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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 소개
>>> 회사 소개

(주)좋은책신사고는 1990년 설립되어 우공비, 쎈(SSEN), 오감도 등의 핵심 브랜드를 중심으로
초·중·고 학습 콘텐츠를 500여 종 이상 제작, 발행하는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무차입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꾸준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학습 참고서 및 아동 단행본 출판, 인쇄·물류 사업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꿈과 행복을 찾아 주는 것을 목표로 늘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이 원하는 교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주도학습 NO.1 Content Company라는 비전 아래, 공부를 통해 깨닫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 연혁•수상

● 연혁

2021 ~ 현재
· 2021 <쎈수학> 시리즈 4,000만 부 판매 돌파
고등 <쎈B>, <우공비 문해력> 시리즈 출간
중등 <쎈B>, <우공비Q+Q>, <그래it 중학 영문법> 시리즈 출간
초등 <우공비Q+Q>, <우공비 일일문해력> 시리즈 출간
· 2022 글 없는 유아 그림책 <스토리버스> 글로벌 런칭

2011 ~ 2020년
· 2020 고등 <쎈기출0>, <쎈기출 연도별 수능>, <초빈출 영단어>, <우공비Q 고등> 시리즈 출간
중등 <베이직쎈> 시리즈 출간
초등 <우공비 일일수학· 일일어법· 일일한자· 일일영단어> 시리즈 출간
· 2019 초등 <개념쎈>, <라이트쎈>, <우공비 일일어휘·일일사회·일일과학> 시리즈 출간
· 2018 <쎈수학> 시리즈 3,000만 부 판매 돌파
유형별 수능 기출 문제집 <문지영> 시리즈 출간
· 2017 <우공비> 시리즈 2,000만 부 판매 돌파
초등 전과목 자기주도학습관 <스마트쎈클래스> 런칭
· 2016 수학중심 전과목 스마트 학습지 <스마트쎈> 런칭
고등 국어 입문서 <첫 오감도> 시리즈 출간
마곡 새싹타워 완공 및 사옥 이전
· 2015 최고 수준 학습서 <최상위 쎈> 시리즈 출간
수능 문학 완벽 대비서 <오감도 최다문항> 시리즈 출간
· 2014 <쎈수학> 시리즈 2,000만 부 판매 돌파
<우공비> 시리즈 1,500만 부 판매 돌파
· 2012 초·중등 수학 전문 프리미엄 자기주도학습관 <쎈수학러닝센터> 런칭
· 2011 초등 전과목 학습서 <우공비 초등 자습서> 시리즈 출간

2001 ~ 2010년
· 2010 수학전문 인강 <쎈닷컴> 오픈
<쎈수학> 시리즈 1,000만 부 판매 돌파
초등 전과목 기본서 <우공비 초등 시리즈> 출간

회사 소개
>>> 연혁•수상

· 2009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2008 (주)좋은책신사고로 사명 변경
중학 수학 실전 대비서 <우공비Q> 시리즈 출간
검정 교과서 합격
· 2007 중고등 개념 기본서 <우공비> 시리즈 출간
· 2006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2005 수학 문제 기본서 <쎈수학> 시리즈 출간
내신 1등급 문제집 <일품> 시리즈 출간
· 2004 국세청 모범 납세자 <국세청장상> 수상
언어특강 <오감도> 시리즈 출간
고난도 수능 대비서 <특작> 시리즈 출간
· 2002 전과목 150여 종의 참고서 출간
· 2001 <수학 기본서> 시리즈 출간

1999 ~ 2000년
· 2000 신사고 홈페이지(www.sinsago.co.kr)오픈
· 1997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0여 종의 전과목 참고서 출간
· 1995 (주)좋은책으로 법인 전환
· 1993 첨삭지도 학습지 <수학/스터디/그룹> 창간
· 1992 신사고 시리즈 출간
· 1990 도서출판 늘사 설립 (창립기념일: 1990. 8. 3)

● 수상

· 학부모가 뽑은 2022 교육브랜드대상 대상 수상 - 15회 연속
2022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중·고등교재 부분 1위 수상 - 12년 연속
· 2018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수상 - 10회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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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및 가치
>>> 경영 철학•경영 이념

● 경영 철학

좋은책신사고는
젊은이들에게 그들만의 을 찾아 주고
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를 호흡하게 하렵니다.

● 경영 이념
실제와
본질 탐구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좋은 사람
좋은 팀웍

사랑받는
기업

자기주도학습

합리 추구

VISION 및 가치
>>> 경영 목표•사업 비전

● 경영 목표

A. 심플 경영
① 심플한 프로세스 설계 ② 합리적 IT시스템 구축
B. 클린 경영
① 견제와 균형의 조직 구축 ② 준법 경영
C. 컨텐츠 경영
① 선한 인재, 선한 컨텐츠 ② STORYBUS 글로벌 런칭
D. 글로벌 위기 대응 경영
① 매출 달성과 유동성 확대 ② 현금 흐름 관리의 체계화

● 사업 비전

쎈 브랜드의

우공비 Q+Q의

스토리버스의

초격화 실현

초격화 실현

글로벌 런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