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CLASS
CAD Lab

CAD 교육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NuriNET-U 시스템은 
공학 수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 제어 및 학습 관리 솔루션입니다

The Global Leader in CAD Labs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수업
교사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교실 어디에서나 이동하며 수업 가능

다양한 입력 기기 지원 
 PC 화면 뿐만 아니라 HDMI를 지원하는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화면을 선택하여 전송 가능

구성

PC사양

• 교사용 1Set : 주조정기 / 스마트패드 / 통합 매뉴얼 및 설치 CD

• 학생용 1Set : 단말기

• 교사용 _ OS : 윈도우 계열 , CPU : 코어2 이상, MEMORY : 4G, 하드디스크 : 500G 이상
• 학생용 _ OS : 윈도우 계열 , CPU : 펜티엄 이상, MEMORY : 2G, 하드디스크 : 250G 이상

주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6-3 고석빌딩 L층  TEL(FAX)  02-396-0880 (02-396-0850)  Homepage www.orientav.co.kr  E-mail sky@orientav.co.kr

* 제품의 외관, 사양, 기능 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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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UI와 교실 레이아웃 지원으로 교실과 똑같은 배치를 보며 수업 제어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 결합 
방식의 핵심 기능은 PC 사양에 따른 기능 제한이 없고 정확한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 실시간 수업 활용성이 뛰어나며 고화질 
화면을 전송하여 수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HTML5 Responsive 학습관리 솔루션은 PC 뿐만 아니라 개인용 기기(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노트북 등)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이 가능하며, 
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 등 교내 어느 곳에서나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음성/이미지/문서 등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컨텐츠 자동 관리

•  업로드한 컨텐츠는 수업/자습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

•  문답식, 복합식 2가지 유형을 제공하며 시험용 파일 업로드만으로
   간단한 문답시험, 5지선다형 및  쓰기 시험 제공

•  업로드한 컨텐츠는 수업/자습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

•  학생들은 언제나 교재 및 시험 컨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가능
   (5지선다형, 쓰기형, 파일 제출형 활동 제공)

•  컨텐츠별/일별 조회, 관리, 저장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지도

•  PC 학습실 또는 개인 기기를 이용하여 학내 어디서나 
   교사가 업로드 한 컨텐츠로 학습 활동 가능 

다양한 기기를 위한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교재

시험

학습활동(수업/자습)

방과 후 수업

보조화면 팝업 기능
CAD 교육 특성 상 세부적인 내용까지 참고해야 하므로, 
학생은 교수가 전송한 보조화면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수업 시간에 편하게 CAD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수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화면전송 (Full Hardware 방식)
• 교사 화면 전송

• 학생 화면 전송 (발표수업)

• 전송 지연이 없고 고품질의 화면 제공

수업관리
• 학생 화면 감독 / 원격 제어

• 학생 키보드/마우스 잠금

• 인터넷 / 프로그램 제한

• 파일 송수신

• 컨텐츠 활용 수업

PC관리
• On/Off/Reboot

• 백업/복구 (명령 스크립트 지원 - 윈도우OS 자체 기능 활용)  

 CAD Lab을 위한 수업관리 시스템 SMART CLASS를 위한 HTML5 Responsive 학습관리 솔루션

교수가 전송한 보조화면 보조화면을 참고하여 

학습중인 모습

학생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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