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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註>

* 본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지도 중에 조사한 실례와 중소기업청 분석자료
(2006년 3월)를 기준으로 작성.

* 본 내용에서 “ 小商工人 “ 이라 함은 제조,유통,서비스 업 등 업종 구분 없
이 상시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자영업자임.

조사 중에 유흥 향락업소 / 귀금속 보석 가공 & 유통업 /목욕업종 / 숙박* 조사 중에 유흥,향락업소 / 귀금속, 보석 가공 & 유통업 /목욕업종 / 숙박
업종 /  안마시술업종 등은 제외 되었음.

* 통계자료 중 “종합순위의 가중평균 이란?* 통계자료 중 종합순위의 가중평균 이란?
[1순위 = 3점, 2순위 = 2점, 3순이 = 1점으로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된
백분율(%) 임.]

* (피)조사 대상자 수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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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준비 Guide◎ 창업 준비 Guide

목 차목 차

Ⅰ 성공 창업의 길 (서론)Ⅰ. 성공 창업의 길 (서론)
1) 성공 창업 3요소

2) 성공에 이르는 창업 10계명2) 성공에 이르는 창업 10계명

Ⅱ. 창업자 실제 사례 분석

Ⅲ. 창업 必敗(필패) 7계명

2009-4-15 3



ⅠⅠ 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
창업 Rush와 시대의 조류

1990년대 :  사업형 & 부업형 창업

2000년대 :  시대 조류의 급속한 변화.
1. 정년 보장 평생 직장 의미 퇴색 & 조기 퇴직.
→ 샐러던트(Saladent) 2job族 신조어 탄생→ 샐러던트(Saladent), 2job族 신조어 탄생.

2. “Nano Corporations(1人 기업) 시대 가속화.

창업의 현실 : 1. 창업 성공 확률 대략 50%
2. 70% 이상 – 손해 감수, 어쩔 수 없는 명맥 유지

창업이란?    : 1. “창업은 전쟁이다”
2. 10년 이상 창업 전문 컨설턴트 분석 결과.

∴일정한 Rule과 “준비+계획+나만의 전술,전략 수립자, 실패,불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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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

성공 창업의 3요소

첫째, “성공 한다는 자신감” → “성공”의지 없이는 이룰 수 없다

* 자금이 부족해서~
* 경험,기술이 업어서~
* 성격이 내성적이라~
* 아이템이 나빠서~

* 상황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 자기 합리화의 부정적 답변

* 다들 어렵고 불황 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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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

성공 창업의 3요소

둘째, 철저한 창업 준비 = 사전 정보 수집

<주요 정보 수집 경로>

1. 창업박람회
2. 사업 설명회

창업 관련 세미나3. 창업 관련 세미나
4. TV, 신문 등
5. 주변 창업자의 조언
6. Fran chaise 업체 방문 및 권유
7. 지인 소개
8. 인터넷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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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성공성공 창 의창 의 길길

성공 창업의 3요소

셋째, 차별화된 나만의 경쟁력

창업은 나와 불특정 다수인과의 전쟁이다.
어떤 업종이던 고객의 만족감과 감동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

* 나는 인사를 잘한다.
* 나의 미소는 “살인미소(?)다”

나 정리정 을 잘한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한다.
* 나는 덕담을 잘할 수 있다.
* 나는 상대방의 필요사항을 잘 판단할 수 있다.

☞ 사업 아이템은 하나의 수단 →  궁극적으로는 “나를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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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

성공에 이르는 창업 10요소성공에 이 는 창업 0

1. 과학자 보다는 - 사업 : 여러 번의 실험상의 실패를 극복, 성공을 이루는 것이

엔지니어형이

적합하다.

아님.(과학자)

- 한 번 배워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엔지니어 자세로 배워야 함.

- “귀”로만 얻지 말고, “눈”, “발”로 뛰는 자세 특히 중요.

2. “반짝”장사에

현혹되지 말라

- 사업은 끈질긴 생명력을 필요로 한다.

- 단기간 내 승부 내겠다면 “투자”가 아닌 “투기”이다.

지나친 유행을 쫓아 “반짝 장사”는 염두에 두지 말 것- 지나친 유행을 쫓아 반짝 장사 는 염두에 두지 말 것.

- 소비자 실수요가 꾸준한 시장 아이템 선정이 중요.

3. 주 고객층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Key Word는 “개성과 특화”

명확히 설정하고

시작하라.

y

- “개성 = 소비자 수요 다양”을 의미.

- 이런 개성을 특화, 마케팅을 집중해야 전문성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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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

성공에 이르는 창업 10요소

4. 성정기에서

성숙기 진입

- 업종에도 Life – Cycle가 존재.

- 성숙기 업종은 이미 기존 사업자가 선점 및 지나치게 앞서성숙기 진입

업종이 안전 가는 경우 초보 창업자 위험 감수 확률 높음.

-“사업에는 불행한 천재”는 무의미.

- 성장기로 진입하는 업종이 수익성 안정성면에서 유리성장기로 진입하는 업종이 수익성,안정성면에서 유리.

5. 부가 사업을

병행할 준비를

- 최소한의 재투자로 수익 배가 전략,노력 필요.

- “이 장사만 하겠다”는 다소 어리석은 사업가.

하라 - 현실에 맞는 수익성 배가 전략 필요.

6. 전문가 지위가

가능한 업종이

-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 사업 하면서 부단한 자기 개발이야말로 지속적 성공 척도가가능한 업종이

좋다.

사업 하면서 부단한 자기 개발이야말로 지속적 성공 척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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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Ⅰ.Ⅰ.성공성공 창업의창업의 길길
성공에 이르는 창업 10요소

7. 항상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

-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뜬다”

- 사업은 직장 옮기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 한 번 날리면(?) 쉽게 복구가 힘든 것이 사업정도 준비 한 번 날리면(?) 쉽게 복구가 힘든 것이 사업.

- 총 자본금 20%는 반드시 “예비비”로 확보하라.

8. 잘 알고 있는 -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는 것”

분야 창업 - 잘 나가는 업종도 창업자에게 맞지 않는다면 공염불.

- 가맹점 창업 이라면 경험 풍부한 체인 본부를 선택.

9 초기 투자비 - 초기 무리한 시설비 투자는 “뙤약볕 아래서 물리지 않는9. 초기 투자비

최대한 낮춰라

초기 무리한 시설비 투자는 뙤약볕 아래서 물리지 않는

낚시 하는 격”

- 투자금 회수기간 등을 감안한 수익성 제고를 해야 함.

10. 가족의 동의

는 필수

- 소 점포 창업일수록 부부 동업형이 많다.

- 부부 의기 투합 없는 사업은 오히려 고민거리될 수 있음.

