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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생각해봅시다.

복잡한 디지털 학습지 만들기?

클릭 한번으로 디지털 학습지로 변환 !

학습 결과만 확인?

학습 과정까지 확인 !

학생들 노트,학습지,교과서 검사?

온라인에서 한눈에 확인 !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방법은?

쓰기 !

교실 순회?

앉은 자리에서 모든 학생

노트를 한번에 확인 !

분필 가루 날리던 칠판 판서?

책상에 앉아서 종이와 펜으로 OK !

학생들의 학습 성향?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 파악 !

그림, 글, 도표?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활용 !

첨삭지도?

학생의 필기 위에 그대로 !

학습지 묶음, 파일철?

온라인 라이브 포트폴리오 !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변환 과정?

활동과 데이터 수집이 동시에! !

비싼 H/W, S/W 사용?

종이와 전자펜만 있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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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필요성

주요 문제점

아날로그 학습과정 기록 및 추적관리 불가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유발 및 유지 어려움

실제 수행 과정 관찰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 어려움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쌍방향 상호작용 어려움

개별 맞춤형 학습/코칭/상담용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

펜 기반 아날로그 활동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DATA화

01

개별 맞춤 학습/코칭/상담을 위한
DATA기반 학습분석 및 자료 제공

02

시간/장소 제약 극복 경계 없는 학습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교수학습 환경지원

03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정, 학습자료의
공유/상호작용/피드백 제공

04

최근 교수-학습상황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아날로그 교육경험이 데이터로 저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특정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해야 가능하다는 기존 방법의 한계와 함께,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도 일부 영역

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활동 전영역에 개별 맞춤형 학습/코칭/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아날로그+디지털)의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NUI(Natural User Interface)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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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결방안

종이에인쇄된 Ncode를 바탕으로손글씨를디지털로변환

• 독자 원천기술 Ncode기술, 핵심부품과 제품을 자체 개발, 데이터 처리

인프라 보유

• P2UI(Pen and Paper User interaction) 기술로, 그리기 쓰기와 상

호작용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 120개 특허 출원 및 등록

• 실시간 필기데이터 전송

• 필기데이터 메모리 전송

• 광학 센서에서 Ncode 인식

고화질저트래픽실시간쌍방향화상서비스

• 동시접속 10만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실시간 쌍방향

화상 교육 서비스

• 공공 LMS e학습터의 화상 수업서비스에 적용되어 신뢰성 및 교육현장 활

용 가능성 입증

• 고화질 저트래픽 화상 서비스 원천 기술 확보

• 스마트펜 필기

전송/공유/첨삭/협업 등

다양한 수업 기능 지원

• 웹브라우져 기반

스마트펜 제어

Anagital Education Platform !
(Analog + Digital) 

학습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기 (Handwriting)활동

스마트펜을 활용하여 아날로그
쓰기 활동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비실시간 쌍방향

상호작용 서비스 연계 플랫폼

개별 맞춤형 학습/코칭/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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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터디라이브서비스개요 (1/2)

교사학생

Monitoring

Review

Feedback

Analysis

Write

Correction

Review

Feedback

Portfolio Teacher work support

Realtime & Non-Realtime

Anagital Education Platform !
(Analog + Digital) 

Learning Coaching Counseling

학습 형태

수준별 그룹 학습자기 주도 개별 학습

블랜디드 학습 온라인 학습 Active Learning

정규 수업 지원 개별 자율 학습 지원

학습 유형

기초 학력 향상 지원

공공기관 개발 콘텐츠

학습 콘텐츠

교사 자작 콘텐츠

상업용 콘텐츠 오픈소스 콘텐츠

NUI
(Nautral User 

Interface)

Analog
Learning

Experience

Digital
Learning

DATA
Intelligent assessment

수준별 보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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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터디라이브서비스개요 (2/2)
Anagital Education Platform !
(Analog + Digital) 

Analog
Writing

Digital
data

Real time

Non-real time

Listen to lecture

Self study

feedback

Teacher Lecture

monitoring

correction & feedback

Coaching / Counseling

Counseling

[ Student ]
[ Teacher ]

Hand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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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구성및기능

학생

학습자료

Ncode가삽입된
학습지/서책등의
학습자료

교사

• 학생 학습 이력 관리
• 학습 활동 조회
• 학습 활동 분석

• 학습 활동 리뷰
• 학습 활동 비실시간

모니터링

• 학습 활동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첨삭지도
• 과정중심평가 및 자료저장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강의
• 학습 상담/코칭

