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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엠지티는 고객 가치 창조를 위한 LMS 솔루션 전문 , 이러닝 호스팅 , 모바일 앱 기반 개발 기
업을 목표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와 최고의 IT 인프라 시설, 기술, 인력 등을 보유 하고 있습니
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술을 위해 개발 및 연구로 보다 발전된 서비스 및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
격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생각과 좀더 창의적인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업
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사명 : ㈜에듀엠지티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62296

• 팩스번호 : 0504-336-6033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1, 동탄서영아너시티 11층

• 홈페이지 : www.edumgt.co.kr

http://www.edumgt.co.kr/


주요연혁 

www.edumgt.co.kr 

더스터디 50여개사 
납품 

공공기관 
SI 개시 BC 카드 

2002 2006 2008 2015 

실적이 입증해 주는 ㈜에듀엠지티 4 

2001년 국내 최초 이러닝 솔루션 전문기업 ㈜큰틀(구 KCC 컴퓨터통신)을 창업하여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 SI 부문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으며, 2006년 알렉스IT 회사와 병합하여 LMS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이후 초중고 입시 교육 포탈 사이트 더스터디를 2년간 서비스 하면서 
운영경험도 쌓았으며, 이후 국내 이러닝 산업의 부흥으로 ㈜에듀엠지티로 법인명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특장점 

다양한 성격의 
구축 경험 
및  

운영유지 
보수대행 

천만원대  
솔루션 

10만원대  
서버호스팅 
국내 최저가 

납품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고객사의  
기술적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솔루션.패키지로 
1개월 이내 
구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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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 

솔루션 플랫폼 내용 특징 

LMS C#닷넷 + MSSQL 
JAVA + 오라클 

노동부 고용보험환급 
동영상교육 

교과부 학점은행 
원격교육연수원 

각 분야별로 납품 및  
유지보수 중 지속적인  

버젼업에 의한 한정성 검증 

CDP C#닷넷 + MSSQL 
JAVA + 오라클 

경력관리 시스템 e-HRD 핵심기능

LCMS C#닷넷 + MSSQL 
JAVA + 오라클 

스콤 1.2 
스콤 2004 

1.2 , 2004 Certification 
CMI  모델 기반 학습트랙킹 

CDMS C#닷넷 + MSSQL 
JAVA + 오라클 

콘텐츠 개발관리 시스템 교과부 원격훈련 스펙지원 
실사 평가에서 가산점취득 

멘토링 커뮤니티 C#닷넷 + MSSQL 
JAVA + 오라클 

이러닝 포탈 엔진으로 사용 네이버 까페, 제로보드 수준 

암호화 솔루션 Java 
C#닷넷 

KISA 의 SEED 알고리즘 적용 DB 암호화 솔루션 대체효과 

화상회의/과외 플래시, RED5 실시간 화상,음성 공유 
판서 도구 

플래시 RIA 기반 

개발엔진 C#닷넷 
Java 

iRis, C# 2.0, 3.0, 4.0 
myBatis3,Struts2 

DB 연동시 효과적인 
프레임웍 구성 

LOMS JAVA + 오라클 산업인력관리공단 HRD 연계모듈 

 스마트 LMS Html5 기반 순수 웹 반응형 웹 구현에 의한 모바일 수강 Html5 기반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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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개발의 경우 최신 프레임웍 사용. Java 1.7, 톰캣 7.0, Struts2, myBatis3 
의 조합에 대해 서울대학교 중앙전산원으로 부터 보안 및 안정성 검증 받음 



프레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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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DataBase 

C# : Visual Studio Web Form Control 

Java : Struts2 

DTO, BLL Analyzer 

: to build a business logic layer 

Database analyzer 
Stored Procedure 

Writer 

Java : DAO 

C# : DAL  

Analyzer 

C# : iris 

Java : myBatis 

ORM 

Generate an sql source file with the code for creating  
stored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atabase Object Model. 

