 확보

제작하는이미지에대한지적재산권확보가중요하며이를통한차별화방안
을마련해야한다. 국내에서는특허청, 디자인진흥원에서디자인등록절차를통해독점배
타적권리를취득할수있도록서비스하고있으며경제적, 시간적부담에따른고객들의디
자인권리화에대한어려움을해결해줄수있는서비스를한다면향후타업체와는다른
신뢰를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2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

고객의취향에맞게선택할수있도록미리추천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선
택의폭이넓다는장점이있다. 본아이템은특화된가격만을제공하고있으며고객의선택
폭을최소화하여부담을주지않아야한다. 

3

플랫폼 서비스 제공

고객은웹과모바일에서언제든지플랫폼을이용할수있어야하며콘텐츠의
다양성과확보를위해고객에게지속적인마케팅활동을해야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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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차별화 전략(참여형 마케팅) 

고객이단순구매차원을벗어나적극적인브랜드이미지향상을위해스스로생
산자가되어참여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야한다.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활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등을통해지속적인홍보와마케팅활동을시
행해야한다. 이러한홍보활동은저비용, 고효율전략으로많은비용을들이지않고도마케
팅을할수있으며실제구매로연결될확률이높다.  
소셜미디어는특히즉각적으로피드백을받아대응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고객에게는
긍정적인 향을주고, 회사에는비용절감을가져다준다.

단순 구매 차원의 고객을
스스로 생산자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해라

1

2

언론 및 협찬 홍보(바이럴 마케팅)

고객들을위해언론에홍보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많은신생업체들은
언론홍보를통해브랜드, 회사 등을소개하며신뢰도를구축해가고있으며블로그, 이메
일, 메신저, SNS를통해정보를전달하면서도자연스럽게인터넷에서화제를불러일으키
고있다.

3

충성고객 확보 및 기업제휴(프로슈머 마케팅)

최근기업들은고객을단순한소비자에서높은가치를창출하는생산자로격
상시켜소비자참여를이끌어내고만족도를제고시키는전략으로프로슈머마케팅을확대
하고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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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사 및 IC Insight사 등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은 디지털
카메라시장을잠식하면서연평균 10.4%의 꾸준한성장을보이고있으며, 특히스마트폰
의급속한보급으로 5M 픽셀이상의고화소카메라모듈을 2014년까지 40% 이상의고속
성장이예측되고있다.

국내에서디지털카메라를구매하는요인중에남,녀모두뚜렷한차이를가지고있으며연
령별 10~20대초반에는소중한추억을담고싶어하는욕구와일상생활에대한사진을찍
는게목적이었다. 하지만40대이상에서는여행지, 사진촬 , 취미생활등삶의의미를담
는경우가대부분이다.  

국내온라인인터넷이용자가 4천만명정도되며이용률은 82.5%이며페이스북유저는 1
천만명을넘어서고있다. 온라인커뮤니케이션은인맥형성에도움이된다는인식및나의
일생생활을소통한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자신의모든일상을남들과공유하고싶어하
는욕구를충족시켜준다. 이러한커뮤니케이션에서가장필요한사진, 이미지를고객들은
직접찍어서올리기도하며타인의사진또한공유하고있다. 

현재국내에서는본아이디어를활용하여운 하는업체가전무한상황이며, 서비스의일
부분으로이미지를판매하는업체들은현재국내에 10개정도내외이다. 최고의이미지를
합리적인가격에만날수있다는셔터스톡은4,000만개가넘는스톡포토, 백터이미지, 동
상, 음원트랙을구매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미지의구매가격은월정액제로시행되고있으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요금제
를선택하여구매하도록되어있다. 겟티이미지는기업, 개인을위한다양한프로모션을실
행하고있으며출판용, 디자인납품용, 이미지팩으로고객에게서비스하고있다. 365일24
시간서비스가능하며이미지의다운로드는각라이선스를최대한걸쳐사용하게된다. 

사업 분석 | 카메라모듈수요의고속성장과일상의공유를통한
트렌드지속

개인의일상을타인에게자랑하고공유하고싶은욕구가대세
다양한정보공유사이트의성장은아직도~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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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바일플랫폼서비스구축필요(웹사
이트)  
디자인그래픽기술구현및능력필요
고객관리시스템구축필요함(CS관리)    
지속적인홍보, 마케팅비용리스크
초기창업운 자금의부족

경쟁업체 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기존 회원의 부재 및 외부 환경 요인
(국가개인정보)
손익분기점률에 대한 변수 발생
가격 정책 리스크
플랫폼 관리(기술 인력 부족) 
저작권 권리 문제

디지털 이미지 시장의 경쟁 심화
향후 대기업들의 진출 및 계열화 형성
가격의 평준화(이미지구매, 이미지 변환) 
시스템화 출시를 통한 경쟁력 증강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이미지변환, 상변환 플랫폼 서비스) 

위험관리 고객 및 트랜드 분석이 선재되어야하며 저작권 권리 문제 관리중요

본아이템은남, 녀, 그리고연령별카메라를통한의미부여의성질을파악하고차별화하여
접근하는방식의고객및트랜드분석이선재되어야하는사업으로 최근국내에서스마트
폰으로촬 한사진을무료로플랫폼사이트에올린뒤다른이용자들에의해다운로드될
때마다일정금액이자동으로입금되는서비스가시행되고있는것을감안해볼때유사아
이템에대한면 한분석과대안을함께생각하며창업으로의진입을고려해야만한다.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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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고객의 자동편집 서비스 제공과 월정액제로 운 하여 매출 증대

이미지판매와다양한편집대행서비스로수익을창출한다.
고객이필요한이미지를구매할수있는웹사이트를운 하는데, 유사아이템을운 하는
한사이트는보통1장단위로가격을책정하고있으며 최소한화5천원에서부터시작한다.
전문가의작품인고퀄리티사진도제공하고있고, 고객이제공한일반사진을업체에의뢰
하면요청에따른다양한형태의 상, 애니메이션효과를적용하여제작해준다. 또는초기
플랫폼자체에서고객이직접자신의이미지를변환할수있도록 자동편집서비스를제공
하고월정액제로운 해매출로연결한다.
창업초기회원수5천명목표로2만원정도의서비스를제공할시매출액월기준2천만원,
1년후5천만원(회원수매년증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제외, 임차료, 감가상각비제외1천
만원이상의수익이생겨날수있다. 또한정회원서비스로차별화하며온라인을기반으로한
서비스이기때문에온라인마케팅비용, 플랫폼프로그램개발수준과관리능력에따라고
정수익률의변동이있음을인지해야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개월 기준

