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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izard LLC
회사 개요

회사명
ITwizard LLC

아아티위자드 유한책임회사
대표자 문양희 설립일 2021.03

주소
Models Tower, 5th floor, room 

Unicity, Amarsanaa Rd, Ulaanbaatar
Homepage http://www.itwizard.mn

직원수 40 명

Services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자본금 156 백만 MNT(몽골 투그릭)/ USD 100,000 (설립일 환율 기준)

자산 577백만 MNT(몽골 투그릭)/ USD 240,000(2021년 3월 기준)

관계사 주식회사 타고플러스 100%투자사

http://www.itwizard.mn/


ITwizard LLC
History

2018 ~21

▶ OK토마토, 모렌소프트, 아이플랜비즈 등

다수업체 IT 아웃소싱 개발 용역 계약 체결

▶ IT 아웃소싱 분야 및 아웃소싱 SI 

▶ 각종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 한국 IT Outsourcing 개발(60개 프로젝트)

수행



ITwizard LLC
회사 위치

Models Tower, 5th floor, room Unicity, 

Amarsanaa Rd, Ulaanbaatar

5th floor 



ITwizard LLC
사업 분야

사업분야
사업협력

ITwizard LLC
IT 

Outsourcing
㈜타고플러스

IT 컨설팅

〮몽골현지 ITwizard 법인 운영

〮JAVA/PHP/C#/Python등

〮한국소재 대학 학사/석사 출신

다수 근무

〮 IT고급 개발 인력을 활용 한국 기업의

IT Outsourcing 수행

〮 국내 IT 기업 개발 대행 용역 서비스

〮 ok토마토, 모렌소프트, 아이플랜비즈

등 다수 기업 진행

IT Outsourcing 개발 대행 용역

〮 국내 기업의 몽골 IT

사업 진출 관련 컨설팅

〮 몽골 현지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공동 수행



ITwizard LLC
IT 아웃소싱 사업 수행 방안

ITwizard LLC는 “몽골 IT 인력 ”을 통해 인력을 활용 한국의 IT 개발 용역을 수행

ITwizard LLC
(몽골 현지법인)

주식회사
타고플러스

국내
IT기업

A

국내
IT기업

B

국내
IT기업

C

국내
IT기업

D

.

.

◆ Itwizard 필요 기술 인력 고용 및

관리

◆사무실, 기자재(사무집기, 인터넷, 

PC등) 구매 및 관리

◆업무 진행 관리(PM)

◆ ITwizard LLC 설립사

◆한국내 용역 대행 사업 총괄 기업

◆용역 계약 및 관리 지원

◆업무 진행 관리



ITwizard LLC
IT 아웃소싱 인력운영 방안

인력 사업 수행은 최소 5명을 기본 팀으로 구성하여 몽골 현지에서 개발을 진행.



ITwizard LLC
회사 조직

대표
문양희

관리팀장

회계 경리

부사장
Amarsanaa.A

현지 법인 대표

IT 사업팀

IT 기획팀

웹디자인

개발 1팀

개발 2팀

- 관리팀 : 7명
- 총괄 부장 1명, IT 기획팀 7명, 개발팀 33명

총 40명

…..

기술 지원팀

서비스 개발팀

마케팅 팀



ITwizard LLC
주요 인력

직책 이름 학력 개발 이력 담당 업무

대표 문양희
Perl,PHP, ASP

(IT 분야 경력 25년)
회사 경영 총괄

부사장
Amarsanaa
Ariunbold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금오공대 컴퓨터공학 석사

정보통신 정책, PM IT 개발 담당 부사장

IT
개발팀

Badral Lhagv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SP, PHP, JSP,C# 팀장

Temuulen Bold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대만 동화대 컴퓨터공학 석사
JAVA, PHP, LINGO, C#, 
ASP.NET(개발경력 14년)

