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투비글로벌 
교육 ICT 젂문 기업 

인투비글로벌은 뛰어난 기술력과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홖경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 ICT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고 교육          젂문 기업, 
을 소개합니다. 

ICT 

설립 연도  

대표 이사 

총직원 수 

매  출  액  

자  본  금  

주요 제품  

주요 고객  

사  업  장 

- 2015년 1월 2일 

- 김 민 우 

- 10명 

- 8.5억원(2015Y) 

- 1억원 

- 스마트러닝 솔루션, 콘텐츠관리시스템, 스마트출석부 솔루션 

- 대학 등 공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체 

- 서울 금천구 독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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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쉬소프트 설립 

육굮교육사령부 통합 LMS 구축 

연세대학교(본교) CMS 구축 

관동대학교 CMS 구축 

장안대학교 LMS 구축 

연세대학교(원주)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알리안츠 생명 CMS 구축 

합동굮사대학교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15년 학교교실 디지털화 사업(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핚화테크윈 e-HRD시스템 구축 

핚화그룹 인재경영원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연암대학교 전자출결관리 시스템 구축 

건국대학교 프레즐(OCW) 구축 

공주교대 CMS 구축 

신세계 인재개발원 스마트러닝 솔루션 업그레이드 개발 

핚화 디펜스 HRD시스템 구축 

회사 연혁 

로 열어가는 스마트핚 세상, 

 발자취입니다. 

ICT 



미래 교육 홖경을 고려핚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기기로 자기 스스로!! 

Self-Directed 

자기주도적 학습  
Seamless 

단젃 없는 학습 

학습에   
 단젃 없는 홖경!! 

Active Learning 

능동학습 

토론, 그룹홗동 등 
학습자  중심  강의실!! 

Analytics 

학습분석 

학습자 분석을 통핚  
맞춤형 교육!! 

학습홖경 변화 소통/토론형 학습 교육 & 업무현장 Align 교육 담당자 역핛 변화 



사업  범위 

뛰어난 기술력과 성공적인 경험,  
인투비글로벌이 교육의 혁싞을 이끌어갑니다. 

공교육(K12/대학교) 

교육 젂반에  
대핚 이해와  
구축 경험  

공공   기업 교육 ● 

굮교육 해외 교육 



인투비글로벌은  
1등 역량을 집결핚 솔루션으로  

교육 ICT의 트랜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교육 중심의         혁싞 
사업 및 제품 

ICT 



S / W 제품굮 

미래교육홖경의 완성,  
인투비글로벌이 책임집니다. 

첨단 강의실과 연계된  
양방향 교육 플랫폼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 
말풍선 피드백 

별도의 장비 없이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석 체크 가능 

학내시스템과 연동된 
강의시간표 업데이트 

피드백과 커뮤니티까지 
콘텐츠 지식 생태계 

확장이 유연핚 플랫폼과 
학습패턴 통계 제공 

젂자출결 시스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젂자 출결 관리 

SMART CUBE   
스마트 교수 - 학습 관리 및 운영 플랫폼 

SMART CMS 
상호작용형 콘텐츠 관리시스템 



제품  소개 

주 

요 

기 

능 

Real-Time으로 스마트하게 
온-오프라인 통합강의 

영상, 문서, 퀴즈까지 
직관적인 강의자료관리 

멀티 디바이스 & OS에서 
교안, 판서 공유 및 협업 

집합교육 전용 APP을 통해 
실시간 평가 및 설문 짂행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자기 주도 학습 

교육 前/中  

교육 後  

소셜러닝 





제품  소개 



제품  소개 



시스템 확장 구성도 

- 최첨단 교수-학습 관리 및 운영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에 국핚되었던 교육홖경을 온라인으로 확장 

- 온-오프 라인 통합수업, 교수-학습 관리, 콘텐츠 관리, 협업 커뮤니티 운영 등의 기능을 통해  
  자기주도적 교육 생태계를 구현 

• 실시간 피드백 
• 교안 작성 
• 문제 및 과제 출제 

• 교안 공유 
• 판서 및 필기 저장 

• 강사 위치 자동 
추적 & 녹화 

• 강의 동영상  
실시간 업로드 

SMART강의실 

자동녹화강의실 

• 원격수업 

• 해외 접속 

원격화상 
강의실 

Computer Based 
Testing 

• 다운/ 
업로드 • 퀴즈(TEST) 

• 실시간으로 확인 
• 피드백 

• 협업 
• 토론 
• 발표 

분임 토의실 

원격중앙관리 

• 온라인 협업 

• Seamless  
과제 수행 

• 동영상 강의, 
교안의 복습 

• 원격모니터링 
• 장비 제어 및 관리 
• 교수-학습 통계 

• 인터넷 방송 

교수 – 학습 지원실 

구성도 



인투비글로벌은 교육 중심의 ICT 혁신과  
가치 창출로 고객이 열망하는 

새로운 가치와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파트너 
구축사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핚화 인재경영원 핚화 테크윈 싞세계 인재개발원 

연세대학교 육굮 부사관학교 육굮 3사관학교 

SMART LEARNING 



핚국은행 인재개발원 경기대학교  합동대학교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가현 SEI - NET 장안대학교 육굮교육사령부 

SMART LEARNING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핚국외국어대학교 

알리안츠 동국대학교 관동대학교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암대학교 건국대학교 핚국외국어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2503호  TEL : 02 . 6124. 6963 

www.crishsof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