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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작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창업은 낯선 문화, 언어장벽 혹은 이질적

인 고객의 정서 등을 생각하면 국내창업에 비해 훨씬 어렵고, 도전을 결심하

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해외창

업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미국, 중국, 인도,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에서 현지창업에 도전

해 성공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KOTRA의 서비스를 받아 해외창업한 

사례뿐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해외창업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례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한 길라잡이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형태의 해

외창업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해외창업 사례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예비창업자가 사

업기획 단계부터 법인 설립, 현지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시작부터 

해외에서 이룬 형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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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사업을 확장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

해 한국식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히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

와 현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례집에는 자신의 기술역량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 해외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그리고 그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창업에 성공한 노하우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비자획

득, 현지 파트너 발굴, 현지 마케팅 방법 등 실무적 내용도 부분적이나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신 스타트업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에 소개된 값진 경험과 노하우가 밑거름이 되어 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해외창

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선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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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모 단점 극복한 소셜 맵핑 플랫폼
| 아이쉐어링소프트(iSharingSoft)

008

한국식 숙취해소 음료로 세계 시장 문 두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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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세계 에너지 효율 분야를 선점할 
인공지능(AI) 솔루션 | 크로커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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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모 단점 극복한 
소셜 맵핑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2015년 

조해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isharingsoft.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iSharing
Soft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

아이쉐어링소프트(iSharingSoft)

조해경 대표가 이끄는 아이쉐어링소프트(iSharingSoft)는 스마트폰 위치 기반 아

이 보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이쉐어링’을 개발, 2016년 뉴욕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ERA’에서 진행한 겨울 정규 프로그램에서 국내 최초로 선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이쉐어링 앱은 글로벌 실시간 소셜 맵핑 플랫폼

(Social Mapping Platform) 서비스로, 가족과 친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 아이쉐어링 앱은 현재 전 세계 300여 국가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약 7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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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아이쉐어링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

다. 저(조해경 대표) 또한 맞벌이 부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로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아이쉐어링’ 앱을 만

들었습니다. 

창업 전, 저는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

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항상 가슴 한 켠에 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학원은 잘 갔는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잘 도착했는지 아이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실종 아동을 찾는 포스터를 볼 때, 그리고 뉴스를 통해 각

종 실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실

종 이후에 그 가정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마음

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고민하면서도, 그보다 우

선순위에 있어야 할 내 자녀, 사랑하는 아이들의 안전과 안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수년간 고민한 끝

에 아이쉐어링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쉐어링소프트는 ‘아이쉐어링 앱’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모든 부분을 부모

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이쉐어링 앱은 전 세계에서 7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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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쉐어링소프트는 해외 창업 전인 2015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습니

다. 이후 1년간 KOTRA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국내외 행사에 참여했습니

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부 및 민간 지원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은 해외 스타트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이며, 이같이 좋은 환경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기회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생기업이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습니

다. 아이쉐어링소프트는 규모가 크든 작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회만 있

으면 최선을 다해서 창업지원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KOTRA 주관 ‘2015년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코리아’에 참여

하여 현재의 투자자(미국)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회사 부스의 위

치가 구석진 곳이어서 사람들이 들리지 않고 지나치기 쉬운 자리였지만, 

이를 불평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방문객을 만나고 앱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저희에게 관심을 보인 여러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관

계를 이어나갔고, 그 가운데 미국 뉴욕의 ERA에서 온 뮬랏 대표와 투자 상

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2016년에 한국의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

었습니다. 

해외 창업 과정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끌어낸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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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쉐어링 앱을 실행하면 전 세계 실시간

으로 가족과 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간단하게 앱 기능을 설명해드리겠

습니다. ‘장소 알람’은 집, 학교, 회사, 학원 

등 위치를 설정해 놓으면 자녀 혹은 부모

가 집에 도착하고 나가는 사항을 자동 알

람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위치 경로 

히스토리’는 위치를 알고 싶은 대상의 30

일간의 위치 경로를 보여주며, 앱에 내장

된 무료 채팅을 통해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긴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 위치가 가족과 

친구에게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치 애플리케이션은 GPS 사용에 따른 배터리 사용량, 위치 

정확도,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중 아이쉐어링 앱

은 배터리 사용량 및 위치 정확도에 있어 차별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

니다. 우선 아이쉐어링 앱은 24시간 동안 사용해도 배터리가 1%만 소모되

는 배터리 세이브 기술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특허 승인을 받아 배터

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쉐어링의 위치 

정확도는 약 10m의 오차 안팎이며 가히 세계 1위의 기술력이라고 자부합

니다. 

미국의 메이저 경쟁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위의 두 문제점을 해결한 덕분

에 아이쉐어링은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전 세계 1천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 위치정확도 기술로 경쟁력 확보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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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에 민감한 앱 내의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도 아이쉐어링 앱은 

위치 숨기기, 거리만 보여주기, 위치와 거리 보여주기 3단계 설정을 가능

하게 했습니다. 

현재 아이쉐어링 앱은 미아방지, 자녀안심을 비롯해 커플, 해외여행, 분실

폰 방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초인가족’ 등에도 소개

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아사히 TV의 

‘소노사키’에도 방영되어 현재까지 인본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300여 개 국가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는 모든 나라에서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수렴한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아이쉐어링소프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앱 개발 초기부터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항상 중심에 두고 서비스

를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마케팅, 제품개발 등 모든 요소를 한국에 

제한하지 않고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덕분에  해외 투자 및 글로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창업 성공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

는 것은 아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준

비하고 기획하고, 기회가 오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사에 참여하여 투자자들

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저희의 성공 노하

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또한 투

자자 및 모든 네트워크를 KOTRA 행사에

서 만나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주어지는 기회를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대

표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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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쉐어링소프트는 2019년 말까지 1천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미국과 아시아, 남미, 유럽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확

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치 플랫폼 사업을 구체화하여 다

양한 수익창출을 꾀하고, 더욱 발전적인 글로벌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아이쉐어링은 ‘마음의 평안(Peace of mind)’이라는 메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쉐어링 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즐겁고 편안

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SharingSoft의 비전 

아이쉐어링소프트보다 훨씬 성공한 글로벌 기업도 많고, 멋진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가능성이 큰 국내 기업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더 좋

은 길로 이어지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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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아이쉐어링소프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ERA에서 진행하는 2016년 정규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ERA 10기’로 선정되었습니다. ERA는 1년에 2번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을 대

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수마다 10팀을 선정하여 투자 및 마케팅 교육을 진

행합니다. 현재는 기존 프로그램과 흡사한 ERA Global이라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쉐어링소프트는 글로벌 서비스로의 

발판을 마련했고,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ERA 10기로 선정되어 글로벌 마케팅 교육을 받는 한편, KOTRA 및 여러 유수

의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배웠고, 이를 실천하고 있

습니다. 이런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글로벌 서비

스로의 정확한 마케팅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모든 노무와 사무에 있어서 ERA를 통해 소개받은 뉴욕 현지 회사들과 협업하

고 있습니다. KOTRA에서도 해외 지점에 이와 관련된 자료와 기업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이쉐어링소프트는  

역시 KOTRA 지원으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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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숙취해소 음료로 
세계 시장 문 두드린 
젊은 공학도

숙취해소 음료 

2017년

이시선 

미국 로스엔젤레스 

www.morelabs.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모어랩스

숙취해소 음료 제조 기업

모어랩스(MoreLabs)

제조 기술 기반의 음식, 음료를 생산하는 ‘모어랩스(MoreLabs)’는 2017년 미국에

서 한국식 숙취해소 음료 ‘모닝 리커버리 (Morning Recovery)’를 개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창업 1년 6개월 만에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1,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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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한국식 숙취해소 음료 효과, 미국 시장에 소개

저는(이시선 대표) 아홉 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

다에 이민을 간 후, 대학에서 시스템공학을 공부

하고, 페이스북, 우버, 테슬라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6년 휴가차 방문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고 그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미

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양한 종류의 한국 숙취

해소 음료를 구입한 후, 미국 현지의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며 숙취해소 

효과 유무를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 계속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약 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숙취해소 물질 분야 전문가인 USC(서던캘리포니아대) 리엥(Liang) 

교수를 만나 함께 숙취해소 음료 제품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헛개나무 추출

물에서 나오는 DHM(디하이드로미리세틴) 성분을 함유한 시제품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 

3주 만에 25만 달러의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판매는 현업

(엔지니어)과 병행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부업)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고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한국 방문을 통해 숙취해소 음료를 접하게 되었고, ‘왜 미국에는 숙

취해소 음료가 아직 없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잠재적

해외 창업 과정

타겟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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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사 온 숙취해소 음료가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

고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면서 시제품이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샘플

을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했고, 더 좋은 반응이 나올 때까지 제품을 개선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자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비용이 5만 달러였는데, 그 절반인 2만 5천 달러가 부족했습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

에 ‘모닝 리커버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개설한 지 3주 만에 필요한 자금의 10배나 되는 금액(25만 달

러)이 모여 무사히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종료 후, 마케팅과 인터넷 가상판매로 음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주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제품 개발부터 출시, 유통까지 추진했습니다.   

저는 모어랩스의 핵심 업무

가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외의 일은 아

웃소싱으로 하나씩 해결하자

는 전략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우선, 회사 홈페이지는 글로

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기업인 ‘쇼피파이(shopify)’를 통해 간단히 제작

했습니다. 음료 제조 공장은 글로벌 재능마켓 플랫폼 ‘파이버(fiverr)’에서 

우리 회사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 8개의 공장을 선별한 뒤, 한국·중국·베트

남의 공장 8곳을 직접 방문한 후 한국에 있는 공장과 위탁 제조 계약을 했

습니다. 완제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는 ‘해상의 우버’로 불리는 화물운송

주선 스타트업 ‘플렉스포트(flexport)’과 계약하여 물류·운송을 진행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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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엔지니어적인 사고방

식(Technology mentality)을 소비제품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품 개발

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가설을 완벽히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과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할 중간재는 가설이 완벽하게 입증된 이후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어랩스는 ‘많은 사람이 숙취에 시달리지만, 이 

문제는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

다. 해당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 공장들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

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가설 수립과 입증, 철저한 시장조사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모어랩스(MoreLabs)는 현재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 효

과가 있는 음료,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를 줄여주는 음료 등 현대

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종류의 건강 음

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어랩스(MoreLabs)로 리브랜딩(re-

branding) 한 이유도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어랩스(MoreLabs)의 비전 

다. 플렉스포트를 통해 세계 해운 업체의 물류 운송망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었고, 제품의 실시간 위치도 추적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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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모어랩스 창업 당시 E2 비자*를 신청했고, 서류 심사 기간 동안 체류비자가 없

어 캐나다 토론토에 임시로 거주했었습니다. 이때 토론토에서 인디고고 크라

우드 펀딩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3년 이내에 O 비자*

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E2 비자 : 미국에 사업체 설립(또는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비자 

•O 비자 : 예술, 기술, 과학, 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기 보유 시 발급되는 비자

  현지 파트너 발굴

모어랩스의 공동 창업가는 Uber 사에서 만나게 된 직장 동료입니다. 그는 현

재 제품개발 및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모어랩스의 경우, 철저하고 확실한 시장조사와 수요조사를 강조하여 소비자에

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출시 전, 소

비자의 피드백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Morning Recovery’ 시제품을 5

달러에 판매한 후, 시장조사를 시행한 다음, 전액 모두를 환불해 주는 형식의 

마케팅을 펼쳐 정확한 시장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제품 홍보를 했고, SNS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수요자 확보 방식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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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활용하여 법무/노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trium*을 이용합니다.

•SaaS :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

록 한 소프트웨어로, SaaS는 기업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매하는 데 드

는 비용을 대폭 줄어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기반으로 비용을 지급함으

로써 인프라 투자와 관리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함) 

•Atrium : 기업 법률 서비스 제공 기업 https://www.atriu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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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맞춤형 
AI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서비스)

2015년 

유태준

경기도 성남시

mindslab.ai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마인즈랩

AI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기업 

㈜마인즈랩(MindsLab)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AI as a Service Firm) ㈜마인즈랩(mindsLab, 이하 마인즈

랩)은 2015년부터 딥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로 연 매출 약 80억 원을 달성하고 있

다. 마인즈랩의 AI 플랫폼 마음AI(maum.AI)는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질의응답, 

시각지능 같은 인공지능 기술과 솔루션을 모듈화해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한 제품이다. 마인즈랩은 국내에서 종합 인공지능 기업으

로 성장한 후,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화 및 기술적 완성도를 기반으로 북미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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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한국 AI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자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AI as a Service Firm)으로 음성, 언어, 

시각, 사고지능 기술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유태준 대표이

사)는 삼일 PwC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20여 년간 재직하고, 2015년부터

는 국내외가 주목하는 AI 전문 스타트업 마인즈랩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인즈랩은 2017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ITU 텔레콤 월드 2017’ 시상식

에서 ITU 인증 우수 기업(Recognition of Excellence Certificate)으로 선

정되었으며, ‘2017 대한민국 ICT 대상’에서 지능정보 부문 대상(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으며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

았습니다. 또, 포브스 아시아(Forbes Asia)는 ‘2017년’ 주목해야 할 한국 

10대 스타트업’ 중 하나로 마인즈랩을 꼽기도 했습니다.

마인즈랩은 현재 범용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고도화 및 적용 가능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받

는 국가 대표 AI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AI 강국

인 캐나다의 3대 AI 연구기관 에이미(amii)에 합류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R&D를 직접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인즈랩의 대표 제품인 ‘마음

AI(maum.ai)’는 음성봇, 영어교

육, 고객센터 등 다양한 산업분야

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AI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마인즈

랩의 모든 AI 기술이 집약되어있

는 마음AI는 음성인식/합성, 이미

지/영상 인식 및 분석, 챗봇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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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는 마인즈랩이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집중했던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이용하면 콜센터의 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대기 콜 수를 줄여 고객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 콜센터의 경우 콜 당 단가가 5달러인데, 기계가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어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단가를 0.5달러까지 줄여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마인즈랩은 콜센터를 비롯한 각종 고객센터에 매일매일 쌓여

가는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분석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이토록 쌓여가는 고객의 피드백이야말로 기업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자산

인데, AI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수십,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외 창업 과정

기업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솔루션 기술 제공

심 AI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에서 손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인즈랩은 마음AI를 통

해 국내 산업 분야 곳곳에서 

기반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

리의 기술과 제품력이 결코 글

로벌 AI 공룡 기업들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

내 시장은 AI 생태계가 북미 등 AI 선진국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2016년 미국 뉴저지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과감히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

렸고, 북미 지역에서의 첫 고객사로 글로벌 전자 기업과 고객센터 분석 프

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창립 후 3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

작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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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긁겠다’는 본사의 전략은 미국 시장에서의 첫 번

째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자산화하고, 제품에 대한 불만

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하려는 수요가 꾸준했던 한 글로벌 전자 기업

에 VOC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해당 기업은 매일 고객

센터에 축적된 콜 내용을 요약하고, 고객 불만의 근본 원인이 분석된 데

일리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상담 오퍼레이션을 개선

하고, 대외 불만 요인을 실시간으로 즉시 감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인즈랩은 기술력을 갖췄다고 무작정 시장에 진출하기보다, 기존

에 해결이 불가능했으나 수요는 있었던 분야를 우선 집중 공략함으로써 성

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인즈랩은 고객사 확보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분야의 글로

벌 진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국내 기업으로

는 최초로 AI 강국인 캐나다에서 3대 연구 기관으로 꼽히는 에이미(amii,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에 합류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

습니다. 에이미(amii)는 강화 학습의 창시자인 리차드 서튼 교수가 이끄는 

연구 기관으로, 알파고로 잘 알려진 구글 딥마인드와 알버타 대학 등 학계

와 산업계가 함께 핵심 딥러닝 연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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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입니다. 마인즈랩은 

그동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해외 지사를 통해 기

술 역량 강화 및 해외 시장 모색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과 유사한 정도의 고품질 음성생성 알고리

즘에 대한 기술적 성취를 이뤄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음성봇 등을 가능

케 하는 AI 대화기술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음성을 AI 

대화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기술적, 사업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견줄 AI 기술력 확보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마인즈랩은 173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투자받은 금액을 R&D 역량 강화, AI 하이브리드 컨택 센터 

등 기존 사업의 역량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외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계속하여 창출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AI 첨단 기술의 유니콘 기업이자,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인즈랩의 비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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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창업파트너 발굴 방법

•에코마인즈 캠페인

마인즈랩은 국내외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스타트업, 연구 

기관들과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ecoMINDs' 캠페인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회 및 콘퍼런스 참여 및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협력사 증대 

해외 시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AI 학회 및 콘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마인즈랩과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KOTRA를 비롯한 

해외 진출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받았고, 이

를 통하여 협력사를 증대시켰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 AI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련 전시회 참가와 부스 운영을 통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협력사를 확장

하는 한편, 현지 언어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부문 협력이 가능하도록 현지화

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마인즈랩은 B2B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협력사 

및 잠재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인즈랩이 핵심 AI 기술을 API 등

의 형태로 제공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 

등에서 협력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코워킹 기회도 최대한으로 활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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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인즈랩의 AI 서비스 플랫폼 마음AI가 그 자체로 다양

한 비즈니스에 확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유

연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링크드인 등)를 활용해 글로벌 멤버사를 찾

고, 마인즈랩의 기술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업로드하여 저희의 기술이 필

요한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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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효율 분야를 
선점할 인공지능(AI)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2018년 

김구환, 한지훈

서울, 미국 실리콘밸리

www.crocusenergy.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에너지 효율 솔루션 개발 기업

크로커스 에너지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솔루션 개발 기업인 ‘크로커스 에너지’는 2016년 8

월,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에 터를 잡은 후,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전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도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에 참가할 예정이다. 

