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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공’ 가입과 동시에 완벽한 스마트 학원 운영 가능! 

알공 스마트 패키지 

   알공 스마트 패키지는 스마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4가지 솔루션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ㅍ 
50만 건 이상의 

대치동 학습자료 

Solution 1 

문제은행 

ㅍ 

지능형녹화방송장비와 

홈페이지가 

자동 연동되는 

최첨단 인강 솔루션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 가능) 

Solution 2 

스강(스마트 강의 솔루션) 

ㅍ 

고비용의 전단지 

및 인터넷 광고를 

대체하는 

모바일 전단지 

Solution 3 

매거진 

ㅍ 
앱(App)을 활용한 

만족도 높은 

소통 관리 시스템 

Solution 4 

알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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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학습 콘텐츠의 전국화 

•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에서 탄생한 수능과 내신 만점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의 집합소 

• 대치동 전문학원에서 보유한 자료 중 핵심만 추출하여 50만 건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전국의 학원/강사/학생에게 판매  

  학원 수업료에만 의존하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 판매 수익 추가 확보 

 Solution 1. 알공 문제은행 

   알공 문제은행은 대치동 전문학원에서 보유한 핵심 자료를 알공 문제은행에 상품으로 등록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최초 교육 콘텐츠 오픈마켓입니다. 

대치동 

파이널 모의고사 

(수능) 

대치동 

고등 학습자료 

(수능, 내신) 

대치동 

중등 학습자료 

(내신) 

대치동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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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1. 알공 문제은행 

   ‘알공 문제은행’ 활용 시나리오 

구매 활용 자료 등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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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공 스강은 무료로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에 학원 강의를 자동 등록하고 복습 및 특강 등 부가서비스로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 자동 녹화 솔루션입니다. 

 Solution 2. 알공 스강(스마트 강의 솔루션) 

 자동 녹화 ∙ 자동 저장 ∙ 자동 등록 

•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 없이 지능형 무인 카메라가 강사의 동작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강의 녹화 

• 컨트롤 앱을 통해 강의 동영상 업로드 및 등록  

 1인 방송 운영  

• 강의 촬영부터 사이트 게시까지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강사 혼자 모든 작업이 가능  

• 전문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력 비용 절감  

 부가수익창출 

• 학원 강의를 인강으로 판매하여 전국 온라인 수강생 확보 

• 복습 또는 보충 강의 등 부가서비스로 편리하게 활용  

• 실시간 생방송 강의가 가능하여 특강으로 활용  

 알공 포털 사이트에 자동 노출되어 강의 홍보 효과 증대 

• 전용 홈페이지와 함께 알공 포털 사이트에 자동 노출되어 잠재 고객에게 홍보 

 

컨트롤 앱 

지능형녹화 

방송장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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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2. 알공 스강 

   ‘알공 스강’ 활용 시나리오 

ㅍ 

3. 처리 및 배포 

 클라우드 서버에서  
  안전하게 처리 · 배포 

LMS 서버 

TMS 서버 

CMS 서버 

생방송 서버 

ㅍ 

1. 컨트롤 앱 

 녹화 제어/편집/업로드 

ㅍ 

2. 촬영 및 저장 

 지능형 무인 카메라를 통해  
  자동 녹화 및 저장 

자동녹화저장장비 

지능형 무인 카메라 

ㅍ 

4. 홈페이지 자동 게시  

 인강 홈페이지에 
  자동 게시 

ㅍ 

5. 구매 

 수강생이 원하는 강의 
  선택 구매 

ㅍ 

6. 활용 

 다양한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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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특성에 맞게 직접 제작 

•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직접 제작 

• 전문 디자인 인력이 필요 없는 파워포인트 작업 수준의 쉬운 제작 프로그램 

• 동영상 및 URL 등 멀티미디어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홍보 툴 

 기존 수강생 및 기타 확보된 연락망으로 손쉽게 바로 전송 

• 제작된 홍보물을 SMS, 카톡 및 SNS 등을 통해 

    전달하면 수신자가 바로 열람 및 공유 가능 

 잠재적 원생 추가 확보 가능 

• 교육 포털 매거진에 게시되어 

    불특정 학부모에게 자동 노출  

 Solution 3. 알공 매거진 

   알공 매거진은 파워포인트보다 쉽게 제작한 학원 홍보물을 학원 및 교육 포털 매거진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한 모바일 전단지 앱입니다. 

