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GRADE THE VALUE +



교육에 가치를 + 더하다.



VISION

2020

2023



NOD는 가치를더+ 하는 회사로서

MISSION



NOD PRIDE

사람에 대한

PRIDE

존중

소통

성장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예의와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자신과 동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행에 대한

PRIDE

신뢰

효율

책임

높은 품질에 대하여 동료와 고객의 일관된 믿음을 얻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듭니다.

고객에 대한

PRIDE

가치

통찰

만족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고객의 필요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이상을 통찰합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 넘는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CORE VALUE



프로젝트를최우선으로 한 조직 구성

사업 / 지원
부서

기획실

디자인실

제작실

개발실

Project
team

A

Project
team

B

Project
team

C

Project
team

D

PM
( project manager )=

킹.왕.짱

프로젝트 별 최적화된 팀 구성 체계 구축



NOD PEOPLE & LEADER

NOD PRIDE를 내재화하고

“ 함께하여 가치를 더하는 사람 ”

NOD PEOPLE .

NOD LEADER .

NOD PRIDE를 내재화하고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을 통해
성과와 성장을 돕는 리더 ”



최근 주요사업 실적
< 초등 교육 >



웅진북클럽 영어 보카 전체 단계( 1~4 )

기획 / 디자인 / 캐릭터 / 콘텐츠 / 프로그래밍



천재 밀크T 3분영어 / 연산

기획 / 디자인 / 캐릭터 / DB / LCMS



EBS 수학 연산 모바일 게임

농장 육성 시뮬레이션 사칙연산

기획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EBS 코딩 모바일 게임

기획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웅진 북클럽 초등 영어

기획 / 디자인 / 캐릭터 / DB / LCMS



서울우유

앙팡 캐릭터 및프로모션제작

( 기획, 작곡, 작사, 영상)



천재 밀크T 겨울방학 – 과학

교수설계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천재 밀크T 겨울방학 – 사회

교수설계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천재 밀크T 겨울방학 – 국어

교수설계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천재 밀크T 1학기 – 한글

교수설계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천재 밀크T 1, 2학기 – 국어

교수설계 / 디자인 / 캐릭터 / 프로그래밍













최근 주요사업 실적
< 기업 교육 >



2017년, 2018년
POSCO 공식 협력사









Learn Story플랫폼은 증강현실을 이용한콘텐츠, App을 활용한 Activity 등 선진화된 기술과 차별화된 교수설계를 바탕으로

2016년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스마트 훈련” 유형 별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 개발 + 운영지원



증강현실

Learn Story 증강현실 Activity는 학습교재또는현장설비및기계등의이미지를
마킹하여관련학습콘텐츠를 효과적이고직관적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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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Learn Story 플랫폼은관리자페이지에서학습정보와관련자료(동영상, PDF등)를등록하여사전학습및진단등
을학습자가스마트폰 App을 사용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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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활동형 훈련

Learn Story 키워드 Activity는 강의현장에서강사 또는운영자가다양한토론주제를제시하고
학습자가 App을활용하여다양한의견및토론을 진행 / 촉진시킬수있는기능을지원하며

관련데이터는 DB화하여 다양한목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 LEARN STORY – 집체 교육시 환경 구성

무선네트워크를 통한실시간 상호작용

강사 PC와프로젝터 또는

멀티비젼 연결

학습자 스마트폰 사용

학습자의스마트폰과
강사 PC만으로

일반 강의 공간을
스마트러닝학습공간으로

서비스기획 + 개발 + 운영지원





우리아이행복브랜드

Yo Baby

자사 브랜드



우리 아이 행복 브랜드 “ Yo Baby ”



우리 아이 행복 브랜드 “ Yo Baby ”



엄마와 함께하는 증강현실 “ MOMAR ”









하루 10분집중력강화솔루션

ON

자사 서비스



하루 5분 집중력 강화 솔루션 “ ON ”







“ Thank you, I'll see you again next ti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