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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스쿨 소개
삼성
스마트스쿨이란?

삼성 스마트스쿨은 IT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종합 패키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교육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사회공헌 비전인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의 실현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육 사회 공
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오랫동안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해 고찰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삼성 스마트스쿨이 단순히 기기 기부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밝
히는 길잡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
들을 미래 인재로 교육하는데 있어 삼성 스마트스쿨이 지원하는 학습 공간, 도구, 콘텐츠 및 수업 유즈케이스가 도움
이 됩니다. 또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삼성 스마트스쿨의
주요 지원사항

스마트스쿨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 필수 요소를 모두 모아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선생님이 최선의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 기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교육 내 스마트 기기 보급과 활용
확산입니다. 선진 IT 기업인 삼성전자의 기술과 기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스마트
학습을 지원합니다.

미래 역량 개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시대의 미래 교육을 앞서 예측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 컨텐츠를
교육 과정화하여 제공합니다.

미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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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쿨의
인재상

삼성 스마트스쿨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디지털 세상에서 창의적,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
하는 인재, 바로 “디지털 리더” 입니다.
요새 아이들을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하여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스마트 기기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은 아이들의 사고, 정보처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교육내용도 이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과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기초소양부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하여 주체적인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쿨이 지원하겠습니다.

From
Digital Natives
to Digital Leaders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주체성

디지털 문해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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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유즈케이스
수업 유즈케이스
(Use Case) 란?

삼성 스마트스쿨은 학교와 선생님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교육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제공
과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는 등의 물질적 지원 외에도 실제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와 교육 솔루션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수업 유즈케이스는 학교에서 전개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교수‧학습 방식을 4가지 조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상세 학습
시나리오에 따라 스마트스쿨 활용법을 기술한 상황별 수업 모형입니다.

수업 유형 도출
고려 기준

시간 | 공간 | 수업 주도자 | 학습 형태
OECD 7대 학습 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학교의 교수방법과 학습 개혁을 돕고자 7대 학습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중 첫
2개 원칙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학습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
트스쿨에서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시간”, “공간”과 함께 “수업 주도자”, “학습형태”를 기준으
로 수업 유형을 도출하였습니다.

1. Learner at the centre (학습자 중심) : 학생은 학습 환경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활동은 학생의 적극
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The Social Nature of Learning (학습의 사회적 특성) : 학습은 사회적 활동이며, 단독적으로는 불
가능하다. 상호 협력하는 체계적 그룹 활동이 모든 학습자에게 유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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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일어나는 시점, 수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 입니다. 학생은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 언제든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 시점을 고려하여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은 교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실 뿐 아니라, 가상 공간
과 다른 물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업
주도자

수업의 주도자가 교사로 한정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교사 뿐 아니라 학생도 학습자이자

학습 활동
형태

앞으로의 학습은 교사-학생 및 학생간 상호작용이 강조되어야 하며, 1:N의 강의식 수업에서도 주체

교수자로서 역할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간 상호작용이 반영된 활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삼성 스마트스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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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유즈케이스 : 역할의 변화

학생

•수업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받습니다.
•학습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속도와 관심사에 맞추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는 학습 공간에서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쿨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기기와 미래역량 개발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디지
털 시민이자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상황과 내용을 공부하며 상황 대응력을 키웁니다.

교사

•진화하는 미래 교육 방향에 발맞춰 수업 유형에 따라 효과적으로 기기와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
고, 수업의 질과 개인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교육 방식에 고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업 활동을 발굴하고 지도합니다.
•스마트스쿨 참여 교사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학생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쿨의 교사 지원 체계와 교수 기법 최신 자료를 동료교사와 공유함으로써 최신 교육 모델과 정보의 스마
트허브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자녀의 디지털 학습 공간에서 확인된 교육자료와 교사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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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유즈케이스 소개
디지털 수업 가이드 01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수업 모형 소개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기대 효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프로젝트 혹은 그룹 과업 기반의 수업 모형으로 학
생들의 주체적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협업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2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학생주도 교사주도

기대 효과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의 기기와 교육 솔루션을 활용하여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높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은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 소양과 주체성,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03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디지털 주체성

학생주도 교사주도

기대 효과

그룹활동 개별활동

선생님의 능숙한 가이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 기초소양을 기르면서

융합적 문제해결력

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짝 토론, 그룹활동 등의 조별 활동을 통해 협업 능
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04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개인 진도/수준별 맞춤 학습
디지털 주체성

학생주도 교사주도

기대 효과

그룹활동 개별활동

학습 주제 안에서 개인 관심 및 진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선생

융합적 문제해결력

님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수준별로 그룹핑하여 함께 케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05
동시
대면

상시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디지털 주체성

기대 효과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방식을 선생님의 지도하에 적응할
수 있어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교과 지식 수업에도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

융합적 문제해결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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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영역
역량 학습 영역
개발 가능 영역

디지털 수업 가이드 06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수업 모형 소개
개인 진도/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기대 효과
학생들이 비대면으로도 스스로의 진도와 학습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필요한 지식적, 기기 활용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기기 활용

융합적 문제해결력

에 대한 기초소양을 키워줍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07
동시
대면

상시
비대면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학생주도 교사주도

기대 효과

그룹활동 개별활동

종전의 강의식 수업일지라도 디지털 기기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조금 더 스마트한 학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과 지식과 함께 디지털 문해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08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디지털 주체성

학생주도 교사주도

기대 효과

그룹활동 개별활동

선생님의 적극적 개입과 가이드를 통해 비대면 수업 시 흐트러질 수 있는 학습 집중력

융합적 문제해결력

을 잡아주어 교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조별 활동을 통해 연관되는 스
킬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09
동시
대면

상시
비대면

학생주도 부모지원
개별화 학습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자기주도 개별 학습
디지털 주체성

기대효과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이드 한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페이스에 맞게 자기주

융합적 문제해결력

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지식공부와 함께 디지털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
니다.

