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교육�지원�통합�솔루션

원격수업의 핵심은 학생 참여와 상호 작용
수년간 여러 학교에서 사용되어진 클래스M의 기술과 노하우로 탄생된
클래스M Live의 각종 학습 기능을 통해 학생 참여를 유도하며,
편리한 방송 관리 기능으로 선생님의 원활한 방송, 수업진행이 가능합니다.

클래스M Live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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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관리 기능
강력한 학습 관리 기능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킵니다.

강력한 칠판 기능
칠판 히스토리의 저장 및 불러오기가 가능해 칠판 내용을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구축형
외부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된 원격수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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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M Live의 주요기능

[ 학습 관리 ]

김지희 학생은 평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뛰어나며, 질문 및 발표를 잘하고 학업 성적
또한 우수합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학습 모드

수행평가

학생평가

학습 모드

학생 컴퓨터의 프로세스를 제어하여 학습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막습니다.

수행평가

과제물 파일을 학생에게 전송하거나 자동회수합니다.

학생평가

특정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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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관리 ]

캠 방송

프로그램 화면 공유

프로그램 화면 공유
캠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으며, 칠판 기능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캠 화면을 통한 학습을 지원하며 선생님과 학생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사 관리 ]

출석 관리

학생평가관리

[ 시간표 ]

[ 수업 정보 등록 ]

시간표 관리

출석 관리

출석부에 등록된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평가관리

현재 수업에 대한 선택한 학생의 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관리

선생님이 시간표를 미리 등록하여 온라인 수업 시작 시 그 정보를 자동 입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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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관리 ]

계정 관리 및 설정

계정 관리

계정 권한 변경, 삭제, 비밀번호 초기화 등의 기능이 있으며 등록된 계정들을 관리합니다.

수업 시간 설정

운영 관리

수업 시간 외에 출석부, 공지사항 등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현황

수업 관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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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M Live의 기대효과

접근의 용이성

독자적 온라인학습
기반 마련

선생님 업무
효율성 향상

학습 관리를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접근의 용이성
학습 현장에서 사용중인 자사의 솔루션 '클래스M'의 학습관리 기능 및 UI를 그대로 채용하여
'클래스M'을 사용해본 선생님이라면 라이브 관련 일부 사용 학습만으로 온라인 수업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 온라인 학습 기반 마련
도입 학교별 별도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각 학교의 요구 기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학교별 독자적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업무 효율성 향상
출결 상황, 학생별 특이사항 메모, 과제 전송 및 회수 등 온라인 수업 시 필요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저장하여 언제든 확인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따로 체크하거나 저장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선생님의 추가적인 업무를 없애 선생님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학습 관리를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온라인의 학생 PC 제어 기능을 통해 학생의 수업에 방해 되는 동작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서
학생이 학습에 집중하도록 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대안을 넘어 정상으로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원격수업은
기존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불안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클래스M Live로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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