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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컴퍼니 회사소개 
 





디지털 사회혁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Digital Social Innovation Crowdfunding Platform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 

더불어 

시민 참여 기반 공감대의 확산 

정의롭고 이롭게  : 義利  

집단 지성 

Justice + Profit 

Idea Feasibility 
Driving Force for Social Innovation 

Wisdom of Crowds 
Together 

Consensus Enlargement  
based Citizen Participation 

Profit with Justice  

비전   



연혁  



대표적 프로젝트   



대표적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의 이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crowd)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자금을 모으는 활동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제안자 

다수의 후원자 
투자자 

참여 유형 
(후원, 대출, 지분투

자, 기부) 

보답 또는 수익 
(리워드) 



크라우드펀딩 유형 

기부형 / 순수한 기부  

보상,후원형 /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대출형 / 다수의 소액자본, 마이
크로크레딧, P2P금융 포괄  

지분투자형 / 수익분배,지분취득, 
             증권매매도 포괄   



크라우드펀딩 유형_기부형 

-포털 기반의 해피빈, 같이가치 활성화 
-기부금영수증 발급 /소득공제 지원   
- IT대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 차원  
- 해피빈은 콩 기부, 같이가치는 댓글,응원,공유로 100원씩 적립기부   



크라우드펀딩 유형_리워드형  

- 가장 대중적이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60% 차지  
- 후원금액에 따라 서비스나 현물 제공 방식    
- 기업의 신규상품 마케팅을 위한 장으로 활용     



크라우드펀딩 유형_대출형  

-부동산, 기업 대출 부분 활성화 
-이자율 9~18%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리워드를 이자대신 지
급하는 변형상품 출시 중  
(비플러스 올계펀딩: 100만원 투자시 이자율 0% 매달 방사유정란 40알씩 
제공(28000원)/총 336000원으로 이자율로 치면 33%짜리 상품임   



크라우드펀딩 유형_증권형   

-회사에 지분 참여  
-프로젝트성 투자의 경우 SPC설립하여 진행/ 영화, 공연, 신규상품라인업 
 ; 이익참가부사채 다수 활용됨   



착한 투자 / 품앗이 대출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 계층에게 투자자들이 
대출  (2008년 시작) 

미술 만화 무용 디자인 패션 영화비디오 요리 게임 음악 
사진 출판 테크놀로지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 특화된 펀딩 플랫폼 
All or Nothing / 예약 출금 시스템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Indiegogo의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진행  

국내1위 P2P대출기업  
누적대출금 3400억  
높은 수익률로 재테크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참여유인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총모금액: 37억달러 (한화 약 4조원) 
- 총성공펀드: 14만 5천여건  
- 총 투자자: 1천 470만명 / 중복투자자 480만명 

 

- 세계 최초 크라우드펀딩 회사 
- 전세계 1번째 아기펀딩 
- 킥스타터보다 캠페인 비율이 높음  

 - 모금액 기준 전세계 2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프로젝트 대부분이 사회적 기부 프로젝트 중심 
 - 돕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크라우드펀딩 방식 



크라우드펀딩 장점 

 마케팅 

 자금 

테스트 

1.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적극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음 
2. 펀딩 성공으로 언론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 신규 프로젝트 추진 비용 중 일부를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2. 예약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음 

1. 신규 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알 수 있음 
2. 성의 있는 피드백 가능 

당당해야 한다  품이 많이 든다   예측이 어렵다 



크라우드펀딩 오해 와 이해 

돈을 모으는 일 

지인 마케팅 

예약 판매 

한 방에 모은다 

 사람을 모으는 일 

여러 번 펀딩으로 모집 금액을 키운다 

 리워드를 매개로 공감을 확산시킨다 

 지인부터 시작한다 



Kickstarter VS Indiegogo 

킥스타터의 현재(2018년 7월) 
까지 모금액 
총 37억 달러  

BUT 
총  399,000여개 프로젝트 중  
모금실패 프로젝트 253,000 개 

전64%가 실패함 
 

인디고고는 목표금액의 25%를 
채우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80%  

플랫폼의 트래픽이 펀딩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출처: Compete> 



자료 : RocketHub 

크라우드펀딩 바이럴 마케팅의 기본 이론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지인 

권유  스토리   

리워드 

후원자들은 프로젝트의 무엇을 보고  
펀딩할까요?  



