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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인사말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수업 혁신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 발생하여 2020년에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는 강력한 전파력

으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
접촉 문화의 확산,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급증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
어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예측과 처방을 포함하여,
감염병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
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새로운 사회문화와 함께 사회복지, 가족 개념에
대한 변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가 바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사상 초유의 온라
인 개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 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맞
이한 온라인 개학이었지만, 선생님들은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수업 연수, 수업 플랫폼 연구 등을 통하
여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선생님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개학과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도 비접촉, 비대면 수업을 해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
을 맞고 있습니다.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은 ‘언택트’라는 전대미문의 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혼합형 수업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는 교육부의 등교수업 지침을 준
수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어 블랜디드 러닝이나 플
립 러닝과 같은 비대면 수업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콕! 찝! 언!』의 수업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는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된 만큼 다양한 기초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콕! 찝! 언!』 발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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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활용 방법

본 책자의 목적
『콕! 찝! 언!』은 교실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전히 교실은 언택트 상황임을
가정하고 제작되었다. 언택트 상황에서도 최대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어루어지는 수업을 지원하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의 장점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다양한 사례들을 안내함으로써
현 문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인에게 필요한 사례를 찾는 방법
본 책자는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들을 통해 학습자 상호작용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 구분의 기준은 교실 수업 중의 학습자의 상호작용 유형이 된다. 본인에게 필요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업 중 학습자의 상호작용 유형이 무엇인가를 아래의 구분표에서 찾아본다.
그리고 해당 챕터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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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정 전체 활동

교실 내 각자 자리에서 수강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 및 발표, 의견 제시 등을 실시

고정 개별 활동

교실 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각자의 주제를 상호작용 없이 실시하는 활동

근접 모둠 활동

3~6인 정도로 구성된 모둠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토의, 과제 수행, 실험, 실습
등 협업 활동 실시

근접 짝 활동

2인의 짝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멘토 활동, 토의, 대화, 협업, 실험·실습 등 협업
활동 실시

자유 이동 활동

교실, 실습실 내에서 자유로이 다니며 자기 학습 활동을 하거나, 불특정 학생과 대화, 협
업, 게임, 역할극 등을 실시(C, D유형으로 통합 가능)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해당 챕터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사례별 내용 구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
사례별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적용 조건: 본 사례가
어떤 상호작용을 대체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독서 단원 활동하기 하고자 하는 것인가?

형태
LMS 형태
Web 게시판 형태

온라인 수업 도구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위두랑, 구글 Classroom, Ms Teams, 클래스팅 등
패들렛(Padlet)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 도구의 사용법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
한 『콕! 찝! ON!: 콕! 찝어서 살펴보는 온라인 수업백서』를 참고한다.

적용 조건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패드), 교실 무선망

기본 환경 및 준비물:
사례를 따라 해 보기 위
한 기본 환경과 준비물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LMS를 활용한 과제 제시형보다는 실시간 활동이
가능한 웹 게시판 형태의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학습 활동을 추천한다.

협업 및 학습 도구
패들렛(Padlet), 학급 LMS(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클래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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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및 학습 도구:
사례를 따라 해 보기
위한 도구 목록

실제 상황

패들렛을 활용한 독서 단원 수업 모습

독서 단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매 학기에 한 권
이상, 교과서 이외의 책을 수업 시간에 깊이 있게 끝까지 읽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독서 습관과
독서 능력을 기르는 특화 단원이다. 독서 단원은 국어 교과서 정규 단원 시작 전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오프라인 개학 후 프로젝트
수업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개학 후 비접촉식으로 진행될 독서 단원 수업에 대
해 고민해 보고 온라인 수업 툴과 접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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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수업
의 문제 상황 해결책

● 교사는 독서 단원에 사용할 패들렛을 만들어 url 주소를 학급 LMS에 공유한다. 교사는
독서 준비 단계, 독서 단계, 독서 후 단계에 맞게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패
들렛 게시판에서 토의, 토론, 과제 수행 활동을 진행한다.

독서 단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도구는 다음과 같다.

실제 상황: 수업의 장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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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및 제언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35

유의점 및 제언: 조심할
점, 더 알아보아야 할 점

● 키네마스터 앱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학생들이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콘텐
츠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예) 창체-어버이날 영상 편지 만들기, 미술-미술 작품 큐레이션 영상 만들기 등
● 패들렛 무료 버전은 첨부 파일 용량 제한이 10MB이므로 키네마스터 앱을 통해 영상을 인
코딩할 때는 720P로 인코딩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패들렛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므로 유료 사용(월 1만 원)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학교에서의 예

학습지원 자료 및 교수지원
자료: 해당 사례 관련 자료
를 내려받을 주소

산 집행이 번거롭다면 동학년 단위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동학년 회비에서 사용료를 지
불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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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QR code

먼저, 적용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이 찾고
있는 상호작용 유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https://padlet.com/20206000/6_2

기본 환경과 준비물, 협업 도구 등이 구비

시 낭송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VBeAtPPSxk

가능한가를 판단해 본다. 그리고 기술된 실

평가 자료

자기평가 및
상호 평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LzOk
cNFM6Ga98wjvFtu23QsQzHnkDHoVE6uZT7TDckB
picQ/viewform

수업 활동 결과물

어버이날
영상 편지

https://youtu.be/YYNCWwpaFRY

교수 학습 자료

키네마스터
사용법

https://youtu.be/YRk6QK_D-3k

시 공유
패들렛
수업 활동 결과물

제 상황과 그 해결책이 자신의 수업에 구체
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영감을
제공하는지 고려해 보고 활용하도록 한다.
관련 자료는 사례의 맨 끝에 있는 링크 주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83

소나 QR 코드를 통해 내려받기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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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언택트 교실’에서
‘혼합형 수업’이 대안이다

인–코로나 시대의 현주소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논한다.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한다. 장밋빛 전망과 암울한 전
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제 정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큰 틀에서부터 개인의 일상
에 이르기까지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현실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이르다. 의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가
‘인-코로나’에 살고 있음을 경고한다. 언제든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간 인-코
로나 시대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터널의 어디쯤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사진 출처: pxfuel(2020. 5. 27. 접속)
https://www.pxfuel.com/en/free-photo-jiz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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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와 멈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3T(Test: 진단, Trace: 추적, Treat: 치료)는 K방역의 원칙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

로 억제함으로써 세계의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도 지역 폐쇄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 나
라의 빗장을 잠근 적이 없는 나라, 코로나 속에서도 선거를 치른 나라,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한 나라라는 칭송이 그것이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역시
‘도피와 멈춤’이라는 방법을 통해 코로나 확산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공공기관,
회사,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그 역할을 축소하였다. 개인은 각종 대면적 상호작용을 줄이거나
활동을 멈추었다. 많은 외국 사례와 달리 대부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칭찬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우리 역시 대응의 원리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
다. “코로나 피하려다 굶어 죽겠다.”는 어느 자영업자의 외침이 단적인 예다.

사진 출처: pexels(2020. 3. 18. 수정, 2020. 5. 27. 접속)
https://www.pexels.com/photo/little-girl-taking-online-classes-4261268

온라인 개학의 실시와 한계
교육에서 ‘도피와 멈춤’은 몇 번의 개학 연기로 나타났다. 이후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았다.
교육 현장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 당국은 새로운 길
에 발을 들이기로 했다. 모두가 온라인 수업을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교육
당국의 헌신적인 지원도 한몫했다. 온라인 수업의 원리를 ‘학습, 소통, 관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
로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사태의 대안이 되었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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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의 구성

학습

콘텐츠

소통

학습도구

개별 학습 도구

• 교과서, 교재
• 교사 제작 영상
• EBS
• e학습터
• 유튜브 자료
• 웹 자료
• 구글맵
• 구글아트
•…

관리

• 구글 Forms
• 학습꾸러미
• 교과서
• 워크북
• 문제집
• 칸 아카데미
• 인공지능기반
• 개별 학습 도구
•…

협업 도구

• 구글 협업 도구 시리즈
• MS 협업 도구 시리즈
• 애플 협업 도구 시리즈
• 프레지
• 패들렛
•…

소통 도구

화상, 음성 중심

텍스트 중심

• 전화
• ZOOM
• 행아웃
• MS Teams
• 페이스 타임
•…

• 카카오톡
• 클래스팅
• 하이클래스
• 밴드
•…

LMS

• e학습터
• EBS 온라인클래스
• 구글 클래스룸
• 블랙보드
• 자체 제작 LMS
•…

온라인 수업의 구성

교육의 엔진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단한 성공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은 결코 실패라 할 수 없을 만큼 성과를 내었다. 학생들은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교사를 비
롯한 교육 구성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깨닫게 되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이 지니는 현실적 한계들도 드러났다. 통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몰입의
약화, 일탈, 콘텐츠의 부족, 학습보다 학습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 등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자
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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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교실’이라는 괴물의 등장
코로나 사태는 여전하지만, 이제 등교 개학이 진행 중이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다. ‘인-코
로나’ 상황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등교 개학은 사뭇 기묘하다. 백과사
전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한 것과 같다. 학급 인원을 나누고, 아이들을 일정 거리
로 떼어 놓는다. 서로 가까이서 의논할 수도 없다. 같은 학습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다. 아이들
에게 교실 내에서 움직임을 최소로 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 실험, 실습도 가급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역사상 본 적 없는 수업을 맞이하고 있다. ‘언택트(Untact: Un + Contact의 신조어) 교실’ 상황
이다.
‘언택트’라는 어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다. 어휘의 의미적 조합을 통해 알 수 있듯, ‘비
접촉, 비대면’을 의미한다. 몇 년 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온라인 주문,
온라인 상담과 같은 비대면 기술에 ‘언택트 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언택
트 기술’이란 단순한 온라인 기술을 넘어 비대면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
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언택트 교실 수업’이란 비접촉,
비대면 상황에서도 인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수업을 말한다. ‘언택트 교실’이라는 전대미
문의 상황에 대해 교육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 가야 할까?

사진 출처: pxfuel(2020. 5. 27. 접속)
https://www.pxfuel.com/en/free-photo-ejx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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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이 대안이다
등교 개학은 시작됐지만, 현재 교실은 여전히 대면적 상호작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 속에서 ‘상호작용’ 결핍을 겪은 교사와 학생들은 이에 대한 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등교
까지 했는데, “꼼짝 말고 네 할 거나 해!” 라고 하는 것은 등교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다.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이

그것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를 중심으로 두 가지 환경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온·
오프라인의 혼합에서 확장되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합하는 개념으
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금의 언택트
교실 상황에서는 비접촉 속에서도 접촉이 가능케 하는 해결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교실 수업
중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토
론을 할 수 있다. 협동적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도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다. 교실에서조차 대면
적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어려운 현재,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업, 상호작용
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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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면서
개체로서 인간에게 삶의 모든 장면은 항상 난생 처음이다. 매 순간 닥치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다. 온라인 개학에 이어 ‘언택트 교실 수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 슬기로움의 극치를 요구한다. 물러설 수 없다. 방역의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과 같이 우리 교사들은 교육 위기의 최전방에 있는 전사들이다. 암스트롱의 첫걸음
이 인류 달 탐사의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교육의 역사가 될 것이다. 혹시 또 아는
가? K팝, K컬쳐, K뷰티, K방역에 이어 ‘K에듀’가 될지.

마중물로서의

콕! 찝! 언!
학교도 예외가 아닌 언택트 상황에서
교실 수업에 대한 안내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며….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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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론적 배경

■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이란?
■ 학습자 상호작용

혼합형 수업이란?
(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

1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

혼합형 수업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는 ‘블렌디드’(Blended:
혼합된)와

‘러닝’(Learning: 학습)의 합성어다. 처음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면대면 교육의 혼합이라

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e-러닝과 같은 원격
학습 방식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 역시 e-러닝의 하나다. e-러
닝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실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시
간적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업 준비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학습자의 학습
몰입의 약화, 중도 탈락, 소통과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
라인 교육에 오프라인의 교육의 장점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나타나게 된다. 면대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에서 담당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온라인 교육이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점차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화롭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Wilson, & Smilnich, 2005). 오
늘날 블렌디드 러닝은 면대면과 온라인 러닝의 통합을 넘어, 학습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을 높
이기 위한 두 환경의 장점을 활용하는 학습으로 과학적인 접근의 통합이며 학습의 접근성, 편리
성, 융통성 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이상수, 2007). 포괄적 블렌
디드 러닝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혼합형 수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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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수업 vs 블렌디드 러닝

1) 온라인 수업의 운영 방식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학습자가 학습한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전형적인 교수-학습자 역할은 아래와 같다.

교수자

LMS

강의 제공

온라인 강좌

강의 학습

학습자

온라인 수업의 운영 방식
출처: 김호진(2017)

이는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에서 교수자가 강좌를 전달하는 공간을 강의실에서 LMS로 맞교
환해 놓은 형식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김호진, 2017). 장점으로는 시공간적 제약이 오프라인 교
육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다만, 소통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학습자의 학습 몰입 약화가 나타나
며, 주로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 주를 이루고, 협력적 작업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최근
에는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적 콘텐츠, 온라인 협력 도구의 활용 등으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만족할 정도의
학습 효과 증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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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방식
(1) 일반적 운영 방식
강의 제공

강의 학습

LMS

교수자

학습자

온라인 강좌

피드백 처리

피드백 요청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상호 보완
강의실
면대면 강의

상호 존재감 확인
일반적인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방식
출처: 김호진(2017)

블렌디드 러닝은 원격교육 방식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면대면 교육 방식의 장점들을 혼
합하는 교육 전략으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실에서도 교수-학습을 진행해 나간다. 이로써 온라인만으로 수업
이 이루어졌을 때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2) 포괄적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방식
블렌디드 러닝

온·오프라인
혼합방식

수직형

온·오프라인
보조방식

수평형

오프라인 보충

온라인 보충

포괄적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방식
출처: 우종정·김보나·이옥형(2009).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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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블렌디드 러닝은 면대면과 온라인 러닝의 통합을 넘어, 학습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을 높이기 위한 두 환경의 장점을 활용하는 학습으로 과학적인 접근의 통합이며 학습의 접근
성, 편리성, 융통성 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의미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방식을 살펴
보면, 크게 혼합 방식과 보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은 온라인 활동
과 오프라인 활동이 독립적으로 연결되는 ‘수직형’과 두 형태의 활동이 한 시수 안에서 혼합되
는 ‘수평형’으로 나눌 수 있고, 온·오프라인 보조 방식은 오프라인 활동이 주가 되고 온라인 활
동이 보충되는 ‘온라인 보충형’ 과 온라인 활동이 주가 되고 오프라인 활동이 보충되는 ‘오프라
인 보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우종정 외, 2009: 221). 최근에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라는 용
어도 등장하는데, 이는 역전(逆轉) 학습, 거꾸로 교실 학습이라고도 칭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일
종으로 수직형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격일제, 격주제 등교와 온라
인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역시 수직형이며, 어떤 것이 주를 이루는가에 따라 오프라인 보충형인
가 온라인 보충형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3

언택트 교실에서 블렌디드 러닝

온·오프라인의 수업을 수직적으로 혼합하는 방안도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지
만, 특히 언택트 교실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혼합방식 중 ‘수평형’이 그것이다. 면대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에서 교수-학습이 실
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온라인 네트워크와 각종 도구들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수업 중 실시
간으로 학생, 교사 간 토의를 진행하고, 각종 자료를 교환, 공유한다.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
를 활용해 공동 작업하고 발표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한
다. 교사도 디바이스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코칭하며 평가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블렌딩이 일어나는 수업 형태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교실 상황이 된
현실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소통, 상호작용, 학습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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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상호작용

본 자료는 언택트 교실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 가능하였던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적 활동을 ‘언택트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수업 중 학습자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상호작용의 개념

교육에서 상호작용이란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상호작용의 목적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와 의
미 있는 학습을 실현시켜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호작용의 종류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 활용되는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수적 상호작용으로 구분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게 되
는 상호작용이며, 교수적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습 내용, 활동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교수적 상호작용은 교수 설계에 의
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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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 면대면 교육장 교육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
• 학습과는 연관성이 적으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줌
• 신체적 언어, 인사, 사회화, 개인정보 교환, 사무, 교육관리, 교육운영을 위한 스케줄, 과제 기
한 등의 공고 등이 포함됨

교수적 상호작용

• 직접적으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상호작용
•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 목표설정, 계열화, 속도, 질문하기, 답하기, 정보교환, 분지하기, 적응
하기, 평가, 개별화, 반응 다루기, 정교화 등

출처: 목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3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상호작용의 개념, 종류를 토대로 교실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학습자의 활동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택트 교실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래의 학생 상호작
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설명

고정 전체 활동

교실 내 각자 자리에서 수강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 및 발표, 의견 제시 등을 실시

고정 개별 활동

교실 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각자의 주제를 상호작용 없이 실시하는 활동

근접 모둠 활동

3~6인 정도로 구성된 모둠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토의, 과제 수행, 실험, 실습
등 협업 활동 실시

근접 짝 활동

2인의 짝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멘토 활동, 토의, 대화, 협업, 실험·실습 등 협업
활동 실시

자유 이동 활동

교실, 실습실 내에서 자유로이 다니며 자기 학습 활동을 하거나, 불특정 학생과 대화, 협
업, 게임, 역할극 등을 실시(C, D유형으로 통합 가능)

1) 고정 전체 활동
학습자가 교실 내 각자 자리에서 수강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 및 발표, 의견 제시 등을
실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 같은 상호작용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중 학습자의 자리 이동은 발표 시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학습자는 주로 교
수자의 강의를 수강하고, 교수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전체 앞에서 결
과를 발표하거나 실연을 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학습자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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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 개별 활동
교실 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각자의 주제를 상호작용 없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습
자는 대인적 상호작용 없이 오직 학습 내용,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활동 전후
로 교사는 학습 주제를 안내하고 학생의 개별적 학습 활동을 점검,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활동 중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3) 근접 모둠 활동
3~6인 정도로 구성된 모둠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토의, 과제 수행, 실험, 실습 등 협

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모둠 활동이 이에 속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에서 권장되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주어진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언어적 상
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 활동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4) 근접 짝 활동
2인의 짝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멘토 활동, 토의, 대화, 과제 수행, 실험, 실습 등 협

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 현장은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짝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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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다. 이는 학습 심리적 측면, 인성 교육적 측면, 대인 관계적 측면, 학습 상호작용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실제 학습 장면에서는 다양한 짝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5) 자유 이동 활동
교실, 실습실 내에서 자유로이 다니며 자기 학습 활동을 하거나, 불특정 학생과 대화, 협업,
게임, 역할극 등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학습자의 정적 활동에 변화를 주어 임의성과 자발성, 흥
미성, 주의 환기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수업 장면에 많이 활용된다. 이동이 잦다는
점에서 근접 모둠 활동과 근접 짝 활동과 구분되는 면이 있으나, 모둠이나 짝 구성을 위한 이동
후에는 결국 근접 모둠 활동과 근접 짝 활동과 동일한 활동을 하므로 이에 통합하여 구분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목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http://ctl.mokwon.ac.kr/flow/?ref=menu/view.emt&menu_table=m3_00&menu_
idx=040205

학습자 상호작용

29

2부

언택트 혼합형 수업
운영의 실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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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이 장은 고정 전체 활동에 대한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자유 이동
활동

고정 전체 활동이란 학습자가 교실 내 각자 자리에서 수강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 및 발표, 의견 제시 등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 같은 상호작용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중 학습자의 자리 이동은 발표 시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학습자는 주로 교수자의 강의를 수강하고, 교수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전체 앞에서 결과를 발표하거나 실연을 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독서 단원 활동하기
적용 조건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패드), 교실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패들렛(Padlet), 학급 LMS(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클래스팅 등)

1

실제 상황

독서 단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매 학기에 한 권
이상, 교과서 이외의 책을 수업 시간에 깊이 있게 끝까지 읽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독서 습관과
독서 능력을 기르는 특화 단원이다. 독서 단원은 국어 교과서 정규 단원 시작 전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오프라인 개학 후 프로젝트
수업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개학 후 비접촉식으로 진행될 독서 단원 수업에 대
해 고민해 보고 온라인 수업 툴과 접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독서 단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도구는 다음과 같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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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LMS 형태
Web 게시판 형태

온라인 수업 도구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위두랑, 구글 Classroom, Ms Teams, 클래스팅 등
패들렛(Padlet)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 도구의 사용법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
한 『콕! 찝! ON!: 콕! 찝어서 살펴보는 온라인 수업백서』를 참고한다.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LMS를 활용한 과제 제시형보다는 실시간 활동이
가능한 웹 게시판 형태의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학습 활동을 추천한다.

패들렛을 활용한 독서 단원 수업 모습

2

이렇게 하세요

● 교사는 독서 단원에 사용할 패들렛을 만들어 url 주소를 학급 LMS에 공유한다. 교사는
독서 준비 단계, 독서 단계, 독서 후 단계에 맞게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패
들렛 게시판에서 토의, 토론, 과제 수행 활동을 진행한다.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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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독서 단원 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학년/학기

단원 성취 기준

6-1

[6국01-03] 절차와 규칙
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
며 토론한다.
[6국05-05] 작품에 대
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
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
적으로 소통한다.
[6국02-06] 자신의 읽
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
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목표

주요 활동

읽을 책을 정하고 책 • 읽을 책 정하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 책 내용 예측하기
우리 주변 문제를
다룬 책을 읽고
독서 능력과 태도
를 기를 수 있다.

책을 깊이 있게 읽을 •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
수 있다.

• 독서 토론하기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
• 선택 ① 포스터 만들기
각을 나눌 수 있다.
• 선택 ② 건의하는 글 쓰기

수업의 흐름
단계

1차시

수업 흐름

● 패들렛 게시판에
서 절차와 규칙을 지
키고 근거를 제시하
며 토론 활동에 참가
하는지 확인한다.

• 책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추론하며 읽기, 궁
금한 내용을 질문하며 읽기, 줄거리나 주제 파악하며 읽기, 자
신의 읽기 활동을 점검하며 읽기와 같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책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 패들렛 post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중심내용
찾아 글쓰기

● 작품에 대한 이해
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패들렛 게시판
에서 다른 사람과 적
극적으로 소통하는
지 확인한다.

• 독서 토의나 독서 토론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해 봄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고를 심화·확장하도록 유도한다.
• 패들렛 post 글쓰기를 통해 책 내용을 간추리고,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 나누기, 독서 토론하기

● 패들렛 게시판 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
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책을 깊이 있게
읽기)

독서 후 단계
4차시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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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독서 준비 단계에서는 읽는 목적이나 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책을 선정하게 하되, 미리 보기, 예측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
기와 같이 학생이 책 읽기에 동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서 준비
독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계
• 패들렛 post 글쓰기를 통한 읽을 책 정하기, 책 표지 사진 올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을
리기
예측하기)
•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학교에서 사용 가
능한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실제 온라인에서 읽을 책을 정하고
패들렛에 업로드한다.

