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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창업에대한관심은전세계적으로급성장중이나,�아이디어의사업화에는많은어려움이있음

사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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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직장인창업고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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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생창업고려율

2018년 2019년

출처: 오픈서베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9

한·중대학졸업생실제창업률

0.8%� vs 8.0%

출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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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절차에대한이해부족및단계별체계적준비의어려움으로실제창업까지가기에는어려움

해결하고자하는문제

2

단계별체계적진행의어려움 |���철저한검증부족

8%

16%

30%

37%

4.�창업시소요되는자금부족

3.�성공에대한확신부족

2.�성공까지의과정의불확실성

1.�체계적인준비가부족

창업성공장애요인 창업성공에대한낮은기대감을갖는이유

8%

16%

29%

31%

4.�창업지원제도활용부족

3.�창업지원인프라부족

2.�자금조달능력부족

1.�절차등창업관련지식부족

창업성공을위해준비가부족한부분

출처: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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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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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허등지적재산권확보

3.�차별화된마케팅계획

2.�구체적이고치밀한사업계획

1.�여유있는창업운영자금의확보

§ 사업화자금, 창업공간지원등에비해체계적인사업

계획및실행을돕는실무형식의인큐베이팅은미흡

§ 창업친화적문화기반으로동기부여멘토링필요

§ 국내창업교육은실무가아닌이론중심으로실제적

창업준비절차에대한이해부족 (한국무역협회, 2019)

§ 문서화역량이떨어지면창업지원인프라활용이어려움

좋은아이디어 +�도메인전문성 +�의지가있어도본업과병행하며무엇을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할지막막함

§ 경영관련지식이나경험없이는처음부터구체적인

사업전략수립이어려움

§ 마케팅, 개발등모든분야에대한역량을갖기는불가능

사업계획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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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한다고해도사업계획에대한철저한검증부족으로높은확률로폐업

해결하고자하는문제

3

낮은생존율은사업및제품에대한철저한검증이부족하여시장수요가없는제품을만들기때문

75%

59% 58%
54%

38%

국가별스타트업 3년생존율

출처: OECD,�2017

스타트업주요실패원인

17%

18%

19%

23%

29%

42%

비즈니스모델문제

가격/원가문제

경쟁에서밀림

팀원구성문제

자금부족

시장이원하지않는제품

출처: CB�Insight,�2014

정부의창업활동현황분석보고서中

(스타트업이) 창업후단기간에폐업하게되는

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

사업구상단계에서사업의성공가능성에대한

철저한검증이부족한경우가많다.

출처: 고용노동부, 2012

사업계획관련항목

단계별체계적진행의어려움 |���철저한검증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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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스타트업사업계획및실행을위한 one-stop�플랫폼으로창업의장벽을낮추는것이목표

목표및해결책개요

4

창업을고려하는 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I

단계별
비즈니스
웹템플릿

II

통계/BI
대시보드

III

온라인
협업
플랫폼

IV

스타트업
정보및
교육포털

문제점 해결책

사업계획및창업절차에대한

실무정보부족

특정분야에서의전문성부족으로
진척이어려움

자금조달등을위해필수적인
체계적인사업계획서작성의어려움

분산된정보로인한창업준비의
비효율성으로본업과병행이어려움

사업및제품에대한

객관적인검증의어려움

아이디어도출부터시장조사, MVP를통한가설검증,

자금조달및회사설립까지 end-to-end 절차를안내

웹템플릿내 step-by-step�가이드등플랫폼내에서

누구나쉽게각단계를진행할수있도록기능제공

웹템플릿내대시보드를통해사업아이템에맞는

통계자료나참고자료,�insight를 실시간으로확인가능

스타트업창업유경험자및분야별전문가들이

합리적인가격으로협업서비스제공

사업준비단계에따라적재적소에추천되는

사용자맞춤형정보, 교육및동기부여자료큐레이션

설문조사대상자의 85%가베타테스터신청

높은창업률과
높은생존율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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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비즈니스프레임워크기반으로구성된웹템플릿은아이디어의 end-to-end�사업화절차제공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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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화면기획안 템플릿구성예시및특성요약

