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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주식회사 유비온 (이하 “회사”)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

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자료의 열람은 위의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 자문역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과실 및 

기타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 (별도 ‘예측 정보’ 임을 표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으로 ‘회사’ 및 산업의 향후  예상되는 변화 및 재무의 예상 실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 는 많은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미래에 나타나는 결과는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주식의 매입 또는 매도 등 매매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본 자료의 그 어느 부분도 어떠한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분쟁 및 다툼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 또는 매도 등 매매와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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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듀테크의 발전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기존 온라인교육에서 에듀테크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가속

2000년대 초

● 교육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송출하는 교육

2010~2020년

● 미래교육체제 전환
● EdTech란 개인수준의 개별화를 지향하는 교육방식

2021년 ~

“AIED(AI in Education)”
● 경험학습 체계와 개념학습 체계의 융화
● 클라우드, SaaS기반 서비스의 가속화

E-Learning

EdTech

3rd Generation 
Ed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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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에듀테크 산업 시장의 수요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시장 성장 

*출처: 2021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출처: 2021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_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 10대 이슈 및 키워드 국내 에듀테크 산업 매출액 추이

2,622

356

720

3,699

1st

2nd

5th

8th

3rd

6th

9th

4th

7th

10th
2,749

365

730

3,845

2,834

366

751

3,951

3,388

401

840

4,630

3,739

422

860

5,021

2017 2018 2019 2020 2021

■ 서비스  ■ 솔루션  ■ 컨텐츠

CAGR

+12.7%
(2019~2021)에듀테크 SW시장 수요확대

제조업 
머신비전

지능형 로봇

딥택트

마이데이터

원격의료

VR

데이터 뉴딜

핀테크

AI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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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orporate Identity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에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하는 기업, “유비온”  

글로벌 수준의 

LMS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능력 보유 

수준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연계한

No.1. 대학 

LMS 솔루션 보유

우수한 강사진을 

중심으로 한

교육 브랜드 파워 

구축

가파른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을 통한 

고성장 기업

최고의 에듀테크 

전문가로 구성된 

Management 

Powe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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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회사소개 CEO Profile

기술 보유 및 수상

회사명 ㈜	유비온

대표이사 임재환

사업영역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서비스

임직원수 178명	(2022년	6월	말	기준)

자본금 약	17억	원(약	1,681만주)

법인설립일 2000년	01월	11일

본사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601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3차)

홈페이지 www.ubion.co.kr

現 유비온 대표이사

現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부회장

現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前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회장

前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

소프트웨어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장 
수여(2019)

유비온 설립(2000)

임 재 환 대표이사

25건 9건 17건

국내외 특허 국내외 인증 국내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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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장연혁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지속적인 에듀테크 관련 기술기반 확보를 통한 에듀테크 선도기업으로 도약

설립기
2000 ~ 2009

성장 및 전환기
2010 ~ 2019

도약기
2020 ~ 현재

●  회사 설립 및 금융교육브랜드  

WOWPASS 오픈
●  플래시기반 콘텐츠, 시스템 개발 본격화

●  코넥스 상장(2014년)
●  에듀테크센터 설립(2016년)을 통해  

에듀테크 회사로 전환
●  대학 LMS 출시 및 해외시장 진출

●  EBS 온라인클래스 개발 운영
●  대학 LMS 클라우드 서비스
●  해외 원조사업의 확장(ODA/EDCF)

2000 주식회사 예지네트 설립

 Wowpass.com 오픈

 사이버연수원 솔루션 개발

 학원 사업 진출

2003 교육공학연구소 설립

2004 사명변경(예지네트→유비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06 플래시기반 콘텐츠, 시스템개발

 노동부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

2010 Moodle LMS 사업 런칭

2012 학점은행제 사업 진출

2014 코넥스 상장

2016  에듀테크센터 설립(이러닝→에듀테크 전환)

2017 와우패스 내일배움카드 서비스 런칭

2018 우즈베키스탄 TUIT 사업 수주

2019 아제르바이잔 PMC 사업 수주

 인공지능 교육용 AI 자동차 키트 출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20 EBS 온라인클래스 개발 운영

