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presso 교육 서비스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본 교재는 Edupresso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선생님만의 수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과 샘플 교재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특히 Edupresso 교육 서비스는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앱/웹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모델을 만드실 수  

있도록 통합 교육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Edupresso 교육 서비스를 소개하고, 특히 Dot Pattern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수업과 학습 모델을 만들 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전자기기, 소프트웨어,웹/앱 서비스의 소개를 통해  

선생님에 맞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옴닝의 Edupresso 교육 서비스는 제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수업 혹은 학습모델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구성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생님만의 새로운 교육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개인,연구소, 

  교육 사업자  양방향 학습 코칭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 제공 

  교재의 Dot Pattern 적용을 

 통한 교재를 기반한  

 스마트 교육 인프라 협업 

 스마트 기반의 동영상 저작 

용 앱 

 PC 기반의 양방향 스마트 학습 및 동영상 저작   

 PC 기반의 가상 스튜디오 동영상 저작 및 방송   

 학원 및 교육 콘텐츠 서비스 브랜드 

앱,웹 서비스 개발 제공 - 

 양방향 학습 코칭 웹/앱 서비스 제공 

        

 

 Dot Pattern 교재 기반의 스마트 펜  

 판서용 전자 칠판(TV형,화이트보드형) 

 테이블 수업을 위한 안드로이드 타블렛 

 활동형 수업을 위한 실물화상기   

Edupresso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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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dupresso Pacakge 소개 및 수업/학습 모형 소개 

  1. 학습 지원 Package 

    - Edupresso Anoto Package 

    - Edupresso Equil Smartpen Package 

    - Edupresso Galaxy Package 

    - Edupresso Darim eStudio Package 

  2. 수업 지원 Package 

    - Edupreso eSol Android 27 Package 

    - Edupresso Easy Touch n55 Package 

    - Edupreso eSol 전자칠판 55 Package 

    - Edupresso Nuribom Basic Package 

    - Edupresso Equil Smart Marker Package 

    - Edupresso eBest 실물화상기 Package 

    - 학부모/학생 면담에 활용하기 

    - 유투브,아프리카TV 방송 수업하며, 동영상 강의 저작하기 



IV. 제품 매뉴얼 및 카타로그 

  1. 스마트 전자기기 카타로그 

    - Anoto ADP-611 Digital Pen 

    - 이솔정보통신 27인치 안드로이드 타블렛, 55인치 전자칠판 

    - 한성컴퓨터 easy Touch n55 전자칠판 

    - 누리봄 화이트 보드형 85인치 전자칠판 

    - 이베스트 실물화상기,Micker  제품 카타로그 



V. Edupresso 교육 서비스 실습 교육하기(업데이트 예정) 

  1. 교실 수업 외 시간에 활용하기 

    - 플립러닝 학습에 활용하기 

    - 플립러닝용 동영상 강의 만들기 

    - 과제 및 미션을 부여하고 개인별/팀별/반별 공유수업하기 

    - 학생 발표형 미션 수행하기 

    - 첨삭강의에 활용하기 

    - 학생 자기 주도형 예습/복습 하기 

  2. 교실 수업에 활용하기 

    - 소규모 테이블 수업에서 동영상 강의 만들며 수업하기 

    - 소규모 테이블 수업에서 토론 발표형 수업하기  

    - 소규모 테이블 수업하면서 방송하기(아프리카TV,유투브,페이스북,Skype) 

    - 소규모 테이블 수업하면서 양방향 스마트 수업하기 

    - 빔프로젝터/TV로 수업하면서 동영상 강의 만들기 

    - 빔프로젝터/TV로 수업하면서 토론 발표형 수업하기 

    - 빔프로젝터/TV로 수업하면서 방송하기(아프리카TV,유투브,페이스북,Skype) 

    - 빔프로젝터/TV로 수업하면서 양방향 스마트 수업하기 

    -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면서 동영상 강의 만들기 

    -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면서 토론 발표형 수업하기 

    -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면서 방송하기(아프리카TV,유투브,페이스북,Skype) 

    -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면서 양방향 스마트 수업하기 

    - 실물화상기로 빔프로젝터/TV와 함께 교구 수업하기 

    - 실물화상기로 전자칠판과 함께 교구 수업하기  

    - 실물화상기로 전자칠판과 함께 미술 강평 수업하기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1. 사용 전 준비사항 교육 