내부 인테리어

온라인 마케팅

비품 및 집기, 용품 등

온라인 웹사이트 제작

1개월분(3명) 

관리비, 세금공과금, 기타경비

상기에 포함안된 자금

2,000만원

2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1,000만원

임차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비

집기 비품

웹사이트

인건비

재료비

기타자금

시설자금

운전 자금

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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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스마트폰, SNS를통한정보와커뮤니케이션의발달로인하여다양한소비
자 형태를 만들고 있으며이런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만들거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전략또한속속등장하고있다. 

최근디지털시장의발전과개인의개성표출욕구를만족시킬수있는다양한모바
일, 온라인메신저, 소셜미디어시장이커짐에따라본아이템과같은콘텐츠플랫폼
시장도지속적으로성장될것으로예상된다.

성공 도우미 | 플랫폼 기술개발과 연령대별 다양한 고객욕구
파악이 핵심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객 특성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성공 도우미 TIP

고객 DB 구축 및플랫폼사이트개발
플랫폼 사이트 개발 및 고 퀄리티의
콘텐츠제공
신규고객확보를위한콜센터운
기업프로모션제휴및구축

기업배너광고수익
다양한파트너와의공동체개념필요
기업들의 홍보 협력을 위해 긴 한 협
조체계유지

고객맞춤형서비스
가치 소비 트렌드와 결합한 다양한 형
태의고객맞춤형마케팅구현
고객구매패턴및특성분석필요
다양한고객맞춤형마케팅채널연계

다양한연령층의고객확보
이미지 플랫폼 서비스 운 에 따른 고
객확보전략마련
싱 족과 실버세대의 콘텐츠 수요에
주목(게임, 공연, 온라인시장)
고객의심리적극적활용

다양한콘텐츠및종류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확
보필요



찾아가는
자전거정비서비스

자동차만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나? 자전거도 있다!
어디든 달려가는 자전거 긴급 수리반 출동!

국내자전거인구가 1,000만 명을넘어선가운데전국의자전거판매점또한 3,000여 곳이
넘어가고 있다(바이크동). 대부분 이들 판매점에서 수리와 정비를 겸하고 주행 중타이어 펑
크, 체인등의문제로주행능력을상실했을경우에는가까운곳에정비소가없으면난감한현
실에봉착하게된다. 자동차의경우는현장출동서비스가존재하지만자전거시장에는아직
이러한인프라가도입되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자전거시장성장속도를고려하더라도자전
거긴급수리서비스는이제불가항력적인고객들의요구이며시대적필요라고할수있겠다. 

베스트 아이디어 4 전문서비스

홍성호(프로벤처링(주))

디엔스트라드(DienstRad)

독일

서비스

비점포

www.dienstrad.de

bike.mt.co.kr/articleView.
html?no=2013032
809343072587

발굴자 정보

업 체 명

발 굴 지 역

업 종

창 업 형 태

홈 페 이 지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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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약 | 갑자기 고장난 자전거, 긴급 수리반이 출동한다.

자동차분야에이미자리잡은긴급출동서비스와컴퓨터, 가전등의분야에서흔하게이루
어지고있는출장서비스개념을자전거분야에접목한아이디어다.
고객은전화, 인터넷등으로서비스를요청할수있고사업자는차량, 자전거등을이용하
여필요한부품과장비를챙겨고객또는자전거가있는곳까지찾아가서비스를제공한다.
고객이고장난자전거를직접고치거나끌고갈처지가안된다면그곳에자전거를잠가
놓고약속한장소에열쇠를맡긴후자리를뜬다. 약속시간에다시돌아와자전거를유유
히타고떠나면된다.

국민들의소득수준상승에따라레져문화가확산되고주 5일제가전반적으로정착되어가
면서자전거수요인구도매년증가하고있다. 국내시장에서 1990년이후승용차보급확
대로침체기를보 던국내자전거시장은2000년이후연평균두자리수의높은증가세를
보이며성장가도를달리고있다. 또한범정부적으로녹색성장추진이확대되면서자전거가
친환경적교통수단으로부각되고자전거전용도로확충과같은고품질의인프라가정착되
어가면서자전거시장성장은진행형이다.
하지만자전거수리점포가그와같은속도와크기, 그리고양적으로정착되고있지않아
소비자들의정비및수리에어려움들이발생되어본아이템의성격상사업정착을위해무
엇보다관련사업자들과의제휴시스템해결이선제되어야할것이다.

사업전략 | 일반 수리점과는 다른 차별성 홍보 및
자전거타기 캠페인 실행

각 권역별 사업자들과 제휴해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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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노스웨스트환경기구수석연구원존라이언은‘지구를살리는일곱가지불
가사의한물건들’이란책에서빨래줄, 공공도서관등7가지를제시하면서그중에서도자전
거를첫번째로꼽았다. 이런인식들을통하여소비자의관심과적극적인자전거활성화를
끌어낼수있을것이며공해를일으키는자동차에비해자전거를수리하여고객의삶과외
부환경까지긍정적인 향을줄수있음을홍보한다.

합리적인 공임과 철저한 A/S 

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철저한고객서비스를통하여브랜드의이미지를확
고히하고고객을유치한다. 공임표를공지해놓고도공임표대로가격을받지않는곳이
많아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매번 다른 가격과 A/S가 아닌 소비자가 인지할
수있는기준을제시하고그에맞춰움직임으로써신뢰를얻는다.

1

2

일반 자전거 수리점과 차별화

기존자전거판매·수리점과차별화하기위해단순출장수리외에도차별화
된전략이필요하다. 멤버십운 을통한정기방문서비스와출장피팅서비스, 비상자전
거견인·이동서비스등의서비스와수백만원을호가하는고가의자전거를소유한 VIP
소비자를위한프리미엄서비스제공, 그리고기존의자전거수리점에만족하지못했던서
비스고품질화, 마지막으로오랫동안자전거를방치해노후된자전거의수리에대한수요
를동시에공략할수있어야한다. 

