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o.1 스마트교육 대표 솔루션
초,중,고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풍부한 교육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솔루션입니다.
스마트학교, 스마트교육을 위한 필수 솔루션
멀티미디어-인터렉티브 학습자료와 전자책을 손쉽게 제작
플 러닝
플립
러닝(거
(거꾸로
꾸 교실)을 위한 학습자료 공유 플랫폼 제공

아직도 교과서 위주의 수업만 하고 계십니까?
ezPDF Content Editor는 문서 위에 동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문제풀이, 채점 등의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교육용 콘텐츠 제작 솔루션입니다.

?

활용 분야

스마트학교 수업

!

플립러닝(거꾸로 교실)

소프트웨어 교육

자기주도학습

ezPDF Content Editor 는 교안에 가치를 더해드립니다.
멀티미디어 삽입

시험생성 기능

+2

동영상, 사운드 등을 간편하게
문서에 포함하여 생동감있는
교육자료로 제작

작성된 교육자료로 다양한
유형의 시험문제를 생성하고,
문항별로 배점을 다르게
구현이 가능

+1
+3

다양한 형태 문항생성
스크랩도구 활용
필요한 영역만을 스크랩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작업 없이 새로운
교육자료를 생성하는 효율적인
교안제작 가능

!

4지 선다형

5지 선다형

줄긋기

탭형식

다양한 유형의 시험문제를 쉽고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문제지 내에서 채점까지 가능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시험 환경을
구현 가능

학습자료 공유 사이트 “클래스쉐어”를 제공합니다.

클래스쉐어는 선생님이 제작하신 교육자료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 자료실 서비스입니다.

. 학교별, 학급별 학습자료 공유 공간 제공
. 플립러닝을 위한 학습자료 공유 환경 마련
. PC와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학습
. 학급 공지 게시판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지 확인
. 1년간의 수업자료를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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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PDF Content Editor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1

2

ezPDF Content Editor로
간편하게 수업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PDF

3

동영상 삽입
오디오 파일 추가

저장 . 공유

선생님이 미리 공유하신
수업자료를 통해
학생은 예습이 가능하구요!

중요한 문항 시험생성

기존 수업자료 파일을
갖고 계시죠?

4

5

선생님
선생님들과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더 좋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더욱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장 . 공유

토론방식의 수업 가능

학생

집중력 향상

수업 후에는 선생님이 공유하신
학습자료로 학생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을
스크랩하여 복습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흥미유도

ezPDF Content Editor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학생

교육학습자료 작성

선생님이 미리 공유한 교안으로 선행학습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위한 교수학습 교재
및 수업용 자료를 제작 후 학습자료실에 학생들과
미리 공유하여 선행학습 유도

수업 전

선생님이 작성한 수업자료를 학습자료실에
수업 전에 공유하여 학생들이 모바일, 태블릿, PC를 통해
선행학습 가능

다양한 테마의 수업진행 가능

수업 중

플립러닝 형식의 수업참여

전자칠판을 활용한 집중력 높은 스마트 학습과
문제풀이나 토론을 통한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수업 진행 가능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 수업 전에
선생님이 제공한 수업자료로 미리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 풀이로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수업 후
교실환경과 동일한 자율학습 가능

스크랩도구 활용
기존에 작성했던 수업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스크랩하여 새로운 교육자료에 재활용 가능

수업 외

학습자료실에 업로드 된 교육자료로
수업 중 놓친 부분에 대해 교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율학습 가능

방학이나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트폴리오 활용가능
수업외의 야외활동이나, 학습체험 활동을 더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ezPDF Content Editor는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싶은 선생님!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싶은 선생님!
고품질의 수업자료를 만들고 싶지만 제작방식이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선생님!
플립러닝을 우리 학급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선생님!
학생들의 성적을 팍팍 올려주고 싶은 선생님!
수업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선생님!

설치사양

. 운영체제 : Windows XP 이상
. RAM : 1GB 이상
. HDD : 100MB 이상
. CPU : Pentium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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