자동화된 OOD 
(Object Oriented Design) 

SEED 암복호화모듈, AJAX Pro(XML 데이터), Jquery, 
Spring,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웍,  OpenFlashChart 

Java : www.sourceforge.net 의 글로벌 오픈소스 프레임웍 사용 
C# : www.codeplex.com 의 글로벌 오픈소스 프레임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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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용자 별 기능 허용여부 

기능 비고 
운영.관리자 교수.강사 단체교육담당자 수강.훈련생 

강좌개설관리 

개설관리 

공통과정관리 O 과정기본정보 입력 

공통기수관리 O 년간 기수별 기본 정보 입력 기수 정보 입력 

공통개설관리 O O 강의계획서, 실라부스 입력 수료조건 입력 

강좌구성관리 O O 강의 차시 정보 입력 회차 정보 입력 

온라인콘텐츠매칭 O O 차시별 콘텐츠 정보 매칭 

강의일정 O O 권장 주차별 진행 정보 입력 

교재관리 
교재등록 O O 교재정보 입력 

교재매핑 O O 개설강좌-교재 매핑 

시험관리 
시험문항등록 O O 시험용 문항 입력 POOL 구성, 주관식, 객관식 

시험출제 O O 시험지 작성, 운영강좌 매칭 중간, 기말, 3배수시험 

과제관리 

과제등록 O O 과제 정보 입력 5가지 유형 과제파일 업로드 

과제출제 O O 과제출제, 운영강좌 매칭 

팀프로젝트 O O 팀별 과제 출제 팀별, 토론, 참여도 반영 용 

설문관리 
설문문항등록 O O 설문용 문항 입력 POOL 구성, 주관식, 객관식 

설문지 등록 O O 설문지 등록 및 대상 선택 

강좌운영관리 

수강신청관리 

신청관리 O O 승인대기-승인, 취소, 환불 관리자 직접 신청-승인 

출석부출력 O O 집체(오프라인)교육 용 출석부 OMR 형태, 사인란 

수강독려 O SMS,이메일, 쪽지발송 발송내용 저장 

수강진행관리 

운영현황 O O 년도, 기수별 입과,수료,수료율 집계 

평가독려 O O 시험미응시자 독려 SMS ,이메일발송 

과제독려 O O 과제미응시자 독려 SMS ,이메일발송 

환불관리 O 환불내역, 사유 조회 

팀프로젝트배정 O O 팀 구성, 배정 

온라인강좌진도 O O 진도율 조회 미진자 SMS,이메일발송 

오프라인성적처리 O O 오프라인 출석결과 업로드 

온라인성적처리 O O 온라인 성적 처리 자동처리 아닌 강좌의 경우 

성적결과관리 

결과상세 O O 시험,과제,토론,참여도 상세내역 조회 

평가관리 O O 시험 주관식 채점 응시 오류자 시험 복원 

과제관리 O O 과제 채점 및 첨삭 모사답안여부 체크 

IP 정보조회 O O 콘텐츠 접속, 로그인, 학습창 실행 IP 정보,MAC 주소 및 접속시각 저장 

설문현황 O O 설문결과 통,집계 상세내역 조회 

오프라인 설문업로드 O 오프라인 설문 결과 업로드 

SMS/이메일발송내역 O 발송내역 조회 

수료관리 

수료증폼관리 O 수료증 폼 미리보기 화면조정 

수료확정처리 O O 성적조회 및 확정처리 

수료자관리 O O O 수료자 조회, 수료증 출력 수료취소 처리 

회원관리 

고객회원관리 

단체관리 O 단체정보 입력 

수강생관리 O O 
수강생 상세 조회, 다양한 검색조건 조회 암호화 정보(주민번호, 
이메일, 공인인증서 등 조회시 이력남김) 

기본정보, 수강성적목록, 상담내역, 게시물 

교육담당자관리 O 단체별 교육 담당자 지정 

소속관리 O 수강생 단체 변경 

운영자관리 

관리자 관리 O 관리자 지정, 변경 

교강사 관리 O 교강사 지정, 변경, 이력서 기본정보, 강의목록, 상담내역, 게시물 

튜터관리 O O 보조교사 지정, 변경 게시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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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 