3

지역 분할을 통한 빠른 서비스

고객에게이동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라고는하나소상공인창업규
모로시전체나한강자전거길전체등지나치게넓은지역을서비스대상으로하는것은
서비스품질저하라는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신속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
공할수있도록2~3개구정도로서비스지역을제한하고타지역에유사서비스의출현을
유도하여긴급출동서비스의경우통합콜센터운 및협회창설을계획하여지역별서비
스를분할관리하고소비자에게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는전략이필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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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고객 확보

잠재고객을수면위로부상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안으로기존의동호회를
활용하고이를통하여잠재고객의특성에맞는효과적인마케팅방안을강구하며동호회의
경우구성원이충성도가높아후발주자가틈새를파고들기가힘들기때문에이러한장점을
잘활용하여고객정보시스템을구축해간다. 

단골 고객 관리전략

시장이성숙되고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신규고객의창출보다기존고객의
유지또한중요하다. 신규고객을유치하는비용이기존고객을유지하는비용보다대략5
배가더소요된다는점과회사총매출의80%는그회사상품과서비스에만족한, 총고객의
20%에의해이루어진다. 따라서이를위해고객의수리정보를기록하고추후문제가생겼
을때즉각적으로대응하는등고객에게특별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

지자체, 기업, 단체들의
자전거 타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

1

2

무상수리, 한강 자전거길 SOS 등 정부 서비스와의 차별성 강조

지자체등에서실시하는무상수리서비스는찾아가는서비스라고는하나장소
가주민센터로제한되어있다. ‘찾아가는자전거정비서비스’는유료서비스인만큼서비스시
간도연장하고어디든찾아간다는점을강조하는마케팅으로숨은수요까지공략이가능하다. 

3

그린캠페인

모 백화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25개
전점포를통해배포했었다. 이런캠페인을펼치는기관이나단체와협약하여함께자전거
타기에앞장서는한편그들의편의를도와주는업체의이미지를긍정적으로끌어낸다.

4

지자체의 자전거 대여소의 정기관리 업무 협약

각 전철역의 무료대여 자전거 보유수는 767대이다. 여기에 더해 무인 유료
대여소까지더한다면훨씬큰고객을확보할수있는시장이있다. 지자체의자전거대여소
의자전거관리협약을맺거나지자체내의찾아가는수리센터로입지를굳힌다면안정적
인고객확보를꾀할수있을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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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찾아가는자전거정비서비스와같은자전거출장수리에
대한수요와서비스의필요성은일찌감치논의되어왔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15일부터
한강공원자전거도로에서운행중고장이나사고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120 다산콜센터
로신고접수를받아근처의자전거수리점이나판매점에유선으로통보를해주는자전거
고장SOS 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하지만서비스가능시간이오전9시~오후6시로제한되어있고긴급상황에대한긴급출
동서비스외의서비스는전무한상태다. 자전거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07년 8,721건에
서2011년 12,121건으로약40%가증가했다. 자체정비불량으로인한사고외에도대인대
물사고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사업 분석 | 자전거인구가증가할수록고장과사고로인한
수요도증가

서울시는 2010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SOS 서비스 선보여
그러나 운 시간 제약과 단순 출동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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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요일에 따른 업무 쏠림현상
신생 서비스로 초기 고객 확보 어려움
가격 책정 기준의 부재로 가격책정 어려움
자전거 수리 후 사고 시의 책임 공방
소비자 인식이 늦어질 경우 홍보비 과다 및
콘셉트 변질 가능성

자전거 활성화 정책 축소
자전거 사고율 증가
폭우, 폭설, 폭염 등의 변덕스런 날씨
낮은 진입장벽
전문 정비업소 증가

충분한 예비 자본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
단골고객 및 정기고객 확보
전문 노하우 배양
라이딩 불가능한 날씨에는 자택방문점검
시간 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동선 수립

위험관리 공임기준이 없고 정비 후 사고시 책임공방 문제 상존

정부의친환경정책및녹색열풍이일어나면서자전거사업은그야말로천정부지그가치
와수익이높아졌다. 하지만관련된서비스와연결되어높아졌다고는볼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은예비창업자들에게분명히기회요소로작용될것이고현재시장상황과고객
의필요니즈를정확히파악하여사업에반 하여성공에날개를달아줄것을요구한다. 

약점 위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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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출장점검에 따른 기본 요금과 다양한 정비관리 서비스로 수익 창출

출장요금

찾아가는서비스로기본요금을받는다. 이는전자제품A/S센터에서방문출장비를받는것
을생각하면되는데차이점은기존A/S센터만큼많은지점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장
거리는추가출장요금을징수한다. 하지만장거리출장은필요시에만진행하고기본적으로
움직일수있는 역을정하고그지역을위주로집중적인 업을하는것이효율적인다.

자전거수리및점검

펑크수리, 림브레이크조립등다양한고장의수리뿐만아니라전체를분해해재조립해주
는서비스, 사전점검으로안전과자전거의수명을지속시켜줄수있는서비스등다양한
서비스로수익을높인다. 또한다수의자전거를관리해야하는지자체의자전거의경우일일
이하나씩수리센터로이동이곤란한실정이어서이들과의정기계약을통한방문수리로
수익을창출한다. 주행능력을상실한자전거의경우점포방문이어렵기때문에이러한방
문서비스를반기는소비자가많을것으로예상된다.

투자항목 소요금액 비 고

2주 이상 소요

수리에 필요한 공구 및 교체를 위한 부품 등

홈페이지,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홍보 및
명함, 전단지 제작비용

교육비

공구 및 원자재

홍보 및 마케팅

예비비

1,5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7,500만원계

창업비 및 투자내역

4,490만원 1,332천원 3,158천원

평균 매출액 소요비용(고정비/변동비 포함) 월 평균 수익

월 손익계산(세전 수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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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사업아이템을찾는것도정착사업으로진입시키는데는쉽지않았다. 하지만
시대가바뀌면서소상공인의창업이현재와미래의성장동력이되고있고될것이라는
것에아무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이다. 창업자자신이필요한부분을전문적으로배
우고운 하며고객을만족시키고본인도좋아하는일을하여보람과수익을동시에가
질수있게된것이다. 본사업도같은맥락에서이야기할수있다. 자전거를사랑하는많
은사람들과그것을지켜주고발전시켜야하는사람들그리고그들사이에서관계를오
랫동안유지하고그리고평생그것을업으로하고살았던많은종사자들이신개념아이
디어로상호간의제휴와협력, 그리고정비와수리라는이름으로인프라를정착시켜간다
면본사업은틀림없이성공하여자전거를사랑하는많은사람들에게기쁨을줄것이다.

