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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DTC 스타트업 부상과 성장요인
1. 유럽 DTC (Direct-to-Consumer) 스타트업 현황
□ 유럽에서 DTC 스타트업*이 낮은 가격 및 상품 경쟁력을 무기로 식품·생활용품 등의
일용소비재(FMCG)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제품을 직접 디자인·생산, 자체 웹사이트/매장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유통 단계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임.
또한 소비자와 자유롭게 소통, 고객 의견 수렴과 피드백 반영이 빠름

ㅇ DTC 시장은 미국이 선두주자이지만 내수시장이 크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독
일·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영국과 독일은 소매 판매 중 DTC 비중이 각각 18%와 15%로 미국(14.8%) 보다 높음1)
ㅇ 유럽 DTC의 주요 사업분야는 VC인 Heartcore
Capital 선정 97개사를 분석한 결과 식품·
패션·퍼스널케어 등 소비재 위주로 나타남

< 유럽 DTC 스타트업 제품군 >
16%
24%

퍼스널케어

ㅇ 주로 테크기업에 투자하던 VC 및 대기업도
DTC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포춘500 기업
대부분이 DTC 스타트업에 투자 중2)
- (사례) 지난 2016년 유니레버는 미국에서
유튜브 바이럴 마케팅에 성공한 남성
면도기 DTC 브랜드인 달러쉐이브클럽*
을 10억 달러에 인수3)

14%

패션
(화장품 및
위생용품 등) (의류 ·신발
시계·안경 등 )
인테리어
(가구 및
홈데코 등)
그 외

식품

(신선 및 조리식품
(장난감,
유아용품 등) 건강식품 등)

15%

* 출처: Heartcore Capital, 저자 재가공

1) VC Cafe, https://www.vccafe.com/2018/09/10/european-vc-views-on-dtc-brands/
2) Scott McLeod, https://www.iab.com/blog/direct-to-consumer-startups-are-changing-the-retail-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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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남성 면도기 정기배송 판매 DTC로 출시 5년 만에 미국 면도기 시장 15% 점유

ㅇ 올 7월 유럽 최초의 DTC 컨퍼런스인 ‘DTC London 2019’가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
- 고객확보, 마케팅, 펀딩 등 6개 주제로 각 분야 성공 사업가 및 전문가의 패널디스커
션 위주로 진행
□ DTC 브랜드의 성장 요인은 기존 브랜드 상품이 소비자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밀
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브랜드 및 제품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
ㅇ 기존 브랜드 상품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적절한
소비자 케어 및 간편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ㅇ 밀레니얼 세대는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서 구입
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인터넷으로
취향에 맞는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

< 국가별 대기업 브랜드 대한 불신 비율 >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35%
33%
29%
36%

57%
52%
56%

2012년
2017년

55%

* 출처: A.T. Kearney

ㅇ 또한 인터넷, 혁신기술, 비즈니스 인프라 등이 DTC 창업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
- 소비자 접근 :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인플루언서, 아마존, 알리바
바 등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다양한 고객층에 접근 가능
- 인프라 : AWS, 구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플랫폼, Stripe 등 간편 결제 시스템,
Shoptify와 같은 이커머스 원스탑샵 등 간단한 인터넷 비즈니스 인프라 확산
- 시제품 : 혁신 기술 및 중국의 활발한 상업 채널 등을 통한 신속한 시제품 제작
- 펀딩 : 인디고고,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용이한 자금 조달

2. 유럽 주요 DTC 스타트업 사례
코너스톤 (Cornerstone), 영국
- 2013년 영국 런던 설립. 2014년 7월 영업 시작
개요

- 창업자: Oliver Bridge
- 면도기, 면도날 및 남성 스킨케어 제품 무료배송 (정기배송 판매)
- 유럽, 호주, 남아공 등 44개국에 판매

3) Unilever,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6/unilever-acquires-dollar-shave-clu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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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사업
배경

- 기능에 중점을 둔 독일산 면도날 사용. 면도기 핸들에 이니셜 무료 각인 서비스
- 12주마다 면도날 및 쉐이브 폼 등을 배송하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정기배송 서비스 해약 가능
- 면도 용품과 함께 구강케어 및 바디케어 제품 등도 판매
- 기존 면도기는 불필요한 기능 등을 더해 가격이 비싸고 제품군이 복잡함. 면도기는 다양한 기능보다 면도
만 잘되면 된다는 원칙에 충실
- 제품과 마케팅에 50:50 비중
- 정기배송 모델은 고객의 마음을 처음에 사로잡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도기 손잡이, 면도날,