 “사용 전 준비사항 교육”에서는 Edupresso 교육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드로이드 앱 설치와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에 필요한 것들을 안내하고 교육합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dupresso 앱 

설치 

 “Play 스토어” 앱 실행 
 “에듀프레소” 앱 검색 설치 

 Edupresso 앱을 실행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 
 교육기관 체크하고 회원가입사항을 기재 
 확인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완료 

 
 “에듀렉쳐” 앱 검색 설치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du Lecture 앱 

설치 

Edupresso 

회원가입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2. Dot Pattern 교재를 활용하기 

   - Dot Pattern이 적용된 교재를 활용한 학습하기 : (1) Dot Pattern 교재란? 

Dot Pattern 교재란 교재의 내용과 함께 Dot Pattern을 적용하여 인쇄한 교재를 말한다. 

Dot Pattern은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좌표정보,페이지정보,동영상링크,인터넷주소, 

기능아이콘 등)를 연계하여 학습에 할용 할 수 있다, 

Dot Pattern을 교재에 적용함으로써, 교재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수업을 

설계할 수 있으며, Dot Pattern 교재의 Dot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아  

일반교재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재 내용과 함께 인쇄된 
Dot Pattern 

-실재 인쇄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능아이콘 
- 동영상,소리,인터넷 페이지,문
서링크등 다양하게 활용가능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2. Dot Pattern 교재를 활용하기 

   - Dot Pattern이 적용된 교재를 활용한 학습하기 : (2)Dot Pattern 교재 활용 실습 

Dot Pattern은 기본적으로 Dot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좌표정보,페이지정보,동영상링크, 

인터넷주소,기능아이콘 등)를 포함하여 교재의 내용과 함께 인쇄,혹은 출력됩니다. 

㈜옴닝에서는 스마트폰 디지털 교재를 New Technology Book이라는 의미의 NTB 파일 

확장자를 사용하는 파일로 제공합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계정으로 접속  
  계정 : student1 – student30 
  비밀번호: 1234  

Edupresso  

학생계정으로 접속 

 Edupresso 앱을 실행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 
 교육기관 체크하고 회원가입사항을 기재 
 확인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완료 

 상단의 “자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의 “선생님(teacher) 선생님” 선택 
 “Edupresso 교육 설명회 자료” 선택 
 “Edupresso 교육 서비스 설명.NTB”를 
선택하여 폴더를 선택하고 내려받기 수행 
 

NTB 디지털 교재 

내려받기 

Edu Lecture에  

NTB 디지털 교재 

 등록 및 사용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2. Dot Pattern 교재를 활용하기 

   - Dot Pattern이 적용된 교재를 활용한 학습하기 : (3)Dot Pattern 교재 만들기 

Dot Pattern 교재는 소량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를 PDF로 만들어 ㈜옴닝으로 보내주시면 Dot Pattern 교재로 

만들어 Dot Pattern이 반영된 PDF교재와 디지털 교재로 NTB 파일을 생성하여 제공합니 

다.  교재 출력 작업도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실비로 제작 지원해 드립니다.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Dot Pattern 작업을 ㈜옴닝으로 의뢰함 
  파일을 송부함(PDF,HWP,PPT,DOC,Image) 
  종이교재로 되어 있으면, PDF로 스캔작업 
후 송부함 
 Dot Pattern 교재 제작의뢰는 
http://www.edupresso.info 로 접속하셔서 
“Edupresso Event” 상단 메뉴를 선택하고 
“Dot Pattern 교재 제작 신청” 을  
 눌러 신청 

교재 PDF 파일  

㈜옴닝으로 송부 

 ㈜옴닝에서는 Dot Pattern 교재 PDF 문서
와 NTB 디지털 교재 파일을 제공함. 
 Dot Pattern 교재 PDF 파일은 교재 출력에 
활용함(무제한 출력 가능) 
 NTB 파일은 Edu Lecture에 노트에 등록하
여 디지털 교재로 활용 

교재의 각 페이지의 동영상,사운드,페이
지 링크가 있는 경우 링크 목록을 함께 작
성하여 송부함(양식은 신청페이지에서 링
크정보 작성 문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함) 
 제공된 교재 파일은 ㈜옴닝에서 Dot 
Pattern 교재 PDF 파일로 작업함 

