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 Core Solution
Blackboard의 강력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Blackboard의
Learning Core Solution은 강의실 안팎으로 더욱 재미있는 학습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Blackboard의 권장
채택 서비스*
› 지식을 다듬고 모범

LMS는 전통적인 약어를 넘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현재의 학습자들은 더 뛰어난 유연성, 더 향상된 개인화, 더 많은 콘텐츠 그리고 물론 사용
편의성 등 학습 플랫폼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배울 수 있는

Blackboard는 널리 입증되고 확장성 높은 기술과 서비스를 고등 교육에 통합하여 완전히

인터랙티브 워크숍을

기능적인 학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포함한 교육 및 프로젝트

이용해 점차 증가하는 현재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준비된 경우 미래 학습자의 요구를

관리 서비스

충족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신 기술을 유지하고

Learning Core Solution이 제공하는 이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

SafeAssign을 통한 코스 생성, 제공 및 코스 평가, 채점, 표절 방지를 포함한 관리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한

›

기업 설문조사

›

포트폴리오

›

우수한 학습 객체를 공유, 재사용 및 발견하여 더 손쉽게 Blackboard에서 코스를

구성 지침

구성하고, 학습자를 참여시키고, 교육학 목표 달성
›

학습자의 삶의 모든 측면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여 학생
경험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학생 참여율 증진

›

과제, 성적, 알림 및 공동 작업 도구를 포함한 코스 및 과정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

›

사회적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맞춤형 활동 및 역할을 포함한
연습 그룹 및 커뮤니티 생성

›

자체 호스팅 또는 Blackboard 호스팅 등 유연한 제공 옵션

Blackboard는 학습 도구 외에도 Blackboard의 채택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Blackboard는 사용 편의성, 총체적인 변경 관리, 배포 후 교육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조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 솔루션 제공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skUs@blackboard.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계정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추가 요금 지불 시 포함됩니다. 각 학습 솔루션의 채택 서비스에는 컨설팅 서비스의 범위를 정의하는 작업 기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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