성공 도우미 |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객관리에 남다른
철학을 가져야

서비스 품질의 고도화 및 시장과 고객의 환경을 분석한
신개념 서비스와 정비 시스템 도입이 필요

성공 도우미 TIP

시간절약을통한고객가치증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고객만족도 증대

건강
자전거가 건강에 미치는 향이 지대하
다는 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
거가 건강비용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어 고객의 구매 및 사용 부담감을
감소시킨다.

자전거사고방지
보행자와 라이더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
록 사소하게 보이는 정비도 관심을 가진
세심한정비필요

전기자전거등고급자전거인기
고가의 자전가가 증가하면서 전문 정
비인의 수요도 증가 전기자전거의 시장
을염두한정비기술습득및수요자예측

기술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리
철학이중요
정비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관리를
통한 올바른 정비문화 정착 필요



톡톡톡톡 튀튀는는
아아이이디디어어로로
창창업업의의

새새로로운운 길길을을
보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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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사업화
지원사례

지원년도
2013년

업체명
낭꼬

대표자
김교민

지역
대구

‘힐링을 위한 낭만고양이들의 쉼터 낭꼬’, 언뜻 들
으면 고양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만 하다. 하지만 직접
‘낭꼬’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왜 이런 명칭이 붙었
는지 짐작해볼만 할 것이다. 아름다운 대구의 한적
한 거리, 그리고 낭만과 자유로운 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와 음료, 그리고 낭만을 이야기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낭꼬만의 특별함이다.

힐링을위한
낭만고양들의쉼터
낭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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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꼬는김교민대표의다양한경험과집중력으로이
뤄낸사업이라고할수있다. 즉, 중국차전문점에서
보이차, 다기도·소매, 그리고차모임운 까지다
양한 경험을 섭력했고 커피와 허브차, 전통차가 웰
빙시대의도래와더불어인기가급상승되고남녀노
소를불문하고건강에대한관심이지대해지면서식
음료 사업의 트렌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윽고 사
람들이맛있는먹거리나음료를선택할때일차적인
목적뿐만아니라힐링을위한문화공간을함께누리
기를원하고있다는점을사업에적용하게되었다. 

낭꼬의 주메뉴는 커피, 허브, 홍차, 음료, 샐러드,
빵, 식사이며, 20대 이상의 여성들과 직장인 뿐만
아니라각종동호회와다양한모임들이이곳에서성
행중이다. 누구나쉽게찾아와쉬거나이야기를나
눌수있는특별한나만의공간이완성된다는점에
서많은고객들에게사랑을받고있다. 차와샐러드
가있는힐링과소통의아름다운이야기를만들어가
는 공간,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은‘나와 너가 행복
할수있는진정한아지트’라고얘기하곤한다. 

특히건강과힐링을목적으로하는낭꼬의메뉴들은
고객들의건강을고려하여칼로리를조절하는맞춤
형 메뉴를 개발하고 신선한 재료의 사용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
다. 또한 특별한 나만의 레시피를 활용한 홈메이드
를추구하여즉석빵, 쿠키등보기에도예쁜홈메이
드요리를매일생산하여고객에게건강하게제공하
고있다.

아이템들여다보기

차와 요리를
좋아하고, 즐겨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문화공간
바로 낭꼬를
만들게 된
이유 습니다.

낭꼬메뉴

Cofffee & Tea

2,000원 ~ 80,000원 대
커피, 허브차, 홍차, 음료 : 
주스, 스무디, 아이스티등

샐러드

6,000원 ~ 18,000원대
프레쉬가든샐러드, 치킨텐
더샐러드, 케이준치킨
샐러드, 두부토마토샐러드,
살몬 샐러드, 또띠아돈까스
(닭가슴까스)샐러드,
땅콩드래싱샤브샤브샐러드

Cook & Rice

5,000원 ~ 20,000원 대
Rice Pissa, 닭가슴까스,
힐링푸드컵밥, 돼지고기
스테이크, 순두부스크램블

홈메이드 Cook & Bread

Beer &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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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꼬는스트레스가많은도시인들을위한편안한쉼
터와힐링공간을제공하고소통을전제로하여싱
족과개인주의문화의확산으로나만의고민과진

정한 소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과
다양한커뮤니티가완성될수있도록진심으로도와
주고있다. 

또한다양한문화적감성이존재하는현시대의조
류에 맞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즐기고
싶은욕구를충족시켜줌으로써남다른낭꼬만의문
화를형성해가고있다. 특히먹거리가빠질수없는
데짧은시간에간편하지만풍족하게즐길수있다
는기분을느낄수있도록각자의개성에맞는맞춤
형건강먹거리를생산하고제공하고있다. 

특징및차별성



238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현재의키워드는역시힐링과소통이대세인것같
다. 개인별맞춤서비스가가능한‘낭꼬’의경우고
객들과의일대일맞춤형마케팅이현실적으로가능
하고종합적서비스및관련연관사업등을문화라
는이름으로확장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
어그귀추가주목된다. 

고객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 할 수 있는‘낭
꼬’만의 특별한 운 방법은 고객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이곳이마치유럽의한적하고정이넘치는지
중해레스토랑과같은분위기를연출하고있어각자
의특별한추억을생산할수있다는점또한고객에
게큰호응을얻고있는이유일것이다. 

