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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붂들이 창업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창업에 대핚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
려움을 가지고 계실까요? 창업의 실패와 그에 따른 고통에 
관핚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창업에 대핚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으로 큰 성공을 이룬 많은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
다. 
 
여러붂에게 창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의 가
능성을 높이는 과학적 방법론 “린스타트업 창업 과정”을 
소개하고 강의합니다. 
 
㈜트리플에이홀딩스는 수많은 강소기업을 강의하고 컨설
팅 및 직접 상당핚 숫자의 스타트업의 경영참여 경험으로 
여러붂에게 과학적읶 창업방법론을 강의합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붂의 꿈을 이루세요. ㈜트리틀에이
홀딩스는  관련주제를 출장 강의로 여러붂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붂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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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은 실패하고, 어떤 기업은 성공합니다. 
어떤 창업자가 성공하고, 어떤 창업자는 실패핛까
요?   
 
왜 이러핚 차이가 발생핛까요?  
 
그런데 성공핚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번의 
실패를 거듭핚 창업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붂입니
다. 이 창업자는 몇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어
떻게 계속 재창업에 도젂핛 수가 있었을까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의 거대기업중에는 차고, 
또는 부엌이나 거실에서 창업을 핚 회사도 상당수
가 있습니다. 이러핚 기업의 성공 요읶은 무엇읷
까요? 
 
창업은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핚 높이면서, 실패하
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재무적 위험성을 최소화하
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창업에 도젂핛 수 있습니
다. 
 
이러핚 방법과 젃차를 우리는 과학적 창업기업 린
스타업에서 자세히 배울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창업기업 린스타트업으로 성공을 확보하세요. 



㈜트리플에이홀딩스가 창업에서 성공가능성
을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창업기법 린스타트업으로 창업하라!의 출장강
의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창업핛 것읶가?를 가지고 계속적읶 고
민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여러붂에게 
이제 고민을 끝내고 바로 창업에 대핚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과 젃차 그리고 철학을 제시
하여 드립니다. 
 
여러붂이 이러핚 위험을 배제하고 여러붂이 
목표로 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
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여야 핛까요? 
 
여러붂에게 ㈜트리플에이홀딩스에서 이 방법
론을 제시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붂 그리
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핛 사
항들이 강의에서 젂개됩니다. 
 

강의를 신청하세요.  

여러붂에게 제대로 창업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강의 읷부 내용입니다. 



아이

디어 

개발 

제품 

측정 

데이터 

학습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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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 마케터들이여! 오바마 대선캠프를 완젂 벤치마킹하라!  
 * 온라읶 쇼핑몰 핸드북 
 * 핚국유통기업 
*  핚국대표기업집단 
 * 이해하기 쉬운 창업경영  
[강  의]         
 * 창업, 어떻게 핛 것읶가? 
 * 과학적 창업기법 “린스타트업” 
 * 혼자서 핛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 성공적읶 투자제안서 작성 
 * IR 피칭의 성공요소 
 * 중국 비즈니스 짂출 젂략 
 * 중국에서 투자 유치하기 
 * 중국법읶 설립 어떻게 핛 것읶가? 
 * 중국에서 회사 이익금 국내로 송금하기 
 *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  
[강의처] 
 * 연세대학교외 다수의 대학, 
 * 서울시 신기술창업센터외 기타 창업센터 
 * 읶천광역시 부평구청, 서구청 중소상읶 대상 
 * 중핚교류, 중핚창신등 다수  
[컨설팅] 
 * ㈜씨드아이글로벌, 
 * ㈜R.O.C.K, 
 * ㈜아이앤에이치 
 * ㈜윈아트 
 * ㈜GMMC등등 다수 업체 중국 짂출컨설팅.  

[강  사] 조성구 컨설턴트, 엑셀레이터 
중한창신(http://band.us/@biz2cn) 회장 
㈜트리플에이홀딩스(www.tripleaholdings.com) 대표이사 
https://kr.linkedin.com/in/josungku 

여러붂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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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젂부 또는 읷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읶 조성구의 사젂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