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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thinking
월드버텍의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세상을 바꿉니다.

About Us

技術
기

술

과

哲學
철

학

이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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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월드버텍은...

월드버텍㈜

術

Foundation

2003년 8월 27일

President

김태종

Contact

Tel. 02 – 576 – 3776 | Fax. 02 – 576 -3741

Address

(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3번지 에이스 빌딩 4층
(舊)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79, 401 (양재동, 에이스빌딩)

Website

http://www.vtex.com

2003년 Internet Solution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e-Solution 회사
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지난 10 여년간 동안 수많은 개발 경험을 해
온 전문 S.I. & S.M.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다년간 쌓아온 월드버텍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 토탈 서비스 회사로 진화했습니
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기술(技術)과 철학(哲學)이 만나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감으로써,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
낄 수 있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를
창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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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 the best
최고를 향한 도전 (挑戰), 월드버텍은 매일 매일을 실천합니다.

CEO’s Message

敎育
교

육

에

價値
가

치

를 더하다.

“스스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 不亦說好)”
공자의 삶과 가르침을 통한 학문의 즐거움과 성취를 보여주는 ‘논어’의 유명한 귀절 입니다.

値

월드버텍은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 실현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년간의 개발 경험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솔루
션 개발 그리고, 컨텐츠 제공에 이르기까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를 표방하는 대표 교육 토탈 서비스 업체로 성장 및 진화해왔습니다.
지난 10 여년 간 동안 수많은 분야의 전문 S.I.&S.M.(System Integration & Management)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e-Solution
업체로서, 고객 여러분께 한걸음 다가가고, 한편으로는 LMS&LCMS 등 교육분야의 다양한 솔루션 개발 분야에 주력하여 남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면
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 토탈 서비스 업체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장(場)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가치를 더하는 교육 혁신 전문 기업으로 성장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저희가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월드버텍의 사무
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고객과 하나가 되는 기업, 고객과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함께 이루는 기
업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育

월드버텍㈜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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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종

so much to

see : so much to do

월드버텍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istory
evolu : tion [진화 : 하다]

進
 KAPN 만도부품 전문대리점 입점

 전자세금계산서( i-Hama ) 서비스

 08월 World Vertex㈜ 설립

 모비스 전문대리점용 물류관리 프로그램
오픈
 KAPN 전국 모비스 대리점 입점

 Bag N more 쇼핑몰 구축 및 운영
 동호회 Solution 개발 및 서비스 오픈
 KAPN 전국 모비스 정비협력지원센터

2004

 SCORM2004 3rd 지원 LMS / LCMS / 동
영상 솔루션개발

 카페Solution ( e-Hama ) 출시

 KAPN 모비스 전문대리점용 B2B Mall개발

2003

 푸른1318 한국어사업본부 LMS 구축

 분리결재 시스템 월드 카패스 오픈

 KAPN 오픈

2005

 미니홈페이지용 카페 솔루션
 블로그 솔루션 개발
 루이까또즈 쇼핑몰 구축
 모의 토익 시험모듈
 카페 솔루션 개발

2006

 EBS 공인중개사 EDU9 사이트 구축

2007

 학원관리 솔루션 개발
 한국타이어 타이어 패턴 사이트 구축
 AVIS 웹사이트 운영
 여행사 솔루션 개발

2008

History
evolu : tion [진화 : 하다]

2009

進

 APEC V.C. (Virtual Center) 개발
 교원하이퍼센트 LMS 구축사업

 .Net e-Learning Solution 개발

 공부방 솔루션 구축

 농정원 농정홍보 DB구축 사업

 .Net( Smart Client ) FrameWork 개발

 문제은행 솔루션 구축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러닝센터 구축

20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합 유지관리 사업
 KT 스마트러닝플랫폼 (SLP) 연구 참여