디지털 수업 가이드 10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부모지원
개별화 학습

수업 모형 소개

디지털 문해력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디지털 주체성

기대효과
선생님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개인별 맞춤 공부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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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유형별 실제 적용 사례
적용사례 01

적용사례 02

적용사례 03

적용사례 04

수업유형

수업 사례

참고 자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답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형

“소중한 우리 영토, 우리 땅 독도”

p.33

수업

- 초등 사회 6학년 대상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진행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 탐구”

그룹 프로젝트 활동 중심의 비대면 수업 모형

- 초등 범교과 / 창체 주제 4학년 대상

선생님이 수업 흐름을 주도하며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

“등고선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섬 지도”

목표를 달성하는 대면 수업

- 초등 사회 4학년 대상

학생이 주도적으로 개인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교수하

“스스로 깨우치는 수학 원리 – 진분수끼리

는 대면 학습 모형

의 곱셈”

p.50

p.65

p.81

- 초등 수학 5학년 대상

적용사례 05

적용사례 06

적용사례 07

적용사례 08

적용사례 09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비대면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쌓기 나무”

수업 모형

- 초등 수학 6학년 대상

학생이 주도적으로 개인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교수하

“온 작품과 함께 달려보자”

는 비대면 학습 모형

- 초등 국어 / 도덕 / 미술 / 음악 6학년 대상

종전의 강의식 수업일지라도 디지털 기기와 솔루션을

“바이올린 연주 즐기기”

활용하여 조금 더 스마트한 학습으로!

- 초등 음악 3~4학년 대상

선생님이 수업 흐름을 주도하며 온라인 그룹 활동을 통

“저마다 빛날 권리”

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비대면 수업 모형

- 초등 사회 / 도덕 / 미술 고학년 대상

p.95

p.106

p.120

p.137

선생님이 가이드 한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페
이스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 모형
“나를 돌아보는 생활”

적용사례 10

선생님의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

- 초등 도덕 / 음악 / 국어 / 실과 / 창체

아 학생이 본인 페이스에 맞게 학습하는 비대면 수업

p.158

6학년 대상

모형

※ 수업사례 자료 출처
1. 삼성 스마트스쿨 수업 가이드, 삼성 스마트스쿨 2020
2. 융합 프로젝트로 행복한 초등 배움중심 수업, 경기도교육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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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스쿨 기기 소개
기기 소개

삼성 스마트스쿨은 선생님이 아날로그 수업 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교수활동을 시도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교사를 위한
스마트기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교사가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창의적 ·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 스마트 기기를 제공합니다.

• 노트북 (갤럭시 북 360)
• 전자 칠판 (플립2 65인치 스탠드용)
• 화상 강의 기기 (폴리콤 스튜디오, 폴리 스튜디오 마이크)
• 태블릿* (갤럭시 탭 S7, 펜 포함)
* 교사용 노트북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태블릿이 대체재로 제공됩니다.

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디지털 수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태블릿 (갤럭시 탭 S7, 펜 포함)
• 노트북* (삼성 크롬북)
• 전자 칠판 (플립2 65인치 스탠드용)
* 노트북이 판매되지 않는 지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마트교실 내
스마트기기

스마트교실은 교사와 학생들의 협업, 소통에 제약을 두지 않는 공간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학
습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 전자 칠판 겸 대형 스크린 (플립3 85인치 벽걸이용)
• 컬러 레이저 복합기 (프린터기, 복사기, 스캐너)
• 스마트 기기 충전 및 보관함*
* 태블릿과 크롬북을 함께 충전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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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플립 3)

최신 버전의 플립은 선생님의 수업을 한 층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집중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능
- 터치와 플립용 펜을 사용하여 직접 판서 할 수 있고 총 천연색 필기와 이미지 불러오기 등의 기
능은 학생들의 주목을 끌기에 좋습니다.
- 4mm 이하 굵기의 다양한 물건으로 필기 가능하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여 학생
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의!] 날카로운 물건을 스크린에 직접 사용 시, 플립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쉬운 공유와 화면 동기화
- SMART VIEW+,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HDMI 등을 활용하여 PC, 태블릿, 개인 디바이스와 실
시간 동기화(미러링)할 수 있어 다양한 수업 활동(발표, 게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갤럭시 북 360)

최신 사양의 노트북과 내장 기능을 통해 선생님의 대면, 비대면 수업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수업자료 제작과 진행을 돕는 기능
- 스크린 레코더 & 스튜디오 플러스는 갤럭시 360에 부착하여 PC 화면을 쉽게 녹화하고 편집하
여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 PC에 내장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 시 더 선명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
습니다.
- S펜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에서도 손판서하는 느낌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화상강의 장비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화상 강의가 가능한 장비
를 제공합니다.
• 폴리콤 스튜디오
- 자동 그룹 프레이밍 기능과 화자 추적 기능, 노이즈블락 기능 등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깨끗한
화질과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폴리 스튜디오 마이크
- 360도 마이크는 선생님의 발화 위치에 관계 없이 깨끗한 음성을 전달할 수 있어 비대면 수업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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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갤럭시 탭 S7)