교재 PDF에  

Dot Pattern 작업 

Dot Pattern 교재 PDF와 

NTB 디지털교재 파일 송부 

http://www.edupresso.info/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2. Dot Pattern 교재를 활용하기 

   - Dot Pattern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의 교재를 활용한 학습하기 

가지고 계신 교재 파일 혹은 교재를 활용하여 ㈜옴닝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Dot Pattern 교재를 제작하여 스마트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DP-611 Digtal Pen으로 각 페이지 별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옴닝에서는 Dot Pattern이 맵핑된 빈 용지를 인쇄 혹은 무료 다운로드 후 프린트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빈 용지에 교재내용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Dot Pattern Paper는 
http://www.edupresso.net 에서 “Download”  
메뉴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아 무료 사용이 
가능함 
 
 
 내려받기한 PDF 파일은 Laser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함(잉크젯 프린터
는 Dot Pattern을 인식이 안될 수 있음) 

Dot Pattern Paper 

출력 

 교재 PDF 파일은 Edu Lecture를 열고 새노
트를 선택하여  노트로 등록함 
 출력된 교재와 함께 ADP-611 Digital Pen
으로 사용함 

 출력된 백지 Dot Pattern Paper에 사용
할 교재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함 

백지 Dot Pattern Paper에 

교재 내용을 출력 

교재 PDF 파일을 

Edu Lecture에 새노트로 

생성하여 교재와 활용 

http://www.edupresso.net/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3. Edupresso 양방향 학습 코칭 서비스 활용하기-(1)반만들고 미션 수업하기 

Edupresso 양방향 학습 코칭 서비스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파일,이미지,웹 링크 

정보등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반을 구성하여 학생을 등록하여 학생에게 미션을 주고 

미션수행의 결과물을 받아 양방향 비 실시간으로 예습,복습을 수행할 수 있는 

앱,웹 양방향 학습 코칭 서비스 입니다.  

또한 플립러닝뿐만아니라 반별,팀별,개인별로 미션수행의 공유를 통해 상호 연수의  

교육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사용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계정으로 접속  
  계정 : student1 – student30 
  비밀번호: 1234  
  선생님으로 부터 받은 반초대코드 입
력과 배정된 팀 선택 

반 만들기 

 “미션” 메뉴 선택 
 미션을 만들 반을 선택 
 “미션 만들기” 선택 
 미션제목,수행할 반,수행기간을 선택하고 
수행할 미션을 등록함 

 회원가입한 선생님 계정으로 접속 
 “미션” 메뉴 선택 
 “반 만들기”선택 
 “반이름”과 “팀갯수” 입력하여 반생성 
 반 초대코드 자동생성됨 

반에 학생 등록하기 

미션 만들기 

(학생미션수행하기) 



I. Edupresso 기본 사용법 교육 

 4. Edu Lecture 안드로이드 스마트 필기노트/동영상 저작 앱 활용하기 

 Edu Lecture는 필기와 동영상 저작 노트를 만들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 입니다. 

동영상 노트는 교육자료,필기,음성이 함께 동영상처럼 녹화 되며, 재생됩니다. 

교육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파일 포맷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PDF 파일 :  파워포인트,워드,아래한글 문서는 PDF로 변화 저장하여 활용함 

  - Image 파일 : 이미지 파일은 노트 안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활용이 가능함 

  - NTB 파일 : ㈜옴닝의 노트 포맷으로 저작권 보호 및 Dot Pattern DB 가 포함된 포맷 

  - LEC 파일 : : ㈜옴닝의 동영상 파일 포맷으로 실제 동영상으로 변환이 가능함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강의 노트를 선택함 
 강의 동영상 파일을 만들 페이지로 이동 
  “Rec” 버튼을 눌러 필기하면서 동영상 강
의를 만듬 

노트 만들기 

 Edu Lecture 상당 우측의 “모든 노트보기” 
아이콘 선택 (점9개 아이콘) 
 우측 상단의 “선택” 버튼 선택 
 파일로 생성할 페이지를 체크함 
 “Export” 버튼을 선택 
  스마트기기 폴더나 하단의 파일창고를 체
크하여 파일로 생성 

 Edu Lecture 앱을 실행함 
 “New Note” 메뉴 선택 
 교재 파일(PDF,NTB,LEC)을 선택함 
 

강의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파일 추출하기 



A-1 
상 



II. 파트너회사 및 학원 교육 서비스 적용 사례 

  1. Dot Pattern 교재 적용 사례 

    - ㈜생각과 기술  라온창의스쿨 – 창의랑 사고랑 창의성 교육(Android) 

㈜생각과 기술의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인 창의랑사고랑 교육 교재는 모두 Dot Pattern  

이 적용되어 제공된다.  Dot Pattern 교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도구들과 양방향 

스마트 수업과 활동 수업을 지원한다.  