크로커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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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실리콘밸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본진(本陣)  

‘크로커스 에너지’는 인공

지능(AI) 기반의 산업용 

IoT 솔루션 스타트업으

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

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를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그

리드와 머신러닝 전문가 8명이 모여 기업 전력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고민

했고, 전력 데이터를 수집한 후,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전력운

영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할 때 최대 4%의 전기요금

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최대 

4000억 원의 전기요금이, 우리 회사의 전력운영 솔루션을 활용하면 그 4%

인 1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선두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김구환 대표) 크로커스 에너지를 창업하기 전, 사물인터넷 프로세서

를 공급하는 위즈네트(Wiznet)의 창업 멤버로 참여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제어 통신칩을 판매했습니다. 전 세계 500여 개 기업 고객에게 연간 

200만 개 이상의 통신칩을 판매하며 해외시장을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반도체 설계, 통신 기술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그리드위즈’

해외 창업 과정

세계 에너지 시장을 공략한 파워세이브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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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업했습니다. 이후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AI) 기반 에

너지 효율화를 연구하는 ‘크로커스 에너지(CROCUS ENERGY)’를 설립했

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수요관리, 태양광, 전기차 등 관련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이었고, 사물인터넷을 통한 전력관리 시스템 개발의 수요 가

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크로커스 에너지가 개발한 ‘파워 세이버’ 솔루션은 에너지 절약에 탁월한 기

능을 합니다. AI를 활용한 전력데이터 분석이 기존 에너지 제어 기술과 다

른 점은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 10초, 10분 뒤의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에너지 공급량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 세이버’는 센서를 통해 2만여 개 데이터 포인트에서 나오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해 머신러닝(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기존에는 센서 데이터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줄이는 것에 그쳤지

만,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는 위험도 예

측 가능하므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높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설립한 이유는 에너지 분야에서 글

로벌 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크로커스 에

너지를 창업한 한지훈 대표가 개발한 알고리즘과 이에 대한 국제특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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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며, 동료 대부분도 미국인이어서 미국에 법인을 세웠

습니다. 

현재까지 크로커스 에너지는 

탕정 코닝(CORNING) 제1공

장 적용 효율화 인증, 2공장 

시범 운영, 세계적 변압기 전

문회사 독일 MR 그룹과 에너

지 효율화 솔루션 개발과 공

급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 미

국 마케팅 전문 ‘Champion 

Technologies’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에

너지 효율 분야도 우리 회사가 관심을 가지는 시장입니다. 

많은 벤처기업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는 유행하는 사업에 갑자기 뛰어들

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든 눈앞의 이익만 좇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잘하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항상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소중견기업을 돕는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로커스 에너지는 2016년 8월, 미국 실리콘밸리 IT 지원센

터에 입주하면서 KOTRA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KOTRA 법률 및 특

장기적 관점으로 특화 분야를 공략하라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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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커스 에너지는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 스마트시트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북미지역 공공부문에서의 레퍼런스를 확고하게 다질 

계획입니다. 또한, 고급형 솔루션뿐 아니라 시장 확장을 위한 범용 

솔루션 개발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

사는 Google, PG&E, Lockheed Martin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산

업부문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R&D) 확대에 

힘쓰고, 스마트 전력망 부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크로커스 에너지의 비전 

허 상담 지원 프로그램, K-Global, K-Move Career Fair(Day) 등을 활용

하고, 각종 페어에 참가하면서 법인설립과 특허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또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과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통

해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조기 졸업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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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사업 진행 상황 및 기업 환경 

올해 크로커스 에너지는 USS-POSCO와 계약을 체결(PG&E 결제) 했고, 구글 

클라우드 10만 달러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0년에는 Google 클라

우드 넥스트 파트너사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에는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와 도시 레벨의 전기차, 스마트전력망 솔루션 컨소시엄에 참가하게 되었

습니다.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영업 전문회사 ‘Champion 

Technologies’와 채널 파트너십 계약도 체결하여, 2019년 상반기에 4곳의 계

약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시장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민간전력회사들이 많고, 투

자유치도 이 회사들과 미국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조건도 물론 한

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이라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업무 분위기도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술 한잔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팀워크

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줘야 하며, 수평 관계에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데, 이는 회사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에서 창업할 계획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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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중국 건강 트렌드 이끈다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제조

2013년(한국), 2015년(중국)

김명철

부산(본사), 중국 베이징(총판) 

www.EMSsuit.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코어무브먼트는 미세전류를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구를 제조하는 기업이

다. 2016년 법인회사를 설립 후 공장등록,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을 마치고 제품 생

산 및 연구에 집중한 결과, 3년간 매년 신제품을 출시했다. 현재 북경 흠한 유한공

사를 통해 중국 전역의 200여 개 센터에 장비(미세전류를 이용한 헬스케어 기계)를 

납품하면서 중국 내에서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확보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구 생산 기업

㈜코어무브먼트

㈜코어
무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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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 국내 최초로 EMS 트

레이닝 장비를 출시했습니다. 그러

나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독일, 헝가

리 제품에 친숙해 있어서 우리 회사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월등해

도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

으로 눈을 돌려 2015년 10월,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세

먼지와 여러 환경 문제로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관심이 높았고, 국가에서 

운동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EMS 트레이닝 판매에 최적화된 나라라고 판단

해 중국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헬스케어에 관심 높아지는 중국에서 새로운 출발

제가(김명철 대표) 처음 중국에 진출할 당시에는 초기 자본금도 부족했고, 

중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미용 관련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6개월 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했고, 그를 통해 베이징과 심양을 중심으로 

고객사로 적합한 중국업체를 방문하며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2016년 10월, 드디어 중국 심양에서 

EMS 트레이닝 센터(중국 평수 30평 초소형) 프렌차이즈 컨설팅에 성공했

고, ‘KEMS-STUDIO’라는 이름의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베

해외 창업 과정

수요 증가에 따른 프랜차이즈 진출



038
20

19 해
외

 창
업

 성
공

사
례

집

이징에도 ‘KEMS-STUDIO’ 2호점이자 본점을 오픈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능성을 본 저는 중국의 자사 제품 총판 대표 2명과 동업

인 3명의 이름을 토대로 의미를 넣어 법인명 ‘베이징 흠한(鑫韓) 유한공사’

를 설립했습니다. 

베이징 흠한 유한공사는 ㈜코어무브먼트의 제품과 운동방법 그리고 시스

템을 받아 2017년부터 본격적인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

년에는 KEMS-STUDIO 프렌차이즈 센터를 중국 전역에 설립, 중국 내에

서 EMS 트레이닝 센터 중 최다 지점(약 200개)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베

이징 흠한 유한공사는 중국 내 투자사로부터 한화 5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EMS 트레이닝을 중국 시장에 알렸습니다. 중국은 한

국과 달리 ‘빨리 빨리’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중국인은 무언가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국인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하

는 것은 한국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와 

한한령이라는 힘든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국 총판 니즈를 최대한 반

영해주는 자세를 취하였고, 중국 총판 대표와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고객 니즈 분석과 트렌드 선도에 주력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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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들였습니다. 

㈜코어무브먼트는 ICT와 스포츠가 합쳐진 

헬스케어 제품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중국

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창업을 

준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중국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사용 환경에서 제

한되는 부분이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약점은 디테일과 문화적인 부분 정도입니다.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시장조사와 제품 현지화

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니즈가 잘 반영된 

제품인지, 시장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 시

장에 진출하신다면, 중국은 분명히 제품 구매력이 있는 좋은 시장이 될 것

입니다. 

2019년 6월 무선 GX EMS 트레이닝 제품을 론칭했고, 10월에는 

개인용 무선 EMS 트레이닝 제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

국 내 최고 점유율 및 인지도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두바이, 유

럽, 미국에 진출할 계획으로 바이어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미세전류와 신기술(AI, VR)을 이용해서 다목적·복합 헬스케어 

장비를 만들어 신기술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

고자 합니다. 

㈜코어무브먼트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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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1년 만기의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총판과 1달에 2~3회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씩 교육과 

시스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중국에 진출할 때 처음 만났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KOTRA, 인천창조경

제혁신센터, KIC차이나 등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한민국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발굴해 왔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코어무브먼트 중국 총판사인 베이징 흠한 유한공사가 신문 및 TV(B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스포츠 박람회 참가, 대대적인 

오프라인 이벤트 등으로 KEMS-studio와도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아직 중국 내 제조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

으나, 2019년 하반기에 현지 생산을 위한 중국 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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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젊은 기획가

디지털 컨텐츠 기획, 제작, 유통, 서비스업 

2015년(중국)

김지훈

중국 베이징, 서울

www.partymon.com(제작중)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PARTYMON

2015년 설립된 PARTYMON(北京派动文化传媒有限公司)은 중국 가수의 뮤직비

디오, 웹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기획하는 기업이

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기획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중국 영화의 프

로덕션 기획과 투자기획을 진행했으며, 2018년 중국 웹 예능 <XI ELEVEN>을 중

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방영,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인 알리문학의 한국 독점 에이

전시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중국 대형 웹 플랫폼 아이치이(Iqiyi)와 함께 2,500만 

RMB(약 40억 원 이상) 규모의 웹 드라마를 제작 중이다. 

콘텐츠 기획 및 유통 전문 기업 

PARTY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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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중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 여름입니다. 중국 톈진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중

국에 자리 잡았고, 약 1년 3개월 

동안 회사 실무를 익히며 중국을 

공부했습니다. 글로벌 외환위기로 

다니던 회사가 2009년 문을 닫으

면서 독립할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 높은 인민폐 환율과 중국에서 한국과 

미국 제품 수요가 급증해 무역 회사를 창업하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

되어 약 7개월의 창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10년 1월, 베이징에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 능력의 힘, 중국 시장에서 인정받다

2010년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까지 약 5년간 사업을 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가진 경쟁력에 한계가 있

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을 우

리 같은 작은 회사에 독점 공급해주지 않으려 했고, 또, 시장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은 엄청난 마케팅과 유통 비용을 쏟아내며 추격해 오

니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와 같은 작은 기업이 중국에서 유통업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

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으면서 우리 회사가 

해외 창업 과정

회사 내 부서의 특화 역량,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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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문화 콘텐츠 분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응용하는 기획 회사라면 성장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14년 당시, 우리 회사는 닥터드레 

헤드폰으로 유명했던 미국 Monster 

사(社)의 Monster GODJ라는 휴대용 

DJ 디바이스를 중국 시장에 독점 공

급하고 있었습니다. DJ 기기이다 보

니 오프라인 파티나 각종 프로모션 

행사,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파트너십으로 

함께 협업한 현지 대행사들의 업무 능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기획 담당 직원을 채용해 사내 팀으로 만드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회사명인 ‘PARTYMON’이라는 사내 팀을 만들어서 자사 

행사 기획과 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사내 팀이 만든 행사와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합리적인 진행 가

격 덕분에 외부 행사 진행도 가능하니 여러 중국 업체들의 협업 요청이 늘

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무역회사의 판매 순이익보다 기획팀의 수익

이 더 나아지면서 PARTYMON의 정식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셀러브리티 파티의 주관사로

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영화 및 콘

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책

임자들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현지 콘텐츠 제작 

사업에도 진입하게 되었고, 현재 오

프라인 행사 기획보다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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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MON은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

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지에서 원하는 품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입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그 품질 수준

이나 결과물이 시장의 기대보다 못 한

다면 당연히 사업에 성공할 수 없고, 또

한,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간다면 그 역시 비용 부담과 시장의 불확실성으

로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듭니다. PARTYMON은 중국 시장의 기대보다 한 

발짝 정도 앞서 나가면서 현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유지했던 것이 성

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

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삼성 반도체, 애플, 디즈니처럼 중

국 소비자를 완전히 압도할 수 없다면, 그들의 시선에 수준을 맞추는 전략

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의 창업은 매우 힘듭니다. 제가 느낀 가장 힘든 점

은 중국 특유의 비즈니스 환경, 즉,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통

용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이

나 다른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과 비교하면서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고, 비관

적인 자세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기 쉬운데, 이 점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업들이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업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

기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고, 또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아

현지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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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한국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우직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언어’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는 꼭 네이티

브 수준의 현지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업무 미팅과 계약 진행 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와 동반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적

어도 통역사가 내 말을 전달할 때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PARTYMON은 2018년 한한령으로 중국 자본과 100% 한국 제작

진이 참여한 웹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촬영지는 서울이고, 출연

배우는 중국 연예인인 웹 예능 《XI ELEVEN》을 기획하고 제작하

여 중국의 영상 플랫폼 YOUKU와 웨이보에서 성공적으로 방영한 

것이 우리 회사의 주요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2019년 중

국 대형 동영상 플랫폼인 아이치이(爱奇艺)와 함께 웹드라마《在座

的都是废物》를 제작 중입니다. 또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키링의 ‘Spookiz’의 중 국 판권 대행을 맡아 디지털 콘텐츠 IP 관

리 및 영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한국의 연출 감

독, 작가, 음악감독 등이 PARTYMON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장기

적으로는 중국의 대형플랫폼과 함께 여러 작품을 제작하면서, 동시

에 한국 내에서도 훌륭한 디지털 콘텐츠 IP를 중국 시장에 소개하

는 역할을 병행하여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PARTYMON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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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중국에 와서 기업에서 근무할 때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근무를 시

작했으며, 법인 설립 이후는 사업자 비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나 자신

이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시작이 될 수 있

으므로 그렇게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내가 하려

는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어야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그들도 외국인인 우리를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상기하면서 

항상 배려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 왔습니다. 배려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면 

중국인들은 상대를 깔보고 더 좋지 않은 조건을 내세운다는 사람이 간혹 있는

데, 제대로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혹시 그런 파트너

를 만난다면 함께 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PARTYMON은 직접적인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기존 고객사의 소개를 

통해 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작품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업무를 진행했던 협력사들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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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습니다. 보통 협력사 관리나 신규 업체 발굴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정

기적으로 소셜 파티를 개최해 바이어를 초대하여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관

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회사 내 1명의 총무 관리 인원을 두고 100% 외주로 관리합니다.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진행해야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이 많이 든다고 느낄 수 있지만, 중국에서 법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치르

는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 2019년 5월에 납부한 2018년 

PARTYMON의 법인 소득세가 60만 위안 정도 청구되었는데, 현지 회계법인

의 컨설팅을 통해 20만 위안 정도를 절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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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감성으로 탄생한 
소비재 플랫폼,
중국 소비자들과 소통하다 

패션, 뷰티

2014년 

이승진

중국 상하이

www.garosu.com.cn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GAROSU

이승진 대표가 2014년 설립한 토탈 편집숍 ‘GAROSU'는 서울 강남의 힙플레이스 

‘가로수길(Garosu-gil)’에서 이름을 빌렸다. 2014년 3월, 중국 상하이 치푸루(七浦

路) 도매시장에 7평 남짓의 한국 의류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용품, F&B(Food & Beverage), 엔터테

인먼트 콘텐츠 등 5가지 분야를 다루는 종합 소비재 편집숍으로 성장했고, 현재 항

저우, 광저우 등을 포함한 중국 10개 지역에 40개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약 100억 원 규모이다. 