- “家和萬事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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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1 창업 실패 요인 분석

29.5%
24 4%

1. 창업 실패 요인 분석

24.4%

25.0%

30.0%
준비기간부족

경영의식부족

12.7%
11.2%

7 4%
15.0%

20.0% 아이템선정실패

입지선정실패

자금부족7.4% 6.8% 6.5%

1.5%

5 0%

10.0%

자금부족

경쟁점출현

트랜드변화

0.0%

5.0%

1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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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분 석][분 석]
1)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 철저한 준비기간 부족 : 29.5% (1~3순위 가중평균 1위)

ⓑ 경영자 경영의식 부족 : 24.4%

ⓒ 사업아이템 입지선정 실패ⓒ 사업아이템 + 입지선정 실패 : 23.9%

2) 1순위 답변에서도 위의 ⓐ 38.6% > ⓑ 27.4%

3) 2순위 답변 경과는 위의 ⓐ 25 4% > ⓑ 24 4%3) 2순위 답변 경과는 위의 ⓐ 25.4% > ⓑ 24.4%

4) 반면 3순위 답변에서는

ⓐ 아이템 선정 실패 : 17 8%ⓐ 아이템 선정 실패 : 17.8%

ⓑ 경쟁점포 출현 : 15.7%

ⓒ 경영의식 부족 : 15 2%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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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경영자의 자질(성품)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경영자의 자질(성품)

46.7%

40.0%

50.0%

성실함

18.8%

16.8%
7 6% 10 1%

30.0%
친 절

배우는자세
7.6% 10.1%

10.0%

20.0% 합리성

기 타

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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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창 자창 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석석

[분 석][분 석]

1)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경영자의 자질(성품)
ⓐ 성실(부지런함) : 39 4% (1~3순위 가중평균 1위)ⓐ 성실(부지런함)  : 39.4% (1~3순위 가중평균 1위)
ⓑ 친절과 미소 : 20.8%
ⓒ 배우려는 자세 : 16.8%
ⓓ 합리성(꼼꼼함) : 7 8%ⓓ 합리성(꼼꼼함)   : 7.8%

2) 1순위 답변에서도 위의 ⓐ 46.7% > ⓑ 18.8%

3) 2순위 답변 경과는 위의 ⓐ 24.9% > ⓑ 24.9% > ⓒ 20.8% > 정직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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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창업 성공률을 저하 시키는 경영자의 자질창업 성공률을 저하 시키는 경영자의 자질

6 6%

40.3%

(비합리성)

10.5%

(인내심부족)

6.6%

1.3%

비합리성비합리성

이기주의

게으름

16.1%

(게으름)

인내심부족

높은자존심

기 타
25.2%

(이기주의)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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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분 석][분 석]

1) 창업 성공률을 저하 시키는 경영자의 자질1) 창업 성공률을 저하 시키는 경영자의 자질
ⓐ 비합리성(주먹구구식 일 처리 )    : 40.3% (1~2순위 가중평균 1위)
ⓑ 이기주의(고객에 대한 배려부족)  : 25.2%
ⓒ 게으름(태만) 16 1%ⓒ 게으름(태만)                            : 16.1%
ⓓ 인내심 부족 : 10.5%

2) 1순위 답변에서도 위의 ⓐ 46.7% > ⓑ 21.3%

3) 2순위 답변 경과는 위의 ⓑ 33.0% >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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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한국과 신진국 소상공인의 차이점한국과 신진국 상공인의 차이점

62.9%

60.0%

70.0%

경영자마인드
28.4%

40.0%

50.0% 경영자마인드

서비스차별화

상품개발

4.6% 2.5% 1.6%
20.0%

30.0% 점포청결도

기 타

0.0%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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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분 석][분 석]

1)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선진국 소상공인들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1)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선진국 소상공인들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 62.9%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부족 : 28.4%
ⓒ 상품개발 및 전시,홍보 : 4.6%ⓒ 상품개발 및 전시,홍보  4.6%

2)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선진국과의 차이점을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줌.
1) 한국인 점포 경영에 대한 마인드 (病)1) 한국인 점 경영에 대한 마인 (病)

ⓐ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 과거는 흘러 갔다, 미래가 더 중요.  
ⓒ “바쁘다는” 이유로 연구,공부하는 자세 부족.

2) 선진국
ⓐ 철저한 직업의식,장인정신
ⓑ 가업으로 3대 이상을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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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템 선정 시 유의 사항

구 분 창업자의 입지상권과 업종의 자금동원 기 타 합 계

사업 아이템 선정 시 유의 사항

경험,적성 조화 유행시기 능력

비율(%) 56.9% 23.4% 16.2% 3.0% 0.5% 100%

[분석][분석]

ⓐ 예비 창업자의 적성과 경험이 역시 가장 중요 항목으로 평가됨.
ⓑ 입지상권의 적정 선택으로 운영에 있어 조화 및 시너지 효과 필요ⓑ 입지상권의 적정 선택으로 운영에 있어 조화 및 시너지 효과 필요.
ⓒ 업종(아이템)의 유행(Trend)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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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창업 준비 기간적절한 창업 준비 기간

26.9%

0.5%

1~2년

2년이상

10.7%

61.4%

3~4개월

5~6개월

0.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2개월

3 4개월

%

[분석] 준비기간 長,短이 중요한 것이 아님, 얼마나 계획성 있게 조사,분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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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8%
22.7%

창업전문 교육수료

관련업종의 근무경험

세 한 시장조사

치 한 사업계획

3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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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분 석]

1) 예비 창업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 관련업종에서 일정기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업무 숙지 : 38.9%

(1~2순위 답변 가중 평균 1위)
ⓑ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치 한 사업계획 작성 : 22.7%
ⓒ 유동인구 상권분석 아이템 선정 등 세 한 사전 시장조사 19 0%ⓒ 유동인구,상권분석,아이템 선정 등 세 한 사전 시장조사 : 19.0%
ⓓ 창업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 : 18.8%

2) 분석 결과2) 분석 결과
ⓐ 사전 관련 업종 업무 숙지,경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업(퇴직 등)후 즉시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의 경우는 한계성.
ⓑ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위의 ⓑ ⓒ ⓓ항목을ⓑ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위의 ⓑ,ⓒ,ⓓ항목을

반드시 철저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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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금 투자 시 자기자본 對 차입금이 비율창업 자금 투자 시 자기자본 對 차입금이 비율

3.5%
4대6

71.1%
14.7%

5대5

10 7%대

6대4

10.7%

0.0% 20.0% 40.0% 60.0% 80.0%

7대3

2009-4-15 23



ⅡⅡ 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Ⅱ.Ⅱ.창업자창업자 실제실제 사례사례 분석분석

[분 석][분 석]
▶ 자기자본 대 차입금의 자금 구성 비율의 적정 구성을 획일적 정의는 한계.

▶ 역시 바람직한 방법은 차입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임.

▶ 철저한 준비 없는 차입금 투자는 결국 사업 운명의 존폐와도 직결됨을

명심명심.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을 저렴하게 활용

하는 제도를 활용함도 검토 대상하는 제도를 활용함도 검토 대상.

ⓐ 단, 서류심사,현장실사 등이 수반됨, 철저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필수.

ⓑ 특허권 실용신안 신기술 벤처창업 등의 경우는 보다 유리ⓑ 특허권,실용신안,신기술 벤처창업 등의 경우는 보다 유리.

ⓒ 영세민 생계형 창업자금 융자제도 등도 사전에 검토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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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이 (창업 후) 위기를 겪는 시기창업자들이 (창업 후) 위기를 겪는 시기

46.7%

27 9%
40.0%

50.0%

27.9%

20.8%30.0%

3.0% 1.6%10.0%

20.0%

0.0%
1~2개월 3~4개월 5~6개월 1~2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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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1) 기업(점포) 창업 후 1년 이내에 50%가 폐업 / 퇴출 된다고 함1) 기업(점포) 창업 후 1년 이내에 50%가 폐업 / 퇴출 된다고 함.
→ 공급 과잉 시대에서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차별화된 경영 없이는

생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

2) 3년 이상을 유지한 기업은 그 이후에는 작은 위기로 퇴출되는 비율이
낮으며,성공 가능성을 확보한 기업(점포)라는 결과.

