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창한 창업캠프 <창업기업 아이디어톤 프로젝트>
과제 브리프
기업명

루프세터

브랜드명

루프세터

담당자
(문의처)

master@loopsetter.com

과제명

새로움을 더한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 아이디어 기획

기업/
브랜드/
제품 소개

<특허 등록된 핵심기능성으로 기존의 백팩과는 차별화된 제품>제10-1607657 호
- 핵심기능: 무게중심의 이동 및 지렛대의 원리로 척추를 올곧게 지탱, 어깨는 당겨주고 허
리를 밀어주어 효과적인 하중분산과 자세교정 기능의 백팩(배낭)
<과학적으로 입증된 배낭 하중분산과 자세교정 효과를 제공>
- 영남대학교 외과전문의 이남혁박사 추천
- 척추 및 자세 관련 다양한 서적, 논문 참조 인체 근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루프세터 배낭을 착용 할 때 인체가 느끼는 하중이 감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높은 기능성(편안함)에 의해서 루프세터 배낭을 선택

시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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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백(미국), 잔스포츠(미국), 노스케이프(한국), 듀오백(한국) 등의 기능성 배낭에 비하여
경량화된 무게, 내구성/수납성, 특허의 탁월한 하중분산 기능성 등의 차별화
- 탈부착 가능한 슬링백(힙색) 가방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 방법을 연출
- 특허등록: 하중분산과 자세교정의 기능성 밴드 배낭 제10-1607657호
- 특허출원: ‘LOOP SETTER’ 제 18류, 제 25류 등록 40-2016-0067613 등 2건
-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loopsetter.com / Facebook 페이지 운영

브랜드
(제품 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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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된 기술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친화적’ 백팩 개발>
- 백팩을 활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최고의 편안함 제공
- 트렌디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초기 타겟인 2030 직장인 및 대학생들에게 어필
- 향후 메인타겟인 중,고등학생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능성으로 홍보

5년 내, 3500~4000억 규모 ‘백팩’ 내수시장에서의 마켓 쉐어 5% 이상의 기업가치 창출
(백팩 총 시장규모 2조 3000억, 백팩 내수시장 3500억~4000억)
- 세계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KICKSTARTER 펀딩 목표금액 10만 달러로
신제품 런칭
- 북미 LOOPSETTER 법인 설립으로 해외 판매 및 유통을 강화

커뮤니
케이션
목표

- 북미를 기반으로 한 Designed by California / Manufactured by Korea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

- KICKSTARTER 성공적인 펀딩 이후 북미 유통망 개척 활동을 통한 단기 투자 유치가 아닌
장기적인 판매 계획
- 향후 북미,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평가 및 매출달성
(ebags.com,amazon.com,ebay,com 등 주요 백팩 , 판매/평가 랭킹 10위 이내 목표)

<3가지 고가치 요소를 통한 향후 추진 일정>
① 제품 성능개선 및 신제품 개발
◦ 신제품 LFS-LC 모델: 백팩 등판부위 대폭 보강
- 척추의 모양을 잡아 줄 수 있는 보강재 소재 변경
- 등에 땀이 차지 않도록 에어밴트(통풍) 설계 철형 및 금형 설계
- 배낭의 무게를 경량화 하기 위한 소재 개발 또는 구매
② 홍보·마케팅

과제

◦ 적극적인 중국 유통망 및 영업망 확충(협력사 장미텍스타일 유통망 활용)
◦ 북미와 유럽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문 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 해외 오프라인 입점 및 바이어 구매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
◦ 해외 및 국내 유명 YOUTUBE 스트리머들과 협업을 통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바이럴
마케팅 진행
③ 지식재산권 및 인증/기술 근거 강화
◦ 대한척추협회 추천제품 또는 척추기능성 인증절차 진행(인증서)
◦ 대학병원 및 전문기관 기능성 밴드배낭의 이점을 설명할 근전도 검사 및
자료 확보
◦ PCT 출원 및 해외특허 등록 진행(지식재산권센터 지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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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타겟: 20대 중,후반 전공서적, 모바일 기계 등을 사용하는 대학생/직장인
- 메인 타겟: 책상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성장기 청소년(중, 고등학생)
- 북미 법인 설립 이후,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합작 이미지를 강조 한국에서 제조
되는 고품질의 해외에서 디자인 되는 높은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
- 가장 수요도가 높은 타겟(메인타겟)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루프세
터 하중분산, 자세교정의 특허 기능성 밴드 배낭’의 가치와 부합

타겟

- 향후 홈쇼핑, 브랜드 팝업 스토어 등의 런칭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이 최종 목표
- 해외 타겟: 북미(미국, 캐나다) / 유럽의 라이딩, 하이킹과 통학, 통근을 백팩과 함께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라이트&헤비 유저
- 북미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신제품 ‘VERSAT series’ 개발
-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 전용 커스텀 패치 제품 개발
- 성공적은 크라우드 펀딩 런칭 후 북미 다양한 편집샵, 유통사 납품을 목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성공 목표>
- 2017년 5월 9일 목표금액의 약 300%를 달성하여 펀딩 성공
- 현재 해외 수출형 차기 시제품 개발 진행 중
-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
- 특히 북미에서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공신력 있는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의 성공적인 펀딩
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

기타사항

<KICKSTARTER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 플랜>
1. 퍼스트무버 팩(First mover pack)
2. 수퍼 얼리버드 팩(Super EB pack)
3. 얼리버드 팩(EB pack)
4. 커플/더블 팩(Couple / Double pack)
검정색(Jet Black) / 회색(Courtesy Grey) 중 택 1
선착순 한정수량의 가격 책정 110USD ~ 150USD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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