종합 소비재 편집숍

GAR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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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이승진 대표) 창업을 하

기 전, SK 그룹에서 18년간 패

션 분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하

이에 있는 중국패션사업부에서 

근무하며 한국 패션의 중국 시

장 진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소비재 시장이 편집숍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워 제조업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했지만, 현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여건이 어려워졌고, 그와 

비교할 때 소비재는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내수 소비재 시장 1위 국가이고, 동

양 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재 플랫폼 창업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잘 선별해

서 제시한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현해 보고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 반 가량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중국인, 중국 음식, 음악 등 중국과 관련한 모든 것

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 생활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하기에는 초기자금이 여유롭

지 않아 서울 명동에서 작게 시작하거나 지방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습

니다. 한국 내수시장은 규모가 비교적 작아 사업 확장에도 제한이 있을 것

으로 판단하여 국내 보다는 중국에서의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후 결정을 내리고, 2014년 3월에 상하이 치푸루의 7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해 작은 패션숍을 열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중국 소비재 시장의 가능성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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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는 중국어도 서툴렀고, 자금도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중

국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케치북에 GAROSU라는 브랜드

의 미래를 그려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GAROSU라는 회사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한국의 문

화 거리 ‘가로수길’을 중국으로 옮겨

오는 것이었으므로 한국의 패션, 뷰

티, 문화, 콘텐츠, 카페 등 모든 것을 

GAROSU 매장에 담는다면, 중국인

들에게 GAROSU는 단순한 의류 브랜드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

간으로 느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해 매장을 꾸미기 위해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습

니다. 매장 바닥에 타일을 몇 개나 깔아야 하는지, 마네킹은 어디에 두고, 

옷은 어디에 거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시장에서 직접 타일을 사와 

매장 내부를 정비했습니다. 중국어가 서툴러 미리 찍어 둔 사진을 상점 주

인에게 보여주며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매

장에 전시할 의류 제품은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배치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장을 오픈했지만 처음 한 달간은 매출이 하루에 

300~600위안(5만~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직원과 하

루를 온전히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

유를 알아내기 위해 방문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

들이 다른 매장에서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외 창업 과정

소비자 분석을 통한 ‘스피드 경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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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을 동대문 시장에서 찾아 곧바로 

매장에 전시하고 판매하자 점차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고, 하루에 7만 위안

(약 1,100만원)까지 매출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1호 매장을 열고 그다음 해인 2015년 3월, 상하이에서 첫 번째 열리는 봄 

CHIC쇼에 참가했습니다. CHIC쇼는 중국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바이어들

이 모여드는 행사로, 중국의 패션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한

국의 여러 브랜드가 한두 개의 부스를 열 때, 저는 중국 대기업 브랜드 급

의 규모로 20여 개 부스를 열어 1,000여 가지 스타일의 동대문 제품을 전

시했습니다. 이때, 중국 전역의 백화점 및 대리상 관계자들이 저희 부스로 

몰려들었고, 수많은 입점 제의와 제품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을 거쳐 다행히 중국의 GAROSU 매장은 1호점에서 얻

은 이익으로 2호점, 3호점을 열 수 있었고, 점차 규모를 키워 가게 되었습

니다. 2016년 정식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한때 중국에 100여 개의 점

포를 열고, 연 매출 200억 원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드 이슈로 인한 

구조조정과 대리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은 후, 현재는 도매시장 한 층 전체

를 사용하는 치푸루 본사를 포함해 화동지역, 북부지역, 절강성, 쓰촨성 등 

10개 지역에 40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은 약 100억 원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중
국

•
상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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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모쓰(模式, 사업 

방향성)와 퇀뚜이(团队, 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

출할 때는 제품만이 아닌 문화를 반드시 같이 가져와야 하며, 한국적 문화

라면 반드시 중국 문화 및 중국 고객과 융합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한국

적인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외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조언을 한마디로 요약

하면 ‘Start Small, Think Big, Scale 

Fast’입니다. 우선, ‘Start Small’이란, 

상품, 브랜드, 서비스 등 직종과 관계없

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시작하

라는 뜻입니다. 뜸 들이고 고민하지 말

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품, 브랜

드, 서비스 상관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R&C(Resource&Capability)를 

파악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용기란 ‘두렵지만 행동하는 상태’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창업에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

면 자신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는 이

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손으로 적을 때 이들을 각각 연결하는 순간, 무언

가 생길 수 있고, 이것도 작은 출발이 됩니다. 

둘째로 ‘Think Big’이란, 작게 시작하더라도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GAROSU도 7평 남짓한 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했지만, 치푸루의 

한 층을 모두 GAROSU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현재

는 시작 당시의 꿈이 작게 느껴질 정도로 5년 만에 10개 지역에 40개 매장

Start Small, Think Big, Scale Fast!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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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고객의 취향 설계’가 GAROSU가 추구하는 가치이

자 비전이며,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중국에 널리 알리고, 중국에 다

양한 한국 제품을 들여와 일종의 ‘한국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소비재는 수없이 많고, 문화 콘텐츠는 시대

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GAROSU와 같은 한국 기업이나 브랜

드가 더 많이 생긴다면 더욱 다양한 메뉴를 중국에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국‘이라는 클러스터가 생겨 한국 기업 전체가 안정적으

로 중국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처럼 한국기업

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서로 돕는 환경에서 ’한국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

는 앞으로도 GAROSU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GAROSU의 비전 

을 두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Scale Fast’란, 무리한 확장을 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

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직원들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비단 해외 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곳

에서든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처음 창업 당

시,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현지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해지

기 위해 노력하니 나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현지인입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

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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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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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창업을 준비하면서 중국에는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시장조사와 매장 설립 지

역을 알아본 후, 개인 영업집조를 발급받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법인 설립

을 하면서 현재는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중국에 체류 중입니다. 직장생활 경력

이 있어 비자 발급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GAROSU는 다른 파트너 없이 혼자 창업했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가 필요치는 

않았으나,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저우의 한 회사의 투자를 받아 가맹점 

200여 개를 동시에 여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항저우의 회사가 부도가 나 납품 

대금 600만 위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

다. 이후 과감한 규모 확장보다는 직영점을 열어 차근차근 규모를 확장해 나가

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고, 이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GAROSU의 유일한 마케팅 전략이자 비전은 ‘고객의 취향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수없이 많은 마케팅 전략, 즉, 온라인 홍보, 왕홍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홍보, 체험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현지 마케

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은 매일 수정되고 보완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마케팅 

전략이란 문서화가 아닌, 전략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의 요구를 재빨리 파악하는 것, 나아

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끄는 것이 GAROSU의 장점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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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일 제품의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보

면, 우리는 그 즉시 한국 동대문 MD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색상이 있는지 파

악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현장에서 전달합니다. 보통 5~10분이 소요되며, 

고객은 GAROSU의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집합체가 ‘가로수그램’이며, ‘가로수그램’이라는 내부망

이 GAROSU 현지 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고객의 취향 설계’를 해낼 수 있는 원

동력입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세무 관리팀과 인사팀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

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직원들과 ‘이윤을 나누는 것’ 입니

다. GAROSU는 전체 이윤의 5%를 직원들에게 배당형식으로 분배하여 ‘직원의 

CEO화(化)’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많은 혜

택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직원이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창업센터라는 생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부서는 또 하나의 작은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

는 셈입니다. 창업을 하는 직원은 곧 GAROSU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고객이 

모여 가치를 창출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회사의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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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아이덴티티의 
실현, 중국을 디자인하다

디자인, 인테리어, 건설

2009년(한국), 2012년(중국)

마윤천

중국 상하이

www.groupmnc.com(제작중)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MNC DESIGN GROUP(이하 MNC)은 실내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BI, CI, 브랜딩 

작업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 기업이다. 최근에는 중국 건축설계 시공 자격증을 취

득하여 공장 건설 등 건설업에도 진출했다. 2009년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은 

후 2012년 중국 상하이에 진출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

업, 그리고 중국 현지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350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2018년에 중국에서 매출 200억 원을 기록했다. 

디자인 전문 기업

MNC DESIGN GROUP

MNC DESIG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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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직장생활

을 하던 중, 저(마윤천 대표)만의 디자

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27세에 

퇴사를 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의 자취

방에서 친구와 창업한 후 여러 디자인 

공모전에 도전했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

하며 나름대로 디자인 회사로서의 입지

를 다져나갔습니다. 창업 1년 후에는 자

취방을 벗어나 10평 남짓한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화려하

지 않았지만, 꾸준히 협력사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사무실도 확장하

고, 회사 커리어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카페, 커피 전문점 등의 실내 디자인 수요가 많아

서 MNC도 한국에서 카페 디자인과 시공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모 카페 브랜드 부사장이 본인의 브랜드를 중

국에서 론칭할 계획으로 MNC를 찾아왔고, 계약이 성사되어 중국에서 카

페 매장 디자인을 맡아 진행하며 MNC도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

게 되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중국 고객사의 제안, 중국 진출 계기 열어 

중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인 2~3개월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시장조사

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수주 받은 프로

해외 창업 과정

꼼꼼한 현지 시장 분석과 철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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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의 브랜드 

공간이었기 때문에 중국 현지 언어, 매장 확장, 매장 오픈 등 여러 가지 방

식을 현지화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디자인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시공업체

를 통해 진행한 결과가 늘 마음에 들

지 않아 고민하다가 결국은 MNC만

의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설계 

시공 1급, 정부 공사 1급, 개발구역 

기초공사 1급, 건축설비 시공 1급 등 

건설 및 시공 자격증 등을 획득해 직

접 시공 분야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프로젝트 수주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본부(分公司)를 내야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지역본부

(分公司)를 철수해야 합니다. MNC도 지역본부(分公司) 방식으로 중국 전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약 35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사마다 판매하는 제품과 금액대가 다

르므로 MNC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고객사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클럽 인테

긍정적인 마인드, 한발 앞선 제안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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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라면 직접 가서 놀아보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파악하고 있

으며, 호텔 디자인을 맡게 되면 호텔에서 직접 숙박하며 호텔 식당에서 식

사도 해보면서 동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

펴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디자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객

사에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MNC의 방식이 많은 고객으로부터 좋

은 평가를 받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

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시

작할 때 두려움이 없었는지 물어보

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창업할 때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

니다. 아마 나이가 젊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시

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많았고, 이제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당시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는 외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이 풍족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젝트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습

니다. 스스로 모은 자금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받지 않

는 편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어를 못 한다고 겁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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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C는 현재 중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세계적인 디

자인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유

럽 등 전 세계 디자이너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디자인 회사로 성

장하고자 합니다. 

중국 디자인 산업은 여전히 무궁무진한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있습

니다. 중국인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자신을 꾸미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수요에 비해 그에 대한 방안 및 솔루션은 아직 널

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MNC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나 제품을 찾아내고 제공하여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MNC의 비전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

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

팅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과 함께 진

행하지만,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끔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웃을 수 있고, 항상 포

커페이스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우직하게 최

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런 모습이 오히려 고객사에 좋은 모습

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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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1년 만기의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30일에 한 번씩 한국을 오가며 약 2~3개월 정도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했고, 그 후 법인 설립을 통해 취업비자로 전환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중국은 시공을 위한 자격증이 필요해서 중국의 시공사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NC가 시공사에 일을 주는 입장이어서 현지 창업 파

트너가 아닌, ‘발주처와 시공사’의 관계입니다. 시공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에서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분과 인연을 

맺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MNC가 중국 내 모 건설회사에 시공을 맡긴 적이 있

는데, 상대 기업 대표가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처음

에는 협력사와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만 키우는 일이라고 생

각되어 수차례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요청에 끝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

니 저를 만나자고 하신 분이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님이셨습니

다.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작은 규모의 수주였으나, 한국에

서 젊은 사람이 와서 생소한 디자인을 하니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생겨 만남

을 요청했는데, 제가 계속 만남을 거절하자 그런 모습도 재밌게 봐주신 것 같

습니다. 실제로 그 회장님을 만나보니 중국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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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마케팅 방법

MNC는 특별히 마케팅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도 아직 준비 중인 상

태입니다. 직접적인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기존 고객사의 소개를 통

해 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MNC가 디자인한 매장에 방문한 잠재 고

객사가 매장 측에 어느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인지를 묻고, 연락처를 알아내 회

사로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新天地) 혹은 화이하이

루(淮海路)에 우리 회사가 디자인한 매장을 보고 근처 매장 관계자가 어떤 회

사에서 디자인했는지 찾아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는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의 88층, 89층 디자인 입찰에 참

여하여 선정됐습니다. 당시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의 경쟁사들이 함께 

입찰에 참여했지만, 쟁쟁한 글로벌 회사들 사이에서 MNC가 선정되었다는 점

에 자부심을 느끼며, 상하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상하이 타워에 MNC의 디

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중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노동법 및 세법을 공부한 것이었는데도 시행착

오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노동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법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로 인

해 노동청에 가서 소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원 나온 한국 출

장자들이 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해 사무실에서 업무를 지원하던 중 중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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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소가 검열을 나와 큰 곤욕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 규모가 

커져서 전문 회계팀과 인사 관리팀,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법, 세법, 재무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

다. 한국에서는 매장 임차인(tenant)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 위기에 처

했었습니다. 약 5억 원가량 빚이 생겨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이곳

저곳에서 돈을 모아 협력사들의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5

억 원은 매우 큰 돈이어서 절망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한다

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갔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데 1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창샤에서 디자인 설계를 진행했는데 공사 대금을 받

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후에는 계약서를 더 철

두철미하게 작성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등 위험에 대비

하고 있습니다. 

중
국

•
상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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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사업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A I 개발

2018년

Hau Kuan Patrick TU 外 3명, 김정홍

홍콩

www.dayta.ai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Dayta AI limited는 김정홍 대표가 대학교 때 알게 된 현지인 친구들 3명과 2018

년 홍콩에서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로, 홍콩 내 비즈니스를 위한 B2B AI 컨설팅 제

공 및 비즈니스 범용 AI 개발을 하고 있다. Dayta AI는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

어(HW) 개발을 병행하는 SI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서비스, 부동산, 건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 가능한 AI 개발 및 컨설팅 업무가 주를 이룬다. 