창업단계별템플릿선택

템플릿內스텝및프레임워크

개별프레임워크도선택가능

템플릿 스텝 프레임워크 신뢰할수있는프레임워크

SWOT�분석, 5-Force�분석등

학계와비즈니스현장에서

이미효용성이입증된

비즈니스프레임워크사용

3rd Party�서비스활용

로고제작, 도메인검색, 공동

창업자구하기등초기에는이미

존재하는서비스들을최대한

활용한후, 밸류체인內

중요성과수익성을기반으로

in-house 개발예정

템플릿과프레임워크의확장성

사업화단계에따른횡적확장을

넘어, 소셜벤처, 오프라인사업등

업종/테마별다양한템플릿과

프레임워크를무한히증식가능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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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익숙지않은예비창업자도 step-by-step�가이드를통해쉽고제대로단계별진행가능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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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④ ///

② ///

③ ///

Step-by-step�가이드기능예시 - PEST�분석 (정성적환경분석) Step-by-step�가이드기능예시  TAM�SAM�SOM (정량적시장조사)

① ///

④ ///

② ///

③ ///

복잡해보였던과정을

step-by-step으로분해하여

누구나쉽게진행할수있도록

체계적으로재구성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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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DB와연동되는사용자맞춤형통계/BI�대시보드로단계별유용한통계및 insight제공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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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BI�대시보드예시 API 기반실시간통계정보반영

§ Google�트렌드, 네이버검색어트렌드를기반으로
키워드별검색량추이를시각화하여제공

§ 최다조회수의유관기사, 추천자료등을맞춤형으로
제공하여사용자경험을혁신할것

§ 브랜드가추구하는방향성에맞게키워드입력시맞춤형
컬러팔레트자동추천

§ 특정컬러지정시업종별유명브랜드의컬러팔레트를
한눈에쉽게볼수있음

검색량트렌드및최다조회수유관기사추천 지정컬러에따른유사브랜드컬러팔레트출력 API를 통한데이터통합제공

§ 통계청및국가통계포털
§ The�VC
§ Crunchbase
§ Owler
§ Pinterest

등 기존재하는리소스를 API 통해
대시보드에서맞춤형으로제공

자체데이터수집및체계화

§ 사업계획서및 IR 자료
§ 회사분석자료
§ 브랜드커뮤니케이션자료
§ 예비창업자대상설문조사
§ 초기창업자대상설문조사

등꾸준한데이터수집및가공으로
BI�제공품질을개선예정

BECAN에서한번에
자료조사해결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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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품개발사업전략

실제예비창업자들과의 PoC를통해실무협업의효용성과고객만족도를입증하고있음

해결책

8

Step-by-step�사업계획서템플릿 | 통계/BI�대시보드 | 온라인협업플랫폼 | 스타트업정보/교육포털

협업플랫폼개요 협업방식

분
야
별
마
이
크
로
협
업

정
기
구
독
협
업

§ 스타트업창업유경험자

§ 3개의예비창업팀과총월 40시간협업

§ 주평균 10시간, 일 평균 2시간근무

ü 플랫폼노동자 (컨설턴트)

온라인파트타임근무로수익창출,

추가커리어기회창출

A

월 20시간플랜

컨설턴트 A

B

월 10시간플랜

C

월 10시간플랜

Gig�Economy�형성

ü 플랫폼이용자 (예비창업자)

정규직채용보다더저렴한비용,

실무역량갖춘有경험자와협업

고객 A

마케팅전문가 Pool

확실한마케팅
계획을세울수
없을까?

