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설계를 끝마치셨습니까? 올해 기업운영 방안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공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LG U+ 경영지원 서비스 출시!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과연 내 사업이 

건강한 걸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없을까?사업장 규모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ㅠ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인데 

혼자 하긴 두려워!

과거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성공노하우를 들어보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정확히 아는 만큼 성공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인력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은지, 

자금조달, 재무현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장님의 수많은 고민거리, 

이제는 U+ Biz 사업지키미와 함께하십시오. 

각 분야 전문가가 사장님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27 LG 유플러스 타워

LG Uplus Tower, 827, Namdaemunno

5-ga, Jung-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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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진단은 매년,  
그런데 사업 건강진단은 들어 본적도 없으시다구요?

이제는 중소사업도 
경영진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입니다.

16%

47%

신장개업 점포 中

비교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사업지키미
신규 고객님 특별 혜택!

런칭 프로모션 적용가

※ 모든  요금은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 프로모션 할인은 첫 달부터 셋째 달까지 프로모션가로
     청구되며, 넷째 달부터 정상가로 청구됩니다.

※ 위 프로모션은 15년 2월 가입 고객까지만 적용됩니다.

경영컨설팅
13,000원(무약정)

월 3,500원(3년 약정)

스탠다드형

Diagnosis

Benefit
혜택

사업진단에서 전문가 상담까지 

1:1 온라인 
맞춤컨설팅

경영컨설팅 + 전자장부
36,000원(무약정)

월 13,500원(3년 약정)

프리미엄형

"사장님 고민 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든든한 성공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3년 내 폐업 47%1년 내 폐업 16%



어떤 투자조건, 사업환경에 계시든 성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  

진단해 드리는 LG U+만의 차별화된 경영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장님의 다양한 고민에 딱 맞춘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은 기본, 기장 및 세무신고 등

세무 관련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란? 스탠다드 프리미엄

요금

가입비

※ 정기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약관에 의거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 할인액 반환금 계 식 = 사용 개월 수 x (계약기간 할인 금액 – 사용기간 할인 금액)
※ 이용 중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희망일 기준 5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액형 서비스(스탠다드/프리미엄) 외에도 추가 과금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세내용 전용 홈페이지 참조.

※ 가입비는 3년 약정 시 청구 면제되며, 1년 이내 해지 시 할인반환 청구됨을 안내 드립니다.

사업지키미 스탠다드 : 3만원 사업지키미 프리미엄 : 5만원 

(VAT 별도)

3년

7,000원

27,000원

스탠다드

프리미엄

2년

9,000원

30,000원

1년

11,000원

33,000원

무약정

(VAT 별도)

13,000원

36,000원

재무현황 진단
전자신고파일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리포트를 이용하여 전문가 진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평균 및 업종별 우수그룹의 재무현황과 비교 서비스)

권리금 프라이싱
점포 운영자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점포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인지, 창업 준비자에게는 계약할 점포의 적정 권리금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가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권진단
상권진단은 사업장 혹은 사업장이 위치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상권분석 및 전문가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 진단
인력고용 및 운용 중 노동법의 위반사항 및 위반 시 처벌사항을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점포운영 진단
현 점포의 기본 정보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포의 임대수준, 권리수준, 현시점의 가치, 투자금과 
권리금의 회수율과 회수기간, 매출 / 비용 / 수익률 적정성을 전문가가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고용지원 대상 진단 
근로자의 채용 및 복지혜택에 필요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을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포운영 정보
전문 경영컨설팅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고급지식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은행 형식의 검색포털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프로그램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지원 / 고용지원 / 기술개발지원 / 마케팅지원 / 특허인증지원 등)

전문가 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1:1 맞춤 컨설팅 제공, 4시간 이내 답변원칙)

전자장부
고객님의 간단한 입력만으로 기장을 할 수 있으며, 작성된 기장의 검토부터, 

세무신고 대행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세무상담
전자장부 전담 세무사가 세무처리와 세금절약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신고서비스
전자장부와 연동하여 세무신고를 도와드리며, 세무진단, 세무처리 신고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해 드립니다.

사업진단에서 전문가 상담까지 

1:1 온라인 
맞춤컨설팅

점포운영 진단

전문가 상담 

정부지원
프로그램 점포운영 정보

권리금  프라이싱

재무현황 진단 

노무 진단

정부 고용지원  
대상 진단

상권 진단

세무 관련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스탠다드

프리미엄

스탠다드 프리미엄

Standard

Consulting

Prem
ium

전자장부 세무상담 세무신고서비스  

biz.u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