삼성의 최신 태블릿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 활동을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 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태블릿으로 한 번에 해결!
- 개인 디지털 교과서를 열람하고, 필기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교과서, 정보 검색 도구, 노트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책상을 벗어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 계정 로그인 / 로그아웃
- 학생들이 갤럭시탭을 사용할 때,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노트북
(삼성 크롬북)

학생용 노트북을 제공하여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수업 산출물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키보드의 활용
- 키보드로 타이핑 연습을 하여 디지털 문해력의 기본인 기기 활용 기초소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자 칠판 (플립 2)

이동형 전자 칠판인 플립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협업을 지원합니다.
• 학생들이 사용하기 쉬운 기능
- 터치 기능으로 칠판에서 직접 펜, 브러쉬 판서가 가능합니다.
- 4mm 이하 굵기의 다양한 물건으로 필기 가능하며, 최대 4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여 학생
들의 수업 참여 활동에 유용합니다.
[주의!] 날카로운 물건을 스크린에 직접 사용 시, 플립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
 기를 지울 때, 별도의 기능 전환 없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필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손쉬운 공유와 화면 동기화
- SMART VIEW+,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HDMI 등을 활용하여 PC, 태블릿, 개인 디바이스와 실
시간 동기화(미러링)할 수 있어 다양한 수업 활동(발표, 게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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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실 내 스마트 기기
전자칠판 겸 대형 스크린
(플립 3)

스마트교실의 디바이스는 한가지 목적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수업 중 학생 협업의 장, 미니 전시회, 교실 환경 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 대형 스크린 겸 교실 환경미화 사이니지
- 스마트교실의 기본 사용 수칙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이미지를 상시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
니다.
- 수업 내용과 상황별 교실 외 시공간을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플립에 담아 미니 학예회 /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 하나의 전자칠판
- 학생들이 협업 활동 시 모여 토론, 산출물 제작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교실 어느 위치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공유합니다.

컬러 레이저 복합기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이 모두 포함된 복합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프린터기
-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출력하여 교실 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복사기

3) 스캐너
- 하드카피

자료를 스캔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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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스쿨 제공 솔루션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글로벌
구글의 뛰어난 호환성과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솔루션
으로 교육 기관 및 종사자 인증 후 사용 가능한 웹 툴 패키지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Education - Education Fundamentals
• 구글 Classroom	학급별 온라인 교실을 개설하고, 학생 관리 및 수업 차수별 학습 자료, 과제, 평가 결과를 모
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구글 Meet

화상 수업 혹은 간단한 도영상 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구글 Docs / 	수업 활동 중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자료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는 워드, 피피티,
Slides / Sheets
• 구글 Forms

엑셀 도구 입니다.
퀴즈, 설문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위해 선생님이 직접 활용하는, 혹은 학생들이 활용할 툴
입니다.

• 그 외 다양한
구글 도구들

줌 (Zoom)

Gmail, 캘린더, 구글 잼보드, Groups 등 다양한 앱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일정 공유,
그룹 토론 등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글로벌
비대면에서도 교실 수업처럼!
많은 국가에서 잘 알려지고, 익숙한 솔루션인 Zoom은 수업에 활용 가능하고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들
을 제공하여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 (Key Features)
• 대기실
(Waiting Room)
• 소회의실 만들기

수업 시작 전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방해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합니다.
학생들을 언제든지 지정하여 수업 중간 언제든지 학생들을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
• 디지털
화이트보드
• 그 외 다양한
기능들

유클래스

다른 앱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Zoom에 탑재된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을 통해 선생님의 판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필요한 권한을 미리 정해주거나, 손들기 기능들이 있어 수업 보조 기능들이
있습니다.

국내 전용
유클래스는 국내 스마트스쿨 참여 학교에게 제공되는 교육 솔루션으로 선생님의 좀더 섬세한 가이드와 통제가 필요
한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유용한 수업 관리 기능들
• 모니터링 기능
• 모아보기

수업 중 학생들의 태블릿 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빠르게 체크할 때, 모아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4명까지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터치 제어

수업 활동 중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조별 발표, 선생님 강의 시간 등) 스크린 락 기능을 사용
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을 멈추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빠른 파일 전송
및 수신

선생님 PC에 있는 자료를 파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학생을 지정하여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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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삼성 스마트스쿨 지원 기기 리스트
분류

디지털 사이니지

태블릿

노트북

프린터기

제품

수량(ea)

모델명/사양

수업 내 주요 활용 기능

하드웨어
Flip 2 (스탠드용)
1
			

LH65WMRWBGCXKR
/ 65인치

미러링, 참여 학습, 학습자료의
인쇄, 이미지 편집

옵션

트레이

1

CY-TF65BRCXKR

옵션

이동형 스탠드

1

HA-AFN-STAND-BK

하드웨어
Flip 3 (벽걸이용)
1
			

LH85WMAWLGCXKR
/ 85인치

하드웨어

벽걸이 브라켓

1

INS-55F

옵션

분배기

1		

옵션

HDMI 케이블

1

하드웨어
갤럭시 탭 S7
학생수
			

10m

SM-T870NZKEKOO
/ 256GB

하드웨어

갤럭시 탭 S7
키보드 북커버

학생수

하드웨어

범퍼케이스

학생수		

옵션

방탄필름

학생수

부착포함하여 제공

하드웨어

갤럭시 북 360

교사수

NT951QDB-K0P/C

하드웨어

삼성 크롬북 2

학생수 1/2

XQ530QDA-KG14G

하드웨어

컬러 레이저 복합기

1

SL-C3060FR

옵션

복합기 토너

1

컬러별 필요한 토너

충전함

하드웨어
태블릿/크롬북 충전함
1
T-20UWH /지급된
			
기기 수에 따라
			20, 30, 42대 용
			
충전함 제공

화상 강의 장비

하드웨어

폴리콤 스튜디오

1		

하드웨어

폴리 스튜디오 마이크

1

확장 마이크

하드웨어

무선랜 엑세스 포인트

1

CN/R750

하드웨어

유선라우터

1

ipTIME T5008

하드웨어

CN/C2000-8P(8port)