§ 로레알프랑스본사근무

§ 퍼포먼스마케팅전문

§ 글로벌여행스타트업창업

§ 콘텐츠마케팅전문

엄격한심사를통해
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
분야별전문가 Pool�확보

ü Pain�Point

예비창업자 1,000명 대상자체설문조사결과

“창업단계중특정분야의역량부족”을 창업의가장큰장벽으로응답
§ 고객과소통하는채널

§ 후속미팅일정, 사업관련정보등
업무관련논의

§ Zoom�및 Monday.com과연동

§ 대면미팅도가능하나기본적으로
리모트미팅을통해업무진행

§ Zoom의화면공유, 실시간주석
(annotation) 기능등을활용하여
고품질의원격업무가능

§ 미팅에서도출된액션아이템을관리

§ 담당컨설턴트와예비창업팀이함께
프로젝트진행

§ 컨설턴트의고객미팅外업무시간도
자체 time tracking 기능활용해계산

커뮤니케이션툴

화상회의툴

프로젝트관리툴

실제협업화면

실제협업화면

실제협업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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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및분야별교육및동기부여자료를제공하며,자금조달기회를맞춤형으로추천및지원가능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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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교육포털서비스화면기획안 ///

§ 스타트업창업의단계별로도움이되는영상/텍스트
기반교육및동기부여리소스들을카테고리化하여제공

§ 각자료들은웹템플릿진행상황에맞추어적재적소에
웹캔버스內별도추천되어사용자의이탈을방지

§ 엑셀러레이팅, 경연대회, 데모데이등프로그램유형및
특성, 지원시기별로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검색가능

§ AC�및 Early�Stage�VC의특성및펀드유형별로 DB�
정리하여사용자들의펀딩가능성을최적화

스타트업교육및동기부여자료큐레이션 맞춤형자금조달기회및 AC/VC�추천

ü 동일내용으로지원하는반복작업시간단축

ü 다양한지원기회를놓치지않고제출

→사업의본질인제품과고객에집중

BECAN�웹 캔버스

/// /// ///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데모데이 A 엑셀러레이터 B 멘토링기관 C

ü 보다많고다양한지원자 pool�확보

ü 서류미흡으로인한검토낭비시간감축

→지원의본질인좋은스타트업물색가능

Confidential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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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현황

Series�E
(기업가치2조원)

Series�B
(누적300억원투자유치)

기업가치10조원

Series�B
(누적700억원투자유치)

M&A
(약150억원피인수추정)

Series�C
(누적600억원투자유치)

5년간연성장률2,781%
(기업가치7,000억원추정)

M&A
(AOL에300억원피인수)���

인프라확충과개선된인식으로전세계적으로스타트업대상서비스시장은폭발적으로성장중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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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시장의성장 | Business�Plan�Software�시장의기회 | 경쟁우위요소

글로벌스타트업시장 국내 스타트업시장스타트업시장분석

분야

증권관리

채용

공유오피스

자금조달

공동창업자매칭

기업정보

사업계획

뉴스

플레이어 현황

투자관련법률의현지화로
해외진출에비용예상

핵심가치가현지정보에있어
해외진출이어려움

부동산관련현지규제로
해외진출에큰비용예상

크라우드펀딩관련규제로
해외진출이어려움

핵심가치가현지정보에있어
해외진출이어려움

핵심가치가현지정보에있어
해외진출이어려움

전세계보편적이므로
해외진출이용이

핵심가치가현지정보에있어
해외진출이어려움

스
타
트
업
창
업
밸
류
체
인

잠재사용자수

1. 밸류체인의첫단계로확장에용이

2. 국내에는경쟁서비스全無

3. 글로벌시장의경쟁지수가높지않아
현실적으로진입가능

정부의적극적인
창업진흥정책

VC 투자의
지속적인확대

창업에대한
사회적인식개선

IT�인프라로
낮아진창업장벽

Growth
Drivers

선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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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소프트웨어시장은빠르게성장중이며, 국내에서선두주자로시장선점및수요창출목표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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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계획소프트웨어시장규모 국내사업계획소프트웨어시장창출

