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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회 사 명 아가월드㈜

업 종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세종

설립일자 1 9 9 7 .  0 8 .  0 1

임직원수 2 8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 8 2  S &C  B / D  5 F

자 본 금 7 . 4 5억



COMPANY
INFORMATION

대표이사 이세종

재경실 / 경영지원실

스토리사업부테마파크사업본부기관사업본부 R&D사업본부

프랜차이즈 교육팀

아가월드 조직도

라이센싱 MD / 유통



프랜차이즈

15

COMPANY
INFORMATION

유치원 /어린이집
프랜차이즈영업 조직도

프랜차이즈 영업망

120

교 육 실
서울권 지사

19

경기권 지사

35

충청권 지사

19

경상권 지사

26

강원권 지사

5

전라권 지사

14

제주권 지사

2

자사관리원

약 2,000

프랜차이즈

45

자사관리원

약 2,400

프랜차이즈

27

자사관리원

약 2,000

프랜차이즈

18

자사관리원

약 1,800

프랜차이즈

18

자사관리원

약 600

프랜차이즈

5

자사관리원

약 2,100

프랜차이즈

0

자사관리원

약 200

▶ 전국 지사 : 120 곳

▶ 프랜차이즈원 : 150 곳

▶ 전국지사관리원 : 약 11,100 곳



BUSINESS
CONTENTS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부터 교육프로그램, 회계까지 아가월드 일괄시스템 제공

- 현재는 민간인 어린이집/유치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직장인 어린이집에도 진출 성공, 확장예정

- 해외진출 : 베트남 진출 확정, 중국 시장 상담중

- 유치원, 어린이집 연령에 맞추어 세가지 타입 제공
* 키즈아카데미(만3~5세), 베베앤키즈아카데미(만0세~만5세), 베베아카데미(만0~2세)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몬테소리, 발도르프, 다중지능, 누리과정, 독서 등 글로벌 프로그램 제공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클래스'시스템 개발완료 및 프랜차이즈 가맹원에
보급/사업화 진행중



BUSINESS
CONTENTS

1 )  테마파크 (번개레이싱 VR 테마파크 )

① 사업개요

- 사업명 : 번개레이싱 VR 테마파크

- 사업지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내 3층

- 면적 : 1985㎡ (약 600평)

- 오픈 : 2018년 02월

- 사업내용 : EBS 번개맨 캐릭터를 활용한
실감형 플레이 테마파크 구축

- 사업주체 : 아가월드(시설투자, 운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업기획, 방송
홍보),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공간
제공, 운영협력)

② 사업경과

- 2016년 05월 : EBS, 아가월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협약 체결

- 2016년 08월 : EBS, 아가월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본 계약

- 2016년 09월 : 설치공사 시작

- 2018년 02월 : 오픈

스토리 사업



BUSINESS
CONTENTS

2 )  캐릭터 사업

• 아가월드 보유 캐릭터 IP를 활용한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

① 라이센싱 사업

- 업체의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하게 하고 로열티 계약

- 현재 100여개 업체와 계약 또는 협상중

- LG생활건강, 동아연필, 한일전기 등 업체와 제품에 캐릭터 사용하는 로열티 계약

② 머천다이징 사업

- 직접 캐릭터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

- 롯데리아, 던킨도너츠 등에 프로모션 캐릭터 상품 납품 및 공동프로모션 진행

- 텐바이텐(GS), 롯데제과, 코코팜, 원앤원쇼핑 등 머천다이징 상품 기획 및 납품

③ 유통사업

- 라이센싱 계약으로 캐릭터 상품 유통

- 유치원/어린이집/테마파크/키즈카페 등 캐릭터상품 공급

- 자사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매출확대

- 자사몰과 온라인몰에 캐릭터상품 판매



BUSINESS
CONTENTS

정부과제

과제명
원격사용자 통시팜여 및 경험이 가능한

인스턴트 3D객체 기반의
몰입형 Join&Joy 콘텐츠 기술 개발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및 협력 학습환경 기반
학습자 맞춤형 상호작용 창의학습 기술 개발

