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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LASS
Language Lab
외국어 교육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NuriNET-U 시스템은 

어학 수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제어 및 시험 평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솔루션입니다.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수업
교사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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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셋

• 학생용 1Set : 단말기 /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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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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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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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UI로 간편한 수업관리와 다양한 시험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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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질의 화면과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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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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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연습(Full Hardware 방식)
• 교사,학생 1:1 대화 연습

• 교사, 학생 그룹 간 대화 연습

• 대화 후 실시간 평가

• 대화내용 저장 후 컨텐츠 활용

• 전송 지연이 없고 고품질의 음성 대화 제공

교수 모니터

학생 모니터학생 모니터

학생 모니터학생 모니터

시험평가 서비스
• 실시간 수업에 맞는 간편한 시험 방식 제공

• 단답식, 5지선답, 말하기, 쓰기 유형 답안 입력

• 실시간 평가 및 답안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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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모니터 ]

화면전송 (Full Hardware 방식)
• 교사 화면 전송

• 학생 화면 전송 (발표수업)

• 전송 지연이 없고 고품질의 화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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