독서 단계
2~3차시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책 내용
간추리고
생각 나누기)

• 패들렛 게시판에서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 활동에 참가하는가?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패들렛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가?
• 패들렛 게시판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니는가?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 패들렛 웹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토의, 토론 활동이 가능해 패들렛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패들렛
기능

실시간 댓글

게시글 작성

학습지 사진 첨부

실제
수업
운영
사례

3

유의점 및 제언

● 본 독서 단원 활동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에 온라인 학습 환경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은 코로나19 기간에는 교육용 활용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나, 상황
종료 시에는 무선 인터넷 보안 환경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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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패들렛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학교에 있는 스마트
단말기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 패들렛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다.
● 패들렛의 무료 사용 계정으로는 3개의 패들렛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 활용
을 통한 유료 계정 가입을 추천한다. 학교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자별로 폴더를 만들어 활
용이 가능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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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교수지원 자료

패들렛 활용
국어 독서 단원
공개수업 자료

내려받기 주소

https://bit.ly/2020비접촉독서 단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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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리얼타임보드를 활용한
혼합형 수업하기
적용 조건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자유 이동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BYOD(개인 기기 활용),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리얼타임보드(miro)

1

실제 상황

수업 시간에 학습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탐구 조사한 결과를 실시간 전자칠판 도
구(대시보드: dashboard)인 리얼타임보드에 올리고, 다른 친구들이 올린 의견에 평가 및 댓글로 지
지 혹은 반론을 제기하며 토의 토론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
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주며 소통한다. 리얼타임보드는 자유 필기나
포스트잇 기능 외에도, 추론 도구, 마인드맵 등 다양한 사고력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서 과목의
특성이나 주제, 또는 목표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교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학습을 온라인
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력이 반영된 산출물을 제작,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결과를 이끌어 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다.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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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 거리 두기 상황에서 접촉을 할 수 없는 언택트 교실 속에서 원활한 학습 활동을 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보다는 학생이 능동적
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수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손쉬운 도구로
리얼타임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혼합형 수업을 진행한다.
● 대시보드(Dashboard)는 화이트보드(Whiteboard) 기반의 비주얼 작업 공간(Visual

Workspace)으

로 일종의 온라인 전자칠판을 말한다. 리얼타임보드(miro), 카미(Kami), 패들렛(Padlet), Ziteboard, MS의 Whiteboard, BeeCanvas, Jamboard 등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교과 주제

와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 교사는 대시보드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아이디어 스케치와 브
레인스토밍(ideation, brainstorming)하기,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 조사(research)하기, 토의 토론
(discussion)하기,

비판하며 글쓰기(critical

writing ),

학습 정리(summary)하기, 조사 보고(survey)하

기, 발표(presentation)하기, 분류(classification)하기, 추론(inference)하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교사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 대시보드를 개설 후 학생들에게 공유 및 안내하고 학생들은
안내받은 주소에 접속해서 각자의 의견을 남기고 다른 친구들이 남긴 의견에 댓글로 지지
또는 반론을 제기하며 토의 토론을 하거나, 별점 또는 좋아요 등을 통해 긍정적 상호 평가
를 할 수 있으며 댓글로 원활한 소통을 하며 피드백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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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흐름

3

1)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방법 및 흐름
대상
활용
도구

교사 설명

학생
탐구조사

대시보드 공유

구글 미트

구글 리얼타임보드

구글 크롬

교실로 가져
BYOD가 가
온 개인 기
능할 경우
기로 접속

개별 작성
모둠 작성

집단 토의
상호 평가
(댓글, 찬반, 별점)

구글 리얼타임보드 구글 리얼타임보드
(miro)

(miro)

교사
피드백
구글 미트

대시보드에 타인의
대시보드에 의견
의견 을 조 회하고
작성
평가 & 피드백

Offline
교과서, 보조
수업 안내
빔프로젝터로 교사 직접적 대면
교실 속
자 료를 활 용
포스트잇에 의견
와 설명
오프라인 활 한 탐구조사
화면(대시보드)을 보 피드백 실시
학생
기기가 없
적고 칠판에 부착
동으로 포스
면서 직접 발표 형
을때
※ 교사가 대시보드
트잇 활용
태로 토의 및 평가
에 대신 입력
진행
실시간 화
대시보드에 타인의 실시간 화상
Online
교과서 PDF, 대시보드에 각자
상 도구로 가정에서 개별 기기로 접속
의견 을 조 회하고 도구로 수업
집
웹 검색 조사 의견 작성
수업송출
평가 & 피드백
송출

※ 모두 등교한 상황이라면,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온라인 교실에 미리 영상을 탑재하여 수업
전 거꾸로 교실(Flip Learning)로 활용할 수 있다.

2) 대시보드 적용 방법
주제
선정

보드
생성

보드
공유

학생 탐구조사

개별 작성
모둠 작성

집단 토의 상호 평가
(댓글, 찬반, 별점)

교사
피드백

On

On

On

On + Off

On + Off

On + Off

On + Off

교사 준비

학생(On)-학생(Off) 협력 활동 / 교사 모니터링 및 촉진

교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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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원격수업)과 오프라인(등교수업)의 혼합형 진행 방법
원격 수업
장소

집(온라인)

방법

매체

BYOD(개인 기기)

인원

등교수업
(홀짝)

2부제

1/2학급

장소

교실(오프라인)

방법

매체

BYOD(개인 기기)

인원

(홀짝)

2부제

1/2학급

•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 교실(오프라인)의 수업에 원격으로 참여
• 대시보드를 통해 오프라인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며
과제를 완수함
• 실시간 화상 도구로 교실 속 교사의 수업을 듣고 과
제 해결을 위해 교사가 공유한 대시보드에 접속해
서 조사 발표, 의견 개진, 타인 의견 평가 등의 활동
에 참여하며 교실 속 학생들과 함께 협업함

• 교사와 함께 교실에서 대면/비접촉 수업 실시
• 대시보드를 활용한 비접촉(언택트: untact) 협업 활동으
로 학습함
• 교실 속 학생들은 고정된 좌석에서 거리 두기 상황 속
에서 교사의 수업을 직접 듣고 과제 해결을 위해 자신
이 가져온 기기로 대시보드에 접속한 후 조사 발표, 의
견 개진, 타인 의견 평가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집(온라
인)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협업함
• 만약, 1:1 디바이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학생들은
교과서와 보조 자료를 통해 조사한 후, 포스트잇에 적
어 칠판에 부착/발표하고 교사가 대신 온라인 대시보
드에 학생 의견을 기록하며 수업을 진행함

요약

요약

• 기존 온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 집에서 자신의
기기로 실시간 화상 도구를 통해 교실 속 교사의 수
업에 참여

• 교실 속 대면/비접촉 상황 속에서 교사의 수업을 직접
들으며 자신이 가져온 기기로 학습 활동에 참여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 자기 조절력이 학습 성패의 중요 요인
• 학습 통제자가 없는 경우 참여가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움

4

• 교실 속 접속 매체/디바이스의 부족/부재
• 교실 내 무선망 부재 또는 속도 지연 문제
• BYOD(개인 디바이스를 가져옴)로 해결함

유의점 및 제언

● 만약 수업 매체가 없어서 교실에서 오프라인 활동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에게 포
스트잇을 나눠 주고 포스트잇에 각자의 의견을 작성한 후 한 명씩 나와서 칠판에 부착하
고 부착된 포스트잇을 교사 주도로 다 함께 분류하거나 하나씩 읽으며 의견을 나누거나
포스트잇을 무작위로(random)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 준 후 의견을 뒷면에 적도록 하는 등
의 오프라인 협동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대시보드는 대개 무료/유료로 운영되며 무료의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는 공유 보드의 개
수가 한정적(1~3개)이므로 수업 활동 후 내용을 백업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백업을 위
한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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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 예시
수업 단계
사전
준비

과제 제시

탐구
조사

단계별 활동

활용 에듀테크

• 수업 송출 준비
• 실시간 화상 도구로 회의실 생성 및 공유
• 리얼타임보드(miro.com)에 접속
• 빈 보드를 클릭해서 보드 생성 및 공유

• 실시간 화상 도구: 구글 Meet
• 리얼타임보드: miro.com

• 자동화로 인해 변화될 세상을 예측해 보자.
- 자동화 기술이 세상(직업, 생활, 사회 등)을 어떻게 변화시
킬지 예측하고 타인의 의견에 찬성(지지)/반대(반박) 의견
을 제시하며 토의한다.

https://gg.gg/j40fo

• 자동화 기술 및 사례 조사
- 개별 조사: 웹 검색/교과서/보조자료 활용
- 보드에 탐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
• 자동화 기술로 인해 변화될 미래 예측
- 탐구조사 내용을 근거로 미래 예측
- 진로와 관련한 미래 사회(직업 변화) 예측

• 리얼타임보드: miro.com

집단
토의

• 타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집단 토의 실시
- 타인의 내용 확인 후 댓글로 의견 남기기
- 반박/지지 근거로 찬성/반대 피드백 실시
- 별점/좋아요 등으로 근거 평가

• 리얼타임보드: miro.com

발표

• 발표하기
- 한 명씩 돌아가며 순서대로 발표
- 교실: 한 명씩 서서 발표
- 집: 온라인으로 발표

• 리얼타임보드: miro.com

정리

• 교사의 피드백 및 정리

• 실시간 화상 도구: 구글 Meet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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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보드 활용 수업 적용 아이디어
등교 유형별 적용 방법

학생 수업 적
활동
용
유형 아이디어

에듀테크
적용 예시

분류 자동화 설
비의 구성
·
정리 요소는?

유형

온라인

교실

무관

ALL

-

고정

HALF

HALF

고정

-

ALL

• 문제 제시
• 문제 제시
• 역할 배정
• 접속
• 포스트잇
모둠 • 역할 분담
기록
협업 • 공동 작업 • 부착(칠판)
활동 • 토의: 채팅
• 분류(대표)

마인드맵 / 컨셉맵

모터로 구

추론
동되는 기
·
계가 갑자
문제
기 정지했
해결
다. 원인은?

공압시스
템과 유압

주제
시스템은
탐구

어떻게 동
작하는가?

삼국시대

연표 (고구려) 연
제작 표를 작성

• 문제 제시
• 접속
• 역할 분담
추론
• 탐구 조사
활동
• 추론

• 문제 제시
• 역할 배정
• 탐구 조사
• 추론

5Y 탐구 기법
• 문제 제시
• 접속
모둠 • 역할 선정
협업 • 탐구조사
활동 • 공동 작업

• 문제 제시
• 동작 순서
실습
• 대표 시연

공동 조사

• 문제 제시
• 접속
• 역할 선정
모둠
• 탐구조사

협업
• 공동 작업
활동

• 문제 제시
• 역할 배정
• 탐구조사
•포 스 트 잇
작성, 부착

하시오.
연표 제작

학급 우리 반 학
규칙 급 규칙을
작성 정하시오.

• 문제 제시
• 문제 제시
• 집단 토의
• 집단 토의
- 개별 제안
- 개별 제안
- 칠판 게시
개별
- 모둠 투표
- 찬반 투표
모둠 • 전체 게시
- 정리
전체
• 전체 투표
• 규칙 제정

Make a story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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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시
• 문제 제시
• 토의토론
• 토의토론
- 개별 제안
- 개별 제안
- 칠판 게시
- 모둠 투표
개별
- 찬반 투표
모둠 • 전체 게시
- 정리
전체 • 전체 투표
• 규칙 제정

배운 내용
을 토대로

문제
문제를 내
출제
고 서로 풀
어 보시오.

찬반 논쟁 토론

• 접속
• 교재 PDF
• 불러오기
필기 • 설명 듣기
정리 • 필기하기

설명을 잘

필기 듣고 내용
학습 을 정리해

• 교과서
• 설명 듣기
• 필기하기

자유
토론

보자.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

5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리얼타임보드(miro)

교수지원 자료

비캔버스(BeeCanvas)

whiteboard.fi

내려받기 주소

QR code

https://miso.com

https://beecanvas.com

https://whiteboard.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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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ZiteBoard

패들렛(Padlet) 대시보드

교수지원 자료

카미(Kami)

내려받기 주소

https://ziteboard.com

https://padlet.com/dashboard

https://web.kamihq.com/web/viewer.html

MS 화이트보드

https://whiteboard.microsoft.com

Whiteboard.fi

https://whiteboard.fi

리얼타임보드(miro)

https://gg.gg/j40eb

패들렛(Padlet) 대시보드

https://gg.gg/j40fo

학습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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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해시태그(#)를 활용한
학생 참여 수업
적용 조건
고정 전체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1

실제 상황

원격 수업 플랫폼 또는 라이브 방송을 사용하여 분반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업이 진행되
는 두 분반이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해시태그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이 수업
방식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의견이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어, 과정 중심 평가 자료로 유용하다. 특히 두 분반의 답변을 교사와 학생이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SNS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나 교원 사생활 보호 등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수업 중 활발한 피드백과 즉각적인 피드백, 의사소통 효과 등 특히
분반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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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해시태그(#)란?
해시태그는 SNS에서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로, 여러 계정에 퍼져 있는 글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해시(#) 뒤에 단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링크가 붙는다.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해당 SNS에 같은 태그가 붙
은 글(즉, 같은 주제로 쓰여진 글)을 검색할 수 있다. (사진: #공부인증 해시태그를 사용한 게시물. #공부인증 해
시태그를 클릭하면 각 다른 계정에서 올렸지만 해당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게시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 해시태그 사용 수업 아이디어 1
대면 수업 중 작품이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반
별, 학년별 고유한 해시태그를 만들고(예시: #2020_OO고2학년1반영
어수업)

학생들은 제 생각이나 작품을 해당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SNS에 업로드한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가

업로드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에
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리 이동 없이 서로의 글을 볼 수 있다.
여러 학급 수업에서 공통된 하나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학생
들은 다른 반 친구들의 생각이나 작품도 해시태그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2) 해시태그 사용 수업 아이디어 2
SNS 중 트위터는 한 게시글의 글이 140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140자로 오늘 수업 요약하기, 핵심 개념 140자로 설명하기 등 ‘요약하기’ 활동이 필요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해시태그 사용 수업 아이디어 3
오늘의 수업 또는 한 단원을 공부한 후, 이 단원을 설명하는 해시태그 3가지 만들기 등 ‘키워
드’나 ‘주제어’ 만들기 활동이 필요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 만들어진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각
자 추가 학습 내용이나 정리 내용을 업로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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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해시태그, SNS를 사용한 수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의 학습 활동 과정을 e-포트폴리오 형태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특히, 과정 중
심 학습 등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활동 과정이 중요한 활동에서 기록물을 시간별 또는 주
제별로 쉽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좋아요’와 ‘댓글’ 기능을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들 사이에 즉각적이고 활발한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한다.
③ 학생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시태그와 SNS를 사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교사와 학생들의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다. 이미 SNS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
사에게는 교육용 계정, 또는 학교 계정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디지털 에티
켓 등 SNS를 교육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교사는 SNS 사용 활동을 섬세하게 고안해야 한다. 처음 SNS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이 호
기심에 잘 참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거나 1회성 사용에 그치면 동기 유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교사 스스로가 SNS 사용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확실히 세우고,
학생들과 그 목적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 외(2012). 청소년의 SNS활용 실태 분석을 통한 스마트교육 적용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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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과 허니컴 보드를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하기
적용 조건
고정 전체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기본 환경: 스마트 기기, 무선망 교실 좌석 배치
준비물: 패들렛,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협업 및 학습 도구
협업 방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돌아가며 말하기
학습 도구: 스마트 기기, 패들렛,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1

실제 상황

● 패들렛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토의·토론 방법으로 On-Off 수업을 한다.
● 격주제 등교, 학급 전체 개인 활동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며 수업을 한다.
● 학년 전체 등교, 학급 전체, 개인 활동에 콘텐츠를 제작하여 On-Off 수업을 한다.
● 학습윤리교육을 위한 온라인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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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 6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업에서 On-Off(패들렛, 교실 수업) 병행 수업을 한다.
● 전체·개별 학습 병행,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돌아가며 말하기의 토의 활동을 한다.
● 패들렛,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등의 학습 도구를 활용한다.
● 패들렛, 허니컴 보드를 활용한 학생의 결과물을 띄워 놓고 전체 토의·토론 활동을 한다.
● 학생과의 소통은 밴드로 하고 생각 나눔은 패들렛, 허니컴 보드에서 피드백하며 학습 노
트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평가한다.

1) 독서 단원에서 협업과 학습 도구 활용의 수업 설계
(1) 수업 흐름
도입

전개

정리

전체 학습

개별 학습

개별 학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브레인라이팅

돌아가며 말하기

패들렛, 칠판

패들렛,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패들렛,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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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업 방법 및 학습 도구 활용
① 협업 방법
온·오프라인 활동 모습

구분

방법

브레인
스토밍

• 동기 유발에서 교사가 기록을 맡고
패들렛(On), 칠판(Off)을 활용하고 비
판 금지, 자유분방, 수량 추구, 결합
개선의 원칙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
록 기록한다. 책 표지 혹은 책 제목
을 보고 책 내용을 예상하여 학습
문제를 도출한다.

도입

브레인
라이팅

• 각자의 포스트잇(On-line 패들렛)에
기록하여 패들렛에 붙인다.
• 패들렛에 분류해 놓은 대로 책 그림
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
상하여 작성한다.

도입
전개

돌아
가며
말하기

• 패들렛(On-line)에 접속하거나 허니
컴 보드(Off-line)를 나눠 준다.
• 과제에 따라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 끝나고 나면 각자의 의견에 대해 자
유롭게 토의 토론한다. 모두가 참여
하도록 한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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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단계

② 학습 도구 활용

● 패들렛 활용,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활용
구분

방법

예시 및 도구

패들렛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
거나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활용 가
능하며 공유된 주소, 큐알코드(QRcode)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동료들의 의견
에 실시간 댓글을 달아 주거나 긍정
적인 반응을 표시해 상호 소통 및 공
감의 도구로 활용한다.

도입
전개

허니컴
보드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도출
하거나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활용하
며 포스트잇 대신 쓰고 지우고 자석
으로 칠판에 붙일 수 있어서 활용이
유용하다. 학생 개인에게 하나 이상
씩 나눠 주고 필요 시 마크펜으로 써
서 칠판에 붙여서 토의 자료로 활용
한다.

전개

학습
노트

날짜, 단원명, 핵심 단원, 학습 내용
정리, 질문하기, 알/느/실(알게 된 점, 느
낀 점, 실천할 점), 목표 달성, 찾은 보물
내 생활에 실천하기 등을 구분 지어
서 수업 중이나 마무리 정리에 사용
한다. 고학년은 코넬식 노트 방법으
로 세로 3칸 가로 2칸 나눈 공책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며 저학년은
세로 3칸 나눈 방법이 활용하기 용
이하다.

전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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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및 유의점

① 비대면 환경 속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의 질적 접근 방법 모색하기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핵심 역량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수업 만들기
③ 교·수·평 일체화 속에서 만들어 가는 온·오프라인 수업 만들기
④ 학습윤리교육을 실천하는 온·오프라인 수업 만들기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https://padlet.com/mirallove/uaau7a443nvdifz5

패들렛 활동지

https://padlet.com/mirallove/xxwr8xpqmej0ofd

학습지원 자료
https://padlet.com/mirallove/tn0dgs0rn41aq208

학습 노트 양식

http://bitly.kr/UnZfszGtN

패들렛 사용법

http://bitly.kr/vxBA2otIO

교수지원 자료
파워포인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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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띵커벨을 활용하여 함께
퀴즈도 풀고 토의 토론도 하고!
적용 조건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가능),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띵커벨(Thinker Bell)

1

실제 상황

학생들의 학습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업 전 진단평가, 수업 중 확인평가(돌발퀴즈), 수
업 말미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실시한다. 그중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의 경직된 교실 속에서 퀴즈를 통해 질문 베이스로 학습해 보자. 또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띵커벨이라는 에듀테크는 선택형, 단답형, ○×퀴즈 등 다양한 형태의 퀴즈 기능 외에도 워
드클라우드, 토의 토론 기능을 지원하는데, 신호등 기법, 가치 수직선 기법, 찬성반대 양론형의
토의 토론과 발명교육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이디어 평가 기법인 PMI 기법, 그 밖에도 띵킹보
드, 투표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업의 여러 장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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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띵커벨의 퀴즈 기능과 토의 토론 기능을 활용하여 기초 지식을 점검하는 단편적인 질문부
터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을 고민하며 질문 중심의 수업(Inquiry
based learning )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온·오프라인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위한 창체 수업’으로 코로
나19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 보자.
• 띵커벨 사이트(tkbell.co.kr)에 접속한다.
•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다.

• 우측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
릭한다.

• 띵커벨 에디터가 실행된다.
• [퀴즈]와 [토의토론] 중에서 [퀴즈]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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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감염병 예방 코로나19 예방 수칙 알아
보기)을 입력한다.
• 공개 범위 설정 ＞ 학교급 선택 ＞ 과
목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 해시태그를 입력한다. 해시태그(#태그)
는 공개된 문제를 검색할 때 참조하는
키워드이다.

• 문제의 유형을 선택한다.
• 먼저 [○×]를 선택해 보자.
• [질문을 입력하세요.]를 클릭해서 질
문을 입력한 후 보기 중에서 정답을
선택한다.
• 제한시간을 설정한다.
• 해설을 입력한다. 해설에는 텍스트뿐
만 아니라 해설 영상이나 이미지를 넣
을 수도 있다.
• 제한시간을 설정한다.
• 문제가 완성되었다면 [1번 문제 완료]
를 누른다.

• 문제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우측 상
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수
정할 수 있으며, 휴지통 아이콘을 클
릭하면 삭제할 수 있다.

• 이번에는 문제의 유형 중 단답형을 선
택한다.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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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문제를 입력한다.
• 보기 입력란에 보기를 추가로 계속 입
력하여 선다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 보기 입력을 완료했다면 보기 중 정답
을 선택하고 제한시간을 설정한 후 [2
번 문항 완료]를 선택한다.
• 퀴즈가 완성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완
료]를 클릭한다.

• 이와 같이 [문제의 유형]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 퀴즈를 다 만들면 메인 화면으로 전
환된다.
• [▶모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모드(퀴즈 실행 모드)를 선택한다.

• 플레이 모드는 [함께 플레이]와 [혼자
플레이]가 있는데 개별 학습을 하려면
[혼자 플레이]를 선택하고 다 같이 퀴
즈 진행을 하려면 [함께 플레이]를 선
택한다.
• WiFi가 지원된다면 [WiFi-on]을 선택
해서 진행한다.
• 또한, 교실에서 모바일 접속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기기가 없을 때에는
[WiFi-off]를 선택해서 선생님이 사회
자가 되어서 도전 골든벨처럼 퀴즈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하거나
OX 모양을 팔로 그리거나 또는 별도
의 정답판(A3 코팅)을 교사가 미리 준
비해서 진행해도 역동적이고 재미있
는 퀴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58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 학생들에게 접속 주소와 방 번호를
알려준다.
- 접속 주소: tkbell.kr
- 예시의 방 번호: 123831

[학생 화면]
• 학생 자신의 디바이스로 인터넷 주소
창에 tkbell.kr을 입력한다.
• 방 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입장하기]
를 클릭한다.

[학생 화면]
• 다른 친구들이 모두 입장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시작하기] 버튼
을 누르면 시작한다.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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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학생이 모두 입장했는지 확인
후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띵커벨 퀴
즈를 시작한다.
• [학생] 선생님이 시작하기를 누르면 문
제가 열리고 학생들은 문제를 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교할 때나 외출 시에는
항상 얼굴에 이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 교사는 문제가 열리면 학생들이 문제
를 읽을 시간을 준 다음 [계속]을 눌
러서 보기를 확인하고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문제를 읽고 확인한다.

[학생 화면]
• [학생]은 보기가 열리면 정답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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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교할 때나 외출 시에는 항상 얼굴에
이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 제한시간이 끝나거나 모든 학생이 문
제를 풀었다면 [결과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답과 오
답을 한 학생들의 통계와 최종 순위
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를 다운로
드해서 과정 중심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업 전개 과정에서의 띵커벨 활용 아이디어
단계

수업에서의 활용 방법

활용 세부 내용

도입

방법 1) 전시 학습으로 활용
방법 2) 진단평가로 활용

수업 도입부에서 띵커벨을 활용하여 전시 학습에 대한 확인평가 또는
본시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개

방법 3) 수업 중 집중력 향상 및
중간 점검용으로 활용

수업 중 학생들에게 집중을 높이고 중간 점검을 위한 용도로 돌발퀴
즈를 실시할 수 있다.