코드관리 

마스터코드 O 시스템 마스터 코드 

상세코드 O 시스템 상세 코드 

메뉴권한관리 O 관리자 별 메뉴, 권한 관리 

1:1 상담내역 
1:1 상담내역 O 상담내역 분류별 관리 처리 내역 관리 

고객대응통계 O 대응, 처리 집계 

모바일 페이지 모바일페이지 O 5", 10" 미만 각각 앱, 웹화면 미리보기 웹표준에 의해 홈페이지 상호적용 

커뮤니티관리 커뮤니티관리 O 커뮤니티 생성, 삭제 

콘텐츠관리 

LCMS 

콘텐츠분류 O O 대중소 분류 

동영상관리 O O 촬영동영상 정보 관리 

콘텐츠업로드 O O SCORM 콘텐츠 업로드 압축해제, xml 파싱 

CDMS 

역할설정관리 O 콘텐츠 개발 역할 지정 

공정설정관리 O 개발공정 과정 입력 

분류설정관리 O 콘텐츠 분류 입력 

콘텐츠공유관리 O 제작 콘텐츠 샘플 업로드 

공정진행관리 O 공정 중 이슈사항 공유 SMS ,이메일발송 

공정률 집계 O 진행사항 % 표시 

사업관리 

강의장관리 

강의장관리 O 강의장 기본 정보 입력 

강좌-강의장설정 O 개설강좌-강의장 사용 설정 

강의장 사용 일정표 O 캘린더 형식 

고용보험관리 

위탁훈련계약서관리 O O 위탁훈련계약서 관리 

훈련실시계획서 O 훈련실시계획서 

세금계산서관리 O O 세금계산서관리 

통계및 레포트 

일자별가입추리 O 꺽은선 그래프 

플래시 차트로 레포트 툴 효과 
년간월별수강인원 O 년도,월별 막대그래프 

강좌별단체구성 O 파이그래프 

단체별강좌구성 O O 파이그래프 

기간별수강통계 O O 집계표,소계,총계 

연간운영집계 O O 집계표,소계,총계 

매출집계 
과목, 과정별 집계 O O 집계표,소계,총계 

기간, 강사, 단체 별 집계 O O 집계표,소계,총계 

게시판관리 

게시판관리 

쪽지함관리 O O 

게시물관리 O O 

FAQ관리 O FAQ 관리 

POPUP관리 O 팝업 일정, 위치 

게시판기능관리 

현황조회 O 사용자, 게시물 일일건수 

기본설정 O 게시판 개설 

게시글관리 O 글 삭제, 이동 

게시판화면 설정 O 너비, 권한, 용도 설정 

학습기능 나의강의실 

콘텐츠수강 O SCORM  방식 학습트랙킹 

PG 사 연동, 포인트 적립-사용 
교재주문, 배송 관리 등 쇼핑몰 기능 활용 

시험보기, 과제제출 O OMR 형태 시험 

커뮤니티 O 커뮤니티 방장 역할 , 가입 

쪽지함 O 쪽지 수, 발신 

환불내역 O 환불목록 

각종 서류 O 수강증, 영수증, 수료증 출력 

수강신청 O 수강대기, 수강중, 완료 탭 단계 구성 



단체관리 및 운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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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 계획 작성 및 과정 개설 

11 

온라인(인터넷 원격훈련) 교육 / 오프라인(집체) 교육  

공통 모듈 활용으로  관리자 모듈 사용의 편리성 제공 



www.edumgt.co.kr 실적이 입증해 주는 ㈜에듀엠지티 

솔루션 예시 중 시험관리 

12 

수강생 시험응시 화면 
우측 OMR 답안 작성으로 실제 시험지 화면과 유사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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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예시 중 진도관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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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강의실 구조 

14 

방사형 차트를 통한 성적 위치 및 HRD 시스템의 
인성평가 레포트 자료 활용 

학습창 성적조회 

나의 강의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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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진행 및 관리 

15 

수강생 설문 응답 화면 관리자 설문현황 집계 웹화면 

관리자 설문현황 집계 엑셀화면 



스케줄링 및 오프라인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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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관리 - 일정관리 기 보유한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 년, 월, 주, 일별 강의 일정 관리 

강의 관리 - 출석부관리 



SMS , eMail 발송 연동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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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엠지티가 구축한 고객사의 SMS, eMail 발송 시스템 중 최적화된 모듈을 제공 합니다. 
자동, 수동 및 운영자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다양한 검색조건에 의한 회원 추출 