• 학습 자료 등록
• Ncode 변환 학습 자료

인쇄

• 강좌 생성
• 수강 학생 관리
• 학생 로그인 QR발급

펜

Ncode기반학습자료에
필기한기록을디지털로
변환,저장

App

QR코드활용로그인/
스마트펜 DATA 전송/
학습활동기록조회/
실시간필기활동전송/

쌍방향모니터링및화상학습지원

관리자

• 교사 회원 인증
• 학생 등록/정보수정
• 시스템 운영 통계

네오랩 에듀 플랫폼 서비스 온더라이브 쌍방향 화상 서비스네오랩 페이퍼 허브

• 학습활동 관리 및 분석 시스템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쌍방향 수업 지원 시스템
• Ncode 기반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Anagital Education Platform !
(Analog +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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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핵심포인트 ! (1)학습활동의체계적분석을통한학생학습활동데이터와자료포트폴리오제공

전자펜의 필기데이터(표면정보, 좌표정보, 펜정보, 기록된 시각)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후,

대시보드와 학습활동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 개별 맞춤 학습 코칭과 상담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분석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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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핵심포인트 ! (2)학생의학습활동분석및자료와데이터기반의학습코칭/상담지원 !

서비스에 등록된 학습자료(수학톡톡 등)와 학습자의 펜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풀이 과정 이해 여부를 파악하여, 학생의 학습 과정 속 학습결손 요소를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 제공 및 학습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학습 상담 지원 시스템까지 제공합니다.

활동과정예시

수업전진단평가실시

종이와펜으로시험수행, 시험데이터
수집하여학습능력분석

수업중개인별보정학습실시

종이와펜으로학습, 스마트기기로
동영상학습자료재생

수업후학습활동모니터링및분석

학생들의학습활동재생및

학습활동분석자료제공

수업중개인별맞춤형피드백

실시간화상및모니터링서비스를
통한첨삭지도와개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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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핵심포인트 ! (3)온/오프라인구분없이 Active Learning이가능한미래교실/학원지원

수업예시

특정부분을표시또는여러개의
풀이를동시에표시및공유

교원 PC에전송된필기내용을전자칠판
또는스마트 TV에연동표시

학생들의필기내용이그대로교원의
PC에전송되어표시 + 학습분석

스마트펜, 노트(Ncode)를
활용한모둠수업

디바이스, 스마트펜및
노트를연계한모둠수업

스터디라이브 화상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교사의 강의나 설명을 학생에게 실시간 전송할 수 있으며, 

고화질 저트래픽 실시간 쌍방향 화상 시스템의 장점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교실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쌍방향기능을이용한
교사콘텐츠전송/ 학습활동모니터링/

활동자료실시간수집/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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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핵심포인트 ! (4)교사가가진학습콘텐츠및기관/출판사등이가지고있는다양한서책형콘텐츠활용가능

활용예시

교사나 출판사가 가진 기존의 워크시트나 서책을 Ncode기반 전자 서책과 워크시트로 변환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활동 수행 중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시스템 등록 후 프린팅 등을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하며,

기존 공공 기관/출판사 등이 보유중이거나 개발할 콘텐츠 또한 간단한 변환 과정을 통해 본 서비스에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HWP
PPT

JPG
PDF

교사/강사

기관/학원/출판사
기존 학습자료/문제집/참고서 등

학습지/워크시트 등

콘텐츠 유통 시스템
(페이퍼 허브)

콘텐츠 + Ncode

Nocde기반 학습자료변환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Ncode 기반 인쇄 학습자료/문제집/참고서/교과서 등

Ncode
PDF

Ncode
워크시트

페이퍼 허브에 등록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강좌 개설

수업/학습 진행

제공된 Ncode 기반
서책/워크시트 활용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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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렇게활용할수있어요. (1)스마트폰없이자기주도학습하기

학생은 종이 워크시트/책과 펜

(전자펜)을 가지고 평상시와 같

이 학습을 수행합니다.

학습이 끝난 후, 네오에듀 앱을 실행

시켜 로그인하면, 펜으로 필기했던

학습 활동 기록이 자동으로 스터디라

이브로 전송됩니다.

학생은 언제든지 자신의 필기 과정을 리플레이

할 수 있으며, 활동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교정하는 데 도움 받

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필기 활동을 온라인에서 자유롭

게 재생해 보면서, 학생이 어떤 과정으로 학습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제 이행 여부, 과제 수행 시간 점검, 실제 활

동의 비실시간 모니터링, 학습 성향, 성실성 등

학생의 학습 활동 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 코칭 및 상담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와 데이트 기반 온/오프라인 학습 상담/코칭 ]

• 스마트기기 없이 학습 가능!