정리

방법 4) 형성평가로 활용

매 학습 차시 진행 후 정리부에서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형성평
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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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오프라인 블렌딩 수업(Blended Learning)의 운영
오프라인(교실)
온라인(가정)

• 교사는 퀴즈 방 번호와 접속 주소인 tkbell.kr
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모든 학생이 접속되
었다면 [시작하기]를 누른다.
• 학생은 휴대폰 또는 PC 등 자신의 디바이스
로 접속 주소에 접속한 후 안내받은 방 번호
를 입력한 후 문제를 풀 수 있다.

• 교사는 화면에 문제를 띄워서 학생들이 문제
를 오프라인으로 풀 수 있도록 한다.

3

기기,
무선망 유무

운영 방안

O

• [WiFi-on]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디바이스로 정답을 클릭하며 교사와
함께 즐겁게 퀴즈를 풀 수 있다.

X

• 교실에서 모바일 접속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기기가 없을 때에는 [WiFi-off]를 선택해서 진
행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손을 들어 손가
락으로 번호를 표시하거나 OX 모양을 팔로
그리거나 또는 별도의 정답판(A3 코팅)을 교사
가 미리 준비해서 진행해도 역동적이고 재미
있는 퀴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유의점 및 제언

1) 유의점
● 질문은 120Kbyte까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출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띵커벨은 문제를 만들 때 공개로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다. 공개된 문제를 검색할 때에는 해시태그에 입력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된다.

2) 제언
● 평가 결과를 과정 중심 평가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강하게 부여할 수 있다.
● 자칫 지루하기 쉬운 수업을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평가를 통
해 수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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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교수지원 자료

[창체] 감염병 예방 안전수칙

주소

QR code

http://gg.gg/j8yqq

(교사용)

tkbell.co.kr

(학생용)

tkbell.kr

학습지원 자료

I. ‘고정 전체 활동’의 대체 사례

63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이 장은 고정 개별 활동에 대한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자유 이동
활동

고정 개별 활동이란 교실 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각자의 주제를 상호작용 없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습자는 대인적 상호작용 없이 오직 학습 내용, 자기 자
신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활동 전후로 교사는 학습 주제를 안내하고 학생의
개별적 학습 활동을 점검,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활동 중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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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학습터를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기본 환경: 무선마이크, 실물화상기, 허니컴 보드, 교실 좌석 배치
준비물: 파워포인트 동영상, 실물 화상기, 학습 노트

토의·토론 학습 및 학습 도구
토의·토론 학습 방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돌아가며 말하기, 밴드
학습 도구: 파워포인트 동영상, 실물 화상기, 학습 노트, 씽킹맵

1

실제 상황

● e학습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토의·토론 방법으로 On-Off 수업을 한다.
● 격주제 등교, 학급 전체 개인 활동으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며 수업을 한다.
● 학년 전체 등교, 학급 전체, 개인 활동에 콘텐츠를 제작하여 On-Off 수업을 한다.
● 학습윤리교육을 위한 온라인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

2

이렇게 하세요

●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업에서 On-Off(e학습터, 교실 수업) 병행 수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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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개별 학습 병행,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돌아가며 말하기의 토의 활동을 한다.
● 씽킹맵, 학습 노트, 동영상, 포스트잇, 허니컴 보드 등의 학습 도구를 활용한다.
● 실물화상기를 활용한 학생의 결과물을 보며 전체 토의·토론 활동을 한다.
● 생각 나눔은 Band에서 피드백하고 학습 노트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평가한다.

1) 협업과 학습 도구 활용의 수업 설계
(1) 수업 흐름
도입

전개

정리

전체 학습

개별 학습

개별 학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브레인라이팅

돌아가며 말하기

파워포인트 동영상

학습 노트, 씽킹맵, 허니컴 보드

학습 노트, 씽킹맵

(2) 토의·토론 학습 및 학습 도구 활용
① 토의·토론 학습 방법
구분

방법

예시 방법

브레인
스토밍

동기 유발에서 교사가 기록을 맡고 칠판을 활용
하고 비판 금지, 자유분방, 수량 추구, 결합개선
의 원칙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한다. 아
이디어를 함께 분류하여 학습 문제를 도출한다.

도입

브레인
라이팅

아이디어를 각자의 포스트잇(허니컴 보드)에 기록
하여 칠판에 붙인다. 분류를 하고 제목을 적어
서 위에 붙인다. 칠판에 분류된 대로 그룹이 되
며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도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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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예시 방법

돌아
가며
말하기

발표하고자 손을 든 순서대로 발표한다. 포스트
잇이나 허니컴 보드를 나눠 준다. 과제에 따라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끝나고 나면 각자의 의견
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토론한다. 모두가 참여하
도록 한다.

단계

정리

② On-Off 수업을 위한 학습 도구 활용

●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작: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녹화 - 파일 내보내기 - 비디오 만들기
- 저품질 저장
On-Off 수업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파워포인트 단계적 제시 방법(예시)
자기주도학습 긍정 마인드

전시 학습 상기

동기 유발
도입

학습 문제 시

활동 1 내용

활동 2 내용

전개

학습 정리

온라인 예절 지키기

과제 및 차시 예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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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맵, 학습 노트, 실물화상기 활용, 허니컴 보드 활용(예시)
구분

방법

예시 및 도구

씽킹맵

• 생각 8가지 사고력 신장을 위한 씽킹맵을 사
용하여 사고력을 신장한다.
• 써클맵(정의하기), 버블맵(묘사하기), 더블버블맵(비
교대조), 버릿지맵(유추하기), 트리맵(분류하기), 브
랙맵(부분 전체 관계), 플로맵(순서 짓기), 멀티플로
맵(원인 결과 분석)

전개
정리

허니컴
보드

•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활용하며 포스트잇 대신 쓰고 지우고 자석으
로 칠판에 붙일 수 있어서 활용이 유용하다.
학생 개인에게 하나 이상씩 나눠 주고 필요 시
마크펜으로 써서 칠판에 붙여서 토의 자료로
활용한다.

전개

학습
노트

• 고학년은 코넬식 노트 방법으로 세로 3칸 가
로 2칸 나눈 공책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며,
저학년은 세로 3칸 나눈 방법이 활용하기 용
이하다. 수업 중이나 마무리 정리 등에 사용
한다.

전개
정리

실물
화상기

• 수업 중에서 교수 자료를 보여 줄 때나 학생
들의 결과물을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 토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보여 주는 자
료를 확대하여 보여 줄 수 있어서 학습 효과
를 높일 수 있다.

정리

무선
마이크

•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부하는 교실에서는 학
생들의 자리 배치가 교실 공간의 앞부분에서
맨 뒷부분까지 꽉 채우고 있어 소리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면 용이
하다.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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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피드백
- 수석 교사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밴드 가입 안내: 하이 에듀문자 발송 확인
- 밴드 주소: https://band.us/n/aea137z1157dl, 학반 이름 표시(예: 3의 4 홍길동)로 가입 바람

(2) 토의·토론 학습을 통한 On-Off 디지로그 수업(예시)
3학년 국어 1단원 ‘시와 이야기 속에서 감각적 표현 알아보기’ (3/10)
토의·토론 학습

학습 도구 활용

On-Off 학습 활동

단계

전시 상기
• 전체 학습: 레포 형성

• 파워포인트 동영상

• 분위기 조성: 분위기 조성 활동
- 알게 된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말하기
자기주도학습 긍정 마인드 갖기

• 전체 학습: 긍정 마인드
갖기

• 파워포인트 동영상

• 자기주도학습 마인드 심어 주기
-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배운 내용 복습하기

• 개별 학습: 학습의 준비
• 브레인스토밍 토의

• 파워포인트 동영상

• 학습한 내용 복습
- 책 읽기 방법 활용, 읽어 준 내용 기억하기
학습 문제 제시

• 전체 학습: 학습의 준비
• 돌아가며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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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포인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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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상기 복습으로 공부할 내용 예상
- 물음표로 학습 문제 예상하기

도입

토의·토론 학습
• 개별 학습: 소통·공감 상
상력
• 브레인라이팅 토의

학습 도구 활용
• 파워포인트 동영상
• 학습 노트
• 포스트잇
• 허니컴 보드

On-Off 학습 활동

단계

학습 활동 1
• 소통, 나눔, 무한 상상하기 소나무 학습
-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시 및 교사 읽어 주고
학생 듣기, 브레인라이팅으로 무한 상상하기

전개

학습 활동 2
• 개인 학습: 학습 정리, 사
고력 신장

• 파워포인트 동영상
• 학습 노트
• 씽킹맵

• 씽킹맵으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 질문에 대한 답 말하기
• 질문에 대한 답 쓰기
- 학습 노트에 씽킹맵으로 정리하기

전개

내면화된 배움 정리
• 개인 학습: 내면화
• 자기주도학습 습관
• 돌아가며 말하기 토의

• 파워포인트 동영상
• 학습 노트
• 씽킹맵

• 깨소감 배움 정리 씽킹맵하기
- 깨: 깨달은 것
- 소: 소중한 것
- 감: 감동적이거나 감사한 것
학습윤리 예절 교육

• 전체 학습: 학습 예절

• 파워포인트 동영상

정리

• 온라인 예절 지키기
- 고운 말 쓰기, 개인정보 퍼뜨리지 않기
- 불필요한 채팅 하기 않기
- 온라인 학습에 적극 참여하기
과제 및 차시 예고

• 전체 학습: 지식의 내면화

• 파워포인트 동영상

• 예습 유도
- 과제를 제시하기
- 다음 시간 배울 내용 예고

2) 평가는 이렇게
(1)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 반영(예시)
성취 기준

평가 기준

학습 목표

시나 이야기 속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찾을 수 있다.

[4국05-04] 작품을 듣
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상

시나 이야기 속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중

시나 이야기 속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찾는 활동을 한다.

하

시나 이야기 속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평가 방법

• 자기평가
• 동료평가
• 관찰평가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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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노트 정리 반영(예시)
• 날짜, 날씨 적기
• 공부할 문제 적기
• 알게 된 것 3가지 적기
• 느끼고 생각한 것 2가지 적기
• 자기평가 하기
• 교사 관찰평가(등교할 때)
- 성취 기준에 평가 기준을 두고 평가하기

3

제언 및 유의점

● on-off 수업 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적 접근 방법 모색하기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on-off 수업 만들기
● 교·수·평 일체화 속에서 만들어 가는 on-off 수업 만들기
● 학습윤리교육을 실천하는 on-off 수업 만들기
● 점진적 반복적 자기주도학습 전략 구안·적용하기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학습지원 자료

학습 노트 양식

교수지원 자료

파워포인트 동영상

내려받기 주소

http://bitly.kr/UnZfszGtN

https://youtu.be/jKCn-eLiOOk

참고문헌
Bruner, Jerome S. (2017). 브루너 교육의 과정(이홍우 역). 서울: 배영사.
로버트 마우어(2018).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장원철 역). 서울: 스몰빅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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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Nearpod을 활용한
수업과 게임 활동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Nearpod(니어팟)

1

실제 상황

● 교과 정보를 전달한 뒤, 퀴즈나 그림 그리기 등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개별 이해도를 점검
하고 질문이나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간단히 나누고자 하는 모든 교과 수업에 활
용 가능하다.
● 오프라인 등교수업 시, 학생들은 교사가 만든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 모여 교사와 함께 실
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접촉 없이 친구들과 게임 활동과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 시, 실시간 화상 시스템(Zoom, MS Teams, Google Meet 등)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등교수업과 유사하게 실시간 수업을 하거나 교사가 제공한 수업 자료에 학생이 접속하여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개별 학습할 수 있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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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2

● 교사는 니어팟(Nearpod)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니어팟에서 자
체적으로 제공하는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거나 구글 슬라이드로 제작 가능하다.
● 학생들과 진행할 수업 형태를 선택한다. 교사 주도의 실
시간 라이브 수업(Live

Lesson)과

학생이 개별 접속하여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하는 개별 진도형 학습
(Student-Paced)이

가능하다.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을 선택

하면 알파벳 5자리의 입장 코드가 생성된다.
● 학생들은 별도 로그인 없이 니어팟 웹페이지나 어플리케
이션에서 알파벳 5자리의 입장 코드를 입력하여 교사가
제작한 교수·학습 자료에 접속한 뒤 학습을 실시한다.
● 라이브 수업 시, 교사는 학생의 답변을 다른 학생들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
며 개별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학습이 끝난 뒤, 학생들의 활동
내역은 보고서 형태로 자동 저장되어 형성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수업의 흐름: 라이브 수업 시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① 학생들은 입장 코드를 입력하여 교수·학습 자료에 접속한다.
②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카드 맞추기, 메모리 게임으로 복습한다.

도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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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준비 및
지난 학습
상기

교과 내용
제시 및 학습

① 교사는 학습 목표에 맞추어 사전에 제작한 교수·학습 자료를 학
생들에게 제시하며 설명한다.
② 학생들은 자신의 화면을 개별 조정할 수 없으며 교사의 진행 아
래 화면이 이동되며 수업이 진행된다.
③ 교과 내용 학습 뒤, 퀴즈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
별 이해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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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학
생의 닉네임을 입력해
야만 입장 가능하다.
이때, 학생들의 실제
이름을 입력하게 하
여 온라인 활동에 대
한 책임의식을 키우
도록 한다.

● 자기평가
● 학생의 활동별 개
별 결과는 자동 정리
및 저장되므로 형성평
가에 활용 가능하다.

단계

수업 흐름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④ 학생은 답안을 제출하면 정답을 즉시 확인하여 스스로 학습 상
태를 점검한다.
⑤ 교사는 퀴즈와 질문에 응답 중인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응답 결
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유의미한 답변을 제
출한 학생의 답변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한다.

교과 내용
제시 및 학습

..

전개
① 학생은 교사가 제시한 주제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
포스팅한다.
② 친구들의 글에 답글이나 ‘좋아요’를 활용하여 비대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주제나
질문에 대해
의견 나누기

학생은 Time to Climb 게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정상 정
복을 위해 여러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게임이 이루어지며
응답 시간과 정답 여부에 따라 학생 개별 점수가 부여된다. 실시간
으로 친구들의 등위와 누적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

평가
계획

게임 활용
학습 내용
정리하기

▲ 교사는 학생의 답
변을 사전에 검토하
여 주제 연관성과 적
절성을 고려, 판단 후
게시한다.

▲ 학생들의 누적점수
와 순위가 실시간으
로 제공되므로 학습
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
함을 사전에 안내하
여 과열 경쟁을 방지
한다.

• 교사 개인 메일로 수업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전송된다.
• Report에 전체 요약 및 활동별 결과가 자동저장되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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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니어팟(Nearpod) 최초 가입 시, 실버(Silver) 등급으로 지정되며 개별 수업 자료마다 20MB의 용
량이 제공된다. 재구성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수업 목표와 주제를 고려하여
니어팟 라이브러리에 업로드된 다양한 양식 중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하면 수업 준비
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학생 개별 진도형 수업(Student-Paced)의 경우, 본
래 업그레이드 골드(Gold)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버 등
급 교사들에게도 무료 지원되므로 수업 환경과 목표에 부합한다면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니어팟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들이 제공되는데 무분별한 사용은 본래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기보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에게 피로와 더 큰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플랫폼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므로 유형과 특징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환경과 수
업 목표에 어울리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안목을 높이고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이다. 제작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향후 마련되어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모
으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교수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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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시 수업 자료
(6학년 영어 천재함, 4단원)

내려받기 주소

https://share.nearpod.com/e/kg3GcXKwy6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QR code

플립그리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소통 수업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Flipgrid(플립그리드)

1

실제 상황

온·오프라인 영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사용하여 간단한 영상을 만들고, 교사–학생 상호
간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2

이렇게 하세요

● 교사는 플립그리드를 활용하여 과제 제시형 학습(Assigned Learning) 또는 학생 진도형 학습
(Student-paced Learning)을

실현할 수 있다.

●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 녹음을 위한 마이크(또는 헤드셋), 그리고 플립그리드(Flipgrid)에 대
한 사용법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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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국어, 사회, 음악 등 모든 교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가능성 또한 극대화한다.
● 영어 과목이라면, 예를 들어, 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표현들을 익힌 후 단원의 마무리 학습
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플립그리드에 공유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학습 교과인 경우, 어버이날 계기 교육으로 ‘어버이께 감사 영상편지 쓰기’ 등의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과제 제시형 학습이므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수업의 흐름
단계

도입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수업에 대한
이해

영어 단원의 주요 표현을 활용하여 언어의 4기능을 종합
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때, 무선 인터넷 환
경임을 가정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영상
을 제작할 수 있다. 플립그리드를 활용하여 3분 이내의 짧
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올리고자 한다.
https://www.flipgrid.com

▲ 교내 무선 인터넷 환경을 최
대한 활용함
▲ 플립그리드 사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 과제수행 참여도와 태도를 관
찰함

6학년 1단원 ‘What Grade Are You In?’
주요 표현을 총 5차시에 걸쳐 학습하였다. 6차시 내용인
‘단원 평가’로 영상 제작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전개

교과 내용
제시 및
개별 학습
영상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
는 ‘초상권 침해’나 ‘사이버 학교 폭력’을 미리 방지한다.

플립그리드는 1인 영상 제작을 위한 학습 도구로서, 학생 스
스로 영상 내용을 구성하고 촬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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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중심 평가
● 학생이 제출한 영상을 선택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음
▲ 손님(Topic Guests) 상태로 운
영한다면, 계정이 없이도 플립그
리드를 사용할 수 있음

단계

전개

활동
및
정리

수업 흐름

주제나
질문에 대해
의견 나누기

학습 내용
정리하기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학생이 제작한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

• 영상을 확인한 후, ‘Leave a Vibe!’를 선택하고 교사의
짧은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 ‘별’을 선택하면 최상단으
로 영상이 배치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노출되어 ‘모범
영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 ‘Video Feedback’을 선택하면 교사 또는 동료가 직
접 영상 답장을 촬영할 수 있다.
• ‘아이디어’와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다.
• ‘Comments’를 통해 짧고 긴 줄글 형태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과정 중심 평가 도구
가 될 수 있다
• 플립그리드에 올린 영상을 모두 내려받기하여 하나로
편집한다면, 훌륭한 학급 영상이 될 것이다.
• 학생이 직접 연출을 하고 촬영을 해 본 것을 토대로 영
상 제작 동아리를 운영할 수도 있다.
• 영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플립그리드는 그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
계획

• 교사 개별적으로 영상을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음
• 학습자 상호 평가가 가능함

3

유의점 및 제언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이
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 및 세계 시민 교육을 함
▲ 학생이 올린 영상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교사가 한번 내
용을 확인한 후에 학급에 공개하
는 방법이 있음

▲ 서로 격려하는 긍정적인 분위
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웹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과 안내가 필요함
● 학생의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음(Active에서
Hidden 으로 변경)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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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그리드를 사용할 때 앱을 미리 설치하면 좀 더 편리함
● 학생의 누적학습 및 피드백 활성화를 위해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손님 참여(Topic

Guests)

모드를 통해 지역의 유명인사 또는 관리자, 학부모의 학습 참여가

가능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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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학습지원 자료

설명 영상

교수지원 자료

온라인 학습
자료 모음

내려받기 주소

https://youtu.be/gClIKUH_bzU

https://jeongwon.padlet.org/cyjang3/onlinecla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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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패들렛, 키네마스터를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공유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고정 전체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패들렛, 키네마스터

1

실제 상황

온라인 수업(또는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만고 공유할 수 없을
까? 학생들이 가진 스마트 기기와 키네마스터 앱을 사용한다면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패들렛 서비스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영상 제작 과정을 정리하고 제작한 영상 콘텐츠
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세요(예: 국어 6-1 1단원 ‘시 낭송 영상 만들고 시 감상회 하기’)

● 교사는 패들렛을 만들어 링크를 공유한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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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5차시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 쓰기

• 교사가 제공한 패들렛 링크를 클릭하여 비유적 표
현이 들어간 시를 쓴다. 이때 교사 및 다른 학생들
은 패들렛의 댓글 및 좋아요 기능을 활용하여 다
른 학생들이 쓴 시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6차시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 고쳐 쓰기

•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를
고쳐 쓴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쓴 시를 최종 확인
한다.

● 시 평가
▲ 완성된 시는 완성되지 않
은 시와 구분하기 위해 포
스트의 색상을 바꿔 놓는다.

창체
1차시

키네마스터
사용 방법
안내하기

• 키네마스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 쌍방향으로 교사가 직접
안내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서 검색 후 괜찮은 강의를
링크하는 방법도 있다.

시 낭송
영상 만들기

• 학생들은 수정한 시를 바탕으로 키네마스터 앱을
활용하여 시 낭송 영상을 만든다. 교사는 학생들에
게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 완성된 시 낭송 영상은 패들렛에 자신이 쓴 시 포
스트에 첨부를 한다.

▲ 첨부가 힘든 학생들은
교사에게 카톡으로 발송하
면 교사가 첨부를 해 줄 수
도 있다.

시 감상회 및
상호 평가하기

• 교사는 자기평가 및 상호 평가를 구글 설문 도구
로 제작 후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한다. 학생들은
패들렛에서 다른 친구들의 시 낭송 영상을 시청한
뒤 교사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기평가 및 상호 평
가를 실시한다.

● 시 낭송 영상 평가

7~8
차시

9차시

패들렛 화면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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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및 상호 평가 설문지, 결과지 화면

•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참신하게 시를 표현했는지, 시 낭송 영상을 평가 기준(시에 어울리는 사진, 음악, 목소리,
자막 등)에 맞게 만들었는지를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자기 및 상호 평가한다.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3

유의점 및 제언

● 키네마스터 앱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학생들이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콘텐
츠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예) 창체-어버이날 영상 편지 만들기, 미술-미술 작품 큐레이션 영상 만들기 등
● 패들렛 무료 버전은 첨부 파일 용량 제한이 10MB이므로 키네마스터 앱을 통해 영상을 인
코딩할 때는 720P로 인코딩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패들렛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므로 유료 사용(월 1만 원)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학교에서의 예
산 집행이 번거롭다면 동학년 단위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동학년 회비에서 사용료를 지
불하는 방법도 있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시 공유
패들렛

내려받기 주소

QR code

https://padlet.com/20206000/6_2

수업 활동 결과물
시 낭송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VBeAtPPSxk

평가 자료

자기평가 및
상호 평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LzOk
cNFM6Ga98wjvFtu23QsQzHnkDHoVE6uZT7TDckB
picQ/viewform

수업 활동 결과물

어버이날
영상 편지

https://youtu.be/YYNCWwpaFRY

교수 학습 자료

키네마스터
사용법

https://youtu.be/YRk6QK_D-3k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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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손쉬운 사용’을
활용한 지체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 참여도 높이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아이패드, 줌 애플리케이션

1

실제 상황

지체장애가 있어서 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이 줌을 통해 온라인 수업 또는 미러
링 수업에 참여하기

2

이렇게 하세요

● 먼저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한다.
● 줌 수업의 보조 자료로 학급 밴드, 구글 사이트(또는 어도비 스파크), PPT 등을 활용한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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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아이패드의 손쉬운 사용 기능 중 음성 명령 기능을 알고, 간단한 명령어(영어
one~ten, scroll up, scroll down 등)를

습득한다.

● 음성 명령으로 아이패드 실행을 연습하여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단계

활용 방안
구분

아이패드
손쉬운
사용 세팅

내용

방법 및 유의점

• 아이패드 [설정]–[손쉬운 사용]–[음성
명령] 켜기

• 영어를 0~20 정도까지 알려준다.
※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라면, 패드 옆
에 one(원) 이런 식으로 적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자주
사용할 만한
명령어 습득
수업
전

음성 명령으로
아이패드
실행 연습

• 기본 명령어를 가르쳐 준다.
※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지만, Go home,
Go back, Scroll up, Scroll down 정
도만 알아도 기본 패드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 역시 한글을 읽
을 수 있는 친구라면, 패드 옆에 한글로
적어 주는 것도 꽤나 효과적이었다.