  “Play 스토어” 앱 실행 
  “Raon창의” 앱 검색 설치 
  “에듀렉쳐” 앱 검색 설치 

라온창의스쿨 멤버쉽  

 라온창의스쿨 홈페이지에서 멤버쉽을 
가입함(http://www.raon4u.com) 
 “멤버쉽소개” 메뉴를 선택하여 가입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쉽 계정으로 “Raon 창의” 앱으로 
접속 
  승인과정을 거친 후 창의랑 사고랑 교
재 및 답안과 동영상이 공유됨 
  공유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진행 

라온창의스쿨 앱  

설치하기  

라온창의스쿨 

교육콘텐츠 활용하기 

Dot Pattern 교재 

활용하기 

 “창의랑 사고랑” 교재는 Dot Pattern 
이 함께 적용되어 제공됨 
 교재와 “Raon 창의” 앱을 통해 제공되
는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여 스마트 수업 
진행 



II. 파트너회사 및 학원 교육 서비스 적용 사례 

  1. Dot Pattern 교재 적용 사례 

    - ㈜생각과 기술  라온창의스쿨 – 창의랑 사고랑 창의성 교육(PC) 

㈜생각과 기술의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인 창의랑사고랑 교육 교재는 모두 Dot Pattern  

이 적용되어 제공된다.  Dot Pattern 교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도구들과 양방향 

스마트 수업과 활동 수업을 지원한다.  

  PC용 스마트 교육 솔루션 OMNI 
BOARD 프로그램 설치 
(http://www.omning.com 접속 후 
“Support” 메뉴 선택 후 내려받기) 
  내려받은 설치파일 압축을 풀고 
Setup.exe를 신행하여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으로 Raon 창의 

교육서비스 접속 

 라온창의 교육 서비스 접속
(http://raon.edupresso.net) 
 멤버쉽계정으로 접속 
 “자료” 메뉴에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 내
려받기 

*헤드셋 아이콘을 ADP-611 Digital Pen으로 선택하면 설명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된 OMNI BOARD 프로그램을 실
행하고, ㈜옴닝으로 부터 제공받은 라이
선스를 등록함 

PC용 스마트 교육 솔루션 

OMNI BOARD 설치 

OMNI BOARD  

라이선스 등록 

양방향 스마트  

수업하기 

 “Play 스토어” 앱 실행 
 “OMNI BOARD” 앱 검색 설치 
 PC OMNI BOARD와 안드로이드 스마
트 기기의 OMNI BOARD와 연결 
 교재와 “OMNI BOARD” 앱을 통해 제
공되는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여 양방향
스마트 수업 진행 

 OMNI BOARD를 실행함 
수업자료로 내려받기한 창의랑 사고랑 
디지털 교재를 “파일” 메뉴의 “가져오기”
로 불러옴 
 스마트 기기와 함께 수업에 활용 

교육 콘텐츠  

수업에 활용하기 

http://www.omning.com/


보기에 있는 것을 아래 그림에서 모두 찾아봅시다. 

보
기 



아래 숫자 표에서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덧셈, 뺄셈

을 사용한 올바른 식을 만들고 동그라미해주세요. 



여섯 개의 조각이 있는 곳을 다음 표에서 찾아 색칠하세

요. 



동그라미 안의 수 만큼 가로줄 또는  세로줄로 직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하는 선이 서로 만나지 않게 선

을 그어 보세요. 





화살표 그림을 주어진 숫자 크기 만큼 향하도록 빈칸에 

그려보세요. 







규칙을 이해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다음 모양의 땅을 보기의 규칙에 따라 선으로 나누어 보

세요.  

보
기 

네모 모양으로 겹쳐지지 않게 나누어야 합니다. 