1

CN/C2000-8P

옵션

LAN 케이블

-

벌스 주식회사 공사

네트워크

TV 스크린 대용, 학급 공지용,
학급 미화 디스플레이

개별 학습활동 (리서치, 편집,
공유 등), 조별 협업 활동

교육 자료 출력용

지급된 디지털 기기 충전
및 거치함

*국내 기준이며, 해외의 경우 제품별 현지 수급가능 여부에 따라 상세 모델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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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효과
삼성 스마트스쿨이 제공하는 디지털 기기는 미래 교육 실현과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마트스쿨에서 제공하는 기기들의 특장점과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펜과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 (삼성 갤럭시 탭 S7)
저명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손으로 메모하는 학생들이 더 우수한
지식 기억력과 개념 이해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는 메모와 노트북의 타이핑은 서로 다른 인지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이 작은 차이가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삼성 스마트스쿨에서 제공하는 태블릿은 정밀한 압력 기술이 적
용된 펜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적응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습 성취
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keyboard⸥, 2014 Princeton University, Pam Mueller & Daniel Oppenheimer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삼성 플립 3
전자칠판은 단순히 과거 흑백 칠판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전자칠판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궁극적 관심과 성취도를 향상 시
키는 요소가 됩니다.
1.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초등학생의 짧은 집중 시간 개선
>> 전
 자칠판의 거대함은 학생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기존 칠판 대비 다양한 색채감과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어 학
생들의 흥미를 갖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2. 다양한 학습 동기 부여 및 성취감 제고
>> 선생님의 판서용도보다 학생들이 직접 손이나 펜으로 스크
린을 터치하고,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발표 하는 활동 자체의
상호작용과 즐거움이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요
소가 됩니다.
3. 청각 혹은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전자칠판!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업 외적 요
소가 필요한데, 전자칠판은 이를 위한 대부분을 갖추고 있습
니다.
⸢Interactive Whiteboard Use and Student Engagement⸥, 2016 Flinders University
⸢Using interactive whiteboards with deaf children⸥, Carter, A. 2002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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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1 특징
•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팀을 이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룹 프로젝트 기반 수업 모형입니다.
• 학생들이 학습 행동 계획을 세우고 과제 수행을 살피고 서로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주체성을 키울 수 있고, 그룹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협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본 수업 중의 프로젝트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 비치된 갤럭시탭을 사용할 때,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기기에서 로그아
웃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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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

단계

학습활동

선생님
1

수업 전

수업의 흐름
학생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수업도구

갤럭시북

수업
사전준비

갤럭시탭

2
수업자료 미리 청취

구글 클래스룸

3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수업 시작

4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5

조 편성 및
조별 온라인 학습공간 개설
플립

6
수업 중
조별
프로젝트
활동

갤럭시북

조별 브레인스토밍 및
리서치

크롬북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7
조 활동 결과자료 작성

8
조별 활동결과 발표

9
수업 마무리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0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크롬북
갤럭시탭

11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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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전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공지로 등록하고,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ᆞ설문 등을 업
로드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Flip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갤럭시북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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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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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사전 준비

2 수업자료 미리 청취
1. 태블릿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에 개설된 수업에 참여합니다.
2. 선생님이 업로드한 사전학습 동영상 자료를 청취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여 수업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 학생들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1) 이메일 초대 링크를 통해 등록하기
구글 클래스룸

- 선생님이 공유한 이메일 초대장 클릭
- “수업 참여하기” 클릭

2) “수업 코드”를 통해 직접 등록하기
- 구글 클래스룸 접속
- 상단의 “+” 버튼 → “수업 참여하기” 클릭
- 선생님이 공유한 “수업 코드” 를 입력하고 우측상단의
“참여하기” 클릭

•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에 접속하여 선생님이 업로드한 학습자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1) 구글 클래스룸 앱에 접속하여 등록된 수업에 입장
합니다.

2) 수업에 등록된 문서가 최신순으로 확인되며, 선생님이
등록한 문서를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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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3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1. Flip의 SMART VIEW+기능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출석을 체
크합니다.
2.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SMART VIEW+ 기능으로 여러 대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Flip

갤럭시탭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는 50대이며, 이 중 최대 4대의 화면을 동시에 Flip에 띄울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갤럭시탭에서 알림창을 아래로 드래그해
“Smart View”를 클릭하고 Flip을 선택하여 연결하
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1004-내지-1~4.indd 23

23

2021-10-06 오후 12:12:19

활동 주체

4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1. 수업 전 시청한 동영상 자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2. 학습목표와 주제를 설명합니다.
-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여 미리 준비한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스마트 수업도구

Flip

- Flip의 판서 기능을 활용해서 필기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는 방법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해 갤럭시북(PC)의 화면을 Flip으로 미러링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 Wireless Display Function으로 연결하기
- 노트북의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에서 알림센터 또
는 장치 선택
- 연결 또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Flip] Samsung
WMA series 장치를 선택하여 연결 완료
-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후 제품 화면에서 노트북 화
면을 제어할 수 있음
이 기능은 Windows 8.1 및 10 에서만 지원됩니다.