사업
및
마케팅
전략

패키징 등 제품 자체 및 고객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자
- 첫 구매 고객에게 트라이얼 할인(10파운드) 제공
- 분기별 매거진을 발행하여 모든 배송제품에 함께 발송. 이는 정기배송 해약율을 감소시켜줌
- 현재 SNS 및 타깃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향후 TV 광고 및 스폰서 이벤트도 계획 중
- 타깃 고객층: 면도기 쇼핑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제품의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을 중시하는 남성
- 2016년 아마존 Growing Business Awards 등 다양한 상 수상
- 2017년 기존 목표의 6배가 넘는 14만 구독자 달성

성장
연혁

- 2020년 누적 매출액 1억파운드(GBP) 예상
- 사업 초반 크라우드펀딩으로 이틀 만에 50만 파운드 달성, 총 87만 파운드를 모음
- 펀딩: 시리즈A 단계 (총 787만 파운드·GBP), 2017년 기준)
- 투자자: Squadron Venture Media, Calculus Capital, JXC Ventures 등
- 미국에서 히트친 면도기 DTC 브랜드 달러쉐이브클럽과 비슷한 모델

기타

- 창업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절 두 번 창업했으며 투자액의 10~20배 수익 창출
- 공동창업자 없이 혼자 창업했지만 사업초기 엔젤투자자 등 많은 멘토의 도움을 받음

웹사이트

https://www.cornerstone.co.uk

릴리두 (Lillydoo), 독일
- 201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설립. 2016년 영업 시작
개요

- 창업자: Gerald Kullack, Sven Bauer
- 영유아 기저귀 생산 및 무료배송 (정기배송 판매)
-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진출
- 클로린, 향료, 파라벤 등 신체 유해 성분이 없는 100% 비건(vegan) 기저귀

제품

- 독일 최초 OEKO-TEX® STANDARD 100(유럽 친환경 섬유 인증) 기저귀

특징

- 언제든지 해약 가능한 정기배송 서비스로, 시중 기저귀보다 25% 저렴
- 기저귀, 기저귀 매트, 물티슈, 영유아 스킨케어제품 판매

사업
배경

- 피부 자극이 없는 기저귀의 성장세에 주목
- 뛰어난 성능,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기저귀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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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는 다른 소비재보다 정기배송 서비스로 판매하기 쉬운 제품. 예로 화장품은 소비자가 신제품이나 유
사업
및
마케팅
전략

행을 따라 구매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저귀는 유행을 타지 않음
- 무료 샘플 제공 및 이미 배송 받은 기저귀가 작아지면 큰 사이즈로 무료 교환
- 친환경 소재 사용 강조, 모든 생산은 유럽에서 이루어짐
- 진출 시장별로 영향력 있는 여성(엄마)들의 후기를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
- 타깃 고객층: 가격경쟁력 및 디자인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인체 무해한 유아용품을 원하는 밀레니얼 부모

성장
연혁

기타
웹사이트

- 2018년 매출 전년대비 330% 성장한 4천만유로
- 펀딩: 시리즈A 단계 (최소 1백만유로 이상), 2016년 기준
- 투자자: Vorwerk Ventures, Sunstone Capital 등
- 미국의 유아용품 DTC 기업 The Honest Company가 롤모델
- 두 창업자는 P&G社 동료였는데 창업을 위해 퇴사
https://www.lillydoo.com

에이스앤테이트 (Ace&Tate), 네덜란드
- 201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설립. 같은 해 영업 시작
개요

- 창업자: Marc de Lange, Camiel de Lange van Bergen
- 안경 및 선글라스, 시력검사 및 배송 무료
-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등 44개 매장 운영
- 유럽디자인 안경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 시력검사 무료 제공

제품
특징

- 온라인으로 안경을 시도해볼 수 있는 Virtual Try-On 서비스 및 4가지 안경테를 주문하여 5일 동안 시
도해볼 수 있는 Home Try-On 서비스 무료 제공
- 온라인 및 쇼룸에서 구매 가능하며 30일 내 무료반품 가능
- 신발의 경우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매칭이 가능하도록 여러 켤레를 소유하지만 안경의 경우 그

사업
배경

렇지 않다는 점에 착안, 소비자에게 다양한 스타일의 안경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목적
- 안경 산업을 이해하고자 참관한 관련 전시회에서 입수한 기업 목록을 토대로 일일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
여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50년 전통의 안경 제조업체와 협업 시작
- 기존 안경 산업은 디자이너⟶라이센스홀더⟶제조업자⟶유통업자⟶소비자의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

