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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통합플랫폼의 필요성 │ 콘텐츠는 모을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에는 더 많은 콘텐츠와 사용자가

몰려 드는 선순환이 생겨 전체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확장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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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콘텐츠통합플랫폼인가?

콘텐츠규모
확장

사용자참여 플랫폼활성화



Case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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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검색 포털 네이버쇼핑

가격비교

정보 수집 가격 비교

네이버광고

(파워링크등)

상품 광고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상품 판매/구매

정보 수집, 가격 비교, 상품 광고 및 판매, 간편 결제까지 가능한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

2014년 자체 쇼핑몰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쇼핑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가격비교, 쇼핑 검색에 더해 쇼핑몰 구축 서비스와 네이버페이까지 추가하면서

쇼핑의 시작과 끝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쇼핑 플랫폼으로써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톡톡

고객관리

1. 왜 콘텐츠통합플랫폼인가?



Case Study │

온라인 집들이 콘텐츠부터 스토어 등 인테리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서비스.

개인들 간 인테리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나도 저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셀프 인테리어 시장에 진입하는 소비자를 늘려나가고, 별도의 쇼룸을 두기 어려운

중소 가구업체들에게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제공.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가 시공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온라인

집들이

인테리어제품

정보 확인

영감 받고 정보보고

인테리어제품

구매

구매하고

셀프

인테리어

꾸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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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콘텐츠통합플랫폼인가?



교사/강사의 한계

개인 SNS, 교육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적 콘텐츠 공유에 그침

1.

특정 오피니언 리더/단체 외

개인의 콘텐츠는 성장이 어려움

2.

도서, 교구재 등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상품화에 한계

3.

에듀테크의 한계

에듀테크에 대한

교육 시장의 인식 부족

1.

콘텐츠 마케팅

예산 및 홍보 기회 부족

2.

공/사교육 시장에 동시 진입의

어려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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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장의 한계 │ 많은 교육 콘텐츠가 잠재력이 있더라도 예산/홍보 부족 등으로 교육 시장에 진입하지 못 하거나, 

개인별/기업별로 흩어져 일회성 공유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1. 왜 콘텐츠통합플랫폼인가?



교사

AS-IS TO-BE

강사 에듀테크

연수 교육뉴스 도서

영상콘텐츠 강의 교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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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강사 에듀테크

연수 도서

영상콘텐츠 강의 교구재

교육전문
플랫폼

교육 전문 플랫폼을마련하여교육콘텐츠와사용자를응집시키고,  잠재력있는콘텐츠가성장할수 있는

장으로만들어전체 교육시장 규모를키워야합니다. 

해결책 │

1. 왜 콘텐츠통합플랫폼인가?



통합콘텐츠플랫폼

통합연수

연수

샘스토리

교사 제작

콘텐츠

쿨북스

전자책

출판도서

우리학교서재

학교 간행물

온라인 관리

쿨마켓

교구재

구매/판매

쿨이슈

교육뉴스

에듀테크 스토리

에듀테크 콘텐츠

통합 프로필

전국 교사/강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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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연수, 도서, 교구, 교사 프로필 등 분산되어 있던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통합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쿨스쿨이란? │

2. 쿨스쿨 소개



정교한 타겟팅
ㆍ특수학교 등 학교 구분 별 광고 노출

ㆍ17개 시도 지역별 광고 노출

ㆍ교사 직급별 콘텐츠 노출 (교장, 부장, 담임, 사서 등)

Detail

강력한 매체 파워
ㆍ누적 라이선스 8,100개교

ㆍDAU 300,000 (Daily Active User)

ㆍDPV 20,000,000 (Daily Page View)

콘텐츠 광고
ㆍ로그인 팝업

ㆍ도서홍보 탭

ㆍ네이티브 광고

ㆍ슬라이딩 광고

① 8,100개교 30만 선생님들에게 내 콘텐츠를! 쿨메신저에 기반한 콘텐츠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Keyword

Powerful

Contents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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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스쿨 통합 콘텐츠 플랫폼 특징 │

2. 쿨스쿨 소개



교사 콘텐츠1. 역사놀이카드 ‘고아나’

고스톱 규칙에 역사 콘텐츠를 접목한 학습보드게임으로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화된 사례입니다. 

