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알고싶은전문가의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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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 회사소개및발전전략



파인트리회사개요

2016년 설립 후 다양한 교육 시장에서 활동했으며,

교육컨텐츠 플랫폼기획과운영에특화된회사입니다.

대표: 안덕진

설립일: 2016년 11월 1일

사이트 오픈: 2016년 11월

사업분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파인트리 오픈클래스 설립 (Task on/off practical education)

남부고시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Gov. Official Education)

수능교육 사이트 세븐에듀 (Korean SAT Education)

해커스 공무원 마케팅 컨설팅 및 운영대행(Education)

해커스토익 마케팅 컨설팅. (TOEIC/Langeuage Education)

주요 경력



기획부터영상, 개발능력까지플랫폼사업에 필요한모든역량을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평균 경력 8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인트리조직력

기획팀 마케팅 디자인/영상 개발 (현재외주)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이 가능한 조직력

“H사, ST사 출신 기획자” “S사 마케팅 팀장 출신” “교육업계 디자인 10년” “대기업급 LMS 개발 능력”

중소규모 온라인 교육회사와 동일한 조직 및 업무 능력 보유교육회사와 교육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험



파인트리는어떤서비스를하고있는가?

강사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컨텐츠화 하여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실무교육 서비스 ‘Skill sharp’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좋은 강의가 고객들에게 효

과적인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
약 10개분야
약 40명

강의연결플랫폼

기업강사서비스

온라인강의

협력강사 서비스형태

기업 성격과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강사

매칭 및 프로그램 설계

강사들의 현장강의 및 스튜디오 촬영해

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마케팅
데이터
분석

디자인 영상

광고 홍보 글쓰기 SNS

회계 투자 기획 개발

ETC



왜? 실무교육시장을선택했는가?

취업난의 지속과 이직/전직, 조기명예퇴직 등이 많아지면서 성인들의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인구 구조상 실무 교육 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Source:
*2015년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실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 (만 25-만 64세)
**팽생교육 중 비형식 교육만 추산했습니다. , 1인당 연 평균 교육비 28만원
***직무교육능력자는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참여율 70%를 바탕으로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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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 형식교육
만 25세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평생교육시장

TAM(Total Addressable Market)

직무관련
평생교육시장

SAM(Served Available Market)

수도권
직무교육시장

SOM(Share Of Market)

2015년 평생교육 참여자
16,379,570명

4.5조

직무능력교육 참여자
11,465,699명

3.2조

수도권 직무능력교육
9,844,866명

2.7조

평생교육참여율추이국내평생교육시장규모

• 평생교육시장에서 직무능력 관련 교육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 인구 및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교육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성장, 고령화 사회, 일자리 감소 등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무
능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직, 전직, 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인교육 시장은 단순한 “실무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R, 출판, 지식컨텐츠 거래 플랫폼으로 확

장이 가능한 높은 사업기회를 가진 시장입니다.

실무교육

직업 경력관리
컨텐츠 플랫폼

출판

취업 교육

이직/전직

취업 정보

헤드헌팅

커리어관리

지식 컨텐츠 판매

출판 유통

아웃소싱거래

왜? 실무교육시장을선택했는가?



파인트리는실무시장을공략할능력이있는가?

교육 분야 경력자들과 실무교육시장에서 스타트업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테크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경쟁자를 빠르게 추월할 수 있는 컨텐츠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Insight

교육기업 핵심 사업역량

강사 Management 능력

Marketing

(수강생 모집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컨텐츠 및 온라인 유통 능력

독점적인 컨텐츠 보유량

파인트리 역량수준 파인트리 경험 및 주요 성과

HighLow

HighLow

HighLow

HighLow

HighLow

▪ 교육 분야에서 8~10년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스카이에듀/메가스터디 컨텐츠 기획팀 출신들이 컨텐츠를 운
용하고 있음.

▪ 채널 별 맞춤운영과 분석을 통한 퍼포먼스 마케팅 진행 중
▪ 교육 시장에 특화된 마케팅 경험 및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 실무 교육에 적합한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현재 SKILL#에
서 유통하고 있음

▪ SKILL# 강사들은 온라인 독점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실무교육업계 유일함.

