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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시그널 소개

탑시그널은 늘어가는 주식/투자 분야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과 함께 탄생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양질의 강의를 제작/판매 하고자 하는 생산자와
주식/투자 분야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소비자

우리는 양쪽이 모두 믿고 발을 디딜 수 있는 브릿지(Bridge) 플랫폼으로
전문가(강사)의 콘텐츠가 수강생의 수익으로
수강생의 수익이 전문가의 수입, 플랫폼의 성장으로
플랫폼의 성장이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과장과 거짓 없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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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시그널 콘텐츠

VOD 동영상 강의

LIVE 생방송

강사 교재/자료

탑시그널은 동종업계 최고의 보안 서버와 시스템을 자랑하며,
강사와 수강생의 콘텐츠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책임집니다.
강사는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탑시그널은 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제시와 고객관리 일체를 담당합니다.
강사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강의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강사별 맞춤 프로모션 시행, 메뉴얼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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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탑시그널 강사 등록 절차

강사 등록 신청
이메일 신청
support@ch-group.co.kr
* 필수 포함 사항
1) 주식/투자 관련 경력
2) 운용 중인 투자 관련 계좌 등
3) 강의 희망 분야
4) 강의 방식
5) 기타 필요 사항

탑시그널
내부 심사/검증

강사 등록
강의 판매 진행

1) 내부 회의 및 심사
2) 강사 미팅, 강의 개선안 검토
3) 판매전략 도출 및 제시
4) 신규 프로필 촬영, 프로모션
5) 온라인 마케팅 검토
6) 강사 윤리강령 서약
7) 필요 서류 구비
8) 강의 제작 지원

1) 강의 등록 및 판매
2) 고객 데이터 수집
3) 실시간 판매 전략 개선
4) 온라인 마케팅 효율 검토
5) CS 현황 기록/개선
6) 판매 데이터 공유 및 정산

정해진 고정 수입 분배가 아닌, 강사별 맞춤 전략과 개별 계약을 진행합니다.
강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탑시그널이 강사의 강의 제작을 지원합니다.(이메일 문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탑시그널 강사
강사 등록 후 탑시그널만의 데이터 맞춤 전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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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탑시그널은 실력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열정적인
당신의 강사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upport@ch-grou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