AI 개발 및 컨설팅 기업

Dayta AI Limited

Dayta AI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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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김정홍 대표) 홍콩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데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보

니 홍콩의 교육열이 명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실망했습니

다. 이후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1학년 때부터 공부보다는 인턴이나 

파트 타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

야에 만족하지 않고 재미를 찾아 이것저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기도 하지만, 학생 때 쌓은 사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정형화된 프로세스

를 따르기보다는 위험이 있더라도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선호한다는 사실

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

다. 이렇게 느끼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사업가이신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학 시절, 홍콩인 동기가 로컬 

친구들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설립해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할 일을 찾다가 오픈 포지션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었는데, 

이 멤버들과 지금의 Dayta AI limited를 공동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Dayta AI 모기업의 공동 설립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대학 동기들과 의기투합,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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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ta AI limited를 공동 창업하기 전, 저는 에듀테크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 즉 ‘인강’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홍콩 특유의 인강 시장이 너무 견고하여 침투가 어려웠고, 제

3자 결제가 불가능한 결제 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중국기

업에 해당 SW를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관련 부분에만 투자하겠다

고 한 회사가 있어서 데이터 분석 모듈을 떼어내어 재창업을 구상하게 되

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AI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중국의 유명한 안면인식 AI 스타트업인 ‘센스타임(Sense 

Time·商湯科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센스타임은 하이엔드(High-End)

제품을 다루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로우엔드(Low-End) 시장을 타겟

팅했습니다. 이때는 AI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이익

(마진)은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AI를 어떻게 로우엔드로 가

냐, 가격이 싸면 기술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때는 일단은 ’업계에서 클라이언트 풀을 많이 구축하면 뭐라도 해볼 수 있

겠지‘라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빠르게 개발만 하면 이윤은 창출할 수 있

해외 창업 과정

B2B 시장 공략, 앞서가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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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예상대로 창업 2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AI 개발을 위

한 인건비 외에는 별다른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AI개발을 로우엔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엔진과 축적된 SW 및 기

술이 많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product SW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 이

때는 더는 로우 엔드(low end)로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층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기술도 많이 향상되어 리포지셔닝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회사 로고부터 웹사이트까지 지난 4월부터 모두 바꾸고 영상작업 등 

이미지 구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기업이 대부분 귀여운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보라색

의 아기자기한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고 색상을 흰색과 

푸른색으로 바꾸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Dayta AI limited는 과거 에듀테크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B2C

가 아닌 B2B 시장만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B2B 시장에서는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긴 하지

만,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되어있지 않은 편입니

다. 그래서 최대한 전통적인(traditional) 방향으로 AI를 잘 설명해주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영업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진적

이고 신뢰감을 주면서도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기회로 보고 AI 컨설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컨설팅의 경우 클라이언트만 확보하면 거기서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
국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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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ta AI limited를 창업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을 뿐이어서 창업에 성

공했다고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조금씩 앞으로 나아

올 수 있었던 데에는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콩은 중국 본토처럼 ‘꽌시(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컬 파트너 없

이는 현지 거래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 4명은 대학

생 때부터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면서 함께 고생한 사이라 

서로에 대해 잘 압니다. 여느 친구들처럼 서로 짓궂게 대할 때도 있지만, 심

각하게 다툰 적은 없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관리 분야를 두지 않는 대신 공동 창업자끼리는 주기적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

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업무 분담과 팀 워크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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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리브랜딩을 잘 마무리한 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AI 모델 개발을 통해 더 많은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리브랜딩 이후에는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시

장진출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에 우선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

해 빠른 시일 안에 동남아에 현지 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지 않은 한국에도 

연내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Dayta AI limited의 비전 중
국

•
홍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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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공동 창업자 4명 중 3명은 현지인이고 저는 홍콩에서 대학교 졸업자에게 발급

되는 IANG 비자가 있어서 채용비자와 현지 체류 자격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

려움이 없었습니다. 올해 홍콩 정부의 TechTAS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로 

최대 6명까지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IANG 

비자가 만료되면 회사 명의의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PR(영구시민권)이 나올 때

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홍콩 내 엔지니어 풀이 넓지 않아 헤드헌터를 통한 직원채용을 시도해봤지만, 

중개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채

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커리어 페어(Career Fair)에 참가해 우

수한 학생들을 인턴이나 파트 타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일을 가르치며 역량을 키워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직원 수가 40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학생으로서는 기

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본다는 메리트가 있고, 저희는 학생들

이 할 수 있는 업무만 부탁하기 때문에 방학 시즌에는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친구들이 인턴으로 올 때도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엔지

니어링 전공자가 결국엔 지명도 있는 글로벌 뱅크로 취업하려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오래 붙잡아두지 못하는 현실이 직원채용에 있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새로 개편하는 홈페이지에 채용 페이지를 추가하여 다양

한 채널로 우수 인재를 확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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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마케팅 방법

홍콩 내 AI는 B2B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은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 사이언스 파크(Hong Kong 

Science Park)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있고 ‘Kick Startup‘’, ‘Elevator 

Pitch Competition’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하여 잠재 고객을 대상

으로 적극적으로 콜드콜링(Cold calling)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현재 홍콩 사이언스 파크 엔터프라이즈 센터(Hong Kong Science Park 

Enterprise Centre)에 입주해있는데, 입주기업 대상 세무, 법률 등 분야 내 다

양한 지원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상의 어려움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Tech 회

사의 경우 직원들이 획일적인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공정이 똑같아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 통일을 위한 

기준(rule)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합니다. Management는 자동

화가 많이 되어있어서 공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 1회의 팀 미팅 및 잦은 팀 

점심을 통해 서로의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Tech 회사는 보안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전체 프로그램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CTO인 저 1명뿐 입니다. 그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코드나 직원들 

계정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보안 관리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
국

•
홍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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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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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탬프 특허기술로 글로벌 기업 꿈꾼다
 | ㈜원투씨엠

074

현지 생활에서 얻은 창업 아이디어, 베트남 부동산 앱 
시장을 선점하다 | ㈜패션푸르트

079

기술 기반 유학 정보 플랫폼으로 호주 시장 진입
 | 에드위(Edwy)

096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찾은 땅, 베트남 
| ㈜레클(Lecle Vietnam JSC)

086

스타트업이 만든 인도네시아 내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 코하이브(COHIVE)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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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3년

한정균(공동 창업자 : 신성원)

싱가포르

www.12cmglobal.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원투씨엠

2013년에 한정균 대표가 설립한 ㈜원투씨엠은 스마트폰에서 고유 인증을 처리하는 

독자 기술인 스마트 스탬프(제품명 ‘에코스 스탬프·echoss stamp’)를 기반으로 국

내에서 인지도를 쌓았고, 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 2015년에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7개의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시장을 넓혔다. 현재 22개 국가에서 50여 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

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마트 스탬프 개발 기업

㈜원투씨엠

스마트 스탬프 
특허기술로 
글로벌 기업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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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원투씨엠의 기업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서비스 플랫폼’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자체 서비스 제

공보다는 기술력 증진에 집중했고, 라이센스로 수

익을 내는 B2B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고객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특허는 무선단말기의 정전식 터치스크린에 실행되

는 다중 터치식 인증입니다. 스크린에 N개의 터치 점을 인식하는 1단계, 

설정된 터치 인증 조건을 이용하여 앞의 N개의 터치 점의 기하하적 위치 

관계를 인증한 결과를 확인하는 2단계, 앞의 N개의 터치 점이 인증된 경우

에 앞의 터치 도장과 연계된 지정된 서비스를 개시하는 3단계로 나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원투씨엠은 POS가 없는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은 

물론, 충전할 필요가 없어 야외 행사장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에코

스 스탬프(스마트 스탬프)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에코스 인증 시스템과 함

께 제품화하여 하드웨어(에코스 스탬프)와 소프트웨어(마케팅 플랫폼, 커

머스 플랫폼, 페이먼트 플랫폼, 광고 플랫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탬프 독자 개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출격

저는(신성원 부사장) ㈜원투씨엠 창업 이전에 모바일과 오프라인의 상점

을 결합한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느껴 특허 설계, 시제품 개

해외 창업 과정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기술력으로 고객사 창출 



076
20

19 해
외

 창
업

 성
공

사
례

집

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고유 기술인 Smart stamp 

기술을 기반으로 2013년 국내에서 

한정균 대표님과 제가 공동 창업하

였습니다. Smart stamp의 경우,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서비

스에서 오프라인에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Smart Stamp H/W

만을 비치하고, 고객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

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적합한 사업 특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6개의 벤처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

치했습니다. 한편, 국내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받고 우리 회사는 상대적으

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당시 진출하지 않

은 한・중・일 시장을 제외한 해외 시장 사업을 추진하는 합작 법인을 설

립하는 데 합의하고, 이에 따라 SKT로부터 97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여 

KOTRA 및 KIC 센터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한 싱가포르에 신규 법인을 설

립하게 되었습니다.

㈜원투씨엠은 현재까지 싱가포르, 핀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

남아시아 및 유럽과 미국 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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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기술의 독창성,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한 기술 체제 표준화 및 현지 

지원 프로세스 확립, 강력한 특허 전략 추진, 국내 성공사례의 확대 재생

산, 합작법인 설립, 현지 SI/FI 연계, KOTRA, NIPA, KIC, 창조혁신센터 

등 국내의 해외 사업 지원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공을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에코스 스탬프 기술 플랫폼 서비스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남아의 대표 시장

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에서 유의

미한 사업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투씨엠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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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인력 채용과 사업 자격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싱가포르 법인의 연구개발(R&D) 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국내 인력이 해외 

사업을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국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창적 기술과 특허 등을 기반으로 강력한 진입 장벽을 

만들고, 다양한 전시회 참여, 현지 법인의 적극적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지 파

트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전사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의 유력 전시회 참여, 투자사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현지 마케팅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해외 현지의 관련 행정업무 등은 전문 아웃소싱 파트너를 통해 대부분 대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국내 회계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고 운영합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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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2016년

안우찬

베트남

buyproperty.vn/rentexpress.vn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패션푸르트

안우찬 대표가 설립한 ㈜패션프루트는 서울대학교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과 태국 

시장에서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베트남 최초의 분양 전문 웹사이트 

‘buyproperty.vn’과 베트남과 태국의 임대 전문 플랫폼 ‘Rent Express’의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다. ‘Rent Express’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사용자 기준 1위 모바일 

앱으로 랭크되어 있다.

베트남 부동산 플랫폼 개발 기업 

㈜패션푸르트

현지 생활에서 얻은 
창업 아이디어, 베트남 
부동산 앱 시장을 선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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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저는(안우찬 대표) LG전자 전략기획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넷마블 게

임즈, 퓨쳐스트림네트웍스에서 해외 사업을 하다가 2016년 ㈜패션프루트를 

창업했습니다. LG전자와 넷마블에 재직할 때도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

비스로 해외에서 사업을 했던 터라 오히려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

외시장에 대한 안목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창업 발판

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특히 태국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동남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 태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

남아시아 모든 국가에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마음으로 베트남에서도 늦게 사

업을 시작했으나, 태국보다 사업 성장속도도 빨랐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

아와 미얀마로 시장을 확장한 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으로 도전 범위

를 넓혀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익힌 글로벌 감각을 토대로 해외 진출 도전

우리 회사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Rent Express’

와 ‘buyproperty.vn’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nt Express는 베트남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 모바일 앱 시

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 창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은 

해외 창업 과정

베트남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건진 창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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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습니다. 현지에 가서 짧게라도 생활해 보고, 그곳에서 느낀 불

편한 점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이 바로 좋은 창업 아이디어입니

다. 다시 말해, 누구나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Rent 

Express라는 부동산 앱을 만들게 된 계기도 외국인의 관점에서 베트남 부

동산 임대 매물을 쉽게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베트남의 혼잡한 분양시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필요한 부동산 정보

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회사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와 같이 이를 실현한 곳이 없거

나,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 자원 구성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국가 공인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중

개사보다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많고, 매물로 내놓은 사람만 중개수수

료를 냅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가 없어서 일부 계층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임대수익이 투자금보다 아주 높지 

않고, 분양 물량도 약 70%가 임대 시장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발된 Rent Express 앱은 누구나 10달러를 내면 매

물을 올리고 직거래할 수 있으며, 번역, 지도, 채팅 기능이 탑재돼 있어 현

지인은 물론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 그리기’ 기능은 베트남 지리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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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매물 정보를 찾을 때는 지도에 손가락

으로 표시만 하면 근처 매물 정보가 나옵니다. 또, 아이콘 검색 기능을 통

해 수영장이 딸린 집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집 근처에 있는지 등을 아이콘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Rent Express 앱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현지화’라고 생각

합니다. ㈜패션푸르트는 직원 17명 가운데 13명이 베트남인으로 현지인들

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앱의 UI/UX를 설계했는데, 지도 그리기 기능은 특

허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가 더욱 성장할 것으

로 보입니다. 베트남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분야별로 버티컬 앱 시장이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일이든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모시고 싶은 고객이 많은 곳에서 창업할 것을 권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크고 발전 가능성이 커도 정작 사업하는 곳 사람들이 싫으

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패션푸르트는 베트남인과 현지 시장에 대한 애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과정 중에 최고의 인적 자원으로 팀을 

구성했고, 자본을 확충하여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지 신속하게 법리적으

로 검토함으로써 탄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꼽으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팀 구성’이라

고 말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앱을 론칭한 후, 1년여 만에 분야 내 1위로 

가장 중요한 자원, 사람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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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인 ‘buyproperty.vn’를 ‘Rent Express’ 

앱 수준으로 성공시키고, 이를 통한 분양 및 임대, 이후의 관리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

다. 2020년 이후에는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추가 

시장 진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패션푸르트의 비전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량 있는 구성원들을 확보했고, 팀워크 또한 

좋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팀 구성을 위해서는 운과 노력이 반반씩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팀원을 만나는 행운, 이들을 알아보고 팀 안에

서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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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체류를 위해서는 현지 자회사를 통해 취업 허가증(Work Permit)을 받

은 후 이를 통해 VISA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취득해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Residence Card)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거주 및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취업비자와 1~3년 

기한의 임시거주증이 발급됩니다. 베트남에서 복수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패션푸르트의 경우는 언어와 현지 시장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KOTRA의 K-Move 채용프로그램을 통해서 핵심 인력들을 영입하고 현지 파

트너사를 찾았지만, 현지인에게는 이름 없는 외국 업체이기에 신뢰를 얻기 쉽

지 않았습니다. 전화 혹은 이메일로 연락할 때 상대측이 달가워하지 않아서 직

접 방문하고 ㈜패션푸르트의 서비스를 발표하는 작전을 펼쳤더니 의외로 잘 

통했습니다. 현지 업체와 미팅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역시 ‘발로 뛰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현지 마케터의 안목과 글로벌 색채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으로는 SNS(Facebook, Instagram 등)의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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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전반적인 CPI/CPC 등의 단

가는 한국과 비교할 때, 베트남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 상품이 웹 또

는 모바일 앱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은 현지 젊은 층에 홍보하기 매우 좋

지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마케팅도 필수였습니다. 그래

서 엘리베이터, 전단지 등 거리광고를 하고, 현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홍보

하면서 입소문이 나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노무, 세무 관련 사안은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원리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이 회사의 구성원

과 투자자 모두에게 믿음을 얻는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현지 직원과 협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큰 기업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노무관리 시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

니다. 

베
트

남
•

호
치

민



086
20

19 해
외

 창
업

 성
공

사
례

집

소프트웨어 개발

2017년 

박대선(한국 본사 대표 : 정조균)

베트남

vn.lecle.co.kr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레클

2014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레클(Lecle)은 2017년 8월 베트남 법

인 ‘Lecle Vietnam JSC’을 세우고, 현지 IT 아웃소싱 시장에 진출했다. Lecle 

Vietnam은 스타트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제공 R&D 조직을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에도 지사를 운영 중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아웃소싱 기업

㈜레클(Lecle Vietnam JSC)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찾은 땅,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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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레클을 창업한 이후 3년간 세 가지 서비

스를 론칭했으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

험과 개발 문화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개발 능력이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아이디어들을 대신 개발해

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웃소싱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웃소싱 비즈니스는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가장 꺼리는 일입니다. ㈜

레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개발자를 필요로 하지만, 개발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국내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개발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만약 찾는다 해도 그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에 

채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력풀이 있는 해외로 눈

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과 달리 우수 인재

가 많은 베트남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면 회사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수 인재 채용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베트남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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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 기지를 찾을 때 네 가지 요건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비용이 저

렴할 것, 둘째, 개발자 풀(pool)이 충분할 것, 셋째, 개발자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 넷째, 직원들이 성실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런 요건

을 충족하는 후보지로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

가 꼽혔고, 각국의 장단점을 따져본 후 베트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비교할 때 인건비, 통신비 등이 저렴하고, 인구 9,500만 

규모의 큰 시장이며, 이 가운데 1980~1990년대생이 35%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다 교육열이 높아 인적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IT 관련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시장환경이라고 판단했습

니다. 

㈜레클 베트남 현지 법인은 연구개발(R&D) 센터 형태로 시장에 진출해 현

지 엔지니어 20여 명을 고용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오기 전 예상했던 대로 현지 대형 IT 아웃소싱 기업에서 2~3년 

경험을 쌓았지만, 연봉이 오르지 않아 퇴사한 현지 인재를 고용할 수 있었

고, 이들의 도움으로 현지 정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

정에서 한국식 조직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베트남 조직문화를 수용해 직원 

관리를 한 결과, 초창기 현지 직원 가운데 몇몇은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

습니다. 

해외 창업 과정

우수 인재 채용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베트남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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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직원을 한국에서 뽑아서 함께 베트남으로 온 것이 베트남 현지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다음으로 베트남인 유학생이 많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 베

트남인 직원을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본사에서 CTO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같이 온 베트남인 직원도 엔지니

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함께 일하기 쉬웠던 장점도 있었습니

다. 저는 외국인 직장상사가 아니라 동종업계 선배로서 제가 쌓은 경험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

력해주었습니다.

