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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제안된 IPO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아이스크림에듀 (이
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
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
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
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
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다.(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
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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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앞서갑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 Prologue
- 변화하는 교육 산업
- 새로운 글로벌 교육 Business
-  New Edu Service
-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Resource Bank 

Prologue
Chap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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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Chapter 01. Prologue

교육의 
변화

새로운 글로벌 교육 
Business 출현

기술의 
변화

세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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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교육 산업
Chapter 01. Prologue

Digital Contents 시대, EduTech 시대

과거 - 주입식 교육 미래 - 맞춤형 교육, AI 교육

종이책 기반, 인적 속성 의존 디지털북 중심, 시스템 기반 분석 및 관리, AI 교육

집합 교육 개인별 맞춤 학습개인 의존 학습 분석 빅데이터 학습 분석선생님의 역량 차이 AI 활용 러닝

Education Industry News

“지식위주 교육의 위기”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유통 구조가 달라지고 사회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교
육 패러다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교과과정을 똑같이 배우고 동일
한 시험을 통해 그 수준을 평가받는 방식의 교육이 그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져온 공교육의 기
본틀이었다. 지식과 정보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억력과 판
단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duTech News

英 스타트업 절반이 에듀테크…481조 시장으로 폭발성장

에듀테크기업 플루럴사이트, 상장거래 첫날 주가 33% 상승
플루럴사이트는 처음 IPO에서 발표했던 12달러에서 14달러보다 높은 가격에 상
장됐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플루럴사이트의 시가총액은 25억 달러(약 2조 7,000
억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평가된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800억 원)를 초과
하는 규모다.

*2018년 5월 17일 상장, 2019년 3월 28일 현재 주당 31.04달러

출처: Forbes 2018. 05출처: 한겨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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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글로벌 교육 Business
Chapter 01. Prologue

● 커리큘럼 변화 (디지털교과서)

● 다양한 E-Learning (직업, 기술, 예술, 사이버교육 확대)

● Digital Contents

● Adaptive Learning (개인 맞춤형 서비스)

● AI 학습 서비스 (수학, 영어, 과학 등 전과목 적용)

● S/W, Platform

● AI, BigData

● 실감형 교육 (AR, VR, MR, 360°)

New world, New Global Edu Business

“종이책의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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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dia Contents Archive 
       -  330만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이미지, 동영상, CG,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등)

● Adaptive Learning (개인 맞춤형 서비스)

● EduTech - S/W, AI, 빅데이터

● Platform Service

● 10 million Learning Data / a day

We are the first mover in digital education

Contents, Technology, Platform Service

New Edu Service – 2002년 새로운 도전, 디지털 교육·콘텐츠 준비
Chapter 01.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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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위한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Resource Bank 투자 및 확보

Since 2002, 최고 수준의 교육 전용 멀티미디어 자료 330만 종 아카이브 구축

Image

Video

실감형 Contents

호랑나비의 한살이 한옥의 구조맷돌로 곡식 갈기 개미전자석의 원리 고추 달팽이

Chapter 01.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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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
2. 경영성과
3. 높은 성장잠재력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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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① 강력한 성장 기반 i-Scream
Chapter 02. Business & Market

대한민국 초등학급 94% 이상이 활용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서비스 (2018년 기준)
전국 12만 명의 초등교사가 유료로 이용하는 디지털 교육의 절대 강자

- 초등교사 이용률: 초등학급 94.1% 활용

- 유료모델: 연 55,000원

- 월 평균 방문자수: 140,000명

- 일 평균 방문자수: 90,000명 

세계 최초 온라인 디지털교과서
(Since 2008)

● 아이스크림 홈런 초등 (자기주도 학습서비스)
     → 개인화된 학습기 / BigData 학습 분석 / AI 학습

●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내신특화 학습서비스)
     → 과목별 최적화 학습 프로세스 / BigData 분석 포트폴리오 제공

● 아이스크림몰 (교육상품몰/ 복지몰)
     → 학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연 매출 300억 원대)

● 아이스크림 원격교원연수원
     → 공인연수기관 중 시장점유율 1위 (연간 평균 16만 명 이수)

● XR School (AR, VR, MR 등 실감형 콘텐츠)
     →  LG U+, EBS 공동사업 /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노하우 반영