: 비교우위영역



파인트리의공략능력_교육시장인사이트

다년간의 교육업계 근무 경험과 H사, S사, P사의 마케팅 및 컨텐츠 컨설팅 작업과 N사 계열의 교육재단

의 디지털 마케팅 전담 업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븐에듀 마케팅 컨설팅

튼튼영어 마케팅
해커스 토익

컨텐츠 및 마케팅
컨설팅

해커스 공무원
컨텐츠 및 마케팅 셋팅

영어 개념반 구축

박문각 공무원
컨텐츠 및 마케팅 컨설팅

해커스 경찰
컨텐츠 및 마케팅 컨설팅

개념원리
사이트 구축

2014년 2월 2014년 9월 2015년 1월 2016년 2월 2016년 8월 2017년 2월 2017년 12월

파인트리운영히스토리

네이버 커넥츠
디지털 마케팅 과정 운영

네이버 커넥츠
디지털 마케팅 과정 온라인 구축

파인트리 오픈클래스 설립 및 운영 스킬#으로 브랜드 명 변경원데이 클래스로 실무시장 테스트 런칭



1단계
강사 및 컨텐츠 기획

2단계
강의 테스트 및 피드백

3단계
스타강사 달성

컨텐츠 분석 및 강사분석

강사 성격 구분
컨텐츠형, 흥미형, 예측형, 스토리텔링형

온&오프라인 강좌
커리큘럼 구성

시장 분석 및 런칭 전략 구성

무료
1차 강의 진행
(일반 고객)

강사 컨셉
강의 커리큘럼

피드백

교안 및 컨텐츠
피드백

강의력
강의시간

강의 관련 피드백

무료
온라인강의

촬영
(타겟고객)

최종 컨
셉 및 커
리큘럼
완성

최종 강의
리허설

강의 런
칭

온 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

정기적 강의, 무료강의, 컨퍼런스 참여
-강의력 향상을 위한 과정-

연계 매출을 위한 2차 3차 강의 런칭
강의 Packaging

수익 다변화
온라인 컨텐츠, 기업 및 단체 출강

강사 개인
브랜드화

출판, 강연
언론 노출 극대화

30일 30일~3개월 4개월~

지속적인 강의 개선 및 컨텐츠 개선 작업

“시장조사, 강사 분석, 컨텐츠 기획” “연습생 과정” “매출 확보를 위한 수익 활동 과정” 

철저한 시장 분석, 컨텐츠 포지셔닝 정립. 체계

적인 커리큘럼, 강사 컨셉 규정

판매 가능한 강의와 컨텐츠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수행

마케팅/광고/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보, 매출증대를 위한

컨텐츠 판매 채널 다변화, 언론, 출판, 강연을 통한 개인 브랜딩

강사매니지먼트시스템

파인트리는 3단계로 구성된 강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 실무교육에 최

적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파인트리의공략능력_강사매니지먼트



유튜브 시장의 성장은 교육 컨텐츠 확보와 강사 확보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스킬#성장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교육유튜버문제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낮은 수익

현재교육유튜브컨텐츠

교육 컨텐츠 시청 빈도
주 3.6회

교육 컨텐츠 시청 목적
취미 및 여가 생활 48.4%

러닝 컨텐츠 만족도
71.4% 원하는 시간이 시청가능

출판 및 부가 컨텐츠화 미비

출처: 구글 코리아
조사지역: 서울 및 경기도 , 6대광역시
조사대상: 15-69세 1,000명, 1회 이상 유튜버를 사용한 자

시장확대의기회

컨텐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익 확대 기회 제공

컨텐츠 기획 및 매니지먼트로
출강/ 출판/ 디지털 컨텐츠화 지원

“다양한 강사Pool 확보 가능”

파인트리의공략능력_컨텐츠거래플랫폼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42명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독점 계약 강사의 경우

약 3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분석 CLASS : 8명 디지털마케팅 CLASS : 6명 웹 모바일 기획 : 4명 소셜/모바일 마케팅 : 6명

스타트업 / 창업 : 3명 경영/비즈니스 : 4명 디자인 : 3명 프로그래밍 : 2명

영상/마케팅 : 4명

취미/ 아트 : 2명

• 전민우 – 구글애널리틱스
• 이승호 – 엑셀 데이터분석
• 신성무 – 구글애널리틱스
• 권영은 – 데이터분석의이해
• 김도연 – SQL 데이터분석
• 오경석 – 구글태그매니저
• 김동우 – 구글태그매니저
• 김민용 -파이어베이스

• 신경현 – 디지털마케팅이해
• 진희종 – 마케팅채널믹스
• 임현재 – Google Ads
• 김동현 – 브랜드의이해
• 임윤정 – 카피라이팅
• 김봉근 – 마케팅과브랜딩

