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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s

김성윤

이종환

대표이사 (CEO)

부사장 (CTO/COO 총괄)

22년 이상 IT 및 영어교육계 경력

21년 이상 S/W 개발 및 컨설팅 경력

Avaya Inc.
로커스 중국법인 (상해 5년 근무)
이랜드 그룹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학사

Booz Allen & Hamilton
삼성테크윈 (DSC연구소 책임연구원)
데이콤 (교환망본부 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학사/석사

인증 및 표창
Domestic

2022년 EdTech Awards 교육부장관상(대상) 수상

인증 및 표창
Domestic

2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lobal 300

벤처기업 확인

2017 우수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SO9001

2017 서울형 강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2018 백만불 수출의 탑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21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특별상

관광의날 기념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인증 및 표창
Global

2018 AWS
EdStart Member

2019 APAC’s
TOP 10 EdTech

2020 BETT AWARDS
Finalist

2020 AES GLOBAL AWARD
Platinum Prize

2021 BETT AWARDS
Finalist

Amazon Web Service

Education Technology
Insights Magazine

British Education
Training Technology

Asia EdTech
Summit Committee

British Education
Training Technology

Global Ed-Tech,
iPortfolio Inc.

사명

철학있는 기술로 “교육을 개혁한다”

설립

2011년

직원

53명 (2022년 10월 기준)

핵심기술

Spindle Books™ 프리미엄 디지털 영어 학습 플랫폼

위치

중구 남대문로9길 24 11F (패스트파이브 타워)

iPortfolio 언론 보도

NEWS (Link)
[전자신문] 토종 에듀테크 기술, 룩셈부르크 진출

[전자신문] 언택트시대 수출도 비대면으로...스페인 등 7개국 수출

[Etnews] 에듀테크 기업 아이포트폴리오, 일본 영어 교육 시장 진출

[전자신문] 에듀테크란 무엇인가?

[세계파이낸스] 아이포트폴리오, 해외 성과로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으로 주목

[한국무역신문] 55회 무역의 날 - 국내 최초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수출

[중앙일보] “효율 빵점인 한국의 영어교육 뜯어고치겠다”

[Venture Square] 옥스포드 출판부 베스트셀러를 디지털로 만나다

[성공다큐 최고다] 전 세계 영어 교육의 개혁가…김성윤 대표

Spindle Books™
세계 유일 언어교육용
End-to-End 디지털북 플랫폼
• 영어 학습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책 플랫폼
• 변환/저작-배포/판매-인공지능-학습이력 관리에 이르는 토털 플랫폼
•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를 지원
• 학습자, 학부모, 기관 관리자 및 학부모에 이르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티칭 및 학습 기능을 지원

Spindle Books™
in the globe
2015
• Oxford University Press ELT 공식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으로 선정
Oxford Learner’s Bookshelf (OLB)
2016
• 리딩앤 (READING &) 국내 출시
2017
• 중국 최대 교육 업체 신동방 Pop Reader 출시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중국 법인 Big Reading Club 출시
2019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터키, 일본 법인 Oxford Reading Club 출시
2020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5개국 Oxford Reading Club 출시
(베트남,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2021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Oxford Reading Club 글로벌 확장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40개국 진출)
2022
• 룩셈부르크/독일 교육부 Oxford Reading Club 공식 채택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차별화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신동방 교육

Oxford University Press

New Oriental Tech & Edu

테크
솔루션
(PaaS)

에듀
서비스

5단계 다차원 읽기 학습법 (Multi-Dimension Reading)

콘텐츠 제휴

기술로열티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자체개발 전자책 솔루션
• 뷰어(iOS, Android, HTML5,
Windows, Mac)
• 저작 툴 (Spindle Authoring Tool)
• 백엔드 서버 / 클라우드 싱크

구독료

Oxford University Press, Collins, Penguin Random House,
Bob Books 등 3,000여종
기관/학교 고객 (2019~)

300여 개 학원

120개국 300만 회원

LMS 무료 제공

국내 유초등 25만 회원

Oxford Learner’s Bookshelf
120개국 250만 학습자 사용

• 2013년 7월 출시
• 2015년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ELT 부서의 공식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으로 채택
• N-screen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으로 Bookshelf, Viewer, B2C
store, B2B delivery, CPT(Classroom Presentation Tool) 기능 등 포함
• Headway, Let's Go 등 총 3,000여 권 이상의 영어 교과서 콘텐츠 탑재
• iOS, Android, Web 버전 크로스 플랫폼, 유저 데이터 싱크 가능
• 550년 역사의 세계 최대 대학출판부인 옥스포드 대학출판부의
글로벌 디지털 사업을 10년째 성공적으로 수행

