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학습관리 시스템

아몬드노트
사용자간 공유하는 필기노트 기능,
화상강의 기능,
실시간 아바타 표정추적,
강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몽키소프트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917호
monkeysoft.co.kr
helpdesk@monkey-soft.com

“당신을
위한
교육플랫폼”
아몬드노트를
소개합니다.
아몬드노트는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가상 환경에서
강의 수강 및 강의/강사/수강생/콘텐츠 관리,
공유 필기노트 및 캐릭터 표정추적이 가능한
하나의 통합 시스템 입니다.
- 공유 필기노트
강사와 학생 모두 강의 중 실시간으로 필기가 가능하며
필기 내용은 서로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 클라우드 노트
강사 및 학생이 필기한 강의 내용은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PDF 등의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 실시간 아바타 표정추적
기존 비대면 화상강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었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만의 3D 캐릭터의 얼굴로 화상 캠을 만들어
강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AR 캐릭터 캠을 보고 학생이 졸고있는지,
강의 내용이 좋은지 등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강의 통합관리 시스템 (LMS)
기존 비대면 화상강의 플랫폼에서 부재했던
강의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사용자는 본인의 강의 콘텐츠 및 강의 내용,
공지사항, 과제 등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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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노트란?
아몬드노트는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가상 환경에서 강의 수강 및 강의/강사/수강생/콘텐츠 관리,
공유 필기노트 및 캐릭터 표정추적이 가능한 하나의 통합 시스템 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강의관리 시스템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학습관리 시스템 아몬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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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노트의
기능을 소개합니다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학습관리 시스템
공유 필기노트
아몬드노트 기획 당시
“아이들의 문제 풀이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비대면 교육 플랫폼 실사용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강사 및
학생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양방향으로 필기를 하고
서로의 필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했습니다.

유아교육부터 중등수학,
대학교 비대면 강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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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캐릭터로 만든
실시간 아바타 표정추적
아몬드노트에서
나만의 3D 캐릭터를 만들어
아바타 Face CAM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재미와 즐거움을,
강사에겐 강의의 피드백을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없이
받아보며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 강의 관리가 가능한
LMS 강의 관리 시스템
훌륭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갖춰야할
강의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강의에 필요한 강의자료를
손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며
과제, 시험, 스케줄, 질의응답 등의
종합적인 강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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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트필기를
실시간으로 저장!
클라우드 노트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한 노트 필기는
자동으로 아몬드노트에 저장 됩니다.
저장된 필기는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열람하고
Export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아몬드노트는
태블릿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몬드노트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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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노트는
쉽고 재밌는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아몬드노트를 다운로드 하고
비대면 교육의 문을 열어보세요!

almondnote.com

Thank
You
학생과 과외일정을 잡기 어려우신 과외 선생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도입을 원하는 원장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사장님,
아몬드노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몽키소프트
즐거운 교육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917호
monkeysoft.co.kr
helpdesk@monkey-soft.com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학습관리 시스템 아몬드노트
Graphic Design &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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