사업
및
마케팅
전략

에 가격이 비싸지만(평균 400유로) Ace&Tate은 디자이너⟶제조업자⟶소비자의 유통구조로 합리적인 가
격(98유로)에 고품질의 스타일리쉬한 안경을 제공
- 고객서비스가 최우선 사항으로 CRM 시스템이 고객의 선호도, 구매경험 등을 관리
- 오프라인 쇼룸의 모던하고 독특한 인테리어로 주목받기도 함
- 타깃 고객층: 패션 아이템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고자 하는 고객층

성장
연혁

- 펀딩: 사업 초기 엔젤투자 150만 유로 유치
- 투자자: Million Monkeys, Investion, Maarten Beucker Andreae
- 44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많음

기타

- 미국에서 히트친 안경 DTC 브랜드 와비파커와 비슷한 모델
- 창업자 Marc de Lange는 스타트업 투자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웹사이트

https://www.aceandt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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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넛박스 (Butternut Box), 영국
- 2016년 영국 런던 설립. 같은 해 영업 시작
개요

- 창업자: David Nolan, Kevin Glynn
- 반려견의 수제사료 맞춤제작 및 무료배송 (정기배송 판매)
- 반려견의 음식을 신선한 재료로 조리하여 급속 냉동 후 배송 (영국에서만 운영 중)

제품
특징

- 각 반려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90초 안에 답변이 가능한 설문지를 이용, 몸무게, 나이, 종, 활동량,
알러지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 후 수제사료 맞춤제작
- 수의사와 영양사에게 인증 받은 레시피를 사용하며, 사람이 섭취해도 문제없음
- 가격: 반려견 사이즈에 따라 하루 1.3~4파운드
- 창업자 David Nolan은 장 문제가 있던 반려견을 위해 집에서 손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사료를 만들어
문제 해결. 이후 직접 요리해 줄 여유가 없어 ‘홈메이드 수제사료 배달’을 구글링 했지만 서비스 업체가 없

사업
배경

어,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시범 판매
- 현대인은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지만 사료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정성이 들어가거나 다양한 옵션이 없다
는 점, 영국 반려견의 50% 이상이 비만인 점에 주목
- 밀레니얼의 44%는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4)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
-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수제사료를 위해 재료는 주변 시장과 농장에서 공급 받으며 일주일 단위로 조리하
여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배송
- 각 사료의 60%는 육류로 구성 (시중 사료는 단 4%의 육류 함유량만으로 고기사료라고 홍보)

사업
및
마케팅
전략

- 수제사료 포장재(박스, 아이스팩 등)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배송도 친환경 방식임을 강조하여 Butternut
Box 구독이 반려견과 지구에게 모두 좋은 일임을 상기
- 첫 구매 15% 할인, 정기배송 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약 가능
- 새로운 고객/구독자가 생길 때마다 보호소에 수제사료 기부
- 연예인 고객의 SNS 포스팅 적극 활용
- 타깃 고객층: 반려견의 웰빙을 우선으로 하는 밀레니얼 세대
- 2016년 이후 8백만개 이상의 수제사료 판매, 2017년 매출 전년대비 700% 증가

성장
연혁

- 창업자, 포브스 2019년 ‘30세 이하 혁신가 30인’ 목록에 선정
- 펀딩: 시리즈B 단계 (총2천8백만 달러·USD), 2019.4 기준
- 사업 최초 펀딩(엔젤투자)은 골드만삭스社의 前상사 두 명
- 투자자: Passion Capital, Literacy Capital, White Star, Five Seasons Ventures 등

기타

- 두 창업자는 골드만삭스社 동료였는데 창업을 위해 퇴사
https://butternutbox.com/

웹사이트

호라이즌스튜디오 (Horizn Studios), 독일
- 2015년 독일 베를린 설립.
개요

- 창업자: Jan Roosen, Stefan Holwe
- 스마트 여행용 가방 및 악세서리
- 글로벌 온라인 판매. 베를린과 런던에 매장 운영

4) Gale (a consumer insights consultancy) quoted in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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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스마트 여행용 가방으로 모바일기기 충전기와 GPS 등이 장착
- EU 외 전 세계 유료배송. EU내 150유로 이상 무료배송
- 모든 제품 100일내 무료반품 가능
- 여행용 가방이 단순히 물건을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즐거운 여행을 돕도록 하는 것이 목표

사업
배경

- 여행용 가방 산업의 혁신 수준은 미미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모바일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기기 충전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가 많음. 따라서 모바일 기기를 수차례 충전할 수 있는 가볍고 파워풀한 배터리를 수트케이스에 장착
- 여행용 가방 분야에서 젊은 층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 부재를 주목하고 20-35세를 타깃으로 제품 개발
- 배터리 장착 수트케이스로 시작해서 배낭, 노트북 가방, 여행 악세서리 등으로 제품군 확대
- 예술가, 기업(BMW), 축구클럽, 글로벌 호텔체인 등과 콜라보한 제품 출시

