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C 브랜드의 미션 : 
히트아이템에서 시작해브랜드로생존하기

연사: 블랭크코퍼레이션 모도리 마케터 신가은



블랭크코퍼레이션 소개

블랭크는 자체기획/개발한 브랜드제품들을 다양한 디지털매체에 콘텐츠마케팅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브랜드

빌딩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도에창업하여, 미디어커머스방식(자체기획/제작한 마케팅콘텐츠로, SNS에서 광고를집행,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D2C 사업의선도기업으로

설립이후 뷰티, 리빙/라이프스타일, 패션, 펫등주요소비재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를론칭, 운영해왔습니다. 

블랭크코퍼레이션소개



성공케이스 0 to 100 달성브랜드

바디럽: 리빙/라이프스타일 모도리:주방용품/식기 언코티드:남성속옷&어패럴 블랙몬스터:남성그루밍뷰티아르르: 반려용품

출시 10개월만에
누적 100억원달성

출시 2년만에
연매출 100억원돌파

출시 3년만에
연매출 100억원돌파

출시 3년만에
연매출 100억원돌파

출시 2년만에
연매출 100억원돌파



D2C(Direct to Consumer)

타겟팅광고에강점이있던소셜미디어
플랫폼의성장 & 효율고도화와함께성장

D2C와 브랜드 트렌드

● 기존 유통 업계대비
초기 D2C 고객 획득 비용 저렴
● 고객 데이터축적 용이

● 오프라인매장과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한 소수의 빅 브랜드 중심

Brand

DNVB(Digital Native Vertical Brand) 
중심의다양화, 개별화된수많은브랜드



모도리성장기 Stage2. 
모도리, 브랜드로바로서기

D2C 몰의 미션 : 왜, 브랜드로 성장해야하는가

메가히트상품
개발가능성예측불가

퍼포먼스매체타겟팅기능과
효율저하, 운영난이도상승

©  Freepik

제품의 PLC 때문, 단일제품으로
마케팅 & 운영시반드시한계에봉착

생존의필수조건은, 상품사용경험및브랜드자체로서의가치극대화

쇼핑몰솔루션, 거대플랫폼 내의쇼핑몰로 쇼핑 여정에대한 고객경험을 개선하는것은 일시적방편



블랭크쿡웨어브랜드 ‘모도리’가브랜드가되는과정을사례로설명



모도리, 머물고 싶은 부엌을 만듭니다

모도리는어떻게상품에서브랜드가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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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성장기 Stage1. 
히트템소담쿡웨어널리알리기

첫자취방, 지극히개인의경험에서비롯한제품개발



눌어붙지않는계란에서시작된소담쿡웨어의직관적이고파괴적인설득메세지

기존시장공략 신규시장창출

모도리성장기 Stage1. 
히트템소담쿡웨어널리알리기

http://drive.google.com/file/d/1Y9GPhteKph8SDQnp28YDJjiKsSY9-7Qe/view


소비자들이일상에서당면하는불편함을해소한히트템으로트렌드까지저격

멀티핸들

수납공간
문제해결

계란콘텐츠

파괴적인
설득력

아이보리색

하얀쿡웨어
열풍의 시작

우드+화이트
홈인테리어
트렌드

1인가구, 
원룸등작은공간
수납수요증가

주방용품
취향소비에대한
갈증해소

ASMR 콘텐츠
처럼시청자

만족포인트충족

모도리성장기 Stage1. 
히트템소담쿡웨어널리알리기

http://drive.google.com/file/d/1fim2J2p5_3r_He-fE9qSuGh9H8oGY2yu/view


소담쿡웨어의매출성장

2019 2020 2021 2022.
1Q

매출 6배성장

소담쿡웨어
플러스출시

모도리성장기 Stage1. 
히트템소담쿡웨어널리알리기

코로나로
홈다이닝
수요 증가



소담쿡웨어의매출성장

2019 2020 2021 2022.
1Q

모도리성장기 Stage1. 
히트템소담쿡웨어널리알리기



2019 2020 2021 2022.
2H

모도리성장기 Stage2. 
모도리, 브랜드로바로서기

모도리브랜드의연간매출성장

연매출 100억

브랜드로써의
성장 도모



모도리성장기 Stage2. 
모도리, 브랜드로바로서기

성장전략 1. 소담쿡웨어이후주방씬을채울수있는다양한후속제품출시및
메인쿡웨어라인확장 : 구들라인 / 소담쿡웨어업그레이드

깔끔도마 도담냄비 구들프라이팬라인

깔끔칼세트 소담마그넷조리도구 소담쿡웨어플러스 (5종)