POP Reader
• 중국 최대 교육업체 신동방교육그룹(NYSE: EDU)과 중국 유초등 대상의
디지털 영어학습 공동 사업을 추진
• 어린이 디지털 리딩 서비스용 플랫폼으로 Spindle Books™ 플랫폼 채택
• 2017년 상반기 POP READER powered by Spindle Books™ 파일럿 오픈
• 신동방은 중국 55개 도시, 500개 이상의 학원이 있음
• 신동방 유초등 분야 연 매출 US $300M
• 로열티 계약 체결

Big Reading Club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중국 법인(OUPC)과 합작하여 만들어진
OUPC 최초 디지털 리딩 프로그램
• OUP의 ELT 도서 6개 시리즈 총 327권 탑재
• 중국 도서 수출입 협회(CNPIEC)와 협업하여 B2B 세일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의 2017/2018 연차 보고서 내 Education 부분
성공 사례로 소개
• 서비스 론칭 후 첫해 목표 매출을 2분기 만에 달성

Oxford Reading Club
2022년까지 100개국으로 확장
• 리딩앤의 자매 플랫폼으로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전용으로 제공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일본, 터키, 베트남,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글로벌 확장 완료 (2020년)
•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47개국 글로벌 확장 완료 (2021년)
• 룩셈부르크 교육부, secondary school 12,000명 학생에게 공식 공급 (2022)
• 독일 교육부, secondary school 8만명 학생에게 공식 공급 (2023)
• Oxford Reading Tree의 Biff, Chip, and Kipper Stories 전권을 디지털로
최초 제공
•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이 장착된 학습 관리 풀 패키지 제공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차별화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신동방 교육

Oxford University Press

New Oriental Tech & Edu

테크
솔루션
(PaaS)

에듀
서비스

5단계 다차원 읽기 학습법 (Multi-Dimension Reading)

콘텐츠 제휴

기술로열티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자체개발 전자책 솔루션
• 뷰어(iOS, Android, HTML5,
Windows, Mac)
• 저작 툴 (Spindle Authoring Tool)
• 백엔드서버/클라우드 싱크

구독료

Oxford University Press, Collins, Penguin Random House,
Bob Books 등 3,000여종
기관/학교 고객 (2019~)

300여 개 학원

120개국 300만 회원

LMS 무료 제공

국내 유초등 25만 회원

프리미엄 영어 리딩 프로그램

READING &
• 2016년 런칭한 유/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프리미엄 영어 리딩 프로그램
• 1권의 책에 5번 노출되는 5단계 다차원 읽기 학습법 (MDR)
• 점수와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FUN 중심의 리딩
• 전 세계 유명 출판사의 프리미엄 콘텐츠로만 구성
•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이 장착된 학습 관리 풀 패키지 제공

Contents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콜린스, 펭귄 랜덤 하우스 등
유명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약 3,000여 권 탑재

Premium Best Sellers
전 세계에서 리딩앤에만 탑재되어 있는 베스트셀러 시리즈

영국 8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읽기 교재로 사용하는 30년 베스트셀러

영국 1만 개 이상의 국공립 도서관 다독시리즈!

미국 교과서를 만드는 Cengage 출판사 &
과학 탐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National Geographic의 만남

California 포함 미국 4개 주의
공식 Literacy Program 으로 사용

세계 최대 출판기업 펭귄 랜덤 하우스의
체계적인 독후 액티비티가 포함

미국 파닉스 리더스 분야 판매 1위!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유일무이
파닉스 책

Products
부담스러운 전집 구매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리즈를 1년 단위로

디지털 구독
1개의 아이디로 (PC 동시 접속 불가)

최대 4대 동시 접속
태블릿/스마트폰에 책을 미리 다운 받아 놓으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리딩 가능

5 times more eﬀective

“Multi-dimension Reading”

다차원 읽기 학습법
1권의 책에 5번 노출되는
5단계 멀티디멘션 리딩
• 어휘게임, 스토리 추측하며 듣기, 읽기, 말하기, 워크북을 대체하는
독후 활동 게임 등 전 과정을 마무리하면 뱃지 획득
• 점수와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FUN 중심의 리딩

한글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운드&이미지 퀴즈

문장을 가리고
삽화를 보며 내용 상상

영영사전, 문장듣기, 녹음 등
다양한 기능 활용

자세히 보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소단위 발음 분석

스펠링 게임 및 내용이해를
묻는 독후활동

• 옥스포드 영영 사전
• 영국/미국 발음 선택
• 문장/페이지별 음원 듣기

다차원 읽기 학습법

1단계 Warm Up

책 읽기 전 단어 학습
책을 읽기 전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단어 학습으로, 퀴즈 형태로 되어 있어 아이가 놀이하듯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 점수 기록 등을 완전히 배제해 low-anxiety situation에서의 어휘 습득이 가능합니다.

