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we are
비상은 ‘변화의 기폭제’입니다. 지난 20년간 

남다른 도전 정신과 공감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취적인 콘텐츠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비상은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의 가치를 고민하고, 

지식을 넘어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 문화 

브랜드로 거듭납니다. 세계 곳곳에 K 에듀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모든 이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하는 비상의 즐거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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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우리는 남다른 상상과 혁신으로  
교육 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모든 이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한다.

비상은 혁신적인 도전과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설립 목표 그대로, 
‘배움이 더 즐거워지는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기술로 교육 현장을 

미래화하고, 우리의 생각과 
노하우를 담아 글로벌 교육 문화를 
이끄는 혁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비상의 이름이 K 에듀의 깃발이 
되어 세계에 휘날릴 그날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비상인의 힘을 모아 상상 
그 이상을 실현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교육 CEO, 양태회

존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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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s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을 넘어선다.

내가 즐기면서 
하는 일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나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임을 믿는다.

나는 성숙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다름을 
존중한다.

당연한 것도 
낯설게 본다.

오늘 치열한 고민이 
내일 최선의 결과가 
된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2017년 10월 20일 전 구성원이 모여, 
함께 지켜갈 일곱 가지 지향점을 담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20년, 비상의 조직문화를 이어가는 비상인의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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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우리의 비전

	Joyful Discovery!
	이제 비상인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상상을 실현하는
	교육 문화를 만듭니다.

교육 현장의 미래화
정체된 지식은 내일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비상은 교육의 새로운 기준과 전형을 
제안하고 전파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끕니다.

문화 기업으로 도약
아이들의 성장은 교실에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비상은 배움과 문화의 진화를 
촉진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합니다.

교육 한류 선도
IT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비상은 디지털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 안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섭니다.

9



History & Achievements

1997
12 비유와상징 설립
교육 전문 출판사로 
시작

2002
05 오투, 개념+유형 
출간
과학, 수학 전문 
학습서 브랜드 론칭

2007
01 수박씨닷컴 오픈 
이러닝 시장 진출

12 검정 교과서 
첫 출원
교과서 시장 진출

2009 
04 비상교육으로 사명 
변경 
종합 교육 기업으로 
성장

2012 
02 비상eSL 설립 
에듀테크의 신호탄

2014 
04 마스터코리안 론칭 
한국어교육 시장 진출

09 EBS 누리샘 론칭 
유아교육 시장 진출

2016
07 윙스 론칭 
유아 영어 시장 진출

2018 
06 창립 20주년 
새 CI 선포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으로 도약

09 점프스카이 오픈 
문화 브랜드로 확장

2019 
03 베트남 
에이팩스홀딩스
APAX Holdings에 
잉글리시아이 수출 
아시아 시장 확대 
교두보

06 한끝 출간 
학원 시장 개척

1998

01 완자 출간 
자율학습 시장 개척

2005

06 코스피 상장 
사업 확장의 발판

07 비상교평 설립 
모의고사 시장 진출

09 비상ESN 설립 
FC학원 시장 진출

2008

02 테라북스 설립 
인쇄 시장 진출

03 리더스뱅크 
판권 인수
영어 콘텐츠 
강화

2010

09 티스쿨이앤씨 인수 
교원연수 시장 진출

2013

01 잉글리시아이 론칭
초·중등 영어학원 시장 
진출

10 국정도서 발행사 
선정 
국정교과서 시장 진출

2015

02 중국 
신동방교육그룹에 
윙스 수출
중국 시장 진출

07 와이즈캠프 
인수 
초등 온라인 
사업 강화

2017

비상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은 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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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Business 비상은 시장을 예측하고 항상 앞서갑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의 
유기적인 시너지로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고, 잠재된 감성과 
창의력을 깨우는 교육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1998     
 1       300     
96,847,166
9,666  
 100,000,000
918       5
8,170,000