아웃소싱 개발팀장

Kherlenbayar 
Tseveenchuluun

Ikh zasag University 
JAVA, PHP, React.js C#, 

ASP.NET 개발팀장

Javkhlantugs Byambayar 몽골 과학 기술대학교 PHP, React.js 개발팀장

Minjin Batbold
서울대학 컴퓨터공학 학사 JAVA, PHP, Phyton,C#, 

ASP.NET
개발팀장

Tugsbayar
몽골 과학 기술대학교 JAVA, PHP, Phyton,C#, 

ASP.NET
개발팀장

Purevdondov Maharishi international university
JAVA, PHP, LINGO, C#, 
ASP.NET(개발경력 14년)

개발팀장

Myagmarjav 차힘-오르터 대학교 Phyton React.js Vue.js 개발팀장

Ochirzul 몽골 과학 기술대학교 JAVA, Vue.js 개발자

IT
기획

Altanchimeg 서울 기독대학 사회복지학 석사 서비스 기획 웹 서비스 기획

Ariunzaya 서울대학 경영학과 서비스 기획 웹 서비스 기획

Temuujin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서비스 기획 웹 서비스 기획



ITwizard LLC
IT 서비스 사업 Reference

프로젝트 명 고객사 주요 내용 Skill

Vue JS, JAVA Bootstrap

타고 플러스 개발 대행 용역 타고플러스 타고플러스 개발 대행(개발자 3명) JAVA Spring Framework

이롬플러스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발 이롬 플러스 온라인 동영상 교육 서비스 PHP,  JAVA

한국 마을 연합 홈페이지 개발 한국마을연합
스크래핑 기술 기반 정보 취합, 전국 단위 조직 정보
취합

PHP

다른 백년 홈페이지 개발 크라우드 편딩 플랫폼 개발 PHP

위즐 서비스 개발 쇼핑몰 서비스 개발 JAVA

Math Revolution Renewal
Global Math 

Monster
반응형 웹서비스 개발 Java

온라인 설문 조사 서비스 개발 웹, 모바일 설문 조사 서비스 개발 Java Script

후이즈 그룹웨어 서비스 운영 후이즈 SM 인력 파견(2명), 2017년 8월 ~ 현재 Java, Spring Frame Work

미카 O2O 서비스 운영 미카 SM 인력 파견(1명), 2017년 8월 ~ 현재 PHP

미디어 조선 Renewal 미디어 조선 미디어 조선 홈페이지 개발 PHP, Oracle

Math Revolution 서비스 추가 개발 Global Math 
Monster

GMAT E Learning System 추가 기능 개발(강의 재구
성, 워크북 개발, 진단 테스트 개발) JSP, JAVA, Spring Frame Work, 

HTML 5 기반 동영상 서비스
Math Revolution 서비스 유지 보수 2016년 9월 1일 ~ 현재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웹 서비스 개발 후이즈 ㈜ 대창, 아모텍, 아모센스, 아모그렌텍
Java, E government Frame, JSP, 

JQuery, MySQL, MYbatis

24 Man 모바일 서비스 개발 굿팔 안드로이드, I Phone 하이브리드 APP 개발

홈페이지 제작 이팔
이팔, 웨어롬, ITwizard, 상해 중한창업혁신파크, 
자홍, 엔큐브, 더보이스, 핫잇

Flexible Sensor 연동 모바일 APP 개발 웨어롬 안드로이드 APP, 서버 개발

이든샘 인성 교육
E-Learning System 개발

이든샘 인성 교육 동영상 원격 교육 서비스

EPS Online 모의 테스트 개발 자체 한국어 능력 시험 모의 테스트 서비스

SNS Monitoring 서비스 개발 자체 페이스북, 트위터 키워드 검색 및 연관 검색



ITwizard LLC
IT 서비스 사업 Reference

http://www.nelbio.com/
Linux + ASP.NET + Oracle

http://tc.tagoplus.co.kr/

https://kigepe.or.kr/

http://www.nelbio.com/
http://tc.tagoplus.co.kr/
https://kigepe.or.kr/


ITwizard LLC
IT 서비스 사업 Reference

https://cet.kdi.re.kr/ http://www.bizeun.co.kr/
Windows + ASP.NET + Oracle

http://www.iplanbiz.co.kr/

http://sendlabs.co.kr/

https://cet.kdi.re.kr/
http://www.bizeun.co.kr/
http://www.iplanbiz.co.kr/
http://sendlabs.co.kr/