• HDMI, DP 케이블로 PC 연결하기
- HDMI, DP 케이블로 Flip과 PC 연결
- Flip의 우측 상단에서 Import > PC > HDMI,
DisplayPort
- Flip 화면에서 PC를 제어하려면 USB케이블을 제
품의 터치 포트에 연결
- 다중 화면 설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Flip을 기본 디
스플레이로 설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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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Flip의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판서하는 방법
• 플립 전용 펜의 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
현합니다.
A : 가는 부분(펜), B : 두꺼운 부분(형광펜)

•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판서한 내용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 펜으로 화면을 길게 누르면 펜의 굵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Flip 화면의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양한 필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① 펜 또는 브러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탭하여 팔레트를 엽니다. 펜이나 형광펜의 색상과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각 페이지에 대해 생성된 롤을 이동하거나 편집합니다.
④ 화면에 띄운 수업자료 위에 플립 펜을 이용하여 필기할 때 레이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하고 화면 위에 레이어를 추가
해서 자유롭게 필기합니다. 레이어 화면에 필기 한 내용을 지워도 원래 띄
워진 화면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기 완료 후 다시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⑤ 추가적인 롤 관리 옵션이 제공되며, 이 중 “양식(Forms)” 메뉴를 통해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흰색 배경
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스케줄 관리 등, 수업 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양식을 활용
해보세요.

메모

요일별

초록색

격자

월별

체크목록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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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조별 프로젝트 활동

5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1. 학생들을 3~4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편성합니다.
2. Flip으로 조 편성 결과를 공지하고 학생들을 조별로 모여 앉게 합니다. 수업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조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방법 및 규칙을 지도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북

활동 주체

6 조별 브레인스토밍 및 리서치
1. 학생들은 Flip을 활용하여 조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합니다.
- 큰 화면에 여러 명이 동시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 마인드맵 방식을 활용해 모든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시각화 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탭

2. 브레인스토밍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고 갤럭시탭을 활용해 필요한 내용을 조사
합니다.

조별 브레인스토밍에 활용할 수 있는 Flip의 필기 기능 소개
Flip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여러 명이 동시에 손쉽게 필기하거나 지우면서, 학생들은 다함께 제한없이 의견을 표
현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멀티 터치
- 최대 4명이 동시에 화면에 필기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필기도구
- 제공되는 플립 전용 펜뿐만 아니라 주변의 펜, 연필,
막대기, 붓과 같은 다른 필기도구로도 필기할 수 있
어 한결 자유로운 협업이 가능합니다.
• 필기 편의성
- 실제 종이에 쓰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필기
할 수 있고, 손가락(좁은 면적)과 손바닥(넓은 면적)
을 활용해 필기내용을 손쉽고 빠르게 지울 수 있
습니다.
• 브러시 모드
- 기본 펜 모드와는 다른 붓의 느낌을 구현합니다. 수
채화 또는 유화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 물감처
럼 색상을 섞을 수도 있어 학생들의 상상력과 아이
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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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조별 브레인스토밍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삼성노트 앱으로 노트내용 공유하기
- 삼성노트의 “공유 노트함” 기능을 통해 자신이 노트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유 노트함에 친구들을 추가하고 공유 노트함에 문서 또는 메모를 생성하면, 친구들은 공유 노트함에 들어있는
문서를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삼성노트 앱의 좌측 메뉴에서 “공유 노트함” 선택

② 공유 노트함 우측 상단의 “+” 버튼을 탭하여, 새로운
공유 노트함 생성

③ 아래 3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유 노트함
을 공유할 사람 선택
- 그룹 생성
- 기기 혹은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선택
- 삼성 계정 ID 추가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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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혹은 개별 리서치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멀티 윈도우 + 삼성노트 = 동영상 위에 필기하기
멀티 윈도우의 팝업 화면 기능과 노트 앱의 투명기능을 사용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할 수
있습니다.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2

목록을 엽니다.
② 노트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세요. 노트 앱이 팝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

1

④ 팝업 화면 상단의 파란색 선을 터치하세요.
4

⑤ 나타나는 옵션 중 투명도 조절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5

⑥ 팝업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⑦ 노트가 투명하게 변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앱에 들
어가서 필기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 위에 노트를

6

7

올려두고 필기할 수 있으며, 노트의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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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1. 화면 캡처
학습 중 필요한 화면을 캡처하고 그 위에 메모하거나, 캡처 화면을 자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방법
- 측면 버튼과 음량(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 또는 손 옆면을 화면 위에 대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미세요.
• 화면 캡처 툴바
1

2

3

4

① 웹페이지 같이 스크롤하면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캡처할 수 있습니다.
② 캡처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고, 원하는 영역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③ 캡처 화면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캡처 화면을 공유합니다.

2. 손글씨 입력하기
①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②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3
2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③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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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7 조별 활동 결과자료 작성
1. 리서치를 마무리하고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주(主) 작성자가 크롬북(조별 1대)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을 주도합니다. 작성자가 구글 프레젠테이션
으로 새문서를 생성한 후 조원들과 문서를 공유하면, 조원들은 각자의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다함께
문서 편집에 참여합니다.
공동으로 문서를 편집하기 위한 구글 Docs 공유 기능 소개

크롬북

1)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문서를 생성합니다.
갤럭시탭

2)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및 그룹
과 공유”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글 클래스룸

3) 공유할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문서 공유
권한을 선택합니다.
- 문서 편집 / 댓글 작성 / 열람 등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친구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낼지 설정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동 주체

8 조별 활동 결과 발표
1. Flip의 SMART VIEW+ 기능으로, 각 조의 갤럭시탭 화면을 Flip에 미러링하여 발표자료를 띄웁니다.
2. 각 조의 발표자는 Flip의 화면 위에 펜으로 필기 하거나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발표를 진행합
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조별 발표 후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독려해
주세요.