• 음성 명령을 실행시키면 아이콘 옆에
번호가 생성된다. 만약 유○브를 보고
싶다면, “two” 또는 “tab two”라고 말
하면 유○브가 실행된다.
•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싶
다면 “thirteen” 또는 “tab thirteen”이
라고 말하면 카메라가 실행된다. 바탕
화면 페이지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른
아이콘을 보고 싶다면 “Scroll right”
라고 말하면 옆 페이지로 넘어간다.
※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아이콘이 있으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므로, 5개 이내로
정리해 둘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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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내용

방법 및 유의점

• 밴드에서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여 과제
형 수업을 제시한다.
• 손쉬운 사용을 활용하여 밴드를 실행시
키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과제형 수업

수업
중

• 줌을 실행하여 쌍방향 수업을 실시한다
(줌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PPT나 구글 사이트,
어도비 스파크 등을 병행하여 수업을 실시하면

쌍방향 수업
실시

학생들의 집중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 학생들은 손쉬운 사용을 활용하여 수업
에 참여한다.
수업
후

4

평가 실시

• 신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음성 활용이 가능한 학생들이므로 언어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유의점 및 제언

● 과제형 수업과 쌍방향 수업의 블렌디드를 통해 지체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 참여 극대화
● 음성 명령을 통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 향상 및 자기주도학습 가능
● 줌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를 통해 아이패드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체장애 학생 중에서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활용에 제한이 있음
● 단계가 많아질수록 영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할 수도 있음
● 애플사에 한국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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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QR code

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zoom.
videomeetings

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hn.
android.band

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zoom.
videomeetings

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hn.
android.band

학습지원 자료

교수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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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모둠별 관찰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앱

실제 상황

1

과학 시간에 모둠원이 역할을 나누어 관찰 대상을 관찰한 후 관찰 결과를 함께 정리하여 발
표하기

2

이렇게 하세요

● 면대면 모둠 활동 지양으로 인해 모둠원들은 관찰하고 싶은 부분을 각자 선택하여 관찰한
후 그 결과를 공유되어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정리한다.
● 학습 도구 공동 사용 지양으로 인해 모둠별로 이루어지던 실험 및 실습을 개인별 활동으
로 재구성한다. 개인별로 관찰 대상을 관찰할 때 부족한 준비물은 3D 및 증강현실 등을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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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단계

도입

수업 흐름

모둠 구성 및 • 모둠원들은 관찰 대상에서 관찰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역할 나누기
후 자신의 슬라이드를 각자 추가한다.
관찰 대상
관찰하기

•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부분을 자세히 관찰한다.

관찰 내용
정리하기

• 각자 관찰한 내용을 이미지를 추가하여 자신의 슬라이드
에 정리한다.

모둠원의
피드백받기

• 모둠별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면 전체 내용을 각자
살펴본다. 궁금한 점이나 고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구글 프
레젠테이션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입력한다.

관찰 내용
수정하기

• 슬라이드를 작성한 모둠원은 자기가 작성한 슬라이드의
댓글을 확인하여 내용을 수정한다.

관찰 내용
발표하기

• 모둠별로 대표 1명이 나와서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내용
을 발표한다.

전개

정리

3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 교사는 사전에 편집 가능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모둠별로 학생들에게 공유한다.

▲ 부족한 준비물은 3D 및 증강
현실 등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 모둠 내 평가
● 모둠 간 평가
● 교사의 관찰평가

유의점 및 제언

예시 1) 인체 골격 모형
인체 골격 모형은 과학실에 1개밖에 없고 크기가 커서 모둠별로 돌아가며 관찰했다. 3D 및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별로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서 인체 골격 모형을 관찰할 수 있다.
이용 방법
① 스마트 기기에서 구글 앱 선택
② ‘human skeleton’ 검색
③ ‘visible body.com’ 페이지 찾기
④ ‘3D로 보기’ 선택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89

⑤ 회전, 확대하며 관찰
⑥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 선택

⑦ 인체 골격 모형을 회전, 확대하며 관찰 가능.
AR 실행을 위한 별도의 마커가 필요 없음

예시 2) 동물 관찰하기
관찰은 실물을 관찰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지만 관찰 대상이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일 경우 학
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으로 관찰 대상에
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동물원이 폐쇄
되어 동물원으로 체험학습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3D 및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
하면 개인별로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실제 크기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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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3D 및 증강현실 사용 방법
① 구글 검색에서 3D 및 증강현실 체험하기

● 스마트 기기 > 구글 앱 선택 > 동물 이름 검색
● ‘3D 로 보기’ 선택
		 - 회전, 확대하며 관찰 가능
●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 선택
		 - 별도의 마커 필요 없음
		 - 동물의 실제 크기로 관찰 가능
② 현재 3D 및 증강현실로 관찰 가능한 동물 목록(2020. 5. 12. 기준)

● 육상동물: 호랑이, 대왕판다, 표범, 염소, 치타, 조랑말, 큰곰, 회색늑대, 셰틀랜드 포니,
비단뱀, 아라비아말, 아메리카너구리, 고슴도치, 사슴
● 수중 및 습지동물: 청둥오리, 앨리게이터, 백상아리, 문어, 아귀, 바다거북
● 새: 금강앵무, 황제펭귄, 독수리
● 반려동물: 포메라니안,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로트와일러, 프렌치 불도그,
퍼그, 고양이
③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 메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

●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 메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Google
Play AR 서비스’ 어플을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한다.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ogle.ar.core
④ ‘Google Play AR 서비스’ 어플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 ‘Google Play AR 서비스’ 어플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
기는 구글의 증강현실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이다.
(2) 한국과학창의재단 AR 동물 관찰 어플 사용 방법
① 사이언스 레벨업(https://sciencelevelup.kofac.re.kr)에서 마커 출력
② 스마트 기기에서 AR 동물 관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③ AR 동물 관찰 앱을 실행한 뒤 마커 비추어 여러 가지 동물 관찰
- 동물 카드(총 31종): 동물의 형태를 확대, 축소, 회전하여 관찰 가능. 동물이 움직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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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동물의 소리를 살펴볼 수 있음
- 특수 카드(총 7종): 먹이/서식지/한살이/해부/모방기술/퀴즈/보상. 동물 카드에 특수 카드
를 결합하면 동물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 가능

3

자료는 여기에
구분

학습지원 자료

내용

영상 주소

인체 골격
관찰하기(AR)
설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8NMGDO1KA4

교실에서
동물 관찰하기(AR)
설명 영상
AR 동물 관찰
앱 사용 방법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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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구글 알리미를 활용한
개별 탐구 프로젝트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고정 전체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알리미, 지메일, 구글 공유 문서

1

실제 상황

분반별로 학습 진도가 상이하거나 블록형 수업을 운영해야 할 경우, 구글 알리미 기능을 통
하여 학생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필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세요

교사는 개별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구글 알리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글 알리
미를 통하여 하루에 한 번 주제에 해당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이메일로 받는다. 학생들은 검
색어에 해당하는 글을 선택하여 읽고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제 생각을 덧붙여 구글
공유 문서에 올린다. 본인의 생각을 올린 후에는 다른 친구 2명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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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1) 교과에 맞는 탐구 주제를 선정한다.
2) 탐구 주제에 맞는 구글 검색어를 선정한다. (예시: 진로 희망, 필수 학습 개

탐구 주제
선정

1

구글 알리미
설정하기

념, 계기 학습 뉴스)

3)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이메일을 확인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글 하나
를 골라 읽고, 자기 생각을 작성하게 된다. 교과와 프로젝트 계획에 맞
게 이메일 확인 횟수와 글 작성 횟수는 조절할 수 있다.
4) 구글 알리미에 접속한다. (아래 링크)
5) 학생들은 각자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6) 검색창에 선정한 주제를 입력한다.
7) ‘옵션 표시’를 선택하여 주제에 맞게 설정한다.
① 수신 빈도: ‘하루에 한 번 이하’
② 출처: ‘자동’ 또는 ‘뉴스’, ‘블로그’, ‘웹’, ‘비디오’, ‘도서’, ‘토론’, ‘금융’
중 교과와 주제에 알맞은 출처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자.
③ 언어: ‘한국어’ 또는 외국어 교과는 외국어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예시: 영어 교과 ‘영어’)
④ 지역: 교과와 주제에 알맞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자.
⑤ 개수: ‘가장 우수한 검색 결과만’
⑥ ‘알림 만들기’ 클릭
⑦ ‘내 알림’ 우측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루 중 언제 알림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맞게 적절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해 주자.
⑧ 이제 학생들의 개인 메일에 하루에 한 번, 설정한 시간에 관심 분야
의 새로운 콘텐츠가 이메일로 전송된다.
8) 교과와 주제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공유할 방법을 정한다. (예시: 구글
문서, 블로그, 구글 클래스룸. PPT 만들기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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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방법
세우기

9) 콘텐츠 공유와 친구 글 읽어 보기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예시: ① 하루에

기사 1개 클릭해서 읽고 내 생각 3문장으로 써서 우
리 반 구글 공유 문서에 올리기
② 다른 친구 2명의 글을 읽고 댓글 달아 주기
10) 댓글 달기에 관한 규칙과 방법을 학습한다. (아래 링크)

3

프로젝트
수행하기

11) 기사 읽기: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이메일을 열어 가장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골라 읽고,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제 생각을 덧붙
여 올린다.
12) 댓글 달기: 본인의 생각을 올린 후에는 다른 친구 2명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단다.

4

생각해
보기

• 구글 알리미로 온 모든 자료가 다 유용했나요?
•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 다른 친구들의 댓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 인터넷의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반 기준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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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수업 흐름

4

생각해
보기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
계획

꾸준히 기사 읽고 생각 정리하기, 서로 배움을 위한 댓글 달기

3

유의점 및 제언

구글 알리미 기능은 검색어에 대한 최신 콘텐츠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받아 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이 구체적인 검색어를 설정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생
의 검색어가 ‘요리사’인 경우 출처에 ‘뉴스’가 표시되어 있으면, 요리사가 관련된 사건 사고 등의
뉴스가 검색된다. 따라서 검색어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위의 수업 내용에서는 의미 있는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생각해 보기’ 단계에 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을 학습할 수도 있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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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학습지원 자료

공유 문서
예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M43uG5WMjkJzjIl
Ewsc8fp6x0gNCCrRMESpSYY3XgY/edit?usp=sharing

동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48HVnegxU1Cu
HdYwI2_6I_b_JQZPhCrw/view?usp=sharing
댓글, 이렇게
달아 주세요
PPT: https://drive.google.com/file/d/11JO7ECM5uOIDDo0
1nywttrAUAUl96bU2/view?usp=sharing
교수지원 자료
구글 알리미
바로 가기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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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교실 속 온라인 소통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인터넷 기반 PC 또는 스마트패드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설문, e학습터, 카카오톡, 학습용 App

1

실제 상황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교실 속 온라인 수업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학교급 및 학년에 따
른 맞춤형 콘텐츠 및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부터 시작된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실 속 온라인 소통 공간을 위해 교사가 e학습터에 제시한 내용을 학습하고 구글 설문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PC 또는 개별 스마트패드로 과제를 수행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공유하는
단계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활동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실에서 직접 수행
하고 소통하는 대면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교실 속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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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2

● 교사는 사전에 학급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오픈채팅방의 장점
① 교사가 방장이 되어 학생 관리 및 통제가 가능
② 학생 전화번호 및 아이디 없이 공유 링크를 통해 그룹 채팅 가능
③ 오픈채팅을 만들 때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여 링크를 걸어 주면 더욱 효과적

● 학생은 학급 오픈채팅방에 접속을 해 둔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며, 사전 인터넷 윤리 등
예절을 지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한다.
● 구글 설문을 통해 제시된 학습 과제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실시간 채팅방에서 교사 및 학
생의 피드백이 수시로 이루질 수 있도록 활용한다.
● 구글 설문은 학생들의 계정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설문 링
크를 안내하여 개별 접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해결 내용을 오픈채팅방에 공
유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공동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한다.
● 학생들의 과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도구 외 실제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나 교구
를 통해 직접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이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 학생들의 학습 준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실 속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터넷 예절 및 학습 규칙을 미리 학생들
에게 안내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학습 준비도
점검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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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료(●) 및
유의점(▲)

● 개인 스마트폰
▲ 수업 시 작
전 학습 분위기
를 조성하는 방
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준다.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 및
유의점(▲)

• e학습터 및 교사가 제시한 학습 내용 및 활동 확인
● 스마트폰 또
는 스마트패드
▲ e 학 습터를
활용한 개별 학
습이 이루어지
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e학습터 학습 내용 안내

• 학습 활동 전개

● 지오보드 앱
▲ 앱 사용 방법
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수
업에 활용한다.
학습 내용
확인

학습 활동

수학 학습용 지오보드(Geoboard) 앱

● 패턴블럭 앱
▲ 앱 사용 방법
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수
업에 활용한다.

수학 학습용 패턴블럭(Pattern Block) 앱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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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 및
유의점(▲)

• 구글 설문을 활용한 과제 해결 및 평가
• 오픈채팅방 결과 공유

과제 확인
및 해결

3

과제 및
평가

● 개인 스마트
폰 또는 스마트
패드
▲ 구글 설문으
로 실시간 응답
을 확인하여 개
별 피드백을 실
시한다.

유의점 및 제언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학생 상호 간 과제 수행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교실 속 대면 발표를 통한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오픈채팅방을 통해
교사–학생, 학생 상호 간 온라인 소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기존 프로필 사진과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수업
전 학습 학생들의 프로필 사진을 학생 사진으로, 대화명을 실명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참여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 학습 후 구글 설문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문제 이해도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실시간으
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 활동을 점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 구글 설문지로 학생 평가 및 과제를 제시할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에 맞게
평가지를 학생 수준,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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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훗과 구글 렌즈를 활용한
Everywhere Quiz!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밴드(BAND), 카훗(Kahoot!), 구글 렌즈

1

실제 상황

● 상황 1: 등교수업을 진행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의 소통이 없는 과정에서 수행평가 또는 동
기 유발, 전시 학습 상기를 할 때(카훗의 Teach 모드)
● 상황 2: 원격수업을 진행하여 가정에서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행평가
또는 동기 유발, 전시 학습 상기를 할 때(BAND, 카훗의 Assign 모드)

2

이렇게 하세요

1) 온라인 수업 환경
● 밴드 공간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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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제작 또는 집에서 칸을 질러 만들 수 있는 빈 공책
● 앱 스토어에서 ‘카훗’ 설치

2) 퀴즈 어렵지 않아요
● 선생님이 시험지 만드는 능력이라면 카훗으로 얼마든지 퀴즈 게임 제작 가능
● 교사용 지도서용 메모리카드에서 사진 자료 찾아서 첨부만 하면 됨

3) 온라인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 현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함
● 학년별로 퀴즈 대회를 열어서 시상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
● 카훗은 오프라인 상황(교실수업)과 온라인 상황(원격수업)의 2가지 솔류션 제공
● 삼위일체형 수업 진행 가능(동영상과 교과서, 플래쉬카드, 카훗 퀴즈 게임)
● 고피쉬 게임 형태의 플래쉬카드 제작, 이를 활용한 게임, 카드의 사건(인물)을 중심으로 만
들어 보는 빙고 게임, 최후의 카훗 퀴즈 게임

4) 자기주도적 수업 실천
●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성취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기주도적 수업 참여
● 참여 시간 설정으로 여러 번 참여 가능, 퀴즈 게임 후 자신의 점수 확인 가능
● 퀴즈 게임 결과를 다운로드하여 어려운 문제 위주로 퀴즈 게임 재구성
● 학생들의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성취 정도 파악 가능

3

활용 방안

1) 수업 시작 전
①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BAND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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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훗 앱, 구글 렌즈 설치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앱
설치(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
어에서 카훗 검색)

2) 수업의 실시
(1) 과제형 수업
●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교실에서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플래쉬카드를 만든다.
●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밴드로 학습지를 전송하거나 학습꾸러미를 배부하여 받은 학습 자료
를 이용하여 플래쉬카드를 만든다.
학생들과 고피쉬 게임(보드게임 종류)을 하기 위해서 플래쉬카드
를 만든다.
예시

6학년

1학기 근현대사가 나오는 사회 과목에서 학생들이 사건이
나 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개요를 적어서 같은 카드 2개가 짝
이 되도록 플래쉬카드를 만든다.

 TIP


개인이
게임을 하려면 2개씩 최소 12개 정도를 만들어야 하고
모둠에서 진행하려면 개인이 6개씩 만들어서 합치면 된다.

※ 고피쉬 게임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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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빙고 및 고피쉬 게임
• BAND의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16칸
(4×4) 빙고 게임을 해 보자. 교실에서는 칠판에
적어서 할 수 있고, 원격수업에서는 댓글을 달아
서 진행할 수 있다.
 TIP


원격
수업에서 빙고는 빙고를 만들고 사진 자료
를 가장 먼저 올려 주는 친구가 1등이다.

• 고피쉬 게임을 해 보자. 원격수업에서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 등교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자료 공유가 어려우므
로 Pass…

(3) 구글 렌즈로 검색하고 디지털 자료 추출하기
• 교사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구글 렌
즈’ 앱 실행(혹시 없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 구글 렌즈 사용 시 스마트폰에서 구글 렌즈 실행
후 우측 상단 파일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댓
글에 올려진 파일을 불러와서 디지털화 및 검색
• 이후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복사를 하거나
검색을 통해 더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음(교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지를 직접 스캔하여 내용을 디
지털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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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훗으로 신나는 교실 만들기
[문항 만들기]
① 문제의 유형을 선택한다.
- 4지선다 퀴즈
- 참, 거짓
- 단답형
- 퍼즐형
- 투표형
- 스무고개형
② 문제를 입력한다.
③ 가운데 그림을 넣고 싶으면 파일을 끌어다 놓으
면 된다.
④ 보기 문항을 입력한다.
⑤ 정답은 체크( )를 동그라미 안에 클릭하면 된다.

■ TEACH 모드

교실에서 문제를 TV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한다.
• 카훗은 2가지 모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Teach 모드. 다른 하나는 Assign
모드이다.
• 차이점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Teach 모드, 문제가 보이
는 것이 Assign 모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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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 개인화된 학습 결과를 볼 수 있다.
② 닉네임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도 있으나 아이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름을 밝
히지 않고 닉네임을 만들면 결과를 볼 때 아이들이 궁금증
을 자아낼 수도 있다.
③ 질문을 무작위로 섞을 수 있어서 여러 번 해도 지루하지 않다.

• 교사의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핀코드를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에 입력하면 참여자의 닉네임을 볼 수 있다.
 TIP

4

접속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 여유 있게 준비한다.

유의점 및 제언

● 카훗은 다양한 수업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순식간에 높일 수 있다.
● 수업 가운데 몇 문제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어려운 문제를 재구성해
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
● 구글 렌즈는 학생들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어서 문제를
만들거나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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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학습지원 자료

수업 지도안, 고피쉬 게임

https://tinyurl.com/ycaxxej9

교수지원 자료

카훗

https://tinyurl.com/yatx26a7

QR code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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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즈를 활용한
건강한 미술 실기 수업
도전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미술실, 무선 공유기 인터넷 환경, 개인 스마트 기기 및 노트북

협업 및 학습 도구
Teams, 화상이 가능한 기기, 핸드폰을 이용한 웹캠
최소한의 미술 실기 도구(화지를 제외한 준비물은 개인 지참)

1

실제 상황

● 등교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미술실에서 채널(모둠)별 실기 수업 운영
● 고등학교 2학년 미술(금성출판사) 5단원 <건축, 삶을 말하다> ‘현대 주거 문화를 개선하는 건
축물 디자인하기’ 실기 수업
● 미술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면대면, 비대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3종
류의 실기 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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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면 수업을 위한 기존 미술실

비대면으로 실기 수업이 이루지고 있는 상황

● 학생에게 도화지만 제공하고 미술 실기 도구(물감, 붓, 색연필, 드로잉용 연필 등) 중 최소한의 도
구를 개인별로 가져오게 함
● 기존의 과제들을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해 완성할 수 있도록 과제로 재구성하여 준비함

2

이렇게 하세요

● 미술실 사용하기 전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한다. (일주일 16시간 사용)
● 모둠 구성은 사회적 거리를 고려하여 실기 테이블을 배치한다.
● 교사와 학생들 간 면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진행을 위해 Microsoft
Teams와 핸드폰의 웹캠, 노트북 등을 적극 이용한다.

● 비말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기 관련 설명은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으로 대신한
다. 영상을 통해 제작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 뒤 학생들은 준비한 핸드폰 또는 탭을
통해 Microsoft Teams에 탑재된 과제를 확인하고 실기 과제를 해결한다.
● 미술실 공용 실기 재료를 학생들이 사용하면 타인과 간접 접촉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한 최소한 실기 재료를 사용하여 사회
적 거리를 두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 교사가 수업을 관찰하고 지도할 때 여러 대
의 모니터와 화상 관련 도구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교사와 학생과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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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 미술실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채널(모둠)별로 자리에
착석함
도입
• 개인별로 준비한 재료들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소
독하도록 함

▲ 사회적 거리를 유
지하면서 최소인원으
로 모둠을 구성함
• 학습 분위기 조성
▲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지 살펴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상황별
사용 방법을 미리 준
비해 둔다.

• 학생들은 핸드폰과 탭을
이용해 미리 녹음된 강의
를 듣기
• 보충 설명이 필요한 학
생에게는 화상이 가능한
‘Samsung Flow’, ‘Vicam’
등을 이용해 학생의 핸드폰
으로 비대면 설명을 진행함
• 면대면 수업이 꼭 필요할
경우 미술실의 기존 프로
젝터를 이용해 학생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설명을
전개
진행함
학습 문제 제시
• 개별로 Teams에 탑재된
심화 학습 내용과 보충 자
료들을 확인하고 수업 내
용을 이해함
• 채널(모둠)별로 핸드폰과 탭
을 이용해 Teams에 탑재
된 영상 자료들을 다운받
아 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깊이 있게 이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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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학습 문제 인지하기
• 파워포인트, Teams
과제, 학습지
▲ 사회적 거리를 유
지하면서 모둠 활동
과 개인 작업 활동이
이루지도록 제작된
자료와 과제들을 제
시하도록 함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실기 과제 제시

실기 과제 인지하기

• Teams에서 채널(모둠)별,
개인별로 워드 및 파워 포
인터를 사용해 제작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 제시
받기

•개인별로 작품을 제작함
• 제작한 작품을 Teams에
전개
탑재하고 채널(모둠)별 채팅
으로 서로의 작품을 토론
한 뒤 채널(모둠)별로 작품
들을 정리함
• Teams에서 채널(모둠)별로
워드 및 파워포인터 파일
로 제작된 세 번째 실기 과
제 학습지 제시받음
• 채널(모둠)별로 제시받은 과
제를 Teams 채널(모둠)별
채팅 토론을 진행하면서
협동 작품을 완성함
•채널(모둠)별로 채팅으로 서
로의 작품을 토론한 뒤 채널
(모둠)별로 작품들을 정리함
• 모둠별 받은 내용을 교사
가 Teams로 전체 문자로
발송함
• 작품에 대한 개인 소감을
정리
나누고 피드백을 받아 작
품을 수정함
•최종 수정된 작품을 Teams
에 탑재하고 평가함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최소한의 미술 재
료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 는 학생에게는
출력물을 배부함

● 우수 모둠 공개 및
보상
▲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 는 학생에게는
출력물을 배부함

● 댓글을 참고로 해
서 작품을 보완함

• 차시 예고
평가
※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Teams
계획
채팅을 통해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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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기기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용법을 충
분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 Microsoft Teams 한 명의 교사 계정으로 PC, 핸드폰, 탭 등에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여
러 학생들의 제출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여러 채널(모둠) 및 개별 학생과 채팅이 가
능해 수업을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미술실 공용 실기 도구는 개인별로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의 미술 도구를 개인이 준
비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학습지원 자료

MS Office의 모든 앱
Samsung Flow
ivcam 웹캠

내려받기 주소
http://www.office.com
https://www.samsung.com/us/support/owners/app/samsung-flow
https://www.e2esoft.com/ivcam

교수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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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Office의 모든 앱

http://www.office.com

금성출판사 학습 자료

http://text.ku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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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기본 환경: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준비물: 학습 활동지

활동 및 학습 도구
말하기 활동 방법: 챗봇(TTS 혹은 STT 방식)을 활용 개별 말하기 활동
학습 도구: 온라인 텍스트 챗봇과 스피치 챗봇 Ellie,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
※ 챗봇 Ellie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2020년 하반기 공식 오픈 예정

1

실제 상황

● 교사는 강의보다 학습 안내자 그리고 상담자 역할을 한다.
● 마스크를 쓰고 몇 시간씩 수업하는 선생님과 온종일 수업을 듣는 아이들 모두 교실 대면
수업의 즐거움은 잠시일 뿐 서로가 힘들고 지치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 필요한 질문은 음성 질문이나 SNS를 활용할 수 있다.
● 개별 활동 진행하며 학습 도구는 개인 휴대전화기만을 활용한다.
●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개별 학습자 중심(DI: Differentiated

Instruction)의

영어 말하기 의사

소통 활동을 한다.