글로벌사업계획소프트웨어주요플레이어

출시 2013 2012 2010 2012

국가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연매출 XXX억원 XXX억원 XXX억원 XXX억원

특징
§ 30만명의사용자보유
§ 프로젝트로드맵에초점을
맞춤

§ 500개이상의업종별
ready-made�템플릿및
예시보유

§ 추정재무제표등재무
관리에포커스

§ 제출용사업계획서를최종
결과물로강조

§ 전문가들에게질문/답변
이가능한커뮤니티보유

§ 펀딩,�멘토링등계열사
서비스와의시너지창출

포지셔닝맵

출처: Zion�Market�Research, 2019

2018 2025

X조

X조

CAGR
14%

총 1500만명中

645만명창업고려

120만명적극고려
직장인 대학생

총 300만명中

108만명창업고려

20만명적극고려

First�Mover로
新시장창출

쉬운사용법

기술기반부가기능출처: Owler,�Crun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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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선도그룹의진입장벽이낮은편이며, 확실한차별화전략으로빠르게글로벌시장에진입가능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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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by-step
프레임워크/방법론가이드 O X Δ X X

실시간맞춤형
통계/BI�대시보드 O X X X X

온라인실시간
협업플랫폼 O X X X Δ

빅데이터기반
사업계획완성도점수 O X X O X

맞춤형자금조달프로그램
및 AC/VC 추천 O X X X X

기능적차별성

§ 기존서비스들은 “사업계획작성에어느정도익숙한사람들이계획을정리
하는”기능을갖춘노트패드형식의툴

§ 글로벌선도서비스들은높지않은기술력과단순한소프트웨어로서비스中

§ BECAN은빅데이터및머신러닝기술을통해 “경영학비전공자나문서화가
능숙치못한사람들도사업계획을쉽고제대로실행할수있는”플랫폼

§ 플랫폼선점으로네트워크효과와빅데이터기반 BI�대시보드로진입장벽구축

SWOT�분석

Strengths Weaknesses

§ 쉬운사용법: 전체적인사업계획절차뿐만아니라,
프레임워크별작성을위한상세방법론을 step-by-
step으로제시

§ 실시간맞춤형통계/BI�대시보드:플랫폼으로서지속
적인데이터수집을통한데이터활용으로사용자의
사업계획을수월하게보조가능

§ 온라인협업서비스:합리적인가격으로특정업무
관련협업및 1:1매칭협업을한플랫폼내에서제공

§ 산업종류의제한:초기서비스버전은 IT�스타트업
창업중점으로기획되어, 다양한산업군에대응하는
템플릿이부족할수있음

§ 템플릿자체의낮은진입장벽:대량의데이터와애널리
틱스기술이필요한대시보드外템플릿자체의진입
장벽은낮은편

§ 밸류체인확장필요:초기서비스버전은창업준비
단계에초점을맞추어, 창업이후지속적으로사용자가
유지될수있도록밸류체인의빠른확장필요

Opportunities Threats

§ 정부의창업진흥정책:정부의창업지원금이사상
최대치를경신하며창업인프라가강화되고있음

§ VC�투자의확대: 2019년기준 4조원에가까운투자금

§ 창업에대한인식개선:높은청년실업률과더불어창
업고려율이증가세이며,올하반기 tvn에서방영예정
인수지,남주혁주연의드라마 <스타트업>은창업에
대한일반대중의관심을더욱높일것으로예상

§ 비교적작은국내스타트업시장:국내스타트업시장
은급속도로성장하는추세지만, 해외시장에비해아직
규모가작은편으로신속한글로벌진출필요

§ 불안정한경제상황:�COVID-19로 인해향후예상할
수없는글로벌경제

§ 정부의존적스타트업생태계:정부의스타트업관련
정책에따라신규창업률이크게변동가능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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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인가설검증을통한 Product-Market Fit을찾아신속한 Cashflow 창출을목표로함