베트남 진출 초기 1년 정도는 의도적으로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고, 믿을 

만 한 리더급 직원들을 키우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직원들과 함

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시기를 함께 한 초

기 멤버들이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사 설립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현지에서 처음 계약한 사무실보다 3배 정도 넓은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올해 안에 100명 정도 규모로 직원

을 늘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손꼽히

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 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자체 프로덕트와 

현지 영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클(Lecle Vietnam JSC)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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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베트남 입국 시 3개월 상용 복수 비자를 받아서 입국했습니다. 회사 설립 

시 법인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허가증(Work Permit) 관련 서류를 준

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의 준비 없이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받았

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행업체가 진행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고려해

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베트남인 직원을 뽑아서 일하고 있었고, 베트남 지사 설

립 시 베트남인 직원과 함께 베트남에 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우리 회사

의 투자사인 The Ventures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레클은 베트남에 연구개발 조직만 운영하고 있고, 영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

어서 마케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

사 홍보를 담당하는 마케팅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마케팅 직원을 통해 온라인 

SNS 운영과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법인 설립 시 HR 직원을 채용해 노무 및 세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에 기장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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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 스페이스(스타트업)

2015년

JJason Lee(대표이사), 최재유, Cartson Lau(공동 창업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www.cohive.space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코하이브

(COHIVE)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2개 센터로 시작한 코워킹 스페이스 업체 코하이브

(COHIVE)는 현재 인도네시아 내 30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하이브 공유 

사무실(총 20,000평)에는 8,000여 명, 700여 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회사가 입

주해 있다. 코하이브는 2018년 5월에 한국의 소프트뱅크벤처스, H&CK파트너스, 

네이버 등의 기업으로부터 2,000만 달러의 시리즈A를 유치했고, 2019년 6월에는 

스톤브릿지 벤쳐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스타셋 인베스트먼트 등의 기업으로부

터 1350만 달러(약 1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코워킹 스페이스 기획, 운영 스타트업

코하이브(COHIVE)

스타트업이 만든 
인도네시아의 내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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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제가(공동 창업자 최재유) MBA 졸업 후 인도네시아 사모펀드 취업해 근무할 

때, 스타트업 기업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국

내보다는 해외 창업을 항상 고려하고 있었고, 해외 취업을 통해 현지 상황을 

살펴보다가 창업, 스타트업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에 도전하

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시장의 특성 파악 

인도네시아에서 대학교 동문회(UPenn)

를 통해 공동 창업자들을 만났고, 이들

과 함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면

서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했습니

다. 2017년 초 미국과 유럽, 선진 아시

아 국가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아직 인

도네시아에서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창업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했습니다.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코하이브 

설립 시점인 2017년에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관련 벤처 투자액이 2016년

의 2배 규모인 3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오일·가스와 광

업에 이어 스타트업이 세 번째로 큰 투자유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992

해외 창업 과정

코워킹 스페이스 초기 시장 선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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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스타트업이 등록되어 있는

데, 소규모 창업자까지 포함하

면 실제로는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시장이 

급성장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

가 있습니다. 우선, 2억 6,000만 명이라는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

장과 소비시장 성장 잠재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도로·항만·인터넷·통신 등 

인프라 개선에 따른 관련 서비스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지분 완화 등 인도네시아 정

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강화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시장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투자기관과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해왔습니다. 우리나

라도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직접 진출이나 협업, 인수합병과 같은 다양한 진출 사례가 생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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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은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주변 국가 진출 기

회도 엿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창업 환경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코하이브(COHIVE)의 비전 

아직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창업 이후 지금

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좋은 팀과 좋은 협력업체들의 도

움이 컸습니다. 인력 확보가 가장 문제였는데, 창업 초기에 능력 있는 팀장

급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좋은 팀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제2의 중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만큼 인도네

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크고, 성장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섣

부른 기대는 실망만 안깁니다. 단순한 매력이나 경제 지표만 보고 인도네

시아 창업에 도전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창업을 하기 전, 창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창업자들을 만

나 실질적인 조언을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KOTRA와 같은 정부기

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기 바랍니다. 

꼼꼼한 사전조사와 인적 자원 구성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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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코하이브를 통해 ‘KITAS’라는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하여 체류할 수 있었습

니다. KITAS는 회사가 자격만 갖춘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인도네시아에는 최근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포럼과 행사가 많습니다. 그곳에

서 파트너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코하이브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도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대학교와 대학

원을 졸업했고, 학교 동문 모임을 통해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코하이브는 대부분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를 통해서도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꽤 효과적입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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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테크, 소프트웨어 

2016년

이진

호주 시드니, 서울 

www.edwy.com | www.studyadvisor.com.au | 

www.studykorea.co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에드위

2016년 호주 시드니에서 설립된 에드위(EDWY)는 유학 정보매칭 AI 교육테크 기

업이다. 호주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돕는 정보검색 사이트 ‘에드위’(EDWY), AI를 

활용한 B2B 서비스 ‘스터디 어드바이저’(Study Advisor), 한국 정부 지원금으로 만

든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등 세 개의 유학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에드위는 유학생에게는 유학 루트와 관련 기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AI로 걸러낸 문의를 서비스하여 유학생 리크루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I 교육테크 기업

에드위(Edwy)

기술 기반 
유학 정보 플랫폼으로 
호주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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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저는(이진 대표) 현재 호주 시드니대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사

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제 사업을 시작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잘하

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음을 알았고, 홀로 창업하는 것은 위험하다

고 생각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좋은 팀이 구성되면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근무의 기회를 얻었고,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포지션을 변경

하여,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창업한다면 기술・테크 분야로 도전하고 싶어 관련 분야의 경험

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IT 프로젝트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에드위의 공동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사업 진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창업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새로

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요즘은 창업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차리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타트업은 적은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업무들을 

서로 나눠서 진행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작업 기간이 길어져서 지치기도 쉽

습니다. 

『창업가의 일』이라는 책에 창업가 자질평가를 위한 10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평가에 의하면 저는 사내 벤처 또는 다른 스타트업에 먼저 업무경험을 쌓

은 후 창업을 시작하는 쪽으로 좋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혹시 창업을 꿈꾸

기술 기반 사업에 매력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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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필요한 팀이 구성된 

후, 사업 아이템을 두고 함께 

회의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

인지에 대한 아이템 리스트

를 구성했고, 해당 사업을 시

작하는데 필요한 인력, 자금, 3년간의 사업 시나리오를 세워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 왔던 업무가 시장조사, 전략기획, 수요예측 등이

어서 이런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조사를 해도 시장이 예

상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각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에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고,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설

립한 이후에는 시장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이 

초기 분석이 기본값이 되어 이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창업 아이템 중에서 ‘유학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호주라는 국가적 특

성이 가장 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 국가의 경우 유학 시장 규모가 

해외 창업 과정

창업 아이템 선정과 예상 시나리오 분석 등 단계별 시장 접근

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을 평가해보고, 왜 창업

을 하고 싶은지, 그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생각해보는 것을 권합

니다. 저는 해외 창업을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위한 준비를 매 순간 

지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기회를 모색한 결과 창업 경험이 풍부한 

팀을 만나 해외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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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산업입니다. 호주는 ‘유학’이 수

출산업 3위로, 1, 2위가 모두 원자재 수출임을 고려했을 때 유학 시장의 규

모가 매우 큽니다. 저 역시 교환학생, 해외 유학, 해외 취업을 혼자 준비했

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지 잘 알고 있

었습니다. 저는 유학시절, 학교 지원서 리뷰 및 영어 스터디 자원봉사를 하

고 있었는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컸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시제품을 론칭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

다. 혹시라도 기술기반 스타트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있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규모에서 빠르게 시작해서 시장 적합성을 테스트(market-

product fit) 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장점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는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내겠다는 욕심에 시

제품 론칭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학 시장의 마켓 플레이스 및 리뷰 플랫폼이라는 초기 아

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계속되는 테스트(피벗팅)를 통해 2019년에 새로

운 서비스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론칭했습니다. 에드위(www.edwy.com)

는 호주 대학 및 코스를 리스팅하고 호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문의를 

학교와 유학원에 연결하는 검색 플랫폼이며, 스터디 어드바이저(www.

studyadvisor.com.au)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AI를 활용하여 선별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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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공을 언급할 때가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겪은 해외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에 도전하게 된 이유나 계기를 어딘가에 적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떠나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해외봉사활동을 10여 년간 다니면서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고, 이를 위해서는 내 회사를 운영

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이 일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마다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

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왜’라는 질문에 꼭 답을 해보시기를 권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언어와 비자문제는 반드시 해결

국내 성공을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보를 제공하는 B2B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19년 5월에는 한국 정부로부

터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자금을 받아 스터디 코리아(www.studykorea.co)

라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론칭했습니다. 우리 회사 서비스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기술

을 이용한 ‘연결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매칭하고, 유학원 및 대학에는 학생

문의에 대한 AI 평가를 제공하여 전환비용을 낮추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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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스타

트업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표 또

는 팀 구성입니다. 불확실성

에 대한 설명과 투자를 끌어

내야 하므로 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

어가 능숙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질

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는 며

칠을 계속해서 연습하는데, 이는 영어가 모국어인 창업가들도 마찬가지입

니다. 또한, 비자는 회사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업자의 비

자가 불확실하고 제약이 많다면 이는 기업평가뿐 아니라 운영에도 어려움

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드위의 초기 시제품과 

알고리즘은 아웃소싱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계약인력을 통해 진행했습니

다. 그러나 점점 핵심기능을 내부 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

화했고, 여기에는 제 역량 또한 포함됩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가 기술역량이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 의존도

를 낮추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컴퓨터 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대

학원에 진학해서 학업과 병행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서비

스의 확장을 더욱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비즈니스 파트너 확장, 수

익모델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제품 론칭 이후 많은 밋업(meet up), 액셀러레이터 이벤트와 피칭에 참

여했습니다. 해외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관련 분야 생태계 속에 들어갈 것

을 꼭 추천합니다. 해외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력 네

트워크가 확장되고, 사업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

다. 저는 호주 교육테크 스타트업을 돕는 ‘EduGrowth’라는 곳에서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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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 방향을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교육 리서치 및 B2B 서비

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월에 한국과 호주에 각각 

신규 플랫폼을 론칭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사업으로 론칭한 스터

디 코리아(Study Korea) 플랫폼은 약 2개월간의 테스트 결과 한국

어 강의, 단기 코스, 관련 서비스 중심의 마켓 플레이스로 사업 방

향을 재정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파트

너십 구축이 필요한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많은 좋은 서비

스 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올해 계획입니다. 

호주에서 신규 론칭한 스터디 어드바이저(Study Advisor)는 AI 기

반의 지원자격 점수 예측모델로서, B2B로 사업을 집중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기존 파트너 회사에 베타

버전 서비스 제공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수익을 

확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드위가 데이터 

기반의 유학 리서치, 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양국의 회사를 성공

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드위(EDWY)의 비전 

Accelerator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결과 AFR Higher Education 

Summit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주요 일간지에서 진행하는 

교육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인데, 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을 소개받

고, 수익모델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스타트업 및 교육 

분야 네트워킹 확장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영어로 짧게 소개하고 

발표하는 경험은 자신감을 형성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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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창업에 도전했기 때문에 비자 관련 어려움이 크

지 않았습니다. 호주정부가 이민정책을 까다롭게 이끌어 가고 있는 데 비하

여, 좋은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어서 2018년에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라는 스타트업 비자가 생

겼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비자와 비교할 때 요구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한국

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거나, STEM 기반 사업이거

나,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된 경우라면 이 비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창업과 관

련된 의견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를 만났

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는 대부분 발표 기회, 소개 찬스와 링

크드인(LinkedIn)을 활용했습니다. 유학 시장에 대한 네크워크가 전무하다 보

니, 에듀테크 밋업 및 정부기관 이벤트에 참여해서 서비스를 알리고, 관련업계

의 파트너를 찾는다고 꾸준히 알렸습니다. 또,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내 코워

킹 스페이스에 사무실을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부 네크워크 이메일로 요청

을 해서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링크드인 활용이 매우 활발합니다. 

저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

내고, '커피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해외 또는 해당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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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기회를 만들고, 이후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한다면 파트너십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에드위는 유학생을 서포트 하는 B2C서비스와 학교 및 유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B2B서비스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온

라인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은 현재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

는 학생 인턴이 담당합니다. 보통 3개월 인턴으로 2~3명을 한 번에 모집해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자극도 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큰 회사에 정규직으로 

지원하도록 이력서 첨삭 및 면접 코칭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유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에게 유학 생활 및 졸업 후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 때

문에 인턴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학교 및 유학원은 유학 시장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현장 경험이 중요하

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B2B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시장에서의 평판과 신뢰가 중요하므로 해외 유학생 담당 교직원 또는 유학원 

근무 경력자를 중심으로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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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채용은 현지 대학교 커리어 게시판, 스타트업 내부 네트워크, 채용 사이트, 추

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유학생 인턴은 대학교 게시판에 공고했고, 

경력직 채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진행합니다. 

호주는 추천 및 헤드헌터를 이용한 채용이 빈번이 발생하는데, 인건비가 높고, 

특정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에 쏟는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또는 초기 창업 시기에는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많아

서 누군가를 가르치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도 학생 인턴

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0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 관련은 공동 창업자와 관련이 있는 회계법인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

니다. 초기 플랫폼 론칭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R&D Tax incentive라는 호

주 정부 사업에 지원해서 돌려받았는데, 담당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원했

습니다.

호
주

•
시

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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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의 땅, 인도를 픽(Pick) 하다  | VAISEN 108

인도 소비자에게 K-Beauty의 
우수성 알리는 스타트업 | 리메세(Limese)

116

10억 인도 시장의 핀테크 시대를 이끈다 
 | 밸런스히어로(Balancehero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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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의 땅, 
인도를 픽(Pick) 하다 

소프트웨어, 유통, 전자금융

2016년

김동혁

인도 첸나이

vaisen.net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VAISEN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결제 서비스 개발, 공급 기업인 VAISEN은 인도에서 전자

결제 서비스‘EVENS WALLET’와 현지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 소프트

웨어 개발, 유통 분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파트너와 제휴해 나라

별 블록체인 e-cash 서비스를 통해 환전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소프트웨어・전자금융 서비스 기업

VAISEN



109
인
도
•
첸
나
이

해외 창업 도전 계기

저의(김동혁 대표) 사회생활 첫 경력은 IT 전문가가 아닌 사회사업가입니

다. 전공이 장애인직업재활(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96학번)이어서 장애

인들의 직무 향상과 직업 개발, 그리고 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했던 제가 사

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 시절에도 사회사업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주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롯데제과와 함께 

SBS에 공익광고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 당시 열악한 장애인 월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DM 사업을 개발 및 발

굴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고부가가치의 작업환경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

니다.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창업만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겁 없이 경북 구미에서 무일푼으로 창업을 했습니

다. 당시 구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과 

마케팅비, 창업비를 지원해줬었습니다. 당시 저는 ‘워드프레스’라는 웹사이

트 제작 툴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어 사업화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 뜻밖의 성과

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기반 광고 비즈니스에 대

한 우수 아이템으로 인정받아 

유의미한 매출은 물론, 경북도

청상, 중소기업청장상, 스마트

앱 창업경진대회 대상 등을 수

상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

두려움 없는 도전정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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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국내가 아닌 해외 창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경제성장 속도가 빠

르고 영어 사용이 가능한 젊은이들이 많은 인도를 창업에 적합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5년 GSN(Global 

Startup Network) 창업진흥원

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선정

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인도 진

출사업 모델로 선정된 사업자는 

CNTTech와 VAISEN이었지만 실

제 인도에 법인까지 세워 진출한 사업자는 우리 회사뿐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면에서나 비즈니스력 등 모든 부분에서 CNTTech가 우세했습니다. 저

는 무모하게 보일 만큼 겁도 없이 인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

시 집을 팔고 인도에서 머물 최소한의 자본금만으로 가족과 함께 무작정 

인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한국인 창업자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나라인 인도에 정말 겁 없이 도전한 것 같습니다.

