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클래스 서비스 소개서
배움의 한계를 뛰어넘는 끝없는 호기심



2

Contents

WHO WE ARE 

OUR SERVICES 

OUR PARTNERS 

OUR  GOAL 

FAQ

-  에어클래스 소개 
-  숫자로 보는 에어클래스 

-  에어클래스 장점 

-  에어클래스와 함께하는 대표 사업자 소개 

-  에어클래스의 목표와 비전



3

에어클래스는 누구나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오픈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동영상 강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클래스에서 동영상 강의 사업자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개설하거나 확대 할 수 있으며, 소비자

들은 다양한 강의를 검색하고 비교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에어클래스는 대한민국의 이러닝 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동영상 강의 플랫폼, 

에어클래스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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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숫자로 보는 에어클래스 
(2019년 2월 기준, 지속 성장 중)

1,600
참여 사업자

4,600
클래스

97,700
동영상

250,000
누적 거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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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리하게 결제 및 재생이 가능합니다. 

에어클래스에서는
OUR SERVICES (1/3)

막힘 없는 결제와 재생 

안드로이드앱 및 아이폰앱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결제 및 재생이 가능
합니다. 이는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결제율이 증가됩니다.

콘텐츠와 채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자체 이벤트를 위한 할인코드 발급,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을 지원합니다.

채널 관리 편의성 증대 

Q&A, 공지사항 게시, 알림 기능, 교재 판매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클래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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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클래스에서는
OUR SERVICES (2/3)

관리 페이지에서 일단위로 결제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페이지뷰수, 동영상 재생수, 판매수, 판매금액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판매 내역 제공과 정산 시스템

이를 통해 마케팅 효율성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 진행과 정확한  
정산내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보유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 및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 서비스의  

키워드 검색광고를 지원합니다.  

또한, Youtube와 Facebook 그리고 NaverTV 의 자체 보유 채널을 통해  
다년간의 노하우로 홍보를 도와드립니다. 

(마케팅 지원은 당사 마케팅팀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콘텐츠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매출 상승을 위한 마케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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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익을 공유 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판매수익의 70%를 지급합니다. 

참여 사업자의 성장이 곧 에어클래스의 성장입니다.  

참여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에어클래스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에어클래스의 모든 기능과 지원을
이용하면서 드는 비용은 0원.

OUR SERVICE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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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S (1/3)

유니브엠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 활용 목적: 판매 채널 확대 

- 23개 클래스, 800여편의 동영상 판매 중 (지속 업데이트 예정) 

메가넥스트 (메가스터디 자회사) 

현대경제연구원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활용 내용: B2C 판매 채널로 이용 (에어클래스 독점판매) 
- 168개 클래스, 2340 여편의 동영상 판매 중 (지속 업데이트 예정)

현대경제연구원

골프존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활용 내용: B2C 판매 채널로 이용 (에어클래스 독점판매)  

- 13개 클래스, 130 여편의 동영상 판매 중

골프존

https://www.airklass.com/page/univm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25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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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S (2/3)

플랜티 어학원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활용 내용: 기존 홈페이지 일부 과목 이전 및 판매 채널 확대 
- 18개 클래스, 800 여편의 동영상 판매 중 (지속 업데이트 예정) 

플랜티 어학원 

유안타 미국주식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활용 내용: 신규 계좌 개설 및 일정 약정액 도달 고객에게  

                       에어클래스에서 판매 중인 미국 주식 관련 유료 강의 제공 

유안타 증권

SBCK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 활용 내용: SBCK 교육센터 온라인강의 채널 

- 5개 클래스, 120 여편의 동영상 판매 중 (지속 업데이트 예정) 

SBCK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한국 자회사)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80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84
https://www.airklass.com/page/sbckedu


10

OUR PARTNERS (3/3)

마인드밸런스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활용 내용: B2C 판매 채널로 이용 
- 66개 클래스, 1000 여 편의 동영상 판매 중 

당근영어, 마인드밸런스 

>

유비온 무크랜드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 활용 내용: 공인 중개사 및 각종 자격증 판매 채널 확대  
- 102개 클래스, 2300 여 편의 동영상 판매 중 

유비온

야놀자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 활용 내용: 제휴 사업자 교육 영상 판매 채널  
- 7개 클래스, 50여편의 동영상 판매 중 

야놀자

당근영어 프로모션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97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100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30
https://www.airklass.com/pr/promotion?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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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OAL

비전  
이러닝 생태계 혁신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에어클래스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해 기존의 이러닝 유통시장을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이러닝 생태계를 혁신합니다.

목표  
이러닝 빅데이터 랩

3000여개 이상의 사업자, 20만편 이상의 동영상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훌륭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 및 활용하여  

더욱 직관적이고 정확한 동영상 강의 추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사업자들에게는 활발한 시장을 제공합니다. 현재  

국내 1위 동영상강의 플랫폼

에어클래스 동영상 강의 오픈 플랫폼으로 2013년 12월 출발하여 
2019년에는 1800여개 사업자, 유료영상 10만여편을 확보하며  

성장하였고 이러닝 유통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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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하나의 계정으로 몇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나요?

생성가능한 클래스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계정에 강의 내용이 통일된 클래스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정도 카테고리에 맞춰 

한개 이상 생성 가능합니다. 

Q

. 업로드 할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어클래스 사업개발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대용량 업로더를 통해 업로드를 지원합니다. 

Q

. 정확한 과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또 마케팅을 지원해 드린다고 해도 추가로 과금 되지 않습니다.  

에어클래스는 콘텐츠가 판매되면 순판매수익(제세공과금 및 결제수수료 제외)의 70%를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Q

.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 판매 채널, 콘텐츠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  
유료 마케팅(검색 키워드 광고, 페이스북 타켓광고 등)과 무료 마케팅(에어클래스 보유 SNS채널)을 선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Q



에어클래스와 
함께 성장하세요.

에어클래스 사업개발본부 

Phone : 070. 4633. 1200 

E-mail : biz@airklass.com

Contacts

mailto:biz@airkla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