• 학습활동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방해 요인 차단!

• 자기주도학습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적합!

• 학생 과제 학습/오답 노트/작문 연습 등 다양한 영역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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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렇게활용할수있어요. (2)스마트기기를연계하여학습하기

워크시트/책/전자펜을 이용하

여 학습할 때, 스마트기기의 네

오에듀앱을 실행해 두고 학습

진행.

문제 풀이 이후, 즉각 자신의

필기 활동 모니터링 가능.

교재에 삽입된 QR을 전자펜으

로 체크시 관련 학습 동영상 자

동 실행 및 시청 가능

[ 자료와 데이트 기반 온/오프라인 학습 상담/코칭 ]

•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학습 진행 !

• 학습진행 중 필요시 즉각적으로 자신의 필기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 보기 !

• 교재에 삽입된 관련 영상 콘텐츠가 있을 경우, 펜 터치 한번으로 다른 미디어 (광고, 

유해 영상 등)방해 없이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학습 가능 !

학생은 언제든지 자신의 필기 과정을 리플레이

할 수 있으며, 활동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교정하는 데 도움 받

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필기 활동을 온라인에서 자유롭

게 재생해 보면서, 학생이 어떤 과정으로 학습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제 이행 여부, 과제 수행 시간 점검, 실제 활

동의 비실시간 모니터링, 학습 성향, 성실성 등

학생의 학습 활동 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 코칭 및 상담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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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렇게활용할수있어요. (3)실시간쌍방향대면수업지원

대면 수업 중 교실을 순회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학습 활동 전체 모습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교사 설명/강의를 학생들의 디바이스에 실시간 전송
첨삭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실시간 개별 지도 또는

학생 학습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수업자료로 활용

학습 활동 자료들을 수합할 필요 없이, 필기 및 수업/학습

활동 과정 등 모든 내용이 학습 포트폴리오로 자동 생성되

어 과정 중심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

• 학습 활동 진행 과정 및 결과물의 자동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 지원 !

• 실시간 수업 과정 저장/분석을 통한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 !

• 교사 수업 편의성/효율성 증가를 통한 학생 지도 지도 시간 확보 !

• 수업 종료 후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 개별 지도 및 피드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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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렇게활용할수있어요. (4)선생님과함께비대면온라인실시간학습하기

워크시트/책/전자펜을 이

용하여 활동 수행

교사의 강의 실시간 시청.

화상 수업 기능을 이용한 질

의/응답 등의 학습 활동 수행

선생님의 온라인 첨삭 지

도를 통한 피드백 수용

네오펜/워크시트/교재를 이용하여

평상시 수업 그대로 온라인 강의 진행

학생들의 필기 활동 및 학습 참여

모습의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할 경우, 개별 학생 필기 화면 호

출 및 온라인 상에서 펜을 이용한 첨

삭 지도 및 협업 활동 수행

실시간 학습 활동 수행의 모든 과정은 학습 시스템에 저장되며, 필요에 따라 녹화하여 활용 가능

• 학생의 아날로그 학습활동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 필요에 따라 다른 학생들에 영향 없이 개인 학생 호출 및 첨삭 지도 가능 !

• 실시간 쌍방향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 진행 가능 !

• 기초학력 향상 과정, 방과후 보충학습 등을 위한 개인 지도/그룹 지도 등에 활용 가능 !

수업 종료 후 데이터 및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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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비스활용준비물

스터디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준비물은 네오 스마트펜과 Ncode기반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시트)가 필요합니다.

학생준비물

• 로그인용 QR 코드(교사 제공)

• 네오 스마트 펜
(교사가 스터디라이브 서비스에

해당 학생의 펜 주소를 등록해
주어야 함)

• Ncode 기반 학습 자료
(Ncode기반 인쇄 교재 또는

교사가 학습자료 등록을 통해
Ncode 를 삽 입 하 여 인 쇄 한
워크시트)

교사준비물

• 네오 스마트 펜
( 화 상 수 업 시 첨 삭 지 도 나

강의를 위해서는 교사도 스마트
펜이 필요함)

• Ncode 기반 수업 자료
( 스 마 트 펜 을 이 용 한 화 상

강의를 위해서는 Ncode기반
교재 및 워크시트가 필요함)