공간체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협업형 대형 콘텐츠 저작플랫폼 개발

과제개요
가상현실기반, 다수참여 및 원격 동시 참여하여

기존의 실외 어트랙션 테마파크의 체험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 양방향 참여가
가능하면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체험형 학습시스템 기술을 개발

XR 신시장 선점을 위하여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대 서비스 분야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통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XR 콘텐츠 창작 협업형
플랫폼을 개발

당사의 역할 상기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상기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XR 테마파크 콘텐츠 기획, 기술 개발 및 서비스환경

구축, 플랫폼 기술 개발, 서비스 운영

총 사업기간 2014. 04. 01 ~ 2018. 02.28 (47개월) 2014. 04. 01 ~ 2018. 02. 28 (47개월) 2019. 04. 01 - 2022. 12. 31 ( 45개월)

전담기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KOOCA)’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공동참여기관
아가월드㈜, EBS, 시공테크, UD4엠,

인텔리안시스템즈, 엔픽 소프트
아가월드㈜, EBS, KAIST, ㈜쏠리드에듀, 

엔브이알, 제이투와이소프트
아가월드㈜, ㈜버킷플레이, ㈜제이투와이소프트,

제이에스씨㈜

정부출연금 6억 3천 만원(4차년 총계) 4억 4천 만원(4차년 통계) 1억 2천 만원(4차년 총계)

전체사업규모 230억(4차년 총계) 104억(4년 총계) 82.8억 원(4년 총계)

사업화현황

1. 사업개요
EBS의 번개맨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주항공우주
박물관 3층 내(약600평)에 가상현실 기술과 측
위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카트탑승게임을 체
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구축 및 운영진행

2. 사업경과
- 2016년 05월 : EBS, 아가월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협약 체결
- 2016년 08월 : EBS, 아가월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본 계약
- 2017년 09월 : 설치공사 시작
- 2018년 02월 : 오픈

1. 사업개요
당사는 18년 01월 약 150개의 유치원,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가맹원을 보유중이며, 본 정부과제
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
적, 자기주도적, 맞춤형 그리고 상호 인터랙티브
요소가 가미된 '스마트클래스'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맹원 보급에 사업화 진행중

2. 사업경과
- 4차년도부터 만3세~만5세 정부 통합 누리과
정으로 포커스를 맞춤

- 2017년 12월 : 스마트 클래스 시스템
개발 완료

- 2018년 01월 : 교사, 원장, 지사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연 20회)

2019년 4월 과제 협약 후 개발 진행 중



CROWD
FUNDING
SUCCESS

크라우드펀딩 성공내역

• 종목 : 보통주

• 모집금액 : 500,000,000 원

• 청약금액 : 407,248,200 원

• 청약율 : 81.4%

• 종목코드

• 중개업체 : 이안투자

• 청약기간 : 2017. 03. 14 ~ 2017. 06. 05

• 발행일 : 2017. 06. 17

크라우드펀딩 후 자본금 변동 내역

구분 크라우드펀딩 전 크라우드펀딩 후

발행한 주식총수 7,000,000 7,452,498 

자본금 700,000,000 745,249,800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

• 코넥스 특례상장 가이드라인 국내 최초 통과(코넥스 시장 입성)

•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을 주식거래 주관 증권사로 선정완료

• 현재 투자기간 주식거래가 가능한 한국거래소의 KSM절차 완료

• 코넥스 시장에 상장 후,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예정



INVESTIMENT
POINT

투자포인트

 국내 1위

- 2018년 03월 유치원,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가맹원 150곳 확보 (연 50억 매출)

 국내 기관사업 독점권 보유

- 몬테소리, 발도로프 등 세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확보

 아가월드 지사
- 아가월드 자사 120개 영업채널 확보 및 고객인 유치원, 어린이집 11,100곳 확보

 국내 최초
- 2018년 02월 제주도 '번개맨 VR 테마파크' 오픈.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의 성장성 확보

 국내 최다보유

- 100개 이상의 캐릭터 및 브랜드 IP(지적재산권) 보유

 R&D 과제
- 2014년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과제 20억 투자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R&D 과제 (공간 체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협업형 콘텐츠 제작플랫