2011

 Open Source LMS Moodle 사업 진행

 문제은행 솔루션 1차 개발

 JAVA Community( Café ) 개발

/ 스마트러닝 앱 개발

 Open Source 전문 정보사이트
Social-Web 사이트 Open

2012

2013

2014

 브라질 수학 교과서 스마트텍스트북 시범안 제작 및 개발
 건강보험공단 LMS 구축 사업
 한국인력개발원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SW 개발) 사업
 환경부 어린이 환경 위해성 정보 제공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개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 보수
 대교 스마트러닝플랫폼 LMS 구축 사업
 능률교육 스마트러닝플랫폼 LMS 구축 사업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러닝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
연구 참여

beyond : the possibility
월드버텍은 탄탄한 내실을 외형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끝없는 잠재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Highlights
light up future [잠재력 : 실천하다]
매출액

2,030

(단위 : 백만원)

1,481
950
733

2011’

2012’

2013’

억원

長
2014’

년도

FY’14
매출액 추정치 기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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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 just dream

월드버텍은 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입니다.

Organization
do dream [꿈 : 실천하다]
월드버텍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꿈을 실천해 나가는 기업 입니다.

專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逆) 피라미드 구조

프로젝트
사업1팀

프로젝트
사업2팀

디자인팀

Project Business
Div.

전략
기획팀

DBA

Project Management
Div.

門

※ 총 3 개 본부, 1개 연구소, 8개 팀으로 구성

기업
교육팀

AFM

DLS

(Application
For
Mathematics)

(Digital Library
Service)

熱

New Business
Div.

경영
지원팀

대표이사

情
R&D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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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 unlimited flying
월드버텍은 무한한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상(飛上). 도전 이라는 그 이름으로 매일 매일 실천합니다.

Business Field : Total Service
edu : tainment [교육 : 즐거움]
월드버텍의 모든 사업은 학습을 통한 성장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를 추구합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

敎
HRD 컨텐츠 운영 대행 서비스

New Biz Service
(개발 진행 中)

DLS(Digital Library Service) 및
AM(Application for Mathematics)
초• 중학교 도서관 플랫폼 및 컨텐츠 개발
수학 전문 앱 개발

育

Edu-System
Integration
교육시스템및솔루션구축/ 개발서비스

System
Management
교육 시스템 및 솔루션 운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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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 Edu-System Int.

技術
기

술

을

디자인 : 하다

교육 시스템 및 솔루션 구축 서비스는 스마트 러닝을 위한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인증/검증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포털 사이트 구축

S.I. / S.M.
(System Integration)

敎

모바일 시스템 구축

교육 시스템 구축

 스마트 러닝 플랫폼 구축
 Mobile App/Web/ Hybrid web

Open Source 구축

 Java / .NET기반 LMS
 On/Offline 통합관리시스템
 노동부 고용보험환급기준 적용
 어학교육 시스템
 문제은행 구축
- 문항입력기, 시험지 출력기, 분석지,
웹 테스트, 시험지 마법사, POD 등

Edu-System
Integration

Java 기반 기술

.NET 기반 기술

(전자정부 Framework, Java, jsp 등)

(.NET Framework, Smart Client ASP 등)

 Web 통합 서비스
 Social-Web 사이트운영
 e-Brouchure 제작
 Open Source 구축
- Drupal, Joomla, Wordpress, Moodle

育

Mobile 기반 기술

Open Source 기술

(Mobile App, Web, Hybrid Web. 등)

(Moodle, Drupal, Jooml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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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 Edu-System Mgt.

技術
기

술

을

디자인 : 하다

교육 시스템 및 솔루션 운영 서비스는 스마트 러닝을 위한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Business Value Up

敎
검증된
솔루션 기반 구현

확실한
사업 수행 능력

체계화된
사업 관리

보유 솔루션
(Solution)

사업 수행 능력
(System Integra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LMS / LCMS

 문제은행 솔루션

 PMS (프로젝트관리)솔루션
 카페/블로그 포털 솔루션

 단독형 동호회 (CLUB) 솔루션
 e-Catalog 솔루션 / B2B 쇼핑몰 솔루션
 사내 제안 활동 (KMS)솔루션

 통합게시판 솔루션

 노동부 인터넷 원격 훈련기관 LMS 구축

경험 및 노하우

育

 학원, B2B, B2C 등 다양한 교육 사이트
구축 경험 및 노하우

 Web 2.0 기반 최신 기술/트렌드 적용

(* Smart Client, Silverlight, Ajax 등)