• 스마트 플레이트 (선택)
(화상 수업시 학생 화면 첨삭

지 도 를 위 해 서 는 Ncode 가
삽 입 된 스 마 트 플 레 이 트 가
필요함 )

학생용 App

교사용 WEB

안드로이드 기기용 App
“네오랩 에듀”

https://studylive.ai
https://neolabedu.io



&

8.서비스세부기능 (1)관리자기능

• 교사 관리 : 가입한 교사들의 승인 허가/승인대기/승인거부

• 학급 관리 : 엑셀 서식을 이용하여 학급 및 학생 간편 등록

• 학생 관리 : 등록된 학생들의 이름/펜 정보 등을 관리하며, 학생 및 정보 추가/수정

학교(또는 기관, 학원)별 관리자 1명이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는 교사관리/학급관리/학생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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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비스세부기능 (2)교사기능 1/4 -교사메인화면및새강좌만들기

• 새 강좌 만들기 : 대상 학생 지정 및 강좌 설명을 통해 강좌 개설

관리자에 의해 승인 받은 교사는 강좌 생성/강좌 관리 2가지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 교사 메인 화면 : 새 강좌 만들기 메뉴와 함께 기존 개설된 강좌 목록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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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비스세부기능 (2)교사기능 2/4 – 학습자료추가및출력

• 학습자료출력 : 등록한 사용자 교재는 Ncode가 부여되며, 이를 출력하여 사용

관리자에 의해 승인 받은 교사는 강좌 생성/강좌 관리 2가지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 학습자료추가 : 강좌에 사용할 정규교재 선택 및 사용자 교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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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비스세부기능 (2)교사기능 3/4 – 학습 결과확인

• 사용자교재 : 교사가 별도 등록한 워크시트 학습현황 확인 및 필기 활동 재생

관리자에 의해 승인 받은 교사는 강좌 생성/강좌 관리 2가지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정규교재 : 학생들의 정규 교재 학습 현황 분석 자료 확인 및 필기 활동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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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비스세부기능 (2)교사기능 4/4 – 실시간수업및모니터링

• 사용자 모니터링 : 교사는 학생들의 풀이 과정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필요할 경우 학생 호출 및 화면상 첨삭 지도 등을 통해 지도 가능

관리자에 의해 승인 받은 교사는 강좌 생성/강좌 관리 2가지 핵심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 실시간 수업 : 화상 수업 기능 + 전자펜 필기 공유/첨삭/협업을 통한 수업/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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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비스세부기능 (3)학생기능 1/2 학생용 App

학생은 교사가 제공한 교재 및 워크시트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전자펜에 입력된 필기 데이터는 스마트폰 연결시 자동 업로드 됩니다.

• 학생용 App : QR을 이용한 로그인 • 펜 연결 후 필기 활동 실시간 기록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참여• 참여 강좌 목록 확인 • 자신의 필기 활동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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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생용 App을 실행한 다음 교사가 제공한 QR코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관리자 교사

학생 등록

학급편성
강좌개설

학생 전자펜

MAC등록

학생 로그인

QR 출력
App 실행

QR 코드

로그인

전자펜

On

학생

학습 진행/

데이터전송

실시간 수업 참여

강좌 개설 초기 1회 실행 학생 학습 참여시 반복 실행

8.서비스세부기능 (3)학생기능 2/2 학생학습참여를위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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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활동 분석을 통해 학생의 풀이 과정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정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결손 처치를 통해 학습력 향상 도모

9.스터디라이브서비스공교육활용시나리오 (1)기초학력향상을위한서비스활용 1/2

교수-학습 지원 개념도

교사 “학습자 맞춤형 기초학력 보정” 학생

• 학습 흥미, 적극적 참여

학습 성공 경험(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경험)

AS-Is To-Be

• 진단 시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학습분석(펜 기록 로그 기반)
• 보정학습 시 멀티미디어 교제와 연동 가능
• 보정학습 학습 과정 기록
• 채점 시 교사의 업무 경감

• 결과 중심의 진단(단순 정오 체크)
• 보정학습 학습 과정 기록 불가
• 제한된 형태(인쇄물)의 교재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및 유지의 어려움
• 기초학력 교사들의 채점 및 결과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

수업단계

진단 검사 실시 검사 결과 확인 보정 학습

교수-학습 자료

• 학습자 개인별 진단

•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설계와 촉진

• 학습 모니터링

기초학력
진단 검사지

정서 · 심리
검사도구

동영상 콘텐츠
(충남대)

보정 학습 자료
(늘품이)