폼 개발) 참여중

 업계최초
-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특례 상장 조건 만족



EXPLANATION 
OF 
HOLDING 
TECHNOLOGY

회사보유기술설명

• 교육사업 적용될 가상현실(VR) 기술

• 기술개요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첨단 ICT기술과 누리과정을 융합하여 자기주도로 학습에 참여하는
창의적, 인터렉티브 몰입형, 협업 및 체험 위주의 유아교육 실감콘텐츠 개발

- 유치원, 어린이집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영역 모둠 수업용 콘텐츠 개발

- 꾸준한 콘텐츠 추가 및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 누리과정을 정규 디지털교육콘텐츠로 시스템화하여 전국보급에 기여

• 기술명

- VR 인터렉션 학습시스템

• 대상

-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만3~5세 유아동



EXPLANATION
OF 
HOLDING 
TECHNOLOGY

회사보유기술설명

• 테마파크에 적용될 가상현실(VR) KART 기술

• 기술개요

- 실내 전기 카트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제어

- 카트 게임의 변형과 게임의 각종 패널티 및 어드벤티지 제어

- 위치기반 솔루션인 RTLS 솔루션과 2D Laser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

• 기술명

- VR KART 측위 시스템

• 대상

- 실내에서 운영되는 전기카트장



COMPOS IT ION
OF
TECHN ICAL
PROFESS IONALS

특허 /기술증 보유현황

순번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명 비고

1 2015. 07. 24.
10-2015-
0105282

사용자 체험 기반 가상융합현실 제공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 제 10-1819722 호
(등록일 : 2018. 01. 11)

2 2015. 07. 24.
10-2015-
0105283

ICT 기술을 연동한 사용자 체험 기반 디지털
융복합 테마파크 운영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 제 10-1738440 호
(등록일 : 2017. 05. 16.) 

PCT(해외출원)출원번호 : 
PCT/KR2016/007959

3 2015. 07. 24.
10-2015-
0105284

ICT 기술을 연동한 사용자 체험 기반 디지털
융복합 테마파크 운영시스템

4 2016. 03. 21.
10-2016-
0033344

디지털 미로 플랫폼
PCT(해외출원)출원번호 : PCT/KR2

017/002993

5 2017. 04. 14.
10-2017-
0048348

실시간 실내 위치 측위 시스템을 이용한 테마
파크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
제 10-1895454 호

(등록일 : 2018. 08. 30.)

6 2017. 04. 14.
10-2018-
0048349

오브젝트의 위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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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 INAL ITY
타사대비 장점 / 독창성

 하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프랜차이즈 가맹 해외진출

- 베트남 진출 확정, 유아교육 18조 중국시장 진출 예정

 둘, 국내 최초! 교육사업에 적용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터랙션

학습시스템 구축

- 정부 시책에 의한 만3~5세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콘텐츠 구성

 셋, 국내 최초! 전기카트를 적용한 VR 테마파크 구축

- 2018년 02월 오픈! EBS와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공동사업 진행

 넷, 글로벌 캐릭터 IP 확보

- Hasbro IP(지적재산권) 확보

- tokidoki, 독수리오형제 판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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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PPRAISAL

사업성 평가

1. 기존사업부문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이 원아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이에, 타(他) 원과의 차별화 수요가 확대되어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고성장 매출이 기대됨.

·부모의 자식사랑이 지극한 국내 시장에서 교구연동, 몬테소리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의 High Quality

지향과 테마파크와의 체험활동 연계학습 및 베트남 등 해외 진출로 매출성장 기대

·매년 10~20%의 매출 성장을 이루는 현재의 캐릭터시장에 힘입어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IP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 기대, tokidoki, 독수리오형제 판권 확보로 완구 등 머천다이징 사업과의 연계 매출로 이어져

매출 성장 예상

유치원/어린이집 시장규모 카카오 프렌즈 매출 추세

출처 : 조선일보 2018.05.18 기사 (1000억 버는 카카오 ‘라전무‘ 라이언..)

