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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제안서구성: 어떤목적으로, 무슨가설을세울것인가

•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투자금을어떤목적에따라어떻게사용할 것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

다. (회사가시기별달성하고자하는마일스톤milestone 참고)

• 위에서 언급한 목적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팀의 성공

을 현실로 만드는 가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LinkedIn은 (1)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전문직종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

과 (2) 네트워크로 이어진 전문직종 플랫폼이 채용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구축인데, 네트워크 구축이 새로운 전문직종 플랫폼

을 만들고 채용산업을 변화시키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A, B 투자에서 투자자들에게 아

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장성이 있으며, 위 두 가설이 타당하게 보여지도록 페이팔

Paypal, 이베이ebay, 구글Google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을 예로 들었습

니다.

• 투자단계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투자 단계에 맞게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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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제안서구성: 어떤항목으로구성되는가

• 투자유치제안서는 사업 소개, 문제, 제품, 성과, 

시장규모, 수익 모델, 경쟁 우위, 성과 지표, 재무

현황 등으로 구성되며, 이 모든 내용을 슬라이드

20장 미만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제품, 시장규모, 경쟁구도항목은 보다 상

세하게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에서 해당 제

품 또는 서비스가 충분히 승산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색 박스로 묶인 투자유치제안서의 앞 부분(A)

은 사업소개서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투자유치제안서를작성하는작업은완성도

높게사업소개서를작성하는것에서부터시작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One-sentence 

Introduction)

해결방안/ 제품
(The solution/

Product)

문제/사업기회

(The problem/

Opportunity)

시장규모추산

(Industry size) 

경쟁구도

(Competitive

Landscape)

수익모델

(Revenue model)

성과지표

(Metrics)

팀소개

성과및기대효과 재무계획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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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제안서구성: 어떤항목으로구성되는가

• 투자유치제안서의 앞부분과 사업소개서는 그 구성이 동일하지만, 내용은 사업소개서에 비해 훨씬 압축적

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사업소개서를 구성하는 내용 외에도 시장 규모 추산, 수익 모델, 경쟁우위(제품 또

는 팀의 경쟁력) 등을 덧붙여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연이어 여러 피치를 듣기 때문에 긴 설명을 지루

하거나 장황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 소개, 문제, 그리고 해결책인 제품에 대해한줄로소개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A,B,C 

는 Airbnb의 소개, 문제,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 특히문제를 설명할 때는 이전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나의) 고객또는유저들이마주한불편한점은 무엇

이 있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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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제안서구성: 어떤항목으로구성되는가

• 투자유치제안서의 앞 부분(A)가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남색 실선 박

스로 묶인 뒷 부분(B)는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하

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이 제품을 구매할 충분한 고객이 있는지, 이 고객

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 모델은 무엇인지, 경쟁

사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현재 어

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B에서 담아내야

합니다.

사업소개

(One-sentence 

Introduction)

해결방안/ 제품
(The solution/

Product)

문제/사업기회

(The problem/

Opportunity)

시장규모추산

(Industry size) 

경쟁지형

(Competitive

Landscape)

수익모델

(Revenue model)

성과지표

(Metrics)

팀소개

성과및기대효과 재무계획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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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제안서구성: 각항목은어떤질문에답할수있어야하는가

사업 소개

(One-sentence 

Introduction)

해결 방안/ 제품
(The solution/

Product)

문제/사업기회

(The problem/

Opportunity)

시장 규모 추산
(Industry size) 

경쟁 구도

(Competitive

Landscape)

수익 모델

(Revenue model)

성과 지표

(Metrics)

성과 및 기대효과

A B• 당신의 사업을 부모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140자 이내
또는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고객이 현재 마주한 애로사항, 문제
점은 무엇인가? 

• 해당 제품을 출시한 이유가 무엇인
가?

• 회사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제품)의
구체적인 모습은?

•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또는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
가?

• 회사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설득력
있는가? 

•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객이 얻는 편익은 무엇인가? 

•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인가?

• 시장 규모를 과대 계상하지 않았는가? 

• 기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가?

•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는 몇
곳이 있는가? 어떤 점에서 이들에 비
해 경쟁우위를 갖는가?

• 낙관적인 전망을 좌절시킬 위험 요소
는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경감시
킬 것인가?

• 앞서 설명한 계획을 추진할 실행력을
증명할 데이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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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계획

• 투자유치희망 금액은 얼마며, 사용계
획은 어떻게 되는가?

• 이전 투자를 통해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는가?