 초등학교 전용 학습 플랫폼 하이디 1.0 출시

 교육부 E-Learning 세계화 LEAD 기업 위촉

2021 K-Digital Training 사업 선정

 Zoom Reseller 계약 체결

 네이버 MSP 파트너쉽 계약 체결

 한국국제협력단 우수 파트너 선정

  파라과이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사업 수주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수주

2022  제9회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 최우수경영상 수상

  나이지리아 공립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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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영역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다양한 에듀테크 솔루션 보유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 中

EdTech S/W

교육서비스

2022년

매출기준
(2022.3Q)

66.0%

34.0%

●  대학 LMS시장 점유율 1위 

에듀테크 솔루션

●  초중고교(K-12) 전용 

학습솔루션

●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

 
●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DX 교육 런칭

●  해외 개발도상국 국가 

학습관리시스템(LMS) 공급

●  베트남(2019), 우즈베키스탄(2020) 

현지 합작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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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영성과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에듀테크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한 성장폭 확대 지속 및 수익성 개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19 2019 20192020 2020 20202021 2021 20212022.3Q 2022.3Q 2022.3Q

14,185

4,489

18,674

456 435

11,222

11,423

10,561

17,505

8,335

16,149

22,646
1,469

36

28,067

1,724

1,441

24,484

1,969 1,963

■ 교육서비스  ■ 에듀테크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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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듀테크 No.1 솔루션 “코스모스”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국내 대학 에듀테크 시장의 지배적인 LMS 솔루션 “코스모스”

120 TOP 1172,662,495 23.91PB 1,509,458
총 120여개의 대학 

LMS 구축

LMS 방문(로그인) 

횟수
2019.01~2022.05

국내 대학교 LMS    

시장점유율 1위

2020~2021년 등록된 

컨텐츠 재생 트래픽

코스모스 앱 

다운로드 수
2019.01~2022.05

iOS 기준: 725,737회

Android 기준: 783,721회

1PB = 1024TB = 1,048,576GB최근 3개년 대학 

LMS 구축 수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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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 제공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국내 EdTech선도기업으로 폭넓은 고객 맞춤형 솔루션 라인업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시시기2000 2005 2010 2015 2020

EdTech S/W

교육서비스

Cloud
SaaS

2023년
서비스 예정

K-Digital Training
유비온 

디지털 교육센터

최근 4개년 EdTech 프로젝트 건수 추이

2019 2020 2021 2022.3Q

149

270

394 374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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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분화된 에듀테크 라인업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목표 시장별 세분화된 에듀테크 라인업 구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시장 구분

소프트웨어 고도화 수준

MIDDLE HIGHLOW

SaaS

코스모스
On-Premise

●   코스모스의 높은 퀄리티를 바탕으로 한  

대형 종합대학 중심 학습관리 플랫폼

●  최근 COVID-19 이후 기존 사용중인 시스템 대비 

높은 수준의 LMS 수요 증가 中

●  정부 제도 및 정책과 연계한 시장으로 당사의 경우 

하이디, EBS 온라인 클래스 구축·운영 노하우 보유

●  중소형 학원용 LMS 시스템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2022년 런칭되어 운영 中
●  유비온 & 웅진 씽크빅 & 네이버 클라우드 합작법인

대학

기업/
공공

K-12
학교교육

K-12
학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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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차별화된 R&D 역량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우수한 연구개발 리더와 개발 인력들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특허 보유 및 다양한 정부과제 수행

우수한 연구개발 리더와 개발인력 에듀테크 관련 특허 다수 보유

다양한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한 기술력 확보

과제명 개발기간 주관처 비고

로우(Low) 코드 기반 인공지능(AI) 
교육 서비스 기술 개발

2022.08

~ 2024.08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진행중

클라우드 기반의 블렌디드 학습 환경 
지원 서비스를 위한 교수학습 플랫폼

2020.09

~ 2020.12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완료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개발 
및 서비스 설계

2019.09

~ 2020.02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완료

외 다수

등록일자 특허명

2011.06.24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한 컨텐츠의 표시장치 및 그 방법

2018.04.06 대화방에서의 퍼실리데이터 봇 제공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2020.07.31 실습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제어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외 특허 25건 출원 9건現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에듀테크 분과 위원

前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

유비온 창업

유인식 전무 (에듀테크 총괄)

