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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클래스는 동영상 강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에어클래스에는 다양한 동영상 강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최신 강의를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동영상 강의 플랫폼, 

에어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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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숫자로 보는 에어클래스
(2019년 6월 기준, 지속 성장 중)

(106,500편)

동영상 강의 수 1위
(1,600명)

강의 제공 파트너사 수 1위
(5,000개)

과정(클래스) 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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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분야의 유명 사업자 및 학원,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신 트렌드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분야는 외국어, 자격증부터 문화, 예술*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동영상 강의

PC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Active-X)없이 막힘없는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용 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에어클래스는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막힘없이 이용

*외국어, 자격증,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재테크, 문화&예술, 컴퓨터, 키즈, 대학, 초중고 분야의 강의 제공 중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인앱결제 등

OUR SERVICES (1/2)

에어클래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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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클래스에서는

스마트폰 데이터 소진 걱정없도록 동영상 다운로드 지원, Q&A 지원, 첨부파일 제공,
수강기간 일시정지 등과 같이 동영상 강의에 특화된 기능들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특화된 편리한 기능

OUR SERVICES (2/2)



7

OUR GOAL

에어클래스는 다양하고 훌륭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러닝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비전

이러닝 생태계 혁신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기존의 이러닝 유통시장을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이러닝 생태계를 혁신합니다.

목표
이러닝 빅데이터 랩

과거부터 쌓아온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직관적이고 정확한 동영상 강의 추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훌륭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ㅁ

현재
국내 1위 동영상강의 플랫폼

2019년 현재 1,600여명의 동영상 공급자가 동영상
10만여편을 공급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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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주요 콘텐츠 주요 콘텐츠 공급자

외 국 어

주요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회화
제2 외국어(유럽/동남아/아프리카 등) 회화
TOEIC, IELTS, TEPS, G-TELP 등 다양한 영어능력시험
HSK(중국어), JLPT, JPT(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능력시험
TOPIK(한국어능력시험)

ECK교육, 다락원, 삼육오, 캐럿글로벌, 다름에듀, 플랜티어학원,
SOP아카데미, 아이런중국어, 모질게신토익, 제시카 G-TELP 등

자 격 증

기술사(토목시공, 건설안전, 건축전기설비 등)
기사(전기,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등)
산업기사/기능사(건설재료, 콘크리트, 위험물 등)
금융자격증(전산회계, 전산세무)
해외자격증 (PMP 등)

서울기술사학원, 종로기술사학원, 인천기술사학원, 
사당건축토목학원, 올윈에듀, 올배움kisa, SCK(소프트뱅크),
셀파컴퓨터회계학원, 내일배움원격평생교육원 등

비 즈 니 스

국가별 문화 및 비즈니스 강의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비즈니스 영어 회화/이메일 활용법
실전보험과 세금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인사노무관리실무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각종 리더십 강의

현대경제연구원, 다락원, 당근영어, 정성진교수, 이태원대학교,
유스터디, 현대고시학원, 올윈에듀, 고시넷 등

재 테 크

주식실전투자전략
설물옵션실전투자전략
경매 실전투자전략
미국주식투자 기초상식
부동산
시스템트레이딩

무극선생 이승조, 설춘환, 미국주식에 미치다, 불곰주식연구소,
시스메틱, 프릭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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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주요 콘텐츠 주요 콘텐츠 공급자

컴 퓨 터

MS office 강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Adobe 소프트웨어 강좌 (포토샵,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 등)
한컴오피스 강좌
3DS Max 모델링배우기
캐드, 솔리드웍스, 인벤터, 레빗
파이썬, 자바, C++ 등 각종 프로그래밍 강좌
Wordpress 활용법

아이비컴퓨터교육닷컴,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씨스꿀컴퓨터스쿨,
새로미디어, 미림미디어랩, 메카피아 등

문 화 &예 술

각종 악기 강좌 (통기타, 피아노, 색소폰, 드럼 등)
각종댄스 강좌 (살사, 벨리댄스, 다이어트댄스 등)
캘리그래피
각종 인문학강좌 (역사, 사회, 철학, 미술, 음악 등)

기타캠프, KGM뮤직스쿨, 풍운아기타, 현대경제연구원 등

라 이 프 스 타 일

여행 & 캠핑
패션 & 헤어 & 메이크업
은퇴후 여가설계
헨드페이팅, 슈링클스 등 각종취미
와인 소믈리에 과정

하나투어, 에반스타일, 뷰티TV, 마인드밸런스 등

스 포 츠

골프
자전거
스키 & 스노우보드
주짓수 호신술
기타 생활체육 (수영,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골프존, 대한체육회, 현대경제연구원, 휴니언스카우트, 주짓수아카데미, 심짱 등

CONTENTS LIS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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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주요 콘텐츠 주요 콘텐츠 공급자

대 학

미적분학
통계학
일반물리학
공업수학
선형대수학
경제경영수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일반생물학
동역학
전자기학

유니브엠, 탑그레이드, 이상교육 등

CONTENTS LIST (3/3)



당신의 성장

에어클래스 고객지원팀
Phone : 02 745 1202 (오전 10시~오후 7시)
E-mail : support@airklass.com

강의 구매 문의

에어클래스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