• 투자금 회수는 언제 가능한가? (성장
추세, BEP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치)

투자유치제안서만 보고 “이회사가어떤고객을대상으로무슨

시장에서어떤경쟁력을갖고향후몇년동안 몇퍼센트이상

의 시장을획득하는것을목표로삼았고그때매출은얼마를예

상하는지”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차

• 투자유치제안서 구성

– 어떤 목적으로, 무슨 가설을 세울 것인가

–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 각 항목은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가

• 투자유치제안서작성방법

– 시장 규모 추산

– 수익 모델

– 경쟁 구도

– 성과 지표

– 재무계획(이전 투자 성과, 재무제표 등)

– 팀 소개



시장규모추산하기

• 고객/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총유효시장을 바탕으로 유효시장, 수익시장의 규모

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총유효시장TAM, Total Available Market은 시장점유율이 100%에도달했을때달성가능한연매출을 뜻하고,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 총유효시장의 매출액 =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을 충족시키는 인구 규모 X 고객 1인당 연 매출

• 수익시장은 유효시장의 부분 집합이며, 유효시장은 총유효시장의 부분 집합입니다. 유효시장SAM은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목표 고객을 전부 포섭했을 때의 시장을, 수익시장SOM/Target Market은 팀의 인

원, 인프라, 자본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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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추산하기

심부름을 대신하는 관리인concierge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 가정하고 총유효시장, 유효시장, 수익시장을 정의

해보겠습니다. 

– TAM은 도시/지역에서 일정 연령 이상 또는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거나, 잔무를 보

기 어려운 바쁜 사람들을 모두 더한 사람들

의 규모를 말합니다. 잠재적으로이서비스

를이용할만한모든사람들이 집계됩니다. 

– SAM은비즈니스모델을고려했을 때 서비

스요금을지불할수있는경제력이상을가

진사람들의규모를 말합니다. 

– SOM/Target Market은 앞에서 추정한 시

장에서현재회사의인력, 인프라등의조건

들을고려했을때달성할수있는현실적인

시장의규모를 말합니다. 

TAM:

Total Available Market

SAM:
Service Available 

Market

SOM/
Target Market

TAM, SAM, SOM 밴다이어그램

-10-



시장규모추산하기

• 온디맨드 코리아는 미국에서 한국 영상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다음은 온디맨드 코

리아가총유효시장을추산하는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질문 조사 방법

1. 미국 내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에 관
심을 가질 사람은 어느 정도일가? 

2. 이중 과연 얼마나 파일 공유 사이트
를 방문할까?

3. 가정한 목표 고객과 실제 고객이 일
치하는가? 목표 고객은 충분히 큰가? 

4. 목표 고객이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은
일년에 얼마인가? 

5. 총유효시장의 규모는? 

1. 공식 통계와 미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의 고객 추정치를 참고.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음

2.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트래픽을
조사해 순방문자 추정. 트래픽 조사 업체를 이용

3. 방문자의 남녀비율, 연령대 등과 같은 정보를 수
집

4. 한 시간 이상 머무는 활성 유저(active user)당
월 평균 광고 수익을 가정

5. 총유효시장의 규모 = 목표 고객X한 사람당 월평
균 광고 수익X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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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추산하기

• 충분한고객이존재하는지확인할수있는통계와

현실적으로포획이가능한시장의규모를 삽입합

니다. 

• 왼쪽의 두 슬라이드는 모두 Airbnb의 시리즈 A 

투자 피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총 10장으로 구

성된 슬라이드 중에서 시장 규모를 추산하는 항목

의 슬라이드가 2장이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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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

• A는 Airbnb의, B는 BuzzFeed의 수익 모델을 설

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 Airbnb는 매 거래당 1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고 설명한 뒤 그 아래에앞서추산했던수익시장

(또는타겟시장)의규모와평균수수료, 예상되

는총매출을나란히연결해어떻게, 얼마의돈을

벌수있는지를직관적으로전달합니다. 

• BuzzFeed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플랫폼을 제공

하지만 유료회원에게 광고와 추세 분석을 제공한

다고 명시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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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

• 왼쪽의 그림은 LinkedIn이 시리즈 B 투자를 받

을 때 사용했던 피치의 일부분이고, 이때 서로 다

른 3가지 수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당시 발표를 맡았던 LinkedIn의 창업주 레이드

호프먼Reid Hoffman는 자신의 피치 자료를 블로그

에 올려, 하나의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수익모델

이여러개라는 것은 팀이아직어떤모델이효과

적일지모르거나하나의비즈니스모델을성공시

키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것을알지못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앞의 Airbnb 사례처럼어떤방법으로, 얼마의수

익을예상하는지간략하게설명하는것을추천합

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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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구도(Competitive Landscape)

• A는 Airbnb가 시리즈 A 투자 피치 때 발표했던

경쟁 구도 슬라이드를, B는 LinkedIn이 시리즈 B 

투자 피치 때 발표했던 경쟁 구도 슬라이드입니다. 

• Airbnb의 경우 사분면을 가격과 온라인, 오프라

인으로, LinkedIn의 경우 사분면을 사교와 커리

어 측면, 인터넷 또는 기업 서비스 여부에 따라 나

눴습니다. 

