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오라인포 교육사업그룹
TODAY’S TOPIC:

학원 가맹관리 솔루션 제안



학원업계의 경쟁력 있는 IT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주)오라인포 교육사업그룹

학원F/C업체

학원 및 가맹관리 솔루션을 
개발/납품하고 있으며,  
콘텐츠 기반 솔루션 개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 정산, 통합 인사시
스템 등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입시학원

온라인 강의실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경쟁력 있는 금액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관리솔루션과 결합된  
학업공간 서비스를 2020년 
런칭하였습니다.



17년 금융 전문 개발사가 교육시장에 뛰어들다
출사표(出師表)

17년간의 금융권 전문 개발사가 교육 특히 학원 업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수납관리에서 학원에서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학원에서 원하는 수납은 학원비 결제, 교재 주문, 그리고  
강사 급여까지 통합해야 한다.



KEY ISSUES
분리 결제와 정산 
본부와 센터의 수납 자동화

교재 관리 
결제, 주문 그리고 배송

학원용 인사관리 
본사직원, 직영강사 그리고 강사풀

학원 가맹관리의 이슈

•A 브랜드의 본사는 지점의 학원비 수납 기준으로 로얄티 9%를 월말에 정산한다  
— 이를 결제시 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 가능합니다! 

•B 브랜드의 본사는 학원법 등의 문제로 수업교재를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길 원한다 
— 굳이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면 … 게다
가 주문과 배송을 관리할 수 있다면… 또한 출판사업자가 분리되어 있고, 이를 자동
으로 정산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C 브랜드는 본사 운영직원을 위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지만, 직영점 강사
나 지점별 강사들의 복잡한 급여관리는 수기로 관리한다. 게다가 교육에 따른 평가 
관리도 여의치 않다 —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RETURN TO BASIC
CRM 
결국 고객관리가 기본!!!

데이터연동 
학습 콘텐츠와 연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의 연속성

학원 가맹관리의 기본

•학원의 고객은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  
— 모든 활동의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분석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가공 

•콘텐츠의 학습이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도구 
•워크플로우로 정의되는 상담이력 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GAME CHANGER

핀테크 전문기업인 오라인포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학원의 수납과 정산 이슈를 해결하고, 인사시스템까지 통합된  

학원 가맹 관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분리 정산과 분리결제를 위한 시스템 통합
분리정산과 분리결제

•다중 사업자 처리  
— 사업자별 청구를 한 번에 처리; 이를 분리하여 정산 구현 
— 학원법 테두리안에서 구현 
 
이를 활용해,  
콘텐츠비의 선취, ‘본사 - 학생’ 사이의 직접적인 교재 판매 등을 구현 

•결제, 부분취소 그리고 환불 프로세스의 구현



청구, 결제, 주문 그리고 배송과 교환

교재관리

•교재 주문의 자동화 구현 
① 차수에 따른 교재 주문 → ② 수납에 따른 주문확정 → ③ 배송비 절감을 
위한 묶음발송 → ④ 효율적인 교환 업무 

•B2B & B2C 
판매 정책에 따른 정산 이슈 해결 
‘본사 - 학생’, ‘교재사업자 - 본사 - 학생’, ‘교재사업자 - 본사 - 학원 - 학생’ 
정산과정 해결



복잡한 강사 급여관리 해결
학원용 인사관리

•통합 인사관리 시스템 
: 인사관리, 급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모바일근태, 복리후생, 성과평가, 채용관리 

•강사의 강의평가, 상담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에 연동하고, 이를 급여로 처리



WE DO ALL YOU NEED, WANT AND DESIRE

다양한 추가 기능셋

무인 결제 시스템 뿐
만 아니라 얼굴인식 
출결시스템, 그리고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을 위한 DID를 지원합
니다. 

가맹센터별 별도 콘텐
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 시험응시 
— 강의시청 
— 라이브강의

LEARNING CENTER

출결, 결제, 상담, 알림
장, 성적확인 등 다양
한 학부모 앱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MOBILE APPKIOSK



WE MAKE DIFFERENCE

학원가맹솔루션의 완성

학원가맹 
솔루션

이슈해결 
효율극대화

다양한 수납이슈를 해결하여, 수익
을 지키고, 비용을 낮춥니다.  
학원관리 솔루션은 LMS라기보다
CR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철저
하게 고객관리에 집중합니다.  
또한 학원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반
영되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학원
가맹솔루션이 완성됩니다. 

기본충실 
데이터신뢰

특성반영 
커스터마이징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
운영 로드맵 모델링

(주) 오라인포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실무자 교육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help desk 

— manual wiki + video  

— webina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전개, 교육 그리고 고객지원  
— 전문팀이 함께 합니다

CS 지원전개와 교육분석, 설계 그리고 수행

x개월 1~2개월 n개월



ONE STOP SOLUTION - 시스템 통합 및 분리 정산 솔루션 구축
(주)공터영어



JAVIS POWER PACK - 기존 콘텐츠 플랫폼에 가맹관리 솔루션 결합
(주)자라다교육



시스템 리뉴얼 및 인사시스템의 통합
(주)창의와 탐구



SCREENSHOT
LOGO



센터정보관리 - 강의실별 시간표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



직원별 권한관리 및 담당업무 배정



원생리스트 - 레벨, 결제, 데이터연동 그리고 자동청구



학생상세정보 - 학습진도 데이터 연동 등



상담현황 및 상담워크플로우 적용



SMS 전송 관리



키오스크를 활용한 출결 관리



학습결과 -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 데이터 연동



[B2C 결제모델] ’본사 - 센터’ 교재 주문과 발주



분리 정산의 적용 - 본사 콘텐츠비는 바로 본사로 



일계표 출력 화면 - 온라인 결제를 통한 자동청구/수납



맞춤 대시보드 설계 - 서비스 전개前



학생별 시간표 수정화면 - 해당 요일 및 시간에 좌석재고 확인



보강 설정 - 문자전송 - 출결 - 수업료반영 → ‘자동 연동 플로우’ 구현



청구서 만들기 — 분리 결제 개념의 청구서 만들기



직원별 기본급/특강비/인센티비 설정



경영정보 - 강사별 인원 증감 추이



직원별 연령별 재원생 분포 — 미술학원 특성 반영



금전 기초 정보를 위한 계정 정보 등록



프런트엔드과 연동 계발 — WEB CMS 구축



컨텐츠 관리 도구 결합 



THANK YOU
LOGO(주) 오라인포 교육사업그룹 

baecw@owra.net 
010-9238-5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