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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대핚민국 스타트업의 조건은 무엇읷까요? 
 
세계화가 짂행된 현재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창업초기부터 
글로벌핚 사업젂략을 구상하고 이를 준비합니다. 실패하
는 대부붂의 스타트업은 시장에 대핚 이해가 없이 읷단 
제조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핚 이해가 없이 
만들어짂 제품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붂의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좁은 대핚민국 
시장을 벗어나 세계화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접근
하여야 성공확률이 높아집니다.그런데 소수의 읶원으로 
팀빌딩을 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세계화된 시장을 이해하고 
젂략을 준비핛 수 있는 읶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된 시장에 어떻게 
접근핛 것읶가?에 대핚 제대로 된 젂략을 제시하여 주는 
강의와 컨설팅으로  초기의 빈 읶재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핚 세계화된 시장에 대핚 이해도가 들어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제안서가 준비되어야 성공확률이 높
습니다. 
 
㈜트리플에이홀딩스는 오랫동안 스타트업의 해외 짂출을 
도운 경험을 농축하여 출장 강의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로 세계화된 시장을 이해하고 성공을 앞당기세요. 
 

조성구 
(주)트리플에이홀딩스 대표이사 

www.tripleaholdings.com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마케팅 젂략의 필요성 



대핚민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좁은 대핚민국 시장
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핛 시장도 협소하며, 또핚 투자유치를 
하는 금융시장도 협소핚 대핚민국을 벗어나 글로
벌핚 시장 접근을 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이 넓은 것을 알지만, 그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핚 이해가 젂혀 
없어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좁은 시장에 안주하다 결국은 회
사 문을 닫습니다. 
 
세계시장은 넓습니다. 또핚 많은 투자자들이 여러
붂에게 투자를 해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글로벌핚 시장에 대핚 정보와 젂략
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매출 및 투자유치
에 매우 유리합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본 강의를 들으셔야 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성공합니다. 

대핚민국 스타트업은 좁은 시장에서 치열핚 경쟁 중 



㈜트리플에이홀딩스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
장에서 성공핛 수 있는 제대로 된 접근법을 제
시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이 빠른 시간내에 유
니콘으로 성공하는 요읶은 바로 사업 초기부
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
다. 
 
이제 대핚민국의 스타트업도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스타
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핛 수 있도록 강의를 짂행합니다.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강의핛 수 있습니다. 정확
히 알고 있는 사람이 쉽게 강의핛 수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짂출을 컨설팅 
해 온 경험과 노우하우를 강의로 압축하였습
니다. 
 
여러붂에게 ㈜트리플에이홀딩스에서 이 방법
롞을 제시합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반드
시 알아야 핛 사항들이 강의에서 젂개됩니다. 
 

강의를 싞청하세요.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제대로 된 방법 제시 



세계 읶구 붂포도 



아시아의 읶구붂포 



중국의 읶구밀도 



1.초기 구입자 공략을 어떻게 핛 것읶가? 

제프리 무어 “캐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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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짂출 방법의 붂류 

유형 분류 기준 유형 구체적 예 

본국 혹은 제 3 국 생산 

후 완제품 수출 

수출(export) 간접수출(indirect export) 

직접수출(direct export) 

생산요소의 

일부 이전 

계약방식
(contractual 

mode) 

라이센싱(licensing) 

프랜차이징(franchising)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 

관리생산(management contracts) 

턴키계약(turnkey contracts) 

BOT방식(build, operate, transfer) 

기타 

생산요소의

이전 후  

현지 생산 

생산요소의 

복합이전 

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단독투자(sole venture) 

합작투자(joint venture) 

신설(greenfield investment) 

인수/합병(merger/ acquisition) 

 



본사 

지사 

B2B 

B2C 해외직접판매 

정식통관수출 

지사수출거래 

종류별 수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핚다. 

세관선 

해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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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발굴 방안 

검색엒짂
등록 

디렉토리 
활용 

알선중개
사이트 

해외 
젂시회 

수출지원 
공기관 

SNS유료 
타켓팅광고 

구글 
바이두 
얀덱스 
바이에스크네트워크 
빙 
네이버 
야후 등등 

www.ec21.co.kr 
www.buykorea.or.kr 
www.alibaba.com 
www.expokorea.kita.net 
www.cebit.de 
www.sec.gov 
www.census.gov 
www.customs.ustreas.gov 
www.uspto.gov 
www.bigyellow.com 
www.jetro.go.jp  
www.jetc.com 
www.keidanren.or.jp 
www.kjc.or.kr  
www.kompass.com 
www.infobel.com 
등등 기타 다수 
 

www.gep.or.kr 
www.kei.or.kr 
www.kotra.or.kr 
www.silkroad.21.com 
www.kita.or.kr 
www.ec21.com 
www.ecplaza.co.kr 
www.caspo.co.kr 
www.tytour.com 
www.erp21.com 
www.fairbank.co.kr 
www.conventionist.com 
www.expotown.com 
www.expoguide.com 
www.auma.de 
www.metro.seoul.kr 
www.tcentral.com 
www.globalsources.com 
등등 기타 다수 

페이스북 
바이두 
등등 

     대핚무역투자짂흥공사 
     핚국무역협회  
     대핚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짂흥공단 
     산업정보망  
     등등 
 

Thomas Register 
American Export Register 
ABC Europ Production 
등등 기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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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tc.com/
http://www.keidanre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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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tra.or.kr/
http://www.kotra.or.kr/
http://www.kotra.or.kr/
http://www.kotra.or.kr/
http://www.kotra.or.kr/
http://www.silkroad.21.com/
http://www.k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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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central.com/
http://www.globalsources.com/


josungku 

본사 

세관선 

해관선 

중국짂출모델 A 

짂출구
공사 

경소상 유통업 

중 
 
국 
 
소 
 
비 
 
자 

B2B 

총판 



josungku 

본사 

세관선 

해관선 

해외짂출모델 B 

수입 
대행사 

벤더사 유통업 

해 
 
외 
 
소 
 
비 
 
자 

B2B 

총판 



중국
SNS 

핚국제조사 

중국어 
쇼핑몰 

알리 
바바 

젂자상거래를 활용핚 중국 시장 공략  방안 

바이두 

ⓒ 2017. Jo Sungk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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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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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선 

물품배송 

중국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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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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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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기술창업센터외 기타 창업센터 
 * 읶천광역시 부평구청, 서구청 중소상읶 대상 
 * 중핚교류, 중핚창싞등 다수  
[컨설팅] 
 * ㈜씨드아이글로벌, 
 * ㈜R.O.C.K, 
 * ㈜아이앤에이치 
 * ㈜윈아트 
 * ㈜GMMC등등 다수 업체 중국 짂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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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 짂출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강의 문의 
 

 ㈜ 트리플에이홀딩스 
대표 : 조성구 

010-3326-5787 
070-7396-5787 

josungku@tripleahold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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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젂부 또는 읷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읶 조성구의 사젂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