(단위:억)

104억

705억

976억



BUSINESS 
APPRAISAL

사업성 평가

2. 신규사업 부문 (테마파크)

·기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연간 방문객 30만명의 36%인 108,000명을 1차년 방문객으로 설정

·EBS와의 홍보협조 체제로 공중파방송홍보 및 번개맨 캐릭터의 지속적인 인기비결로, 1년차에 27억, 

2년차에는 32억 등 꾸준한 매출로 5년차에는 누적매출 233억 매출 기대

(2018년 08월 01일부터)



FUTURE
BUSINESS 
PLAN

향후 사업계획

·유치원, 어린이집 프랜차이즈사업

- 2018년 01월 현재 150여개의 아가월드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를 확보중이며,

2019년까지 총 200여개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획 중

· 스토리 사업

1) 테마파크사업

- 제주도 '번개레이싱 VR 테마파크' 외 다수의 테마파크를 2020년 말까지 최소 1곳 이상 추가 오픈 예정

- 국내 S-oil, 강원랜드, 롯데 등 해외 일본 이온그룹, 태주 CPI 등 5곳 업체와 협상 중

2) 캐릭터사업

- 마이리틀포니, 아톰, 독수리오형제 등 약 100여개 이상의 국내 최대 캐릭터 IP보유

- 머천다이징 상품 기획 및 제조 납품 확대 진행

·정부과제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4세대 디지털 테마파크기술 개발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교육시스템 개발 VR 인터랙션 학습시스템

- 문체부와 테마파크 XR 라이딩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과제 진행 중



THE SAME 
F IELD 
CONDIT ION

동종업계현황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 사업분야

_ 빅스맘, 텀블랜드, 도만스쿨, 교원, 웅진, 프뢰벨 등

·테마파크 사업분야

_ 코코몽 에코파크, 뽀로로 테마파크, 라바파크 등

·캐릭터 사업분야

_ CJ E&M， 대원， 손오공， 카카오， 킹콘 콘텐츠， 아이코닉스 등



F INANCIAL
CONDIT ION

3개년 전/후 재무상태 및 추정

• 아가월드㈜ 2016 ~ 2021년
매출 및 추정매출현황

•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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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기순이익

(단위:백만원)

사업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매출액 6,890 7,439 7,083 7,500 15,100 20,000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 매출 6,054 6,119 6,279 6,525 13,385 17,728

캐릭터라이선싱매출(판촉 외) 836 1,320 413 525 880 1,166

테마파크 매출(입장료 외) 391 450 834 1,104

2.영업이익 169 661 404 710 1,950 2,650

3.당기순이익 193 577 8 520 1,550 2,150

4.순이익율(%) 2.80% 7.70% 0.11% 6.93% 9.74% 9.30%

항목 지표(%)

성장성 매출증가율 -4.78%

영업이익증가율 -47.86%

자기자본증가율 19.24%

수익성 영업이익율 5.72%

순이익율 0.12%

자기자본이익율 0.23%

안정성 유동비율 113.03%

부채비율 249.77%

주요 재무지표(2018년 기준)

주주명 보유주식수 액면가 금액(원) 지분율(%)

정인숙 1,900,000 100 190,000,000 25.49%

이세종 4,483,280 100 448,328,000 60.16%

소액주주 1,069,218 100 106,921,800 14.35%

합계 7,452,498 745,249,800 100%

주주현황(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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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연혁

대표자연혁 /비전 제시

대표이사 이세종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2003. 03. ~ 2005. 

01.

2005. 01. ~ 현재

회사연혁 1996. 10. 

1996. 11.

2006. 09.

2014. 03.

2014. 07.

2014. 12.

2015. 05.

2015. 10.

2016. 08.

2018. 02.

2018. 09.

2019. 04.                      