(PMS)

강력한
유지보수 지원

고객사에 적합한
맞춤형 유지보수
(Customizing Management)

 철저한 고객 니즈 분석

 PMS를 통한 유지보수 이력 및 실적관리

 철저한 WBS 관리

 사업참여 개발자의 유지보수 전담운영 제도

 납기일 준수 및 위험요소 사전 예방

 수정요구에 따른 빠른 피드백 처리

 旣 완료사업 성공에 따른 사업 관리 능력

 다양한 위험요소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검증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사업별 개발
프로세스 확립

응급처치에 대한 매뉴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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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 HRD Service

do Smart [스마트 : 하다]
HRD 서비스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수자 (전문가)

敎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열린 네트워킹을
통해 실용적이고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 매칭할 수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에 입각한 학습자
중심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촉진자 (멘토)

育

all in one
Service

교육운영자 (학습지원자)
고객사의 핵심적인 교육 니즈를 분석한 뒤,
최적의 교육 과정을 매칭하여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기업별 맞춤 과정들을 제시 합니다.

학습자

Contents

HRD 교육 이슈 전반을 포괄하는 컨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급별
역할 향상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 부합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교육 담당자 (성과 관리자)

6

Business Field : New Biz Service (R&D)

guide dream compass [꿈 : 실현하다]
월드버텍 R&D의 360˚ 아이디어는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6
3
敎 育0
DLS
Digital
Library
Service

개발 진행 中

 제2차 독서 진흥 계획 (2014 ~ 2018)에 따른 독서교육활성화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년별 교과과정 체계에 따른 학습 가능
- 초/중교교과목표에부합하는다양한카테고리의도서컨텐츠개발

- 시대적배경을고려한연대기별인물,사건등다양한도서컨텐츠개발

 수학교육현장에서 개인별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의 한계 극복
- 지능형맞춤학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정확한학력진단을통한학습수준과순서,
전략을처방해주는기술로인지진단모델을이용한강점, 약점에대한진단과학습처방
기술의개발

 핑거터치만으로도 가능한 편리한 학습 환경 개발
- 터치스크린상에서수식타일과격자노트를이용한수식입력및연산처리기술개발

 학습자의 오반응, 오류 그리고, 오개념을 진단해 교정학습을 제공해주
는 지능형 튜터링 기술의 개발
- 오프라인의개인과외처럼정확히진단하여피드백이제공될수있도록학습자의
실수나추측에의한학습오반응,오류, 그리고오개념을진단하여적시의피드백과
클리닉을통해완전학습이가능토록퍼지추론에의한문항반응거리측정기술적용및
개발

- 5 ~ 30분분량의컨텐츠로부담없이효율적으로독서학습가능

 청소년 인문학 소양의 배양을 위한 문(文), 사(史), 철(哲)

 독서 및 학습의 재미와 즐거움을 학습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능동적
인 자가학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사를 위한 협업수업 모듈 개발

AM
Application for
Mathematics
개발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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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choice
생각부터 ‘다른’ 월드버텍은 고객 여러분들께 ‘다른’ 만족감을 선물합니다.

Business Performance

create value [가치 : 창조하다]
AVIS
유지보수 사업

한국어보급
한코리아넷 개발/
LMS 구축 사업

創

(발주 : 아주오토렌탈 / 2007)

이익훈어학원
모의고사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중앙이엠엠 /2008)

(발주 : 푸른일삼일팔 / 2007)

2007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용
LMS 구축 사업

(발주 : 위더스콤 / 2007)

價

V-CLASS
AI CPA 사이트
구축 사업

(발주 : 이인교육 / 2007)

오사카문화원
LMS 구축 사업
(발주 : 푸른일삼일팔/ 2007)

2008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리뉴얼 사업

(발주 : 평택시청 / 2008)

분당 펀스테이션
학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에스테라피
교육 사이트
구축 사업

