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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의 기준,
강남에서 시작하세요.



Create your color.
청담 유일 공유미용실.



Create your color.
부천 유일 공유미용실.



공유미용실은? (유사점과차이점)

프롭테크, 규제, 그리고샌드박스

모든전문가들을위한공유서비스



1인샵과소형샵창업이대세
국내 1-4인 규모의 소형 뷰티샵 수와 종사자는 매년 증가하고, 중대형 샵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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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al과 Gen Z가주인인시장



부동산임대시장내 AM, PM, 서비스社의역할증가



PESTEL관점에서거시환경변화발생



국내미용시장중심의이동



Best Market-fit 서비스를위한고민
기존 시장에 없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대안을 제시함



1. 입지와공간의차별성



2. 최상의커뮤니티서비스



리스크없이 1인미용실창업하는방법

Source : 미용실 제품판매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연구, ZEROGROUND Analysis (Survey and FGI)
* 강남역 상권 (신논현 포함) 10평 기준 임대 시

각종 장비구매

인테리어비용

임차 보증금

입지 & 인테리어

임관리비 & 운영비

초역세권 & 초A급 역세권 & A급 역세권이면 & B급/중고

180만원 + 20% 320만원 190만원









공유미용실은? (유사점과차이점)

프롭테크, 규제, 그리고 샌드박스

모든전문가들을위한공유서비스



직업선택의자유와사회적실패비용절감을위한솔루션



Source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신문고 국민생활분야 운영성과“ (2020.04.07.), ZEROGROUND 작성 규제특례 신청서

사회적비용절감과기회창출에대한인식강화



∨ 다수의 미용사업자가 미용 설비 및 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짐

-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여러명의 미용사가 1개 사업장 내에서 미용 설비 및 시설을 공유함

1) 설비: 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디지털 펌기, 직펌기, 도포기 등

2) 시설: 샴푸대, 고객 대기석, 중화 및 펌 기구 이용석, 약품 준비실 등

- 특례사업 시작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원인 불특정 시 영업자 전체의 공통책임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





공유미용실은? (유사점과차이점)

프롭테크, 규제, 그리고샌드박스

모든 전문가들을 위한 공유 서비스



디자이너의 Lifecycle 전반을캡쳐하는서비스



헤어및탈모제품시장진출등다각화를통한시장확장

Source: 2019년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 (이용 및 미용업, 국내 화장품 시장 중 헤어케어 제품 시장, 헤어케어 샴푸, 의료기기, 일반의약품 시장, 스포츠 서비스업 시장)



제로그라운드는 모든 전문가들을 위한 Space-as-a-Service(SPaaS)를 제공합니다.

“모든 디자이너가 브랜드가 되는 여정을 함께 하는 공유 미용실(Salon-as-a-Service) 플랫폼”

우리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Space-as-a-Service 기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브랜드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공간, 운영, IT 서비스, 

콜라보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미용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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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위한 0 to 1 플랫폼, 제로그라운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2, 9층

yw.kim@zeroground.kr

https://palette-h.kr, https://zeroground.kr

@paletteh_official, @paletteh_directors

02-522-0618, 010-5714-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