現 ISO/IEC JTC1 SC36(국제 교육표준 분과) 전문위원

現 에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2021)

유비온 창업

장봉진 부사장 (교육공학연구소장)

최고수준

개발인력 보유

관리 및 영업

인력

에듀테크 전문 

기술 인력

교육공학연구소

R&D인력

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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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 고객사 네트워크 확보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국내 주요 대학교 및 기업, 해외 대상 다양한 레퍼런스 보유

대학교 기업 공공기관 해외

우즈베키스탄

일본

튀니지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파라과이

베트남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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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장전략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학습플랫폼의 글로벌 SaaS 서비스를 통한 에듀테크 선도기업으로 도약

매출성장

미래현재과거

신기술 기반
신규사업영역

확대

대학시장 및 
해외프로젝트

확대

완전학습체계 
서비스 구축

신규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다각화

대학시장 
확장 및 

신규시장 진출

완전학습체계
서비스를 통한
교육시장 선도

●  클라우드/AI 기반 차세대 EdTech 기술 개발

●  LMS 글로벌 SaaS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대학 및 
교육기관 시장 진출

●  K-Digital Training 사업 확대를 통한 신규 매출 창출

●  국내 대학 LMS 1위 브랜드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미도입 대학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

●  기업, 공공기관 LMS 진출을 통한 신규시장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  ODA/EDCF 국가원조사업의 독보적인 에듀테크 
수행사로서 해외 프로젝트 사업 확대

●  와우패스,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B2C 브랜드 보유

●  신기술 교육 콘텐츠(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확보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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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교육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및 DX 교육을 통한 시장 확대 도모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한 
재직자 교육

● 누적 수강생: 2만8천 명  
● 서비스 과정: 69개

기업교육 맞춤  
사이버 연수원 운영

● 연간 수강생: 36만 명  
● 고객사 수: 230개

금융, 경영, 회계, 취업  
DX 교육 전문 플랫폼

● 누적 수강생: 23만 명  
● 서비스 과정: 160개

교육부의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서비스

● 누적 수강생: 4만9천 명  
● 서비스 과정: 80개

시장 현황 시장 확대 전략

●  2021년 5월 시작된 KDC(K-Digital Credit) 사업을 통해 신기술분야 
교육시장 개화

●  신기술 분야인 빅데이터, 디지털금융,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  22년 메타버스, AI자동차 키트 과정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중

●  학습플랫폼(with AI, 빅데이터, 메타버스)과의 융합을 통한 MOOC 서비스 
제공으로 고도화된 서비스 공급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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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코스모스 LMS 사업 확대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국내 대학 시장 1위 코스모스 브랜드 활용을 바탕으로 기업, 공공시장 및 글로벌 LMS 시장 진출

글로벌 LMS 
SaaS 서비스 

시장 진출

기업 및 
공공 LMS 시장 

진입

100인 이상 근무 기업 
약 14,000여개사

타깃 시장

대학시장 
No.1 LMS 
코스모스

사업기회

경쟁우위

Covid-19 이후 고도화된 

학습플랫폼 Needs 증가

검증된 솔루션 기반      

LMS 플랫폼 서비스 제공

코스모스 수주 추이 최근 3개년 수주 실적

2019

1,542
55

370

2020

7,339

1,266
700

2021

3,591

4,031

2,089

2022

단위: 백만 원■ Maintenance/Tools  
■ Cloud
■ On-Premise

유비온
47%

기타
11%

D사
5%

C사
8%

B사
11%

A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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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사업 확대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유일 해외 교육 시스템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속 확대

“총 16개국에 17건의 에듀테크 사업 진행”

일본 콜롬비아나이지리아 UAE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튀니지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진출 국가

이집트스리랑카 파라과이앙골라 우간다코트디부아르

베트남

향후 진출 예정 국가

KOICA 사업 발주 현황

유비온 해외 수주 추이

2013~8 2019

2019

2020

2020

2022

2022

2021

2021

33.1

93,626 60,627
103,642

56,637

17,877
32,523

44,863
53,762

99,558
47,402

64,251

41,499

73,434

52,104

37,504

43,531

41,750

42,986

88,605

79,904

143,447

69,810

195,428
198,084

32.9 28.9

58.5

단위: 백만 원

단위: 억 원

평균
1,400억
규모

연평균 
4,300억 
규모

2013 ● 콜롬비아 ICT 교육역량강화사업

2014 ●  중남미 ICT 교육센터 설립지원을 우한 기자재 구매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PMS 용역