3) 특히 소상공업 창업의 경우, 초기 정착 기간 감안 3개월 정도의 운영비
와 생계비는 사전 확보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창업 초기 예상 이외의 비용 지출 발생ⓐ 창업 초기 예상 이외의 비용 지출 발생.
ⓑ 적정 매출(이윤) 미달 시 조급함으로 경영에 악영향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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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실패하는 4요소창업에 실패하는 4요소

원 인 내 용 전문가 조언

철저한 준비

기간 부족

- 실패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 (29.5%)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생각은

많이 하지만 구체화 시키는 사람

은 드물다은 드물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는 사업계획서는 꼭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할 것”직접 작성할 것

경영자로서의

경영의식 부족

- 주먹구구식 창업과 전문

성 결여가 사업실패 주요

요인

초보사업자는 과거의 관습과 사고
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업가로

변신해야 한다요인.

(한국창업전략연구소,창업

실패자 200명 분석)

변신해야 한다.

처음부터 시작 한다는 자세로 새로
태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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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실패하는 4요소

원 인 내 용 전문가 조언

사업아이템 - 자신의 경험,적성을 고려,사업아이템

선정의 실패

자신의 경험,적성을 려,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필수.

입지선정의 점포위치 주변상권과 조화 “나는 입지선정을 위해 매일입지선정의

실 패

- 점포위치,주변상권과 조화,

유동인구,소득 및 소비수준,

교통 및 주변 도로상황,경쟁

“나는 입지선정을 위해 매일

아침 계약할 점포로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지나가는 유동

점 분석 및 출현 가능성 조사 인구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첩에 기록했다.

(산들김밥, 박동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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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경영자 5대 DNA성공하는 경영자 5대 DNA

39.4%39.4%

35.0%

40.0%

20.8%
18.1%

25.0%

30.0% 성실과근면

친절과미소

배우려는자세

7.6% 7.3%

10.0%

15.0%

20.0%
배우려는자세

합리성

정 직

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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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경영자 5대 DNA실패하는 경영자 5대 DNA

25 2%

40.3%비합리성

16.1%

25.2%

게으름과태만

고객에대한이해부족

6.6%

10.5%

높은자존심

인내심부족

0.0% 10.0% 20.0% 30.0% 40.0% 50.0%

높은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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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입지 선정 시 유의 사항

1) 아이템 선정은 “인기” 보다는 “적성”이 우선

ⓐ 아이템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아이 정 시 최우 적 려해야 사항

: 창업자의 적성 (56.9%)로 매우 압도적.

ⓑ 적성 고려 없이 “인기” 위주에 치중하다 보면 이외로 단기 패션성ⓑ

사업이나 “막차 타는(?)” 경우 빈번히 발생.

2) 유동인구 보다 “주변상권 조화”를 살펴라.

ⓐ 주변상권과의 조화가 중요 하다는 반응 40.6%로 높은 비중.ⓐ 주변상권과의 조화가 중요 하다는 반응 40.6%로 높은 비중.

ⓑ 주변상권과의 조화가 되어야 입지상권과의 조화 및 시너지효과

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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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는 이렇게창 렇

1) 준비기간은 6개월 정도가 적정.

지나치게 성급함도 금물 이지만 너무 지연하는 것도 기회를: 지나치게 성급함도 금물 이지만 너무 지연하는 것도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경우 발생 우려.

2)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

ⓐ 사업계획서,시장조사서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것.

ⓑ 숙ⓑ 창업 관련 서적 2종 이상 숙독 및 습득.

ⓒ 창업 관련 교육, 해당 업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성공 점포 방문 경험담 및 Benchmarkingⓓ 성공 점포 방문, 경험담 및 Bench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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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 을 “이번 건을 놓치면 앞으로 이런 기회 얻기 힘듭니다”1. 조급한 마음을

가져라.

- “이번 건을 놓치면 앞으로 이런 기회 얻기 힘듭니다”

“망설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 합니다”

- 이런 말에 쫓겨 성급히 계약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 은행에서 퇴직 후 “좋은 곳에 매물이 났다, 조금만 늦으

면 놓친다”는 주위의 말만 믿고 서둘러 계약.

- 그러나 준비 없는 창업으로 4개월 만에 폐업,퇴직금만러나 비 없 창 개월 에 폐 ,퇴직

날렸다.  

2. 처음부터 무리 - 여성가장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3,000만 대출로

Hair Shop 개업하게 시작하라. Hair Shop 개업.

- 좀 더 타 점포보다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점포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카드,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로 대출.

- “장사해서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했으나

예상보다 영업부진으로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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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Ⅲ. ((이것만은이것만은 명심하라명심하라)) 창업창업 필패필패((必敗必敗) 7) 7계명계명.. ((이것만은이것만은 명심하라명심하라)) 창업창업 필패필패((必敗必敗) 7) 7계명계명

3. Trend를

무시하라

- 돈 별로 안들이고,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비디오 대여점을 개업했다무시하라. 비디오 대여점을 개업했다.

- 이런 생각에 의해 시작 했으나 Trend를 체크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최근 인터넷 케이블 위성 보급 등 시대의 추세- 최근 인터넷,케이블TV,위성TV,DVD 보급 등 시대의 추세

를 무시한 창업은 뼈아픈 실패로 끝났다.

4. 경영자(주인)는 - “ 저는 음식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 다 믿고4. 경영자(주인)는

경영만 한다(?)

저는 음식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 다 믿고

부탁 드립니다”

- 특히 IMF 직장에서 퇴직한 창업주가 주방장에게 하는 말.

그러나 창업주가 주방과 음식은 주방장이 알아서 해 주겠- 그러나 창업주가 주방과 음식은 주방장이 알아서 해 주겠

지 했다가는 진짜 주방장에 의해 사업을 끝낼 수 있다.

- 성공한 창업자의 공통적인 말은 “최소한 주방장을 대신하

여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주방장을 다스릴 수 있

다”. “경영자는 점포의 모든 일에 정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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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Ⅲ. ((이것만은이것만은 명심하라명심하라)) 창업창업 필패필패((必敗必敗) 7) 7계명계명.. ((이것만은이것만은 명심하라명심하라)) 창업창업 필패필패((必敗必敗) 7) 7계명계명

5. 항간의 소문은 - “먹는 장사는 손해는 안 본다 / 물장사 해야 돈 번다”

항간의 소문만 믿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발등 찍는 행위어디까지나

소문이다.

- 항간의 소문만 믿고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발등 찍는 행위.

-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항간의 소문만 철저히 신봉하고 “콩나물 국밥집 개업”

- 8개월 만에 폐업.

- 직접 사전 계획,조사 없이 무작정 뛰어 들었던 것이 원인

6 부지런하면 - 생각 없이 몸만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6. 부지런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없

생각 없이 몸만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다리품은 팔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수집, 사전조사 미흡으로 창업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도 잘할 수

있다.

하기도 한다.

- 이런 실수를 막아 주는 것이 사업계획서 이다.

- “예비창업자들이 생각은 많으나 실제 구체화 시키는 사람

은 드물다. 

-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내 손으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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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이것만은이것만은 명심하라명심하라)) 창업창업 필패필패((必敗必敗) 7) 7계명계명Ⅲ. Ⅲ. ((이것만은이것만은 명심하라명심하라)) 창업창업 필패필패((必敗必敗) 7) 7계명계명

자신의 경험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보다는7. 자신의 경험

과 “적성”을

무시하라

-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템으로 돈 벌었다”에 너무 관심.

- 유망 아이템의 발굴은 요즘 잘되는 장사에 초점을 두는
무시하라.

것이 아니다.

