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to 100 Beautifully

깊은 사람, 높은 사람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기업



100miin은 당신의 삶이 
깊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

“

Homo Hundred

건강, 미용, 취미 등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제

PLAY

100세 시대의 중년은 50세,  
이제 당신을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직무 기술, 스마트 워크 등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주제

WORK
예술, 철학, 문학, 정치, 경제 등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주제

LEARN



강사진이 다르다
콘텐츠의 핵심은 바로 전문성과 연륜 
100miin은 분야별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최상의 교육을 실현합니다.

살림·경제 정치·사회홍기빈, 김수현, 하승주, 이강백 외 이이화, 노명우, 박신영, 이정철 외 철학·종교 이진경, 성해영, 최준식, 김동훈 외

예술·문화 이진숙, 박현택, 안현배, 전원경 외 취미·생활 강일권, 정여울, 김효찬, 권재원 외 업무·생산성 정용실, 신정철, 서현아, 정다정, 고영리 외

실전 글쓰기 강원국, 김기란, 김성우, 박상희 외 모두의 과학 김범준, 김상욱, 문경수, 이정모, 홍성욱, 이강환 외



더불어 성장한다

콘텐츠가 전략을 만든다

수강생이 좋은 강의를 만든다

고객의 시간을 아낀다

웹표준을 선도하다

이러닝 다운 UI가 있다

실용이 최고의 가치다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된다

교육을 아는 이가 만든다

제2의 인생을 책임진다

전문가가 만든다
교육은 전문가가 가장 잘 압니다. 
제작에서 론칭까지, 가장 좋은 마케팅 도구는 바로 콘텐츠 그 자체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하게 합니다. 
이러닝은 이제 시작이며, 그 확장성이 무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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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지출액시장 규모

총 종사자 수

28,211명
연 성장률

2.2% (2018년 대비)

59.2%
이용률

6.4%
해외진출 비율

2019년 이러닝산업실태 조사결과(기준년도 2018년)



2014 2015 2016 2017 ~ 현재

100miin milestone

+ E-Learning
+ 웹 표준

+ Agency
+ MOU

+ B2B
+ AudioClip

+ 대학이러닝제작
+ KTB네트워크펀딩

      오리지널 이러닝 2,100여 클립  
      오디오콘텐츠  504 클립
      계약강사 200여 명
      MOU 제휴 

콘텐츠가 전략이자 곧 미래입니다. 
연대와 협업은 여기에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Target_’38
사회가 급변해도 삶의 이정표는 필요합니다. 
공부는 가장 훌륭한 삶의 멘토입니다.

‘38
인생의 전환점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나”

RISK 불안하고 LIFE 걱정많고 GOAL 길을찾는

자신의 공부가 필요한 나이



사전 공동기획으로 
원소스 멀티유즈

콜라보

강연컨설팅 및  
콘텐츠 홍보기획

기획/컨설팅

서울대학교 온라인강좌 
外 기획제작

e-learning

콘텐츠전문가와 
함께 하는 제작시스템

영상제작

콘텐츠 전문기획
이러닝 / 오디오 콘텐츠 / 대학교 이러닝 제작 / 기획 및 컨설팅 등 
전문 제작 시스템으로 최고의 평생교육 파트너가 됩니다.

북콘서트
저자와 함께 하는 

소통과 만남

네이버 오디오클립 
공동기획 및 제작

오디오제작



About us
100miin은 100세까지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100세 시대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82 2 6959 4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서초동, 한화생명빌딩) 1739호

www.100miin.com

82 2 520 1597

facebook.com/100miin

회사명  (주)알투스인　　　  대표  남선경　　　  설립일  2013. 12. 12

blog.naver.com/altus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