● 뚜루뚜루 (아이들을 위한 코딩 콘텐츠)
     → 뚜루뚜루 로봇을 이용한 코딩 솔루션 제공

홈러닝

Online Mall

교원 연수

실감형/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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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② 세계 최초의 혁신적 모델 i-Scream Home-Learn (초등)
Chapter 02. Business & Market

아이스크림 기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서비스
폭발적인 회원 수 증가: 2013년 12월 16,757명 → 2018년 12월 82,787명

세계 최초 디지털 Home Learning System
(Since 2011)

전체메뉴

개인별 일일  
맞춤학습 계획
(학교공부, 전문학습, 
특별학습)

학습분석, 오답노트

커뮤니티, 소셜러닝

개인화 서비스
(학습분석 등)

학생 참여형 서비스
(커뮤니티, 설문, 이벤트 등 소셜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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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③ 세계 최초의 혁신적 모델 i-Scream Home-Learn (중등)
Chapter 02. Business & Market

초등에서 중등까지 일관된 학습 데이터 분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서비스
과목별 최적화된 쌍방향 서비스 및 AI 학습분석 제공

학습자 중심 쌍방향 콘텐츠 Home Learning System
(Since 2018)

개인화 서비스
(학습분석, 수행률 등)

주요과목
시즌별 학습

개인별 일일 맞춤학습 계획
(전문학습:영어/수학/인증시험)

개인별 일일 맞춤학습 계획
(교과학습)

전체메뉴

개인별
콘텐츠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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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④ 홈런의 차별화된 경쟁력
Chapter 02. Business & Market

1. 330만 종의 방대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 Resource Bank Back-up (COOKEE)

      - 사진, 동영상, CG,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

2. 전용 학습기 (Home-Learn Book)

      - 나만을 위한 전용 학습기

● 교과, 비교과, 외국어 및 인성, 창의 예술 등 다양한 창의 체험 자료

● 학습 콘텐츠 진화에 맞춘 UX, U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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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④ 홈런의 차별화된 경쟁력
Chapter 02. Business & Market

3. AI 맞춤 학습

      - 1일 1,000만 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의 강점과 약점 진단

      - 학습 습관, 미디어 소비 습관, 문제 풀이 습관 등을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 처방

4. 학교 수업 연계 (i-Scream 연계)

      - 초등학급 94% 이상이 활용하는 i-Scream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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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④ 홈런의 차별화된 경쟁력
Chapter 02. Business & Market

5. 실감형 Contents 플랫폼과 Coding 교육

      - XR School: AR, VR, MR, 360°의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 뚜루뚜루 코딩교육 시스템

6.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지속성과 확장성

      - 차별화된 홈런 중등: 과목별 최적화된 쌍방향 학습 프로세스

      - 초등에서 중등으로 지속적인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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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⑤ 학습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
Chapter 02. Business & Market

자기주도학습의 입증 - 압도적인 학습 수행률 및 재가입률

일반 이러닝 수강 완강률 약 30% 당사 제품 학습 수행률 약 70% 이상

자료: 당사 내부 자료(2018)

학습수행률  71.9%

중도해지율  0.72%

재가입률  71.1%

당사 회원 평균 학습수행률 추이

2015 2016 2017 2018

66.8%

70.1% 69.7%

71.9%

자기주도학습의 
실현

● 기존 학습모델(단순 이러닝)의 한계 극복

● 자발적 학습 습관 배양 → 높은 학습수행률

● 최고의 스마트러닝 신뢰도 구축 → 높은 재가입률

●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 및 반응형 시스템

● BigData / AI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 업그레이드

● 높은 수준의 학습수행률 유지 및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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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_⑥ 효율적인 판매 채널 운영
Chapter 02. Business & Market

판매 채널 다변화와 전략적 운영을 통한 회원 수의 폭발적 증가

2013 2014

16,757명

2015

33,303명

2016

45,576명

2017

64,292명

76,084명

86,186명

2018 2019

자료: 채널별 유입 비중(2018)

유료 회원 수 추이
지인소개 (13%)

직가입 (12%)

재상담/ 인바운드 (4%)

모바일 체험판

홈페이지/ 모바일앱 (21%)

홈쇼핑 (16%)

SNS (14%)

온라인 (8%)

지사 (9%)

