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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創昌)한 창업캠프 <창업기업 아이디어톤 프로젝트>

참여기업 과제 브리프
기업명
담당자
(문의처)
과제명

프로젝트ㄱ(프로젝트기억)

브랜드명

프로젝트ㄱ(프로젝트기억)

강태구. kangtaegu7156@naver.com
사회에 잊혀진 기억이 담긴 패션 의류 및 디자인 굿즈 아이디어 기획

- 프로젝트ㄱ은 소외된 기억의 재분배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셜벤처입니다. 잊혀
져가는 수많은 ‘사회적 기억’들을 일상 속 패션제품과 굿즈에 담아냅니다. 개개인의 삶 속
에 기억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을 녹여내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기억들을 간직하
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6회 성공 등의 크고 작은 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
제 3기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지원금과 사무 공간을 지원받으며 창업활동에
브랜드/
제품 소개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굿모닝독도’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하여 크라우드 펀딩
이외의 다양한 유통 채널 세팅에 매진중입니다.
- 프로젝트ㄱ 공식 홈페이지(www.projectmemory.co.kr)와 더불어 텐바이텐/독도문방구 등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편집샵과 매장 등 프로젝트ㄱ의 브랜드 정체성에 알맞은 채널로
진출하여 프로젝트ㄱ의 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

- 최근 국내 패션 시장에서의 소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단순 후원/기부가 아닌, 제품 구매형 후원, 기부 활동의 공유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추세

브랜드
(제품 등)
상황

- 2017년 10월 런칭한 ‘굿모닝 독도 프로젝트’ 를 현재까지 진행 중.
- 9월 중순 삽사리 프로젝트(가명) 런칭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 전통 견종인 삽살개를 기억
하고 수익금의 일부로 유기견을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

커뮤니
케이션
목표

- 소비를 통한 기부 문화 실현
- 소외된 기억의 재분배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듦

과제

- 패션을 통해 Meaning-out 을 실현시킬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 기획
- 기억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제품 혹은 플랫폼 아이디어 기획
- 소외된 기억의 재분배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품 혹은 신서비스 아이디어 기획

타겟

- 6번의 크라우드펀딩 유입 비율 분석 결과, 18-24세 67.3% / 25-34세 22.5% (18-34세
89.8% 차지) 하였고, 여성(76.7%) 이 남성(22.3%) 에 비해 압도적.
- 이를 바탕으로 현재 1020세대 여성을 타겟으로한 패션 굿즈 개발 중이며 추후 3040세대 까지 확대할 예정
* 가치를 중요시여기는 VALUE-SHOPPER

기타사항

홈페이지
www.projectmemory.co.kr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