사업
및
마케팅
전략

- 중간 유통과정이 없기 때문에 GPS 장착 수트케이스를 약 100유로에 제작하고 299유로에 판매. 이는
Tumi, Rimowa와 같은 럭셔리 수트케이스에 비해 3-4배 저렴한 가격
- 올해부터 수트케이스 구매 고객에게 1년간 호텔, 비행기의 예약 및 취소를 돕는 연중무휴 여행 보조 서비
스 ‘Horizn Go’ 제공
- 타깃 고객층: 스타일리쉬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20~35세의 고소득층

성장
연혁
기타

- 사업초기 월 성장률 40%
- 펀딩: 시리즈B 단계 (총 2천5백만 유로·EUR), 2019.1 기준)
- 투자자: Milano Investment Partners, Project A, Vorwerk Ventures 등
- 창업자 Jan Roosen의 AT Kearney社 컨설턴트 경험에 힘입어 DTC 모델 수립이 수월
https://horizn-studios.com/

웹사이트

스포크 (Spoke), 영국
- 2013년 영국 런던 설립. 2014년 영업 시작
개요

- 창업자: Ben Farren
- 세미 맞춤형 남성 의류
- 유럽, 미국, 호주, 한국, 싱가폴 등 58개국에 판매

제품
특징
사업
배경

- 200개 이상 사이즈의 바지와 40개 이상 사이즈의 폴로셔츠
- 온라인 툴 ‘Fit Finder’의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사이즈 측정
- 모든 제품 무료배송 및 100일 내 무료반품 가능
- 창업자 본인의 핏(옷맵시)이 살아나는 사이즈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
- 현존하는 사이즈 체계(예: 스몰, 미디엄, 라지)는 사람의 핏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고관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
- 언제나 ‘핏(옷맵시)’에 중점을 둠. 유통 자체보다 고객의 제품 경험을 중시

사업
및
마케팅
전략

- 4-5년 간 다양한 바지의 사진을 찍어가며 사이즈 연구
- 친구소개(referral) 시스템을 통해, 친구에게 특정 링크를 보내면 25파운드 구매 크레딧이 발송되고 친구가
제품을 구매하면 본인이 15파운드 크레딧을 받게 됨
- 인스타그램 및 구글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 최적화)를 이용한 홍보에 집중
- 타깃 고객층: 핏(옷맵시)에 민감하고, 현존하는 사이즈 체계에 불만 있는 남성. 미니멀리즘 스타일 선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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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연혁
기타

- 2015년 5배, 2016년 4배 성장
- 펀딩: 시드~시리즈A 단계 (총 740만 파운드·GBP), 2018.5 기준)
- 투자자: Oxford Capital, 24 Haymarket 등
- 20% 고객은 30일 내 재구매
- 창업자는 유통이나 의류 분야 경험이 전무한데, 오히려 이런 배경이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고 생각
https://spoke-london.com/

웹사이트

믹스 (MYCS), 독일
- 2014년 독일 베를린 설립. 2015년 중순 영업 시작
개요

- 창업자: Christophe Jung, Kachun To, Claudio Bredfeldt, Kai Sap
- 가구 맞춤제작(소비자 직접 설계) 및 무료배송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진출
- 실제와 매우 흡사한 3D 온라인 시뮬레이션으로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구를 설계

제품
특징

- 현재 제작 가능한 가구는 책장, 탁자, 옷장, 탁자, 소파, 의자 등으로 기본 디자인에서 사이즈, 색상, 패
브릭 및 목재 소재 등의 디테일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배송된 가구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거나, 유료 조립서비스 이용 가능
- 온라인 DTC 판매로 시작했지만,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 6개 쇼룸 보유

사업
배경

- 맞춤형 가구는 가격이 비싸고 배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 디자인에서 소비자가 직
접 소재, 색상, 디자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고품질의 가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
공하고 신속한 배송이 목적
- 유럽산 친환경 자재만 사용하며 대부분 가구는 폴란드, 의자 부품 일부는 핀란드에서 제작
-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으로 낮은 원가 유지

사업
및
마케팅
전략

- 패브릭과 페인트 샘플 8가지를 5유로에 주문 가능하며 향후 가구 주문 시 10유로 할인
※ 고객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제품을 주문 받아 제작하는 생산방식 정보기술과 생산기술 발전으로
맞춤 제작이면서도 대량생산에 못지 않은 낮은 원가 유지 가능