- 시대적인 소비 흐름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아이템이 바로 유망 아이템인 것이다.알맞 아이 이 바 유망 아이 것이다

- 창업 전문 컨설턴트의 공통적인 조언

ⓐ 우선 자신의 창업자금에 무리가 없으면서ⓐ 우선 자신의 창업자금에 무리가 없으면서,

ⓑ 나의 적성,성격, 그리고 경험과 소질이 반영되고,

ⓒ 향후 소비Trend와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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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성공 마케팅 전략◎ 사업 성공 마케팅 전략
* 본 내용에서 自社는 자신의 점포로, 경쟁사는 경쟁점포(업종)의 뜻도 포함됨.

마케팅 현장에서 회사(점포)의 大小에는 관계없이 동일한 측면에서 판단해야 함,

목 차

Ⅰ. 마케팅의 이해

Ⅱ. 마케팅 환경 분석

Ⅲ 마케팅 전략Ⅲ. 마케팅 전략

Ⅳ. 매출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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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Ⅰ. 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

1. 마케팅의 의미1. 마케팅의 의미

기업이 경쟁 하에서 생존과 성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기업이 경쟁 하에서 생존과 성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필요와 욕구(Needs)를 만족 시키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리 과정.

시장

기업
제품

서비스 소비자

생존과 성장 교 환 필요와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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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Ⅰ. 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
2. 마케팅 개념의 급변

물자부족시대(1960년대)
* 만들면 팔리던 시대

* 생산자(기업) 중심의 마케팅

고도성장시대(1980년대)

* 생산자(기업) 중심의 마케팅

* 제품종류 다양, 대량생산 시대,
→ 극심한 경쟁 체제.고도성장시대(1980년대)

* 마케팅과 영업이 분리.
* 소비자 중심 Mind 등장 시작.

정보화시대(21세기)
* 저 성장, 성숙기 시대.
* 기업의 사회 공헌 (Social Marketing)

통신 인터넷 급속한 발전* PC통신,인터넷 급속한 발전.
→ 누구나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

* 보다 까다롭고, 영리한 소비자.<소비자 인식> 바탕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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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Ⅰ. 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
3. 마케팅의 의미

1. 마케팅 = “고객 사랑”

2. 고객에게 “경쟁자” 보다 더 큰 Value를 제공.
Value =  What you get – What you give up.

비금전적 비용 포함=  Benefit – Cost (비금전적 비용 포함)

3.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 고객과의 관계는 한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 고객은 일회용이 아님, 계속 솟는 샘물과 같은 존재.

4. 마케팅에서 고객은 평등하지 않다 (80 : 20의 Rule)
-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생애가치가 높은 집단 유지 존속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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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Ⅰ. 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

3. 마케팅의 의미

* 80 : 20 Rule에 대한 변화 → Long Tailg
1) 소수 Hit 상품 위주에서 보다 차별화된 다양한 Niche 상품들에 주목.
2) 그 동안 유통망은 대기업 유명 브랜드가 장악.

Cyber공간의 급속한 확대로 중소기업,1인 기업도 유통하는 시대.Cyber공간의 급속한 확대로 중소기업,1인 기업도 유통하는 시대. 

5. 최종구매자 만이 고객이 아니다.
잠재고객 발굴 지속적 성장 원동력→ 잠재고객 발굴 = 지속적 성장 원동력.

6. 이익은 2차적 산물이다.
- 이익은 1차적으로 마케팅 Concept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로 얻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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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Ⅰ. Ⅰ. 마케팅의마케팅의 이해이해

3. 마케팅의 의미

7. 미래의 마케팅 환경.
1) Mass Marketing  → Target Marketing  → Individual Marketing.
2) 현재의 고객만족 경영 →   미래의 마케팅 환경

(세분시장 중심 CS활동) (고객 개개인 가치 창조)(세분시장 중심 CS활동)         (고객 개개인 가치 창조)
3) CS중심 전사 조직

ⓐ CSI는 얼굴 없는 고객 만족도
ⓑ Individual CS의 중요 : Data Base 마케팅ⓑ Individual CS의 중요 : Data Base 마케팅

마케팅 활동의 차별화
장기적인 관계 유지

ⓒ 고객 관리 통합ⓒ 고객 관리 통합
ⓓ 최고 경영자 의지가 반영되는 전사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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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마케팅마케팅 경경 석석

1. 외부환경 분석
1) 고객 분석

고객 세분화 -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와 사용자는 누구인가?

- 가장 튼 구매자는 누구인가?

-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고객은 누구인가?

- 가장 매력적인 잠재고객은 누구인가?가장 매력적인 잠재고객은 누구인가? 

- 시장이 현재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가?

고객의 - 고객의 구매동기

구매 동기 - 고객의 미 충족 욕구

- 고객의 구매 동기 분석

경쟁 분석 - 주요 고객 지표의 비교 분석

- 고객 프로필 및 선호유형별 분석

- 구매 행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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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Ⅱ. 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

1. 외부환경 분석

2) 경쟁 분석
ⓐ 경쟁사와 대비된 우리의 상대적 경쟁지위 파악ⓐ 경쟁사와 대비된 우리의 상대적 경쟁지위 파악.
ⓑ 현재 경쟁사 전략 파악
ⓒ 자사의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

2. 내부환경 분석

1) 기업의 내부 환경 : 기업의 강점 및 약점.
기업의 내부 환경→ 생산능력,마케팅능력, 기술력,자금력, 유능한 인재 등.

2) 기업의 강점과 약점 분석2) 기업의 강점과 약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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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Ⅱ. 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

2. 내부환경 분석

강점의 예 약점의 예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우수성 제품 및 개발 시에 불충분한 고객-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우수성

- 제품 혁신 능력

-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장과 조직

- 제품 및 개발 시에 불충분한 고객

연구

- 애매한 서비스 정책

운영

- 회사에 대한 고객의 좋은 평판

- 운송과 물류비용의 효율적 관리

- 유통구조의 중복성

- 수치화된 목표가 없음

- 조직 내에서 너무 많은 보고 단계운송과 물류비용의 효율적 관리

- 저렴하고 효율적인 설비 능력

- 우수한 영업사원

조직 내에서 너무 많은 보고 단계

- 신제품 개발 시 최고경영층의 참여

결여

- 광고,선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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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Ⅱ. 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

3. SWOT 분석

1) 분석의

의의

- 외부환경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파악 → 기업내부의 강점,약점

분석 후 전략대안 도출 분석 방법.의의 분석 후 전략대안 도출 분석 방법.

- 자사 및 경쟁사 강,약점 분석 + 기업 외부 환경변화 분석.

→ 자사의 기회와 위협 요인의 일목요연한 제시 방법.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새로운 사업-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새로운 사업

기회 포착 및 약점을 최소화 하고,위협요인에 대처하는 다각적

전략을 모색.

2) 분석의

목적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 파악.

- 경쟁사 대비 상대적인 자사 핵심역량의 강,약점 파악

- 시장의 환경변화 요인과 자사 핵심역량의 강,약점에 비추어 본

자사의 현재 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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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Ⅱ. Ⅱ. 마케팅마케팅 환경환경 분석분석
3) SWOT 분석의 구성 요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독특한 능력 경쟁우위 강한 브랜드 * 가격인상 취약성 낮은 시장점유율* 독특한 능력,경쟁우위,강한 브랜드,

혁신력,원가/가격 주도자, 우수한 인력,

견고한 재무능력, 독점적 기술, 충실한

고객 등

* 가격인상 취약성,낮은 시장점유율,

약한 재무력,낮은 제품개발력,마케팅

능력부족, 상대적 높은 원가, 독창적

능력부족 진부한 상품 낡은 시설고객 등. 능력부족, 진부한 상품, 낡은 시설,

공급자에 대한 취약성 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 세계적 확장,

신제품 개발,새로운 서비스,품질 개선,

수직적 통합 고객 욕구증대 경제적 이점

* 새로운 경쟁자 진입,상품원가 증대,

원자재 부족,기술의 변화, 수입대체품,

불리한 경제적 요인/법률적 요인 고객수직적 통합,고객 욕구증대,경제적 이점

등.