분위기뿐만아니라사업은시장파급력이중요한데
커피전문점의색채와샐러드바, 그리고맥주전문점
을융합시킨아이템의선정으로신개념의외식문화
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단일형태의 수익창출을 넘
어소통과공감형태의경 방식의확산으로지속적
으로 충성고객을 확보해가고 있다. 또한 오직 고객
의건강과힐링을생각하여다양한요리개발과차
별화된 웰빙레시피를 개발해감으로써 착형 고객
관리를실천하고있다.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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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 물론 전
문성과 경험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그중에서도‘진심’이라는단어가낭꼬에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고 고객
들의가장깊은곳까지소통할수있으며, 폭넓은네
트워크를생산하고 방문하는고객들의 혼과건강
까지책임지는곳그곳이낭꼬만의차별화된마케팅
전략일것이다. 

힐링을위한다양한소통의장소와문화프로그램이
연계된곳들은우후죽순많이생겨나고있다. 큰시
장과작은시장이존재하듯낭꼬는작은시장으로서
감당해야하고감당할수있을만큼의소득과이야기
를만들어내고있으며, 지속적으로융합·발전해감
으로써 국내 유일의‘힐링을 위한 특별한 문화의
공간낭꼬’가되어주기를바래본다.

전망및기대효과

좋은 차와
음식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람들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힐링의 명소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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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사업화
지원사례

지원년도
2013년

업체명
느랏재캠핑파크
농조합법인

대표자
김선애

지역
강원 춘천

‘슬로우 시티’의 삶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바쁘게 일
만하던 도시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생활일 것이다.
춘천 산촌의 새소리와 계곡물이 흘러가는 소리, 그리
고 춘하추동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소박한 숨소리, 소
박한 산골의 생활은 먼지 묻은 우리의 털털한 세월을
말끔하게 지워주고 새로운 희망과 활기찬 일상 속으
로건강하게보내주기에충분하다.

가족힐링
느랏재캠핑파크



242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춘천교육청으로부터폐교(명성분교)를동면평촌리
마을에서 임대받았다. 주민이 참여하는 비 리 문
화체험공간으로명칭을‘느랏재문화학교’로정했
다. 학교 전체 면적은 3천 평, 건물은 250평, 폐허
와 같은 곳을 수리하여 실내에는 마을회관과 전시
실, 서당(서예. 한문, 인문학강의)을만들었고주민
이나도시민들이언제나편리하게사용하고즐기실
수있도록했다. 물론무료 다. 운동장은거의쓰는
용도가 적었는데, 간혹 가족이나, 단체의 캠프, 가
족 운동회 등을 했지만, 2년은 무료사용이었고, 지
금은 실비를 받고 있다. “물이 좋고 정자가 있어도
사람이없으면소용이없다”하지않았는가? 사람이
없어외롭고발전이없는이곳‘문화소외지역’을
활성시키려면우선사람의왕래가필요하다고생각
했고폐교운 을처음부터돈을목적한것이아니
었기에무료나실비를받더라도어쨌든도시민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도
열고 미술 전시회도 유치하여, 무엇이든 무료로 가
르쳐 주고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유치하는 계획과
실행을 함께 진행했다. 언제든지 마음 편한 이웃집
에 놀러 가는 것처럼 이 장소가 각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시기 던것 같다. 사업 착안 배경에는
산골어머니들의사연이있다. ‘느랏재’는마을에서
춘천시내를가려면꼭넘어가야하는고개인데,  워
낙험하고 높아걸음이느려져서‘느’이고“으랏차
자”하고힘을내어오르자고‘랏’자를붙여“느랏
재”라는 이름을 붙 다고 한다. 깊은 산중의 열악
한환경, 아기를등에업고농사지은콩석되, 깨한
말머리에이고시내장에내다팔기위해느랏재를

아이템들여다보기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역시나
‘사람’입니다. 
사람 나고 돈 났나? 
돈 나고 사람 났냐?”
하면 가족 힐링
느랏재 캠핑파크는
“사람 나고 돈 났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 사업화 지원사례 243

오르는데 얼마나 힘이 들던지 아기 포대기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아기는 등에서 울고, 엄마도 덩달아
울면서고개를넘어다녔다는할머님이야기는눈물
없이는 못들을 배고픈 시절의 사연이다. 그렇게 고
생하며키운자식들이명성분교에서공부하고성장
하여 도시로 나갔다. 그들이 이제 퇴직하여 귀향을
하고싶어한다. 그러나귀향이쉽지않은이들에게
캠핑공간으로라도 힐링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 그
것이사업의주된배경이었다. 즉, 새로운관광문화
트렌드인‘캠핑’을문화학교의안정적유지관리와
마을소득창출의한방법으로가장적당한아이템
이라고생각했고학교를가족캠핑장으로만들고자
계획하고실행하게되었던것이다.

현재 전국에 캠핑장이 약 1,300개라고 한다. 2013
년 봄에는 캠핑 인구가 150만이 넘었고, 매년
20~40%씩 증가 할 것이라고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문제점은 전국의 캠핑장 중에 넓은 운동장을
갖추고있고, 캠핑장내에서가족이문화체험을다
양하게할수있는곳은거의없다는것이다. 캠핑장
에고객을많이유치하려고하다보니, 공간의여유
없이앞뒤로텐트들만빼곡히있어서“캠핑갔다가
사람만 구경하다고 온다.”라는 말도 나온다. 진정
한 힐링을 하려면 보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캠핑장
에없는고품격의문화체험을캠핑장내에서가족

특징및차별성

폐교

오토캠핑

힐링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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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함께체험할수있도록구성했다. 그리고운동
장 주변의 아름다운 나무들과 운동기구들, 책 읽는
소녀 동상과 놀이터의 옛 모습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등, 텐트를운동장주변에설치하고남는넓은
운동장은가족들의놀이터로이용한다는것이느랏
재캠핑파크의자랑거리이다.
느랏재캠핑파크는가족과캠핑을하면서단순히먹
고노는것이아니라감성을키우고진정한사람냄
새를안고돌아가는것을소망한다. 또한캠핑가족
들의힐링을돕기위해전자의도입한것이다. 느랏
재 캠핑파크에은‘재능 기부 천사’들이었다. 진정
한사랑이넘치는가족힐링을돕기위해서도시민
과 마을 주민 60명의 회원들이 자청해서 자신들이
가지고있는재능을문화체험하는캠핑객들을위해
기부하는것이다. 이‘천사’들은아이들을‘보석’이
라고 한다. 그만큼 예쁘고 애지중지 소중하다는 뜻
이다. 기부봉사를하는이유는가족이화합하고삶
이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라
는불명예도벗도록함께연구하고노력하는데목적
이있다.

