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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IoT기반 통합관제솔루션

4차산업혁명 시대의 IoT 기반 강의실 통합관리의 필요성

디스플레이 장비 / 아날로그(VGA)에서 디지털(HDMI)로 환경변화에 대응

강의실 AV시스템(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외)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유지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의 필요성 대두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역량강화 및 대학 경쟁력 향상의 필요

IoT 기반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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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본 제안사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사용자와 학생 중심의 첨단 강의실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강의실 관리를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교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제안배경

IoT기반 SMART 강의실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 경쟁력 확보

•4차산업혁명시대의 환경조성

•사용자 중심의 설계 및 구축

•IoT 기반 통합제어시스템 설계

•다양한 강의실의 AV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설계

사용자 및 학생 중심의

강의실 구축

•IoT 기반 강의실, 캠퍼스 구축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강의실 전자교탁의 통일성 확보

•대학교육역량 강화

강의실 AV장비의

통합관리구축

•사용자중심의 강의실 환경개선으로 
   대학경쟁력 확보

•강의실관리의 효율성 증대

•관리비용 및 유지비용 절감

•대학경쟁력 향상

업무적 특성 기술적 특성 관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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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용자 및 학생 중심의 IoT 기반 첨단 강의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IoT 기반의 강의실 통합 관리 운영시스템'으로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강의실 관리와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대학경쟁력향상

관리의 효율성사용의 편리성 관리비용 절감

•교수와 학생간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강의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이 가능한 강의 인프라 구축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강의시스템 구축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강의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최소화를 통한 관리비용절감의 강의시스템 구축

대학교육역량강화

IoT기반 강의실 구축

054차산업혁명!  IoT기반 통합관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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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강의시스템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Smar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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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전체 운영 현황 모니터링

강의실 전체 장비 별 경보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확인

강의동 별 AV장비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어

강의실, 강의동 별 모든 AV장비 개별제어 및 일괄제어

강의동 또는 학과 별로 요일예약 OFF 제어 가능(AV장비 일괄 OFF)

전자교탁 컴퓨터 전원제어 가능

빔 프로젝터 상태 확인 및 램프 사용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강의실 조명 상태 확인 및 제어(Option)

IP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관제 및 제어 가능(저장불가/카메라 별도)

관리자 PC 및 모든 스마트 폰으로 강의실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통합관제시스템(SMART MANAGER) SOFTWARE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 주요기능

통합 관리실에서 각 강의실의 장비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결된 모든 AV 장치를 개별 또는 일괄제어할 수 있습니다.

074차산업혁명!  IoT기반 통합관제솔루션



강의실 전체 관리화면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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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강의실 관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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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화면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구성에 맞춘 예시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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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설정화면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 요일별 예약 OFF설정 기능(그룹&전체) >

< 그룹 관리자 및 그룹 설정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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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스마트폰 관리화면

모든 스마트폰으로 전체 강의실의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결된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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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범위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IoT 기반 Smart 강의실

빔 프로젝터
제어

PBL 강의실
장비 제어

전동장치
제어

강의녹화
장비 제어

컴퓨터 전원
제어

강의실
조명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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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강의지원)부서

< 각 강의실 AV장비 동작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

(관리자 PC / 서버)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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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의과대 분당서울대병원 >

구축사례➊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IP
CAMERA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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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학교 58실구축(조명 및 도어락 제어포함) >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구축사례➋

LIST
타입

154차산업혁명!  IoT기반 통합관제솔루션



구축사례➌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 경성대학교 203실 >

< 부산대학교 107실 >

< 숭실대학교 187실 >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신축 71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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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구축사례➍

174차산업혁명!  IoT기반 통합관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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