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돼지코팩 하나로 80억을 달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코팩 시장의 80억 잠재력을 발견하셨나요? 

코팩은 규모가 작은 니치 마켓이었어요. 

기존 제품은 피지 제거력이 탁월하지 않아서 ‘믿고 구매한다!’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제품은 없었죠. 

무조건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 생각했고 제품을 기획했어요. 

미팩토리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뉴미디어 마케팅 기업이예요. 

좋은 제품은 좋은 협력 제조업체와 함께 만들고 

제품의 매력을 고객이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비틀어 보는 힘 x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뉴미디어 마케팅 

이 두가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제품을 테스트해보았고, 코팩이 가장 반응이 빨랐죠. 

Q. 미팩토리의 다른 브랜드, ‘생활도감’ ‘머지’도 함께 런칭하며  

연매출 200억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조사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고, 기존의 시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이 제공하는 것과 고객이 느끼는 감정 그 교차점에 주목하죠. 

그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자신의 직관을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강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잦은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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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팩토리 이창혁 이사, CSO 

3년 내 연매출 200억을 달성한 미팩토리 돼지코팩의 사업 세팅법 

“29세에 창업해 SNS 마케팅으로 로켓 성장, 

 3년간 발로 뛰며 깨달은 #창업력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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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1세의 나이로 200억 매출을 달성하셨어요.  
창업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인가요? 

3년 정도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웃음) 

당시, 스포츠 워밍업 크림이 아직 한국에 없는 아이템이었는데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했어요. 

크고 작은 박람회에서 직접 제품 소개하며 3년을 발로 뛰었죠. 

그런데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렇다면 있는 시장의 빈틈을 찾아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객이 이미 시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했고, 이미 EXIT에 성공해본 동료들과의 두번째 창업이었기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께 미팩토리로 경험한 
#시장조사력을 단기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과 

SNS 마케팅의 효과를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께 #추진력을 

파트너와 조직원과의 협력법이 궁금하신 분께 #조직력을 

저의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 EXIT 후 두번 째 창업은 첫 창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조직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지분 구조,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인재와 함께하는 법 등을 고민해야 하죠. 

지속 가능한 사업 조직이 되어야 하니까요. 

성장해본 경험조차 없을 때에는 지금 눈 앞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나온 경험이 있다보니 성장단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이번 스콜레 강연에서는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미팩토리는 뉴미디어 마케팅 1세대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미팩토리의 성장 계획도 궁금합니다. 

미팩토리를 창업할 때에는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품의 실질적인 실 편익을 강조하면, 브랜드의 허울을 벗겨낼 것이다, 

고객이 우리에게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케팅도 구매를 자극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주력했어요. 

돼지코팩도 브랜드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합리적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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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도 브랜드 미팩토리가 아니라 상품에 집중했어요. 

많은 분들이 미팩토리는 모르지만 돼지코팩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돼지코팩을 브랜드라고 하더라구요. 

코팩 말고 다른 제품을 출시하니 돼지코팩이니 믿고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객의 신뢰가 곧 브랜드인 것 같아요. 

미팩토리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는 브랜딩에 집중하려 합니다. 

Q. 이번 스콜레 스타트업 창업력 클래스는 어떤 분이 들으면 좋을까요?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께 미팩토리로 경험한 
#시장조사력을 단기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과 

SNS 마케팅의 효과를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께 #추진력을 

파트너와 조직원과의 협력법이 궁금하신 분께 #조직력을 

저의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혁 대표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스콜레 창업력  http://www.schole.ac/landing/startup_do_d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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