직영 (5%)

오프라인

온라인

14지국 3CP 지사

전국 9개 지사

구글/멤버십/모바일알림장 등 
주요 매체 75개 

카카오/밴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채널 20여 개

GS/CJ/현대/
홈앤쇼핑 등 9개사

홈런 홈페이지/
우리반알림장/ 검색광고

프리뷰 서비스 

자발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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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성과
Chapter 02. Business & Market

연평균 30%의 회원 수 증가를 통해 검증된 사업성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 % 단위: 억 원 / %

201320132013 201420142014 201520152015 201620162016 201720172017 201820182018 2019 
1분기

2019 
1분기

2019 
1분기

111

329

508

743

866

290

1,001CAGR
( 2014~2018 )

32%

2017년
오프라인 영업 

조직 구축

-8 -7

-7.0
-6.1

14.8

6.7

4.5

2.0

46

36

9.1

7.1

103

77

13.9

10.3

89

78

10.3
9.0

4 4

126

106

12.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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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성장잠재력_① 에듀테크 시장의 높은 성장성
Chapter 02. Business & Market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높은 수요에 기반한 에듀테크의 기존 전통 교육 대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규모 전망 국내 홈스쿨링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2017 2020 2016 2017 20182015

2,200억 달러
(약 246조원)

4,300억 달러
(약 481조원)

자료: 미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더스트리애널리스츠 (GIA) 자료: 각사 공시자료

877

21,884

1,197

21,510

1,839

21,719

2,174

21,183

기존 학습지 4개사 스마트러닝 3개사

CAGR  -1.1%
(2015~2018)

CAGR 35.3%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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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성장잠재력_② 높은 잠재적 수요
Chapter 02. Business & Market

새롭게 열리는 에듀테크 산업 내 압도적인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회원 가입률 상승에 따른 사업성과 기대

학령인구 대비 당사 가입률에 따른 매출 전망
- AI수학, AI영어, 검정교과서, 해외사업 등 포함

82,787 명
초등 아이스크림홈런 

회원 수 (2018)

3.1%
국내 학령인구 대비 

홈런 가입률

2,711,385 명
국내 초등학교

학령인구 (2018)

2018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0

1,001

2019 2020 2021 2022 2023 년도(년)

매출액
(억 원)

4%

10%

15%

20%

30%

학령인구 대비 

가입률

3.1%

향후 5년 내 30% 
가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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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앞서갑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Core Competitiveness
핵심 경쟁력

1.  멀티미디어 교육 Resource Bank
2. BigData 기반 AI 학습 분석 서비스
3. 시장 개척 및 성공 DNA 보유 기업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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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대, 지속 확장 중인 독보적 멀티미디어 Resource Bank
Chapter 03. Core Competitiveness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330만 종 교육 전용 멀티미디어와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 Image ● 실감형 Contents

● Video 

● Animation ● 360° Contents

세계 최대,
최고 품질의 
교육 전용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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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gData 기반 AI 학습 분석 서비스
Chapter 03. Core Competitiveness

1일 1,000만 건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AI 생활기록부R&D 인력 현황

주요 연구 인력

R&D 
(38%)

경영지원 
(7%)

영업마케팅 
(15%)

사업운영 
(40%)

총 347명

- 연구개발R&D: 132명

- 사업운영: 138명

- 영업마케팅: 53명

- 경영지원: 24명

-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 박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교육기술, 전자문서 분야 표준화 그룹 의장 (現)

-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Technical Advisory 그룹 위원 (現)

- BigData, AI 학습분석

- 고려대 전산과학과 학사

- 한국 오라클

- 다음커뮤니케이션(現 카카오)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Platform 구축, Infra 

지능정보기술
연구소장

조용상 전무

기업부설
연구소장

김선회 상무

(2019.03 기준)



INVESTOR RELATIONS 2019

The best EduTech company      25

3. 시장 개척 및 성공 DNA 보유 기업
Chapter 03. Core Competitiveness

도전과 창의의 DNA로 세상에 없던 Business를 창조하고 시대를 이끌어 가는 기업

개척 성공도전

창의력과 아이디어 기반 
도전정신

시대를 예측한 콘텐츠 확보 & 
IT기술 개발

‘스마트러닝’ 영역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1위

<1988년 서울올림픽 레이저쇼와 박기석 회장> <IT기술 기반 새로운 교육 모델 개척> <초등 스마트러닝 브랜드 인지도 1위>

아이스크림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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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앞서갑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Growth Factor
지속 성장