샘스토리를 통해 선생님의 카드 제작 스토리가 소개되었으며, 

쿨메신저 배너 광고로 홍보 후, 쿨마켓에서 상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교사 콘텐츠2. 단체 티셔츠

교사 모임 ‘참쌤스쿨‘의 선생님 80명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제작된 반 티셔츠로 쿨마켓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쿨메신저 및 쿨스쿨 플랫폼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티셔츠를 구매하여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에서 실제

착용했던 후기가 쿨마켓, 샘스토리 외 개인 SNS 등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꾸준히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품입니다.

교육현장의
아이디어 발굴

샘스토리

상품화
판매

쿨마켓

Blog Market

홍보

쿨메신저, 쿨이슈
쿨스쿨

AD

구매후기
바이럴

샘스토리

SNS

재구매

쿨마켓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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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 콘텐츠 홍보부터 2차 콘텐츠 제작/판매까지! 교육 콘텐츠의 선순환을 만듭니다.쿨스쿨 통합 콘텐츠 플랫폼 특징 │

2. 쿨스쿨 소개



기업 콘텐츠1. 비대면발열측정 출결관리

비대면발열측정 출결관리 솔루션은 쿨스쿨 플랫폼과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쿨메신저의 다양한 광고 채널들을 통해

콘텐츠 및 상품 홍보를 하였습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영업DB를

확보하여 전국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업 콘텐츠2. 교사 연수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티스COOL스토리’ 기업 샘스토리를 개설하여 연수 홍보를

위한 다양한 카드뉴스를 포스팅합니다. 포스팅은

쿨메신저와 정기 뉴스레터 등의 채널에서 홍보하며, 

이외 통합연수 서비스 및 쿨메신저의 연수탭에서 연수

상품 광고도 진행하여 연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아이디어 발굴

기업

콘텐츠
마케팅

샘스토리,쿨북스
EduTech Marketing

구매링크,배너

쿨마켓,박람회
Sale

구매후기
바이럴

샘스토리
SNS

재구매

쿨마켓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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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스쿨 통합 콘텐츠 플랫폼 특징 │ ② 내 콘텐츠 홍보부터 2차 콘텐츠 제작/판매까지! 교육 콘텐츠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2. 쿨스쿨 소개



파트너 혜택
쿨스쿨

Coolschool Partner Benefit

쿨메신저, 쿨스쿨 플랫폼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상품과 교육 시장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홍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Brand Integration

홈페이지, 상품 등에 동일한

브랜드 컨셉과 쿨스쿨 캐릭터 ‘쌔미’를 적용

ID & Domain Integration

- 쿨스쿨 통합 계정을 연동하여 하나의

ID로 파트너 서비스까지 간편하게 로그인

- 플랫폼 내 서비스 간 편리한 이동을 위해

개별 서비스를 coolschool.co.kr  도메인

으로 리다이렉션

Point Integration

플랫폼 내 서비스 활동에 대해 통합된

포인트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용

Bigdata Integration

광고 효과, 소비자의 행동패턴, 선호 콘텐츠

등 마케팅 활동에 대한 분석 리포트 제공

쌔미 (본명: 샘 로티스)

까만 피부와 얇은 다리, 큰 머리 때문에 ‘까마귀‘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렸지만, 알고 보면

애교 많고 사교적인 펭귄. 지식을 나누기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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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스쿨 파트너란? │ 제휴사는 쿨스쿨의 인프라를 활용해 콘텐츠를 홍보하고, 쿨스쿨은 파트너 확보를 통해 플랫폼 시너지를

창출하는 제휴 모델입니다. 

교사,강사 파트너

인프라

시너지창출

3. 제휴제안



로그인팝업

ㆍ쿨메신저 로그인 시 노출

ㆍ1일 1구좌

슬라이딩 광고

ㆍ쿨메신저 로그인 시 노출

ㆍ1일 1구좌 / 6~7회

도서홍보탭

ㆍ쿨메신저 좌측 하단에 고정 노출

ㆍ1주 3구좌

네이티브 광고

ㆍ쿨메신저 하단 노출

ㆍ1일 약 20~3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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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메신저 광고 │ 로그인팝업, 슬라이딩광고, 네이티브광고, 도서홍보탭, 연수탭, 마켓탭 등 쿨메신저 내 다양한 광고 상품을

제공합니다.

3. 제휴제안



사이트 최상단 배너

사이트 메인 배너

메인 우측배너

메인 플로팅배너

쿨스쿨 샘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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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페이지 플로팅배너

쿨스쿨 플랫폼 광고 │ 쿨스쿨 사이트를 포함하여 샘스토리, 쿨북스, 에듀테크 스토리, 통합연수 등 플랫폼 내 개별 서비스에서도

홍보를 진행합니다.

