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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AY1 COMPANY LEMONADE CIC

의장

박지웅

대표

이강민

Name 

Founded 

CEO 

Employees 

Address 

Business 

Sales Revenue

Day1Company

2013년 10월 17일

이강민

321명 (2020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역삼동)

센터필드 West 동 6, 7층

온/오프라인 교육

연 매출 995억원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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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AY1 COMPANY LEMONADE CIC

Life Changing Education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며 성장하는

데이원컴퍼니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패스트트랙아시아사내벤처로

최초 교육과정 시작 ‘CAMP’

과정 런칭

(스타트업 CAMP 1기)

‘패스트캠퍼스’

사명 첫 사용

CAMP 강의 과정 8개로 확장

종일 교육 과정 강의 시작

누적 수강생 5천명 돌파

전일제 취업목적 과정 ‘SCHOOL’ 런칭

프로젝트형 기업교육 시작

(삼성화재 Bigdate Academy)

연 매출액 50억 돌파

1:1 영어교육 브랜드 ‘FASTONE’ 런칭 역삼센터 개관

패스트캠퍼스 제2학원 개관(SCHOOL 성수점)

FACEBOOK 공식 교육업체 지정 (Made By KOREA Facebook)

제 1회 Fastcampus Future Conference 개최

패스트캠퍼스, 패스트트랙아시아로부터 분사

패스트원 레드 중국어 학습지 런칭

FASTONE 강남센터 개관

연 매출액 100억 돌파

시리즈 A 55억 유치

FASTONE 광화문센터 개관

누적 수강생 5만명 돌파

제 2회 Fastcampus Future Conference 개최

온라인 실무교육 ‘올인원패키지’런칭

온라인 성인 외국어 교육 ‘가벼운 학습지’ 중국어 런칭

2018 소비자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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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AY1 COMPANY LEMONADE CIC

2019

누적 수강생 10만명 돌파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실무역량 인증 코스 ‘바이트디그리’ 런칭

전문가가 직접 가르치는 ‘COLOSO’ 런칭

FASTONE 을지로센터 개관

가벼운 학습지 스페인어, 일본어, 영어 런칭

시리즈 B 100억 유치

제 3회 Fastcampus Future Conference 개최

연 매출액 200억 돌파

2020

방대한 직무교육 컨텐츠 기반 ‘온라인 구독형 기업교육’ 서비스 런칭

온라인 컨퍼런스 ‘REC.ON’런칭

가벼운 학습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런칭

2020년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교육 IT 서비스 부문) 수상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서울산업진흥원X패스트캠퍼스, SSAC(싹) SW인력 양성 교육 실시

일본 최초 온라인 학습지 ‘CAMPUS ON’한국어편 런칭

학습관리중심 ‘온라인 완주반’런칭

라이브 프로젝트 중심 ‘LOP’런칭

Top-Tier 연사 중심 ‘The Red’런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신규 훈련기관 선정

서울관광재단X패스트캠퍼스, 포스트 코로나 관광 트렌드 교육 실시

연 매출액 400억 돌파

2021

취업과정 ‘무조건간다, 네카라쿠배’ 런칭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훈련과정 선정

‘패스트캠퍼스’에서 ‘데이원컴퍼니(Day 1 Company)’로 법인명 변경

CIC(Company-In-Company) 제도 도입.

레모네이드 CIC, 스노우볼 CIC, 콜로소 CIC, 패스트캠퍼스 CIC,

Day1(본사) 구조로 재편.

가벼운 학습지 터키어, 러시아어 런칭



ABOUT DAY1 COMPANY LEMONADE CIC

lemon-ade.com

대표

서유라 주어진 것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작은 혁신으로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기업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풍부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업

We are 레모네이드는 나에게 맞는 좋은 강사,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맞춤 학습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1주 1권 외국어 학습 My Light

1대 1 영어회화 Fastone

프리미엄 영어 학습지 뉴스프레소
찐바이브 성인쉐도잉 강의 워너스픽

일본 대상 외국어 교육 TEMO



ABOUT DAY1 COMPANY LEMONADE CIC

lemon-ade.com

마스코트

레모니

Lemony say

MISSION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변화를 만든다

우리는 고객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홀로 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레모네이드’입니다!

1

2

3



ABOUT

DAY1 COMPANY

LEMONADE CIC

1

LEMONADE

LEMONADE HISTORY

LEMONADE PERFORMANCE

LEMONADE DNA

2

BRAND

MYLIGHT

NEWSPRESSO

WANNASPEAK

FASTONE

3

SYSTEM

PRODUCT PROCESS

LEMONADE STUDIO

4



lemon-ade.com

LEMONADE LEMONADE HISTORY LEMONADE PERFORMANCE LEMONADE DNA

Fast, Lean, Efficient

Big, fat goals and big, 

fat customer impact

2017

1:1 영어회화 교육브랜드 패스트원

정식 런칭

패스트원 센터 정식 오픈

02

05

2018

패스트캠퍼스로부터 분사,

패스트캠퍼스랭귀지 정식 출범

패스트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수상

나의 가벼운 학습지 정식 출시

연 매출액 27억 달성

08

12

2019

패스트원, 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수상

연 매출액 61억원 달성

07

12

2020

일본 시장 진출, CAMPUS ON(현 TEMO) 런칭

패스트캠퍼스와 합병, CIC 체제 시작

단행본 첫 출시, 베스트 셀러 진입 – [가벼운 영어]