II. ‘고정 개별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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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 교과서 표현 연습은 TTS(Text to Speech) 챗봇을 활용한다.
● 말하기 과정 중심 수행평가는 STT(Speech to Text) 챗봇 Ellie를 활용한다.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Mitsuku

Cleverbot

Ellie

Pandorabot

Cleverbot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개발

활용 팁: 스마트폰 활용 시 텍스트를 이용하기에 개별 활동에
유리하고, 활동 후 어려운 단어를 다시 복습하게 한다.

활용 팁: 스마트폰 활용으로 음성 인식 말하기를
한다, 단, 여러 전화기가 옆에 있으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거리 두기를 통해 개별 활동이 효과적이다.

1) 수업 흐름 요약
수업 흐름
단계

교과서 표현
연습

말하기
과정 중심 평가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교과서 표현학습

표현 습득하기

질문 준비하기

교과서 표현학습하고, 질문 연습

▲ 강의

챗봇 활용 동영상 시청

▲ 개별시청

마이크로 러닝
활동지와 활동 탐색

동영상 시청하기
활동지
살펴보기

활동 내용
살펴보기

활동지 탐색과 활동 탐색
활동 내용과 대화 방법 모색
TTS 챗봇 접속

챗봇 접속과 활용

챗봇 접속하기
STT 챗봇 접속
챗봇 통한 표현 활용

말하기 연습

말하기 (반복) 활동하기
챗봇 통한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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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안내

▲ 접속 안내

● 관찰평가 실시

수업 흐름
단계

교과서 표현
연습

말하기
과정 중심 평가

구체적인 내용

전체 공유와 피드백
공유와 피드백

전체 공유와 개별 피드백
개별 활동 피드백

녹음과 탑재

캡쳐하여
탑재하기

녹음하여
탑재하기

TTS 채팅 내용 캡쳐하여 탑재
STT 챗봇 활동 녹음하여 탑재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관찰평가 실시

● 과정 중심 평가

2) 수업 세부 흐름(50분 기준)
단계

시간

수업 흐름

(분)

교과서
표현 연습

말하기
과정 중심 평가

교과서
표현학습

6

교 과서 표현
습득하기

대화 상황 보
고 질문 준비
하기

마이크로
러닝

7

활용 가이드나 활동 동영상 시청
하기

활동지와
활동 탐색

챗봇
접속과
활용

말하기
연습

3

4

15

채팅 (T T S) 활
동을 위한 활
동지 살펴보기

챗봇 (ST T ) 활
동 주제와 내
용 살펴보기

무선 인프라 혹은 개별 데이터를
활용한 챗봇 접속 환경 확인과
접속하기

• 학습자 자기주도적
• 개별 활동과 반복 말하기 활
동 수행하기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디지털)교과서 활용하여, 표현학습하
• 강의
고, 사전 질문 연습
• 거리 두기
• 대화 내용 파악 질문 구상
• 챗봇 활용 동영상 시청
• 활용 가이드 영상 시청
• (필요 시) 사전에 제작 · 탑재
• 활동지 탐색과 활동 탐색
• 주제와 내용에 대한 상황 숙지
• 일상적 대화 표현 모색
• 활동내용과 대화 방법 모색
• 일상 속 대화처럼 이끌어 가는 방법
과 대화 내용 모색

• 개별 시청

• 교사
• 가이던스 역할
• 활동 안내

• TTS 챗봇 접속
• 접속 상태와 챗봇 구현 확인
• 접속 안내
• STT 챗봇 접속
• 접속 상태와 챗봇 구현 확인
• 챗봇 통한 표현 활용
• 글로서 채팅을 이끌어 가면서 원하는 • 교사
정보와 내용을 파악
• 궤간 순회와 카
운슬러 역할
• 챗봇 통한 대화 진행
•
관찰평가
실시
• 말로서 채팅을 이끌어 가면서 상황에
맞는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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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계

(분)

공유와
피드백

7

녹음과
탑재

8

수업 흐름
교과서
표현 연습

• 챗팅(TTS) 내용 전체 공유
•챗봇(STT) 활동 내용 개별 피드백

채팅 (T T S) 화
면 캡쳐 탑재
하기

구체적인 내용

말하기
과정 중심 평가

• 전체 공유와 피드백
• 채팅 내용과 정보 공유
• 개별 활동 피드백
• 챗봇 과제 수행 후기 공유

• TTS 채팅 내용 캡쳐하여 탑재
챗봇 (ST T ) 활 •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에 이미지 탑재
동 녹음 탑재 • STT 챗봇 내용 녹음하여 탑재
하기
•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에 녹음 파일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관찰평가 실시
•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기록
• 전자칠판 활용

• 과정 중심 평가
반영

탑재

3

제언 및 유의점

●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학생들 피드백을 통한 말하기 활동 모색하기
● 교사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아이들의 유형을 통한 성 감수성 교육하기
유형
갑질형

챗봇에게 다짜고짜 명령문으로 지시하며, 짧고 굵게 대화하기

검사형

답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 끝까지 묻고 또 묻고, 안 되면 고함치기

상담형

조용히 사람처럼 대화하고, 대화가 끊어지면 다시 예의 갖춰 묻고 답하기

나그네형
사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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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처럼 넌지시 묻고는 답이 온전치 않으면, 포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하기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하며 대답 요구하기(성 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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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QR code

Mitsuku: www.pandorabots.com/mitsuku

학습지원 자료

인공지능 챗봇
Cleverbot: www.cleverbot.com

Ellie: (저작권으로 인해) 중앙대 영어교육연구소 하반기 오픈

교수지원 자료

https://bit.ly/2UlHf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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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두랑을 활용한
음악 가창 수업 평가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개인 이어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위두랑, 음성 녹음 앱

1

실제 상황

음악 교과 가창 수업 시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을 익히는 활동을 하고
교사는 위두랑을 통해 음원 파일(반주 동영상 주소)을 제공하고 학생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신
의 가창을 녹음하여 제출한다.

2

이렇게 하세요

● 교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음원 파일이나 유튜브 주소 제공
● 학생은 편하게 가창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에서 충분히 연습하여 녹음하고 위두랑 등
학급 게시판으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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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두랑의 과제 기능을 활용하면 제출한 시간, 학생이 과제를 확인한 사실, 다른 학생 열람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긴장하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가창 시험이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활용하기에 용이함
●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하지만 학교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기 어려운 악기 연주 등의 연습
과제에 활용할 수 있음

수업의 흐름(5학년 음악 4. 함께 나누며-기차 타고 신나게)
단계

수업 흐름

도입

• 기차 타고 여행한 경험 이야
기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가락의 일부분을 바꾸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전개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 제제곡 듣기
• 제제곡 리듬 익히기
• 제제곡 가락 익히기

•노랫말에 나타난 느낌 이야기하기(전체 발표하기)
• 곡의 분위기 이야기하기

• 노래의 일부분의 가락을 바꾸
어 노래 부르기

• <보기>에 제시된 가락 중 원하는 가락을 골라 노
래의 일부분을 바꾸기

정리

• 정리하기
- 과제 확인하기
- 녹음 방법 확인하기
- 과제 올리는 방법 확인하기
• 평가 안내하기

평가
계획

•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기 어
려우니 듣고 익히
기에 집중함
● 교사 관찰평가

● 위두랑 설문 기
능으로 자기평가함

• 위두랑 과제에 제출한 파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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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 위두랑 과제 기능
- 과제 유형, 과제 내용, 반복 여부, 과제 제출 기한, 제출 횟수, 제출한 파일 공개 여부 등
설정 가능
- 개별 학생의 과제 평가 가능
- 과제 예시 첨부파일 등록 가능
- 개별 학생의 과제 열람 여부 확인 가능
- 모든 학생의 파일을 한번에 다운 받을 수 있음
●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녹음 앱을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음
● 위두랑, 유튜브는 크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함
위두랑 과제방 사용 방법(http://rang.edunet.net)
• 위두랑 사용 방법 안내 동영상 제공
• https://youtu.be/gGkeYFH9Ep0
• 3′18″부터 과제 게시판 사용 방법

• 위두랑 학생 계정- e학습터 계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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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과제방을 누르면 과제를 등록할 수 있음

• 과제 열람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음

• 과제유형
- 자유형으로 설정하면 학생들 간 제출한 과
제를 확인할 수 있음
- 비공개는 다른 학생의 과제는 서로 확인할
수 없고 교사만 확인 가능, 자신이 제출한
과제의 교사 평가 결과 및 피드백은 해당
학생만 확인
• 반복과제
- 요일별 과제나 매주 반복되는 과제를 설정
• 제출기간
- 제출할 수 있는 시간도 설정 가능
- 지연제출은 시간이 지나도 제출할 수는 있
으나 지연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점기준
- 만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클래스과제로 등록하면 전체 학생 과제로, 모
둠과제로 등록하면 지정하는 모둠에게만 과제
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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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반주 유튜브

내려받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9edWEQxXgY

교수지원 자료
위두랑 사용법
(과제방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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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두랑 내 온라인 학습 활용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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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PhotoSync로
무선망 구축 없이
조별 활동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고정 전체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별 화이트 A4 보드, 조별 스마트패드(학생별 스마트폰)

활동 및 학습 도구
화이트보드, Scanable 어플, PhotoSync 어플
※ PhotoSync

어플의 장점: 어플 사용 시에는 무선 인터넷망 구축 없이 교실 내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조별(학
생) 빠른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은 화이트보드 또는 공책에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으로 자료를 전송
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실제 상황

대부분 학교에서는 스마트 교실과 같은 교실을 제외하고 무선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무선망을 구축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협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 교실의 고가의
무선 AP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많은 경우 인터넷 속도 저하로 원활한 협업이 어려울 수 있다.
저학년 학생 또는 타자가 느린 학생의 경우, 스마트 기기 타이핑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본질적
인 수업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오프라인 협업의 핵심은 바로 의사소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자와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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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필기체로 노트나 화이트보드에 빠른 글쓰기를 통해 내용과 의사소
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협업

PhotoSync를 이용한 협업

무선 인터넷망이 필수

스마트 기기끼리 핫스팟으로 자료 공유

인터넷망 속도에 따라 전송 속도가 다름

빠른 속도로 동영상 및 사진 공유 가능

문서 작업 시 빠른 타자 속도가 필수임(사진 공유 시 상관없음)

손 글쓰기로 빠른 진행 및 학생끼리 의사소통에 집중 가능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교실 내에서만 가능함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아짐(타자 및 참여)

자료 전송 시간에만 사용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최소화

눈 건강에 좋지 않음

상대적으로 눈 보호 가능함

본인만의 글씨체를 갖기 어려움

자신의 개성인 글씨체 가질 수 있음

방과 후 시간, 쉬는 시간에 동영상 시청 방지를 위해 무
선 인터넷 비번 변경 또는 꺼야 함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조별
내용이 반영됨

발표 내용을 사진을 찍어 교사 컴퓨터에 전송하는 번거로
움이 있음

스마트 기가 많이 필요함

조별로 운영 시 스마트 기기 최소화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됨

1만 원대 중후반 USB형 무선 랜카드로 가능함

별도의 데이터 사용되지 않음

학습자가 스마트폰 이용 시 데이터 사용 없이 인터넷 검색
도 가능함

2

이렇게 하세요

교사는 평소와 같이 자료를 TV로 공유하며 설명을 하면 된다. 학생은 개인별 화이트보드 또
는 공책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다. 의견 조정이 아닌 분업을 통해 협업일 경우 조에 스마트패
드 한 대만 있으면 된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조장이 사진을 각각 찍어 교사에게 자료를 전송한
다. 조별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경우 학생이 직접 다른 조로 자료를 전송한다.
단,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학생별로 스마트폰 사용을 추천한다.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
고 사진 전송 시 조원에게 공유하고 의견 수렴 후, 수정하여 조 의견을 도출한다. 조장은 최종
의견을 교사 PC로 제출한다. 교사는 조별로 발표 자료를(제출된 사진) 교사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TV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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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PhotoSync 무료 버전 어플은 사진만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발표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야 한다. 하지만 핫스팟을 사용한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사진을 제외한 자료를
전달 시에는 학급용 교사 구글 계정 접속을 통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된다.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개인 카톡을 통해 의사 교환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학생이 핫스팟 이용
시 업로드 시간 및 사용 시간은 다소 걸릴 수는 있다.
PhotoSync의 경우 학생과 교사 간의 최초 설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후 사용에서는 변경 없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제출 자료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여 사용
한다(PhotoSync 프로그램 사용법 STEP 3 참고).
끝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생의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기기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스
마트 기기를 사용할 경우, 조별 사용과 블루라이트 차단 설정을 권장한다.
PhotoSync 프로그램 사용 방법
STEP 0 USB형 무선 랜 카드 교사용 데스크톱 컴퓨터 설치(교사: 1만 원대, 노트북 설치 불필요)
STEP 1 PhotoSync PC 버전 설치 및 스마트 기기 어플 설치(교사, 학생)
① PC
 버전 다운로드 및 설치:
포토싱크(https://www.photosync-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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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포토싱크 검색 및 설치

STEP 2 교사 컴퓨터 모바일 핫스팟 설정(교사)
① 네트워크 설정

② 모바일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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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쉬운 이름과 암호 변경

STEP 3 학생 스마트 기기 이름 변경 및 와이파이 선택(학생: 교사 PC에서 편집한 네트워크 선택)
① 학생 태블릿 PC 이름 변경(휴대폰
도 유사함)

② 와이파이에서 교사 네트워크 선택

STEP 4 조별 사진 교사에게 보내기(학생)
① 교사·학생 실행

② 보낼 사진 선택

•

③ 전송 버튼 누르기

④ Slet. 폴더 선택

•

⑤ 보낼 기기 선택

⑥ 교사 컴퓨터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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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교사 사진 확인(교사: 1차시 수업 후 별도 저장 또는 삭제)
① 전송 즉시 교사 바탕화면 폴더 열림. 또는 작업
표시줄 폴더 확인 가능함

② 내 컴퓨터/사진/PhotoSync 폴더에서 조별 태
블릿 기기명에서 확인 가능함

STEP 6 사진 열기 및 확대를 통해 TV 발표 공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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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와 연계된
AR·VR 활용하기
적용 조건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스마트 기기, 개인 이어폰, 무선망, VR 기기

협업 및 학습 도구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1

실제 상황

3학년 과학 ‘5. 지구의 모습’ 단원에서 지구와 달의 모습을 비교하는 VR을 활용하여 학생 개

별 기기로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다. VR 기기가 없는 경우 3D 모드로 관찰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세요

● AR이나 VR 실감형 콘텐츠가 교과의 목표와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령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어 단위시간의 목표에 도달하기에 적절함
● 단위시간 수업 전에 디지털 교과서 차시를 확인하여 실감형 콘텐츠 앱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각 차시에 필요한 AR, VR 콘텐츠도 확인하는 것이 수업 활용에 용이함(무선 인터
넷 환경에서 바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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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교과서 자체를 다운 받지 않고 웹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VR 기기의 경우 어지러움이나 사용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3D 모드로 VR 기기를 사용
하지 않고도 관찰이 가능함
● AR 마커의 경우 교사 PC에서 다운 받아 교실의 화면확대기로 제공할 수 있고 출력하여
학생에게 개별로 나누어 주는 것도 가능함(흑백으로 출력하여도 사용할 수 있음). 디지털 교과서
의 단위 페이지에 마커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음
● 교실의 화면확대기를 사용하여 교사가 AR, VR의 사용을 시범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사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음

수업의 흐름(3학년 ‘5. 지구의 모습 – 지구와 달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계

수업 흐름

도입

• 전시 학습 상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지구와 달의 모습을 비교하
여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
는 까닭을 말해 보자.

전개

• 지구와 달의 모습 비교하기
- 디지털 교과서 108쪽 VR
콘텐츠 받기
- 교사 시범 보이기
- 자유롭게 관찰하기
- 관찰 결과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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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지구와 달의 공통점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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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기기 사용 주
의사항을 안내한다.
- 사용 시간
- 주변 정리
- 3D 모드
● 교사 관찰평가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수업 흐름

전개

•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
이야기하기
- VR에서

관찰한 지구와 달의
하늘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기
- VR에서

관찰한 지구와 달의
바다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기

〃

정리

• 정리하기
- 지구와 달의 모습 비교하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 확
인하기
• 평가 안내하기

● 위두랑 설문 기
능으로 자기평가함

평가
계획

• 지구와 달을 비교하여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을 설명
할 수 있는가?
• VR을 안전하게 사용하였는가?

3

유의점 및 제언

• 교사 관찰평가
• 학생 자기평가

● 디지털 교과서 앱을 사용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는 경우(2020년 이전 방식)는 디지털
교과서의 전체 콘텐츠를 다운 받아 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운을 받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다운을 받은 이후에는 무선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
다는 강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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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디지털 교과서는 무선망이 설치된 곳에서는 별다른 다운로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함
● 실감형 콘텐츠(AR, VR, 360-3D)는 무선망에서 사용 가능함
● 학생들이 실감형 콘텐츠를 사용하는 적절한 시간을 설정하여야 함
- 과도한 사용 시간으로 어지러움이나 불편한 증상을 느낄 수 있음
- 콘텐츠 사용 전 안전에 관한 주의 사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
● 웹 디지털 교과서는 크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함
●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 e학습터는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함. 단, e
학습터에서 교사 발급 아이디의 경우는 e학습터만 사용 가능
● [에듀넷 티클리어]–[디지털 교과서]–[실감형 콘텐츠] 페이지에 자세한 사용법과 활용 방법
등의 안내가 충실히 되어 있음
●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 사회와 과학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함
실감형 콘텐츠 사용 방법: VR
• 디지털 교과서(https://webdt.edunet.
net/viewer) 들어가기

• 디지털 교과서에서 실감형 콘텐츠 아
이콘을 누르면 바로 실행됨
• 실감형 콘텐츠 앱을 열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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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시각 단계에서 3D 모드와 VR 모
드 사용을 선택할 수 있음

• 각 단계에 맞는 사용 방법 안내와 음
성 안내가 제공됨

• VR 기기에 학생 개별 기기를 사용하
여 VR로 학습할 수 있음

• 스마트패드의 경우 3D 모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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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 사용 방법: AR
• 디지털 교과서(https://webdt.edunet.
net/viewer) 들어가기

• 교사는 컴퓨터에서 마커 다운 받기

• 화면확대기로 AR 마커 보여 주고 개
별 기기로 관찰하기

• 각 단계에 맞는 사용 방법 안내와 음
성 안내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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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에 나타난 대상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디지털 교과서 아래 [메뉴]–[차례]–
[콘텐츠 차례]–[실감형]에서 그 교과
서에 수록된 실감형 콘텐츠를 한 번
에 확인할 수 있음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디지털 교과서

교수지원
자료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된 실감형
콘텐츠 안내

QR code

https://webdt.edunet.net

콘텐츠
설치 방법

ht tp s://d tb o o k .e d un et .n et/vi ew C ntl/
ARMaker?in_div=nedu&pg=install

콘텐츠 목록

ht tp s://d tb o o k .e d un et .n et/vi ew C ntl/
ARMaker?in_div=nedu&pg=listOne

활용 안내

ht tp s://d tb o o k .e d un et .n et/vi ew C ntl/
ARMaker?in_div=nedu&pg=use

AR 마커
다운로드

ht tp s://d tb o o k .e d un et .n et/vi ew C ntl/
ARMaker?in_div=nedu&pg=mak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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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접 모둠 활동’의
대체 사례

이 장은 근접 모둠 활동에 대한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자유 이동
활동

근접 모둠 활동이란, 3~6인 정도로 구성된 모둠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토
의, 과제 수행, 실험, 실습 등 협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모둠
활동이 이에 속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에서 권장되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
이다. 주어진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 활동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마에스트로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마에스트로–음악 작곡가(Maestro Composer)

1

실제 상황

학생들이 실제 음악 수업에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음
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
며 감상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의 음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는 이런 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
계를 스마트 폰이나 패드 등과 같은 스마트 도구와 뮤즈스코어(MuseScore)나 마에스트로–음악
작곡가(Maestro Composer, 이하 마에스트로)와 같은 음악 창작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창작 수업
을 통해 창의적인 음악 수업에 도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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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음악의 영역별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기능과 도구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음악 애플리케이션은 작곡, 악기 연주, 음악 이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창작 애플리
케이션은 비교적 적은 용량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악보 입력이 가
능하고 편집, 저장, 불러오기,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음악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마에스트로, 뮤즈스코어 등을 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이라
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 기능을 설명한다. 악보에 음표를 입력하며 결과를 소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에스트로 앱을 실행시키고 음표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만든 순수 창작곡을 서로 확인하며 선율 패턴을 감성 곡선에 맞게 수정하게 한다. 선
율이 완성된 후, 4인 1조로 편성하여 선율에 맞는 화성을 코드봇 라이트(Chordbot Lite) 앱을 이용
하여 선정된 조원의 작품을 직접 들으면서 코드를 확인하며 어울리는 코드를 찾게 한다. 코드는
선택 즉시 화음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선율에 어울리는 코드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하다.

1) 마에스트로 사용법
마에스트로는 안드로이드용 작곡 어플로, 길지 않은 곡을 작곡할 때 쉽게 간단히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서 작곡을 할 수 있으며 작곡한 곡을 들으며 수정할 수 있다. 무료로, 뮤즈스코어와
같은 유료 어플에 비해 기능은 단순하지만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수업 흐름]
• 먼저 화성에 대해 학습한다.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곡을 창작하는 프로젝트를 안내한다.
• 마에스트로 어플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다음과 같
이 실습을 통해 설명한다.

출처: https://pxhere.com/ko/photo/49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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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 구글 PLAY에서 마에스트로를 검색한 후 설치한다.
• 마에스트로는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어플이다.

[파일 설정하기]
•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다시 수정하고 저장하기 위
해서는 악보의 제목을 정해야 한다. 악보의 제목
은 나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 UNTITLED를 클릭한다.

•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을 입력한다.
• 제목(TITLE): 제목을 입력한다.
• 부제목(SUBTITLE): 부제목을 입력한다.
• 작곡가(AUTHOR): 작곡가를 입력한다.
• 템포(TEMPO): 빠르기를 설정한다(기본 120 알레그
레토).
• 박자표(TIME SIGNATURE): 박자를 입력한다.
[상세 설정하기]
• 보표 추가를 클릭하여 상세 설정을 한다.

