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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

겠지만그중무시할수없는결정적인요소중하나가이미

지(image)다 점포형 창업에서이미지와관련된부분들을

살펴보면 브랜드네이밍 BI(Brand Identity) 캐릭터 간

판디자인 실내인테리어디자인 테이블 의자 그릇류 메

뉴보드 메뉴판 빌지 유니폼 모자 기타실내이미지물과

실외이미지물등을들수있다

예비창업자들이점포를구할때수천만원씩하는권리금

을기꺼이지불하며좋은점포를구하는것은좀더성공에

근접한안정적인창업을하려는의지에따른것이다 베이

스캠프격인점포위치에관한안정성을고려하여과감하게

그런권리금을투자하면서정작해당베이스캠프의경쟁력

을드높여줄이미지에대한투자에는인색한경우가많다

이는결코권장할만한알뜰창업방식이아니다

이미지는해당점포와창업아이템을더매력적으로돋보

이게하는패션과같다 아무리멋진신체를가진사람일지

라도옷을대충입으면그사람의매력이반감되듯이좋은

점포와 좋은 창업아이템은 좋은 이미지로 포장되어야 더

가치를 발한다 그래서 권리금에 과감하게 투자하듯이 이

미지에도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 따지고보면권리금투

자액수에 비해 이미지에 대한 투자액수는 많은 비용을 필

요로하지않는다

왜 이미지에대한투자가중요한지이미지요소중가장

핵심적인 항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

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기꺼

이 브랜드네이밍과 BI를 꼽고 싶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모

든 이미지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

가흔히말하는브랜드파워라는단어가있다말그대로브

랜드가갖고있는힘이자고객흡입력의바로미터다 이 대

목에서우리가한가지간과하는것이있다 브랜드파워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착각

이다

누구나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묘하

게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끌림을 유도하는 브랜드를 접해

본경험이 몇번쯤은있을것이다바로그것을필자는1차

브랜드 파워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널리알려진브랜드가갖고있는브랜드파워를2차브랜드

파워라고정의한다정리하자면브랜드는만들어지는순간

이미브랜드파워라는것을갖게된다는것이다단지그것

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대중성이라는 겉옷을 아직 못입

은 것 뿐이다 그래서 브랜드네이밍에도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일정부분투자가필요하다 1차브랜드파워부터탑재

한브랜드가좀더사업적인비전을강하게기대할수있다

그리고브랜드네이밍이끝나면해당브랜드네이밍에가

장잘어울리는감각적인 BI작업이필요하다 네이밍된브

랜드와 해당 창업아이템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거나 가치있게 만들어 줄 BI작업에 대한 투자에도 과감

해질필요가있다이두가지의완성도가높다면당신의창

업은출발시점부터이미강한경쟁력을확보한셈이다 아

울러 개발된 브랜드의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도 절대 놓쳐

서는안될필수사항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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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이미지는경쟁력의핵심

IT기술에능통해야창업의길을찾고성공을맛볼수있다오프

라인과 온라인을 연동해 고객을 유치하는 O2O(Online to

Offline)마케팅이일상화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활용

한 외식유통업계의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창업과 영업에

있어 IT기술의활용이무엇보다도중요해졌다

최근에는예비창업자들의창업상담창구로활용되거나자영업

자들의점포홍보플랫폼으로도이용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원

앤원㈜이지난 2월원앤원성공창업지원센터를통해오픈한카카

오톡옐로아이디다카톡채팅방을통해외식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하여질문하면일대일상담을할수있다

카카오톡옐로아이디는원앤원에서매주외식초보자와업종변

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공창업특강이나 원할머니보쌈족

발박가부대찌개족발중심등에대한창업브랜드소식을비롯한

다양한실용창업정보를받아볼수있다

원앤원 성공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예비 창

업자들이언제어디서나쉽고간편하게궁금한점을해소할수있

도록카톡옐로아이디를오픈하게됐다며 앞으로도예비창업자

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할 계획

이라고말했다

외식유통업계의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미일상화됐다특히 SNS는빠른파급효과덕분에입소문효과

가중요한외식업체들로부터마케팅수단으로각광받고있다

서울과경기대전 울산등지에체인점을두고있는샐러드바와

샤브샤브전문점 모리샤브는홍보대행업체식신핫플레이스와연

계해 O2O마케팅을펼치며모바일족들의이목을끌었다 모리샤

브가까운매장을방문해봄신메뉴이용후기와인증샷을식신앱

에 올린 식신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리샤브 식사권을 증정했

다 모바일을통해고객들이리뷰를올림으로써소비자들사이인

지도도 오르고 고객 유입 효과가 올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

다

IT기술의 진보는 점포를 방문하기 전에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

고매장에서기다리지않고주문한상품을받을수있는수준에이

르렀다 스마트폰위치를인식해카페 음식점 백화점 편의점등

다양한장소에서소비자가다양한알림을받을수있는기술비콘

(50m 내 스마트폰 등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장치)도 생

활깊숙이파고들고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Siren Order)도 새로 적

용된 IT기술이다스타벅스앱을통해음료를주문하고결제 현장

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문자가 매장에 방문하면 매장에 설치된

무선근거리통신장비가 켜지면서 자동주문 할 수 있게 한다 카페

에 들어가면 소비자는 관련 쿠폰을 알람으로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바일결제도가능하다

편의점 씨유(CU)는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서면 할인쿠폰을 자

동으로띄워주는팝콘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세븐일레븐도앱을

통해할인쿠폰과기획상품정보를푸쉬알람으로보내고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자사의 앱을 다운받은 고객이 점포에

들어가면할인쿠폰 프로모션 이벤트등을전송받을수있는비콘

서비스를선보였다 현재 일부점포에서시범실시하고있으며연

말까지전가맹점에서실시한다는계획이다

전문가들은최근 O2O 마케팅등외식유통업계를중심으로다

양한 IT기술이 접목되고있다며 창업을넘어 고객의방문을유도

하는 성공을 위한 영업기법으로 더욱 진화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

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소장은 프랜차이즈본사와가맹점은온

라인채널을구축함으로써전체브랜드및가맹점매출향상효과

를기대할수도있다며 모바일쇼핑의경우타깃층이비교적

명확하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타깃층의 소비패턴 등을 다

각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마트밴딩머신이설치된BBQ프리미엄카페

카카오톡옐로아이디매장용홍보컷

창업영업 IT 기술활용중요도커져

오프라인온라인연동O2O 마케팅

SNS 활용 외식유통업 홍보 활발

스타벅스 앱으로음료주문하고결제

편의점 CU 소비자에할인쿠폰자동전송

BBQ 치킨 앱다운받으면이벤트알려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