모도리성장기 Stage2. 
모도리, 브랜드로바로서기

성장전략 2. 2021년 “모도리, 머물고싶은부엌을만듭니다”
주방공간을위한브랜드로커뮤니케이션

숙박큐레이션플랫폼
‘스테이폴리오’와제휴

브랜드레벨로서의인지도확보

라이프스타일먼트매거진 ‘빌리브’와제휴
한끼식사의가치와공간에대한브랜드

지향점

모도리를사용하는 T.P.O를컨셉으로한 광고
캠페인공감대높은주방용품사용씬을전개



모도리성장기 Stage2. 
모도리, 브랜드로바로서기

2019
1H

2020
1H

2021
1H

2022.
1H

2019
2H

2020
2H

2021
2H

2019~2022모도리브랜드인지도및검색량

소담쿡웨어유사
제품다수출시

메인쿡웨어라인확장
& 브랜드캠페인

소담쿡웨어 6배성장,
코로나특수효과



모도리성장기 Stage3. 
모도리, Fan 있는브랜드로살아남기

Fan있는브랜드로성장하기위한모도리고객경험극대화주요 3요소

상품의

뾰족함

일상 속의 페인포인트를해결하고
삶의 만족도를높여줘

구매해야할 이유가 있는 상품인가

콘텐츠의

생생함

고객들이직접 사용해본것과 같이
생동감 있고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고민의 시간을줄여주는가

먼저다가가는

친절함

고객들의방문을 먼저 두드려
관심사를묻고 소식을 전하며
친근한 벗과같은 관계가 되는가

● 기능성, 심미성 핵심으로 기획
● 신제품 / 리뉴얼 / 업그레이드 / 

라인 확대 등 상품 전개 전략

● 실제 사용한 장면을 다수 노출
● 촉감, 색상, 무게 등 체험할 때의

느낌을 전달 & 사용 상황의 무드와
분위기를 전달하는 킬링 콘텐츠

● 재방문, 재구매 유도
● 모도리 경험 있는 회원들 대상의

혜택 촘촘히 설계하여 로열티 증대



모도리성장기 Stage3. 
모도리, Fan있는브랜드로살아남기

2022미션, 새로운고객을직접찾아나서기

크로스보더
브랜드로 성장

숙박큐레이션플랫폼 ‘스테이폴리오’ 제품제공 생활형숙소 ‘어반스테이’ 제품 제공

고객 경험
접점 확대

22년리빙페어첫진출
이후오프라인 접점점진적 확대예정

2019 2020 2021 2022

대홍싱중심글로벌매출지속성장
한국인 니즈와정서에 맞춘 K-키친웨어집중개발



상품의

뾰족함
콘텐츠의

생생함
먼저다가가는

친절함

크로스보더
브랜드로 성장

고객경험
접점 확대

플랫폼이버티컬플랫폼화가되듯
니치취향의코어팬들을공략하고만족시키는브랜드가생존한것

즉, 팬덤이있는브랜드자체로 IP가되어스스로의가치를증명

▲모도리의성장 / 운영이정표

▼커머스브랜드의 성장방향성

모도리성장기 Stage3. 
모도리, Fan있는브랜드로살아남기



모도리가브랜드자체가
취향인 FAN들

정성담긴한끼식사의
소중함을아는사람들

주방에서는시간에
거부감을가지지않으며

여유롭게요리를즐기는사람들

모도리, 브랜드자체로써의가치성장지향하며두터운팬층형성이목표

예쁘고쓰기좋은
주방용품

구매희망고객

모도리성장기 Stage3. 
모도리, Fan있는브랜드로살아남기



모도리성장기 Stage3. 
모도리, Fan있는브랜드로살아남기



2021년모도리 : 주방씬

머물고싶은부엌공간의
여유롭고예쁜플레이팅장면

2022년모도리 : 일상이상, 평범한일상을평온한이상으로

부엌에서생기는모든일상속에스며들어
이상향과같은최선의상태를불러일으키는브랜드

요리는안전하게

수납은깔끔하게

식사는여유롭게

세척은편하게

http://drive.google.com/file/d/1-A59K0p_YcKeDbezfM4jcPBxKszG9F9u/view


코어팬과의유대감과로열티형성을위해서는
제품사용과정의즐거움이필수요건

한국인들의주방에자연스럽게결부될수있는
한국적정서의연결고리를끊임없이전달하는고객중심적키친웨어브랜드지향

한국인을위한키친웨어브랜드모도리

©  jcomp



WE CREATE PRODUCT A LIFESTYLE THROUGHT BR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