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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VISION 및 추진 배경



I. 사업 VISION 및 추진 배경 BACKGROUND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 ‘홈코노미’라는 용어처럼 집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대의 도래. 코로나

완화 후에도 온라인 중심의 소비 지속 전망

✓ 소비의 중심인 ‘MZ세대’는 인터넷, SNS등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로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사업의 중요성 증대

오프라인->온라인 패러다임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기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경쟁

✓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한 차별화 및 변화를 통한 소비자에 대한

가치 제공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I. 사업 VISION 및 추진 배경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 파트너/가맹점과의 SYNERGY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인공지능(A.I.), 4D 이미징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시장의 변화/발전을

선도하는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기업

가맹점이 수익을 창출하고, 가맹점의

사업 활성화에 기반한 플랫폼 수익 창출 구조로

플랫폼/가맹점/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WIN-WIN 및 상생이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소비자 감동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제품/서비스는 물론 기업의 이념이나

사회적 활동이 소비자로 하여금

귀감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

비대면 이사 플랫폼 [이사테크]는…

A.I.를 활용한 비대면 이사 서비스를 통해 “기술력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플랫폼입니다.

VISION



II. 사업 ITEM 소개



II. 사업 ITEM 소개

1. 이사 견적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고객과 비대면

이사 서비스 진행

2. 간단한 스마트폰기능을 활용(카메라, 동영상, 

문자) 하여 비대면 이사진행

3. 플랫폼 자체의 검증 시스템으로 이사업체 및

소비자 모두 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

사업 ITEM 명 비대면 온라인 이사 서비스 플랫폼

주요 서비스(기능)

TARGET 시장
▪ 비대면 이사를 원하는 모든 고객

▪ 오프라인 이사업체의 플랫폼 유입

ITEM의 차별성

1.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비대면 타이어 교체서비스, 비대면

택배 및 음식주문, 배달 등등)

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이삿짐을 업로드

하면 이사견적을 제출,

3. 이사진행 계약 시 새집에서의 가구, 가전을 4D 이미지로

가상 배치하여 고객의 컨펌 후 이사 진행 및 이사완료

INTRODUCTION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중



II. 사업 ITEM 소개

상표등록증 정리 수납 자격증

INTRODUCTION

[이사테크]

24시간 언제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차별화 된

기술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상표 등록 완료.

정리수납전문가 1종 등

보다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먼저 생각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의

강점을 확보함으로써

구전홍보 효과 기대



II. 사업 ITEM 소개 SERVICES

1. 이사 견적

가. 고객이 자신의 이삿짐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당사 플랫폼에 업로드

나. AI 기술을 이용 이삿짐 량을 견적하여 고객에게

견적서 제출

2. 이사 계약

가. 고객의 스마트폰과 비대면 이사 플랫폼에서

전자계약체결

나. 계약금 10% 입금 시 이사계약완료

3. 이사 진행

가. 이사하는 새집에서의 가구, 가전을 공간디자인을

활용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4D 이미지로 가상

배치하여 고객에게 제출 및 컨펌

나. 이사 진행 후 마무리, 정리 동영상 및 사진 제출

다. 고객의 이사완료 승인 후 결재 및 이사종료



II. 사업 ITEM 소개 3D/4D IMAGES

이사 견적을 위한 고객 업로드 사진 1. 거실

이사 견적을 위한 고객 업로드 사진 2. 부엌

비대면

온라인

이사 플랫폼

이사 후 새집에서의 가구배치 3D 이미지

이사 후 새집에서의 가구배치 4D 이미지

1

2

1

2

1

2



II. 사업 ITEM 소개

이사 진행 흐름도

WORK FLOW

비대면 이사서비스 이사견적 비교 사이트 직접 업체 선정

모바일 / 인터넷 견적 요청 모바일 / 인터넷 비교 견적 요청
A, B, C… 등 여러 개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및 방문견적 예약

내 사림 사진, 동영상 간편 업로드
A, B, C… 업체 개인정보 제공 및

방문견적 예약
A, B, C… 업체 방문 견적

다수의 견적 확보 A, B, C… 업체 방문 견적

상호 대면 이사 계약 체결비대면 이사계약 체결

가구/가전 4D 이미지 가상배치를
통해 이사 PLAN 확정

비대면 이상 진행 상호 대면 이사 진행

이사견적 비교 후 업체 선정

* 견적업체 수에 따라 더 많은 타인의 방문 및 대면이 필요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III. 시장 현황 및 타당성 검토



III. 시장 현황 및 타당성 검토 MARKET SIZE

3조원

2021년 기준 국내

이사 시장 규모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적인

세대당 인구는 2.2명으로 집계됨.

2021년 기준 국내 이동결과는 721만 3천명으로

대략 327만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추론 가능함.

.

통상 이사주체는 1인가구부터 3인이상 다인가구로

이사짐량 대비 가구당 이사비용을 평균 90만원으로

책정계산시 시장규모는 327만 가구 * 90만원으로

대략 2조 9천억 정도의 시장규모 형성.