ITwizard LLC
IT 서비스 사업 Reference

icareerkt.ac.kr
e-government + Java + VueJS + Oracle 

iplanbiz.co.kr Online sign(Developing)

Beefcms.roviet.net
e-government + Java +  MySQL 



ITwizard LLC
IT 서비스 사업 Reference

CMS Project
Egoverment + Java + MySql

https://lle.jongno.go.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nkmaxglobal2.oktomato.net/
Anywiz solution + PHP + MySql

http://www.kilf.re.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s://lle.jongno.go.kr/
http://nkmaxglobal2.oktomato.net/
http://www.kilf.re.kr/


ITwizard LLC
IT 서비스 사업 Reference

http://cncidc.or.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kfme.or.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ansanpg.com/
Egoverment + Java + MySql

http://idfac.or.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cncidc.or.kr/
http://kfme.or.kr/
http://ansanpg.com/
http://idfac.or.kr/


ITwizard LLC

https://www.aquafield-ssg.co.kr/
Egoverment + Java + Oracle

http://kiramat.kira.or.kr/
Egoverment + Java + Oracle

http://www.suhyup.co.kr/
Windows + Java + Oracle

http://sealove.com:444/
Windows + Java + Oracle

https://www.aquafield-ssg.co.kr/
http://kiramat.kira.or.kr/
http://www.suhyup.co.kr/
http://sealove.com:444/


ITwizard LLC

https://www.samyangfarm.co.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s://tourdure.mcst.go.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erc.re.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s://www.mathrevolution.com/

https://www.samyangfarm.co.kr/
https://tourdure.mcst.go.kr/
http://erc.re.kr/
https://www.mathrevolution.com/


ITwizard LLC

www.yamahaschool.co.kr
Egoverment + Java + MySql

www.guroartsvalley.or.kr
Egoverment + Java + MySql

www.sdm.go.kr
Egoverment + Java + MySql

www.culture.seoul.go.kr
Egoverment + Java + MySql

http://www.yamahaschool.co.kr/
http://www.guroartsvalley.or.kr/
http://www.sdm.go.kr/
http://www.culture.seoul.go.kr/


ITwizard LLC

www.able-edu.or.kr
Egoverment + Java + Oracle

www.withplus.or.kr
Egoverment + Java + Tibero

www.sbculture.or.kr
Egoverment + Java + MySql

www.seoulmc.or.kr/fertilitycenter/site/main/main.do
Egoverment + Java + MySql + Oracle

http://www.able-edu.or.kr/
http://www.withplus.or.kr/
http://www.sbculture.or.kr/
http://www.seoulmc.or.kr/fertilitycenter/site/main/main.do


ITwizard LLC

www.youth2030.co.kr
Egoverment + Java + MySql

www.shoppinginseoul.co.kr
Egoverment + Java + MySql

인재백병원
Egoverment + Java + MySql

http://www.youth2030.co.kr/
http://www.shoppinginseoul.co.kr/


ITwizard LLC

www.career.asc.ac.kr
Egoverment + Java + MySql + Oracle

www.dswoo.or.kr
Maria DB+ Java + MySql

www.aprogen.com/en/v.do?a=Main
Maria DB + Java + MySql

www.icareer.kt.ac.kr
Oracle+ Java + MySql

http://www.career.asc.ac.kr/
http://www.dswoo.or.kr/
http://www.aprogen.com/en/v.do?a=Main
http://www.aprogen.com/en/v.do?a=Main


ITwizard LLC

www.tk.insightjob.co.kr
Java + MySql + Oracle

www.nationalopera.org/cpage
Maria DB+ Java + MySql

www. edugeumcheon.or.kr
Maria DB + Java + VueJS

www.thetastable.com
Oracle+ Java + MySql

http://www.tk.insightjob.co.kr/
http://www.nationalopera.org/cpager
http://www.aprogen.com/en/v.do?a=Main
http://www.icareer.kt.ac.kr/


ITwizard LLC

국내 중소 IT 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개발 인력을 활용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

로 국내 중소 IT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몽골 내 비즈니스 인프라는 몽골 IT 사업에 진출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교두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몽골의 IT 산업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

한 경제 발전 성과를 기반으로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사용자 수, 기반 시설 인프라 등은

급격하게 성장 하였으나 IT 산업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 입니다.  