• 경쟁구도를묘사할때회사는사분면오른쪽상

단에위치해야합니다.이때어떤시장을목표로

하고,유사서비스와어떤차별점이있고,그차별

점이왜경쟁력이되는지를명확히전달할수있

어야합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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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Metrics)

• 투자 단계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때 투자유치제안서는 그 목적이 왜 중요하고,

회사가 약속한 미래를 구현하는 데 투자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때문에 투자유치제안서에는회사가현재수준에서달성하려는목적과약속한미래의모습을충분히성

취할수있다는증거가 필요합니다.

• 아래와 같은 지표와 그래프가 증거가 됩니다.

– 투자받기전과받은후달라진성장곡선

– 높은고객생애가치LTV

– 낮은고객획득비용CAC

– 높은 ARRAnnual Recurring Revenue

– 낮은 Burn Rate

– 높은활성활동자수Active User,

– 높은잔존률Reten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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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고객생애가치(Life Time Value)

• 고객의 생애가치LTV, Life Time Value는 (1) 현금 흐름을 예측해비즈니스의가치를추정하는 데, (2) 고객 획

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 고객의 생애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월 이탈률MCR, Monthly Churn Rate과 고객의 생애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 월이탈률 = 전월에잃어버린고객의수/ 전월초의고객수

– 생애주기 = 1 / 월이탈률

• 월 매출, 비용, 이탈률을 가정하고 고객의 생애가치를 도출해보겠습니다. 월 매출은 1만5천원, 비용은 5

천원, 월 이탈률은 25%라고 할 때, 생애주기는 ‘1/이탈률’이므로 4개월이고, 생애가치는 생애주기에 월

순이익을 곱한 값인 4만원입니다. 
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매출 15,000 15,000 15,000 15,000

비용 5,000 5,000 5,000 5,000

순수익 10,000 10,000 10,000 10,000

생애
가치

(생애주기)4개월X(월 순수익)10,000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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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가치 추정

• 현재 비즈니스 가치를 추정하면 신규 유저가 유입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생애가치에순누적유저수

와 1/잔존생애주기를곱해구할수있습니다.

– 40,000(생애가치)X300(순누적유저수)X1/4(잔존생

애주기) = 3,000,000원

• 증가하는 신규 고객수를 고려해 미래 가치를 추정

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획득비용의 효율성 평가

• 고객획득비용CAC, Customer Acquisition Cost은신규

고객한명을유치하기위해지출된모든비용을

말합니다.  도식화하면, 

– 고객획득비용CAC = 신규 고객 획득과 관련된 비

용 전체/ 신규 획득된 고객의 수

• 고객획득비용이고객생애가치LTV(고객이 서비

스를 사용하면서 지출할 금액)보다크다면고객

획득을 위해 진행하는 마케팅이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신규
유저수

20 80 125 250

누적
고객수

20 100 200 400

이탈
유저수

0 25 50 100

순누적
유저수

20 75 150 300

유저당
순이익

10,000 10,000 10,000 10,000

총
순이익

200,000 750,000 1,500,000 3,000,000

성과지표: 고객생애가치(Life Tim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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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Metrics)

• 왼쪽 그림은 LinkedIn이 투자 전후 달라진 성장

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기울기가 낮은 그래

프가 시리즈 A투자를 받기 전 성장 곡선이고,

이 성장 곡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가파른 기

울기의 그래프가 투자를 받은 후의 성장 곡선입

니다.

•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목을

“Network Growth:Success”이라고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투자금을 사용했고, 그

결과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

조합니다. 즉,이그래프자체가네트워크 구축

이 성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며 토대라는

LinkedIn의가설을뒷받침하는증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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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계획

•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서 사업에 동참해도 되

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

다.  

•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추가해, 투자자들에게 미

래 수익을 고려했을 때 위험에 비해 안정적이고

수지도 맞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추정재무제표

– 투자유치희망금액과투자금사용계획

– 이전투자성과

– 투자금회수가능시점

• 왼쪽은 LinkedIn이 B 투자 피치를 할 때 사용했

던 슬라이드입니다. 시리즈 A 투자 때 받은 4만

달러를 사용해어떤성과를냈는지간략하게요약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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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소개

• A는 LinkedIn의 팀 소개 슬라이드며, B는

BuzzFeed의 팀 소개 슬라이드입니다. 

• LinkedIn은 팀 소개에현재투자자와고문까지

포함해 다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했으며,  

BuzzFeed의 경우 팀원들의이전직장을명시해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했습

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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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Airbnb: A $1.3 Billion-Dollar Startup's First-Ever Pitch Deck

• Calculate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TAM) Size for the Beachhead Market

• Here is BuzzFeed’s first pitch deck to investors in 2008

• LinkedIn's Series B Pitch to Greylock

• TED Talk -VC pitching by David Rose

• Your Startup’s 10 Most Important Metrics

• 매력적인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세 가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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