Flip

SMART VIEW+로 연결된 갤럭시탭의 자료를 Flip에 바로 띄우는 방법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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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9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
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북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10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조별 학습내용 : 발
 표물, 조사자료, 브레인스토밍
결과 등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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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11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크롬북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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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1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소중한 우리 영토, 우리 땅 독도
(출처 : 삼성스마트스쿨 수업가이드, 2020)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사회, 6학년

수업목표

수업도구

▶

지리적,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땅 독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독도 알림 포스터를 제작한다.

활용기기
▶

교사 : PC

▶

학생 : 태블릿 (조별 1기기,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

구글 프레젠테이션 (컴퓨터ㆍ모바일기기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
위두랑팝 (교육부 제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 수업 활동에 많이 이용하는 마인드맵, 포스트잇 등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할 수 있는 협업 도구)

수업내용

1) 동기유발 (수업 전)

Flip

PC

• 독도는 우리 땅 뮤직비디오 시청하기
- 독도는 우리 땅 뮤직비디오를 보며 전과 바뀐 가사에 대해 알아보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2) 전개

Flip

태블릿

위두랑팝

• 독도의 모습과 특징 탐구하기
- 태블릿으로 학생들이 직접 독도의 위치에 대해 살펴본다.
•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 가사로부터 알 수 있는 독도의 모습과 특징 생각하고, 생각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활동 방법]
위두랑 사이트
회원 로그인하여
https://rang.edunet.net >>
>>
클래스에 접속하기
접속하기

“공유방”을
클릭하여
나의 생각 올리기

다른 친구들의
>> 작성 내용을 함께 보며
독도의 모습 알아보기

•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독도의 특징 알아보기
- 영상 및 사진자료와 실감형 콘텐츠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의 특징을 파악한다.
• 독도의 모습과 특징을 담은 자료 만들기
-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모둠 자료를 만들고 생각을 나눈다.
[활동 방법]
모둠별로 주제
선정하기

>>

발표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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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완성한 자료를
플립으로 연동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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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2 특징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 그룹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협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쿨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그룹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을 배양할 수 있습
니다.
• 학생들인 본 수업 중의 프로젝트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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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

단계

학습활동

선생님
1

수업 전

수업의 흐름
학생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수업도구

갤럭시북

수업
사전준비

갤럭시탭

2
수업자료 미리 청취

구글 클래스룸

3
Zoom 수업 접속

수업 시작

갤럭시탭

4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5

갤럭시북

Zoom

조 편성 및
조별 온라인 학습공간 개설

6
수업 중

조별 브레인스토밍 및 리서치

조별
프로젝트
활동

갤럭시북
갤럭시탭
Zoom

7
조 활동 결과자료 작성

구글 Docs

8
조별 활동결과 발표

갤럭시북

9
수업 마무리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갤럭시탭
Zoom

10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갤럭시탭

11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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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북

구글 클래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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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전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공지로 등록하고,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ᆞ설문 등을 업
로드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갤럭시북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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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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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2 수업자료 미리 청취
1. 태블릿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에 개설된 수업에 참여합니다.
2. 선생님이 업로드한 사전학습 동영상 자료를 청취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여 수업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 학생들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1) 이메일 초대 링크를 통해 등록하기
구글 클래스룸

- 선생님이 공유한 이메일 초대장 클릭
- “수업 참여하기” 클릭

2) “수업 코드”를 통해 직접 등록하기
- 구글 클래스룸 접속
- 상단의 “+” 버튼 → “수업 참여하기” 클릭
- 선생님이 공유한 “수업 코드” 를 입력하고 우측상단의
“참여하기” 클릭

•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에 접속하여 선생님이 업로드한 학습자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1) 구글 클래스룸 앱에 접속하여 등록된 수업에 입장
합니다.

2) 수업에 등록된 문서가 최신순으로 확인되며, 선생님이
등록한 문서를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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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3 Zoom 수업 접속
1. 선생님은 Zoom 수업을 개설해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Zoom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 Zoom 웹사이트에서 Zoom 클라이언트를 다운로

갤럭시북

드 받아서 선생님 갤럭시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합
니다.

Zoom

2) Zoom 수업 개설
- Zoom 실행 후 “예약” 클릭 후 날짜와 시간을 선
택합니다.
- 수업 개설이 완료된 후 수업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
스룸에 공지합니다.

활동 주체

1. 학생들은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추어 Zoom 수업에 접속합니다.
Zoom 수업에 접속하는 방법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 앱스토어에서 “Zoom”으로 검색해 Zoom Cloud

스마트 수업도구

Meetings를 설치합니다.

갤럭시탭

Zoom

2) Zoom 수업 참여
- 선생님이 메일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공유한
초대링크로 접속합니다.
- 학생이 링크로 접속하면 대기실에 입장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수락”을 클릭
했을 때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선생님 ID”를 입력해서 접속합니다. (유클래
스 기능 상세 : p160 프로그램 실행 및 연결)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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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4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1. 수업 전 시청한 동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학습목표와 주제를 설명합니다.
2. Zoom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 학습자료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Zoom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 진행하기
• 화면 공유 기능

갤럭시북

- 선생님은 하단의 “화면 공유” 기능을 선택하여 미
리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Zoom

- 화이트보드 공유를 통해 판서 내용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자료 선택

화이트보드
기능

• 녹화 기능
- 선생님은 하단의 “기록” 버튼을 이용해 수업을 녹
화할 수 있습니다.