현재 캠핑 인구는 연 20~40%까지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비싼 숙박비는 여
행자에게부담이되는항목이다. 캠핑장비를한번
구입해 두면 전국 어디를 가도 캠핑장에서 2~3만
원의저렴한숙박을여유롭게할수가있기에더욱

사업성

느랏재 캠핑파크 차별성

1. 캠핑 전문가가 직접 참여
하여 초보 캠핑자를 도와
준다.(텐트 설치, 숯불피우
기, 도구 이용방법등)

2. 2,700평의 K운동장 외에
문화체험을직접할수있
는 큰 건물이 따로 있다.
혹시 폭우나, 폭설이 오더
라도 넓은 실내로 들어가
면 된다.(실내에도 개수대,
화장·샤워실이 있어서
불편함이없다.) 

3.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중앙 공간이
1,500여 평이다.(다른 캠
프장이혹공유면적이크
다하더라도텐트를더치
기위해서여유공간을확
보하지않는편이다.)

4. 문화체험도 각 분야의 전
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여
유있는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즐길수있게하 다.
(도시민 재능 기부 봉사자
들과연계되어있다.)

5. 체험관에 전시 중인 화가,
또는 작가를 직접 만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귀중한 체험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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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캠핑 가자~, 캠핑 가
냐?”가요즘많이사용되는말이다. 문화관광부의
관광숙박산업활성화방안에서도‘자연환경이우수
한곳에대한체험프로그램을연계하여캠핑장, 야

중심의캠핑장등을다양하게확대해나갈계획
이다’라고한다. 현재전국에캠핑장이 1,260여개
가넘는다. 하루가다르게계속늘어가고있는현실
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은 가족이 좋아하는 곳
이라면 한 해에 몇 번이고 캠핑을 간다. 따라서 본
사업은단골지속적으로확보되어간다면성장과수
익성이매우높은사업이라고하겠다.

사람들이빠르게바뀌고있다. 젊을때최선을다해
일하고, 누구나성공을꿈꾸고, 자식을낳고훌륭하
게성장시키고그리고평화로운노후를맞기를원했
던지난날부모님세대가그랬다면이제는일분일
초, 모든시간들을의미와가치로만들기원하며최
고로 행복하기를 꿈꾸는 시대가 되었다. 돈보다 행
복을 그리고 만족을 꿈꾸는 세상, 무엇보다 한가롭
게뛰어다니고신나게이야기하고멋지게포즈를잡
고함께깊은소통의대화를이어갈수있는장소와
추억이 필요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실내 문화체험
장을갖추고각종놀이와트레킹도할수있는특별
한캠핑문화의장소느랏재캠핑파크는지속적으로
성장하고유명명소가될수있는가능성과성장성
을고루갖추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전망및기대효과

캠핑 인구 백만 시대, 
이제 캠핑은 문화가
아니라 모두의 생활이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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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사업화
지원사례

지원년도
2013년

업체명
사랑스럽개

대표자
은규수

지역
대구

“2010년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반려동물 장군이를 입양하게 되
었고 언제 그랬냐는듯이 우울증이 치유되었고 장군이
와의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이들의 사후관리에 대해
생각하게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정을
주면 쉽게 정을 끊지 못한다.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생활한 추억을 장례까지도 대우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이동식 장례를 치루게 해줘 비용과 부담을 줄
여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신개념 토탈 애견 서비스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확신
이들어이사업을시작하게된것이다. 

토탈애견서비스
(분양, 미용, 장례,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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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사후는주로매장(90% 이상이불법), 동
물병원의뢰(의료용폐기물과함께소각), 쓰레기봉
투에 방치 등의 편법을 사용한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반려동물이 아닌 애완견
보다도 못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일부애완견장례를이용하는경우도있지만, 0.1%
도미치지못한실정이다. 그 이유중가장큰부분
이바로비용이다. 이러한이유로본사업은저렴한
비용으로반려동물에대한예의를갖춘장례가가능
한이동식장례업을구상하게된것이다.

반려동물장례와같은경우현재경남과경기도등
지에서애견장례가이루어지고있지만거리상의제
약등으로기본화장만실시하고운송비등의기본경
비는20~30만원이추가된다. 

이동식장의의경우차량에탑재된소각로를이용함
으로, 이러한 경비를 줄일 수 있고, 견주들이 함께
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현재일본에서는성업중
에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의업만 인가
되어실시가되면, 반려동물의교배, 분양, 돌봄 (사
료, 간식, 미용, 목욕, 호텔) 그리고사후의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가가능한토탈개념의애견샵으로발
전될것으로사료된다.

아이디어배경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의 사후까지
책임을 짓는 것이
예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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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및차별성

최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
의증가로자녀가혼자집에서머무르는시간이많
아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을넘어동물을통해외로움을달래고그에의존
하는사람들이많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다보니반려동물에게동물이상의감정을느껴
가족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
다. 가족에게 나눠줄 사랑과 관심을 오로지 동물에
게만쏟는현상은이제어제오늘일이아니다. 그러
나곧다가오는가족과다를바없는애지중지하던
동물의죽음앞에서주인들은최대한의예의를갖춰
장례를치러주고주기를소망하고있다.

이같은필요성에서출발한것이‘이동식애견장례
대행 서비스’이고 이사업의 특징은 차량을 이용하
여, 고객에게직접찾아가서, 화장과기타장례업무
를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바로 진행해준다는 것이
다. 즉, 기존의장례업체와는달리죽은동물을화장
터까지 직접 운반할 필요가 없어 고객들의 비용과
부담을크게줄여줄수있다. 

애견토탈서비스

{
} 

분양 애견용품

돌보미 미용

이동식
장례
시스템

추진계획

+

차별성 요약

미용부문
수성대학 동물관리학과 출신
의 미용사 채용, 3급 미용사
채용(가족)

스파기계도입
피부질환예방, 치료의효과

자외선드라이어룸설치
개별드라이어 보다 시간을
절약 ▶ 애완동물의 스트
레스지수약화

철저한 예약제로 스테레스
지수약화

오픈형 분양장 및 호텔로
인한 애완견의 스트레스
지수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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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관련산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
는추세이다. 또한이와관련된부가사업및제품및
식품시장도 동반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사업은 기
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아이템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이동장례서비스사업을추가함으로써수익과
관련된시너지확산및사업의확장성등사업의긍
정적인조망이가능하다.