통계청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2021년 시도별 순 이동률 및 순 이동자 수 ]

✓ 2021년 총 국내 인구 이동자수는

7,213,000명으로 2020년 대비

6.7%(52,000명) 감소하였음.

[ 2021년 국내 인구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

(476.6만명)

66.1% 
시도내 이동

33.9% 
시도간 이동

(246.7만명)

✓ 순 이동률로 보면 세종시가 3.9%로

이동률은 가장 높으나, 순 이동자수를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이동자수가

월등히 높음.

✓ 관련하여, 이동 인구수가 높은 서울 / 

경기 시장에 먼저 집중하여 사업을

안정화한 후 타 지역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국내 인구 이동자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정권이 바뀐 2022년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상황이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필요

자료출처 : 통계청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III. 시장 현황 및 타당성 검토 MARKET COMPETITION

한샘, 이사플랫폼 “한샘마이홈” 중단 및 직접 포장이사 사업 진출

• 한샘은 2018년 이사중계플랫폼 “한샘마이홈＂을

런칭했으나, 2020년 중계플랫폼 사업을 철수하고, 중계

플랫폼이 아닌 자체적인 이사서비스 개발.

• 이사 서비스와 함께 ‘한샘 리하우스‘ 리모델링 패키지, ‘한샘

홈케어‘의 가전/가구 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이사부터

인테리어/리모델링 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사모아 운영회사 ‘벤디츠’, 이사 풀랫폼 이어 물류 사업 진출

• 이사와 물류 사업의 유사점인 배송 날짜를 정하는 데

여유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수요 분산 전략을 통해

운송/물류비용의 경쟁력을 확보

• 이사/물류 두가지 분야의 수요를 분산, 공급자와 맞춤형

연결을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추고, 기존 시장가 대비

반값의 물류비로 서비스 제공

경쟁사 동향 및 시사점

로젠이사, 세스코 해충 방제 시스템 도입 MOU 체결

• ‘포장이사 전문‘ 기업 로젠이사와 세스코가 손을 맞잡음.

• 로젠이사 측은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이사견적 시 내 집에

없던 벌레가 새로 생길까봐 걱정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안전한 이사를 제공하고자 종합환경위생 기업인 세스코와

업무협약을 함.

• 고객 니즈에 맞춰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고품질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통인익스프레스, 신개념 O2O 서비스 플랫폼 도입

•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브래드인 홈엔무브 출시

• 이사, 홈케어, 구독서비스, 인테리어, 쇼핌, 금융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O2O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홈의 패러다임 형성

• 토털 홈케어서비스의 핵심은 온라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O4O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음.

경쟁력확보를위해

이사서비스외의다양한

서비스를연계하여보다

편리하게고객에게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III. 시장 현황 및 타당성 검토

❑ 국내 이사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낯선 사람의 방문 견적이 필요

: 복수견적을 위해 여러 번의 대면 상담이 필요함.

✓ 견적부터 이사 당일 진행시까지 직접 상주 해야함.

: 온전히 하루의 시간 할애 및 하루 종일 타인과 대면접촉

: 맞벌이 부부,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사

✓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가구 및 가전 파손 후 책임 회피

: 책임소재 불분명

MARKET STATUS

❑ 해결 방안 / 핵심 기술

✓ AI 기술 활용한 견적 및 구체적인 이사 계획 수립

: 고객 사진 기반, A.I.가 이삿짐 량을 측정하여 견적.

: 비대면으로 견적, 4D 가상 가구/가전 배치 진행

✓ 이사업체 POOL 확보 및 활용

: 전국의 이사업체 POOL 확보 필요 / 플랫폼에 가맹점 등록

: 본사 – 플랫폼 운영/개발 / 각 지역 가맹업체 – 이사 진행

기대효과

o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 시대상황에 맞춰 천편일률적,
구시대적인 이사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

o 이사를 위한 시간 할애 불필요, 일상생활 영위 가능
- 이사 증후군, 이사 스트레스에서 해방
- 대면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코로나19), 전염병 감염 예방



III. 시장 현황 및 타당성 검토 COMPETITIVENESS

◦ 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 이사로 인한 개인 시간 할애 불필요

- 고질적인 추가요금 근절, 가구 및 가전 파손 보상책임 회피 근절

- 이사견적을 위한 인력, 시간, 비용 절약으로 가맹업체 소득증대

- 차별화된 이사서비스 및 이사요금 정찰제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전략

- 비대면 이사서비스로 불필요한 대면접촉 지향

- 기본 이사서비스 외 입주청소, 수납 정리, 주소이전

- 가구/가전 수리 및 청소, 노후 부품 교체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추가옵션으로 부가수익창출 및 전문성 확보



IV. 사업화 전략



[24TECH SERVICE PLATFORM] [SERVICE PROVIDERS][SERVICE USER]

