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지식통합 시스템
E-Learning 솔루션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e-Learning 시스템, 진단시스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털서
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독서력 진단, e-Learning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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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지식정보 패러다임
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지식통합 시스
템

진단 시스템
구축

• 포털서비스

• H/W 시스템

• 비전 스쿨
• 독서 코치

• E-Learning 서비
스
• 독서 통신 서비
스
• 기타 관련 교육
서비스 지원

• S/W 시스템
• 어휘력 진단

• 네트워크 시스템

• 독서 흥미 진단

• 보안 및 백업 시

• 독서력 진단

스템

DB에서 Application, Web Site의 종합구성을 통해 e-Learning 지원
Internet E-Learning 시스템은 Web Site Layer에 통합 Potal, e-learning, 독서통신, 진단, 처방 등의 서비스와
Application Layer에 e-learning, 독서통신, 진단 툴 및 분석, 운영 지원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Web Site Layer
통합 Potal
통합 Potal속에 elearning, 독서통신, 진
단, 처방, 비전스쿨, 독
서코치 등의 서비스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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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및 개별 웹시스템의 사이버 교육관리 시스템
포털 페티지 및 개별 웹 시스템을 지원하며, 사이버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관리와
설문관리를 지원 합니다.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은 고객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독서능력 및 어
휘력등을 강화시켜 줍니다.

포털 페이지 및 개별 웹 시스템
Internet
•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접속이 가능한 통
합 웹 페이지 구축
개별서비스 접속이 가능
고객의 독서능력, 독서
흥미, 어휘력 측정
수강관리, 학습 및 평가,
학적관리 등의 사이버
교육관리 시스템

사이버교육관리시스템(LMS)
• 교육과정운영, 수강관리, 학습/평가, 학적관리, 설문
관리, 커뮤니티 등
• 통신 교육, 이러닝 서비스 등 구축 운영될 개별 서
비스 등에 커스터마이징하여 시스템 구축

• 비젼스쿨, 독서 코치 사이트 등 다양한 별도 웹
페이지 구축

진단 및 평가 시스템

교육과정운영
사용자

수강관리
설문관리

학습자 강사

과정운영자/관리자

커스트마이징

고객 진단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
• 고객들의 독서능력, 독서흥미, 어휘력 등을 측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 별도의 정보 서비스 연계로 서비스 질 확보

각종 서버,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안정성 및 효율성,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H/W,
S/W 도입

최적의 성능을 가진 검증된 솔루션 제공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솔루션이며 확장이 용이하고 안정성과 확장성이 검증된 인프라와 요구사항에 대한 완
변학 커스토마이징을 지원하는 솔루션 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방향성
및 비전을 알고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솔루션
을 구축 하였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는 최
고의 전문가 참여

• 본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비젼에 대한 종합
적 이해 공유

• 요구사항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검
증된 솔루션 채택

• 향후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

•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웹 솔루션 선정

• 안정성, 확장성이 검증된 하드웨어 인프라
제공

• 다년간의 본 사업과 유사한 시스템 구축 경
험

•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