아가월드이앤티주식회사 설립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 (글로벌 캐릭터 miffy)

2006 한국소비자 웰빙지구(KWCI) 유아교육

유상중자 (5억 → 7억)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MOU 체결 및 기공식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중앙빌로 2015년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수상

회사명 변경 (아가월드 주식회사)

테마파크 구축 협약(EBS, JCD, 아가월드)

‘번개레이싱 VR 테마파크’제주 1호점 오픈

글로벌 캐릭터 tokidoki, 독수리오형제 판권 계약 및 사업 제휴

문체부 R&D 과제 선정

비전 제시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스토리사업인 테마파크 사업과 캐릭터

IP사업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통해 교육과 엔터테이먼트가 공존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

고의 회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삼성 SDS그룹 구조본부팀 산하 인트라넷 T/F 근무

아가월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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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연혁 /비전 제시

아가월드 비전 2020

글로벌 에듀 엔터테인먼트 회사

2014. 12.

교육플랫폼인

유치원/어린이집

프랜차이즈 시작

2016. 08.

EBS, JDC와

테마파크

공동사업 계약

2018. 02.

제주도 제주항공박물관 3층

번개레이싱 VR 테마파크 오픈

2014. 03.

정부 15대 국정과제중 2개 과제

핵심 R&D 참여기관 선정

2019. 04.

문체부 R&D 과제 선정

(테마파크 XR 라이딩 개발)

2016. 02.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 계약

직장인 어린이집 1호 계약

2015. 08.

하스브로와 캐릭터 IP국내독점계약

트랜스포머, 마이리틀포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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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연혁 /비전 제시 (수상내역 )



ARRANGEMENT

협약 /  계약 내역



PROMOTION

보도 /홍보자료

 EBS, JDC, 아가월드, ‘번개행성’테마파크 조성

(2016. 05. 30. 파이낸셜 뉴스)

‘융복합 디지털 테마파크’조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아가월드㈜가 손을 잡았다.

 EBS, 제주도에 ‘번개행성’테마파크 만든다

(2016. 05. 25. 연합뉴스)

EBS가 제주도에 대표 캐릭터 ‘번개맨＇을 활용한 테마파크

‘번개행성’을 만든다.

 EBS, 제주도에 ‘번개행성＇테마파크 만든다.

(2016. 05. 26. 제주도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JDC)는 25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우종범), 아가월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세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EBS본사에서 김한욱 JDC 이사장과 우종범

EBS 사장, 이세종 아가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아가월드 그룹 신규 테마파크 미리 엿보기 … 핫플레이스 예감

(2017. 02. 02. 리더스뉴스)

매년 새롭게 테마파크가 잇달아 소개되는 가운데 공식 오픈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신규 테마파크들이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아가월드가 미래창조과학부 R&D과제로 추진하는 융

복합 디지털테마파크 ‘번개 레이싱’이 오는 11월 오픈을 예고하고있다.



PROMOTION

보도 /홍보자료

아가월드 코넥스 특례 상장으로 통과

(2017. 06. 28. 한국경제TV)

14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업체 중 최초로 크라우드 법령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 특례상장 가이드라인에 아가월드㈜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안투자가 지원한 아가월드㈜는

코넥스 특례 상장됨에 따라 장외시장 1년 보호 예수기간 없이

KSM에 등록하여 바로 주식거래 및 수익실현을 할 수 있게 됐다.

 LG생활건강, ‘다이패커, 마케리마케’캐릭터 미피 협업제품 판매

(2016. 05. 13. 환경일보)

LG생활건강(대표:차용석)은 팩 전문 브랜드‘디어패커’와 클랜징 전문 브랜드‘마케리마케’에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미피(Miffy)롸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출시했다.

 롯데백화점에 네덜란드 국민 캐릭터‘미피’가 나타났다. (2016. 05. 03. 헤럴드경제)

3일 오전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아트홀에서 열린 ‘Many Miny Miffy 매니 미니

미피‘ 전시회에서 아이들이 미피인형을 들고 즐거워 하고 있다.

 ‘미피와 뿌까’손잡고 공익 캠페인 나선다 (2017. 02. 15. IT조선)

어린이 교육문화 전문 기업 아가월드가 캐릭터 전문 기업 부즈와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 협약을 체결하

고 공익 캠페인을 위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펼친다.

 유디, 아가월드와 사회공헌 업무 협약 채결

유디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초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가월드 본사에서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와

이세종 아가월드 대표이사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구강건강교육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THANK YOU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