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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과정 과정 기간
교육 과정
모집

- 라이브 세미나
라해스 대표와 창업형 인간 세미나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5일 - 창업형인간되기 1부

① 창업가 마인드셋, 창업형인간되기
② 창업 필승 공식 (A + B) / C x D
③ 나만의 창업 재료 찾기, 창업 재료 확장 방법론
④ 4가지 방법론을 이용한 가설 세우기(패스트팔로워 전략, Top-Down, Bottom-Up 가설
     추출, Design Thinking)
⑤ 초기 자본 유치 전략 (정부지원사업, 투자유치, 대출)
⑥ 팀빌딩 방법론과 성장 가능한 팀규칙 수립⑥ 팀빌딩 방법론과 성장 가능한 팀규칙 수립

5일
환급과정 (100%)
선착순

본 과정 과정 기간
교육 과정
모집

- 라이브 세미나
8단계 판매 전략 Case Study 특강 
및 Q&A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1주차 - 창업형인간되기 2부

① notion을 이용한 게임 이론 활용
② Ide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설 확정
③ 5가지 사례 분석으로 재료 확장하기
④ 8단계 창업 필승 전략
⑤ 니치마켓 전략의 유효성과 확장 전략

- 라이브 세미나
팀 과제 발표 진행 (5분 발표, 5분 피
드백), Q&A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2주차 - 디지털마케팅 A to Z 끝장내기

① 마케팅 중심 뼈대, 돌다리 이론과 퍼널 이론
② 구매할 수밖에 없는 광고 소재 제작 공식
③ 홈페이지 구매 경로 최적화 기법
④ 0원으로 3천만원 매출 버는 네이버 광고의 정석 (파워링크, 지도, 카페, 동영상 지식인, 
      뉴스 SEO 전략)
⑤ 픽셀을 이용한 페이스북 광고 전략
⑥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⑥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 라이브 세미나
포리얼 초빙 강사 특강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3주차 - 카피라이팅 A to Z 끝장내기

① 카피라이팅 12블록 테크닉으로 고객의 구매 전환까지
② 서두 작성을 위한 오픈 퀘스천과 브레인 오프너 전략
③ 고객 몰입을 위한 자격 증명과 사회적 증거 전략
④ 전환율을 만드는 CTA와 긴급 효과 전략
⑤ 10가지 카피라이팅 사례 분석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 라이브 세미나
팀 과제 발표 진행 (각 10분), Q&A
            

4주차 - 랜딩페이지 제작하기

① 랜딩페이지 이해하기 (고객의 구매 패턴 파악)
② 랜딩페이지 기획하기 (타겟, 페르소나 정의, 키메시지 작성)
③ 랜딩 웹페이지 개발하기 (Wix, CSS, Firebase로 호스팅)
④ 최종 배포하기 (랜딩페이지 검색 최적화)

8주
후불제 과정, 선불제 과정
소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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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과정 과정 기간
교육 과정
모집

- 수업 진행 방식
오프라인 실습 (라해스 오피스)

2. 참여 조건
- 창업부트캠프 300 본 과정 수료자
- 평일(주 5일) 최소 하루 5시간 이상 상주 가능자
   (신사역 3분 거리 라해스 본사)
- 등록비 100만원

4. 활동 기간
- 시작 일자로부터 3개월
   (기간 연장 여부는 신청 시 심사 후 결정)

3. 모집 인원
- 모집 인원 3명
   (인터뷰 후 선발 예정)

1~12주 - 라해스 대표와 함께하는 창업 실습

① 라해스 계열사와 창부캠300 출신 기업의 사업 전략 기획 및 실행
    *미리 팔아보기, 돌다리 등 실험을 설계하고 직접 실행 후 결과 데이터를 얻는 과정 반복
② 필수 독서 과제 수행
③ 라해스 강의 수강 후 리뷰 작성

1. 혜택
- 매월 활동 비 40만 원 지급
- 라해스 수강권 2주 마다 제공
- 대면 밀착 멘토링 제공
- 실험 진행 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라해스 신 사업으로 추진되며
   최대 40% 지분을 받고 리더로 신 사업 참여 가능
- 신 사업 진행 시 라해스에서 최대 1억 까지 자본 투자 진행- 신 사업 진행 시 라해스에서 최대 1억 까지 자본 투자 진행
- 심화 과정 참여자 및 입주 창업자 간에 네트워킹

12주
프로젝트 과정
자율 참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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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진행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5주차 - 가설 검증, 실험 설계하기 1

① 자율 선택 강의 1
② 1:1 창업 멘토링을 통해 창업 공식을 적용한 실험 설계 진행
③ 가설 검증 실행 및 가설 검증 사례 공유
④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실험 실행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 라이브 세미나
창부캠 참여자 사례 발표
            

6주차 - 실전 창업하기

① 1:1 실전 창업 멘토링
② 실전 창업 진행

- 라이브 세미나
백충호 초빙 강사 특강
            

- 수업 진행 방식
강의 수강, 일일 과제, 실시간 QnA

7주차 - 가설 검증, 실험 설계하기 2

① 자율 선택 강의 2
② 1:1 창업 멘토링을 통해 실전 창업 진행

- 수료식

8주차 - 창부캠 300 최종 결과 발표

① 수료생 네트워킹
② 우수 사례 공유 및 수료식
③ 창업 심화 과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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