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그룹활동, 교안, 판서, 필기 저장

온-오프라인이 연계되는 협업 도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알림

강의실 출석/결석/지각 체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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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스마트러닝 플랫폼
교수·학습의 핵심 ACTIVITY를 통합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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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고등교육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최첨단 교수 - 학습 관리 및 운영 플랫폼으로, 

온 - 오프라인 통합 강의, 교수 - 학습 관리, 콘텐츠 관리, 협업 커뮤니티 운영 등의 다양한 관리 기능을 통해 

ACTIVE한 자기주도적 교육생태계를 구현하는 시스템

미래형 교수 - 학습관리 시스템

CRISH LMS - Smart LMS

Functions

학
습
자  
기
능

교
수
자  
기
능

관
리
자  
기
능

나의 강의실
• 수강 신청/ 취소

• 과제, 평가, 협력수업, 토론, 설문 등 수업 진행

• Q&A, 자료실, 일반 게시판 기능

• 학습 활동 현황(진도, 과제, 평가 이력) 조회

커뮤니티
• PUSH알림, 쪽지 발송 및 수신 기능

• 공지사항, 일반 자료실 

교육관리
• 과정 관리(생성, 수정)

• 문제 은행 관리(생성, 수정)

강의운영관리
• 진행 중 과정/ 지난 과정 목록 조회

• 학습 목차 구성(신규등록, 기 출제 과정 조회 등록)

• 학습 진도 조회 및 관리(학습 독려 기능)

• 과제, 평가, 협력수업, 토론, 설문 등 수업 진행 및 결과 조회

평가관리
• 문제 은행 연동 시험지 생성

• 시험 진행 방식 설정 및 채점(개별 학습자 피드백)

• 자동 성적 처리(상대평가/절대평가 지원, 수료여부 확인)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 효율적인 학습 운영을 위한 과정 생성 및 관리

• 과정별 학습자 현황 및 수강 상태, 수강진행 과정 조회 및 관리

• 과정별 운영되는 강의실 모니터링(과제, 평가, 게시판 등)

• 전체/사용자 유형별/과정별/개별 선택 메일링 및 SMS 연계 구현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
• 사용자 현황, 각종 게시판, 성적 등 학습에 관련된 현황을 조회

• 학습 현황과 관련된 내용 통계자료화 (통계 자료 조회 및 출력)

• 시스템 접속 현황, 사용자 현황, 수정사항 로그 분석

• 투표 및 설문관련 결과/통계 조회

사이트 운영관리
• 전체 공지사항 및 팝업 공지 관리 

• 게시판 기능 관리(게시물 탑재기간, 용량, 기능 설정)

강의실로 이동

개인수강정보 교과학습기능

시험평가기능 부가학습기능

과제평가기능 팀 프로젝트

토론방 게시판

Online DB

일/월별
프로시저

실행

학습
진행내역

시험

학습현황/
결과

강의실로 이동

개인강의정보 콘텐츠관리

시험평가관리 강의계획서관리

과제평가관리 상호작용관리

토론평가관리 학습독려관리

Online DB

일/월별
프로시저

실행

수강생
관리

시험

과제

토론

학습현황/
결과

관리화면 이동

관리자가이드 교육과정관리

학습운영·수강 시스템모니터링

사용자관리 콘텐츠관리

커뮤니티관리 상담서비스관리

Online DB

일/월별
프로시저

실행

사용자/
권한관리

환경설정

과정관리

강의실관리

통계/
산출물

ALL-IN-ONE Smart Learning pLatform



강의 동영상, 교안, 멀티미디어 자료 등 각종 교육 콘텐츠를 온 -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콘텐츠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콘텐츠의 생성부터 멀티디바이스로의 배포까지 편리하게 관리하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호작용형 콘텐츠 운영 관리 시스템 

상호작용형 콘텐츠 운영 관리 시스템

CRISH CMS- Smart CMS

콘텐츠 관리 기능
• 콘텐츠 목록, 미리보기,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콘텐츠 유형별 크기 설정 기능 제공

• 진도생성마법사 기능, 진도 적합성 도구

•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템플릿 관리기능

N스크린 지원 기능
• 스마트 디바이스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WEB

•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최적의 HTML5플레이어 제공

• 서버기반의 표준 H.264 AVC 코덱으로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자동으로 표준 동영상 파일로 트랜스코딩 지원

• 멀티 동영상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버(Wowza Media Server) 적용

상호 작용 기능
• 썸네일 형태의 콘텐츠 검색 기능 제공

• SNS방식의 실시간 채팅 및 타임라인 형태의 멀티미디어 댓글 제공

• 동영상 콘텐츠 위에서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말풍선 피드백 기능 제공

유연한 연계 및 확장 기능
• 기 구축 학습 시스템(LMS, 학내 게시판)및 기타 외부시스템(KOCW, SNS)과의 손쉬운 연계 제공

• 시청 이력, 재생 제어 등을 기존 구축 시스템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API 제공

Functions

Main Functions

확장이 용이한 (콘텐츠 시청 이력 등)

유연한 시스템 설계
멀티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Interface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

말풍선 피드백
주제별·학기별로 손쉬운

콘텐츠 관리

Beyond ConvergenCe INTOBEGLOBAL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 S/W

CRISH AT - Smart Authoring Tool

웹 기반 HTML5 콘텐츠 저작 솔루션을 통한 멀티미디어 기반 콘텐츠 저작 및 생성 환경을 제공하여 플랫폼 및 

브라우저에 제한 없이 저작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담당자·교수자·학습자가 학습 관련된 콘텐츠를 저작도구를 활용해 쉽게 제작합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LMS와 연계하여 

메뉴 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교육 포털에 전송되어 사용자간 공유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Functions

• 다양한 형태의 문서변환(PDF, MS-Office, HWP 등) 지원

• 멀티미디어 삽입(이미지, 동영상, 플래시 등) 기능 지원

• 콘텐츠 배포시 기본 탬플릿 제공

• 멀티 OS 및 브라우져 지원 

• 콘텐츠 열람 시 다양한 기능 제공(주부화면 전환, 확대 / 축소, 페이지 넘김, 검색, 목차 구성)

N 스크린 지원 콘텐츠 저작

컨텐츠 배포 기본 탬플릿 제공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콘텐츠 플레이어

멀티미디어(동영상,문서,이미지)활용

ALL-IN-ONE Smart Learning pLat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