•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다.

• 옥타브 0을 눌러서 옥타브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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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 0, C를 눌러서 키를 설정할 수 있다.

• 높은음자리를 눌러서 낮은음자리로 변경할 수 있다.

• 조표를 변경할 수 있다.

[악보 그리기]
• 넣고자 하는 음표를 먼저 클릭한 후 오선지에 삽
입할 자리를 클릭하면 원하는 음을 오선지에 넣
을 수 있다.
• 수정할 경우, 오선지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음표를
클릭하면 열리는 화면에서 remove를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다.
• Ctrl + Z를 눌러서 간단히 실행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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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가 끝나면 마디를 클릭해서 마디를 구분
해 준다.
• 마에스트로는 한 줄만 작성하게 돼 있으므로 마
디를 늘릴 때마다 오선지의 마지막은 자동으로 뒤
로 밀려나게 된다.

• 만약, 점사분음표를 작성하려면 오선지에 사분음
표를 그린 후 셋잇단음표 모음을 클릭하면 열리는
음표 중 점사분음표를 선택한 후 입력한 사분음
표를 클릭하면 점사분음표로 변경된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음표를 오선지에 손쉽
게 그려 넣을 수 있다.

[개별 또는 모둠별 창작 활동 및 파일 공유]
• 이제 작곡을 마쳤다면 내가 만든 곡이 어떤지 들
어 보기 위해 재생 버튼 [▶]을 클릭하면 창작한
곡을 들을 수 있다.

•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악기(여기서는 어쿠스
틱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가 된다.

• 이제 악보를 만들었다면 음악 파일(mid)을 제출하고
공유해서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다.
•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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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다.

• 콘서트 홀에 내가 만든 창작곡을 올려서 외부의
평가와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 내보내기를 이용하여 악보 이미지, 오디오 파일
(mp3, mid), 녹화 영상 등의 형태로 파일을 내보낼
수 있다.
• Share를 이용해서 공유 주소와 mp3나 mid 파
일을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학습 플랫폼에 제출
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이때 악보를 jpg 파일로
내려받아 함께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
과 작품을 서로 공유하여 친구들끼리 상호 평가
를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곡 발표회 실시 및 상호 피드백]
• 만약 패들렛과 같은 대시보드를 마에스트로와 함
께 연동해서 사용한다면, 별점이나 좋아요 등의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친구들의 창작 활동에 상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 가능하다면 근사한 온라인 음악 발표회를 가져 보
는 것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https://pixnio.com/free-images/2017/08/31/2017-08

-31-06-14-23-1000x6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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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 학습 방법
4인 1조로 모둠을 나누고 모둠별 수행 과제를 제시한다. 각 팀은 과제 수행을 위해 첫째, 리

듬 패턴과 선율 패턴이 어우러진 작품을 선정한다. 둘째, 모둠원들이 다 함께 화음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고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러한 모둠별 화성
을 찾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잘 짜인 선율과 화음을 가진 곡을 완성하였을 때 성취감을 느끼
며 나아가 음악적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셋째로 동료들의 작품을 다 함께 감상하며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모둠별로 만들어진 선율에 화음을 붙이는 과정에서 반주부 코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타
코드 앱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 협력 학습과 상호작용의 원리에 의해
조별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선율에 맞는 화음을 찾는 모습을 통해 협력하여 결과물의 완성
도를 높여 나가게 된다.

3

유의점 및 제언

음악적 창의성 향상을 위한 수업의 과정은 리듬 패턴과 선율 패턴을 활용한 창작 과정이 쉬
운 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교육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도 수업에서 얻어지는 음악적 가치는 충분하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교수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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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소

빨랫줄 기법의 수업 설계

http://gg.gg/jc8a0

Maestro Composer

http://gg.gg/jc898

MuseScore 사용법

http://gg.gg/jc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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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학생 구글 계정(G-Suite) 없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협업 수업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고정 전체 활동, 근접 짝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프레젠테이션

1

실제 상황

구글 협업 도구(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를 활용하여 온라인 협업을 하고 싶지만
학생 구글 계정이 필요하거나 G-Suite가 필수라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사실 초등학생
의 경우는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교사의 구글 계정만으로도 간단하게

모둠 및 학급 협업 수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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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

예시: 사회 6-1, 1단원 -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 해결하기
● 교사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래의 그림처럼 모둠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만든다(각 모둠별로 따로 문서를 만들어도 된다).
● 우측 상단의 [공유]–[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편집자]를 선택하고 링크 복사
를 누른다(위의 [공유] 옵션이 안 보일 경우 [더보기…]를 선택).
●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한다(각 모둠별로 따로 문서를 만들었다면 각각의 링크를 공유한다.).

수업의 흐름
수업 흐름

도입

수업
안내하기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줌을 활용하여 소모임을 구성 ● 오프라인에서 협업 활동 시
한다.
엔 줌을 활용하지 않음

전개

모둠별
토의하기


● 토의 참여도를 평가함
온라인상에서 토의하고 토의 결과를 구글 프레젠테이

▲ 학생들이 실수로 슬라이드
션 문서에 정리한다. 교사는 회의실에 방문하면서 토
를 지울 경우 원본 슬라이드
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를 복사하여 붙여 줌

정리

토의 결과
발표하기

교사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줌 화면 공유로 보
● 토의 결과물을 평가함
여 주고 이를 보면서 모둠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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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토의 참여도와 결과물을 관찰평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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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및 제언

3

● 하나의 문서 안에서 모든 학생(모둠)이 다 같이 활동하도록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 다른 학
생(모둠)들의 슬라이드는 참고만 하고 절대 수정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둠별로 문서를 만들어 준다.
● 학생들이 실수로 슬라이드를 지울 것을 대비하여 원본 슬라이드는 따로 준비해 놓는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폰이나 패드에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을 설치하면 폰이나 패드에서도 활
동이 가능하다.
● 전문가 협력 학습에도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교과 및 주제에서 온라인 학습지 형태로 사
용 가능하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수업
활동
결과물

내용

내려받기 주소

QR code

• 민주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 모둠 토의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96-0Df
CXR1ieuSwfaN8u7scrj8PxJw7gaebpOGDvjlc/
edit?usp=sharing

• 4.19 혁명 시 쓰기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rWy3H
7JMyV7gF01bUKIp5IHVfR3B9lBmmakIe3sO5iI/
edit?usp=sharing

• 4.19 혁명 시 낭송 영상

https://youtu.be/Y6BMnTIOOeE

•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 편지 쓰기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U4JJrN
IydGukc6nZwvfKCtiUP5Hdh1MaURG9dZ3fwKU/
edit?usp=sharing

• 가족 구성원의 역할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IgTX
cP7paFxbfYrxDgfYuVsO5jExlMjou4R-5ZzTPjg/
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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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을 활용한
온라인 토의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1인 1스마트 기기 활용,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패들렛, 밴드(카카오톡, e학습터 등도 가능)

1

실제 상황

온라인으로 또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토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의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면 접촉에 의한 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토의의 효과성이 제한적으로 여겨질 수 있
으나 학생 상호 간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대면 토
의보다 학생의 토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도 한다.

2

이렇게 하세요

● 교사와 모둠별 대표 학생이 각각의 패들렛 계정에 공유 설정을 한다.
● 교사가 설정한 공유 주소는 학생 전체에게 나누어 주고, 모둠별 대표 학생의 공유 주소는
모둠원끼리 나누어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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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교과 단원에서 토의 활동의 전체 과정은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하기, 결과 정리하기
로 이어진다.
● 모둠별 대표 학생의 패들렛에서 브레인스토밍한 의견에 대해 학생 간 상호 피드백 활동을
하여 토의주제를 정하거나 의견을 정한다.
● 교사의 패들렛에서 결과 정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토의의 적용 과정
단계

토의 주제
정하기

패들렛으로 브레인스토밍
하기 → 학생 간 상호 피
드백하기 → ‘좋아요’ 표시
횟수로 주제 정하기

토의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을 브레
인 스토밍하기 → 학생 간
상호 피드백하기 → ‘좋아
요’ 표시 횟수로 의견 정
하기

결과
정리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
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
사진 찍어 패들렛에 올리
기 → 학생 간 상호 피드
백하기

학습 도구

토의의 주제는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이 결정하
도록 할 경우에 브레인스토밍과 상호 피드백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함
① 먼저, 제안할 주제(또는 주제에 대한 의견)를 브레인스토밍하
여 나타내도록 함. 각 모둠원이 의견을 제시할 때 의견 제
시의 이유를 댓글로 입력하여 두면 다른 모둠원이 이해하
기에 좋음
② 브레인스토밍한 주제(또는 의견) 각각에 코멘트 기능으로 질
의, 응답 또는 피드백 주기
③ 제시된 의견들에 ‘좋아요’ 표시를 하게 하고 그 횟수 기준
에 의해 주제(또는 의견)를 정하도록 함

패들렛

① 정해진 의견에 대해 서로 댓글을 주고받아 학생들이 서로
깊은 이해를 가질 기회를 줌
② 의견 교환 후에 교과서의 서식이나 공책에 주장하는 글을
쓰도록 함
③ 각자 쓴 글을 찍은 후 교사가 설정한 패들렛 페이지에 올
려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함

공책
패들렛

1) 토의를 위한 패들렛 사용 준비하기
(1) 교사
● 패들렛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캔버스’를 선택한 후 패들렛 페이지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유 설정한 주소나 QR 코드를 e학습터나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전달
할 수 있음)

● 교사가 준비한 패들렛 페이지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경우 3개 페이지까지로 사용이 제
한되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는 ‘결과 정리용’으로 사용한다. (유료 버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사
가 학생 모둠 수대로 패들렛 페이지를 설정하여 공유 협업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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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 모둠원 중 한 명이 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패들렛 페이지를 설정하도록 한다.
● 설정한 패들렛 페이지를 공유 설정하여 다른 모둠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 교사는 각 모둠에서 공유 주소를 전달받아 자신이 설정해 놓은 페이지에 붙여넣기해 놓으
면 간단히 주소만 탭하여 각 모둠의 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모둠원들에게는 각자의 기기에 패들렛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의견 생성하기(브레인스토밍)

설정해 놓은 페이지에서
를 탭한다.

내용을 입력하거나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데 게시물을
탭하여 의견을 등록한다.

모둠원들이 모두 동시에 참
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다. 오른쪽 점 3개 부
분을 탭한다.

색깔을 바꾸거나 복사하기
등을 할 수 있다.

댓글을 입력하면 댓글 개수
가 표시되고 모둠원 누구
나 열어서 확인 가능하다.

초기 투표 설정에 따라 좋
음/나쁨을 표시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학생 간 상호 피드백 및 의사결정하기

각 의견 박스의 하단 오른
쪽 끝에 있는 말주머니 모
양을 탭한다.

150

해당 의견에 대한 모둠원들
의 생각을 입력하면 의사결
정의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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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 패들렛을 통한 의견 공유 및 토의는 국어의 해당 교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전 교과에
걸쳐 널리 쓰일 수 있다.
● 패들렛만을 통해서 전체 토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진행에 따라
적절한 교사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비대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교사가 앞에서 전체 학생에게 안내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원격 온라인 상황일 경우에는
e학습터, 팀즈, 구글 클래스룸 등의 학습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대표 의견 정하기, 특정 견해에 대한 상호 피드백 주고받기 등 보다 작은 단위의 의사
소통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원격 온라인 상황인 경우 모둠 활동이 제한적이므로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학습지원 자료

패들렛 만들기 for 학생

https://youtu.be/XyoAJaMCjuI

교수지원 자료

패들렛 만들기 for 교사

https://youtu.be/a0nF-C3tN0E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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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비대면 모둠별 회의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인터넷이 가능한 PC, 노트북 또는 크롬북(모바일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채팅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1

실제 상황

이 활동은 본교 미디어 동아리 학생들과 ‘유튜브 큐레이팅’을 주제로 수업할 때 활용한 방법
이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하고, 좋은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을 세
우고 기준에 따라 여러 콘텐츠를 큐레이팅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모든 활동은 팀 프로젝
트로 진행하였고 활동 과정과 결과는 모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
서 프레젠테이션의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프레젠
테이션에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회의실이자 회의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는 학생들이 ‘채팅’을 활용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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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2

● 교사는 과제를 할당하여 모둠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 이때 각 프레젠테이션의 파
일 이름을 ‘프레젠테이션(○모둠)’의 방식으로 수정하여 학생들이 자기 모둠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은 자신의 모둠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채팅 기능으로 대화하고 대
화 내용을 정리한다.
● 교사는 학생의 채팅창을 보면서 대화한 내용과 정리한 결과를 보고 과정 중심 평가에 활
용한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용

대면 모둠별 회의

인터넷이 가능한 PC, 노트북 또는 크롬북(모바일에

준비물

-

서는 프레젠테이션 채팅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대화 형태

비대면 문자 대화

대면 음성 대화

과정 중심 평가

채팅 기록이나 프레젠테이션 편집 기록이 남아 있
어 과정 중심 평가가 수월함

동시에 여러 모둠을 관찰하기 어려움

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1.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모둠별
과제로 제공할 프레
젠테이션을 하나 편
집하여 ‘수정 권한’
으로 설정한다.

구글
프레젠
테이션
과제 할당

2. 1번에서

편집한 프
레젠테이션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본’으로 만든다.
이때 모둠의 개수만
큼 사본을 생성하
고 파일명도 모둠명
을 표기하여 저장
한다. [예: 프레젠테이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이 활동은 모
둠 별 회의 를 위
해 프레젠테이션
을 모둠별로 생성
하였다. 만약 모든
학생이 회의에 참
여한다면 프레젠
테이션을 하나만
만들면 된다.

션(○○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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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3. 다시 구글 클래스룸
의 과제 할당 화면으
로 돌아와서 2번에
서 생성한 모둠별 사
본을 모두 추가한다.
구글
프레젠
테이션
과제 할당

˝

4. 모둠별 사본을 복수
선택(ctrl + 클릭)하여
과제를 할당한다.

과제 수행

모둠별
대화 및
과정 중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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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들은 자신의 모
둠명으로 표기된 파
일을 클릭하여 과제
를 수행한다.

▲ 학생들이 실수
로 다른 모둠의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거나 삭제
한 경우, [파일] [버전기록] - [버
전기록 보기]에서
복구할 수 있다.

6. 프레젠테이션 상단
에
을 누르면 채
팅창이 활성화된다.
채팅창을 통해 학생
들과 교사는 대화
를 나눌 수 있으며
대화의 결과를 프레
젠테이션에 바로 기
록, 입력할 수 있다.

▲ 교사는 각 모둠
별 프레젠테이션
을 모두 열어 두
면 채팅 내용 을
모두 확 인할 수
있다.
● 교사가 프레젠
테이션 창을 종료
하면 대화 내용도
사라지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창을 종료하지 않
아야 한다.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3

유의점 및 제언

● 채팅한 대화 내용은 파일로 변환하거나 별도로 저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각 모둠
의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여 접속한 상태를 유지하면 채팅도 자동으로 참가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창을 종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사가 과정 중심 평가에 활용하고 싶은 채팅 장면이 있으면 캡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문자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한번 넘어간 대화는 다시
불러오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에 관계없는 대화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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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모둠 스토리보드 만들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1

실제 상황

국어 교과가 아니더라도 각 교과별 학습 활동을 종합하고 정리하기 위해 영상을 활용하는 경
우가 많다. 학생 활동의 주제로서 영상은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 다양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모둠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학생은 학교에 또 다른 일부는 교실
에 있는 상황에서 영상 제작 활동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 이 수업은 학생이 함께 있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활동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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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2

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도입

•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제 선정
스토리보드 주제 선정 • 스토리보드 활동의 평가 계획 수립
및 과제 준비 활동
• 스토리보드 활동을 위한 양식 제작
• 모둠별 구글 클래스룸 과제 생성

전개

• 수업 중 과제에 대한 주제, 역할, 목표 등 설명
• 학생별 디바이스를 이용해 과제 접속 후 모둠별 스토 • 무임승차, 과도한 희생
구글 클래스룸 과제
리보드 제작 활동
등에 대한 관리
제시 및 모둠별 스토
• 교사는 각 모둠별 스토리보드를 확인하며 적절한 피 • 화려한 표현보다 주제
리보드 제작
드백 제공
중심의 표현에 집중
• 모둠 활동에 대한 발표 및 상호 평가 보고서 작성 활동

정리

스토리보드 활동 정리

• 각 모둠별 결과물 확인, 정리
• 모둠 내 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기여도 확인

평가
계획

스토리보드 활동 평가

• 스토리보드에 대한 평가
• 개인 참여에 대한 평가

• 개별 활동 여부 확인

수업 팁
단계

수업
준비

수업 내용

팁

스토리보드
틀

• 학생들의 효과적 활동을 돕기 위해 스토리보드
의 양식을 사전에 배포하는 것이 좋다.
• 양식은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의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였으나 별도의 협업 앱을 사
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 학생들의 개인 디바이스에서 효과적으로 이미지
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토리보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도형 형태의 이미지를 제공
하면 좋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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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단계

수업 내용

팁

모둠별
과제 제시

•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제시할 때 모둠 학생
들에게만 과제를 제시한다.
• 자신에게 배부되어 있지 않은 과제는 학생들이
볼 수 없어 다른 모둠의 과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 같은 모둠 학생은 하나의 스토리보드 양식에 함
께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반드시 [수정 권한]으로 부여한다.

과제
복사하여
다른 모둠에
적용하기

• 구글 클래스룸 [게시물 재활용] 기능을 활용하면
한 모둠에 과제를 제시한 후 다른 모둠에서 쉽게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때 [게시물 재활용]을 실행한 후 반드시 [모든
첨부파일의 새 사본 만들기]를 선택한다.
•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파일에 모든 학급이 들어가
게 된다.

모둠 내
대화

• 모둠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① 별도의 화상 대화방
을 만드는 방법, ② 구글 프레젠테이션 채팅 기
능, ③ 구글 프레젠테이션 댓글 기능
• 이 중에서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진
행하는 것이 수행평가 등의 수업 기록에 효과적
이다.
• 댓글은 텍스트, 개체, 페이지별로 지정하여 댓글
을 남길 수 있어 비대면 상황에서 정확하게 스토
리보드 제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 댓글은 이후 프레젠테이션에 저장이 되어 확인
할 수 있어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 점검하고 수
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교사의 관리

• 교사는 과제 수행의 과정에 참여하여 확인, 조언
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모둠별 파일을 브라우저에 열어 보면 작성 중인
학생의 아이디가 표시되어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 교사는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과제의 방
향을 이끌어 주도록 한다.

수업
준비

수업
과정

수업
과정

158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예시

단계

수업 내용

팁

예시

• 스토리보드 제작 시 모둠원들별 역할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무임승차자의
• 참여가 부족한 학생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들이
방지
대신 만들어 주지 않도록 하며 자동 저장된 결
과를 확인하여 무임승차자를 확인할 수 있다.
수업
평가
작성 과정에
대한 평가

3

• 작성 과정에서 교사가 미처 실시간으로 보지 못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무임승차자 확인과 마찬가지로 자동 저장에 대
한 복원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별로 부여된 색상
으로 학생이 작성한 개체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무단 삭제, 작성 주체, 협업의 참여 정
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점 및 제언

과제에 대한 평가를 구글 클래스룸의 [기준표]를 활용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기준표 만들
기를 통해 평가계획과 동일하게 평가 요소별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면, 평가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프레젠테이션 초안

교수지원 자료

내려받기 주소

QR code

http://bitly.kr/L1xcwL689

수업 설계 연수 자료

https://bit.ly/2LYD7vk

학생 활동 결과물

https://bit.ly/3e045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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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보드를 활용한
‘협업 공간’ 만들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잼보드(https://jamboard.google.com)

구글 앱 잼보드(Jamboard)의 장점
• 로그인 없이 협업이 가능하다.
• 링크 공유의 형태로 공유하면 누구나 접속하여 온라인 포스트잇 활동을 할 수 있다.
※ Jamboard app은 현재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❶

❹

❺

❷

❸
❶ 이름 변경
❷ 실행 취소, 재실행, 확대/축소, 배경 변경, 프레임 지우기
❸ 펜, 지우기, 선택, 스티커 메모, 이미지 추가, 레이저
❹ 프레임 이동, 프레임 추가, 프레임 복사 및 삭제
❺ 추가 작업(이름 변경, pdf 다운로드, 프레임 이미지 저장, 삭제, 사본 만들기)
공유 설정(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 링크 보기 및 복사), 변경(뷰어,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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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상황

온라인 협업과 오프라인 협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라인 협업과 오프라인 협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온라인 협업과 오프라인 협업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이라 생
각된다. 의사소통에는 언어를 통해 나의 생각과 의견이 전달될 때도 있다. 하지만 비언어적인 표
현과 현장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협업과 오프라인 협업의 공통점인 ‘의
사소통’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가 수업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다음
의 표는 온라인 협업과 오프라인 협업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온라인 협업

오프라인 협업

매체를 통하여 가능함(스마트폰, 태블릿, PC)

포스트잇, 큰 종이, 필기구

공유 설정

큰 종이, 넓은 공간

비대면

대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

그룹 → 팀(늦게 형성됨)

그룹 → 팀(빨리 형성됨)

선택적인 의사소통 가능(화상, 오디오)

밀도 높은 의사소통(표정, 감정, 비언어적 표현)

기록 및 보관이 편리함

기록되나 보관이 어려움

진행 속도 느림

진행 속도 빠름

내성적인 사람도 참여 가능

적극적인 사람의 주도 가능성

● 그룹: 물리적으로 연결된 구성원
● 팀: 같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한 구성원
온라인 협업은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공유 설정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학생의 개별 아이디에 공유를 설정하든지 링크 공유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이 접속 가능하
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공유 방법은 복잡한 로그인 절차, 인터넷의 양호한 접속, 기
기의 호환성 등 다양한 학습자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가능하였다. 기존 수업에서는 이러한 환
경적인 어려움에 의해 온라인 협업이 수업 속에 들어오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어 온라인 협업의 가능성이 점점 높
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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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협업은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도 높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
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생긴다. 종이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 오래 보존되
거나 기록을 재구성하는 활동은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정도로 제한된다. 반면에 기존의 아이디
어 생성을 위한 기법이나 사고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수업 현장에도 많이 적용되었고 효과도 검
증된 것이 많다. 앞으로 온라인 협업도 오프라인 협업의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
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잼보드를 활용한다면 다음의 4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수업 시간에 친구들의 활동 결과를 학생들이 서로 칭찬하고자 할 때
② 수업 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적고, 의견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할 때
③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협업 활동이 필요할 때
④ 사고 도구를 활용하여 포스트잇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힘들 때

이렇게 하세요

2

교사는 잼보드를 만들고 공유 설정에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모두 편집자가 되도록 설정하
고 공유 url 주소를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공유한다. 학생들은 상황별로 자신의
의견을 스티커 메모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수업의 흐름
단계

과제
할당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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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흐름

• 잼보드에서 잼보드의
이름을 정하여 기록하
고, 공유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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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공유 설정을 하
지 않은 경우 학생
들이 잼보드에서 활
동을 못 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수업 흐름

공유
설정
[교사]

1. 링크 보기 ‘변경’ 클릭
2. 링크가 있는 모든 사
용자에게 공개 설정
3. ‘편집자’ 선택
4. ‘링크복사’ 클릭
5. ‘완료’ 클릭
6.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 링크’
붙여넣기

▲ 잼보드는 2가지
공유 방법이 가능하
다. 사용자 및 그룹
으로 공유할 수 있
고 링크를 통해 접
속한 사용자에게 공
유할 수 있다.

1. 스티커 메모를 클릭한다.
2. 간단한 설명과 예시를
만들어 준다.
- 다른 친구들의 스
티커 메모는 지우지
않도록 안내한다.
- 사고 도구를 사용
할 경우 학생 활동
전에 미리 그림으로
첨부해 둔다.