인도 첸나이에 도착 후, 처음에는 이곳 현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금의 

전자결제 사업이 아닌, 전자상거래(vaisenshop.com), 코카브 카페(프리미

엄 커피 레스토랑), 한국 문화 행사 등 여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막상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니 정보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

니다. 이곳에 창업한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인 현대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벤더 회사이거나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IT 서

해외 창업 과정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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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하는 사업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스트하우스

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웹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인바운드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지만, 어

지간한 시장은 대부분 큰 자본이 들어가고, 큰 자본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는 벌써 큰 기업들이 다 선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을 팔아 단기자금을 확보한 

경험도 있을 만큼 비교적 초

기부터 비트코인을 경험했던 

저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환전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했기에 계속 현금화를 했었는데(만약 현금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암호 화폐에 대해서도 남들보

다 일찍 이해하고 정보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던 저는 블록체인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

술임을 깨달았고, 이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

니다. 현재 인도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빠른 

속도와 안전성을 보유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현재 인도의 전자결제 시스템인 ‘EVENS WALLET’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제휴 매장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유통업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단계이며, 주재원이 많은 

기업 회원 모집 등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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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은 인사관리, 네트워크 구축, 다변화, 대

안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의 업

무처리 방식과 문화는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상사가 두루뭉술한 업무지시

를 하면 직원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구축은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사업의 다변화를 꾀할 것을 권합니다. 

국내 창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주변의 변수가 매우 많습니

다. 처음 생각처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서 어떤 상황이든

지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분야

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동시

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대안

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는 일은 드뭅니다. 항상 문제에 봉

착하고, 다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마

지막에 멈춰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

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면 항상 

대안(plan B)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

다. 그래야 문제 발생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시스템 그리고 플랜B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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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환전업무 등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서비스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던 인도 현지 

은행들이 갑자기 진행에 난색을 보여서 서비스는 인도에서 하되 

제3국 금융기관과 협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성공 노하우와도 관계가 있는데, VAISEN은 사전에 인도 

금융기관에서 관련 협조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2~3개 국가의 

금융기관도 후보군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계획들이 마무리되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를 인도

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준비 중인 제3국에서의 협상이 잘 진

행된 후에는 외화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현물거래사업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VAISEN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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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인도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

다. 저의 경우 사업 비자로 입국하여 법인 설립을 진행했고, 이후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업주 비자로 전환하여 현지 체류자격을 확보했습니다. 비자 발급도 까

다롭지만, 인도 현지 체류허가(RP)를 받기 위해 외국인등록기관인 FRRO에 가

서 주소지를 등록하는 등 여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창업 비자가 따로 

있는 일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사업 초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파트너를 발굴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수많은 매

칭 사이트가 있어서 기초정보 확보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확실하고 효

과적이었던 방법은 두 발로 현장을 뛰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업 파

트너 발굴은 한계가 명확하며, 신뢰를 구축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 비즈니스 문화가 직접 대면을 통한 거래를 선호해서 좋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찾아가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초창기 전자상거래(e-commerce) 모델은 현지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한인회 간부 역할을 하면서 현지 한인회 사이트를 구축했

고, 한인 회보지 기자 활동을 병행하며 인맥을 쌓아간 것과 관련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라인 마

케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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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회계 담당 현지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많은 한국기업

이 현지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VAISEN의 경우, 명확한 업무 분

담과 소통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법과 규정이 자주 변경되어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도 세무 관

련 지식을 공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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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비자에게 
K-Beauty의 우수성 
알리는 스타트업

화장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2016년(서울), 2017년(뭄바이)

한득천

서울(본사), 인도 뭄바이(지사)

limesecos.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리메세

2016년 4월 설립된 리메세는 K-Beauty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오프 전자상거

래(B2B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인도 뭄바이에 지사를 설립해 델리, 뭄바이 등에서 

인도 현지 백화점, 드럭 스토어, 중소도시 유통 에이전트에게 직접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온라인 직접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도 활발히 협업 중이다. 

한국 화장품 B2B 플랫폼

리메세(Li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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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개인적으로(한득천 대표) 학창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ISB에

서 MBA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인도의 미래를 이끌 만한 젊은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했고, 인도의 발전 가

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인도 시장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인도 현지 시장조사를 하면서 창

업의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교환학생 시절 느낀 인도시장의 매력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분야별로 수집했습

니다. 시장조사 초기에는 화장품뿐 아니라 다

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채널(아

마존, 플립카트, 나이카 등)과 비즈니스 상담

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겟 품목군을 애

완동물 용품, 유아용품, 패션 등으로 좁혀 나갔

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제품 샘플을 지원받아 현지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창업 후 첫 2년 동안에만 미팅을 약 700여 번 했고, 약 1년에 걸친 샘플  

조사를 통해 화장품을 현지 시장 진출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인도의 화장품 시장입니다. 인도는  

경제성장률과 소비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중저가 화장품  

해외 창업 과정

인도시장 분석과 아이템 선정에 시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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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창업할 때는 우선 현지 시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

다. 특히, 인도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

다. 초기 단계에서는 에이전트, 지인, 파트너 등을 통해 인도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도는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기보다, 여러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필터링 된 의견보다는 직접 현지인을 

많이 만나 시장을 접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리메세는 인도 화장품 시장의 틈새를 파악한 후, 한국 및 인도 현지인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의 조합으로 현지 시장진입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2017년 

10월 카카오 벤처스 투자를 받은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니베아, 유세

린, 라프레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사(社)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향후 바이어스도르프 인도 지사와 함

께 다양한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판단할 것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뷰티 제품군을 인도 

시장에 선보인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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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세는 향후 인도 유통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2~3선 도시

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 유통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통 재

래식 유통(Un-organized market)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주문, 로열티 프로그

램, 세일즈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영 오프라인 숍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프랜차이즈

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리메세(Limese)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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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인도에서 2~3년 안에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접근 방법은 좋지 않습

니다. 우리 회사도 법인 설립 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반려되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법인계좌 개설에도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메세 역시 법인 영업을 위한 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인도 파트너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뭄바이 지사 설립 후, 2018년에 인도 현지 코-파운더(co-founder)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제도 하에서 외자 법인이 직접 전자상

거래 또는 멀티 브랜드의 일반 소비사 리테일 비즈니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협약을 맺어 운영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리메세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 전자상거래를 넘어 인도의 온・오프라인 B2B 

Enabler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는 대형 온라인 채널과 

협업을 구축하고, 지방 소도시에서는 각 지역 개별 판매자들과 직접 계약을 하

여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K-Beauty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미권에서 높

은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를 수급하여 현재 디어클레어스, 코스알엑스와 같은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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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케어와 함께 국내 색조 브랜드인 Lock Color, 디어달리아 등 총 15개 브

랜드의 인도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인도에서는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메세 인도 

법인 현지 직원들은 7년~14년의 경력을 보유한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영국, 미국, 스페인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스타트업 환경에 잘 적응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원을 채용할 때는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며 인도 평

균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검증된 인력은 글로벌 수

준에 맞는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권에서 교육을 받고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는다면, 그 직원에게 채용 담당 직무를 주는 방법

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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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인도 시장의 
핀테크 시대를 이끈다 

핀테크, 모바일 파이낸스

2014년 

이철원

한국, 인도

truebalance.io/kr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밸런스히어로

핀테크, 모바일 파이낸스 유틸리티 개발 기업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선불폰 사용자

들의 필수 유틸리티앱으로 자리매김한 ‘트루 밸런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잔

액을 안내하는 핀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트루 밸런스'는 출시 3년 만에 5천 만 

건의 다운로드수를 기록,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밸런스히

어로는 2017년에 인도 선지급결제 PPI 라이선스(은행과 준하는 정식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인증)를 국내 최초로 획득하면서 소액대출, 공과금 납부 등 현재 모바일 

파이낸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핀테크, 모바일 파이낸스 전문 기업

밸런스히어로(Balanceher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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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제가(이철원 대표) 해외 비즈니스를 처음 경험한 것은 구매대행 마켓 플레

이스를 만들면서 부터였습니다. 이후 회사를 옮기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팀장을 맡아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해외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 

창업을 한 것은 2006년입니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 

휴대전화 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세스모바일'을 설립하고, 약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휴대폰 컬러링 시장이 포화 상태였

던 국내시장과 달리 인도에서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출

시되면서 성장 둔화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온 일이 통신사 대상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통신환경이나 통

신 유저들의 패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 휴대폰 시장에 대해 한층 

더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모바일 유저들이 선불 요금의 잔액

을 확인할 때,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다수 유저들이 전화를 걸어서 잔액을 확인한다는 사

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잔액 확인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애플리케이

션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유틸리티 서비스로 만들면 많

은 유저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템이 핀테

크 및 모바일 파이낸스 서비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액세

스모바일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2014년 7월에 ‘밸런스히어로’라는 회사

를 설립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핀테크 분야에 관심

인
도

•
뉴

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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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할 당시 인도를 택한 이유는 첫째, 초기 시장이라 진입 장벽이 낮

고, 둘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셋째, 시장의 규

모가 동남아 국가들보다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서비스 스타트

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많은 유

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인도의 저력을 보고 인도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10년 넘게 회사(액세스모바일)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아

이템을 찾던 중, 인도의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느끼는 불만이 무

엇인지 알게 됐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도는 후불 요금 가입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스마트폰 사용자

의 95% 이상이 선불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용량을 가늠

하기 힘들어 많은 인도인이 데이터 통화량을 일찍 소진하게 되고, 이 점이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사용할 데이터양이

라 생각해서 요금을 지급하지만, 실상은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는 일이 비

일비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핀테크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 ‘트루 밸런스’는 잔액 안내 텍스트 메시지를 그래픽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앱에서 잔액 정보 조회, 선불 계정 구매, 잔액 충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의 온라인 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앱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가 젊은이 

사이에 입소문이 나도록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포인트는 일종의 

친구 추천 보상 시스템으로, 인도가 IT 발전 속도가 높지 않으면서 지인 기

반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천에 의한 앱 다운로드

해외 창업 과정

인도 시장의 매력은 세계 시장과 연결된 다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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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히어로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

던 이유는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과 진출 당시 아이템 경쟁력이 우수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Prepaid 시장이 95% 이상인 인도의 특수성에 

맞게 대다수가 모바일 선불 요금의 잔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인도 현지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젊

은 층이 많은 인도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바일 지갑 아이템을 시행하

고, 입소문을 통한 관계 마케팅을 강화한 전략이 통했던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폭발적 소비자 반응 끌어내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그동안 밸런스히어로는 산업은행, IMM 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

스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2019년 현재 총 500억 이상 투자금을 유치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ICICI(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 인도 최대 산업은행에서 C-Round 신용 등급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선불 잔액 확인 및 충전 서비스를 통해 얻

은 넓은 고객기반을 발판삼아 앞으로 소액대출 서비스와 같은 핀테크 

사업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밸런스히어로(BalanceherCo.,LTD)의 비전 

를 유도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10루피

(약 170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이는 약 30분 동안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앱 출시 후 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져 2019년 2월에 7,0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

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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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인도는 외국인의 체류 비자기준이 자주 변경되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는, 비자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장기 출장자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

다.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대사관 및 정부 기관에서 인도 체류 

비자의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인도에는 밸런스히어로가 이름 붙이길 '에이전트 형님들'이라는 중개인들이 있

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용자들의 사용 습관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들의 '존재'

를 알게 됐습니다. ‘에이전트 형님’이란 통장이나 신용카드 계좌가 없는 지인, 

후배, 선배들을 대신해 통신료를 충전해주거나 송금해주는 이들을 말합니다. 

충성 고객이자 이후 트루 밸런스의 오프라인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들

입니다. 

우리 회사는 각 마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이 에이전트 형님들을 수만명 확

보했습니다. 트루 밸런스의 오프라인 지점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

의 송금과 신청을 받습니다. 또, 우버 운전사처럼 트루 밸런스 플랫폼을 활용

한 수수료 영업도 합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도시부터 시골까지, 전 지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트루 밸런스 앱을 알 수 있

도록 접근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1:1 마케팅을 하지 않고, 현지에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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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판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 마케팅을 펼치는 영업 전략을 사용했고, 주

변의 지인을 초대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무료 통화와 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트루 밸런스 앱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힌디어, 타밀어, 펀자브어 

등 인도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직원 관리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인도인 직원들의 업무 관리를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하다가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사가 말할 때 'No!'라고는 안 하지만, 들은 것, 맡은 것 만큼만 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씩 확인하며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업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은 

후부터는 컨설팅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직원을 채용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인도의 전문 HR 매니저, 회계담당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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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녹화, 분석, 편집 툴

2017년

강현욱

독일 함부르크

www.bepro11.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Be pro Europe GmbH는 축구 경기 및 훈련 영상을 고화질 자동 촬영하여 AI 분석, 영

상 편집 툴을 제공하는 축구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Be pro Europe GmbH가 만든 축

구 경기·훈련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비프로11’는 전 세계 10개국 213팀이 사용하

고 있는 세계적 제품으로, 경기장 중앙에 설치한 3대의 AI 기반 카메라가 경기와 훈련

을 관찰하여 실시간으로 슈팅 수, 드리블 거리 등 데이터를 추출한다. Be Pro Europe 

GmbH는 독일 진출 1년 반 만에 직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

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미국, 태국으로 진출 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AI 기반 축구 경기 녹화・분석 서비스 제공 기업

‘Be pro Europe GmbH’

Be pro 
Europe GmbH

전 세계 
톱 클래스 축구팀과 함께 하는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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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o Europe GmbH는 독일 진출 전, ‘비프로컴퍼니’라는 이름의 스타트

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구광(狂)으로 불릴 만큼 축구를 좋아

했던 저는(김현욱 대표) 대학 축구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내 기록을 모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전역 이후 교내 축구 동아리와 프로그램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친구

들과 축구 경기를 녹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비프로11’을 개발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던 동료들과 힘을 모아 비프로를 

전문적인 영상 분석 플랫폼 '비프로 애널리틱스'로 업그레이드하고 2015년 

2월 비프로일레븐(Be pro 11)을 설립했습니다.

‘비프로(Be pro)’라는 이름은 ‘아마추어도 프로처럼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아마추어 축구 동호인들도 프로선수처럼 경기 내

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동호인 대회에서 전체 팀 순

위와 실시간 리그 기록 등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 축구 선수도 개

별 페이지를 통해 포지션·개인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프로11’은 2014년 11월 초기 버전을 런칭한 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

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을 해외 시장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거 두 번의 독일 출장에서 얻은 제품의 피드백이 매우 긍

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은 지역적으로 유럽의 가운데에 있어서 

다른 유럽 시장으로 확장하기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뒷받침됐었습니다. 독

일 축구 시장은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특히 비디오 및 데이터 분석의 가치

와 활용법을 잘 인지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AI 기반 축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비프로11’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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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o Europe GmbH의 한국 법인 ㈜비프로컴퍼니는 2015년 창업 전부

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축구 데이터 분석이라는 사업 아이템 

특성상 국내시장의 수요는 매우 적으므로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해외 진출의 거점 국가를 독일로 정하고, 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창

업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체류에 필요한 비자와 서류 관련 문제는 현지 변

호사에게 일임하여 진행했습니다. 

2017년 7월에 독일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

습니다. 독일 축구 리그 팀들과 미팅을 하면서 ‘카메라 3대로 축구 경기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

독일의 축구시장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

다. 독일 축구는 9부 리그까지 있으

며(총 3천여 개의 축구팀), 8부 리그

까지 소정의 급여를 받고 훈련을 받

고 경기를 하고, 홈구장과 클럽하우

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

일은 전 세계에서 교육받은 코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2위인 영국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했고, 본격적인 유

럽 시장진출을 위해 독일을 거점지역으로 정해 현지 법인 ‘Be pro Europe 

GmbH’를 설립했습니다. 

해외 창업 과정

해외 확장을 염두 한 사업 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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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만 사용해 보라’고 부탁하여 경기장에 카메라를 설

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비

프로11’은 결국 2년 만에 전 세계 10국 213팀이 쓰는 세계적 제품이 되었

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쾰른, 레버쿠젠에 이어 스페인 프리메라리

가의 레알 소시에다드가 채택했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

A에도 진출해 뉴캐슬, 볼로냐 FC에서도 ‘비프로11’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

습니다. 

‘비프로11’은 AI(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경

기장 중앙에 설치된 총 3대의 카메

라를 통해 경기와 훈련 중 벌어지는 

상황을 모두 관찰하면서 AI가 실시

간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데이터(경

기·훈련 화면)를 보고 슈팅 수, 패

스, 드리블 거리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데이터 선수나 감독

이 활용해 다음 경기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축구 데이터 분

석 기술이 있었지만 ‘비프로11’은 센서 없이 카메라 3대로만 이미지 분석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데이터

양도 많습니다. 