사업화전략

13

제품개발계획 | 사업개발전략 | 마케팅진행방안 | 수익모델및재무계획

문제에대한가설검증 BM에대한가설검증해결책에대한가설검증 제품에대한가설검증

Q2�2020

Apr May Jun

Q3�2020

Jul Aug Sep

Q1�2021

Jan Feb Mar

Q4�2020

Oct Nov Dec

Prototype�개발 MVP�개발 정식서비스개발

Prototype�Traffic�확인
및피드백수집 Open�Beta

정식서비스개선및영문화

시장및고객조사
랜딩페이지
Traffic�확인

랜딩페이지제작

Closed�
Beta

국내공식런칭 (Ver�1.0)

§ 하루방문자 500명이상
§ 회원 1천명이상확보

§ 하루방문자 1천명이상
§ 회원 3천명이상확보

§ 유료서비스구매율 3%이상
§ NPS�8점이상

§ 유료서비스구매율 5%이상
§ MAU 1만명이상

§ 관심잠재고객 500명확보
§ 서비스필요도 8점(/10점) 이상

§ (5/3기준) 1,000명대상온라인설문
조사실시
→�서비스사전가입자비율 85.1%

§ 5개의예비창업팀과의온·오프라인으
로템플릿기반협업진행
→��고객만족도 9.6점(/10점)

§ 스타트업창업절차및단계별가이드
로구성된 Prototype�사이트제작
→�예비창업자들의 all-in-one�가이드
가되어야함

§ 유료협업고객확보
→Willingness-to-pay 확인

§ Closed�및 Open Beta를거치며고객
피드백반영하여기능의선택적고도화
→�웹캔버스의구독 BM의시장성확인

§ 베타기간회원수 5만명이상확보
→�국내스타트업예비창업자들의 Hub
로확실히자리매김

§ 주단위 sprint를 통해지속적인기능
개선및추가예정
→�SW�기능및사용성측면에서글로벌
리더수준진입

§ 영문화를통한신속한글로벌서비스
출시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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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솔루션및협업플랫폼을레버리지하여밸류체인확장을통해스타트업생태계를조성할것임

사업화전략

14

§ 경영교육

§ ///

§ …

제품개발계획 | 사업개발전략 | 마케팅진행방안 | 수익모델및재무계획

고객저변확대 잠재적 exit�기회창출글로벌시장점유 밸류체인의공격적확장

§ 2030예비창업자는 IT/콘텐츠창업
비중이높아단일템플릿대응가능

§ 제조업/기술기반창업위주의 4050
예비창업자확보를위해분야별전문
가 pool�및다양한템플릿개발예정

§ 대학교/대학원內창업수업,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공기관, 기업내사내벤처
관련교육등에보급하여저변확대

§ 사업계획단계는전세계보편적이므로
영문화外현지화노력필요가적은편

§ YC, Techstars 등 유수의 AC지원을
통해미국및유럽시장공략

§ 현지대학교및MBA와의파트너십을
통하여빠르게사용자획득

§ 유럽은현지네트워크를보유한프랑스
의 Station�F를거점으로확장예정

§ 사업계획은스타트업창업가치사슬의
첫단계이므로, 고객의사업관련정보
(非식별화예정)를보유한장점을레버리지
하여순차적인서비스확장에용이

§ 초기자금조달, 회사설립및서비스
출시이후에필요한채용플랫폼등의
유관사업으로확장을통해플랫폼의네
트워크효과창출

§ 딜로이트컨설팅은스타트업자문그룹
신설을통해스타트업컨설팅시장을
적극적으로모색중

§ 10조원기업가치의협업툴시장
글로벌리더인 Atlassian은 Trello를
비롯하여 13개의스타트업을인수

§ 산업은행은 ‘KDB넥스트라운드’를통해
스타트업온라인플랫폼구축계획

1차진출:북미
(미국,캐나다)