ITwizard와 ㈜타고플러스는 기업 협력사업으로 몽골 IT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의 양성 및 취업, 창업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ITwizard 사업 소개



ITwizard LLC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 중소 IT 기업 실무(초/중급) 개발 인력 부족

◆ 인력난 극복

◆ 상대적으로 저렴한인건비

◆ 몽골 IT 산업 인력 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한국의선진 IT 기술및 Know-How

습득

ITwizard Edu 사업 소개

몽골IT인력
공급으로

IT중소기업의

인력난및 개발
인건비절감

몽골 측 기대효과 한국 측 기대효과

지식기반산업기초역량확보 중소 IT 기업의경쟁력향상



ITwizard LLC
ITwizard 사업 소개

ITwizard
(Mongolia Korea IT)

인력사업

현지온라인
서비스 사업

타고플러스

㈜타고플러스 투자로 만들어진 몽골 현지 법인이며 “몽골 IT 인력과 공급과 몽골 현지

서비스” 를 통해 수익창출.

한국, 몽골 협력체 기업

한/몽 연계 사업 지원

IT Outsourcing 연계 사업 지원
IT SI 사업 수행

IT인력 공급사업

구인구직 서비스
부동산 포탈 서비스
중고차 포탈 서비스

SNS 서비스



ITwizard LLC
ITwizard 현황(근무 환경)

교육 지원실

전문가 과정 강의실

창업 지원실

전문가 과정 강의실 2



ITwizard LLC
ITwizard 현황(근무 환경)

창업 지원실



ITwizard LLC
ITwizard 현황(근무 환경)

교육 지원실

전문가 과정 강의실

창업 지원실



ITwizard LLC
ITwizard 현황(근무 환경)

교육 지원실

전문가 과정 강의실

창업 지원실



ITwizard LLC
ITwizard 언론 보도

- 2019년 4월 12일 보도

타고플러스, 주목받고 있는 해외 IT인력 아웃 소싱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60

- 2019년 12월 27일 보도

‘타고플러스’ 몽골IT인력 사업의 가능성 선보여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54

- 2021년 5월 24일 보도

문양희 타고플러스 대표 “국내 IT 기업, 몽골 인력과 상생 교두보 마련”

https://ditoday.com/%EB%AC%B8%EC%96%91%ED%9D%AC-

%ED%83%80%EA%B3%A0%ED%94%8C%EB%9F%AC%EC%8A%A4-%EB%8C%80%ED%91%9C-

%EA%B5%AD%EB%82%B4-it-%EA%B8%B0%EC%97%85-%EB%AA%BD%EA%B3%A8-

%EC%9D%B8%EB%A0%A5%EA%B3%BC-%EC%83%81/

- 몽골 ITwizard 회사 소개 영상

‘타고플러스’ 몽골IT인력 사업의 가능성 선보여

https://www.youtube.com/watch?v=ACRsBTrWvnU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60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54
https://ditoday.com/%EB%AC%B8%EC%96%91%ED%9D%AC-%ED%83%80%EA%B3%A0%ED%94%8C%EB%9F%AC%EC%8A%A4-%EB%8C%80%ED%91%9C-%EA%B5%AD%EB%82%B4-it-%EA%B8%B0%EC%97%85-%EB%AA%BD%EA%B3%A8-%EC%9D%B8%EB%A0%A5%EA%B3%BC-%EC%83%81/
https://www.youtube.com/watch?v=ACRsBTrWv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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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문양희(Mun YangHee) ) 
ITwizard 대표

몽골 전화
대표전화 : 967-7011-0023

http://tagoplus.co.kr
http://itwizard.mn

한국
㈜타고플러스
문양희(Mun YangHee) 
대표이사

admin@tagoplus.co.kr
대표전화 : 1644-5805
휴대전화 : 010-2297-4223

http://mk.tagoplus.co.kr/
mailto:admin@tago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