활동 주체

1. 수업 중 학생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질문합니다.
Zoom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하기
• 화면 하단 “더보기” 기능
- 손들기

스마트 수업도구

: 발표하거나 질문할 것이 있을 때있을 때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세요.

갤럭시탭

- 배경 및 필터
: 화면의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oom

• 유클래스에서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공유 화면만 볼 수 있
고 스마트 기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3 네비게이션 메뉴 - 화면공유)
• 선생님이 PC에 판서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4 네비게이션 메뉴 – 노트툴)
• 또한 선생님과 학생 간의 1:1채팅 및 1:1 음성채팅(단독, 공개)이 가능하여, 학생에게 보다 개인적
인 관심과 코멘트를 제공하고 수업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메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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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조별 프로젝트 활동

5 조 편성 및 조별 온라인 학습공간 개설
1. 학생들을 3~4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편성하고 Zoom에 조별 소회의실을 생성합니다.
- 조별 학습 편차가 크지 않도록 고려하여 조를 편성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조별 소회의실 생성하기
1) 계정 설정에서 소회의실 활성화 (수업 전 준비 필요)

갤럭시북

- 선생님 계정으로 Zoom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우측 상단의 “내 계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Zoom

- 설정 > 회의 > 회의 중(고급)으로 이동하여 “소회의
실” 옵션을 활성화하고,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
의실에 할당하도록 허용”을 체크합니다.
2) 소회의실 만들기
- 회의(수업) 화면 하단에서 “소회의실”을 선택합니
다. “소회의실 만들기”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조 편
성 결과대로 생성할 소회의실의 숫자를 입력하고
“수동으로 할당”을 선택합니다.
3) 소회의실에 학생 배정 및 소회의실 옵션 설정하기
① 학생 배정하기
- 소회의실 기본 명칭(회의실1, 회의실2, … )을 클

1

릭하면 명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의 “할당”을 클릭하여 해당 소회의실을
사용할 학생을 배정합니다.

3
2

② 소회의실 옵션 기능 설정
-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 학생들이 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나와 메인 세
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
동합니다
: 그룹 활동 시간이 되면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조별 소회의실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 설정한 시간 이후에 소회의실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회의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
: 활동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③ 소회의실을 열고 조별 활동 시작하기
- 설정 내용대로 소회의실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자동으로 할당된 소회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클래스에서도 그룹별 소회의실을 생성하여, 지정된 학생들끼리 토론 및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6~7, 소회의실 생성/실행/관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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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6 조별 브레인스토밍 및 리서치
1. 학
 생들은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조별 활동을 시작합니다.
2. Zoom 소회의실에서 조원들과 논의를 계속하면서, 구글 잼보드를 활용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합
니다.
3.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기반으로 태블릿으로 각자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조원들끼리 지속적으로 의
견을 교환합니다.
4. 선생님은 조별 소회의실에 돌아가면서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5. 조별 활동 중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은 선생님을 조별 소회의
실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별 활동 시작 전 이 기능을

갤럭시탭

구글 잼보드

Zoom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멀티 윈도우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 필기하거나, Zoom 회의를 하면서 동
시에 구글 보드 활동에 참여하세요.
• 분할 화면 보기
2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을 엽니다.

3

②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선택한 앱이 분
할 화면에 실행됩니다.
1

④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되면, 다른 화면에서
함께 실행할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4

⑤ 분할 창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한 채로 끌어
분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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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조별 브레인스토밍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삼성노트 앱으로 노트내용 공유하기
- 삼성노트의 “공유 노트함” 기능을 통해 자신이 노트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유 노트함에 친구들을 추가하고 공유 노트함에 문서 또는 메모를 생성하면, 친구들은 공유 노트함에 들어있는
문서를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삼성노트 앱의 좌측 메뉴에서 “공유 노트함” 선택

② 공유 노트함 우측 상단의 “+” 버튼을 탭하여, 새로운
공유 노트함 생성

③ 아래 3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유 노트함
을 공유할 사람 선택
- 그룹 생성
- 기기 혹은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선택
- 삼성 계정 ID 추가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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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구글 잼보드 기능 소개*
구글 잼보드
온라인 상에서도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기록하거나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최대 16명)을 할 수 있
도록 브레인스토밍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손글씨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탭이나 크롬북을 활용해 손쉽게 필기하거나 지우면서 의견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앱(Jamboard)을 다운로
드 받거나, 웹을 통해 접속합니다.
(https://jamboard. google.com)
• 우측 하단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잼(Jam)
을 생성합니다.

① 화면이 바뀌어 새로운 프레임이 나타나면 좌측 상
단에 제목을 클릭하여 알맞은 잼(Jam)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1
4

2
3

②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잼보드를 사용할 학생
들(조 구성원)을 초대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
어 초대하거나, 링크를 복사하여 공유할 수도 있
습니다.

③ “배경 설정” 메뉴를 통해 프레임의 배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등의 배경을 적용하거
나 배경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8월 기준, Jamboard 모바일앱은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본 매뉴얼의 기기 설명은 웹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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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④ 프레임 좌측의 툴바에서는 다양한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펜팔레트에서 펜의 종류(펜, 마커, 형광펜, 붓)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우기 기능을 제공하며, 터치스크린의 경우 손가락으
로 터치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스터커 메모 기능을 통해 여럿이 한 프레임에 동시에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으며, 포스트잇의 색상과 크기
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미지추가 버튼을 누르면, PC에 있는 이미지, 구글 드
라이브에 있는 이미지, 또는 웹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 사각형, 삼각형, 화살표 등의 도형을 선택해서 삽입
할 수 있습니다.