SMS, 이메일, 쪽지 동시 발송 확인 

SMS, 메일내용, 쪽지 발송 내용 코드화 관리 

SMS, 이메일, 쪽지 발송 히스토리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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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관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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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통계 

플래시 차트를 이용하여 동적이면서 레포트 툴에 버금 가는 통계, 집계 화면 제공 

19 



각종 인증서 활용을 통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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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등의 각종 정보 암호화 전송,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도, 실명인증, 핸드폰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국제 표준 SCORM 준수 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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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M LCMS 1.2, 2004 

SCORM 을 사용하여 콘텐츠의 개발 및 세계적인 솔루션 사용을 원할하게 지원 합니다. 

구축사례 중 공주대학교의 원격교육연수원에서  SCORM 을 활용하여 콘텐츠제작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였습니다. 

SCORM 인증확인 

http://webapps.adlnet.gov/SCORMAdopters/Adopter.aspx?i=551 

21 



LCMS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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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기관 실사 평가에서 기관평가 교수님들로 부터 인정 받은 LCMS 로 콘텐츠를 별도 관리 하여 Pool 개념으로 

LMS 의 강의와 매핑하여 사용.  

SCORM 기반의 다양한  교수설계 및 학습트랙킹으로 학습성향 분석에 탁월함. 



CDMS(콘텐츠 개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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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기관 실사 평가에서 기관평가 교수님들로 부터 인정 받은 CDMS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정보 공유 및 

진척도 체크를  통한 콘텐츠 개발 진행을 관리하여 콘텐츠 의 질 향상을 도모함. 

2011년도 교과부 권고안에  

따라 기존 LMS 만 보유한  

기관에서 추가로 도입하고 있음 



이러닝 콘텐츠 연동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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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에서 edmbed 되는 콘텐츠는 모두 수용 가능. 즉, 브라우저에 볼 수 있는 동영상, 플래시, 렉토라 저작물, 자이닉스 저작물, 
순수한 PDF, html ,  이미지 등 가능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이닉스(이프레스토) 제작 콘텐츠 100% 연동 



기타 솔루션 
동영상 플레이어, 화면 캡쳐 방지, 배속, 북마킹 

Xml 기반의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Articulate, Adobe Elearning Suite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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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X 콘트롤 방식이 아닌 플래시 방식의 화상강의, 
전세계 최다 사용의 화상회의 솔루션 

모바일, PC 겸용 Html 5 기반의 플레이어 무상 제공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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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KISA ( 한국 인터넷 진흥원 ) 의 SEED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요 데이타 DB 암호화 함. 
이방식은 고가의 DB 암호화 솔루션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짐

26 

 사용사례 

국립암센터 ( 의사 면허번호 ) 
서울대 성희롱 상담소 ( 학번 ) 
대한건설협회 ( 주민번호 )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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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이트 기본 제공으로 게시판 및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내역 조회 등 기본 정보 제공 
관리자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사이트 기능을 예시로 볼 수 도 있음 

반응형 웹 구현에 의해 PC, 태블릿, 
휴대폰에서 동일 사이트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문가 교육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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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교육센터 

http://edu.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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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교육센터 
http://epems.kpx.or.kr 

국립암센터 암검진기관 교육시스템 

http://education.ncc.re.k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무역실무 교육 

https://edu.utradehub.or.kr/ 



동영상교육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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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교육센터 

http://www.kuki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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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정석  

http://www.sungji.com 

KBS 스포츠 예술원격교육원 

http://www.kbsspo.sc.kr/ 

좋은책신사고 쎈수학러닝센터 

http://ssenlc.sinsago.co.kr/ 



노동부, 교과부 인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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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한국에듀평생교육 (LCMS, CDMS 납품) 

http://www.koredu.or.kr/ 
출석기반  국제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세롬에듀 우편원격 교육사이트 
KCU 콘소시엄 학점은행 인정 대학연합교육사이트 

http://www.kcucon.or.kr/ 



외국계 온.오프라인 교육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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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마이더스 입시교육 사이트 

http://www.studybank.com.tw/ 

한국에스리(미국에스리 본사 사이트 웹표준 준수) 

http://www.esrikr.com 

중국 청도 승미 교육 
후지제록스 코리아  자사 엔지니어 교육 

http://education.fujixerox.co.kr 



초중고교생 블렌디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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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사이버 영재교육원 

http://djedu.kongju.ac.kr/ 

서강대학교 SLP 어학당 

http://www.eduslp.ac.kr/ 

충남교육청 사이버 영재교육원 

http://edu.kongju.ac.kr/ 

대구 호산고등학교 이러닝 

http://www.hosan.hs.kr/ 



회사내 자체 기술,직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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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 ISO 인증 온라인 교육 글로벌제우스 주식회사 자체교육 