2015 ●  KACWA IK - 어플리케이션_클라우드 설치/테스트

 ●  UAE 국제학교 스마트 클래스 구축을 위한 

코스모스 플랫폼 수주

2018 ●  보라카이 스마트클래스 구축

 ●  TUIT통합교육정보화사업 구축 및 보급사업

2019 ●   베트남 합작법인 VIDEA EDTECH COMPANY 설립

 ●  아제르바이잔 교사역량 강화 프로젝트 수주

2020 ●  도호쿠대학교 학습지원시스템 수주

 ●  엘살바도르 교육관리정보시스템 개선지원

 ●  우즈베키스탄 합작법인 ALGORISMUS JV LLC 설립

 ●  튀니지 전자정부 온라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2021 ●  동경외국어대학교 학습지원시스템 수주

 ●  파라과이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센터 설립사업

 ●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EDCF)

 ●  캄보디아 교육방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2022 ●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수주

 ●  나이지리아 전역 공립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

■ 교육  ■ 정보통신  ■ 행정제도  

■ 보건의료  ■ 산업에너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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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I/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AI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클라우드를 통한 구독 서비스 강화

고객 만족도 
확대

대학교

기업

초,중고교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구독형 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

●  학습경험데이터의 LRS (Learning Record Store) 
체계 구축

●   고도화 비용 부담이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부담 감소

●   학습자에게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 효율 증대

●   중소 대학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수요  
증가 대응

●   학습분석 시각화 및 피드백 제공으로 직관적인 
학습 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인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사업구조 전환

AI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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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시장의 성장 및 트렌드 변화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글로벌 교육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 가속화

글로벌 교육시장 성장 에듀테크 시장 성장 가속화 

단위: 조 원단위: 조 원글로벌 교육&트레이닝 시장 추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추이

*출처: HoloniQ and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기준: 환율 1,200원

*출처: HoloniQ and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기준: 환율 1,200원

195.6

7,080

272.4

6,480
321.6

6,600 354.0
7,200 392.4

7,680
438.08,160

484.8
8,760

20192019 20202020 20212021 2022(E)2022(E) 2023(E)2023(E) 2024(E)2024(E) 2025(E)2025(E)

CAGR

3.6%
CAGR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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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로벌 LMS SaaS 서비스 시장의 개화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글로벌 LMS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 진입 기회 확대

글로벌 LMS시장 상황

글로벌 LMS SaaS 시장의 사업기회

글로벌 LMS 이용률 비교

기존 글로벌 LMS 시스템 기능 비교 분석

2029년 글로벌 LMS

약 409억 달러규모
(CAGR 14.2%)

전체 대학 중 

60% 이상이 On-Premise 
방식으로 운영 中

전세계 240개국에서 

Moodle 기반 LMS 사용 중

COVID-19 이후 LMS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다양한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 도출

시장 개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표시장 진출

글로벌 대학 

주요 LMS인 

Moodle기반  

Cloud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화

현지에 필요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한 

Middle-end 급 

SaaS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1차 목표시장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2차 목표시장
중동, 남미, 아프리카

*출처: 당사 추정치

*출처: MindWires*출처: Moodle 공식 사이트

구분
Original

비고

LMS 일반기능 ○ △ △
한국	대학
교육환경에
맞춰	고도화
(Coursemos)

기존	무들에
없는	기능	
추가	개발
(Coursemos)

소셜 커뮤니티 ○ △ ○

커스터마이징 ○ × ×

● Moodle  ● 기타

Europe Middle 
East

South 
America Oceania

69%

31%

76%

24%

72%

28%

6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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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로벌 LMS SaaS 서비스 확장 로드맵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세계적인 수준의 Moodle 기반 LMS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SaaS 서비스 진출 

세계적인 수준의 오픈소스 Moodle 기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보유 
기존 LMS의 한계를 극복한 

Enterprize급 서비스 제공
해외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통한 

지역 거점 파트너 보유

경쟁력

사업화 계획

경쟁력

1 2 3

●  글로벌 LMS SaaS 플랫폼 개발 
(2022년)

