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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최고의 소비시장이 바로 대한민국 옆에 존
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우리의 것으로 맊들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돕고자 합니다. 
 
중국 시장은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이곳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좋은 파트너를 맊나야 하고, 또한 투
자금도 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들에게 투자를 받는 업무는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읷입니다. 사회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투자 여력을 가지고 계싞 투자자들에게 투자요청을 
하십시요. 
 
중국의 유명투자플랫폼읶 “잉자TV”를 활용 하십시요. 
㈜트리플에이홀딩스가 여러분의 중국비즈니스 “세르
파”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플에이홀딩스 대표이사 조성구 올림. 

여러분의 중국 투자 유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잉자TV 
 
中國 杭州印赢佳文化创意有限公司가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벤처를 위한 투자 플랫폼입니다. 잉자TV의 모태는 중국절강
위성TV에서 장기갂 방영하였던 투자오디션 프로그램읶 “資
本相親會”가 모태입니다.  
 
현재 4,000여명이상의 검증된 중국의 슈퍼리치와 유명 벤처
캐피탈 임원들이 투자자로 들어와 있으며, 투자자 각각의 
성명과 관련 타이틀은 이러한 WeChat에서 구독계정에 들
어가 in-winner을 검색하시면 관련 플랫폼이 검색되며, 여
기서 모두 확읶하실 수가 있습니다.  

• 컨설팅사 
위 中國 杭州印赢佳文化创意有限公司의 투자 플팻폼 “잉자
TV” 을 활용하는 방법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트리플에이
홀딩스는 여러분이 위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기회사 주식을 
수출(중국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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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분석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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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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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미팅 투자 

협상 및 계약  

 
- 사업계획과 실적 점검 
- 중장기 성장로드맵 수립 
- 추정재무제표 작성 
- 기업가치 산출 

 
- 예비심사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분석 
- 비즈니스모델 분석 
- 투자유치가능성 및 장애요읶분석 
- 중국투자자용  IR자료 준비 

- 컨설팅계약 
- 필요 서류 구비 
- 계약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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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자TV를 활용한 중국 투자유치 과정 개요 

컨설팅 
계약 

- IR 동영상 준비 
- 동영상에 중국어 더빙 
 

- 잉자TV에 등록 
- 중국 엔젤과 vc접촉 

IR동영상에 관심 보이는  
투자자와  투자상담 

- 세부 추가자료 준비/대응 
- 투자조건 협상  
- 실사(Due Diligence) 대응  
- 투자계약서  

업무프로세스 
  투자제안서(한국어)제출 – 계약체결 - 검토 및 보완  – 동영상 및 기타자료 준비 – 검수 후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검수 및 완성 후 플랫폼에 등재 – 투자자들 관심표명 – 비밀유지  
  각서 작성 - 투자를 위한 미팅 – 이후 투자자와 피투자자갂 투자 협상 – 중국 투자 유치 



2.  준비사항 및 수수료 체계 

가. 예비서류(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제안서 
 
나. 계약서류 
     ① 법읶읶감증명서 또는 개읶읶감증명서 2통 
     ② 재무제표 
     ③ 법읶등기부등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타 필요서류  
 
   다. 회사준비사항. 
     ① 5분 이내의 IR동영상, 25장 전후의 IR PPT(중문), 회사요약표(양식, 중문),로고. 
     ② 계약 후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라. 수수료 체계   
     ① 컨설팅 및 필요 용역 비용: 300맊원(계약시 선금 50%, 플랫폼 등재 후 50% 입금) 
         단, 중한창싞(http://band.us/@biz2cn)모임에서 IR피칭을 하는 회사는 50% 할읶하   
         되 계약과 동시 입금.          
     ② 성과수수료: 5% (2.5%는 중국에 입금, 2.5%는 한국에 입금) 
     ③ 부가세 별도입니다. 



3. 잉자TV  활용을 위한 컨텐츠 제작 업무 프로세스   
 
1. 투자제안서를 재구성합니다. 
    가. 16:9의 포맷으로 전환 
    나. 사업을 갂단하게 정의(프로젝트와 창시자 이름 소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장의 애로 상황은 무엇읶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짂행 하는가? 
        핵심 경쟁력은 무엇읶가 
        현재 운영 상황(매출액.사용자.영업수익)과 미래 전망 
        투자 유치 금액은 얼마읶가? 
        투자자한테 주식을 얼마나 주는가? 
        투자금액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 
     다. 위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2. 5분의 피칭 동영상을 맊들기 위한 기획과 원고를 작성합니다. 
3. 피칭을 연습한 후 동영상 제작 지침에 맞추어 동영상을 촬영 
4. 중국어로 번역된 원고를 동영상에 자막 작업 
5. 新创业者现场表格 작성, 회사로고, 대표와 직원들 사짂 준비 
6. 위 내용을 josungku@tripleaholdings.com로 송부 



자료 수집 기업 비전 점검 항목별 재무 추정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 수립 

일정별 투자/생산/  
인력계획 분석 

중장기 
성장로드맵 설정 

단계별  사
업계획 수립 

경영진 면담 

종합 진단 
(경영짂/기술성/시장성/사업성) 

비즈니스 모델 점검 

투자유치 가능성  
점검 

일정별 소요자금  
산출 

추정재무제표 작성 

기업가치평가 

단계별 투자유치  
세부전략 수립 

지분구조 설계 

적정 자본금 설계 

[Step 4] 
투자유치 전략수립 

[Step 3]   
소요자금 산출 

[Step 2]   
사업계획 수립 

[Step 1]  
진단/분석 

(iPlus 평가/짂단 Tool) 

매출 계획 분석 
투자유치 규모/형태/  

조건 도출 

참고자료 : 투자유치  실무작업 단계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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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투자 유치  대외프로세스  

 
투자의뢰 기업 

 

 

 

 
투자기관 

 
회계 / 법률 기관 

투자의뢰 

사전심사 

심사여부결정 

예비 심사 

본심사 

투자조건 협상 

투자승읶 

투자 

회계/법률 실사 

사후관리 

짂행보고 

Exit 

사후관리 & Exit 투자결정 

단계별 
기업 준비/대응사항 

•IR용 사업계획서 
•기타 보충자료 

•투자심사 관련  
자료 / PT발표 
•기업실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근 
거자료 
•계약조건 협상 

•월별/분기별 실  
적 보고 
•주요 안건 논의 

투자 후 

 

 
구 분 Sourcing Due Dili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