1998년
한끝 국어 교재 

출간

교과서 책당 
발행부수 1위, 
중·고등 교재 

브랜드파워 1위

교과서 전문 
개발자 

300여 명

2019학년도 
기준 교과서 
총 발행부수 

96,847,166 부

2018학년도
기준 9,666개
초·중·고교가
비상 교과서를

사용

1억 부
이상 팔린
비상 교재

2019년 5월
기준 초·중등

이러닝
누적 회원
817만 명

2019년 6월
기준 비상그룹

총 임직원
918명

1,000만 부
이상 팔린

교재 브랜드 5개
(한끝, 완자, 오투,

개념+유형,
리더스뱅크)

Publication Activities 출판

교과서
전국 9,666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비상교과서

교재
한끝, 완자, 오투, 개념+유형, 
리더스뱅크 등 1억 부 이상 팔린 비상교재

모의고사
시험 출제와 평가, 컨설팅에 이르는 
대입 종합 서비스 비상모의고사

교수 지원
초·중·고 교사 대상 교수 지원 서비스  비바샘

학부모 커뮤니티
초등 학부모 교육 정보 커뮤니티  맘앤톡

Edu-tech & e-Learning 디지털 교육

유아 영어
소통형 유아 영어 프로그램 윙스 / 챌린지

초등 스마트 학습
초등 전 과목 스마트 완전 학습 프로그램 와이즈캠프

중등 온라인 강의
5,000여 개 강좌를 제공하는 중등 전 과목 
온라인 강의 수박씨닷컴

한국어 교육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플랫폼 KLaSS / 마스터토픽 / 마스터코리안

교원 연수
초·중·고 교원 연수 플랫폼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Private Academies 교육 기관

누리과정 서비스
만 3~5세 누리과정 통합 프로그램 누뿔 / EBS누리샘

초·중등 영어 학원
전국 1,200여 개 가맹학원을 둔 잉글리시아이

중등 종합 학원
영어·수학 집중 종합 학원 비상아이비츠

초·중·고 학원 학습 서비스
1대1 맞춤 학원 학습 솔루션 수학플러스러닝

대입 학원
대입 전문 종합 학원 비상에듀

Edutainment 문화 체험

에듀테인먼트 시설
도심형 스포테인먼트 공간 점프스카이

Printing 인쇄

인쇄 시설
제판, 인쇄, 제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원 스톱 인쇄 출판기업 테라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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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비상인은 “행복한 직원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도 
행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직급 없이 서로를 CP(Creative 
Planner)라 부르며 존중과 신뢰를 쌓아 갑니다. 유연한 
조직문화의 주축인 비바미(Viva Messenger)는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숙한 소통을 
이끌어 갑니다. 공감에서 공존의 가치를 찾고 글로벌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비상인이 해내고 있습니다.

918

NO.1
CPCreative Planners

2004년 교육 전문 출판사 
비유와상징 시절 15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2018년 10배 이상 
증가한 1,600억 원을 기록했고, 
구성원 수는 2008년 
300여 명에서 2019년
918명으로 10년 만에
3배 늘었습니다.

5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상그룹 매출 추이 200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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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비상은 함께 누리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나눔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또한 문화가 되어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갑니다. 

배움에서 자라난 희망 
나눔 활동 
비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서 기부, 온라인 강의 후원, 
중국 소주 한국학교 도서 
지원, 새터민 학습 지원, 김장 
나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 교육 개발 협력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비우는 사내 장터 
비바 바자회
비상은 2008년 시작된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매년 
판매액과 매칭 그랜트를 
더한 모금액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에 
힘을 보태려는 비상인들의 
정성과 노력은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상에 
희망이 됩니다. 

885,000여 권

2,141개

17,200포기

교재 기부
885,000여 권
2005-2018년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참여 누적 인원 1,413명
모자 누적 개수 2,141개
2011-2018년

김장 나눔
김치 누적량 
17,200포기 / 43,000Kg
2010-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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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교육이 변하면 미래가 변하는 
것을 알기에, 행복한 배움과 
유익한 경험이 만드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믿기에, 꿈을 
품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해 
비상은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해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상상 그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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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visang.com상상을 실현하는 교육 문화 기업
주식회사 비상교육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20층

T  82 2 1544 0554
F  82 2 6970 6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