펀딩 성공 3요소 

Creative 

Reward 

Network 

프로젝트의 참신함, 경쟁력 
스토리텔링 

메시지 

매력적인 상품(선구매, 한정판/특전) 

참여유도 장치 
(참여자를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유입,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명시 

인적네트워크 
SNS 

미디어 

Reward 

communication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1 
 
완경박스, 처음 겪는 갱년기가 낯선 
엄마를 위한 선물 
 
모금액: 30,441,000원 
투자자수: 492명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2 

블랙독 캠페인; 케어와 온프로젝트 콜라보 연결  

투자자수: 662명  
1차 모금액: 15,550,000원 
2차 모금액: 9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3 

여섯 살 아이와 여든다섯 살 어르신의 마
음을 읽다 
 
30년 간 옷을 만들어왔던 의류디자이너
의 눈에 띈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아동들
의 작품전시. ‘가족’을 주제로 그린 그림
들 중 미국의 천재적인 낙서화가였던 장 
미셸 바스키아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따로 팔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디자
인도 귀엽고 의미도 있잖아요.” 
 
샘플티셔츠를 본 사회복지사의 말에 흔
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디자이너는 이 발
상을 이어 복지관 안에서 연결되는 스토
리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잘 그린 그림
보다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
을 수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림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재활치료 중 “행복”을 
주제로 그린 그림 중 두 점을 골라냈습니
다.  
 
29년 패션 경력자인 자신의 손길을 살짝 
보태어 티셔츠를 마법처럼 세련된 디자
인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  
 
펀딩진행 중  
현재 3,177,000원 모금중 
54명 투자  



그림, 디자인을 넘어  
세상의 모든 가족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적 
풍경’ 그려내기 
 
 
복지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든
다는 것으로는 사회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
한 모습과 형태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
는 수많은 가족. 하지만 서로에게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주며 살아간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
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의 순수로 바라 본 ‘행복’,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이제는 편견 없이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티셔츠를 통해 알려주세요. 
 
‘멋진 그래픽 티셔츠를 하나 입는다’는 느낌으로 
시작된 공감은 옷을 입은 사람과 그 옷을 보는 사
람들이 옷을 통해 여섯 살 아이와 여든다섯 살 어
르신의 마음을 읽어내는 소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과 마음이 모여 ‘가족’이라는 
단어가 편견 없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된 후원금은  
티셔츠 제작 및 배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사단법인 참사람들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치료,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
하고, 위기가정, 홀몸어르신 가정을 돕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각 정당 선거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한 가방 제공  
 
모금액_2500여만원  
투자자_1300여명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4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4_1 

-투자자수: 35,000명 
-총모금액: 550,000,000원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4_2 



크라우드펀딩 사례_국가기관 협업  

독립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 캠페인 
-기부형 
-기부금영수증 발행처:광복회   

사랑의 집수리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기부형 
-기부금영수증 발행 없음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 참여  
-새마을금고에서 매칭펀드 지원   



크라우드펀딩 진행 전 체크리스트  

1.나는(우리팀은) 얼마나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을 수 있을까? 
 

2.나의(우리팀의) 네트워크에는 몇 명이 있는가?  
 

3.그 네트워크에서 1인당 모금 가능액은 얼마일까? 
  (로켓허브의 1인당 평균금액은 1인당 75달러) 
 
4. 온라인을 어려워하는 타겟을 투자대상으로 할 경우  
   오프모임을 기획할 수 있는가?    
  
 



목표를 설정하자   

펀딩
시작   

기념이벤트를 해볼까? 

종료    

오프라인에서 홍보해보자  



T h a n k  Yo u  

omc@ohmycompany.com 

02.388.2556 

www.ohmycompa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