불리한 경제적 요인/법률적 요인,고객

강한 압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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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OT 분석 모형

외부환경

자사능력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강점 기회 강점전략(SO전략) 위협 강점 (ST전략)강점

(Strength)

기회 – 강점전략(SO전략)

(무기화)

위협 – 강점 (ST전략)

(기회 관망)

약점 기회 – 약점 (WO전략) 위협 – 약점 (WT전략)

(Weakness) (약점보강,능력배양) (회 피)

기회 활용 위협 극복기회 활용 위협 극복

강점 극대화 * 집중화(상품/시장)

* 기술혁신, 상품개량

시장개발

* 수직적 통합 / 사업 다각화

* Joint Venture

지리적 시장 확대* 시장개발 * 지리적 시장 확대

약점 극복 * 경영합리화 / 수리적 통합

* 우회 / 축소

* 회수 / 유지

*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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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OT 분석 활용 전략

SO 전략 ST 전략

- 기회와 강점이 다 같이 많은 기업. - 기업은 강점에 있으나 위협 환경에 직

- 이점을 얻기 이해 강점 극대화 전략

- 모든 경영자가 바라는 전략적 위치로

이 부문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

면해 있는 상황.

- 위협 극복이나 회피를 위해 강점 활용.

-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을 극소화하는이 부문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

- 기업능력을 환경의 기회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전략.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을 극소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WO 전략 WT 전략

- 기회는 많으나 약점이 있는 기업 상황.

-약점을 극소화 하고, 기회를 극대화

-약점이 지닌 기업이 위협에 직면한

상황.약점을 극소화 하고, 기회를 극대화

하는 전략 구사가 바람직함.   

상황.

- 위협을 회피하고,약점을 극소화 해야

하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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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전략 구성 요소

입지와 시간의 편리성
입지와 시간 편리성

STP전략

점포 분위기 점포 분위기

시
표

소
매

상품 구색 상품 구색
시
장

세

적
시
장

매
점

포가 격

정보수집 사회적 상호작용

가 격세
분
화

장

선
점

포
지
셔

정보수집 사회적 상호작용정보수집,사회적 상호작용

점포 서비스 점포 서비스

점
닝

정보수집, 사회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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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서비스

* STP : Segmentation,Targeting,Positioning

(소비자 기대) (소매점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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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 商工業 마케팅 전략

1. 소비자 기대

입지와 시간의 - 시간의 압박 : 집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포입지와 시간의

편리성

시간의 압박 : 집,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포.

- 물리적 거리보다 소비자의 시간여행이 보다 중요.

- 소비자들의 특성에 많은 영향.

- 주차시설의 유무,편리성

점포 분위기 - 점포의 물리적 특성,조명,내부 인테리어,컬러,음악

취급 상품 소비자 쇼핑 습관 :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취급 상품 - 소비자 쇼핑 습관 : 편의품,선매품,전문품.

- 소비자 유형별 쇼핑 행동.

-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다른 정략 시도.

상품 가격 - 가격에 대한 기대가 소매점 선호도에 영향.

→ 고품질,고가격 對 저렴한 가격대. 

- 기대가격과 기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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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격과 기대가치.



ⅢⅢ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Ⅲ. Ⅲ.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

1. 소비자 기대1. 소비자 기대

정보와 사회적

상호 작용

- 구매정보를 소매점에서 수집.

예) 전문적 지식 판매사원 : 제품정보 및 점포에 관한 구체적상호 작용 예) 전문적 지식 판매사원 : 제품정보 및 점포에 관한 구체적

정보.

점포 서비스 - 신용정책,배달,설치,보증,판매 후 A/S 등

예) 용산 전자상가 ↔ maker 대리점

2. 소매 마케팅 전략 : 소매점 STP전략
1) 소매시장 세분선
2) 표적시장 선정과 P iti 전략2) 표적시장 선정과 Positio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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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매점포 Mix3. 소매점포 Mix
소매 Mix 변수들의 최적 조합 : 최적 소매점포 Mix

1) 입 지 - 소매업은 입지 산업

2) 머천다이징

(상품 구색)

- 표적고객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관리.

- 점포의 상품 구색 = 점포 Position과 일관성(상품 구색) 점포의 상품 구색 = 점포 Position과 일관성.

- 표적시장의 기초,선호도 요구.

3) Margin과 - Margin : 이익의 크기,회전율 – 일정기간 평균재고가 판매3) Margin과

회전 수

Margin  이익의 크기,회전율 일정기간 평균재고가 판매

되는 횟수.

- 전통적 소매점 : 고 마진, 저 회전율, 다양한 고객 서비스

현대적 소매점 저 마진 고 회전율 최소한의 고객 서비스- 현대적 소매점 : 저 마진, 고 회전율, 최소한의 고객 서비스

- 현재의 추세 : 저 마진, 고 회전율, 규모의 경제, 점포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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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촉진 (소매점 촉진 목적)) ( )

장기성과 개선
고객서비스 확대

점포 이미지 개선,Position 개선

신규 고객 유인

고객서비스 확대

기존고객 구매량,구매빈도 증가

신규 고객 유인
단기성과 개선

5) 고객 서비스
ⓐ 표적 고객 기대에 상응한 서비스 제공ⓐ 표적 고객 기대에 상응한 서비스 제공.
ⓑ 저 마진,고 회전율,할인 업태 ↔ 수준 높은 고객

SVC,고품질,고가격
ⓒ 현금구매 S lf S i 제한된 상품구색 Si l 한 시설 낮은 地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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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 탐색

- 현대는 TV시대를 지나 인터넷 시대. 
- 10대 ~ 30대 후반 연령대가 주류를 이룸.
- 이 세대는 매장만 보는 순간 “感(감)”을 잡을 수 있다.( )
- 인터넷 시대 매장전략과 Key Word는?

Light감각 - Casual 타입 선호하는 최근 유행이 이를 대변하고 있음.

- 감각 : Soft, Salad, Sport, Pastel

신흥부자 - 사회적 富의 가치 상승과 부자들의 급증,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

감 각 - 소비단위가 커져 있고, 단위만큼의 소비를 하다 보면

- 풍부한 상품 구매 보다 “나 홀로 풍의 오리지널” 선호 증가.

- 상품 선택 시 고가품,명품 선호함.,

구시대

감 각

- 오늘날 구시대는 100년 전이 아닌 1년 전 이다.

- 40대 후반 중견간부가 20대 신입사원을 얼마나 이해할까?

시대 감각 탈피를 이해선 를 항시 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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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 탐색

놀이 감각 - “유머,Joke”를 생활의 한 요소로 즐기면서 성장하는 신 세대

를 이해 못하면 Trend 부응에 한계.

예능 감각 - 연기력, 예능감각은 서비스 상품에만 국한되는 것 아님.

- CEO나 마케팅,머천다이징에도 필요한 발상.

Vi l 감각 인터넷 UCC 시대는 문자 보다 영상문화 감각에 뛰어난 세대Visual 감각 - 인터넷,UCC 시대는 문자 보다 영상문화 감각에 뛰어난 세대.

- 세계는 지금 전달 수단이 시각매체로 변해 가고 있다.

편리 감각 - 물건 사러 가기가 귀찮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편리 감각
- 홈쇼핑,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상점의 급성장.

자기 감각 - 자신만을 주장하는 자기감각,자기발견,자기개성 추구 세대.