숫자를 포함한 숫자의 크기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세요. 



보기의 규칙에 맞게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보
기 



다음 미로를 탈출하는 길을 선으로 표시해 보세요.  





[가로열쇠] 
 
1. 얼굴에 끼는 거뭇한 얼룩점 
3.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차 
5. 목이 길고 다리가 짧은 오릿과에 딸린 철새 
7. 배우가 공연 중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오는 소도구 
 
[세로열쇠] 
 
2.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 
4.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 
5. 칙칙폭폭 
6.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7.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아래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동영상 강의가 재생됩니다. 

A01-
01 

A01-
02 

A01-
03 

A01-
04 

A01-
05 

A01-
06 

A01-
07 

A01-
08 

A01-
09 

A01-
10 

A01-
11 

A01-
12 

A01-
13 

A01-
14 

A01-
15 



수학의 법칙 





다항식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필수예제 1          2           3 





약점체크예제 1        2 





약점유제 1-1        1-2        2-1         2-2  





 왜 틀렸을까? 

 왜 이렇게 풀었을까? 

CHECK 1회 2회 3회 4회 

담임확인란:                    학부모확인란:  

문항번호 

 왜 틀렸을까? 

 왜 이렇게 풀었을까? 

CHECK 1회 2회 3회 4회 

담임확인란:                    학부모확인란:  

문항번호 

유형문제   1         2           3          4           5           6             7            8         



 왜 틀렸을까? 

 왜 이렇게 풀었을까? 

CHECK 1회 2회 3회 4회 

담임확인란:                    학부모확인란:  

 왜 틀렸을까? 

 왜 이렇게 풀었을까? 

CHECK 1회 2회 3회 4회 

담임확인란:                    학부모확인란:  

문항번호 문항번호 

유형문제   9        10          11        12         13         14           15           16         



다항식의 연산 학습정리 마인드맵 그리기 

다항식의 
연산 



영어 교육 샘플 









매쓰온매쓰 













신입생 면담양식 



신입생 면담 일지 
면담일자:                  년       월       일       요일           시간 : 

 학생 인적사항 

학생성명 :                              학교명:                                  학년:                 성별:  

학생휴대폰: 010-        -          집전화번호 :      -        -         (부/모)휴대폰 : 010-          -             

집 주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이메일 :               

 학생의 학습현황 

선행학습 
- 단원,범위, 

건너뛴 학기 등 

심화학습 
- 교재명,학습정도 

과목별 등급 
- 과목별 점수 

                                                         

기타 수업 현황 
- 학습지 포함 

                                                              

선호 학습 방법 

기타 사항 

 학생의 학원 교육 지원분야 

지원  
교육프로그램 

수업희망요일 

필요테스트 
(일정,테스트 종류) 

면담자 :                                                                                              인 



신입생 면담 일지 
면담일자:                  년       월       일       요일           시간 : 

 학생 인적사항 

학생성명 :                              학교명:                                  학년:                 성별:  

학생휴대폰: 010-        -          집전화번호 :      -        -         (부/모)휴대폰 : 010-          -             

집 주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이메일 :               

 학생의 학습현황 

선행학습 
- 단원,범위, 

건너뛴 학기 등 

심화학습 
- 교재명,학습정도 

과목별 등급 
- 과목별 점수 

                                                         

기타 수업 현황 
- 학습지 포함 

                                                              

선호 학습 방법 

기타 사항 

 학생의 학원 교육 지원분야 

지원  
교육프로그램 

수업희망요일 

필요테스트 
(일정,테스트 종류) 

면담자 :                                                                                              인 



학습노트 







 2. 브랜드 웹/앱 적용 서비스 사례 

    - ㈜생각과 기술-Raon 창의                              - 

    - ㈜매쓰온매쓰   

    - 맨토라 수학의 법칙 

    - 배종수 삐에로 교수의 토론창의수학 

    - ㈜셈틀누리  셈틀누리앱 

    - ㈜오투라인 스터디큐 팀플 

    - 에드워드 엄교수의 엄교수의 밥상논술  

    - 심춘자 교수의 중국어 한마디  

    - 교육협동조합의 꿈마을 학교 

    - 대구 수학세상 학원  

    - 부산 임채오원리수학학원 

    - 전주 블루오션 수학학원  

    - 포항 와튼잉글리쉬 학원 



주관사 : ㈜생각과 기술 

서비스 주소 : raon.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창의랑 사고랑  교재/답안/동영상 서비스 

