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당
e-Seodang 정책

구분

녹화 솔루션 구매

소유권

(주)랩241 소유

학원 소유

계약기간

고객이 원하는 기간

폐품처리 (보통 24개월간)

중도해지

가능

불가

유지보수

(주)랩241 일괄 책임

학원 책임

예산

경상예산

투자예산

회계처리

비용처리(단순)

고정자산 / 감가상각처리

소요 관리 업무

매회 월 지급

자산관리 / 회계처리

자금계획 반영

약정기간으로 분산반영

1회계연도에 전액반영

학원 수업 자동녹화 솔루션
e-Seodang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녹화하여 동영상 컨텐츠 생성, 실시간 수업,
복습 서비스, 컨텐츠 관리 및 운영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업 자동녹화 솔루션입니다

보강 문제 해결
고품질 수업 녹화
쉽고 편리한 운영
초기투자비용 ZERO

Basic

Premium

Premium Plus

수업 녹화

O

O

O

촬영카메라 및 마이크

O

O

O

일체형 시스템 (터치 콘트롤러)

O

O

O

24시간 Care 서비스

O

O

O

온라인 콘텐츠 제작

수업 VOD 서비스
(시스템, 스토리지 별도)

X

O

O

셀프 인강 촬영

수업 실시간 서비스
(시스템, 스트리밍 엔진 별도)

X

X

O

1Set 기준 월비용
(약정 36개월 / 부가세별도)

280,000

310,000

330,000

Option

w w w . e - s e o d a n g . c o m
T : 02-6265-3384/3385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1402호 (가산동, 삼성리더스타워)
주 식 회 사
랩 2 4 1

강사추적 카메라, 2CH 인코딩,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

e-Seodang은 학원에서 꼭 필요한

“수업 자동녹화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며,
이용 기간 동안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신속한 A/S 를 제공합니다.

수업 LIVE 방송
원생 VOD 방송

전문업체 관리
365일 유지보수

● 보강수업 정산 업무 불필요
● 선생님들의 보강 스트레스 해결로
수업 준비 OK!

고품질의 수업 녹화
■1080p 60fps 녹화·MP4
(H.264 / AAC) 압축
■HDMI / HD-SDI embedded audio
■1~4개 다양한 영상녹화(Option)

안정성 있는 녹화
■Chip 인코딩 방식
■반영구적인 STB 녹화
■Safe shutdown
■Reclocking / Equalization
■바이러스 / 해킹에 안전

확장성 및 호환성
■녹화된 파일은 서버 / 스토리지
FTP 전송
■다양한 카메라 입력
(HDMI or HD-SDI) 지원
■소형믹서 내장으로 외부 오디오
입력 지원

● 365일 24시간 서비스 : 보강 시간이
안되요. 인터넷으로 볼 수는 없나요?

● 선생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보강
걱정 없는 학원

● 무한복습 : 어제 수업이 잘 이해가
안되요. 다시 복습 할 수는 없나요?

● 시간표가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한
학생들의 등록 유도

● 아플 때는 수업 실시간 보기

● 학원 이미지 홍보

● 시간 맞추기도 힘든 보강 스트레스 해결

● 아이에 맞는 최적의 학원 :
우리 아이가 시간도 안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 녹화수업으로 수업 준비 / 휴식시간 확보
● 녹화 학원 선호도 증가

●보내고 싶은 학원 :
학원 수업 / 입시설명회
LIVE / VOD 서비스

● 학교별 시험 범위에 맞도록, 내신 대비
수업에 맞도록 다양한 녹화 활용
● 인터넷 스타강사를 꿈꾸며

편리한 녹화 제어
■10인치 터치스크린
■녹화 영상 / 음성 모니터링
■녹화 시작 / 일시정지 / 정지 제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여 녹화영상
자동 업로딩

관리가 편리한 일체형
■함체 시건장치
■녹화시스템 / 터치패드 내장
■흡음 마이크 / 소형 오디오믹서 내장
■유무선 공유기 내장

다양한 연동
■기존 카메라 / 마이크 연동 가능
■YouTube 연동
■클라우드 서비스와 강의자 / 과목 연동
■간단한 조작으로 LIVE / VOD 서비스

학원 강의실

학원 사무실

집(인터넷)

원내
LIVE & VOD

PC 시청

촬영 카메라

low cost
서비스 WEB

합리적 가격
■합리적 월비용으로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
■적은 비용으로 보강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학원 이미지 상승(강사 : 보강
스트레스 해소, 원생 : 언제 어디서나
보강학습)

원스톱 관리
■별도의 관리인력 불필요
■녹화영상 자동 목록화
■캠코더보다 적은 녹화영상 용량
■영상 변환 / 편집 불필요
■시간 및 비용 절감

모바일 시청

전문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365일 24시간 전문업체
Call Center 운영
■주기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 고장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최소화

서버/스토리지
유튜브 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