2차진출:유럽
(영국, 프랑스,독일등)

§ 2030예비창업자

§ 대학생

초기핵심타겟

§ 4050예비창업자

§ 다양한산업군포괄
(非IT�비즈니스등)

B2C�확장
§ 대학교및대학원

§ 창업관련공공기관

§ 기업 (사내벤처등)

B2B 진출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 ~ 2024

자금조달
이후

사업화
이후

서비스
출시이후

§ 채용플랫폼

§ ///

§ …

§ 프로젝트관
리툴

§ ///

§ …

컨설팅펌

협업/생산성 SW

스타트업투자기관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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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스타트업사업계획가이드
체계적인사업준비를위한사업계획가이드라인및방법론을소개하는교육콘텐츠

②각종창업지원프로그램소개

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데모데이, AC/VC들의특성에대한정보공유

③ <Next�잡스> 블로그시리즈

‘맨땅에헤딩한’소위 ’高스펙’이아니었던유명스타트업창업자들의

성공과실패에대한인터뷰및스토리연재

① <사직서말고사업계획서> 카드뉴스시리즈
본업을유지하며퇴근후효율적으로창업준비를하는방법에대해

알려주는 Instagram/Facebook�카드뉴스콘텐츠

② <스타트업실제상황> 영상시리즈

Business�Canvas�팀의실제스타트업일상을보여주는 Youtube숏폼영상시리즈

③소셜미디어인플루엔서와의협업

스타트업컨텐츠크리에이터 ‘태용’등과의협업 (BECAN,�오프라인모임홍보등)

① <퇴근후창업> 클럽

직장인들이퇴근후에모여서창업을준비할수있는스터디개념의클럽 (*공유오피스와제휴예정)

② <Synergy�Night�for�Co-founding>�네트워킹이벤트

아이템이있는예비창업가들과아이템이없지만창업을희망하는기술력을가진

예비창업가들이공동창업자를구할수있는네트워킹이벤트

③ <Idea�Factory>사이드프로젝트클럽

팀원매칭을통한사이드프로젝트를통해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도록돕는클럽

①지하철광고

강남역,삼성역,홍대입구역등직장인과대학생유동인구가밀집된

지하철역중심으로스크린조명광고수행 (1개월약 450만원)

②전광판광고

4대 직장인밀집지역인광화문,�여의도,�판교,�가산디지털단지를중심으로

직장인의창업욕구를환기시키는옥외전광판광고게시 (1개월약 400만원)

생각만해왔던창업욕구를구체화하도록장려하는커뮤니티및콘텐츠중심의마케팅수행예정

사업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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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계획 | 사업개발전략 | 마케팅진행방안 | 수익모델및재무계획

오프라인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옥외광고
뉴스레터
& 블로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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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에서의빠른시장점유로정식출시 3년內연매출 XXX억원이목표

사업화전략

16

제품개발계획 | 사업개발전략 | 마케팅진행방안 | 수익모델및재무계획

비즈니스모델및가격정책 3개년매출목표

자금조달계획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정부지원 초기창업패키지 TIPS�및 연계사업 (1년차) TIPS�및 연계사업 (2년차)

투자 소셜임팩트투자유치 Seed Series�A

총액 1억 5천만원 6억원 30억원

가격 무료 $XX�/�month $74�/�mo $20�/�mo $39.95�/�mo $29�/�mo

특징 ü1개템플릿
사용가능

ü무제한템플릿사용
ü맞춤형펀딩프로그램
자동서식작성기능

ü30일 free�trial
ü5명까지무료

üFree�trial 없음
ü60일간환불

ü7일 free�trial
ü$20플랜존재
(횟수제한)