1.  주력 사업 강화
2. 전략적 사업 확대
3. 글로벌 시장 진출
4. VISION

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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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력 사업 강화_① 홈런 Upgrade
Chapter 04. Growth Factor

홈런 업그레이드로 에듀테크, 디지털 콘텐츠, AI 분야의 절대적 차별화 구축

홈런 서비스
기능 변화 및 강화

디바이스 고도화

특화 콘텐츠 강화
AI 플랫폼 서비스 및

챗봇 추가

홈런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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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력 사업 강화_② AI 교육 플랫폼 완성
Chapter 04. Growth Factor

관리교사의 학습관리에서 진화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 플랫폼 구축
< 학생·학부모·관리교사 Communication, 맞춤형 서비스 >

AI 교육 플랫폼

담당 학생을 심도있게 파악 학습습관, 패턴을 스스로 점검하여 발전 방향 모색

학습동기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 및 패턴 이해

관리교사 학생 학부모
맞춤형 상담

데이터 분석자료 특성에 맞는 

피드백 메시지 제공

학생 학습분석 자료

빅데이터 관점의 데이터 분석

학생별 특성에 맞는 메시지

학습량, 스케줄 조정

격려 및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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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력 사업 강화_③ AI 기반 교과 서비스 혁신
Chapter 04. Growth Factor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 AI 학습 서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Strategy

● 2019년 하반기 오픈

●  국내 및 해외 대상 신규 서비스 

(디지털 수학)

●  홈런 서비스(초등, 중등) 대상 

수학 경쟁력 강화

●  AI 기반 교과 서비스 확대 

(AI영어, AI과학, AI국어)

머신러닝 기반 AI 수학

●  홈런 
(초등, 중등)

학습자의 목표점수 및 취약 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단/최적의 순서로 학습 및 문제풀이 가능

학습 태도, 적성, 실력에 따라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 설계

●  O2O 서비스 
(학원 연계형)

자신이 이해한 것을 또래 아이들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또래 학습)
● 참여형 서비스

AI 수학 
Adaptive Learning Platform (ALP)

콘텐츠
데이터

수집

학습

분석

AI추론,

추천
서비스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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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사업 확대_① 초등에서 중등으로 고객 확장
Chapter 04. Growth Factor

초등 자기주도학습 모델 성공을 바탕으로 중등 시장으로 확장
- 연속된 학습 경험과 바른 학습 습관으로 성적 향상

자기주도학습 습관의 가능성을 확인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으로 학습

● 주입식 강의가 아닌, 과목 특성을 살린 최적화된 자기주도 학습 

● 대화형 학습(체크타임), 이미지, 카드 뉴스, 퀴즈 등 완벽 개념 학습

● 완벽한 평가 시스템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Q&A 서비스

중학 과정에 최적화한 
과학적인 학습 콘텐츠와 

체계적 학습 시스템

초등 → 중등 연계 학습율  

“64.7%”
초등 졸업 이후에도 

홈런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유지

3년 내
중등 스마트러닝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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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사업 확대_② 실감형 인공지능 가정교사 시스템 구축
Chapter 04. Growth Factor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생 성장 단계별 데이터를 지속 축적·관리하고, 
AI 가정교사의 밀착 관리를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2019년도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 수행업체: ㈜아이스크림에듀, PDM

● 사업기간: 2019.04 ~ 2020.12 (사업화 완료)

e포트폴리오

학습 생애주기

AI 가정교사

- 음성인식 통한 대화형 

- O2O (오프라인 교구 연계)

- 창의력 

- 학습 습관

- 사고력

- 학습 선호도

- 교과 이해도

- 학습 성향

- 교과 이해도

- 핵심 역량

- 수학 능력(修能)

- 적성 및 진로

음성 + 챗봇을 통한 

대화형 튜터링

NUI/NUX기반 

튜터링

NUI/NUX기반 

튜터링

NUI/NUX기반 

튜터링

성인고등중등초등(저) 초등(고)유아

데이터 

범위/양

연령별 특성/성향에 맞춘 AI 튜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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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사업 확대_③ 국내 최초 초등 커머스 몰 구축 및 캐릭터 사업화
Chapter 04. Growth Factor

