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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순서

튜터스기어어떻게시작하죠?

02. 서비스소개

튜터스기어는 무엇이다르죠?

다양한학습자료를어떻게관리하죠?

학습자료를다시사용할수있나요?

학생관리를쉽게할수있나요?

기업및단체에서도활용이가능한가요?

모바일에서도사용할수있나요?

03. 서비스가치

특별한선생님, 준비되셨나요?

04. 사용사례

누가사용하고있나요?

05. 앱다운로드

06.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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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업때문에고민이많으신가요?

튜터스기어에서특별한수업을시작하세요.

튜터스기어, 지금 바로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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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서 튜터스기어어떻게시작하죠?01

회원가입

선생님으로회원가입

1

코스만들기

온라인학습위주의
Topic Based 코스

강의실학습위주의
Time Based 코스

2

학생초대

이메일주소입력으로
학생초대

이전학습자에게쉽게
다시 초대

3

수업진행

학습에필요한콘텐츠를
실시간업데이트하며

수업진행

한번등록해놓은콘텐츠 , 

퀴즈, 학습자료는
어디서나불러와다시활용

4

커뮤니케이션

학습통계, 출석부데이터를
바탕으로 1:1 피드백작성

튜터-학습자전용
강력한라이브메시지사용

전용모바일 App 지원으로
어디서나실시간질의/응답

5

튜터스기어는수업관리에필요한커리큘럼관리, 학습자료실, 통계, 1:1 메시지를통해선생님의수업을더욱돋보이도록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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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튜터스기어는뭐가다르죠?02

수업방식부터생각하는튜터스기어

튜터스기어는선생님이진행할수업방식부터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특별한수업, 튜터스기어에서는어떠한방식도가능합니다.

9

TOPIC형수업

커리큘럼에따라학습목차를계획하고다양한학습자료를

페이지형태의온라인콘텐츠로구성할수있습니다.

TIME형수업

강의일정에따라학습스케줄을설정하고예습과같은학습

일정을학생에게미리전달할수있습니다.



서비스소개 다양한학습자료를어떻게관리하죠?02

학습자료의통합관리튜터스기어

튜터스기어는수업에필요한학습자료를쉽게찾고사용하기위해

효율적인자료실관리기능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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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여기저기흩어져쉽게찾을수없는이미지, 동영상, 문서, 파

일, 자주사용하는링크와 Youtube 동영상을자료실에폴더

별로관리할수있습니다.

문제은행

문제은행에 Multiple Choice, True or False, Fill in the blank, 

Short Answer 유형의문제를만들어놓으면필요할때마다

새로운퀴즈로구성할수있으며, 동영상, 음성등다양한

멀티미디어를활용한퀴즈제작도가능합니다.



서비스소개 학습자료를다시사용할수있나요?02

지속적인학습자료활용튜터스기어

튜터스기어는동일한코스의반복적인제작에소요되는불필요한시간을

아낄수있도록콘텐츠불러오기와같은편리한기능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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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편집

자료실에업로드한학습자료와퀴즈에등록해놓은문제은

행을조합하여어느코스에서나쉽게온라인콘텐츠를구성

할수있습니다.

콘텐츠불러오기

커리큘럼생성시구성해놓은페이지를어느코스에서나

불러오기기능을통해다시사용할수있습니다.



서비스소개 학생관리를쉽게할수있나요?02

전용메신저와실시간통계튜터스기어

튜터스기어는학습기간동안일어나는모든행동패턴에집중합니다.

수업마지막순간까지튜터스기어로멋지게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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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메시지

코스에 참여중인 학생들과의 전용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 수업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통계피드백

실시간 제공되는 학생 별 콘텐츠, 퀴즈, 학습 통계, 수업 출석부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통해 보충 학습자료를 첨부한 1:1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소개 기업및단체에서도활용이가능한가요?02

강의협업을위한편리한사용자관리튜터스기어

튜터스기어는개인및기업/단체구분없이

제한이없고쉬운교육을위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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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FICE(Nov.2017 / 유료)를 통해 기업 및 단체에서 진행되는 기업교육과 관련된 총괄

관리자, 콘텐츠 제작자, 강사 등과 같이 사용자에 따른 권한부여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강의가 가능합니다.

BRANDING

OFFICE의 단계에 따라 사이트 도메인설정, 사이트 이름/BI, 컬러 등의 테마변경이

가능하여 기업 및 단체의 브랜드 강점과 특색을 OFFICE 내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소개 모바일에서도사용할수있나요?02

시간과공간에제약없는교육튜터스기어

튜터스기어는전용어플리케이션을통해

시간과공간의제약을넘어선열린강의실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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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스기어 Application

웹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모바일 학습의 특징에 맞게 PC화면과 같이 직관적인 구성의

APP으로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아래 App 마켓에 접속하셔서 튜터스기어 App을 설치하세요

Android : https://goo.gl/17CnXC

IOS : https://goo.gl/dXufpa



서비스가치 특별한선생님, 준비되셨나요?03

다양한방식으로추가하며활용할수있습니다.

이것저것따지지말고
한곳에서가볍게시작하세요

생각하는대로
수업을시작하세요

퀴즈, 동영상, 오디오, 문서등
다양한학습자료가선생님의수업에
특별한가치를더해줄거예요.

더편리하게
학습자료를이용해보세요

학습통계에서는페이지학습, 퀴즈, 출석부등
학생의모든활동기록이차곡차곡쌓입니다.

1:1 피드백으로섬세한학습관리를제공하세요

학습피드백에
집중하세요

튜터스기어는교육에만집중할수있는특별한선생님을위한공간입니다.

교육에최적화된튜터스기어를지금무료로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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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zes are easy to create and automatically graded giving 
teachers real time feedback and saving huge amounts of time.”

(퀴즈작성이쉽고자동으로채점이되어학생에게실시간

피드백을제공할수있어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

“학습자는교재없이도스마트폰만으로도출퇴근길에예습과복습을

진행할수도있고저는매수업시간마다인쇄하고결석한학생에게도

전달해야하는핸드아웃을튜터스기어에업로드만하면되니까교재

외에실제그룹수업에쓰이는부가컨텐츠관리도쉬워졌어요.”

이민지강사님 (Spicus)로비교수님 (Soongsil University)

사용사례 누가사용하고있나요?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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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특별한수업이바로앞에있습니다.

더자세히알고싶으시면 biz@tutorsgear.com에언제든문의해주세요.

mailto:biz@tutorsgear.com
https://goo.gl/dXufpa
https://goo.gl/dXufpa
https://goo.gl/17CnXC
https://goo.gl/17Cn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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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4호선 충무로역 8번출구 10m 앞 일흥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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