적극적인 개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세대의 모습- 적극적인 개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세대의 모습.

성숙 감각 - 인터넷 세대가 점점 성인이 되고 있다.

자립 감각 지적 감각을 갖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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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의 분류

1) 교외

고객의

- 주거환경 발전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외환경 조성 증가.

교외에 살고 있는 고객 특성 파악도 중요.

개성 :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상품 추천 지양할 것특성 - 개성 :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품 추천 지양할 것.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다.

- 출세지향형 : 출세지향형의 커뮤니티 Leader가 많다.

- 생활불만형 :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거나,도심(예: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이거나 불평이 많다.

- 엘리트 출신 여성 : 센스 있고 밝고 명랑하다 일반 주부와 구별엘리트 출신 여성 : 센스 있고,밝고 명랑하다. 일반 주부와 구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까다로운 고객 : 센스도 있고, 인터넷 발달로 정보 습득이 용이,

어설픈 접근 방식의 판매전략은 낭패 보기 십상. 

2) 직업별

Type

- 과거에는 복장으로 고객 직업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

- 최근에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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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의 분류
3) 고객의 제스처 : 고객을 설득시켜 판매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객

제스처를 잘 간파하면 보다 유리.

구체적인 행동 숨어있는 메시지

시선이 일정하지 않고 산만하다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한다

시선이 어떤 상품 앞에서 정지한다 흥미가 있다시선이 어떤 상품 앞에서 정지한다 흥미가 있다

또 다시 그 상품 앞에 선다 흥미가 크다

상품 진열 장소보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둔다 판매사원에게 용건이 있다

대화 중에 시선이 아래로 간다
지금 추천하는 상품에 흥미가 없다

다른 상품을 본다

상품을 보지 않고 매장내부를 본다 매장을 살피고 있다

상품을 이모저모 살핀다 구매 결심이 아직 없다

상품에 눈은 정지했으나 손에 들지 않음 강권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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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Ⅲ. Ⅲ.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
5. 고객의 분류

객의 제스처3) 고객의 제스처

구체적인 행동 숨어있는 메시지

상품을 손에 들고 본다
자기에게 적합한지 생각한다

상품을 손에 들고 스스로 맞춰 본다

가격표를 본다 가격을 알고 싶다

품질 표시를 본다 소재와 품질에 관심이 있다

사이즈를 본다 사이즈에 관심이 있다

하나의 상품 사이즈를 보고,비슷한

상품을 본다

사이즈,칼라,유사품을 보고 있다
상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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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Ⅲ. Ⅲ. 마케팅마케팅 전략전략
5. 고객의 분류

4) 고객의 가치관4) 고객의 가치관

제1세대 제2세대 제3새대 제4세대

대 상 구세대 기성세대 신세대 초 신세대

50대 이상 30~40대 20대 10대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도 낮음 정보를 얻기 위해 즐기기 위해 생활의 도구컴퓨터에 대해서 관심도 낮음 정보를 얻기 위해 즐기기 위해 생활의 도구

음악에 대해서 조용히 감상 實感한다 음미한다 일체가 된다

여행에 대해서 관광,선물구입 풍경을 본다 친구화 함께 상상한다

물건 사기 사고 본다 즐긴다 ~하면서 산다 친구와 함께

미인에 대해서 무 관계한

존재로 인식

전체적인 美를

추구한다

개성의美를

중요시 한다

함께 어울리고

싶어한다존재로 인식 추구한다 중요시 한다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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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1.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가치 이해

상품, 그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유통가치

자체의 가치 느끼는 가치
좋은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가치 연출이 중요

공간적 가치 편의성 최적 입지,상권

시간적 가치 구매 시점 영업시간
유

서비스

구매수량 가치 양, 질

구매가격 가치 가격

상품선택 가치 구색

유
통
가

브랜드

상품선택 가치 구색

구매점포 가치 분위기 인테리어/디자인

정보적 가치 정보 전달 전문화

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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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2. 소 상공업 매출 요인

매 출
외부요인

입지요인상권요인(경기변동)

소득 수준
세 대 주
상권변경

유동인구
CG(핵심거점)/동선

인지성상권변경
교통 / 통행량

인지성
교통/흡입시설

이미지 흡인력이미지 흡인력

브랜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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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3. 성공적인 경영 = 매출 증대

매 출

객 단가고객 수

재 방문율신규 고객 고 단가화 품목 수

-상권,입지요인

-Quality (Q)
- Service (S)

Cleanness (C)
-객 단가
구매 단가

- 선택 다양화
성별 제품

,
- 점포력
- 마케팅 활동

- Cleanness (C)
- 고객 로열티 근원
- 구전홍보의 중요성

- 구매 단가
- 회전율
- 주요 경쟁 시간대

- 성별 제품
- 다양한 가격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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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4. 매출 관리 기법
1) 매출 활성화 4요소

① 상품력 강화 -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 구색 : 최상의 상품 발견 진열. ①

② 매장력 강화

③ 접객력 강화

④ 홍보력 강화

- 매장에서 최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 : 매장 제안 소구.

- 사람을 통해 최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 : 인적 제안 소구.

상품의 존재를 대외에 알림 : 매장 제안 전단 소구 등④ 홍보력 강화 - 상품의 존재를 대외에 알림 : 매장 제안 전단 소구 등

2) 매출 관리란?2) 매출 관리란?
ⓐ 매출 = 고객만족도 + 시장 점유율
ⓑ 매출 = 상승 시 & 하락 시 존재, 반면 기폭제도 있다.
ⓒ 기 매출 정착 기간 약 개월ⓒ 조기 매출 정착 기간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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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2) 매출 관리란?

수익율 - 면적당 회전율을 높여라.

- 매출 대비 수익 구조를 파악하라.

- 운영시간 별 매출을 높여라.

- 매출 곡선을 점검하라

: 주간.월간/년간/제품별/원부자재별

객 단가

 주간.월간/년간/제품별/원부자재별

- 평균 구매가를 높여라.

- 세트 상품을 구성하라.

푸짐한 미학을 가격에 반영하라 (판매가/원가관리)- 푸짐한 미학을 가격에 반영하라 (판매가/원가관리) 

: Discount 보다 “덤” 전략

- “1+1=3” (고객의 만족감은 “덤”전략)

ABC분석 - 제품 숫자가 경쟁력이 아니다.

- 충성 제품은 전체 제품의 30% 이내.

- 회전율 낮은 제품 과감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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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2) 매출 관리란?

ABC분석 - 고객의 Needs를 맞춰라.

- 분석법 (일일 매출 판매 집계표)

회전율 - 평당

- 인원별인원별

- 시간별

- Middle 서비스 철학

충성고객 - 나 만의 고객관리 방법을 개발하라.

- 작은 세심함을~

- 모임,동아리 행사를 잡아라.

- “덤”과 서비스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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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5 소 상공업 성공 10대 마케팅 지침5. 소 상공업 성공 10대 마케팅 지침

1. 홍보,광고를 꾸준히 하라.1. 홍보,광고를 꾸준히 하라.

2. 고객 서비스에 철저 하라.

3. 상품의 질에 승부를 걸어라.

4. 종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5 금전출납부 제품별 매출분석표 매일 기록하라5. 금전출납부,제품별 매출분석표,매일 기록하라

6.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 구색을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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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Ⅳ. Ⅳ. 매출관리매출관리 전략전략

5 소 상공업을 10대 마케팅 지침5. 소 상공업을 10대 마케팅 지침

7.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구체적인 가격정보를7. 가격경쟁력을 확 하 ,구체적인 가격정 를
수시로 홍보하라.

8. 고객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라.