사업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현황

총계 : 
비율 100%
시장규모 1,836,000
(백만원)

의료 및 미용

사료 및 식품

의류 및 용품

기타 서비스

2010년(N=2,030)

1,101,600｜60%

비사육 82.6%

17.4%
고양이, 개(1.1%) +
고양이(0.6%)

495,720｜27%

10% 183,600

3% 55,080

2006년(N=2,015)

비사육 77.4%

22.6%
고양이, 개(0.5%) +
고양이(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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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럽 개’를 오픈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흐
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후회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반려동물이나, 유기된반려동물을좋은
주인에게 재 분양했을 때 최고로 행복하다는 기본
마음가짐이사업을성공으로이끌고있는최고의비
법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손자병법에“검단진일보
(劍短進一步)”라는 말이 있다. 항상 주어진 환경을
넘어천천히최선을다한다면사랑과자신감으로무
장한 토탈 애견샵‘사랑스럽 개’는 국내를 넘어 세
계적으로사랑받는유일한브랜드가될것으로확신
한다.

전망및기대효과

찾아가는
장례서비스로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감사와 행복은
끌어올려주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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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사업화
지원사례

지원년도
2013년

업체명
스몰미

대표자
한은미

지역
충남 천안

홈페이지
www.smallme.co.kr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난감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장난감은 물론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었
는데 큰아이가 항상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 종이
접기 색종이나 장난감도 목재로 된 것을 여러 가지
사주게 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종이 공작
장난감은 특정 캐릭터의 모습으로 된 것들이 많아 아
이가 원하는 것에 비해 자주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
었다. 한 번은 은행이나 동사무소를 갔을 때 대기시간
에 비해 서비스 창고에서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
가 은행 업무를 보거나 행정업무를 볼 때 서먹한 관
계로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는 습관적인 행동을 지켜
보고‘아, 저런 상황에 뭔가 재밌는 것이 상담부스 위
에 있으면 서로 재밌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 되
었다.

캐리커쳐
종이인형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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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미는아이패드에서종이인형캐릭터를재밌게
만드는 어플(Application)에서 직·간접적인 체험
을통한정보를바탕으로시작한창업사례이다. 해
외의 경우 자신과 닮은 인형을 제작하고 분신처럼
보관하기도 하며, 어른들이 순수한 어린 시절을 생
각하며인형놀이도하는등다양하게사용하고있었
고국내에서도꽤많은회사가특정한캐릭터를접
목한종이인형제품을출시하고있었으므로이러한
종이를이용한캐릭터인형사업이새로운아이디어
와접목시켜발전시킨다면매우성공적인사업으로
성장할수있겠다는확신을가지게되었다. 

마침내 스몰 미(Smalll Me), 자신(한은미 대표)과
닮은캐릭터인형을개발하고이런캐릭터종이인
형을고객과접하는테이블이나부스에비치해두면
고객과의서먹함도없어지고이야기도만들어갈수
있는즐거운상상을하며사업으로실행하게되었다.

단순히자신을닮은종이인형이아니라, 자신의캐
리커처가들어간명함과함께개발하고시장에서사
랑받는제품을제작할수있도록주변사람들을중
심으로시장조사를추가로진행하고자신의캐리커
처가 들어가는 명함과 종이 인형에 대한 고객만족
조사를실시한결과이러한제품들에고객들이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사업에
박차를가하게되었다.

아이템들여다보기

나와 닮은
캐릭터 인형으로
나를 특별하게
각인시키고, 
고객과의 만남도
즐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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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은개인의‘캐리커처+명함+인형’이결합되
어매장및창구에서고객을맞이하는은행직원, 민
원실 상담 직원, 창구 업 판매직원들에게 적합한
기획 콘텐츠 제품이다. 캐리커처는 직접 제작하고
바디는고객이자신의니즈에맞게정장, 드레스, 비
키니, 축구복, 야구복, 의사가운등을선택할수있
도록 하 으며, 명함은 캐리커처가 들어간 일반 명
함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
성업 중이며, 향후 해외 수출까지도 진행할 계획으
로관련된제품을개발하고발전시켜가고있다.

이 제품은우선고객을상대하는직업을가진분들
이 분위기를 최초에 진전시키는 아이스 브레이크
(Ice Break)용으로사용하여첫만남을즐겁고유쾌
하게 하여 업 또는 상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결제를하는계산대에도적합한제품으로추천하는
바이다. 카드 결제의 시간이 지연되면 서로 서먹하
게되는데이러한때에고객에게즐거움을줄수도
있고, 관심을 가져서 명함을 가져가게 되면 자동으
로홍보효과를볼수있기때문이다. 또한재미로사
무실에자신의책상을꾸미는데도적합하여여성직
장인들이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제작과정은사무실에서주문을받는것을시작으로
캐리커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완성하면, 이미 디
자인되어있는몸통외형을고객의요구에따라적
용하여 시안을 완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이완성되면제품과캐리커처가들어간명함을
택배를통해발송하는시스템이다.

특징및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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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주변에는 명함은 매우 흔한 제품이다.
직장인들은 1년에도 수백 장씩을 소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필수제품인명함은저비용으로홍보효
과를거둘수있는필수제품으로그모양과형태,
재질의개발과함께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
측된다. 또한명함이나종이인형은소규모인쇄사
업으로디자이너, 생산관리등 5명 수준의직원으
로 운 하게 되며, 규모상 소상공인에게 적합하
다. 시장에서는보다차별화된명함을사용하려는
변화가있을곳으로예상되며, 2차원적인명함일
색에서 다양한 자기소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스몰 미는 빠르게 시장에
홍보하기위해아이돌과걸그룹에게스몰미를만
들어서 팬클럽에게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이다. 이미 에이핑크,
EXO, 낸시랭등의다양한연예인스몰미개발을
완료한상태이다.