글로벌에듀케이션  기업체 방문강의 교육관리 시스템 Ernst  and  Young ( EY 회계법인 사이버연수원 ) 



법정교육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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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영업 자  온.오프라인 법정교육  유지보수 

http://edu.hfood.or.kr/ 

퇴직연금모집인 자격검정 및 법정교육 시스템 

http://www.rpedu.co.kr/ 

UN 국제기구 종사자 이러닝 시스템  유지보수 

http://e-learning.unapcict.org/ 

문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 사업 온라인 플랫폼 

http://theintro.gokams.or.kr/ 



구축 일정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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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 W+0 W+2 W+4 W+6 

주요 보고서/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요구분석서

•시스템설계서

•구현명세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화면 설계도

•테이블정의서

•개발정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프레임웍 설계서
•시스템 설치계획서
•시스템 설치 완료보고서

•단위 테스트 보고서
•통합 테스트 보고서
•구축 완료 보고서
•매뉴얼

요건 분석 

기획분석 

현업 요청 

분석 

기존 

DB 분석 

구축 

기존 DB 이관 

UI 설계 

DB 설계 

프레임웍연동 

구현 

테스트 

시스템설치 

포팅 

검수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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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데모사용 

기획안 

협의 

협의안 

반영 
테스트 

수정 

사업초기 

중간보고 

납품단계 

순환 프로세스 

WaterFall 구조 

다수의 고객 확보로 검증된 솔루션에 대한 데모 사용 후 커스트마이징 범위 협의 및 클라이언트 기획안에 
따라 수정안을 반영하여 테스트 후 수정.  

이러한 순환 프로세스를 폭포수 모델에 반영하여 단계별 반복을 통한 최종 고객 만족의 시스템 도출 -> 
나선형 모델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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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건 만족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사항 만족 

산출물 품질수준 만족 

정해진 비용과 기간의 목표 만족 

 

수행 항목 수행 방법 

• 프로젝트팀과 별도로 전사
품질조직인 Project Office 팀 활용

목 표 
• 내부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품질
 평가실시 

• 책임과 역할 정의

•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실행

• 산출물 목록 관리

• 시스템 변경 관리

• 진도관리

• 확인 및 검증

기존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품질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에 의한  
구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듀엠지티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고 목표를 새워 사용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전담 PM에 의한 책임제 



유지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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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계획 관련기술 인적자원 외부지원 

소프트웨어 기술력

신기술도입/활용

 3년 이상 유지보수고객

다수 보유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운영 기술지원

원격지원서비스(별도협의)

하드웨어 예비부품확보

주5일 12시간 지원

솔루션 버젼업 시 업데이트

전담 대응 개발자 구성

지속적인 교육 훈련

고객 감동의 마음가짐

고객사 엔드유저 기술지원

(별도 협의 필요) 

유상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 : 12개월

운영 중 질의 응답

하자에 대한 무제한 보수

계약이행 보증보험

계약사항을 기준

서비스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월 50만원 이하 계약

시스템 효율의 

극대화 
시스템 안정성 고객감동 실현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시스템 장애 시 

즉각적인 대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유지보수 경험을 모두 이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서버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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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erver Zone 

기본 네트워크 구성도 

일반사용자 & 
관리자 

KT Backbone 

백본 Switch 백본 Router 2Gbps 

10M-Shared 

F/W 

L2 Switch 
 Hub 

개발 서버 제공 및 론칭 후 테스트 서버 활용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2시간내 서버설치 

사이트 오픈 후 운영 호스팅 비용 월 10만원 
서버 + DBMS +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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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엠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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