- 타깃 고객층: 심플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맞춤형 가구를 원하지만, 이케아는 싫고 고급가구는 부담
스러운 밀레니얼 세대
성장
연혁

- 펀딩: 시리즈B 단계 (총 2천만 유로·EUR, 2018.6 기준)
- 투자자: Beringea, Zimmermann Investments 등
- 고객의 1/3은 18개월 이내 재구매

기타

- 창업자 Christoph Jung과 Kachun To는 맥킨지社 동료로 만났으며 다른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많은 소비
자가 맞춤형 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웹사이트

https://de.mycs.com/

3. 성장요인
□ 유럽 주요 DTC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제품·유통/판매·서비스·타깃 고객층 등에
서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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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및 유통
ㅇ DTC 스타트업 제품의 품질은 타사제품과 비슷하거나 좋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저
렴한 가격 및 진정성·독특함·차별성으로 승부
-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춘 결과 릴리두의 기저귀, 에이스앤테이트의 안경, 호라
이즌스튜디오의 수트케이스, 믹스의 가구는 비슷한 품질의 시중제품보다 25% 이상 저렴
- 버터넛박스의 반려견 수제사료는 양질의 재료 사용, 다이어트 식단 제공, 정기배송 서비
스 등으로 다른 반려동물 사료와의 차별성을 둠
- 스포크의 남성용 의류는 기성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많은 사이즈를 제공하며 호라이즌스튜
디오는 모바일기기 충전이 가능한 수트케이스 및 기업, 예술가 등과 콜라보한 제품 제공
ㅇ 제품의 디테일을 소비자가 직접 설정(configure, customize)하게 하거나, 많은 옵션보다
‘심플함’, ‘하나의 옵션’에 중점
- 코너스톤은 불필요한 기능을 없앤 한 가지 타입의 면도날로, 릴리두는 피부자극이 없는
친환경 섬유 기저귀로 소비자의 선택장애 해결
- 믹스의 가구는 소비자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직접 디테일을 결정하고 비교해볼 수 있음
ㅇ 유행을 타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정기배송 서비스로 판매, 호평을 받으며
시장도 확대
- 버터넛박스의 반려견 사료, 릴리두의 영유아 기저귀, 코너스톤의 남성용 면도 제품은 언
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정기배송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ㅇ DTC 스타트업은 온라인 기반 특성 상 제품의 품질 뿐 아니라 구매 과정/경험
(experience of buying that product)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료 배송 및 반품, 무료샘플,
신속한 배송, 트라이얼 기간 및 쿠폰 제공 등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음
- 릴리두는 작아진 기저귀를 무료로 교환하고, 에이스앤테이트는 안경테를 집에서 무료로
시도해볼 수 있는 Home Try-on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터넛박스(반려견 사료), 코
너스톤(면도용품), 스포크(남성 의류) 등은 첫 구매 할인쿠폰 등 제공
ㅇ DTC 스타트업은 소비자와 관계를 직접 형성·유지 가능하며, 이는 상세한 소비자행
동 및 소비자 그룹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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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챗봇, 인스타그램 메시지, 트위터 등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접수가 빠름
- 에이스앤테이트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체 CRM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선호도,
구매경험, 고객 반응 등을 관리·분석하여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반영
ㅇ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직영 매
장이나 쇼룸을 오픈하여 고객과 직접소통하기도 함
- 에이스앤테이트안경
(
), 호라이즌스튜디오여행가방
(
), 믹스가구는
(
) 오프라인 매장·쇼룸 운영
(3) 마케팅
ㅇ 소수 제품 카테고리에 집중, 소비자에게 명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브랜드 포지셔닝
(Less is more)
ㅇ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빠른 시간 내 찾을 수 있도록 구글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및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유튜브 비디오 등의 마케팅 전개
- DTC 스타트업 모두 구글 SEO 및 SNS 계정을 활용하며, 버터넛박스 및 릴리두는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의 제품사용 사진도 적극 활용
ㅇ 단순히 연령대, 직업군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가치 등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타게팅
-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 및 환경, 노동윤리, 동물권 등을 반영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 버터넛박스는 밀레니얼 세대의 44%가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여긴다는 점에 착안, 고품질
수제사료를 개발했으며, 새로운 구독자가 생길 때마다 수제사료를 보호소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표방
- 릴리두는 100% 친환경 비건 기저귀를 개발했고, 호라이즌스튜디오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20~35세의 고객을 타깃으로 럭셔리 수트케이스 제작

※ 참고 자료
EU집행위, CB Insights, Crunchbase, NPD, A.T. Kearney, Medium, Marketing Week, IAB, 중앙일
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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