9 시장조사를 수시로 하라9. 시장조사를 수시로 하라.

10 봉사성 이벤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라10. 봉사성 이벤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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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수준을 높여라 : QSC◎ 매장 수준을 높여라 : QSC
* Q : Quality (품질), S : Service (서비스), C : Cleanness (청결함)

- QSC 하면 흔히 「“식당,미용업” 등에 해당하는 사항」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당신은 창업 후 실패로 향해 달려가는 KTX 특실에 승차

한 것이다.

- QSC는 업종 불문, 자신의 사업을 경영 하는데 최고가 아닌 최소한의 필수조건.

“품질,서비스”는 필요 하겠지만 인터넷 유통업 이라면 “청결함”이 무슨 소용?

“철저한 업무 규범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청결함” 이라고 넓게

판단 하시라!판단 하시라!

- 다시 한번 강조 한다.

“나의 사업장 수준 이미지 매출증대의 최소 필수 조건 QSC“나의 사업장 수준,이미지,매출증대의 최소 필수 조건 : 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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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1. 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

1) 매장 이미지의 근본)

◆ Q : Quality (상품의 품질)◆ Q  Quality (상품의 품질)

◆ S  : Service (서비스)

◆ C  : Cleanness (청결함)

<Point1> 매출증대의 최대 도구는 매장 이미지 개선에 있다<Point1>  매출증대의 최대 도구는 매장 이미지 개선에 있다.
매장 이미지가 나쁘면 어떤 판촉을 동원해도 안 통함.

i 2 “ QSC 의 기본은 내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Point2>  “ QSC ”의 기본은 내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제일주의를 추구 해야 효과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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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

QSC
2) QSC

Quality Service Cleanness

1. 신선함
1.신속함

Fast

1.청결 또 청결
Clean &
CleanGet Fresh

2.빠른 서비스
Fast &

Clean

2 질과 양
2. 구석 구석이Fast &

Hustle
2. 질과 양
Quality &
Quantity

3 미소와 친절

청결하고 위생
적일 것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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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1. 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
3) QSC 수준 상승과 매출증대의 상관 관계

ⓐ QSC의 어느 한 항목의 평가가 한 단계 올라간 경우

구 분 품 질(Q) 서비스(S) 청 결(C)

이전 평가 B B C

이번 평가 B B B

매출 증대율 0 % 0 % 1.5%

매출 증대율 : 1.5% ×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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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1. 1. 좋은좋은 이미지이미지 매장매장 만들기만들기
3) QSC 수준 상승과 매출증대의 상관 관계

Ⓑ QSC의 각 항목의 평가가 한 단계 올라간 경우

구 분 품 질(Q) 서비스(S) 청 결(C)

이전 평가 B B C

이번 평가 A A B

매출 증대율 1.5% 1.5% 1.5%

매출 증대율 1.5% × 3 ＝ 4.5%

1. 월 매출 ₩1,000만 매장일 경우 QSC를 4.5% 상승 시키면 ₩45만/월 매출
증대.

2.  경쟁 매장과 차별화 함으로써 10 ~15% 추가 매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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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능력능력 있는있는 직원직원 만들기만들기

∴ 결국 매장 운영도 “사람 “이 하는 것이다.

☞ 최전선 고객 접대자, 종업원(아르바이트 포함)이 매장의 첫 번째 이미지
좌우.

☞ 항시 고객의 입장에서 관찰 & 교육 실시 필요.

☞ 점주(점장)의 태도가 종업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침☞ 점주(점장)의 태도가 종업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침.
: 도덕심, 사고방식, 업무자세, 서비스정신 등. 

종업원이 점주(점장)의 태도에 만족하지 못하면☞ 종업원이 점주(점장)의 태도에 만족하지 못하면
: 수준 낮은 종업원화.
: 잦은 이직의 악순환.

∴ QSC가 낮으면 매출 상태가 불안정 하며, 
프로모션 할 때와 않을 때 급격한 매출 차이 및 프로모션을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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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1-1) 품질(Q)의 시점.

◎ 품질이 나쁘면 고객은 선택(구매)하지 않는다.
◎ “ 저 가게 제품에 결함이 있다 “

신뢰할 수 없는 점포 이미지 확산: 신뢰할 수 없는 점포 이미지 확산.

< 완성품 기준에 의한 품질 관리>

ⓐ 고객에게 제공되는 완성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오감 동원 : 시각,우각,청각,촉각,미각 (외관,형태,냄새,질감,맛) 등
Ⓒ 제조와 판매 업종은 “ 품질 향상 동시 추구 ” 노력 필요 (독립 점포)Ⓒ 제조와 판매 업종은 품질 향상 동시 추구 노력 필요 (독립 점포)

예) 청량음료 : 4℃가 최적
컵에 담을 때 온도 체크컵에 담을 때 온도 체크
컵에 얼음을 넣은 후 손님에게 제공됐을 때 온도
일정 시간 경과,얼음이 녹고,음료 맛이 싱겁게 되지 않으려면
∴ 보관 시 최적 온도 + 적정한 얼음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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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1-2) 품질의 시점

제조판매(음식) 반입 보관 제조 판매

제조판매(소매) 판매진열보관반입

리사이클 업종 판매진열상품화구매

기술판매 제공연습수정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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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1-3) 철저한 품질 관리는 왜 중요?

● “이 정도면 괜찮겠지 “ = 낮은 Point가 기준이 될 우려.
: 매장 이미지,매출 저하 우려.

● 단계별 품질 관리를 하면,
- “ 완성품에서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 용이 “완성품에서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 용이
- “ 고객 클레임에 정확하고 자신 있는 대응 “
- “ 품질 향상의 가르침 “

<Point> 1. “ 상품은 완전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
2. “ 상품이 고객에게 제공될 때까지 완벽 추구” 가능.
3. 표준화 (매뉴얼,체크리스트를 힘들지만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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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1-3) 철저한 품질 관리는 왜 중요?

● “이 정도면 괜찮겠지 “ = 낮은 Point가 기준이 될 우려.
: 매장 이미지,매출 저하 우려.

● 단계별 품질 관리를 하면,
- “ 완성품에서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 용이 “완성품에서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 용이
- “ 고객 클레임에 정확하고 자신 있는 대응 “
- “ 품질 향상의 가르침 “

<Point> 1. “ 상품은 완전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
2. “ 상품이 고객에게 제공될 때까지 완벽 추구” 가능.
3. 표준화 (매뉴얼,체크리스트를 힘들지만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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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2-1) 서비스 (S)의 시점

◎ “ 또 오고 싶다 “ 에서 “ 단골고객화 ” 되는 과정.
: 매장의 인적 요원 (직원 서비스 질)이 좌우함.

< ♣♤ 고객이 받은 인상 =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라 >

① 첫 인상을 좋게 한다 : 고객이 매장 입장 후 “3초 이내”에
고객의 귀에 확실히 들리도록 인사한다.

② 마지막 인상을 좋게 한다 고객이 매장을 나갈 때 성의 있게② 마지막 인상을 좋게 한다 : 고객이 매장을 나갈 때 성의 있게
“감사 합니다, 또 오십시요 “ --- 힘차고 경쾌하게.

③ 호감을 갖게 하는 접객 태도 : 고객과 시선을 맞추고,고객의
눈높이 에서 미소로 대응한다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라눈높이 에서 미소로 대응한다.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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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2-2) 접객 시간

◎ 신속,정확성 요구 : Fast Food점만 추구” → “아님!” : 모든 매장

◎ 시간에 무감각한 점포 = 고객에게 불쾌감.
: “빠쁜 시간이니 이해 하겠지” : 내 맘대로 판단하자 말자.