▲ 잼보드에서는 그
리기, 이동, 그림 첨
부, 레이저포인터 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구체
적인 예시가 학생들
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
동하는 모습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교사는 적절한 위치로
스티커 메모를 옮겨 주
면서 학생들이 의견이
보이도록 메모를 펼쳐
준다.

▲ 스티커 메모를 주
로 활용하되 그리기
나 사진 첨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활동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
고 피드백할 수 있다.

• 학생 활동이 끝난 후
발표에 따라 정리하면
서 학생들의 의견을 구
피드백
조화한다.
[교사] • 현재 이야기하는 스티
커 노트를 레이저로 포
인트해 주면 학생들이
의견을 찾기 쉽다.

●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보면서 다양
한 사고 활동이 가
능하다.

과제
예시
피드
포워드
[교사]

과제
수행
[학생]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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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잼보드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할 때 칭찬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온
라인 협업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수업과 온라인 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학생들이 약간 머
뭇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잼보드의 사용법이 너무나 간단하여 학생들이 재미있어 했다. 프
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중에 칭찬을 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수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풍성한 느낌이었다. 이 경험이 잼보드를 수업에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Webex를 사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잼보드를 온라인 협업 도구로 활용하였다. 진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일하셨던 의사, 광안리에서 일하시는 경
찰, 부산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대학강사와 대화하고 질문하는 수업이었는데 잼보드를 활
용하니 학생들의 질문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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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구조와 기능 수업에서 식물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적을 수 있도록 반
별로 안내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데 옆 반 선생님은
초록색 스티커 메모를 통해 분류 기준을 주어 학생들의 질문을 체계적으로 받으셨다. 온
라인 협업 도구를 많은 교사가 사용하면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어
떻게 보면 온라인 협업 도구가 오프라인 협업 도구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더욱 좋은 협업
도구가 될 것이다.

● 사고 도구(와이파이)를 그림으로 아래에 배치하고 온라인 협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
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놓았다. 물론 학
생들의 장난도 있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킨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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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처음부터 온라인 협업이 오프라인 협업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야 한
다. 하지만 온라인 협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협업의 장점을 잘 연결하면 정말 좋은 수업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온라인 협업 도구는 사용자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
어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잼보드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전자칠판)에 사
용된 프로그램이었다. 현재는 클라우드에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앱이다. 꽤 간편하고 직
관적이라 수업에 활용하기 편리하지만 배경이 고정되지 않는 점, 그림이나 스티커 메모의 앞뒤
순서를 지정할 수 없는 점이 불편하였다. 온라인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 많은 교사들의 아이디
어로부터 미래의 온라인 협업 도구가 혁신적으로 발전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잼보드 활동 예시

http://m.site.naver.com/0xjsM

사고 도구 활용 잼보드

http://m.site.naver.com/0xjsW

학습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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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디스코드를 활용한
모둠 토의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개인 이어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디스코드, 위두랑, 잼보드

1

실제 상황

모둠 학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교사가 각 모둠의 음성 채널을 구성하고 각 모둠은 음성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모둠 토의하고 패들렛으로 모둠 학습판 역할로 사용한다.

2

이렇게 하세요

● 앱 스토어에서 ‘디스코드’ 설치
● 학생이 참여할 시 e메일 주소만 있으면 참여 가능함
● 교사는 여러 서버를 만들고 각 서버에 접속하여 모둠 활동의 상황을 확인함
● 서버 내에서 음성 채팅, 파일 공유, 문자 채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
● 짝 토의, 모둠 토의 등 접속 인원에 따라 토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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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음성 채팅으로 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음
●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 학생 참여 시 링크 입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급별 온라인 도구를 통해 안내할 수
있고 서버를 한 번 구성하면 계속 사용 가능함

수업의 흐름(4학년 국어 6. 회의를 해요)
단계

도입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회의의 다양한 모습 생각하기
- 뉴스 시청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회의를 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 회의 경험 말하기
- 회의를 하거나 본 경험 말하기(전체
발표하기)

- 경험한 회의에 대해 발표하기
- 교과서에 정리하고 사진 올리기

전개
• 모둠 회의하기
- 모둠별로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
서 음성 채팅으로 모둠 회의하기
- 모둠별로 잼보드로 모둠 학습판 사
용하기
• 모둠별 회의 정리하기
-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교과서 179
쪽 해결하고 결과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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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SNS에 올
린 교과서 사진으
로 평가함
▲ 교사는 모둠별
음성 채널에 들어
가 진행 사항을 확
인할 수 있음
▲ 모둠 학습판을
대신하여 잼보드,
패들렛, 위두랑 모
둠방을 사용할 수
있음

단계

정리

평가
계획

3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 단원 학습 내용 살펴보기
- 공부할 내용 살펴보기
- 단원 학습 내용 살펴보기
- 배울 내용 생각하기
• 정리 및 확인하기
- 위두랑 설문 기능으로 정리하기
• 회의를 해 본 경험을 떠올려 말할 수
있으며 모둠 회의에 적극적으로 의
견을 내는가?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단위시간의 학
습 내용을 위두랑
설문 기능으로 평
가함

• 음성 채널로 모둠 활동 시 관찰평가함

유의점 및 제언

① 위두랑 설문 기능: 주관식 기능을 활용하여 모둠 친구들 간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디스코드 서버를 교사가 미리 만들어 두고 학생들에게 초대 코드를 보내 음성 채널에 참
여시킬 수 있다. 위두랑 등 학급 게시판에 코드를 공유하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e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교사가 만든 모둠별 서버에
는 교사가 언제든지 참여하거나 나올 수 있어 모둠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의 확인이 용
이하다.
③ 구글 잼보드는 교사가 미리 새로운 잼보드를 열어서 위두랑 등 학급 게시판에 url을 공유
하거나 QR 코드를 공유하면 더욱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다.
④ 교사는 위두랑에서 설문을 등록할 때 ‘나만 보기’로 해 두었다가 수업의 적절한 시기에 ‘전
체 보기’로 전환하면 수업 중에 꼭 필요한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디스코드 사용 방법
• 디스코드 홈페이지(https://discord.com)
에서 프로그램 다운 받기

III. ‘근접 모둠 활동’의 대체 사례

169

• 계정 만들기
-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가능
- 주의: 등록한 이메일의 실제 비밀번호
와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함

• 디스코드 화면
- 각 아이콘에 마우스를 놓으면 설명 확
인 가능

• +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서버를 생성
할 수 있음

• 서버 만들기: 새로운 서버 생성
• 서버 참가하기: 코드를 공유받아 이미
만들어진 서버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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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이름을 입력
- 다수의 서버 생성 가능
- 모둠별 서버와 반 전체 서버로 구성

• 친구 초대
- 서버별 다른 초대 링크 생성됨
- 학급 SNS에 초대 링크를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초대 코드 배부

❶
❸

❹
❺

❷
❽
❻

❶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서버, 클릭하면 다른 서버의 상황을 볼
수 있음
❷ 서버 생성 아이콘
❸ 초대하기
- 초대 코드를 복사할 수 있음
❹ 일반 채널
- 문자 채팅을 할 수 있음
- 사진, 파일, 동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음. 최대 8MB
❺ 음성 채널
-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음
❻ 동영상
- 음성 채널로 연결 시 동영상 채팅 가능
❼ 스크린
- 음성 채널로 연결 시 방송 가능
- 관리자 기기에 있는 파일은 스크린에 띄워 설명하는 방송을 할
수 있음
❽ 나가기
- 음성 채널에서 나갈 수 있음
❾ 마이크, 이어폰, 설정
- 말하기, 듣기를 음소거할 수 있음
- 설정에서 사용자 설정 변경 가능

❼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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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디스코드

교수지원 자료

잼보드

위두랑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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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주소

https://discord.com

https://jamboard.google.com

http://rang.edunet.net/main.do
(위두랑 내 온라인 학습 활용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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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모둠 활동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클래스룸

1

실제 상황

● 국어 시간에 주제에 따른 동영상 제작을 위해 모둠 활동을 준비
●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기

2

이렇게 하세요

● 교사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모둠별 스토리보드 기초 자료를 제작하여 스토리
보드의 주제, 제작 요령, 모둠원별 역할 등의 설명과 함께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공한
다. 모둠별 활동이므로 과제를 전체 학생에게 제시하지 않고, 모둠별 학생을 선택하여 모
둠별로 과제를 제시한다.
●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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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수업 흐름

도입

스토리보드 주제 선정
및 과제 준비 활동

•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제 선정
• 스토리보드 활동의 평가 계획 수립
• 스토리보드 활동을 위한 양식 제작
• 모둠별 구글 클래스룸 과제 생성

전개

구글 클래스룸 과제
제시 및 모둠별 스토
리보드 제작

• 수업 중 과제에 대한 주제, 역할, 목표 등 설명
• 학생별 디바이스를 이용해 과제 접속 후 모둠별 스토
리보드 제작 활동
• 교사는 각 모둠별 스토리보드를 확인하며 적절한 피
드백 제공
• 모둠 활동에 대한 발표 및 상호 평가 보고서 작성 활동

• 무임승차, 과도한 희
생 등에 대한 관리
• 화려한 표현보다 주제
중심의 표현에 집중

정리

스토리보드 활동 정리

• 각 모둠별 결과물 확인, 정리
• 모둠 내 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기여도 확인

• 개별 활동 여부 확인

평가
계획

스토리보드 활동 평가

• 스토리보드에 대한 평가
• 개인 참여에 대한 평가

3

유의점 및 제언

1) 스토리보드 양식 제작
PC가 아닌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 수업을 하는 경우, 스토리보드 장면에 대한 다양한 표현

활동이 어렵다. 따라서 복사, 색 교체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현 이미지를 준비
하여 제공한다.

2) 모둠별 과제 생성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준비한 스토리보드 양식을 제공한다. 모둠 학생만 양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과제 대상을 모둠 학생으로 한정하여 제공한다. 이후 이 과제를 [게시물 재활
용]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모둠에도 제공한다. [게시물 재활용]을 할 때 반드시 [모든 첨부파일
에 새 사본 만들기]를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을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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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 학습을 하는 학생의 참여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는 채팅 기능과 댓글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스토
리보드 제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4) 기여도, 무임승차 학생
구글의 문서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을 제공한다. 자동 저장 기능은 단순 작업 결과
물의 저장이 아닌 시간대별 작업 결과물과 작업자를 모두 저장한다. 해당 파일의 복원 기능을
이용하면 시간대별 참여 학생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학생별 역할 충실
도, 기여도, 무임승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만들 때 [기준표]를 만들 수 있다. 기준표 만들기를 통해 평가 요
소별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면, 평가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교수지원 자료

내용

내려받기 주소

프레젠테이션 초안

http://bitly.kr/L1xcwL689

학생 활동 결과물

https://bit.ly/3e045ys

예시 탑재된
구글 클래스룸

https://bit.ly/3gbI2GY
- 가입코드: 5l55lwa

QR code

III. ‘근접 모둠 활동’의 대체 사례

175

구글 온라인 도구를
이용한 비대면 협동 학습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PC)

1

실제 상황

등교 개학이 다가왔지만 모둠 학습을 비롯한 대면 협동 학습이 제한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에듀테크를 이용하여 협동 학습을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6학년 1학기 국어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해당 단원
은 조사 및 발표 등 협동 학습이 필요한 차시가 많다. 따라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문서, 구
글 폼즈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이 단원의 협동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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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2

사례 1: 국어 6학년 1학기 7단원 3~4차시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를 하는 수업이다. 교사는 수업 전 클래스팅
에 모둠별로 설문 url 공유용 게시글을 게시해 두고 학생들이 해당 모둠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이 만든 설문 url을 작성하여 공유하여 서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한다.
수업의 흐름
학습
목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알아볼 수 있다.

에듀
테크

구글 잼보드, 구글 폼즈

도입

교사

PC

학생

교과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준비물

• 친구들과 말다툼한 경험 떠올리기
- 구글 잼보드에 친구들과 말다툼한 경험
을 공유한다.

15‘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우리말 사용 실태를 알아봅시다.

수업
흐름

전개

•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 만들기
- 구글 폼즈를 이용해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클래스팅에 공유하
여 모둠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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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수업
흐름

• 학급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 구글 폼즈를 이용해 설문지를 만들어 클
래스팅에 공유하여 모둠 친구들의 우리
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

•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해 생각하기
- 구글 잼보드를 이용해 우리 모둠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 공유하기
- 구글 잼보드를 이용해 모둠 친구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사용 제안하기
정리

따끈
따끈
솔루션

•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도표로 나타내고 확인하기

20‘

① 구글 잼보드는 교사가 미리 새로운 잼보드를 열어서 클래스팅 등 학급 게시판에 url을 공유하거나 QR
코드를 공유하면 더욱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다.
② 구글 폼즈를 이용하여 설문 활동을 할 때 교사가 클래스팅 등 학급 게시판에 모둠별 게시글을 게시해 두
고 학생들이 해당 모둠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이 만든 설문 url을 작성하여 공유하면 더욱 원활하게 수업
할 수 있다. 한 모둠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둠당 4개의 설문이 댓글에 공유될 것이고, 한 학생당
4번의 설문에 참여하게 된다.

사례 2: 국어 6학년 1학기 7단원 5~6차시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조사 및 발표를 하는 수업이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 방법을 창체 혹은 실과 시간을 이
용하여 사전에 지도해 둘 필요가 있다.

수업의 흐름
학습
목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에듀
테크

구글 잼보드, 구글 프레젠테이
션, 구글 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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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PC

학생

교과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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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외국어로 된 간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구글 잼보드에 외국어로 된 간판을 보
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10‘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봅시다.

•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계획 세우기
- 우리말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사례를
살펴보기
- 구글 폼즈를 이용하여 모둠별 조사 주제
를 정하고 역할 나누기
- 클래스팅에 모둠별 조사 계획 공유하기

수업
흐름
전개

65‘

•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
-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모둠별 구
글 프레젠테이션에 작성하기

•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내용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기

정리

따끈
따끈
솔루션

• 차시 예고 및 과제 부여
-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예시 자료 살펴보기
- 과제: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 주제, 내용, 형식 설문 참여하기(구글 폼즈)

5‘

① 구글 잼보드는 교사가 미리 새로운 잼보드를 열어서 클래스팅 등 학급 게시판에 url을 공유하면 더욱 원
활하게 수업할 수 있다.
② 구글 폼즈를 이용하여 설문 활동을 할 때 교사가 클래스팅 등 학급 게시판에 모둠별 게시글을 게시해
두면 더욱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다.
③ 구글 폼즈를 이용하여 모둠별 조사 계획을 세울 때 시간 단축을 위해 교사가 미리 설문을 만들어 나눠
주고 모둠별로 희망하는 조사 주제를 선택하게 한다.
④ 모둠 내 역할은 자료 조사 2명, 프레젠테이션 편집 1명, 발표 1명으로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실시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문서를 편집 가능한 도구이므로 자료 조사를 맡은 학
생이 자료 업로드를 마친 후 편집을 맡은 학생이 편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템플
릿을 활용하면 더욱 좋다.
⑥ 역할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업이 주어지지 않은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학생들을 위한 우리
말 학습지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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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국어 6학년 1학기 7단원 9~10차시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
온라인 학습 도구 기반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 수업이다. 사전 과제로 사례집 제작 방
법 및 매체를 선정하고 이에 알맞은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을 만
들 수 있다.

수업의 흐름
학습
목표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을 만들 수 있다.

에듀
테크

구글 잼보드, 구글 폼즈,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

도입

교사

PC

학생

교과서, PC, 학습지

준비물

• 올바른 우리말 사용 경험 나누기
- 구글 잼보드에 올바른 우리말로 대화해
기분 좋았던 경험을 공유한다.

10‘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을 만들어 봅시다.

수업
흐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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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
- 구글 폼즈를 이용하여 모둠 역할 나누기
- 구글 폼즈 사전 설문을 통해 정해진 내
용과 다양한 형식의 매체를 활용해 모둠
별로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
- 제작한 사례집을 학급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기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65‘

수업
흐름

따끈
따끈
솔루션

전개

•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 바꾸어 읽기
- 학급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된 모둠별 우
리말 사례집 바꾸어 읽기
- 우리말 사례집 읽고 느낀 점을 구글 잼
보드에 공유하기

〃

정리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예고

5‘

① 해당 수업은 수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집 주제 및 형식 선정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미리 완료
해 두는 것이 좋다.
② 구글 폼즈를 이용하여 모둠 역할을 나누기 전에 사전 설문을 통해 정해진 모둠별 사례집 형식에 따라 알
맞은 역할 배분을 교사가 미리 연구하여 학생들은 주어진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도록 유도
한다.
③ 교사는 학급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미리 생성하여 학생들이 완성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역할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업이 주어지지 않은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학생들을 위한 우리
말 학습지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⑤ 구글 잼보드는 교사가 미리 새로운 잼보드를 열어서 클래스팅 등 학급 게시판에 url을 공유하면 더욱 원
활하게 수업할 수 있다.

유의점 및 제언

3

제시된 바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사의 구글 도구들(잼보드,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중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사용법을 간략히 안내하자면 다

음과 같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 방법
• 구글 프레젠테이션 접속
(https://docs.google.com/
presentation)

• 새 프레젠테이션 시작하
기 버튼 클릭(혹은 우측에
제시된 템플릿 중 적당한 것
클릭)

III. ‘근접 모둠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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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상단의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여
프레젠테이션 제목 설정
후, 우측 상단의 공유 버
튼 클릭
• 그다음 나타난 팝업 좌측
하단의 ‘변경’ 버튼 클릭

• 팝업 우측 하단의 ‘뷰어’
를 클릭해서 ‘편집자’로
설정 후 제시된 링크를
공유
• 공유된 링크를 통해 접
속한 모든 학생은 해당
프레젠테이션을 실시간
으로 온라인 편집할 수
있음

•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기
(파워포인트와 사용 방법 거
의 비슷함)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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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협업 전자책 제작하고
공유하기
적용 조건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불가),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북크리에이터

1

실제 상황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과 조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지식(또는 학생들의 작품)을
묶어 하나의 전자책으로 만들고 출판을 할 수는 없을까? 학생들이 가진 스마트패드와 북크리
에이터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글자,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이 포함된 전자책을 협업으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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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세요(예: 사회 3-1 2단원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기)

● 교사는 모둠별로 북크리에이터 링크를 만들고 공유한다(개인별로 만들 수도 있다).
① 계정 - 학생 로그인

② 학생 추가 - 다운로드 로그
인 링크

③ 링크 복사 후 공유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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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 책 제작/책 복사 후 제작

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5차시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조사하기

• 웹사이트, 직접 방문,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우리 고장
의 옛이야기를 조사한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리 참고 자료를 제공
한다.

미술
1~2차시

삽화 그리기

• 조사한 옛이야기에 어울리는 삽화를 상상하여 그리
고, 카메라 앱을 활용하여 촬영한다.

▲ 학생들이 삽화를 깔
끔하게 촬영할 수 있도
록 교사가 도와준다.

6~7차시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기

•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북크리에이터 링크를 클릭하
여 사진과 글, 음성을 넣어서 전자책을 완성한다.

▲ 전자책 외 다른 방법
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① 교사 가입(구글, MS, 이메일)

② 책장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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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③ 공유 및 읽기 메뉴

8차시

우리 고장의 옛이
야기를 다양한 방
법으로 소개하기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④ 책 편집 메뉴
• 교사는 자기평가 및 상호 평가를 구글 설문 도구로 제
작 후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한다. 학생들은 다른 친
구들의 작품을 텔레비전(또는 개인 스마트 기기)로 시청한
뒤 교사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기평가 및 상호 평가를
실시한다.
• 교사는 온라인 출판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책을 공유
한다.

● 다양한 결과물을 보
면서 평가한다.

북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전자책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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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고장의 옛이야기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는지를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자기 및 상호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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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 전자책 만들기 수업은 다양한 교과 및 주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을 포트폴리오하여 평가에 활용하거나 학급 문집이나 사진집을 만들고 공유할 수도 있다.
물론 교사가 교수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예)
- 4학년 1학기 국어 4. 내가 만든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 5학년 1학기 국어 7. 기행문을 써요: 학급 기행문 만들기
- 5학년 2학기 미술 11. 찰칵! 나도 사진작가: 사진집 만들기
- 6학년 1학기 과학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학교 주변 식물도감 만들기
● 북크리에이터 무료 버전은 1개의 라이브러리와 40권의 책만 제작이 가능하다. 40권 이상
의 책을 제작할 경우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다.
● 여러 계정을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제작할 책이 많다면 북크리에이터 유료 사용(월 5불,
3개의 라이브러리, 총 180권)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학교에서의 예산 집행이 번거롭다면 동학년

단위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동학년 회비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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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여기에

4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만덕고개와
빼빼영감

https://read.bookcreator.com/JqY03WZlh5Yu2fFJpIP82
OYuBZ12/zJ1Z16cdQYW12aUIYKiKog

최고의 공주

https://read.bookcreator.com/JqY03WZlh5Yu2fFJ
pIP82OYuBZ12/5DDE10C8-1E74-45F7-ADCB0769DF8F5761

나눗셈 교과서

https://read.bookcreator.com/JqY03WZlh5Yu2fFJ
pIP82OYuBZ12/53C9EB10-55A4-4B9E-AECB20258691EB19

덕양초 동물도감

https://read.bookcreator.com/JqY03WZlh5Yu2fFJpIP82
OYuBZ12/2RavjWAzTg2HjvJx5mwINg

수업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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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IV

‘근접 짝 활동’의
대체 사례

이 장은 근접 짝 활동에 대한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자유 이동
활동

근접 짝 활동이란, 2인의 짝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멘토 활동, 토의, 대화,
과제 수행, 실험, 실습 등 협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 현장은 대부
분의 경우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짝지워 놓고 있다. 이는 학습 심리적 측면, 인성 교
육적 측면, 대인 관계적 측면, 학습 상호작용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실제 학습 장면에서는 다양한 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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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모둠별 대화하기
적용 조건
근접 짝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인터넷과 카메라, 마이크 기능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협업 및 학습 도구
ZOOM

1

실제 상황

이 활동은 6학년 영어(대교출판사) 1단원 ‘What Grade Are You In?’에서 ‘주요 표현으로 말하
기 활동’을 눈치 게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대면 수업이 가능했다면 모둠으로 둘러앉아 진행하
면 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
기 위해 ZOOM의 소회의실 기능
을 활용했다. 이 기능으로 학생들을
3~4개 모둠으로 나누어 소회의실

을 개설하고 교사는 순회 지도를 하
듯 소회의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활
동을 관찰하고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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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 On and Off 비교
ZOOM 소회의실 활용

대면 모둠별 대화

준비물

인터넷과 카메라, 마이크 기능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

-

대화형태

비대면 음성 대화

대면 음성 대화

과정 중심 평가

교사가 소회의실에 참여했을 때만 학생들의 대화를
관찰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모둠을 관찰하기 어려우
나 메시지 기능으로 모든 소회의실에 피드백을 전달
할 수 있음

2

동시에 여러 모둠을 관찰하기 어려움

이렇게 하세요

교사는 ZOOM 홈페이지에서 [개인 설정]–[소회의실] 기능을 활성화하고 ZOOM 회의방에
서 소회의실을 개설한다. 학생들은 소회의실에 참가하여 모둠 활동을 진행한다. 교사는 소회의
실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도와준다.

수업의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수업 흐름

ZOOM
소회의실
기능 설정

• 먼저 ZOOM 홈페
이지 (http://zoom.
us/profile/setting)–
[개인]–[설정]에서
[소회의실] 기능을
활성화한다.

▲ 소회의실 기능
은 ZOOM 프로그
램 내 설정에서 변
경이 불가능하므
로 반드시 ZOOM
홈페이지에서 변
경해야 한다.