• 이사견적

비대면 견적

• 이사진행

• 부가서비스
신청

• 입주청소

• 에어컨 설치

• 가구/가전

판매

• 각종 수리

서비스 등

비대면 이사 부가서비스

자체/직영 서비스 외주/협력사

BUSINESS MODEL

자체/직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 외주/협력업체 플랫폼 수수료

<<< 수익모델 >>>

IV. 사업화 전략 BUSINESS MODEL



IV. 사업화 전략 BUSINESS MODEL

완벽한 비대면 서비스 인공지능의 이사 설계

투명한 결재시스템 TOTAL SOLUTION

견적에서 부터 이사까지…

이사테크는 100%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불성실 세무신고를 방지, 

매출에 따른 성실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 이행을 지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4D 

이미지의 이상 정리 계획

사전확인 서비스

이사서비스, 차별화된 정리

/수납 서비스, 고객 맞춤형

특화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창출 및 수익창출

4D



IV. 사업화 전략 STRATEGY

- 낯선 사람의 내 집 방문이 불편한 이사고객

- 맞벌이 부부여서 이삿날 시간여건이 어려운 고객

- 혹시 모를 범죄노출을 우려하는 1인 생활고객

주 소비자층

타겟시장

- 자녀가 어린 신혼부부

- 몸이 불편하신 노인고객

- 비대면 이사서비스 브랜드화로 새로운 이사 틈새시장 개척

- 외국인 일용직이 아닌 내국인 정규직 근무자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욕구충족

- 포털사이트, SNS,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홍보 (후기, 만족도를 통한 재이용고객 및 소개고객)

시장진출 및

판매전략

해외시장

진출전략
- 비대면 이사서비스 브랜드화로 프랜차이즈화 현지 맞춤 서비스 개발예정



IV. 사업화 전략 DEVELOPMENT PLAN

• 비대면 이사 서비스 플랫폼 제작

- 소비자 이용이 용이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구축

-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 직영 이사업체 창업 준비

• 본격적인 운영 / FULL 서비스 제공

- 소비자 이용이 용이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구축

-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 직영 이사업체 창업 준비

• 국내사업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 이사업체 매칭 및 협력업체 선정

• 직영 이사업체 창업 및 운영

* 플랫폼 안정화 및 정산적인 운영을

위한 업체 확보 이전까지는 직영

이사업체만 활용하여 운영

• 직영업체 확대 + 협력업체 확대

- 국내 시장의 안정화 및 매출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 확장

2022 2024 2026

2023 2025

2022 예상매출 : 없음, 준비/개발 2024 예상매출 : 9.6억 2022 예상매출 : 38.4억

2022 예상매출 : 21.6억원2023 예상매출 : 2.4억원 직영업체 1개

직영업체 2개 + 협력업체 10개

직영업체 5개 + 협력업체 20개

❑ 직영업체 1개 월 매출액 :

- 월 20백만원 / 연 2.4억원

- 1팀 / 5톤트렉 1대 기준

❑ 협력업체 1개 월 매출액 :

- 월 4백만원 / 연 48백만원

- 업체별 플랫폼 사용료 20% 수취

매출산정 가정사항



IV. 사업화 전략 MARKETING PLAN

MARKETING

STRATEGY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SNS 홍보활동을 통한
플랫폼 홍보/마케팅

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계사, 부동산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활동

동종업체보다 차별화된 정리 및
수납 서비스, 고객 맞춤현
특화 부가서비스를 통한

인지도 확보

이사업체 운영 중 확보된
고객의 재이용 유도 및

기존고객을 통한 새로운
고객 창출



V.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V.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FINANCING PLAN

사업비 사용계획

- 이사서비스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필 한 후 화물

주선 면허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

- 이사서비스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은 개별화물

운송 면허를 매입하여 차량 운행 가능

- 기존 이사업체와 차별화 된 비대면 이사서비스

진행은 독자적인 브랜드로 시장진출

- 비대면 이사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따른 외주

제작비용 지출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대면 이사서비스
플랫폼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플랫폼 외주제작 250,000,000

•콜센터 및 고객센터 구축 600,000,000

면허 취득

•화물주선면허 매입 (이사업체 독자 브랜드 필요 면허) 45,000,000

•영업용 개별화물 매입 (이사차량 운행 필요 면허) 30,000,000

화물차량 구매

•5ton 화물차량 구매대금 (차량가액 : 83,000,000원)*2 170,000,000

•1ton 전기 화물차량 구매대금 (차량가액 : 44,000,000원) 18,000,000

화물차량 개조 •차량 사용범위에 맞춰 개조 (탑차개조/도색) 15,000,000

이사진행 소비재 •포장Box, 포장Cover, 포장바구니, 테이프, 비닐 등 각종 소비재 15,000,000

합 계
1,143,000,000



V.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FINANCING PLAN

사업비 조달계획

초기사업자금은

자기자본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충당

CLOUD
FUNDING

ANGEL
INVESTMENT

VENTURE

CAPITAL

IPO



THANK YOU!!!

MAY,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