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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앞선 스마트 교구를 베트남 교육시장으로
㈜네오랩 컨버전스, 국내 주요 교육 출판사와 함께 베트남 교육 전시 참가
오는 5 월 31 일(목)부터 4 일 동안 열리는 베트남 국제 베이비&키즈페어에 (주)네오랩 컨버전스가
참가한다.
베트남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높은 교육열로 한국의 교육 산업이 진출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한국의 교육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뛰어난 IT 기술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빨리 스마트 교구류를
교육에 도입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네오랩 컨버전스는
광학식 스마트펜 세계 1 위, 국내 소리펜 1 위 업체로 국내 주요 교육, 출판사에 스마트교구류를
제공해 왔다.
이렇듯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영 유아용 최신 스마트 교구류들과
네오스마트펜이 적용된 영어 교재 및 유아동 교육서비스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소리펜은 책과 함께 멀티미디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구이다.
네오스마트펜은 종이에 쓰면 앱(application)에 바로 디지털로 저장되는 장점으로 특히 쓰면서
익혀야 하는 어학 교재에 적용되어 원어민 선생님에게 직접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수학 교재에
적용되어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이번 전시는 네오랩 컨버전스의 주요 교육 파트너사들인 스마트스터디, 이퓨처, 애슐런, 에듀토셀,
연두비, PM 컴퍼니, 좋은책 신사고 등과 함께 제품을 소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네오랩 컨버전스의 양진영 팀장은 “네오랩 컨버전스는 기존의 교육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기술을 더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여왔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스마트교구류의
장점때문에 국내에도 빠르게 도입, 확산된 선례가 있어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활발한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니드를 예상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네오랩 컨버전스는 원천기술과 함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고객 지원까지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웨어 업체로 책이나 콘텐츠에 디지털을 접목 하고자 하는 출판, 교육 업체들이
손쉽게 적용하고 교육콘텐츠의 보안문제를 해결하여 해외 수출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교육 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베트남의 주요 교육, 출판, 유통, 기관 등의 업체들과 만나 협력 기회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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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요
전시명: 제 6회 베트남 국제 베이비 & 키즈페어
장소: 베트남 호치민
일정: 2018년 5월 31일(목) ~ 6월 3일(일) 4일간
참가규모: 15개국 200개사

네오랩 컨버전스의 팝펜

스마트스터디의 핑크퐁 펜(네오랩 컨버전스 제조)

자료문의: 박아름 대리 대외협력실
02. 2284. 9295 / communication@neo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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