상호작용 콘텐츠
(KERIS)

스터디라이브 & 스마트펜 적용 기술

갤러리뷰
모니터링

하이퍼 링크 채점 결과 자동
업로드

학습패턴 분석 활동 결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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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활동 분석을 통해 학생의 풀이 과정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정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결손 처치를 통해 학습력 향상 도모

9.스터디라이브서비스공교육활용시나리오 (1)기초학력향상을위한서비스활용 2/2

수업 시나리오

• 학습자 맞춤형 보정 학습

교사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지

인쇄

개인 발달 상황
모니터링

학습 기록 확인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 수학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
진단검사
(종이+펜)

실시

문제 풀이
과정 및 결과

분석

“풀이 과정까지 볼 수 있네!
이 문제는 찍어서 맞혔군.”

진단검사
자동/반자동

채점

학습자
수준별

보정 학습
자료 인쇄

개인별 보정학습 실시

종이 + 펜으로 학습, 스마트
기기로 동영상 학습자료 재생

보상을 통한
강화

향상도
진단 검사

“내가 이걸 하게 되다니!”

“OOO이가 학습에
재미를 다 느끼네.”

학습자 맞춤형
학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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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활동 분석을 통해 학생의 풀이 과정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정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결손 처치를 통해 학습력 향상 도모

9.스터디라이브서비스공교육활용시나리오 (2)원격수업활동지원 1/2

교수-학습 지원 개념도

• 온라인 교수-학습 설계

• 학습안내 및 촉진

• 학습활동 모니터링

교사 “끊김 없는 교육 환경 구축” 학생

• 대면 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경험

• 집중 및 몰입감 형성

AS-Is To-Be

• 손 글씨 결과물의 즉각 적인 공유를 지원하여, 수학 문제 풀이 등에서도
교수자 – 학습자, 학습자 – 학습자 간 양방향 상호작용 지원

• 개별화 첨삭 지도 지원

• 화상 + 필기 + 학습활동 결과 저장을 통한 과정 중심평가

• 화상수업 플랫폼 활용 – 음성 및 채팅 기반 소통

• 패들렛 등 타이핑한 텍스트 기반 참여 유도

• 수학문제 풀이 등 타이핑이 불편한 내용은 카메라를 비춰 공유

교수-학습 단계

학습
목표
제시

선수
학습
회상

주의
집중

교수-학습 자료

스터디라이브 & 스마트펜 적용 기술

교과서 및
학습자료

갤러리 뷰
모니터링

펜 기록
과정 추적

교사
첨삭 기능

수업자료 온
디멘드 (N code)

학습관찰
패턴 분석

성취수준
분석

자극
자료
제시

학습
안내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와
전이

활동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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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활동 분석을 통해 학생의 풀이 과정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정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결손 처치를 통해 학습력 향상 도모

9.스터디라이브서비스공교육활용시나리오 (2)원격수업활동지원 1/2

교수-학습 시나리오

• 학습 주제 : (수학)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스터디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 공유

‘온라인에서도 학습지에 첨삭을 해 줄 수 있구나.’

스마트펜을 이용한 필기

‘ 문제는 이래서 틀렸구나. 이제 알겠다＇

교사

학생

수업설계

시스템 로그인

펜 연결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자료 준비 모든 학습 기록 디지털화 누적 관리

개인 발달 상황
모니터링

학습 기록 확인

개별 피드백 제공

학교생활 기록부 기
록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수업자료 제작 및 배포

스터디 라이브 스터디 라이브
선수학습

(평행사변형 넓
이 구하기 상기)

학급활동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이해하기

학급활동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

학습

학급활동

연습문제
풀이 및

첨삭지도

개별 & 학급활동

학습내용 정리

학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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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발회사㈜온더라이브소개

주식회사 온더라이브는 초유의 코로나 시대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의 문제를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2020년 9월 창업한

벤처기업으로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원활한 교육, 회의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수단을 넘어서, 네오펜과 연계한 스터디라이브, 지니로봇과 연계한 원격 화상 로봇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기존

화상 서비스에 여러 가지 부가 기능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비대면 서비스만의 특징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더 나은 세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벤쳐기업입니다.

• 회사명 : 주식회사온더라이브

• 창업일 : 2020.09.09

• 업 태

정보통신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종 목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 개발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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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온더라이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26, C동 217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TEL : 02.6281.8535 | FAX : 02.6455.1535 | 고객센터 : 1600-9081

E-MAIL : sales@onthelive.kr

tel:16009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