‘비프로11’을 도입한 축구팀들의 성적 향상 덕분에 점차 고객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e pro Europe GmbH의 계획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

나이티드 등 세계적인 프로축구팀에 모두 우리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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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Be pro Europe GmbH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많은 시장이었습

니다. 고객의 니즈는 있으나 

마땅한 제공자가 없었던 것입

니다. 비프로컴퍼니가 독일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축구의 나라’로 불리는 독일이라면 당연히 저희와 같

은 기업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지에 와 보니 경기 녹화 및 분석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축구 시장이 매우 커서 제품을 개발하기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Be 

pro Europe GmbH는 독일에 연고도 없었고, 독일어에도 능통하지 못했

으나 열정 하나로 독일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 두 번의 독일 출장

을 통해 고객의 피드백으로부터 현지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인터넷

으로 조사하기보다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독일행을 

감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시장진출에 결정적인 힘을 실었던 운영 

철학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고객이 있

는 시장이라면 다른 모든 조건과 상황은 제외하고 해외 진출에 집중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제품과 서비스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러나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외 영역 진출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동

시에 구사하는 전략을 취한 덕분에 고객 확보에 중요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품 자신감과 ‘선택과 집중’ 전략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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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o Europe GmbH는 스페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미국, 태국에 서

비스를 제공 중이며, 다른 시장으로도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

지는 독일 시장이 가장 크지만, 스페인 시장의 잠재력도 큽니다. 궁극적으

로는 전 세계 모든 축구장에 Be pro Europe GmbH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축구장에 설치한 카메라로 데

이터 수집해 선수 검색 엔진, 통계 플랫폼, 중계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는 물론 다른 스포츠에서도 활용 가능합

니다. 현재까지 투자받은 자금으로 축구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앞으

로 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2019년 말까지 매출 60억 원 달성을 예상합니다.

Be pro Europe GmbH의 비전 독
일

•
함

부
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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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체류 시 겪었던 어려움

비자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지 체류 자격은 사업 비자로 받았고, 직원 비자 역시 독

일 현지 변호사에 전부 일임하여 진행해 처리도 빨랐으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은 있었습니다. 독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절차가 예상보다 매

우 느렸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설치, 계좌 개설, 관공서 방문, 사무실 구하기 등

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는 독일인도 집을 

구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넉넉한 시간과 인내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창업파트너 발굴 방법

인맥은 어디서나 큰 도움이 됩니다. Be pro Europe GmbH 창업 파트너 없이 단

독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인의 친구인 독일인의 도움으로 각종 크고 작

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 회사에 도움을 주었던 

독일인을 스카우트하여 총 오퍼레이션 책임자로 세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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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마케팅 방법

Be pro Europe GmbH는 구단과의 1:1 미팅 위주의 ‘발로 뛰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하고 제품을 보여줬을 때 거의 100%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

문에 면담기회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현재는 B2B로 초점

이 맞춰져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적 마케팅이 불필요합니다. 독일 구단에서

는 ‘비프로11’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나, B2C로의 서비스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

으므로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을 하려 합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함부르크 경제 진흥기관과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소개 받은 

세무사와 2년째 업무 진행 중이어서 직원 관리나 세무 분야에서의 문제는 없습

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독일어로 처리하면 수월한 업무는 독일 직원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
일

•
함

부
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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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와 뚝심으로 일궈낸 
유럽 진출

IT, 전자, 인테리어 자재

2004년

이진우

스페인 마드리드

dahnghun.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2004년 설립된 기업 ‘단군’은 무역, 그린산업, 보안산업, 컨설팅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

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력 분야는 보안 컨설팅 및 제품 판매, 액세서리 수입과 LED 

조명, 절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

에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LCD) 방식을 채용한 스마트 유리를 스페인 업체에 

납품하며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 

무역, IT 컨설팅 기업

‘단군’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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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이던 1994년, 저는(이진우 대표) 여행으로 방문했던 스페인

에서 사람들과 문화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대우 인

터내셔널)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중에도 대학교 때 인상 깊은 여행지였던 

스페인이 계속 떠올랐고,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창업을 고민하다가 ‘한번 사는 인생 도전하면서 살겠다’고 마

음을 굳히고 과감히 퇴사하여 스페인 이민과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스페인 여행에서 얻은 경험, 현지 창업으로 이어져

스페인으로 이주하기 약 9개

월 전부터 한국과 스페인을 오

가며 창업을 위한 준비를 했습

니다. 가장 먼저 유망품목별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일차적으

로 20개 이상의 유망품목을 선

정한 후 스페인 출장을 통해 

10개로 품목을 좁혀 나갔으며, 전시회 참가 혹은 관련 협회 방문을 통해 바

이어를 발굴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2004년 ‘단군’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성향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꼭 거래를 

터야 하는 기업과 만나기 위해 영업사원이 1년간 연락을 취했지만, 백방으

로 노력해도 만나주지 않아 애를 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해외 창업 과정

신중한 창업 아이템 선정과 시장 진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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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발굴에 집중한 지 9개월 만에 스페인 최대 스페인 최대 백화점인 

‘El Corte Ingles’에 PMP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이어 스페인 에이전트

의 협력으로 스페인 최대 은행인 ‘Santander’에 지폐 계수기 공급에 성공

해 사업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스페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품목이 무엇일지 다

시 고민한 끝에 ‘지문 인식기’를 주력 품목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스페인에 수요가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못한 분야, 

둘째, 한국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 두 가지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지문 인식기였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지문 인식기가 상용화되었

으나 스페인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문 인식기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UN 건물, 법무부, 5성급 호텔, 스페인의 대표적 은행 중 하나인 BBVA 은

행 등에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보안제품은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내 파트너를 선택했던 것이 주효한 전략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고객사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

해 나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 우리 회사가 보안과 지문인식 관

련 부품 및 완제품을 납품했던 직원 6명 규모의 스페인 보안 업체 ‘슈프리

마’가 약 300명 정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회사도 협력사로서 

함께 성장하며 사업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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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군의 사업 분야는 무역, 그린산업, 보안산업, 컨설팅 등 크게 네 분

야로 나뉩니다. 무역 분야는 한국과 스페인 수출로 구분되는데, 한국으로

부터 주로 보안제품과 액세서리류를 수입하여 스페인에서 판매하고, 스페

인의 주방용품과 식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린산업 분야는 

LED 조명, 절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스페인 및 포르투갈에 공급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LCD) 방식을 채용한 

스마트 유리를 스페인 업체에 납품하며 매출 증대와 영업확장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보안산업은 지문인식 모듈, 출입통제 시스템, 바이오 인식기술 등을 현지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컨설팅 부분은 한국 중소기업의 스페인 시장 진

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마케팅 활동 지원 등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있어도 반드

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성공

을 좇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

습니다. 한 번쯤 망해도 끝내

는 이뤄 내겠다는 의지가 없다

면 해외 창업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충분한 현지 시장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 아이템

을 선정하고 집중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를 대비한 대안(Plan B) 준비도 필수입니다, 단군 창업 초기의 경우, 스페

인 불경기가 시작되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졌을 때가 있

었는데, 이때는 올리브유, 하몽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페인 제품을 한국

제품 자신감과 ‘선택과 집중’ 전략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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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창업 이래 IT 보안 컨설팅 및 관련 제품공급에 집중해 왔으나, IT 

하드웨어 시장에서 신흥국이 부상함에 따라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하

락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역 사업 외에도 한국의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해주는 컨설팅 사업으

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에게 YBLN(Young Business 

Leader Network)활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YBLN은 YBLF(Young 

Business Leader Forum)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한국 기

업인들의 네트워크 공동체입니다. 저는 YBLN 결성 초기 총무를 역임

했고, 현재는 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 이상을 달성한 45세 이하 CEO라면 누구나 YBLN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YBLN에는 40개국 200명의 CEO가 속해 있으며, 이

들의 연령은 대부분 30~50대입니다. YBLN는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

성돼 있어서 사업 진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군의 비전 

으로 수출해 스페인 불경기라는 위기를 돌파했고, 수익원 확대에도 성공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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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스페인에서는 창업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스페인 정착 초기에 일단 지인 회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1년간 스페인 회

사에서 근무했고, 이후 외국인 근로 허가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단군은 별도로 창업파트너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 서로 도움이 되는 ‘동지’ 같은 

거래처를 보유해 윈-윈(win-win)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

히 신뢰 관계를 이어오는 바이어는 창업 초기에 전문 전시회나 협회 모임에 참석

하여 발굴하였으며,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주기적인 대면 접촉과 정직한 거래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위험

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품 선정에 있어서는 시장의 잠재 수요는 크지만,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품목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홍보를 위해서는 시장 진입 초

기,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단기간 내 바이어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

록 집중하고, 구글 검색 광고, 온라인 광고, 뉴스레터 발송 등을 병행하기를 추천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납품을 위해서는 품질, 가격, 차별화 등이 필요하지

만, 그 외 상호신뢰 형성, 판매 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안정적인 서비

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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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단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한인 2세로서 스페인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이들

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스페인 현지 법률을 세세히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노

무, 세무 문제는 현지 세무서와 계약하여 관련 업무를 모두 일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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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기반 QA
(Question Answering)
시스템, 차세대 검색 
패러다임 이끈다

인공지능(Deep learning) 기반의 QA(Question Answering) 시스템

2015년

김동환

영국 런던

42maru.ai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김동환 대표가 이끄는 포티투마루(42AMRU)는 인공지능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딥 시멘틱 QA(Deep Semantic 

Question Answering) 플랫폼을 개발해 국내외 AI 업계를 선도하는 QA 개발 전

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포티투마루의 QA 플랫폼 가운데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는 미국 스탠포드(Standford) 대학의 SQuAD 2.0 리더

보드에서 구글과 공동 1위를 달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 기반의 QA시스템 개발 기업

‘포티투마루(42MARU)’

포티투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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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포티투마루(42MARU)는 포털사이

트 엠파스와 네이트에서 검색본부장

을 맡았던 저와(김동환 대표) 당시 

함께 일했던 5명의 팀원이 모여 만

든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QA(Question Answering) 시스템

은 언어 의존성 없이 세계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난해 ‘Techstars London 2018’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 자회사 법인 등록을 

완료해 해외 영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일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

재 독일어 사용화 솔루션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진출 

저는 포털사이트 엠파스 초창기에 병역특례로 입사해 검색 서비스 개발 업

무를 맡아 했습니다. 엠파스가 SK컴즈에 인수된 이후, 네이트와 싸이월드

로 이직해 검색본부장을 맡아 검색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했고, 창

업을 할 때, 그때 함께 서비스 개발에 참여했던 팀원들이 함께 모여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검색 엔진 딥 시멘틱 QA 개발을 시작

했습니다. 

시멘틱 QA(Question Answering)는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 질문하면 기계 

독해 기술을 활용해 질문에 적합한 결과물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저와 직

해외 창업 과정

검색엔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QA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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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QA 시스템이 검색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포티투마루는 창업 초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QA 시스

템은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홈은 물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포티투마루 설립 2년 만에 네이버 계열 창업투자회사인 스프링캠프와 데

일리 금융그룹 산하 데일리 벤처투자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고, 이를 바

탕으로 인력을 충원해 서비스 상용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객사 내 인트

라넷을 기반으로 한 QA 검색 엔진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정보 검색 작업이 

단축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

았습니다. 

그동안 포티투마루는 경기창조혁신센터와 KT가 중소벤처기업 및 미래산

업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한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LG유플러스 키즈워치에 우리 회사 QA 기술이 내장되어 출시되는 등 상용

화 서비스 목표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투

자ㆍ육성하는 프로그램 ‘Techstars London’에 포티투마루가 선정되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지난해 영

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독일 및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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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도움 없이 영국에 진출했다면 현지 네트워킹 구축에 3~4년 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티투마루는 기술력을 인정 받은 기업을 지원하

는 ‘Techstars’를 통해 13주간 압축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쌓는 기회를 얻

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 문화를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비즈니스 니즈

(당사는 B2B)를 파악하여, 우리 기술력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와 서비

스를 제안하고, 이에 알맞은 결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B2B 중심의 타겟 고객 확보와 기술력 증진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최근에 영국에 자회사 등록을 마쳐 기업 검색 사이트(House of 

companies)에서 우리 회사에 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및 프랑스까지 포티투마루의 딥 시멘틱 QA 플랫폼을 

PaaS/SaaS 서비스로 제공하여 진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

다. 이와 함께 세계 유수의 Cloud S/W 기업과 공동 제품 판매 및 마

케팅을 진행하는 등 포티투마루의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상

용화 서비스(use-case)를 선보여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포티투마루(42MARU)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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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투마루(42MARU)는 2018년 영국 ‘Techstars’에서 선정되면서 테크네이

션(TechNation)을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영국 내 네트워크와 ‘Techstars’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입니

다. 현재까지 여러 잠재 파트너사와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현

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포티투마루 파트너인 영국 회계법인 ‘Kingston 

Smith LLP’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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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헬스케어 시장의 
블루오션을 찾다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2018년

엄재용, 최우진

영국 런던, 인천

없음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

2018년 설립된 ㈜블루스파인테크놀러지는 척추 골반과 관련된 신경외과적 임상경

험을 토대로  척추 교정 솔루션 제품 개발과 의료기기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이다. 영국 왕실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바탕으

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척추 교정 제품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

‘㈜블루스파인테크놀러지’

㈜블루스파인
테크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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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도전 계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헬스케어에 관

한 관심이 높은 시점입니다. 특히 유럽

을 비롯한 해외 시장은 다양한 소비자 

니즈와 관련 제품이 형성돼 있어 자연스

럽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

다. ㈜블루스파인테크놀러지에서 개발

한 척추 교정 제품은 국내 임상 테스트

를 통해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부심, 더 넓은 시장으로 눈길 돌려

창업 직후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임상 테스트를 완

료하고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

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기업 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소한 500통 이상의 메일을 링크드인(LinkedIn) 및 

웹사이트를 통해 보냈으며,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으면 바로 약속을 잡고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 및 임상 

테스트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홍보한 것이 ㈜블루스파인테크놀

러지와 제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창업 과정

500통 이상의 홍보 메일링과 관련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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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국에는 정말 아무 기반이 없는 상

태였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므로 국내에서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해외 홍

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스타트

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인맥을 쌓는 데 1년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일도 많았지

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회사를 많은 나라의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영국대

사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GEP)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진행

됐습니다.

발로 뛴 1년, 기회를 만들다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영국에서는 소아 척추 교정 분야가 아직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우

리 회사가 보유한 척추 교정 솔루션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현지 법인을 통해 파트너사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주 시장으로도 진출하려 합니다. 