●  무들 네이티브와 차별화된 
코스모스의 글로벌 SaaS 서비스 
개발

●  국내·외 시범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2023년)

●  지역 거점별 Localization을 
적극적으로 반영

●  클라우드 운영 및 비용 효율화 
(2024년)

●  지역별 서비스 런칭 및 글로벌 
판매·유통 채널 확보

●  지역 거점을 활용한 운영 
안정화 (2025년~)

●  글로벌 서비스 안정화 및 
지속적인 R&D 체계 구축

1st 2nd 3rd 4th개발 완료 시범 서비스 운영 효율화 운영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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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Digital Training 시장의 성장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K-Digital Training 시장의 성장으로 부트캠프 운영 확장

K-Digital Training

KDT 예상 시장 규모

KDT 수강 목표 인원

유비온 부트캠프 운영 계획

K-Digital Training(이하 KDT)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실무 인재 
양성사업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IT인력 양성을 통한 IT인력 부족 해결 및 청년 
취업 지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당사추정치

단위: 십억 원

190
280

381

494

651

2021 2022(E) 2023(E) 2024(E) 2025(E)

2025년까지

총 2조원의 시장 형성 전망

(CAGR 36%)

IT 인력부족으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지원정책 편성 전망

2021년

17,000명

2025년

58,000명

●  빅데이터 활용  
강의 확대

●  오프라인 센터  
확장

●  서울거점 대학  
캠퍼스 공간 공유

●  오프라인 센터  
확장

●  지방거점 대학  
캠퍼스 공간 공유

●   온/오프라인 센터 
확장

Step 01
Step 02

Step 03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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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SION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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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ig Tech in Education”

국내를 넘어 

미래 교육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EdTech 

선도기업으로 

도약

E-Learning 
사업의 안정적 

성장

코스모스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해외 프로젝트
사업 확대

AI/Cloud 
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LMS SaaS 

서비스

K-Digit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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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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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현황

공모일정

공모 후 주주구성

공모주식수 2,760,000주(일반공모	80%/우리사주	20%)

액면가 100원

공모희망가 1,800원~2,000원

총 공모예정금액 	50억원~55억원

상장예정주식수 19,712,800주

예정 시가총액 354억원~394억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수요예측일 2022년	11월	2일~2022년	11월	3일

청약예정일 2022년	11월	8일~2022년	11월	9일

납입일 2022년	11월	11일

상장예정일 2022년	11월	18일(예정)

구분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보호예수
물량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487,635 32.91 1년~3년

기관투자자 2,612,451 13.25 1개월

기존주주 1,445,795 7.33 3개월~1년

우리사주조합 552,000 2.80 1년

상장주선인 138,000 0.70 6개월

합계 11,235,881 57.00

유통가능
물량

공모주식 2,208,000 11.20

기관투자자 2,596,449 13.17

기존주주 3,672,470 18.63

합계 8,476,919 43.00

총 발행주식수 19,712,800 10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32.9%

공모주주

11.2%

상장주선인

0.7%

기관투자자

26.5%
우리사주조합

2.8%

기타주주

25.9%

상장예정 주식수

19,712,8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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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3Q

유동자산 6,061 9,556 7,136 8,710

비유동자산 6,238 7,470 7,036 7,917

자산총계 12,299 17,025 14,172 16,627

유동부채 10,440 17,197 10,852 12,036

비유동부채 1,097 1,995 1,094 399

부채총계 11,537 19,192 11,947 12,435

자본금 1,681 1,499 1,681 1,681

자본잉여금 3,809 2,494 5,260 2,78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 8 9 12

이익잉여금(결손금) (4,745) (6,166) (4,725) (288)

자본총계 763 (2,166) 2,225 4,193

구 분 2019 2020 2021 2022.3Q

매출액 18,675 22,646 28,067 24,484

매출원가 10,282 12,680 15,948 13,377

매출총이익 8,393 9,965 12,119 11,107

판매비와 관리비 7,937 8,497 10,395 9,138

영업이익 456 1,469 1,724 1,96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477 84 1,440 1,755

법인세비용(이익) 41 48 (1) (208)