연 매출액 160억 달성

나의 가벼운 학습지, 배우 정려원 모델 발탁

06

11

12

2021

‘Lemonade’로 사명 변경

‘패스트원 온라인’ 런칭

나의 가벼운 학습지,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수상

LALAPLANET 런칭

나의 가벼운 학습지, 개그우먼 장도연 모델 발탁

나의 가벼운 학습지, 배우 신민아 모델 발탁

04

07

11



lemon-ade.com

LEMONADE LEMONADE HISTORY LEMONADE PERFORMANCE LEMONADE DNA

make a good record

가벼운 학습지 출시

이후, 연간 600%

성장률 기록

가벼운 학습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

매출 2.8배증가, 가입자수 22만명

Lemonade는 ‘가벼운 학습지, 테모, 패스트원, 랄라플래닛’

네 가지 브랜드로 어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중 Lemonade의 대표 브랜드인 ‘가벼운 학습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약 22만명의 회원을 보유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누적 매출은 140억원을 돌파하여,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2.8배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기대비매출액증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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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ADE LEMONADE HISTORY LEMONADE PERFORMANCE LEMONADE DNA

Lemonade DNA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라는

철학 아래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의 CEO이기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서거나 끌려가지 않고,

고객과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갑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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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ight.co.kr

BRAND MYLIGHT FASTONE NEWSPESSO WANNASEAPK DIVE

MYLIGHT.co.kr

35만 회원이 선택한

요즘 외국어 공부 법

1주 1권 가벼운 외국어

전체 11가지 언어 가벼운 외국어

홈페이지회원수 : 35만명이상

3년연속브랜드대상수상

연간 1000% 성장

01 02 03

부담 없는

얇은분량

학습지 뿐만

아니라,

평생 소장

인강부터

굿즈까지

검증된 CEFR 기반

레벨링으로

기초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으로 학습

총 11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가벼운 학습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04



newspresso.kr

BRAND MYLIGHT FASTONE NEWSPESSO WANNASEAPK DIVE

NEWSPRESSO.kr

나만을 위한 프리미엄

영어 학습지

품격있는 영어공부의 시작,

뉴스프레소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영어학습지

엄격한연구진의

정제된아티클큐레이션과이를바탕으로

영어학습컨텐츠를연계하여

영어학습은물론지적성장

01 02 03

격이 다른 IP, 파트너십

체결

WSJ

HBR

TIME

The Economist

트랜디하고

흥미로운

어학교육에

적합한 주제

큐레이션

국내 어학

전문가들을 통한

IP기반의

영상 강의 제공

04

IP별 분석을 통해

아티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all-blended-learning

어학 컨텐츠화



BRAND MYLIGHT FASTONE

wannaspeak.co.kr

NEWSPESSO WANNASEAPK DIVE

WANNASEAPK.co.kr

원어민과 찐 대화가 가능하도록-

현지인만 아는 표현과 가치관까지

통으로 씹어 먹는 토탈 쉐도잉 콘텐츠

재밌게 배우는 신개념 외국어 학습

미국유명리얼리티 Jubilee의

830개생활밀착형토픽들

토탈쉐도잉 5단계학습법으로

현지문화까지함께배우는학습

01 02 03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서적인

학습법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쉐도잉하다

미드보다 더 재밌는

누적 15억 뷰 Jubilee,

유행어, 슬랭, 술, 돈

등

생활 밀착형 주제

830여 가지 학습

정주행 하게 되는

콘텐츠 & 인강, 도서,

원어민 음원, 

왓더데이브, 스페셜 한

학습 굿즈까지

준비물이 필요 없는

구성

188만 구독자를 보유한

데이브와 분야별 전문가

5인이 함께 하는

네이티브 바이브와

표현들

04



fastoneenglish.co.kr

BRAND MYLIGHT FASTONE NEWSPESSO WANNASEAPK DIVE

FASTONEenglish.co.kr

원어민처럼

읽고 쓰고 말할 때까지

1:1 프리미엄

영어 밀착 케어

어떤 Needs, 어떤 누구라도 COVER.

홈페이지회원수 2만명

2년연속소비자브랜드대상수상

지인추천율 35%

01

단독

발화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할 수 있는

자율 스케줄링

시스템

필기가 필요 없는

실시간 첨삭

평균 경력 7년 이상,

57:1 경쟁률로 선발된

검증된 전문 원어민 강사

02 03 04

어떤 Needs도 포괄하는 영어가 필요한 어떤누구라도 COVER.

영어로 일하는
직장인

영어
프리젠테이션

해외 유학
준비생

해외 거주 후
귀국자

해외 거주자
유학/취업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자

어떤 실력이든, 어떤 니즈든 100%맞춤으로 원어민과같은영어실력 향상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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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RODUCT PROCESS LEMONADE STUDIO

lemon-ade.com

LEMONADE is

하나의 상품을

높은 퀄리티로 제작하기 위해

각 파트 별 전담 담당자를 정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합니다.

product manager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획, 

개발

저자 및 강사 발굴, 섭외

교재 기획 및 편집

강의 기획

Designer

출판/편집 디자인

웹/그래픽 디자인

UI/UX 디자인

Producer

영상 기획, 연출

영상 촬영

영상 종편(편집)

프로모션 기획

웹, 이벤트, 바이럴 광고

marketer



SYSTEM PRODUCT PROCESS LEMONADE STUDIO

lemon-ade.com

Lemonade Studio

온라인 동영상 강의 & Live 강의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독립 촬영장 보유

총 1개의 화이트 호리존 촬영장 보유

총 4개의 84인치 전자칠판 보유

6가지 색상의 크로마키 색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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