홈런 10만 회원의 집단 지성과 초등학생 97%가 인지하는 자사 캐릭터를 활용한
국내 최초 초등 커머스 몰 구축

자료: 당사 U&A 조사 (2018)

TRUETRUE Friends

국내 초등학생 97%가 
인지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및 제품 상업화

학생의 아이디어로 제작하고,
학생의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국내 최초 초등(어린이)
커머스 생태계

어린이 메이커스 코니월드 + 몰

●  10만 홈런 회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 및  

상품 기획 참여

●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 제작한  

PB제품과 다양한 캐릭터 기반 

상품 판매

●  대내외 이벤트 연계한  

Cross-sell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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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시장 진출_① XR School(교육용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구축 
Chapter 04. Growth Factor

교육용 실감형 콘텐츠 전문 디지털 플랫폼, XR School
2020년 세계 최대 교육 전용 플랫폼 구축

● VR, AR, MR, 360°의 다양한 교육용 포맷 타입 제공

● 현재 약 90여 종의 콘텐츠 탑재, 2020년 500개 이상의 실감형 콘텐츠 제공 목표

● 실감형 콘텐츠의 장점인 몰입형 체험과 확장 현실을 통한 다양한 인터렉션 재미 구현

● 아이스크림 홈런을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구현 (PC, Web, Android, iOS)

● 전세계 디지털 교보재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프레임워크 진행

●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4K 해상도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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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시장 진출_② COOKEE (멀티미디어 교육 Resource Bank) 사업화
Chapter 04. Growth Factor

세계 최대 교육용 멀티미디어 Resource Bank, COOKEE의 사업화

●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공동 추진

● 330만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사업화

● 글로벌 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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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시장 진출_③ 교육 S/W와 모바일 교육 사업
Chapter 04. Growth Factor

교육 S/W와 모바일 교육 사업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교육 시장 진입

해외진출 로드맵교육 S/W와 모바일 교육 사업

교육 S/W 와 
모바일 교육(Mobile Education) 사업 진출

●  전세계 디지털 교육화로 교육 관련 거대  

S/W 시장 형성

● 현재 109개의 S/W 보유 (특허 48개)

● 서비스와 기술개발 상호 시너지

● 사용자 중심 S/W 개발

● App이나 App+Web 서비스 교육 시장 급성장

●  AI 기술 플랫폼 적용 및 확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등)

Step1
Step2

Step1

● 글로벌 홈런 플랫폼 서비스 런칭 및 서비스 확대
●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홈런 서비스 런칭
● 본격적인 선진국 교육시장 진출

2021

● 1차 진출 목표국(베트남) 진입
● 초등 대상 홈런서비스 런칭
● 업계 내 포지셔닝 및 채널 구축

2019

● 1차 진출 목표국 서비스 런칭 확대(중등 대상)
● 대상국 JV 설립 및 M&A
● 클라우드 기반 홈런서비스 구축

2020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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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sion
Chapter 04. Growth Factor

Global ‘초일류 AI 교육 기업’

● 세계 최대 교육 전용 멀티미디어 Resource Bank 구축

● AI 수학, AI 영어, AI 과학 국내외 서비스 (2020년)

● Global total EduTech &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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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ONG Family
Chapter 05. Company Overview

SIGONG Family

박물관, 과학관, 역사관, 테마파크 및 

특수영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 전시 문화 기업

창조적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오프라인 출판과 접목시킨 

융복합 디지털 교육 콘텐츠 서비스 기업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스마트러닝 시장을 개척한 에듀테크 기업

역사 유물에 대한 보존 및 보호 관련 

250여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과콘텐츠를 박물관 및 역사관에 

제공하는 기업

시공테크의 중국합자법인으로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전시문화사업 수행

유아교육, 코딩, AI 콘텐츠 창의 놀이센터 

글로벌 유아사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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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前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前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