당기순이익 435 36 1,441 1,964

02. 요약 재무제표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요약 재무제표 요약 손익계산서

* 9월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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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상 및 인증현황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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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로벌 코스모스 서비스 개념도
Prologue  |  Company About  |  Core Competence  |  Business Strategy  |  New Business  |  Appendix

인증설정 관리 연동테넌시 관리다중 프로필 관리 접속 관리인증세션 관리 보고서관리인증서버 관리 권한 관리인증상태 관리 로그 관리연동코드 관리 정산 관리

코스모스 통합 인증

보안/정보보호 오토스케일링 CDN인프라 자동화 트랜스코딩 현황 모니터링클라우드 플랫폼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학습대시보드

로그인

학습과정 목록

콘텐츠레코더

과제현황

알림관리

맞춤형메뉴

상호작용현황 통합인증연동

API 연동
주요일정관리 허브사이트관리

학습지원챗봇 테마관리

환경설정 실감형리소스관리

강의실관리 권한관리

추천강좌목록 의사소통관리

언어 선택 연동링크관리

학습진도현황 리소스연동관리

사회적학습 접속기기관리

시험 현황 데이터관리

포트폴리오관리 활동로그관리

학습결과관리 과정연동관리

학습자 경험 플랫폼(LXP, Learning eXperience Platform) WebXR 기반 메타버스

사용자 신청

테넌트

서비스 유형 
선택

소개 웹사이트

테넌트
생성 및 활용 준비

(자동)

신청 페이지

이용자수 
입력

제공 강의수 
입력

인프라 및 기능
사양 추천

서비스 가격 
제시

약관 확인 및 
승인

결제 및 
결과 확인

신청 테넌트 
준비

서비스 신청 마법사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권한

인프라설정

인프라모니터링

트래픽 모니터링

장애점검

관제시스템

정기시스템점검

장애알림

보고서 관리

관리 콘솔

검색엔진

표절검사

콘텐츠 저작

IBT

소통도구

보안

인공지능

마이크로러닝

경험관리

진단/테스트

3rd 파티 관리

시스템 설정

다국어 설정 학습활동 관리

권한 설정 학습과정 관리

인터페이스 설정 학습과제 관리

서비스형 코스모스 통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관리

테마 관리 학습현환 관리

학습정책 관리 문제은행 관리

사용자 관리 출석 관리

코스모스 통합 엔진

학습자원 관리 학습활동 관리 데이터 에이전트

프로필 저장소

학습분석 통합 데이터 저장소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

데
이
터
수
집

데
이
터
수
집

데
이
터
가
공

데
이
터
시
각
화

데
이
터
보
고
서

인공지능 분석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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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요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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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전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5년	동안	개인당	3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DC,	K-Digital	Credit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	6만	명).

디지털 전환
DT	또는	DX,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핵심	사업으로	혁신적인	기술ㆍ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제도이다(’21~25년까지	18만	명	목표)	.

멀티 테넌시 Multi-tenancy
단일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로	서로	다른	여러	사용자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as-a-Service,	SaaS)	
제품이	멀티테넌트	아키텍처의	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로	다른	고객이	서버	리소스를	나누어	사용하는	공유	호스팅을	멀티테넌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들 Moodle 오픈소스	학습관리플랫폼으로	교육자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커스터마이징이	쉽고	초기	도입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부트캠프 Boot	Camp
‘부트캠프(boot	camp)'는	군대의	신병	훈련소를	의미하는	말로	최근에는	코딩	부트캠프의	줄임말로	사용된다.	코딩	부트캠프는	단기간에	집중하여	코딩지식	및	실무	
역량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데	효율적인	오프라인	기반	교육프로그램이다.

에듀테크 EdTech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VR,	AR,	AI,	빅데이터	등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교육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오토 스케일링 Auto	Scaling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돋보이게	하는	핵심기술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시스템	자원들의	메트릭(Metric)	값을	모니터링하여	서버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젠킨스 Jenkins 모든	언어의	조합과	소스	코드	레포지토리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CI)과	지속적	배포(continuous	delivery,	CD)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다.

학습관리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	학습	콘텐츠의	개발과	전달·평가·관리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이다.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무상원조(grant)	및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를	말한다.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PaaS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된다.	PaaS	운영	업체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API를	제공해	개발자가	좀	더	편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돕는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이다.	공급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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