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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인쇄소: 라쿠스루는 일본 각지에 있는 인쇄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일거리가 없어 쉬는 각사 시간대 
   를 활용해 저가에 인쇄물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이에 따라 시중 10분의 1 가격에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량 발주도 선호 
 
 일괄 견적: 3만7천개 인쇄소와 계약을 맺고 인쇄 견적을 
   일괄로 제공해 고객이 손쉽게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고객은 사이트에서 인쇄물 유형, 예산(가격), 수량, 받 
   을 장소, 날짜 등만 기입하면 조건에 맞는 견적을 바로 
   받을 수 있음 
      ⇒ 최근 14억5천만엔을 투자 유치함 

인터넷 인쇄 일괄 견적 서비스 

라쿠스루 
서비스 특징 시장 상황 

[서비스 화면] 

 일본 3만여 개 중소 인쇄소를 네트워크화 해 가상 인쇄소를 만드는 데 성공함 
 시중 10분의 1 가격이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 호평을 얻어 매월 30% 이상 성장함 
 최근 14억5천만엔 자금 조달로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인쇄 시장 
혁신 도입 

평가표(5점 만점) 

수익성 

차별성 

충성도 

진입장벽 

리스크 

4 

3 

4 

3 

2 

시사점 

 공급 과다로 출혈 경쟁중인 시장을 노는 설비 활용이라는 발상전환으로 연간 10억엔 매출 업체로 성장함 
 개인 식당 런치세트나 축구 교실 홍보용 전단지 소량 발주를 집중 공략해 매월 30% 이상 주문건수가 증가함 
 14억5천만엔 자금조달로 일본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업체로 변신을 시도할 발판을 마련함 

주요 경쟁사 

 차별성 : 소량 주문도 잘 처리해줘 고객 인지도 높음 
 경제성 : 노는 설비를 활용해 시중 10분의 1 가격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모두 만족함 

경쟁 포인트 

 일본 인쇄 시장규모는 6조원 가량으로 대기업 2개사 
를 제외하면 3만개 중소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 
고 있는 상황. 책자와 신문 인쇄 수요는 줄고 있지만 전 
단지나 명함, 포스터 수요는 유지되고 있음 
 중소 인쇄소는 연말을 제외하곤 인쇄기 실제 가동률이 
40% 수준. 공급 과다로 설비가 놀고 있는 상황이 많은 
상황. 라쿠스루는 이런 노는 장비에 저가 발주를 내림 
 중소업체는 설비를 계속 돌려 매출을 올리고 라쿠스루 
는 인쇄 대행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음 

- 유프린팅, 페덱스오피스, 비스타프린트, 미메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