- 前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운영위원

-  現 ㈜시공테크,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이사, 

시공그룹 회장

-  한림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 ㈜오리콤 DSN사업본부 편성제작국

- ㈜두산 출판·마케팅국 E-biz사업팀

- ㈜아이스크림미디어 상무이사

- 現 ㈜아이스크림에듀 대표이사

2. 회사 개요
Chapter 05. Company Overview

회장 박 기 석

대표이사 최 형 순

에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데이터 플랫폼 기업

Company Profile

회사명 ㈜아이스크림에듀

대표이사 최 형 순

설립일 2013년 4월 21일

자본금 54.4억 원

사업분야 교육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브랜드 아이스크림 홈런, 아이스크림 홈런(중등), 우리반 알림장

임직원수 347명 (2019년 3월 기준)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5 (대치동)

홈페이지
www.i-screamedu.co.kr
www.home-lea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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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연혁
Chapter 05. Company Overview

디지털교과서 시대의 차별화된 전문 AI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2010 ●  아이스크림(i-Scream) 서비스  

전국 초등학습 99% 활용

  ●  영국 BBC 미디어 콘텐츠 학습용 활용 시작

2009 ●  최우수 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디지털콘텐츠 부문)

 ●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IT Innovation 대상)

2008 ●  초등교과자료 아이스크림(i-Scream)   

서비스 런칭

2002 ●  ㈜시공미디어 설립

2016 ●  홈런 회원 5만명 돌파  

(초등 스마트러닝 업계 최초)

 ●  초등 정식 교과 채택 ‘코딩교육’ 콘텐츠 오픈

2015 ●  홈런학습기, 일본 와콤사 터치솔루션 도입

 ●  ‘우리반 알림장‘ 앱 런칭

2014 ●  아이스크림 홈런북 안드로이드 태블릿 버전 

출시(2세대)

 ●  콜롬비아 교육부 공교육 설계 컨설팅 수행

2013 ●  ㈜시공미디어에서 분사 후 ㈜시공교육 창립 

2012 ●  아이스크림 홈런 홈쇼핑 런칭 방송 성공

2011 ●  아이스크림 홈런 학습 서비스 개시  

(1세대 윈도우)

2018 ●  인공지능 학습분석 서비스 시작 

(AI 생활기록부)

 ●  자체 개발 홈런 연산 프로그램 오픈

2017 ●  사명 변경: ㈜시공교육 → ㈜아이스크림에듀

 ●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빅데이터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 고도화)

 ●  중등 학습 서비스 ‘친절한 스쿨링‘ 런칭 

(현.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도약기성장기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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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O Information
Appendix

공모 주식수 1,450,000주 (신주모집,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 11.5%)

액면가 500원

공모 희망가액 15,900원 ~ 18,000원

공모 예정 금액 230억 원 ~ 261억 원

상장 예정 주식수 12,637,371주

예상 시가총액 2,009억 원 ~ 2,275억 원

보호예수 사항
최대주주 등: 7,838,861주(62.0%) 6개월

우리사주조합: 101,500(0.8%) 1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9년 5월 31일

수요예측일 2019년 6월 25일~26일

청약일 2019년 7월 1일~2일

매매개시예정일 2019년 7월 11일

주관사
대표주관사: 대신증권

인수회사: 삼성증권

공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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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재무제표
Appendix

구분 2016 2017 2018 2019.1Q

유동자산 35,852 45,916 55,734 57,479

비유동자산 7,803 9,902 13,253 13,728

자산총계 43,655 55,818 68,987 71,207

유동부채 18,950 22,741 18,578 19,806

비유동부채 1,060 1,721 1,461 2,084

부채총계 20,010 24,462 20,039 21,890

자본금 5,160 5,160 5,594 5,594

자본잉여금 7,427 7,532 14,690 14,74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83) (83)

이익잉여금 11,058 18,664 28,748 29,060

자본총계 23,645 31,355 48,948 49,31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료: K-IFRS 기준 자료: K-IFRS 기준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1Q

매출액 74,301 86,608 100,102 28,966

매출원가 41,842 45,341 54,607 16,670

매출총이익 32,459 41,268 45,495 12,296

판매비와 관리비 22,134 32,369 32,945 11,905

영업이익 10,325 8,899 12,550 391

영업외수익 156 559 562 139

영업외비용 1,545 274 440 44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8,936 9,184 12,672 486

법인세 비용 1,274 1,398 2,111 120

당기순이익 7,662 7,786 10,561 366

총포괄이익 7,633 7,606 10,325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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