한 달 수백만 원의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학원 홍보 수단 

MMS 

스마트 
매거진 

2 

MMS 

길거리 전단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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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3. 알공 매거진 

   ‘알공 매거진’ 활용 시나리오 

저작도구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매거진•홈페이지 제작 가능 

다운로드 없이 바로 공유하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전단 

학원 특성에 맞게 콘텐츠 직접 제작 

학원 확보 DB를 통해 확산 

기존 고객 

기존 전단지 

스마트 전단 

알공 포털을 통한 홍보 

잠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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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 

• 전화, 이메일, 문자 및 SNS 등 학부모와의 다양한 소통 매체를 앱으로 일원화 

• 학원의 각종 공지사항 전달뿐만 아니라 수강료 결제까지 앱을 활용한 학원 관리 자동화 

• 담당자의 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 매달 비용이 드는 단체 문자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대체 

• 알공 매거진과 연동으로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 및 홍보 효과 극대화 

 학부모 만족 증대로 입소문 홍보 효과 

• 학원의 모든 서비스를 앱으로 학부모에게 자동 전달 

• 풍부한 정보와 실시간 소통으로 학부모 만족 증대 

    및 지인에게 자발적 홍보 

 Solution 4. 알공 알림장 

   알공 알림장은 학원의 모든 서비스를 앱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담당자의 업무는 간소화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이는 소통 관리 시스템입니다. 

원장/ 선생님/ 학부모들의 각기 다른 NEEDS를 충족시켜주는 

스마트한 가정통신 

출 석 부 (교사) 

학원 홍보 

공지사항/스케줄 

자료실/커뮤니티 

시험 결과 

클리닉 자료 

수강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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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4. 알공 알림장 

   ‘알공 알림장’ 활용 시나리오 

ㅍ 

4. 알공 매거진 연동 

 학원 소식/이벤트 홍보 

ㅍ 

5. 지인에게 전송 

 카톡, SMS, 이메일, 다양한  
  SNS를 통해 발송 

ㅍ 

6. 이벤트 참여를 통한  
원생확보 

 홍보 매거진을 통한 이벤트     
  참여와 자연스러운 마케팅으로 
  원생 확보 가능 

원생  
증대 효과!! 

ㅍ 

2. 학부모 

 알림 확인 후  
  앱 실행 

ㅍ 

1. 학사 이벤트 

 공지, 출석, 결제, 시험 등 

3. 메시지 확인 

 메시지 확인 

학부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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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대 

• 알공 문제은행 : 학원의 수업자료를 전국 회원들에게 판매 

• 알공 스강 : 학원 강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부가서비스로 활용하여 전국의 온라인 수강생 확보 

 홍보 효과 극대화 

• 알공 매거진 : 제작된 홍보물을 알공 알림장 및 지역 교육 포털 매거진에 게시하여 불특정 학부모에게 자동 노출 

 비용 절감 

• 알공 매거진 : 고비용의 전단지 및 인터넷 광고를 모바일로 직접 제작 및 배포 

                     : 카톡 및 SNS 등 저비용의 바이럴 마케팅 활용 

• 알공 알림장 : 매달 비용이 드는 단체 문자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로 대체 

                     : 학원 행정 업무에 필요한 관리 인력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 알공 스강 : 강의 촬영부터 사이트 게시까지 강사 혼자 모든 작업이 가능 

• 알공 알림장 : 학부모와의 다양한 소통 매체를 앱으로 일원화하여 담당자 업무 간소화 

스마트 학원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매출 증대/비용 절감/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알공 스마트 패키지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