◎ 직원의 동선(動線)을 고객의 움직임과 시선에 맞춤.

◎ 접객 Flow◎ 접객 Flow
① 환영의 인사.
② 주문 받기.
③ 주문품 점검하기③ 주문품 점검하기.
④ 계 산.
⑤ 감사의 인사와 재 방문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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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2-3) 접객 시간 관리 포인트

◎ 접객 Flow 하면 모든 직원이 일하기 쉽고, 접객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 가능.

◎ 재 강조 : 고객제일주의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 고객 만족 좋은 태도 한가지,
이 쪽에서 먼저 “ 어떠셨습니까? “, 

“부족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 인사부족 셨 지 사

: 고객 클레임 사전 분석 + 고객 클레임 사전 예방 + 매장 이미지 증대

∴ 일석삼조의 효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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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란?서비스란?

예의 바르고 신속하게 미소로 재빠르게 대응 하는 것예의 바르고,신속하게, 미소로 재빠르게 대응 하는 것

서비스 수준 판단 요소

매장 내 요소 매장 밖 요소매장 내 요소 매장 밖 요소

‘- 매장 안에서 정확한 대응이 되고

있는가.

‘- 매장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가.

‘- 미소와 밝은 모습으로 대응 하는가.

‘- 초 단위 신속한 대응이 되는가.

‘- 매장 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와의 접촉성은?

‘- 입장손님 안내가 잘 이루어 지는가.

‘- 이벤트 행사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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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3) 청결함(C)의 시점

청결함의 기준 : 최초 매장 개설 당시의 청결 상태가 유지 되는가.
유지 시키려면 시스템화 + 매뉴얼화가 필요.

♠① 청결함을 유지,향상 시키는 도구를 갖춘다.
: 청소도구 적재 적소 비치, 수시로 사용 가능하게~, 단 “손님 눈에 안 띄게”

♠② 영업시간 중 & 영업시간 외 실시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요일 별 작업 실시 항목과 내용을 나눈다.
: “ 바쁜 요일” 과 “바쁘지 않은 요일”로 구분.

♠④ 정기적으로 청소 전문 업체에 대청소를 맡기면 더 좋음.

♠⑤ 형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체크리스트에만 얽매이면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예) 1시간 마다 화장실 체크 손님이 한꺼번에 다녀 갔다면 15분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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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시간 마다 화장실 체크 → 손님이 한꺼번에 다녀 갔다면 15분만에도
가 봐야 한다.



청결함 이란

골고루 손길이 미쳐 있는 청결한 환경

개업 상태의 청결함을 지속 유지한다

청결함이 요구되는 지역

매장 외 매장 앞 간판 기 형 간판 외 외 명‘- 매장 외부, 매장 앞 간판, 기둥형 간판, 외부 POP, 외부조명 등
‘- 매장 출입구, 매장 안, 객석, 주방, 식자재 창고,냉장고, 화장실 등

청결 또 청결 (구석 구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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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저한철저한 QSCQSC 추구추구3.3.철저한철저한 QSC QSC 추구추구

▣ <결론> QSC 매뉴얼,시스템화 → 실시
= 최고가 아님을 느껴야 한다.

★ QSC는 최고가 아닌 “필요 최저조건” 임을 명심★ QSC는 최고가 아닌 필요 최저조건 임을 명심.
= 매출 발생의 “필요 최저조건” 이다.

★ QSC가 기준 이상 도달 되었다면,
: 경쟁매장(동 업종,대체업종)과 승부수에 자신감.

★ 그러나 QSC가 높다 = 고객 증대 = 단골 증대 100% 보장
또한 없다 (∵ 고객 시장은 항상 변하는 생명체와 같다)또한 없다 (∵ 고객,시장은 항상 변하는 생명체와 같다)

★ 단, QSC가 높으면 (신규)고객 증대 및 영업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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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4.  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

1) 인재를 키워라 <1>1) 인재를 키워라 <1>

◈ “ 이익 ”은 숫자 위에 만들어 진다.◈ 이익 은 숫자 위에 만들어 진다.
= “이익은 “사람” 위에서 만들어 진다.

◈ “ 이익 “에만 집착 시 예상 되는 오류◈ “ 이익 “에만 집착 시 예상 되는 오류.

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쉽다.① 전체를 지 못하는 류를 범하지 쉽다.
= 점포 경영의 맥을 놓칠 수 있다.

② 합리적 판단이 결여 될 수 있다② 합리적 판단이 결여 될 수 있다.
: 설교,명령형 지시 빈발과 반발과 성과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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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4.  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

1) 인재를 키워라 <2>1) 인재를 키워라 <2>

◈ 모든 매장 경영 점주(점장) 혼자 못한다.

◈ 권한 이양이 가능한 인재(직원)을 키워라 (보유하라)◈ 권한 이양이 가능한 인재(직원)을 키워라 (보유하라).

◈ 인재 육성 = “ 사람 “ = 매출,이익 창출의 제1단계.

◈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라.
예) - 목표 의식 부여 (일일,주간,월간), 중점 판매 품목 전달 등예) 목표 의식 부여 (일일,주간,월간), 중점 판매 품목 전달 등

- 포상에 너무 인색하지 말자.
: 목표 달성 시 작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

(수시로 회식 만이 최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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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4.  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

☞<이익 실현의 단계(계단)> 이익

매출

QSC

Promotion

(판매촉진활동)

트레이닝

QSC

(점포운영수준 = 고객 만족도

직원채용

레이닝

(업무훈련 / 업무 외 훈련)

(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사원,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의 적정인원,능력 있는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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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4.  4.  사람이사람이 이익을이익을 낳는다낳는다

<스스로 에게 질문해 보아라!>

- 숫자 (매출,이익)는 “사람 위에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

하는가?하는가?

-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것을 “업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관리하는 것이 “업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관리하는 것이 업무 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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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 ◎◎ 항상항상 체크하라체크하라<<결론결론>> ◎◎ 항상항상 체크하라체크하라

1) 고객의 입장에 서라 &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 QSC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의 입장에서 검증해 보자.
∵ 일정기준에 도달 하였다 해도 외부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신규 직원 뿐 만 아니라 기존 직원도 일상적인 점검은 필요?◎ 신규 직원 뿐 만 아니라 기존 직원 일상적인 점검은 필 ?
∵ 타성에 빠져 일을 우려가 사전 예방.

◎ 점주 & 종업원 에게는 일상적 반복적 이지만 “ 고객 에게는 찾아온 그◎ 점주 & 종업원 에게는 일상적,반복적 이지만,  고객 에게는 찾아온 그
순간이 전부이다 “

⊙ “ 저 가게는 좋다 ” 를 고객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멈춤이 생겨서는⊙ 저 가게는 좋다 를 고객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멈춤이 생겨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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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 ◎◎ 항상항상 체크하라체크하라<<결론결론>> ◎◎ 항상항상 체크하라체크하라

2) QSC 평가 기준)

평가A 모든 기준에서 만족스럽고 결과 우수

평가B 기준 통과 또는 약간 상회 (합격 가이드 라인)평가 기준 통과 는 약간 상회 (합격 가이 라인)

평가C 기준 겨우 통과, 개선 절대 필요, 고객 이탈 가능성 농후

평가F 불합격 (점주,점주 : 폐업&퇴출, 종업원 : “F” (Fire,해고)

비고 ☞ 자기 만족은 절대 금물, 고객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 “ B ”수준 유지를 위해 기준을 “ Down ” 절대 무의미.

= 자기 발등 찍기.

∴ 또 한번 또 강조

만족, 평가 기준의 주체는 “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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