ZOOM에서
소회의실
개설하기

• [ZOOM]–[소회의
실]–[옵션]에서 소
회의실 기능을 설
정한다.
• 설정에서는 참가자
소회의실 자동 이
동, 소회의실 진행
시간, 타이머 등을
설정할 수 있다.

▲ 소회의실을 개
설할 때에 학생들
이 실수로 소회의
실에서 퇴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메인 세션으로 돌
아가도록 허용]을
체크하지 않고 소
회의실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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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ZOOM
소회의실로
모둠
대화하기

3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교사는 여러 소
회의실에 자유롭
게 참가할 수 있고
전체 회의실에 공
지 사항을 메시지
로 보낼 수 있다.
● 학생들이 활동
에 참여하는 모습
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소회의실
에서 각자 게임을
진행하고 교사는 소
회의실에 참가하여
순회 지도 및 관찰
평가를 진행한다.

유의점 및 제언

● 클라우드형 문서(구글 도구, office 365)나 구글 잼보드 등 웹 기반 협업 도구를 ‘화면 공유 기
능’으로 활용하면 모둠과 함께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 레이턴시(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고 다시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 시간)가
있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진행하면 실제 목소리와 ZOOM 오디오가 겹칠 수 있다. 그러므
로 실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ZOOM의 오디오만 들리는 원격수업에 적합하다.
● 자신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도록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수업 영상

부산교수학습샘터 - 수업/평
가자료 - 원격수업지원 자료
– 수업동영상(21:53)

http://westudy.busanedu.net/kor/materialslist004.do?mode=view&articleNo=475&article.
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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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Ziteboard와
Whiteboard.fi를
활용한 짝 활동 하기
적용 조건
근접 짝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자이트보드(Ziteboard) ＋ whiteboard.fi

1

실제 상황

수학 교과 시간 2인의 짝이 지속적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멘토 활동, 토의, 대화, 협업 활동 실시

2

이렇게 하세요

● 수학 교과에서 짝 활동은 주로 멘토-멘티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도 수학 교과에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학생 개인이 학습지를 해결하는 형
태의 수업은 수준 차이가 확연한 수학 수업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형태의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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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 온라인 협업 도구들은 많이 있으나 수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협업 도구가 필요하다. 그
래서 화이트보드 형태로 수식을 펜 툴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학생들끼리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이용한다면 짝 활동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수업의 흐름
단계

활동
출석 확인

플랫폼 활용
클래스룸

교사 학생

• 출석 및 인사
전시 학습 확인 및 수업 안내
도입

교사 학생

• 전시 학습 확인
• 클래스룸의 내용을 통해 전시 학습을 확인하고
퀴즈를 간단히 활용한다.
• 교사의 수업 안내를 듣고 수업 다짐을 한다.

OFF 강의

Ziteboard

교사

• 오늘의 학습 내용을 설명
• 칠판, 학습 PPT를 이용하여 학습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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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강의
+
짝
협업
활동
+
피드백
질의
응답

ON 짝 활동
학생

• 실시간 수업 참가
교사

• 자이트보드의 링크를 [클래스룸 과제]–[자료]에
짝(팀)별로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학생

• 링크를 받은 짝(팀)은 링크에 접속하여 문제를 함
께 풀고 서로 가르쳐주는 멘토-멘티 활동을 실시
한다.
• 링크를 클릭한 학생은 자이트보드에 접속하여 문
제를 풀 수 있다.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학생에게 온라인 링크 제공 풀이

단계

활동
정리 및 형성평가

플랫폼 활용
Whiteboard.fi

교사

•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 형태의 형성평가 안내
• 오늘 배운 내용의 링크 자료를 온라인에 탑재하
여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
를 안내한다.
학생

• 수업 링크에 접속한다.
• 개인 화이트보드에 퀴즈를 해결한다.

(교사)

학생에게 문제 제시

정리

(학생)

온라인 개인별 화이트보드에 문제 풀이

IV. ‘근접 짝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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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 자이트보드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로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 사용
할 수 있는 판서 온라인 사이트이다. 무료 버전의 경우 3개의 보드를 저장할 수 있다.
● 자이트보드의 경우 저장 메뉴를 이용하면 나의 보드로 저장이 되며 view 기능의 링크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회원 가입 없이 판서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자이트보드의 경우 학생들을 화이트보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초대 기능을 이용하면 학생
들은 회원 가입 후 교사의 화이트보드에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이용하
면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자이트보드의 웹주소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화이트보드에 참여시킬 때 QR 코드를 활용하
여 학생들이 QR 코드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편리하다.
크롬(chrome)에서 특정 웹사이트의 QR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 크롬 → 웹스토어

• QR code generator

• 크롬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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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board.fi의 경우는 학생들 각각의 화이트보드를 제공하여 전체 학생들의 문제 풀이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하나의 공간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패
들렛과 유사하나 화이트보드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이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PDF
(크롬에서 실행)

내려받기 주소

QR code

https://bit.ly/3cLVFKY

https://youtu.be/z26gIKzvbWg
학습지원 자료

자이트보드
설명 영상
https://youtu.be/cBsChtTNzpA

Whiteboar.fi
설명 영상

https://youtu.be/dNEJrMJPR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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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한
액티브 리딩
적용 조건
근접 짝 활동, 고정 전체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공유 문서

1

실제 상황

분반별로 학습 진도가 상이하거나 블록형 수업을 운영해야 할 경우, 구글 공유 문서와 액티
브 리딩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글을 읽고 비실시간으로 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액티브 리딩은 읽기 자료를 학생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지만
깊이 있는 글의 이해를 돕기 때문에 능동적인 개별 읽기 활동에 적합하다.
이 읽기 방법이 구글 문서의 공유 기능, 댓글 기능과 함께 온라인 수업에서 쓰인다면 글을 조
금 더 깊게 이해할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각과 해석을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교
사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댓글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서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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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세요

2

● 교사는 읽기 자료가 있는 구글 공유 문서를 개별 학생들이 액티브 리딩 단계에 맞추어 읽
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 학생은 읽기 짝의 공유 문서에 접속해 친구의 액티브 리딩 내용을 읽고 댓글에 답글을 단다.

수업의 흐름: 액티브 리딩 단계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단계

수업 흐름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1

그냥 한번 읽어 보기

2

질문하기

궁금한 점이 있는 곳에 구글 공유 문서 댓글 기능을 활용
해 질문 적기

3

주제문 찾기

글의 주제문을 찾아 초록색 하이라이터 기능으로 표시하기

4

나 자신과 연결하기

내 개인적 상황, 생각과 연결되는 점을 찾아 구글 공유 문
서 댓글 기능을 활용해 메모하기

5

요약하기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글 문서 아래에 추가하기

IV. ‘근접 짝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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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위에 제시된 액티브 리딩 말고도 다양한 리딩 기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① 글과 세계를 연결하기

● 내가 읽고 있는 지문과 시대를 연결하기(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음)

② 글과 글을 연결하기

● 내가 읽고 있는 지문과 다른 글을 연결하기(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음)

● 글의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분석해 보기(공유 마인드맵 그려 보기)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내려받기 주소

학습지원 자료

액티브리딩 포스터

ht tp s://drive.go o gle.c om/file/d/1r2W3h
O J t Q 3 N D Z i 8 mV Y W C 8 2 h i b d 9 W 9 8 N j /
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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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구글 클래스룸으로
비대면 읽기 & 말하기
활동하기
적용 조건
근접 짝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협업 및 학습 도구
구글 클래스룸

1

실제 상황

6학년 영어(대교출판사) 9단원 ‘How often do you exercise?’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서 학생들과

인터뷰 활동 수업을 진행할 때였다. 좁은 교실에서 2명씩 짝을 지어 대화를 주고받으니 옆 팀의
인터뷰 소리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점점 소리가 커지다가 금세 고함을 지르며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졌다. 학생들이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
을까?
평소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한 덕분에 학생들의 휴대폰에는 모두 구글 클래스룸이 설치
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태블릿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사전 활동으로 구
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자료 조사와 인터뷰 원고를 작성하게 한 후 실제 인터뷰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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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영한 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로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 조용한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교사는 학생들의 발화를 교사 책상에서
생생하게 들으며 피드백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읽기와 말하기 활동이 가능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빠
짐없이 관찰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
를 두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합하다. 아래 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비
대면 읽기 & 말하기 활동과 대면 읽기 & 말하기 활동을 간략히 비교한 것이다.
읽기 & 말하기 On and Off 비교
비대면 읽기 & 말하기

대면 읽기 & 말하기

준비물

구글 클래스룸, 인터넷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

모둠 형태

짝

짝

사회적 거리 두기

가능

불가능

과정 중심 평가

과제로 제출한 영상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의 활
동을 관찰할 수 있음

2

동시에 여러 장면을 관찰할 수 없음

이렇게 하세요

● 교사는 과제 내용과 순서에 대한 설명을 슬라이드로 작성하여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로 할
당한다.
● 학생은 슬라이드의 설명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말하기 & 읽기 활
동을 촬영한 후, 영상을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로 제출한다.
●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영상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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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과제
할당
[교사]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
제를 할당한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는 활
동에 필요한 설명이나
안내를 적고 학생들이
조사 활동과 인터뷰
스크립트 글쓰기 활동
등 인터뷰 사전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양식
을 만들었다.

과제
수행
[학생]

각 슬라이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는
예시일 뿐이며 슬라이
드 구성은 수업에 맞
게 재구성해야 한다.
• 1번 슬라이드: 표지
• 2번 슬라이드: 활동 안내
• 3번 슬라이드: 조사 &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본 차시에서는 구
글 프레젠테이션으
로 인터뷰 사전 활동
을 진행하였으나, 수
업에 따라 사전 활동
은 생략하거나 재구
성할 수 있다.
▲ 과제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으로 할당
하였다.

● 구글 프레젠테이
션에서 학생이 작성
한 내용에 대해 댓글
또는 채팅으로 피드
백할 수 있다.

분석
• 4번 슬라이드: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영상
촬영 및
업로드
[학생]

① 학생은 교사가 할
당한 과제에 들어
가서 내 과제의 “^”
버튼을 누른다.
② [첨부파일 추가] 버
튼을 누른다.
③ 카메라 사용을 누
른다. (이미 촬영한 동
영상이 저장되어 있으
면 ‘사진 선택’을 누르
고 해당 동영상을 선택)

④ 촬영 후 과제에 영
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한 후 제출한
다. (업로드는 영상의

▲ 예시 화면은 모바
일 기기를 캡쳐한 것
이다. PC에서 [첨부
파일 추가]를 누르면
[사진 선택], [카메라
사용] 기능은 제공하
지 않으나 [파일 첨
부] 기능으로 영상이
나 이미지 파일을 업
로드할 수 있다.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1분 정도 영상은 보통
5초 내외로 업로드됨)

IV. ‘근접 짝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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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업 흐름

피드백
[교사]

1번과 같이 영상 파일
에 직접 댓글로 피드
백을 주거나 2번과 같
이 비공개 댓글로 과
제 전체에 대한 피드
백을 줄 수 있다.

3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과정 중심 평가(●)
유의점(▲)
●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을 보고 댓글을
통해 피드백할 수 있
다. 교사가 학생의
과제에 댓글을 남기
면 학생의 모바일 기
기로 알림 메시지와
메일이 전송된다.

유의점 및 제언

●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것을 매우 꺼렸다. 이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거나 상체까지
만 찍는 것을 허용했다.
● 학생들이 조용한 공간을 찾으러 멀리 이동하다 보면 다른 교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도록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학생별 인터뷰 사전 활동지
(구글 프레젠테이션)

내려받기 주소

https://qrgo.page.link/2jnqx

학습지원 자료
학생별 인터뷰 촬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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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rgo.page.link/tmDtG

QR code

V

‘자유 이동 활동’의
대체 사례

이 장은 자유 이동 활동에 대한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고정 전체
활동

고정 개별
활동

근접 모둠
활동

근접 짝
활동

자유 이동
활동

자유 이동 활동이란 30명 미만의 한 학급 학생들이 두 개 교실 또는 복도와 교실의
부분을 나누어 이원(二元) 또는 삼원(三元)수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二元)은 두
가지의 요소를 뜻한다. 조직이나 주제 등을 둘로 나누는 것으로(나무위키) 15명 미
만 또는 10명 미만의 학생들로 나누어 각기 다른 주제로 수업을 한다. 하나의 주제
는 LMS Tool(Teams, Classroom 등)을 활용한 개별 이론 수업으로 교수자의 강
의를 수강하고 퀴즈와 과제를 제출한다. 다른 주제 활동으로 2, 3개의 팀으로 나누
어 협업, 게임 활동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V. ‘자유 이동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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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s와 컬링게임을
활용한 이원수업하기
적용 조건
자유 이동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Wifi
 무선망, 학생·학교 계정(MS O365-Teams), 학생 스마트폰 및 플로어 컬링 세트(구입),
테이블 컬링 세트(제작)

활동 및 학습 도구
Teams + Stream + Forms
컬링 세트

1

실제 상황

MS Teams를 활용한 이론 수업과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두 가지를 한 교실 또는 두 개 교실에

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이원수업 방안이다.

2

이렇게 하세요

●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의 그룹은 Teams나 Classroom과 같은 관리형 원격수업
LMS Tool을 사용하여 미리 만들어 둔 수업 영상을 보고 교과서를 정리하고 과제나 퀴즈

를 제출한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AI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과 더욱더 수준 높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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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온라인 이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른 그룹은 교사가 직접 학생 활동 중심으로
실험이나 실습 그리고 노작이나 게임 활동 등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다. 두 그룹은 하나
의 교실 안 다른 공간 또는 복도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 시간에는 바꾸어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안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른 수업을 하나의 수
업 시간에 두 가지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고 학생들은 좀 더 다양한 수업을 수행할 수 있
다. 발전된 ICT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여 학
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 다음에 소개하는 수업은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 실
제 수업 사례이다. ‘여러 가지 힘’ 단원에서 ‘플로어 컬링’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이론과 실험
실습 그리고 실제 게임을 통해 마찰력과 탄성력을 이해한다. 하나의 그룹은 MS Teams +
Stream + Forms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된 수업 영상과 퀴즈를 수행하게 하였고 다

른 하나의 그룹은 마찰력과 탄성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음 시간
에는 두 그룹을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내용을 정리한 후 과제
나 퀴즈를 통해 내용을 이해한다. 다른 그룹은 컬링게임 활동으로 내용을 이해한다.

1) 그룹 1
수업 주제

마찰력과 탄성력의 이해

학교급

중학

학년

1

과목

과학

차시

1/3~2/3

단원

여러 가지 힘

학습 목표

Teams를 통해 수업 영상과 과제를 통해 마찰력과 탄성력을 이해한다.

흐름
도입

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Teams 계정 로그인 학습 목표 제시
• 실생활 속 마찰력과 탄성력의 사례 제시
활동 1 수업 영상과 퀴즈 제출하기
• 제시된 수업 영상을 보고 교과서 정리하기
• 제시된 퀴즈를 수행하여 제출하기

전개

스마트패드, MS Teams,
교과서

활동 2 탄성력과 마찰력 과제 PT 자료 만들기
• 스포츠 경기 속 탄성력과 마찰력의 예 찾기
• 스포츠 경기 중 컬링이라는 경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
어 과제 제출방에 제출한다.

수업 시간 내 과제 제출

V. ‘자유 이동 활동’의 대체 사례

207

<정리>

• 스포츠 경기 속 탄성력과 마찰력이 많이 활용됨을 이해한다.
• 컬링이라는 스포츠 게임을 이해한다.
• 차시 예고: 컬링 게임을 직접 해 봄으로써 탄성력과 마찰력을 몸으로
느껴 본다.

2) 그룹 2
수업 주제

마찰력과 탄성력의 이해

학교급

중학

학년

1

과목

과학

차시

1/3~2/3

단원

여러 가지 힘

학습 목표

컬링이라는 스포츠 게임을 통해 마찰력과 탄성력을 이해한다.

흐름
도입

전개

정리

208

활동
• 컬링의 경기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 마찰력과 탄성력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를 이해한다.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실제 컬링 경기와는 다름

활동 1 테이블 컬링 경기로 경기 규칙 이해
• 테이블 컬링 경기를 직접 수행하면서 규칙을 이해한다.
• 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원리를 이해한다.

컬링 게임 도구

활동 2 테이블 컬링 경기로 실제 게임을 함
• 복도에서 컬링 경기를 2개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 컬링이라는 스포츠 경기 이외에 다양한 스포츠에서 마찰력과 탄성력의
이용을 이해한다.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의

• 컬링이라는 스포츠 게임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보고 마찰력과 탄성력
을 이해한다.
• 차시 예고: Teams를 활용하여 마찰력과 탄성력에 관한 수업 영상과
과제 제출을 한다.

콕! 찝! 언! 콕! 찝어서 살펴보는 언택트 교실 수업

3) 그룹 1: 교실 내에서 Teams 활용 수업
● 그룹 1 Teams + Stream + Forms 활용 수업 영상 듣기와 과제 제출하기

4) 그룹 2: 다른 교실 또는 복도를 활용한 활동 수업(플로어 컬링 - 여러 가지 힘)
● 그룹 2 플로어 컬링과 테이블 컬링 게임을 통해 마찰력과 탄성력을 이해함

교실 테이블 컬링

복도 플로어 컬링

V. ‘자유 이동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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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및 발표
수업 주제

마찰력과 탄성력의 이해

학교급

중학

학년

1

과목

과학

차시

3/3

단원

여러 가지 힘

학습 목표

실생활과 스포츠 경기에서의 마찰력과 탄성력의 활용을 발표한다.

흐름
도입

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전시 학습 확인
• 실생활과 스포츠 속 마찰력과 탄성력 활용 사례 제시
활동 1 탄성력과 마찰력 과제 PT 자료 만들기
• Teams 활용 이론 수업 정리
• 테이블 컬링 스포츠를 통한 마찰력과 탄성력 정리

스마트패드,
MS Teams,
교과서

활동 2 발표하기
• 스포츠 경기 속 탄성력과 마찰력 활용 개인별 발표하기
• 발표 자료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 후 저장 및 제출

수업 시간 내
과제 제출

전개

정리

• 이론 수업과 실제 경기를 통한 실습 활동으로 실생활과 스포츠 경기 속 탄
성력과 마찰력이 많이 활용됨을 이해한다.
• 컬링이라는 스포츠 게임을 이해한다.

스마트 기기와 AI LMS Tool을 활용하여 교사가 두 개의 다른 활동을 하는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사는 미리 만들어 둔 수업 관련 영상과 과제 또는 퀴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동
시에 실험·실습 또는 노작·게임 활동을 할 수 있다.

3

유의점 및 제언

스마트 기기와 LMS Tool을 활용하여 하나의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 형태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차시별로 나
누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첨단 기자재와 AI가 강화된 LMS Tool을 활용하여 한 명
의 교사가 한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
다. 이러한 수업은 과학 교과뿐 아니라 활동 수업이 많은 예체능 교과나 노작활동이 많은 기술·
가정과 정보 교과 등에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블록타임 수업으로 2시간을 묶어서 진
행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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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렛을 이용한
비접촉 작품 전시(감상) 활동
적용 조건
자유 이동 활동

기본 환경 및 준비물
개인 스마트 기기, 무선망

활동 및 학습 도구
패들렛

1

실제 상황

6학년 국어 1단원 ‘비유하는 표현’(5~6/9차시)의 시 쓰기 작품 활동 후 발표와 감상평을 기록하

는 수업에서 활발한 상호 피드백을 유도하기

2

이렇게 하세요

교실 전면의 화면확대기(TV)를 통해 QR 코드로 패들렛 연결을 유도한다. 댓글의 기록은 실
명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지도한다(경우에 따라서 익명 댓글을 활용할 수도 있다).

V. ‘자유 이동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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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흐름
단계

수업 흐름

도입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파악

전개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유의점

봄이 되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보기

패들렛 채팅

학습 활동

<활동 1> 시의 주제 떠올리기
<활동 2> 시의 주제 선택하기
<활동 3> 시를 쓰고 감상하기

패들렛 전시
패들렛 댓글

정리

정리 활동

피드백을 통한 시 고쳐쓰기

패들렛 기록

평가
계획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를 쓰는가?

<잘함>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창의적으로 시를 쓴다.
<보통>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를 쓴다.
<노력 요함>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를 쓰기 어려워한다.

1) 패들렛 접속하기
• 패들렛(https://padlet.com)에
접속한다.
•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무료 회원 가입
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 단 무료 계정의 경우
패들렛을 3개까지만 활성화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
점이 있다.

2) 아카이브(Archived) 활용하기
• [Archived]를 활용하면 기
존에 제작된 패들렛을 보관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Unarchive]를 통해 활성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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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들렛 만들기
• 메인 화면의 [패들렛 만들
기]를 선택하면 ‘벽, 캔버스,
스트림, 격자, 선반, Back
channel, Map, Timeline’의
8가지의 패들렛 플랫폼을 제
공한다.

4) 벽
• 벽돌 형식의 레이아웃으로
콘텐츠를 꾸밀 수 있다.
• 패들렛의 가장 대표적인 형
태로 학생들의 작품을 동시
에 게시할 경우에 아주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댓
글 설정을 통해 학생 상호 간
피드백을 기록하게 할 수도
있다.

5) 캔버스
•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든 퍼
뜨리고 묶고 연결할 수 있다.
• 포스트잇을 붙이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이동이 가능하여
목적에 맞게 교사가 분류하
는 활동도 가능하다.
• 벽과 마찬가지로 학생 상호
간 피드백을 기록하게 할 수
도 있다.

V. ‘자유 이동 활동’의 대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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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림
• 콘텐츠를 횡렬로 놓인 박스
에 정렬할 수 있다.
• 작품을 한 줄로 늘어놓은 형
태로 작품의 순서는 교사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
하면 좋다.

7) 격자
• 콘텐츠를 읽기 쉽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급하는 형식으
로 전시할 수 있다.
• 작품의 위치를 행과 열의 구조
로 보기 쉽게 구성할 수 있다.
• 학생 상호 간 피드백 기록은
언제나 가능하다(이하 기록 생략).

8) 선반
• 콘텐츠를 종렬로 쌓아 올리
거나 내릴 수 있다.
• 수업 내용에 따라 사전 분류
가 이루어지고 그 항목에 맞
도록 기록하는 형태의 협업
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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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ackchannel
• 채팅 환경에서 대화하듯이
패들렛을 활용할 수 있다.
•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
저와 유사한 플랫폼을 이용
하여 실시간 글을 주고받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서 의
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활
용하기에 좋다.

10) Map
• 지도의 포인트에 콘텐츠를
추가하여 패들렛을 제작할
수 있다.
• 가 보고 싶은 여행지를 소개
하는 글이나 지역별 축제 등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내용을 기
록하는 프로젝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1) Timeline
• 가로선을 따라 내용을 배치
할 수 있다.
• 역사 연표, 학교 연혁, 위인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 등 시간
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갖는
자료를 제작할 때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 역사 수업 시 학생 상호 간
피드백을 기록하여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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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점 및 제언

● 패들렛은 학습환경에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구분 없이 협업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벽, 캔버스, 스트림,
격자의 일반적인 포스트잇 형태만을 사용하고 있다. 특화된 기능을 포함하는 선반, Backchannel, Map, Timeline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아주 다양한 협업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패들렛(선반)을 활용하여 동료 교사 간 협업 활동 또한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초등 담
임 교사의 경우 매시간 다른 수업을 하는 관계로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을
위한 자료의 구성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어 동학년 또는 인근 학교 간 협업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패들렛(선반) 기능을 이용하여 협업을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동시 작업이 가
능하다.

4

자료는 여기에
구분

내용

학습지원 자료

패들렛으로 채팅하기(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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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주소

https://padlet.com/t6022/chat

QR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