 -  라온창의교육연구소의 창의 활동형 콘텐츠 공급 채널 

 -  향후 교육 콘텐츠 보급 사업 채널호 지속적 활용 예정 

 -  교재의 Dot Pattern 적용하여 디지털 교재와 교사 동영상 제공 

사업적 활용 

 - 멤버쉽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회원제 서비스(선생님 월 22,000원/월) 

 - 멤버쉽 회원은 제공된 교육 콘텐츠로 교육 사업 수행 

 - 홈페이지 멤버쉽 회원 가입과 연동하여 관리자 프로그램 구성하여 관리 



주관사 : ㈜매쓰온매쓰 

서비스 주소 : mathonmath.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매쓰온매쓰 교구활용수학 교육 콘텐츠 보급 

 -  교재의 Dot Pattern 적용하여 디지털 교재와 교사 동영상 제공 

 -  신규 사업의 주요 콘텐츠 서비스 상품 보금 채널로 활용 

사업적 활용 

 - 각 지사에 가맹 프로그램으로 운영 

 - 방문 교사 사업에 콘텐츠 제공 채널로 활용 

 - 관리자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지사,방문교사 관리 및 콘텐츠 배급 관리 



주관사 : ㈜셈틀누리 

서비스 주소 : jsmath.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배종수 교수의 토론창의수학 콘텐츠 제공체널 

 -  교사 양성 동영상 콘텐츠 제공 채널 

 -  향후 교육 콘텐츠 보급 사업 채널호 지속적 활용 예정 

사업적 활용 

 - 멤버쉽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회원제 서비스(선생님 월 22,000원/월) 

 - 멤버쉽 회원은 제공된 교육 콘텐츠로 교육 사업 수행 



주관사 : ㈜셈틀누리 

서비스 주소 : semtlenuri.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 “마이온”과 연동한 영어 첨삭 교육 사업에 활용 

 -  향후 교육 콘텐츠 보급 사업 채널호 지속적 활용 예정 

사업적 활용 

 - 영어 도서관 콘텐츠와 연동한 영어 첨삭 교육에 활용 



주관사 : ㈜오투라인 

서비스 주소 : study-q.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스터디 큐 수학 프로그램과 연동한 문제지 사업에 활용 예정 

사업적 활용 

 - 멤버쉽 프로그램으로 운영예정  



주관사 : 에드워드 엄 교육연구소 

서비스 주소 : raon.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시사용어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교재를 제공 

 -  각 시사용어 글쓰기 개별 첨삭 교육 프로그램운영 채널로 활용 

사업적 활용 

 - 멤버쉽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회원제 서비스 (선생님 월 22,000원/월) 

 - 교재(8,000원/권) 및 첨삭 강의( 10,000/회) 



주관사 : 심춘자 중국어 연구소 

서비스 주소 : chinese.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심춘자 교수의 페이스북 학습 그룹 “중국어 한마디(회원 7400명)”와 

 소셜 스마트 러닝의 신개념 코칭 교육 채널 

 -  심춘자 교수의 중국어 학습 컨텐츠 보급 및 첨삭 코칭 수업에 활용 

  

사업적 활용 

 - 소셜과 스마트의 결합을 통한 신 개념 사업 모델 구축 



주관사 : (사)교육협동조합 

서비스 주소 : 미정 

주요 활용 용도 

 -  꿈마을학교 활동 수업 미션 제공 및 미션 수행 결과물 제출 채널 

 -  자체 개발 교육 콘텐츠 서비스 및 사업화 



주관사 : 대구 수학세상 학원 

서비스 주소 : msworld.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학원 플립러닝용 학습 프로그램 채널로 운영 

 -  학원 교육 콘텐츠의 자기주도형 미션 수행 및 첨삭 교육 제공 



주관사 : 부산 임채오 원리수학 학원 

서비스 주소 : mathpiad.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학원생의 수학 발표형 프로그램 일제다해 운영 

 -  전체 학원생에게 수학 문제은행에서 1-2 문제 발표형 미션 제공 

 -  같은 반 학생들은 발표형 강의를 Edu Lecture로 만들어 미션 제출 

 -  제출된 미션 발표 강의를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학습 및 수업 

 -  학생의 참여형프로그램으로 운영 



주관사 : 전주 블루오션 수학학원 

서비스 주소 : blueocean.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학원 플립러닝용 학습 프로그램 채널로 운영 

