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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버텍의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세상을 바꿉니다.

good : thinking 
| Smart –  | World Vertex’s total Learn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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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품질

구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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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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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교육효과

월드버텍의 Smart-W라면 가능합니다!

학습 (Learning) 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교수자,�교육�담당자,�교육운영자,�
교육�촉진자�등등…

Smart World

스마트 학습 시대란 과연?

Smart infra
device, network,  Cloud, Iot

 (Internet of  things) etc. 

Smart Way
개인화,�지능화,�

협력학습,�소셜러닝

Smart user           
창의적,�

자기주도적�학습자

학습의�경계가�무너지고,�학습자들이��자기 주도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융복합 학습을�

할�수�있는�스마트 학습 시대�

상호작용을�통해�다양한�협력 학습이�가능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관리 및 지도하고,�

확대 할 수 있는�기술이 필요하다?

교육계획



월드버텍은 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입니다. 

More than : JuSt dream   
| Smart –  | World Vertex’s total Learning Solution

교육에 가치를 더하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치실현이라는 강한 확신아래, 다양한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컨텐츠 제공, 교육 운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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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버텍의 Smart-W는

토탈 러닝 솔루션 (Total Learning Solution)  의 또 다른 이름 입니다.

* Smart -  [Double U�:�가치를�향상시키다]�란?�앞선�기술을�통해�교육의�가치를�더하고,�학습을�통한�성장과�즐거움을�얻을�수�있는�세상을�만들자�“�는�월드버텍의�토탈�러닝�솔루션의�정신과�세계를�뜻합니다.�

technology 기술

학습 + 기술 

�������교육의�형태와�방식의�한계를�넘어

�������효율적인�학습이�가능합니다.�(JIT)��

Management 운영

학습 + 운영  

�����수강신청,�학습현황관리,�결과보고,�학점

관리�뿐만�아니라,�온/오프라인�교육에�대

한�학점�통합관리에�이르기까지�복잡한�

학사관리�및�효율적인�운영을�지원하는�

맞춤형�서비스가�가능합니다.�

Value 가치

학습 + 가치 

����학습계획수립,�학습알리미,�권장진도율,�

학습가이드,�성과분석�등�학습자�개개인

의�특성에�맞는�맞춤형�학습�관리�뿐만�

아니라,�자기�주도적�학습을�위한�최적의�

교육�시스템�구축이�가능합니다.�

Contents 콘텐츠

학습 + 콘텐츠 

����다양한�지식과�아이디어를�확산시키고,�

다양한�전문분야에�대한�융복합�학습�및�

활용이�촉진�됩니다.�

learning



월드버텍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 토탈 서비스 기업 입니다. 

Meet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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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월드버텍은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월드버텍 순수 기술력 바탕의 

자체개발 솔루션

•�hwp�기반의�편리한�문항�입력

•수식.표/이미지�등�완벽�지원

•자동채점�및�해설�기능

•다양한�시험지�플랫폼�제공

•개인별�클리닉�생성�기능

•모의시험�및�재시험�기능�제공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통합 멀티미디어 솔루션 제공

멀티미디어 기반의 자료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

•�검증된�Open�API�적용을�통한�타�서버와의�데

이터�연동�용이

•메타데이터,�썸네일�자동�추출

•�모바일�Flash,�HTML5,�MP4등�다양한�멀티뷰어�

지원

•다양한�디코딩/인코딩�포맷�지원

•자동�컨버팅�및�리사이징�제공

스마트 러닝 인프라 구축

PC가 아닌 태블릿 기반의 

모바일 중심 러닝 플랫폼

•�손쉽고�확장성�높은�운영�및�관리

•�스마트러닝�환경에�맞는�최적화된�

����UI/UX��(HTML5,�CSS3�적용)

•�실시간�학습현황모니터링�및�동기화

•�멀티�디바이스�지원

학사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교육 통합관리 및 

시스템간 연동

•�홈페이지/교육시스템간��통합�회원가입�및�유

기적인�연동체계�구축

•�기간계�시스템�연동을�통한�교육이력�자동�연동

•�CP관리자,�교수자,�운영자�등�각�업무별�지원�

시스템�제공

•�학점/직급별�데이터�자동�연동�및�맞춤�관리�가능

학원, 공부방등 프랜차이즈 

맞춤형 러닝 시스템

•�바코드�활용�출결관리시스템�적용

•�오프라인�카드결제�정보�자동�연동

•�오프라인�교육�고객�의�통합적�관리�

•�교재등의�주문을�위한�맞춤형�주문시스템�구현

공부방/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3technology

mobile

philosophy

multimedia

smar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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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부터 ‘다른’ 월드버텍은 고객 여러분들께 ‘다른’ 만족감을 선물합니다.  

Create : Value 
| Smart –  | World Vertex’s total Learning Solution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라!

월드버텍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트렌드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 적용

기간계 시스템과 완벽한 연동

�•국제�이러닝�표준�SCORM�및�오픈�프레임웍�

���적용을�통한�개발기간�최소화

•어떠한�시스템도�최소�기간�내에�개발�완료�가능

•개발기간�단축을�통한�시간�및�비용�절감

•�Silverlight,�jQuery,�등�최신�트렌드에�맞춘�기술�적용

•�PC뿐�아니라�태블릿�기반의�반응형�시스템�구축�가능

•�Cross�Browser�지원�및�웹표준,�웹접근성�준수

•�CSS3,�HTML5�등의�기술�적용을�통한�

��멀티�디바이스�지원�

•�ERP,�인사시스템,�정산시스템,�회계시스템,�내부�

���관리시스템등�기간계�시스템과의�완벽한�연동을�

���통한�운영�효율성�및�편의성�제공

월드버텍의 Smart-W는

고객 맞춤형 토탈 러닝 시스템 구축 서비스입니다.

활용성 높은 통계분석기능 제공

•�Data�Grid,�Pivot�Grid�등의�최신�기능�적용

•목적에�맞는�다양한�기준/형태로의�데이터�분석�가능

•수준�높은�리포트�및�차트�기능�제공

•대량의�다양한�데이터�수집�및�처리,�분석을�위한��

���빅데이터�분석�기능�제공

손쉬운 외부데이터 연동

•�Open�API�활용을�통한�외부�데이터�연동�용이

•3rd�Party�System과의�완벽한�연동�지원

데이터 자동추출 및 입력

•�데이터�업로드시�메타데이터�자동�추출�및�자동�입력

•�멀티미디어�등록�시�자동�썸네일�추출�및�입력

•이미지�및�pdf�파일�자동�컨버팅�및�리사이징Smart

W



월드버텍은 무한한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을 실천합니다.  

ChaLLenge : unlimited flying
| Smart –  | World Vertex’s total Learn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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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ertex Co., ltd.

“월드버텍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과 함께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고객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