㈜블루스파인테크놀러지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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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국내 영국대사관에서 주최한 GEP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등록이 되어있어서 현재 

영국 내 혹은 한국 내 투자금액을 이미 설립한 영국 현지 법인에 송금하면 현지 은

행의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현지 파트너 발굴

링크드인(LinkedIn)에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락처와 직접 소개를 

받았으며, 영국 현지 방문을 계기로 여러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방문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풍

부한 임상 경험 레퍼런스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적절한 수익 배분을 

논의해 잠재적 파트너사를 확보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영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유통 시스템(distributor system)이 구축된 파트너를 

만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주최할 기회

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며, NIHR을 통해 

한 지역에서 NHS trust의 data가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저희는 GEP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전담 

세무관련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D를 주축으로 할 경우에는 

세재 혜택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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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본 중남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 
| 모빌리스트(MOVIL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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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idad Paraguay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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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고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2017년 

이종호

멕시코

movilest.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모빌리스트

모빌리스트(MOVILEST)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전문기업이다. 멕

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모빌리스

트는 2017년 1월 한국 법인을 설립했고, 7월에는 멕시코 법인을 설립한 직후, 8

월에 멕시코 구글 플레이에 잠금 화면 광고 콘텐츠 플랫폼 COCOIN을 론칭했다

(2018년 8월 현재 기준 가입자 약 33만 명). 현재 모빌리스트는 중남미 모바일 콘

텐츠 유통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 플랫폼

모빌리스트(MOVILEST) 

멕시코에서 본 
중남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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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이종호 대표)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중남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

았습니다. 전공은 e-business였지만 2011~2012년에 스페인과 멕시코에

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스페인어를 배웠고, 졸업 직후 당시 파나마에 

있던 LG전자 중남미 본부 마케팅팀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며 중남미 

시장의 가능성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201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앱디스코’라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 스타

트업에 마케팅 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입사 당시 월 광고매출이 약 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외부 요인으로 큰 

어려움이 생겨 130명에 달하던 인원이 30명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서비스, 영업, 마케팅, 게임 퍼블리싱 사업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모바일 광고 사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에서 주로 진출하는 ICT 분

야의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은 동남

아시아지만, 한국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만 

제외하면 중남미 시장이 더욱 매력적인 시

장입니다.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

미 국가에서 4억 5천만 명이 스페인어를 사

용하고, 언어, 정치, 종교가 유사해 다른 국가로의 사업 확장이 쉽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국내총생산 규모인 데다 1억 2천만 명의 인

구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전체 

광고시장 대비 모바일 광고시장 비중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아, 중남미 모바일 산업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교환학생 시절 발견한 중남미 시장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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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현지 친구들은 있었

지만, 비즈니스 관련 네트워크

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LG전자 재직 시절 KOTRA가 

발간한 해외시장조사 자료를 

자주 참고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KOTRA에 미팅 요청을 했습니다. 2017

년 3월 첫 멕시코 출장에서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의 이명준 과장님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미팅에서 멕시코 국가창업원(INADEM) 산하 액

셀러레이터 기관인 스타트업 멕시코(Start up Mexico)와 프랑스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NUMA 멕시코지사를 소개받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비즈

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법인 설립 시 법률 및 회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 KOTRA로부터 믿을 수 있는 현지 법률 및 회계 법인을 소개받은 덕분

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

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모빌

리스트의 첫 번째 서비스인 ‘COCOIN’의 경우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비 일

부를 유저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광고주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COCOIN 단일 앱으

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 현지 통신기업인 Telefonica 등과 잠금화면 브랜

디드앱 개발을 협의 중이며, 이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COCOIN 잠

금화면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의 광고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 창업 과정

ICT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겪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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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 관리를 하면 반

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멕시코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와 같은 지

식기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

에 인적 자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임금 수준이 한

국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처음에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

어 같이 일해보고 3개월 뒤에 정규직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인 것 같습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필요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모빌리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멕시코의 모바일 콘텐츠 유통 채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COCOIN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COCONET을 통해 1천만 명 이상의 유

니크 사용자를 확보하려 합니다. 또, 확보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모

바일 콘텐츠를 중남미 전역에 유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모바일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중남미의 문화

적인 특성에 맞춰 현지화한 이후에 유통할 생각입니다. 

이와 별개의 계획으로는 중남미 모바일 결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

입니다. 아직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현금기반의 결제를 하고 있으

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도 

유통이 가능한 상품이 될 수 있으므로 COCOIN과 COCONET의 전

자화폐를 활용하여 모바일 결제 시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빌리스트(Movilest)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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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극복 방법

멕시코는 직원의 업무 진행속도가 한국에 비해 다소 느립니다. 한국의 경우 이

메일 답장을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날에는 받을 수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매출 목표 등 모든 사업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일스톤(milestone)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

니다.

한편, 모바일 광고 산업 분야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사용 경험은 한국의 5년 전

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바일 광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마케팅 

담당자들의 수준은 국제표전(Global Standard)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모

바일 광고시장이 처음 형성이 되었을 때 노출 수, 클릭 수 등의 트래픽만 전달해

주면 되었지만, 멕시코에서는 현재 한국의 광고주들과 마찬가지로 전환율(구매, 

가입 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제대

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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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IT 산업의 
새 중심이 될 파라과이

소프트웨어업

2018년

문욱성

파라과이 아순시온

www.coloridad.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Coloridad
Paraguay S.A.

Coloridad Paraguay S.A.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개발 기업이다. 파라과이에서 

오프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 사업 관련 IT 기술 

컨설팅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술 개발 전문기업

Coloridad Paraguay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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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가(문욱성 대표) 사업을 시작한 곳은 독일입니다. Coloridad 

Paraguay S.A.를 창업하기 전, 셀피 색상을 실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실시

간 필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레트리카’를 보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

금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시, 색상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필터 기술은 

간단하지 않지만, 2013~2014년만 해도 스마트폰으로는 현재와 같은 계산 

속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필터 앱은 꽤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덕분에 독일에서 만든 ‘레트리카’ 앱은 유럽에서 

3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인

구의 17%가 저희의 앱을 사용할 정도로 매월 사용자는 늘어났고, 사업 가

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늘어나 약 70억 원을 투자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사업이 확장됐

지만, IT 사업이 대체로 그

렇듯 점차 사업 방향이 바

뀌었고, 상황이 변하면서 

결국 유럽에서의 사업은 중

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앱 보급을 위해 수차례 방문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공

동시장(MERCOSUR) 국가의 시장 가능성이 좋다고 판단했고, 그 가운데 

한국 음식도 많고 여러 여건들이 저의 성향과 잘 맞는 파라과이를 새롭게 

도전할 국가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파라과이는 주변국들의 경제성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IT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성장 잠재력이 큰 파라과이에서 창업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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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부터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처

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 

후에 창업한 것이 아니라, 이민을 

온 상황에서 아이템을 찾기 시작

한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IT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어서 새롭

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IT 분야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파라과이에

서 정착할 결심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 장기간 체류하며 현지 시장을 파

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파라과이로 옮겨 이곳에서 소규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현지 사업가들과의 교류가 늘어났고, 점차 저에게 맞

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법인을 설립하는 절

차가 유럽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세금이 낮고 관련 규제가 거의 

없어서 창업 환경은 유럽보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비즈니스 모델은 상점에서 계산할 때, 복잡한 과정 없이 휴대

용 단말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서구 외식문화와 동일하게 식당에 가면 식탁에 앉아 주문하고, 

식사 후에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주문을 빠뜨리는 경

우가 많고, 카드 결제를 위해 단말기를 식탁까지 가져와야 하므로 식탁에

서 계산대까지 손님이 여러 번 왕복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식당에 갈 때마다 주문에서 빠진 내용을 다시 주문하고, 계산하기 위해 카

드 단말기를 다시 요청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

결할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을 설정한 후, 저는 현지 은행연합회 및 캐나다 등의 신용카드 

해외 창업 과정

현지 생활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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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전문 단말기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주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반의 카드 단말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라과이 은행

연합회의 요구사항인 비자/마스터 카드 보안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 조건

을 충족시키는 기기를 중국에서 OEM 제조하고, 이에 맞춘 소프트웨어 보

안인증을 획득한 캐나다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진을 구성하여 만든 온라인 채용시험을 통해 전산 전공

자를 파라과이를 비롯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채용했습니다. 유

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미국과 우크라이나 디자이너의 컨설팅을 받

아 파라과이에서 채용한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webflow와 

같은 온라인 툴을 이용해 디자인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데모 제품을 현지 

대형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데에 성공했고, 자연히 파라과이 시장에 진입

할 수 있었습니다.  

Coloridad Paraguay S.A.에는 저를 포함해 총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

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상점 안에서 발생하는 전

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운

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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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가 그렇듯, 파라과이에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현지에서 필요한 것 

중 한국에서 잘되고 있는 아이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

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파라과이 개발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해외(아르헨티나, 칠

레, 브라질 등)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

다. 현지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급여가 낮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비

교해도 낮지 않은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과 직원 채용에 신중할 것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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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비전과 모토가 있습니다. 바로 ‘La Publicacion que 

Funciona’ 입니다. 즉,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특정 목적이 있

는 프로그램을 현지 실정에 맞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

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것을 현지인들이 그대로 사용토록 하는 것

이 아니라 현지 상황 및 현지인들에게 맞추어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IT 산업계를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한

국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저도 제 지

식과 경험을 살려 현지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라과이는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나라로, 

도로 및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배달 등 소비자 본인이 이동하지 않

고도 재화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

자들은 최소한의 이동으로 많은 제품을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곳, 

대형 쇼핑몰 등을 선호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Coloridad Paraguay 

S.A.는 현재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 쿠폰 시스템, 픽업 주문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점 내전자상거래에 필

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파라과이는 아직 시장이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층이 탄탄

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큰 사업체보다는 작은 사업체를 여

러 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IT 업계는 작은 규모의 여

러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체 몇 개와 거래하

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파라과이는 현재 큰 규모

의 사업체도 많지 않으므로, 미래를 보고 고객층을 확대해 나갈 계

획입니다. 

Coloridad Paraguay S.A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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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파라과이는 영주권 발급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라 개인이 직접 서류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민이 손쉬운 국가입니다. 다만, 무비자 여행자 자격으로 입국

할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한국이나 파라과이 주변국에서 여행 비자를 

발급해 입국한 후, 현지 이민청의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창업파트너 발굴 방법

파라과이 사업 문화와 한국의 IT 사업 문화는 큰 차이가 있어서 현지 파트너가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파트너 대상을 만나본 후, 작은 일부터 같이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보는 

것이 적정 창업파트너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지 창업 초

기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나, 영어를 구사하는 IT 인력들이 꽤 있어

서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지 마케팅 방법

파라과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쉽게 신뢰하

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제품은 브로슈어 등 고전

적인 홍보 수단을 통해 최대한 완성된 형태로 제시해 잠재 고객의 신뢰를 높이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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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직원 관리 및 업무 특성

파라과이는 성차별, 인종차별, 임신 등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한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고,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노무 업

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는 유럽과 비슷하게 매달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게 되어있으며, 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합

니다. 그리고 법인의 수익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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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 부는 한류 열풍, 
한국어 교육 서비스로 
이어간다

콘텐츠, 교육서비스

2017년 

박세빈

칠레

www.disfrutacorea.com

품목(업종)

설립연도

대 표 

소 재 지

홈페이지디코

디코(DICO)는 칠레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중남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7년 4월부터 서비스 개발을 시작해서 12월에 론칭, 전 세

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디코(DICO)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칠레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칠레’에서 SEED 프

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 플랫폼

디코(D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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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박세빈 대표) 2014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개월 정도 살면서 

주말에 한국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

다. 이 경험으로 남미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남미 시장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업거점으로 남미의 많은 국가 중에서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칠레에 

한국학 석사과정이 남미 최초로 개설된 점을 보고 칠레에 한국어 교육 인

프라가 다른 국가보다 잘 형성되어 있고, 수요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

니다. 또한, 칠레는 온라인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이 주변국보다 잘 구축되

어 있어 IT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치안과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칠레에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창업한 지 일 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므로 우선 칠레 시장을 중심으

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테스트한 뒤, 점점 다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해 나

갈 계획입니다. 

해외 창업 도전 계기

한국어 수요층 확보로 서비스 제공 용이

창업 후 칠레를 비롯한 남미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찾던 중 칠레 생산진흥

청(CORFO)에서 주최하는 창업 지원 사업 ‘스타트업 칠레(Startup-Chile)’

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남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창업 과정

칠레를 중심으로 중남미 시장 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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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칠레’는 전 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남미 창

업에 관심 있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중남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에 적합합니다. 창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 칠레’ 홈페이지

(www.startupchile.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

므로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칠레’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우리 회사의 지원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코(DICO)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

비스로 ‘스타트업 칠레’ SEED 프로그

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스타트업 칠레 홈페이지

에서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의 지원양

식에 맞춰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90초짜리 피칭 영상을 만들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천서입니다. 저는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에 입주했

던 인연으로 센터장님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가 지원 후 스카

이프로 화상 면접을 봤는데, 이 과정은 사업의 안정성과 신청기업의 의지

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 칠레에서 사

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디코(DICO)가 SEED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유는 우리 회

사가 보유한 IT 기술력과 사업의 안정성 및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구축단계에서도 선

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칠레의 SEED 프로그램은 사업성이 검증된 스타트

업을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기술 보유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

각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IT 기술력이 



172
20

19 해
외

 창
업

 성
공

사
례

집

있거나 특이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은 현

지에서 회사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스타트업 칠레’가 정

해주는 큰 항목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고용, 법인 설

립, 마케팅 및 거주비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사

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비는 한 달

에 50만 칠레 페소(약 770달러)로 제한되지만, 이 정도면 무리 없이 사무

실 근처에 지낼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방법은 선지급 방식과 후청구 방식이 있습니다. 선지급 방식은 

처음에 이행보증을 체결하고 선금을 받아서 쓰는 방식이고, 후청구는 모든 

비용을 집행한 후 영수증을 모아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행보증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후청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두 방

법 모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으며, 선지급 방식으로 돈을 먼

저 받더라도 잘못 집행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이행보증 절차가 없는 후청구 방식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 스타트업 칠레(Startup-Chile) 창업 프로그램

•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2010년 칠레의 창업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칠레(Startup-Chile) 설립

–  스타트업 칠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고부가가치 IT스타트업과 

전문 제조기술이 있는 스타트업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에서 10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길 원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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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예비 기업가이며 연간 120~160개의 신규 기업이 스타트업 칠레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현재 스타트업 칠레의 프로그램은 총 세가지이며, 각 프로그램에 참가하

는 기업 모집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됨

【스타트업 칠레 창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세부 내용

The S 

Factory

목 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대 상
국적불문 만 18세 이상의 여성 사업가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여성 스타트업

지원혜택

지원금 1000만 칠레 페소(약 1만 5천 달러), 

창업교육, 멘토링, 워크숍, 사무공간, 1년 임시

거주 비자

지원기간 4개월

모집기간 2019년 모집 예정

SEED

목 적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갖춘 신생기업의 

칠레 비즈니스 확대

대 상
국적불문 만 18세 이상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혜택

지원금 2,500만 칠레 페소(약 4만 달러), 창업 

교육, 멘토링, 워크숍, 사무공간, Startup-Chile 

커뮤니티 이용권한, 1년 임시 거주비자

지원기간 7개월

모집기간 2018.7.17.-2018.9.4

Follow

on Funds

목 적 칠레 법인(스타트업)의 세계진출 지원

대 상
연간 총 매출액이 2000만-6억 칠레페소 

(약 32,000-952,000달러)인 설립 6년 이내 기업

지원혜택
지원금 4000만 칠레 페소(약 6만 달러), 비즈 

니스 컨설팅

지원기간 12개월

모집기간 2019년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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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관리(CS)라고 생각합니다. 특

히, 디코(DICO)의 경우 주 고객층의 평균 연령이 21세로 대체로 젊은 층이

다 보니 친구를 대하듯 친밀하게 응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는 

SNS 채널과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 있는 직원들과 제가 직접 문의에 응대

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회사 규모가 작아서 모든 고객을 직접 

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이 보강되면 CS팀원을 고용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코(DICO)와 같은 교육 콘텐츠 서비스 기업은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모바일 서비스를 론칭하고 유료 이용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과정 수강 

시, 수강료 100% 환불 또는 친구 추천 시 포인트 지급과 같은 전략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된 한국어 서

비스 제공이므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관리와 콘텐츠 개발에 주력

해외 창업 성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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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DICO)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기업이지만 단순히 한국어만을 

알리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문화까지 알리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SNS 채널을 통해 한국 국경일의 의미나 연관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콘서트나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칠레의 로컬 채널에서는 2012년

부터 매년 1~3개의 한국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 프로그램

을 칠레의 방송사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 상품 판매를 저렴한 가격에 대행하고, 칠레 방송을 위한 번

역을 도와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코(DICO)는 중남미 전역에서 사업 기반을 다져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현재 아마존 홈페이지에 한국제품 정보를 스페인어로 올려

주고,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있을 시 대신 응대해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운영되면 고객관리(CS) 대행 서

비스와 물류 운송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코(DICO)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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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서비스에 필요한 결제 플랫폼 구축

현재 디코(DICO)의 유료서비스는 PayPal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데, 남미에서는 

PayPal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금이나 지역 고유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주로 

쓰고 있어서 결제 유도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은 남

미보다 PayPal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회원이 대부분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유료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어 맞춤 교육

과정개설, 구간 반복기능 추가, 모바일 웹 개발 및 결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레에 오기 전, 국내 온라인 페이먼트 게

이트웨이 회사와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 회사는 전 세계 167개국의 전자거래

상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원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쉽게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젊은 고객들을 위해 선불

카드 및 쿠폰을 만들어 현지 유통망이나 한류 팬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유료 서비스 가격 책정

이 부분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디코(DICO) 홈페이지는 약 90개국 회원

들로부터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속 국가별로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큽니

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 3만 칠레 페소(약 45달러)는 한 끼 식사 정도의 금액

이지만, 페루나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45달러

가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료서비스의 가격 산정을 위해 국가별 어학

애로사항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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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한 달 수업료와 타 어학 애플리케이션의 한 달 서비스 가격 그리고 홈페

이지의 사전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후 월 서비스 이용

료를 10달러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기간에 따라 월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장기 회원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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