üFree�trial 없음
ü교육콘텐츠

2021 2022 2023

웹캔버스

컨설팅/협업

기타서비스 X억
XX억

XXX억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웹캔버스구독자 5천명 1만 5천명 5만명

웹캔버스MRR 1억 1500만원 3억 4500만원 11억 5천만원

월협업시간 400시간 1,200시간 3,600시간

협업월매출 4천만원 1억 2천만원 3억 6천만원

미국시장진출
밸류체인확대

단위: 원

예
상

Standard�Plan Premium�Plan

시간 월 10시간미만 월 10시간 월 20시간 월 40시간 월 10시간미만 월 10시간 월 20시간 월 40시간

가격
시간당

5.99만원
54.9만원
(시간당 5.49만원)

105.8만원
(시간당 5.29만원)

199.6만원
(시간당 4.99만원)

시간당

8.99만원
84.9만원
(시간당 8.49만원)

165.8만원
(시간당 8.29만원)

319.6만원
(시간당 7.99만원)

특징
üSlack,�Monday.com등협업툴기반협업
ü24시간내답변
ü시장동향, 펀딩정보등맞춤형사업관련소식제공

üStandard�Plan�포함
ü당일실시간답변(9시  23시)
üMonday.com프로젝트관리서비스
ü미팅회의록및Zoom�미팅녹화본제공
ü각종Exclusive�Event�참여기회

§ 초기내부인력으로서비스제공→�이후 분야별외부컨설턴트를모아플랫폼기반 gig�economy 형성

§ 외부컨설턴트서비스에대한플랫폼수수료는서비스횟수/만족도에따라차등부과 (X%→X%→X%)

§ Freemium�모델기반구독서비스:기본적인웹캔버스사용및모든콘텐츠는무료이나,템플릿수의제한

협업서비스요금

웹캔버스구독료

예
상

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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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에부합되는가치창출및구체적사회적공헌활동으로스타트업창업률과생존률상승에기여

소셜임팩트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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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로고

Target�4.1��|��2030년까지,�취업,�양질의일자리및창업에필요한기술적,�
혹은직업적인능력을갖춘청소년및성인의수를상당한수준으로증대

§ 문제:대학생창업은높은실업률을낮추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좋은수단이지만,
우리나라대학생의창업률(0.8%)은 중국의 1/10수준에그침

§ 개선안: BECAN을통해스타트업창업에대한다양한정보와지식을습득하고, 실제 창업
의진입장벽을낮춤으로써신규창업률제고및일자리창출에공헌

UN�Sustainable�Development�Goals 성취에기여

Target�5.5 | 정치,�경제,�그리고공적생활의모든의사결정수준에서리더십
에대한여성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와동등한기회를보장

§ 문제: 2019년기준여성벤처기업비율은 10%수준이며여성창업가투자유치율은 투자
금액의 4%불과하는등스타트업시장에는유리천장이존재함 (통계청, 2019)

§ 개선안: BECAN에서여성창업가를위한여성벤처창업전용템플릿개발, 무료이용권배포,
무료교육및컨설팅등을진행하여보다여성벤처기업비율 20%달성기여

Target�8.2� | 고부가가치및노동집약적부문에초점을두는것을포함하여
다변화,�기술향상및혁신을통해더높은수준의경제생산성을달성

§ 문제:청년창업률은증가하고있지만, 국내창업중정보통신업증가율은 0.3%로전체업종
중가장낮으며,고부가가치창업보다생계형창업이많음 (통계청, 2018)

§ 개선안: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에따르면 GDP 3만달러이상의선진국으로성장하기위해
서는혁신창업이증가해야하며,민간차원에서도스타트업창업활성화촉진