한글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사운드와 이미지를 매칭하며
단어의 컨셉 이해

‘0’점이 없는 퀴즈 형태

다차원 읽기 학습법

2단계 Listen Up

흘려듣기 및 집중듣기
영국발음/미국발음 동시 제공으로 풍부한 듣기 Input이 가능합니다.
문장을 가리고 삽화를 보며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문장을 보며 따라 읽기도 가능합니다.

눈 모양을 터치하면 가려졌던
텍스트가 보여요.

∙ 영국/미국 발음 선택
∙ 5단계 스피드 선택

다차원 읽기 학습법

3단계 Read

본격적인 책 읽기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책 읽기에 들어갑니다. 책 속에 숨어있는 단어 찾기, 영영사전, 문장듣기, 녹음 등
디지털 리딩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부분을 누르면 해당 부분을
명칭하는 단어가 재생돼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리딩이 가능해요.

다차원 읽기 학습법

4단계 Speak Up

인공지능 발음 분석
책 속 핵심 문장을 녹음해보는 단계입니다. 아이의 발음 수준을 선택하고 녹음을 진행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소단위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취약한 발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신호등 체계로
표기되는 발음 정확도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음소,
음절 단위로 정확도 분석

On/Off 설정

다차원 읽기 학습법

5단계 Wrap Up

신나는 게임으로 책 읽기 마무리!
책에서 배운 단어의 철자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고, 책 내용의 이해를 묻는 독후활동을
재미있는 퀴즈 형태로 제공합니다. 점수를 측정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요 마케팅 활동

학부모 세미나
• 2016년 7월부터 100회차 이상 진행해 온 오프라인 세미나
• 전국 8도 30개 이상 도시 방문
• 누적 참석자수 약 2만여 명+
• 세미나 주제 : 영어 학습의 원리 및 리딩의 중요성

주요 마케팅 활동

맘 서포터즈

인터뷰

• 3개월의 활동 기간동안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전파
• 2022년 멀리맘 20기 운영 중
• 누적 서포터즈 400여 명 +
• 누적 리뷰 포스팅 5,000 건 +
• 방송 인터뷰, 테스티모니얼, 서비스 피드백, QA 등 다양한 활동

리뷰작성

간담회

베타테스트

주요 마케팅 활동

맘챌린저 Movement
아이의 영어 공부가 아닌 엄마 자신의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8주간 ORT 퓨처팩 100권을 읽는 미션 달성 프로젝트!
엄마가 먼저 리딩을 통한 영어학습을 체험 → 자녀에게 올바른 영어교육 방향성 제시

- 1기: 556명 지원 / 90명 선발 (서울/경기/인천)
- 2기: 396명 지원 / 70명 선발 (서울/경기/경주/부산)
- 3기: 451명 지원 / 66명 선발 (서울/경기/인천)
- 4기: 387명 지원 / 62명 선발 (전국)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점차 범위를 넓혀 전국적으로 확장 중
현재 맘 챌린저 9기 완료

챌린저 과정 수료 후에는 체인저, 코치 단계로 확장
영어교육 + 다중지능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자녀의 ‘진학’이 목표가 아닌
‘진로'를 가이드 할 수 있는 엄마로 성장하는 것이 최종 미션

주요 마케팅 활동

유아교육전
• 2017년 이후 매년 2회 코엑스 유아교육전시회 참가중
• 사전 예약자 평균 900명 이상 (유교전 기간 4일간)
• 현장 상담자 평균 800명 (유교전 기간 4일간)
• 현장 매출 약 2-3억원 / 회당
• 유교전 기간동안 회원가입 평균 1,500명 이상 (유교전 기간 4일간)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원 또는 학교 등의 기관에서 학생들의 독후 활동
기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LMS 툴을 무료 제공

Key features
• 월별 구독권 티켓 구매
• 클래스 생성 및 학생 배정
• 전체 학생 일괄 등록 기능
• 개별 학생의 학습 기록 모니터링 및 보고서 추출
• 도서별 5단계 완독 여부 확인 및 4단계 녹음 문장 바로 듣기

READING & 도입 기관

학생 수 50,000명 이상의 대형 교육기관, 국내 1위 통신사
유명 학원 및 다수의 국제학교, 사립/국공립 학교, 영어학원, 영어도서관, 영어유치원 등 국내 400개 이상 교육기관에 공급 중

Thank you

E-mail : contact@iportfolio.co.kr
Phone : +82-505-333-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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