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컨셉력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는 레드오션 시장이에요. 다이어트 제품군 안에서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그 중에서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노만의’ 컨셉을 주력으로 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 제품, 업체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파티션을 나눠서 다이어트 식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야 고객들에게 하나의 제품을 제대로 각인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컨셉의 힘이지 않을까요?  

Q. 그렇다면 좋은 컨셉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각인되는 컨셉은 ‘최초’라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일등’이라는 말이 붙으면 신뢰도가 생기죠. 하지만  

저희는 다이어트 업계에서 최초도, 일등은 아니지만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컨셉을 가지기로 했죠.  

그게 ‘다노만의’ 컨셉을 가지게 된 시작점입니다.  

차별화된 컨셉이 곧 본인에게 좋은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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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오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법 

“레드오션인 다이어트 시장에서 성공한  

 다노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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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노만의’ 컨셉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고객들과의 소통이죠. 컨셉력, 기획력, 마케팅활용력  

모두 다노만의 소통력. 즉,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됩니다.  

다노의 핵심가치는 내부적으로는 다노 크루들과 다노가 믿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비전으로 똘똘 뭉쳐 돌아가는 vision-driven한 조직을 만들고,  

고객에게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진정성있게 소통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노의 중요한 미션 또한 내/외부적으로는 다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크기를 늘려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선순환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본인만의 컨셉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자신만의 컨셉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떤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강연이 도움

이 될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가치는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시작된다

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SNS를 보면 이지수 대표님을 ‘다노 언니’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컨셉력을 올리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결국 컨셉은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컨셉을 바꾼다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렇듯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하는 게 컨셉이에요. 트렌드가 변하듯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다노는 늘 유저보이스에 귀 기울입니다.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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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품을 개발할 때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그들의 반응을 많이 참고합니다.  

저희가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고객들이 좋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다노의 목표는 변하지 않되, 컨셉은 유연하게 하며 유저보이스에 귀 기울이기,  

이게 바로 저희의 컨셉력의 노하우입니다.  

Q. 그럼 대표님은 이 모든 것들의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저는 제가 직접 다이어트를 한 경험을 살려 창업한 케이스에요. 20kg를 감량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얻으려 정말 많이 검색해봤지만 정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오류가 많은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 서적을 찾아봤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그 방법 뿐이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다들 저처럼 정보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동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수집한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유투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페이스북에도 업로드 했구요 .  

그런데 일주일만에 3만명이 모아졌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며  

저와 같은 니즈(Needs)가 있었다는 걸 그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후 어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노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인사이트는 실제 경험에서 얻게 됐고,  

지금도 늘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의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Q. 다노, 그리고 다노 언니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강연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본인만의 컨셉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자신만의 컨셉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잖아요.  

특히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떤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지  

자신만의 가치는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대표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스콜레 창업력  http://www.schole.ac/landing/startup_do_d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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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구독자 18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명

다노앱 다운로드 150만명

페이스북 구독자 30만명

블로그 구독자 3만명

http://www.schole.ac/landing/startup_do_do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