소셜벤처로서의목표및사회공헌활동

창업률
상승

폐업률
저하

①대학생창업지원
§ 국내주요대학內창업관련수업에웹캔버스서비스를전면무료제공

§ 대학의 LINC+사업단,캠퍼스타운사업단등과협업하여무료교육/컨설팅
및초기스타트업인턴십연계

②창업관련공공기관지원
§ 창업진흥원등관련공공기관에데이터제공및서비스일부무료제공

③여성창업지원
§ 여성지원종합센터등과협업및여성들을위한무료교육/컨설팅제공

①예비창업자대상무료창업교육및컨설팅
§ 예비창업자대상무료창업교육및컨설팅을정기적으로시행

②초기사업자를위한무료멘토링
§ 회사정착전까지필요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지원하는무료멘토링제공

③초기스타트업연대를위한네트워킹이벤트주최
§ 스타트업간의품앗이, 상생을모색하는모임을정기적으로주최

§ 회원들에게할인혜택을제공하고, 초기스타트업의사용자및인지도확보
를위한 ABC(Alliance�Business�Canvas) 연대를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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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국가에서의글로벌경험과스타트업창업경험이있으며이미호흡을맞춰본 One�Team

팀구성

18

스타트업창업경험을통한전문성
팀원대부분이직접창업,투자유치,출시

경험을보유하고있는스타트업유경험자

국내·외글로벌기업근무경력
네이버,�딜로이트, 로레알프랑스본사등

미국, 유럽,중동전역의네트워크보유

팀워크가검증된 One-Team
한직장에서이미손발을맞춰온팀원

구성으로검증된조직력및실행력보유

개발 |�Stanely

§ 아주대학교컴퓨터공학학사

§ AI 스타트업수석 SW엔지니어

§ 프리랜서개발경력 6년

§ 회원 7천명독서메모앱창업

UI/UX�디자인 |�Roy

§ 한양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학사

§ 한양대학교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사

§ 한양대학교연극영화학이론전공박사과정

§ AI�스타트업 UI/UX 디자이너

기획 |�Scott

§ 뉴욕대학교컴퓨터공학및경제학

§ AI�스타트업및모빌리티스타트업근무

§ 싱글맘을위한소셜벤처창업 (싱가포르)

§ Hult Prize Regional Champion

전략 |�Charlie

§ 파리경영대학교경영학학사

§ LSE�국제경영학석사 (Yale�MBA�수료)

§ 네이버및딜로이트컨설팅근무

§ AI�스타트업 CSO 및창업경험다수

마케팅 |�Lisa

§ UCLA 정치학학사

§ HEC�Paris�마케팅석사

§ 로레알파리본사본사근무

§ E-commerce�플랫폼창업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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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염원인창업을위한사업계획및실행의어려움을검증된솔루션으로최고조합의멤버가해결할것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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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요약

이팀이잘할수있을까?

§ 많은대학생과직장인에게 ‘내사업’을 하는것은오랜염원이자창업은사회·경제적으로큰의미

§ 사업을고려하는사람은많지만실제계획조차제대로수립하는사람은극소수에불과
풀려는문제가충분히유의미한가?

제시하는솔루션이make�sense한가?

시장이충분히크고매력적인가?

수익을낼수있는 BM을가졌는가?

§ Business�Planning�Tool은 해외에서이미효용성과수익성측면에서검증됨

§ 빅데이터/머신러닝적용및협업플랫폼기능을더하여기존플레이어와차별화된혁신추구

§ 스타트업대상시장은급성장중, 사업계획솔루션시장은스타트업이할만한 Niche�Market

§ 사업계획솔루션시장의크기는분명거대하지않으나,꾸준히성장중이며밸류체인확장에용이

§ 사업계획솔루션글로벌선도기업은단순한노트패드형식의 SW구독모델로수백억매출

§ 사용자가소비가아닌투자의개념으로받아들여사용자 1명당 LTV(Life�Time Value)가높음

§ 실제스타트업창업경험을보유한스타트업에미친구성원들

§ 이미한스타트업에서손발을맞춰본검증된실행력과인간적신뢰로다져진 One Team

§ 미국,영국, 프랑스, 중동등글로벌배경을가진팀원구성으로글로벌진출에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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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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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can.io

http://www.becan.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