현재는‘개성의시대’이다. 각자의캐릭터를얼마만
큼 더 빠른 시간에 알리고 원하는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가 대세이다. 따라서 캐리커처를 기반
으로만든커스터마이징제품인본제품은더욱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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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사업의가장큰성공요인은정확한시장
분석과다양한경험을통한노하우(Know-how) 축
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닮은 캐리커처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사업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본 사업은 현
재대학교에재학하고있는학생들과함께진행하는
작업들이많다. 따라서사업의성장과함께좀더많
은학생들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열어줌으로써
시대문제인취업의문도열어주고일자리확대에도
기여하기를기대해본다. 나아가신상품을지속적으
로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기업으로성장하기를소망해본다.

스몰 미는 TV 같은 대량생산의 공산품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상품이다. 따라
서 종이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하는데문제가생기는것이약점요인으로사
업의 보완책으로 PVC재질의 케이스를 함께 제공
해 보관할 수 있도록 케이스 개발도 함께 진행하
고있다.

전망및기대효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닮은 종이
인형이 있다면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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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사업화
지원사례

지원년도
2013년

업체명
와이즈이엔엠

대표자
이용성

지역
서울

홈페이지
www.wiseenm.com

오프라인에서 교재를 공급해주는 사업은 업종의 특성
상 견본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한 후 주문을 받는 형
태의 업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때 견본 교재를 제
작하는데 용지 구입부터 인쇄, 그리고 보관 및 물류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학원 소형화 및 감소,
서점 급감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중소규모의 학습교
재 개발회사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견본을 생산하고
유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
당수의 학습서 개발회사가 판촉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 악화 상태로 어려워지며, 결국 대형 회사만이 살
아남게 되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업계 상황이 지속
되는것이다.

디지털견본교재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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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PDF 파일을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상용
화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를 통
해상용화된결과물의저작권을관리함으로써온라
인과오프라인의경계에서수익을창출하는형태의
사업모델이다. 기존오프라인으로제작하여배포하
던견본을디지털E-book으로제작하여시간과공
간의 제약을 없애고 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사업이라고요약할수있다. 

디지털견본을통해검토한후주문을하게되면학
습서개발회사에주문을넘기고주문총액의10%를
판매수수료로청구하게되는시스템을가지고있으
며, 최종해당제품을매입하고주문고객에게배송
(고객공급가- 매입가= 마진) 중상황에맞는방법
으로 사업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오프라인
출판시장은지대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고
예전에많이볼수있었던서점의수도급격히감소
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검토용샘플교재마저품
귀현상으로구하기힘든상황에놓여있다. 

이러한때본사업의아이템으로‘Smart Connector’
역할을훌륭히해낼수있다면학습서의온라인에서
의유통이자유로워지며신속하고정확하며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져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밝은웃음을전해줄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아이템들여다보기

스마트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진정한‘Smart 
Connector’가 바로
이 사업에서의
저의 역할입니다.

사업아이템

{
} 

300페이지
견본도서

e-북
디지털파일

내용검토
및선정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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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및차별성

본사업은몇가지특징및차별성을가지게되는데
특히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으로 인해 전자
교과서가출판시장의상당수를차지하게되었으며,
이러한시대적요구에대응하는일환의사업으로지
속성장및관련연관사업으로의진출이가능할것
으로사료된다. 또한맞춤형교육을위한다양한교
재를검토할수있는선택의폭을넓힐수있고최종
선택까지의전과정을통해고객을만족시킴으로써
재구매가발생할수있도록하는장점을가지고있
다. 또한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전자출판을 통해 이
뤄지는일련의유통과정을통해나무, 물, 이산화탄
소배출의감소를도와친환경적인정책에부응하는
사업이라고할수있다. 

아이템의 경쟁력

시장선점
디지털 견본 교재 시장은 형
성초기단계

저비용고효율
온라인의 특성인 시·공간의
제약초월

확장성
과목 확대, 온라인 추가, 강
사 교육제공등



현재학습서시장은대형학원위주의견본 업에
따라 공부방, 교습소용 견본교재 공급이 중단되고
대형온라인서점들의폐업으로교재를구하기가더
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
습서시장의인프라여건을개선함으로써재도약의
희망을설계할수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의보급이빨라지고시장의크
기가커짐에따라 e-book을통한유통환경을개선
하여 성공적 시장 재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20.6% 성장하는국내전자출판시장은분명
성장하는추세이다(한국전자출판협회).

PDF 파일을 e-book으로변환해주는기술은점차
적으로발전하여타기술과의융합의형태를취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예정에 따라 e-
book에 대한 시장에서의 거부감이 감소하고 있다.
분명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 견본
을제작유통하기어려운경 및운 환경에서휴
대폰등디지털기기의획기적보급및확대가사회
적환경변화에맞춘유통방식의변화에대한새로
운흐름을본아이템이제시해갈수있다면분명성
공 사업의 진입이 확실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공부방과 홈스쿨링 확대에 따른 30대 주부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20~30대 주부고객
의관심을끌기위한학습및건강, 인성에대한서
비스를확대해가야할것이다.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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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사업성공의관건은소비자와공급자를어떻게
연결해가야하는가라는방법론적인문제일것이다.
디지털또는 e-book에서선택의문제는지극히제
한된 역의 문제일 뿐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
내고 더 나아가 발굴하고, 공급자의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Smart Connector가 되
는것이최대이사업의미션이라고하겠다.  
이사업(이용성대표)의블로그의제목이“용장보다
는 지장, 지장보다는 덕장”이다. 이 명칭과 이름에
걸맞게환경의변화나주변의작은움직임도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탐구하며 성공을 확신하며, 정진해
간다면침체시장에서새로운신개념의사업아이템
꽃으로활짝만개하게될것을확신한다. 

전망및기대효과

학습서 시장의
‘Smart Connector’
현재의 가능성으로
미래의 성공과
확신으로 연결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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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상상공공인인과과 예예비비창창업업자자의의
최최고고의의 파파트트너너로로

성성공공창창업업의의 상상공공으으로로
뜨뜨겁겁게게 날날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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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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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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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2015년 소상공인 창업 이런 아이템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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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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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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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를통한 품질향상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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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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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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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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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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