• 최준호 – 웹기획의이해
• 정재용 – 스토리보드실습반
• 조영수 – Axure 웹/모바일기획
• 김우중 – 기획의기본

• 유성민 – 페이스북마케팅
• 권영은 – 모바일마케팅
• 조영빈 – 인스타그램마케팅
• 이민규 – 콘텐츠마케팅
• 고은빈 – 마케팅글쓰기
• 이계열 – 구글 앱마케팅

• 정민지 – 유튜브마케팅
• 김은솔 – 동영상마케팅
• 유지훈 – 유튜브콘텐츠마케팅
• 이인우 – 동영상콘텐츠만들기

• 김경은 – 온라인쇼핑몰창업
• 정유정 – 아마존글로벌셀링
• 권소라 -프로토타이핑

• 박유진 – 랜딩페이지 UX/UI
• 서효승 – UX/UI의 이해
• 김준수 – 포토샵기초

• 강양석 – 전략적사고
• 이소담 – 스피치
• 최용수 – 기획, 제안서
• 이광희 – 파워포인트&스마트 워크

• 최재우 – 마케터를위한프로그래밍
• 양수열 – 마케터를위한 SQL / 파이썬

• 문현미 – 취미 미술
• 이희정 -플라워아트

“ 현재 스킬# 독점계약 강사 약 30명”

파인트리의공략능력_온라인독점강사보유



기존 교육회사의 형태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취업과 커뮤니티까지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기획되었습니다.

1단계
온/오프라인 강의

2단계
실무교육 지식, 취업, 모임 플랫폼

주요 서비스
• 오프라인 실무교육 기획 및 진행
• 온라인 강의 기획 및 서비스

• 취업 연계 서비스
• 책, 지식컨텐츠,프리랜서 연결 서비스

경쟁 서비스
“패스트 캠퍼스”

“스콜레”

“원티드:”, “잡플래닛”

“크몽“ ,”숨고”, “탈잉”

시장 상황
✓ 2017년 패스트캠퍼스 매출 120억

✓ 실무직무 컨텐츠의 빠른 변화

Skill#의 준비

✓ 2011년 이후 누적 매출 200억

✓ 8개월만에 100억 급상승 기록 중

✓ 온/오프라인 강의 플랫폼 완성

✓ 온라인 독점계약 강사 약 40명

✓ 강의 수강회원 약 6,100명

✓ 영진닷컴 출판사와 컨텐츠 제휴 체결.

✓ 책 판매를 위한 서비스 기획 및 완료

✓ 재능판매를 위한 구조 기획 중

3단계
교육 및 행사 모임 정보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모임 정보
• 행사 및 강연 기획 및 진행

“전문분야 커뮤니티“

✓ 온오프 믹스 회원 77만명

✓ 특정 직업 커뮤니티는 아직 시작단계

✓ 강의 별, 강사 별 커뮤니티를 발전

✓ 링크드인과 같은 커리어 관리 파트너

로 기획 중

체계적인성장전략을보유하고있는가?



SKILL# 매출성장전략

2018년 2019년 2021년 2023년

비즈니스모델구축

(Prototype)

인지도확대, 회원확보

마케팅+조직구축
평생교육시장 3위권업체

종합형

평생교육서비스

연 1~2억 연매출 10억 연매출 100억 연 500억

단계별목표

목표매출

평생교육카테고리

강의개설비율
재직자+내일배움 과정 406개 중 20개

5%

재직자+내일배움 과정 406개 중 80개

20%

재직자+내일배움 과정 406개 중 200개

50%

재직자+내일배움 과정 406개 중 350개

80%

강사및 CM 소속강사
40명

담당CM
4명

소속강사
100명

담당CM
10명

소속강사
250명

담당CM
30명

소속강사
300명

담당CM
40명

강사평균매출 강사 1인평균: 500만원 강사 1인평균: 1,000만원 강사 1인평균: 4,000만원 강사 1인평균: 약 1.7억

유료회원/누적회원 714명/ 7,000명 3,571명 /35,000명 35,714명 /350,000명 214,000명/ 1,000,000명

투자유치목적

체계적인성장전략을보유하고있는가?

향후 5년간의 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현재 1단계 Prototype 완성 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B2B 매칭요청

직원교육을
진행한회사

*이외에 병원, 중소기업도 많이 있으나 인지도 있는 업체만 기입했습니다.

Skill#은컨텐츠와방향성은맞는가?

다양한 대기업과 교육회사들이 출강 요청 및 커리큘럼 제작대행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택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의와 커리큘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드리는당부의말씀

맺음말

실무 교육시장의 문제점을 플랫폼과 매니지먼트로 해결하고자

교육 시장의 젊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의 힘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파인트리컴퍼니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