2009

Mall

이인교육
온라인학습 / 포털
리뉴얼 사업
(발주 : 이인교육 / 2007)

(발주 : 엠퍼니인터렉티브 / 2008)

자격증 포털
에듀나인
구축 사업
(발주 : 위더스콤 / 2007)

造
Mall

(발주 : 사이버MBA / 2009)

(발주 : 중앙이엠엠 / 2009)

(발주 : 유비온 / 2008)

Dell
온라인 테스트 사이트
구축 사업

値

환경산업기술원
전문인력양성
LMS 구축 사업

루이까또즈 쇼핑몰
리뉴얼 사업
(발주 : 로이까또즈/ 2008)

차이나로어학원
사이트 구축 사업

yes24
이러닝 사이트
구축 사업

서울도시철도공사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유비온 / 2009)

(발주 : 유비온 / 2009)

환경산업기술원
사이버실무교육센터
아리랑에듀 사이트
구축 사업
구축 사업
(발주 : 사이버MBA / 2009)
(발주 : 중앙이엠엠 / 2009)

(발주 : 드림테크 / 2008)

(※ 2014년 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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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create value [가치 : 창조하다]
환경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創

코주얼러
쇼핑몰

(발주 : 유비온/2010)

환경교육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KT이노에듀/2010)

(발주 : 한코주얼러/2012)

Mall
Mall

몰인
쇼핑몰

교원 빨간펜 수학교실
시스템 구축 사업 /
교원 수학의 달인 중등과정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교원/2010 ~ 2011)

2011

2010

(발주 : 몰인/2010)

브랜드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파고다/2010)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시스템
및 컨텐츠 개발

價

値

환경교육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

KT 스마트러닝플랫폼
(SLP) 구축 ISP

(발주 : 환경보전협회/2011)

Mall
Cottiny
쇼핑몰/ERP연동
(발주 : Cottiny/2012)

(발주 : KT / 2012)

녹색경영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1)

2012

환경정보공개
검증 시스템 구축
(발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2)

造

(발주 : 신세계 I&C/2010)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 및
건강 포털 시스템 /
컨텐츠 구축 사업
(발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1)

주니어 휴넷
LMS /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휴넷 / 2012)

(※ 2014년 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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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create value [가치 : 창조하다]
환경정보공개
검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3

어린이건강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환경부 / 2013)

價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러닝 센터 구축 사업

(발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3~2014)

(발주 : 환경부 / 2013)

創

(발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3)

APEC Virtual Center
구축 사업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 개선/운영/
유지보수 사업

NIPA
스마트러닝 서비스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발주 : 환경부 / 2013 ~ 2014)

Mall

値

건강보험공단
LMS 구축사업

갈란보일러
쇼핑몰구축사업

(발주 : 한국건강보험공단 / 2014) (발주 : 월드로지텍 / 2014)

해외 배송대행
베니슨몰 구축

(발주 : 베니슨/ 2014)

2014

(발주 : NIPA / 201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포털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3~2014)

Mall

교원 하이퍼센트 리뉴얼
및 LMS 구축 사업

造

(발주 : 교원 / 2013 ~ 2014)

농정원 농정홍보
DB 구축 사업

대교 스마트러닝 플랫폼
LMS 구축 사업

한국인력개발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발주 : 한국인력개발원 / 2014)

(발주 : 대교 / 2014)

(발주 : 한국농림수산부 / 2013)

(※ 2014년 09월 기준)

7

Business Portfolio – 2014년

達

deliver happiness [행복 : 배달하다]

幸
대교 스마트러닝 플랫폼 구축

교원 하이퍼센트 구축

福

환경부 학사관리/이러닝시스템 구축

8

Business Portfolio

達

deliver happiness [행복 : 배달하다]

幸

농정원 농정홍보DB구축

교원 수학의 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FunStation Education

차이나로 어학원

Yes24 e-Learning

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오프라인)

PAGO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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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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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新)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79, 401(양재동 에이스빌딩) / (舊) 서울시 서초구 양재 1동 20-33 에이스 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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