 -  학원 교육 콘텐츠의 자기주도형 미션 수행 및 첨삭 교육 제공 



주관사 : 포항 와튼잉글리쉬 

서비스 주소 : blueocean.edupresso.net 

주요 활용 용도 

 -  수업 자료를 Edu Lecture로 만들어 플립러닝 교육으로 활용 

 -  학생들에게 미션을 제공하고,  제출된 미션에 대해 첨삭강의  

 -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복습 자료로 학생들에게 제공 



III. Edupresso Pacakge 소개 및 수업/학습 모형 소개 

  1. 학습 지원 Package 

    - Edupresso Anoto Package 

    - Edupresso Equil Smartpen Package 

    - Edupresso Darim eStudio Package 

  2. 수업 지원 Package 

    - Edupreso eSol Android 27 Package 

    - Edupresso Easy Touch n55 Package 

    - Edupreso eSol 전자칠판 55 Package 

    - Edupresso Nuribom Basic Package 

    - Edupresso Equil Smart Marker Package 

    - Edupresso eBest 실물화상기 Package 



1. 제품 구성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2. Pacakge 가격 : 14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261 



1. 제품 구성 

  - Equil Smart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2. Pacakge 가격 : 14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157 



1. 제품 구성 

  - Darim Vision eStudio Pro 소프트웨어 및 영구 라이선스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 학원 수업용 Dot Pattern 교재 개발 진행 제공 ( 108 Page 기준 3권 ) 

2. Pacakge 가격 : 1,3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269 



1. 제품 구성 

  - 이솔정보통신 Android 27인치 타블렛,무선 마우스키보드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 학원 수업용 Dot Pattern 교재 개발 진행 제공 ( 108 Page 기준 3권 ) 

2. Pacakge 가격 : 1,4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158 



1. 제품 구성 

  - esol 55인치 가로/세로 회전형 전자칠판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 학원 수업용 Dot Pattern 교재 개발 진행 제공 ( 108 Page 기준 3권 ) 

2. Pacakge 가격 : 3,9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272 



1. 제품 구성 

  - 한성컴퓨터 55 인치 Easy Touch n55 전자칠판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 학원 수업용 Dot Pattern 교재 개발 진행 제공 ( 108 Page 기준 3권 ) 

2. Pacakge 가격 : 2,3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159 



1. 제품 구성 

  - Nuribom White Board형 85" T3K Canvas 전자칠판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 학원 수업용 Dot Pattern 교재 개발 진행 제공 ( 108 Page 기준 3권 ) 

2. Pacakge 가격 : 1,4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263 



1. 제품 구성 

  - Equil Smart Marker 1 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2. Pacakge 가격 : 7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133 



1. 제품 구성 

  - eBest 실물화상기 Best Cam(BC1300LT) 1 Set  

  - eBest 올인원 Micker(아답터,배터리,충전기 포함) 1 Set 

  - Anoto ADP-611 Digital Pen 1Set 

  - 안드로이드 스마트 노트 및 동영상 저작 앱 Edu Lecture 평생 사용 계정 

  - PC용 강의 저작/공유 스마트 솔루션 OMNI BOARD 평생 사용 라이선스 

  - Dot Pattern 노트  

    - 신입생 면담노트 1 권 (108 Page) 

    - 동영상저작 및 학습노트 1권 (108 Page) 

    - 학원 수업용 Dot Pattern 교재 개발 진행 제공 ( 108 Page 기준 3권 ) 

2. Pacakge 가격 : 1,399,000원 

3. 구매 쇼핑몰 :  http://www.shoppean.com/goods/view?no=273 



IV. 스마트 제품 카타로그 

  1. 스마트 전자기기 카타로그 

    - Anoto ADP-611 Digital Pen 카타로그 

    - 이솔정보통신 27인치 안드로이드 타블렛, 55인치 전자칠판 카타로그 

    - 한성컴퓨터 easy Touch n55 전자칠판 카타로그 

    - 누리봄 화이트 보드형 85인치 전자칠판 카타로그 

    - 이베스트 실물화상기,Micker 제품 카타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