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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관련된 훌륭한 강좌들을 
모션그래퍼스쿨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모션그래퍼스쿨은 배움을 원하는 수강생에게는 쉽고 빠르게 양질의 많은 강의들을 
저렴하게 배울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강사님께는 
부가 수익과 기회를 제공하는 강의플랫폼입니다.  
 
강사님과 수강생 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모션그래퍼스쿨 소개 



비전(Vision) 

“성장과 수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진언(Mantra) 

수강생   “고속 성장”  

강사   “다양한 기회와 높은 부가수익”  



강의 컨텐츠 
(저작권 해결된 PPT)  
있으면 촬영, 편집해서 
인터넷강의로 제작 지원 

촬영, 편집지원 

직접 판매시 나의  강의 100%수익 
 

패키지 포함 다른 강의 판매시 
(수강생할인+강사수익 합산 50%)  강사가 
설정 (수강생할인 10%, 강사 40% 이렇게 

쿠폰 발행시 100만원 평생패키지 판매되면 약 
40만원 수익이 생기는 방식 ) 

부가수익 제대로! 

전문가 포지셔닝 
강사 섭외 등의 
기회 발생 

브랜드+기회 

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유료광고 등의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 

강사님 지원사항 



1. 온라인강의 만들고나서 직접 판매시 수수료 0%  
      https://www.youtube.com/watch?v=GzVgyQFOjMU 

 
 
2. 온라인강의 등록시 (수강생할인률+강사수익률 합산)50% 강사가 설정한 제휴쿠폰 지급! 
    (수강생할인 10%, 강사 40% 이렇게 쿠폰 발행시 100만원 평생패키지 판매되면 약 40만원 수익이 생기는 방식 ) 

 
 
3. 온라인, 오프라인 강사 할수 있으며 2가지 다 하는 것을 추천. 
     온라인강의 제작원하는경우 오프라인 강의실/촬영/편집 지원 
    (오프라인강의 함께 진행해서 온라인강의로 만들수도 있고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 때 연락줘서 촬영, 편집 진행도 가능) 
     오프라인강의 직접 하는경우 수강생 모집 원할시 강사로 등록하면 바로 강의개최 진행가능(수수료 20%) 

 
 
4. 오프라인 강의를 바로 개최가능하며 수강자를 언제든지 모집할 수 있음(유/무료 가능) 
 

 
 
 

강사님 함께하면 좋은 점(1) 



강사님 함께하면 좋은 점(2) 

5. 강사님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정보 입력 등 원하는 문구와 함께 PR! 
 
6. 수강생의 연락처 획득 -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8. 나만의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솔루션 활용해서 가능 (별도계약, 유료) 

    (예시) 진동선 사진교실 http://photoschool.kr/        http://pschool.kr/ 
 
 

9. 강사님의 전문적인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상승으로 새로운 기회와 밝은 미래, 온라인강의 부가수익 
 
10. 기업체 등에서 오프라인 강의, 책 출판 등의 섭외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수료0%) 
 
 
11. 에이전시, 출판사 등 제휴해서 같이 만든 강의인 경우도 수익률 분배가능 
 
12. B2B 판매로 인한 나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강사님 수익 배분 안내 

1.  <온라인> 강사가 따로 만든 온라인강의 판매시 7(강사):3(모션그래퍼스쿨) 
 
2.  <온라인> 온라인강의로 제작지원받아 판매될 경우 5(강사):5(모션그래퍼스쿨) 

 
3.  <온라인> 전체강의 패키지로 판매될경우 5(1/n):5(모션그래퍼스쿨) – 월마다 수강한 강의로 1/n 계산 
       ex) 30만원 6개월 패키지 판매시 50%는 15만원/6개월=1개월 2만5천원. 수강강의가 한 강의면 해당 강사 2만5천원 수익. 2강의 2명이면 각자 1만2천5백원 수익 

 
4.  <오프라인> 오프라인강의를 강사가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8(강사):2(모션그래퍼스쿨) – 마케팅지원 

 
5. <오프라인> 모션그래퍼스쿨에서 오프라인강의 함께 주최할경우 상황에 따라 다름 (기본 5:5) 
 
6.  <온라인> 강사가 직접 자신의 온라인강의 개별 판매시 10(강사):0(모션그래퍼스쿨) - 수수료없음 

 
7.  <온라인> 강사의 쿠폰코드로(수강생할인율+강사수익률 합산 50%) 전체 온라인강의 판매시 
     5(쿠폰코드를 알린 강사):2.5(강사):2.5(모션그래퍼스쿨) – 최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음 
 

8.  <온라인> B2B로 기업, 도서관 등 판매될경우 5(1/n):5(모션그래퍼스쿨) – 나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음! 



강사  : 김원섭 선생님 
강의내용 : 사진 잘 찍는법, 사진 초보 탈출반 모집 
강의제작  : 오프라인강의 있을때 촬영해서 온라인강의로 제작 
 

강의 예시 



(ex)35,000원 

단일강좌(365일) – 
평생수강도 가능 

개별강의 수강시  
저렴하며 길게 수강가능 

120,000원(3개월) 

250,000원(6개월) 

400,000원(12개월) 

1,000,000원(평생) 

패키지판매(3, 6, 
12개월+평생) 

모든강의 볼수 있는 패키지! 

강의 판매방식(예시) 

가격직접설정 

직접판매시 

강사님 수익 100% 가능 
구매자에게 따로 비용 받고 

사이트에서 직접 기간과 가격 처리 



나를 성장시켜주는 강의들 유투브(운영중) 
 

구독자 100,264명 
(2018.1.14기준) 

 
 
 
이외에도 디지털컨텐츠 
판매플랫폼 모션그래퍼 
2018년 3월 오픈예정 
 



포토앤스쿨 페이스북(운영중) 
 

fb.com/photonschool 
좋아요 5,455개 
 
fb.com/lecturegrowme 
좋아요 302개 
 
fb.com/themotiongrapher 
좋아요 1746개 
 
fb.com/videoedu 
좋아요 893개 
 



온/오프라인 강의 함께  
진행하실 강사님 
연락주세요!~ 
 
(저작권 해결된 PPT자료 필수) 
 
돈버는 방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 
강의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운영해서 상호 수익을 
끌어내니 좋은 강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포토앤스쿨(사진) 
모션그래퍼스쿨(실무스킬) 
영어모아(영어,제2외국어) 
머니모아(돈버는 방법) 
기타.. 

 
 

강사님 모집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3-2 서한빌딩 5F 

모션그래퍼스쿨 (주)컨플  

http://mschool.kr/ 

www.facebook.com/photonschool 

ricerice11@naver.com 

연락처(Contact us) 

070-8688-1098  /  010-7741-1098 

www.facebook.com/ lecturegrow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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