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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 역사

• 전세계 1,900만 사용자

• 학교 수업 관리 솔루션
세계 1위

• 전세계 120여개국 사용

• 300여개 수상 경력

Net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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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수업 진행 솔루션
세계 1위

"넷서포트 스쿨은 탁월한 수업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 PC Pro

"넷서포트 스쿨은 학교 교육 및 학습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교사와 모든 IT 
관리자에게는 필수 수업 도구입니다." 
- Robert Kent, Jack Hun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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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한글 UI

•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 학업 성취도 평가

• 학생 수업 집중 유도

• 다양한 기능

• 뛰어난 안정성

• 설치 용이 및 사용 편리

• 영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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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플랫폼 지원

윈도, 안드로이드, 크롬OS, 
iOS 등 다중 OS를 지원하며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두
기기 지원

NetSuppor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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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교실 관리 프로그램

최고의 교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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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화면 공유(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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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and collect work 과제 전송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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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접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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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화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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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화면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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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화면 잠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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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설문조사 및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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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PC 애플리케이션 원격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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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컨텐츠 삽입, 수업 내용 기록 및 PDF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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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사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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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공되는 무료 테크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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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 School Software 학교 필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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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급 언론 보도

엔클라우딩,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넷서포트 스쿨 소프트웨어 공급

회의실 및 컴퓨터실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인 넷서포트 스쿨이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회의실 및 교육장에 연이어 공급되고 있다. 엔클라우딩은 안동시청, 용인시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구시설공단, 한국남부발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의 회의실 및 교육장에…

[2021.07.10]

엔클라우딩, 군부대 교육장 넷서포트 스쿨 소프트웨어 공급

영국 넷서포트사의 한국 공식 총판인 엔클라우딩(대표 전영권)은 군부대 교육장 및회의실에
넷서포트 스쿨 소프트웨어를 다수 공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엔클라우딩은 최근 대한민국
해군사령부, 해병대 교육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군 제1함대, 육군통신학교 등…

[2021.10.15]

엔클라우딩, 넷서포트 스쿨로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기기 활용 극대화 나서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의 학교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실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인
넷서포트 스쿨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1.11.16]

엔클라우딩 ‘넷서포트 스쿨’, 수업 효율 높이고 학생 참여와 집중 효과 탁월

서울시교육청 디벗 사업에 수업 관제 솔루션으로 탑재돼 효과 입증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한 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업 전에 파일을 미리 전송하고, 
수업 준비사항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죠.”…

[2023.03.1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0100089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01000899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17791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1779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6/2021111601321.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6/2021111601321.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6/2021111601321.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6/2021111601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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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대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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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upport School

• 학교 수업, 회의실에 필수 솔루션

• 간단한 설치와 안정적 작동

• 1회 구매로 영구 라이선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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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NetSupport社 한국 유일 Certified 파트너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818호 (역삼동, 

아남타워)

• Tel: 02-564-4782~3

• E-mail: info@netsupportschool.net

• Web: www.NetSupportSchool.net

• : 넷서포트 스쿨 / 넷서포트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