3. 제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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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행사기업발표│
& 부스 참여 기회

연 2회(상/하반기) 진행하는오프라인강연행사 <공감토크>에서기업발표및 기업부스 설치

우선권을제공하고,  쿨스쿨교육박람회진행시 기업 부스할인 혜택을제공합니다.

3. 제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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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휴제안

연5회(25일) 연5회(25일)



19

구분 팝업 광고 슬라이딩 광고 네이티브 광고

과금방식 노출기간 당과금 노출기간 당과금 노출기간 당과금

광고비용 500만원 / 1일(단독) 300만원 / 1일(단독) 200만원 / 주(5일)

기타
- 쿨메신저 로그인 시팝업광고게재
- 1일평균 30~50만 노출 예상

- 쿨메신저 이용시우측 하단
플로팅배너 형태로게재(10초)

- 노출시간대 설정가능(일 6회권장)

- 1일기준 20~25구좌 롤링 노출
(10초단위)

• 쿨메신저 단발성 광고 비용

• 쿨메신저 패키지 광고 비용

구분 팝업 2회 패키지 팝업 4회 패키지

광고비용 1,200만원 -> 1,000만원 2,500만원 -> 2,000만원

제공내용
- 팝업 2회
- (추가) 네이티브 1회(5일)

- 팝업 4회
- (추가)슬라이딩 1회, 네이티브 1회(5일)

기타

- 해당패키지로 구매한 팝업은 2주에 1회씩 가능합니다.
- 추가혜택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쿨스쿨 파트너계약 체결시제공되는 광고할인율과 중복 적용안됩니다.
- 광고패키지는 중복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별첨. 단일광고 가격

* 21년 2월 기준



1994. 지란지교창립

1998. 쿨메신저출시(국내최초업무용메신저)

2005. 쿨웨어출시(맞춤형그룹웨어)

2006. 쿨박스출시(자료공유 서비스)

2011. 쿨렌더출시(일정관리 서비스)

2012. 쿨메신저젠투출시(학사업무용통합서비스)

2013. 쿨키퍼출시(학생스마트폰관리)

2014. 쿨챗출시 (기업용모바일메신저)

쿨UC 출시(쿨메신저와인터넷전화, 팩스연동)

2015. 쿨타운리뉴얼오픈(교사 SNS)

쿨챗 for School 출시

쿨노트출시(메모서비스)

2016. 지란지교컴즈분사

DC-Talk 런칭(일본)

K-Messenger 오픈 (기업용메신저)

2017. 샘스토리오픈 (교사블로그)

쿨북스오픈 (전자책플랫폼)

MessagePOD 런칭(일본)

쿨메신저FREE 오픈

2018. 쿨스쿨오픈 (콘텐츠통합플랫폼)

쿨이슈오픈 (뉴스서비스)

에듀테크스토리오픈 (에듀테크 SNS)

2019. 통합연수오픈 (연수통합플랫폼)

2020. 쿨스쿨분사

연혁

20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분야

주요제품군

직원수

자본금

위치

홈페이지

㈜쿨스쿨 (COOLSCHOOL Co.,Ltd.)

2020년 9월 16일

오 진 연

콘텐츠통합플랫폼 쿨스쿨

쿨스쿨, 쿨메신저광고, ACS, Zspace, 교실공간개혁, 에듀테크서비스

3명 (2021년 1월 기준)

1억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92길 7 바로빌딩 3층

www.coolschool.co.kr

4. 회사소개



21

쿨스쿨

통합 콘텐츠 플랫폼

coolschool.co.kr

샘스토리

교사 전용 블로그

samstory.coolschool.co.kr

통합연수

연수 플랫폼

cooledu.coolschool.co.kr

쿨북스

전자책 서비스

coolbooks.coolschool.co.kr

에듀테크스토리

에듀테크기업 SNS

coolschool.co.kr/edutech

쿨마켓

교사 전용 쇼핑몰

coolmarket.coolschool.co.kr

쿨모바

교사안심 번호 서비스

coolmova.coolschool.co.kr

제품 라인업

쿨파마

학부모연수

coolmarket.coolschool.co.kr

4. 회사소개



(12925) 경기 하남시미사대로 520,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 2차 D동 422호 ㈜쿨스쿨

Mail. cs@coolschool.co.kr

Tel. 1600-1354

FAX. 070-7610-2856

Contact us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D동 422호

mailto:cs@coolschool.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