툴바의 최하단에는 레이저 툴이 있습니다. 레이저 툴을
클릭하고 화면에 선을 그으면 순간 빨간색의 선이 그어
졌다가 바로 사라지며, 수업이나 발표 시 강조할 내용
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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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조별 활동 중인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
1) 조별 소회의실에 참가하기
메인 세션(수업)의 하단 “소회의실”을 클릭하면 팝업

1

화면이 나타나고, 이 중 조별 소회의실의 “참가”를 클
릭하면 해당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학생들의 진행상
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2) 모든 소회의실에 메시지 보내기
선생님은 모든 소회의실에 메시지를 보내 모든 학
생들에게 공지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별 활
동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할
때 사용하세요.

학생들이 조별 활동 중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1) 학생이 선생님을 소회의실로 초대해 도움을 요청하
고 싶을 경우, 조별 소회의실 좌측 상단의 “도움 요
청”을 클릭하고, 팝업 화면이 뜨면 “호스트 초대”를
클릭합니다.

2) 선생님에게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팝업창이 나
타나면, “소회의실 참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소회
의실로 이동합니다. “나중에” 버튼을 클릭하면, 나중
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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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활동 주체

7 조별 활동 결과자료 작성
1. 리서치를 마무리하고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2. 한 명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문서를 생성한 후 문서를 공유하고, 조원들은 각자의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다함께 문서를 작성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은 조별 자료 작성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
링하고 독려해주세요.

갤럭시탭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
구글 Docs

1)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문서를 생성합니다.
2)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및 그룹
과 공유”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3) 공유할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문서 공유
권한을 선택합니다.
- 문서 편집 / 댓글 작성 / 열람 등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친구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낼지 설정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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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8 조별 활동 결과 발표
1. 정
 해진 시간이 되면 조별 소회의실이 닫히고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메인 세션(수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선생님은 수업의 화면 공유 권한을 “모든 참가자”로 설정하여 각 조의 발표자들이 직접 자신의 갤럭
시탭 화면을 공유하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별 발표 후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독
려해주세요.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Zoom에서 학생의 개별 갤럭시탭 화면을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Zoom 메인 세션 하단의 “화면 공유”를 클릭합니다. 아
래와 같이 “고급 공유 옵션”을 설정하여, 한 번에 한 조
씩 돌아가면서 학생이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

갤럭시탭

도록 합니다.
• 고급 공유 옵션

Zoom

Q.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A.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
Q.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A. “모든 참가자” 선택
Q. 다
 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호스트만” 선택
유클래스에는 선생님이 특정 학생의 화면을 선택하여 전체 학생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
해 학생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모니터링)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9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
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갤럭시탭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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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10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갤럭시탭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조별 학습내용 : 발
 표물, 조사자료, 브레인스토밍
결과 등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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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11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갤럭시탭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Zoom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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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2
학생 주도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 탐구
(출처 : 삼성스마트스쿨 수업가이드, 2020)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사회, 4학년

수업목표

수업도구

▶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 “제주도”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알아본다.

▶

제주도에 대해 알게 된 내용으로 발표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활용기기
▶

교사 :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수업내용

위두랑 (교육부 제작 및 운영)

1) 제주도 자료 조사하기

PC

태블릿

위두랑

• 그룹별 조사 계획 세우기
- 교사가 위두랑 클래스를 미리 개설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위두랑 사용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시간을 갖
는다.
- 그룹별 발표를 위한 개인별 역할을 분담하고 조사 계획을 세운다.
• 제주도 자료 조사 및 수집하기
- 제주도의 지형, 역사, 문화, 방언을 조사한다.
-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수집하여 조사내용을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모둠 게시판에 업로드한다.

2) 발표자료 제작하기

태블릿

Zoom

위두랑

• 그룹별 발표자료 제작
- 그룹별 수집한 사진 및 동영상, 조사 자료, 워크북 자료 등을 이용하여 발표 자료를 구성한다.
- 자료 형식은 그룹별로 의논하여 PPT, UCC 등 자유롭게 결정한다.

3) 발표 및 평가하기

PC

태블릿

Zoom

위두랑

• 그룹별 발표 (5분 이내)
- 각 그룹은 위두랑 게시판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발표 시 교사가 전체 학생과 자료를 공유한다.
- 발표 후 느낀 점이나 피드백 내용을 위두랑 게시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댓글을 통해 이야기하여 보다 풍성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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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3 특징
• 선생님이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과 그룹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하에 짧은 시간에 많은 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룹으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디지털 기기나 학습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선생님 혹은 그룹내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
습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 비치된 갤럭시탭을 사용할 때,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기기에서 로그아
웃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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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수업
사전준비

수업의 흐름

선생님
1

학생

갤럭시북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

2
수업 시작

수업도구

플립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플립

선생님 주도
강의

갤럭시탭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5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수업 중

6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플립

조별 실습

크롬북

7
조 활동 결과자료 작성

갤럭시탭

8
조별 활동결과 발표

9
수업 마무리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플립

10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크롬북
갤럭시탭

11
수업 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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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북

구글 클래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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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3

수업 운영 가이드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설문을 준비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로 등록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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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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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2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1. Flip의 SMART VIEW+기능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출석을 체
크합니다.
2.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SMART VIEW+ 기능으로 여러 대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Flip

갤럭시탭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는 50대이며, 이 중 최대 4대의 화면을 동시에 Flip에 띄울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갤럭시탭에서 알림창을 아래로 드래그해
“Smart View”를 클릭하고 Flip을 선택하여 연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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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선생님 주도 강의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1. 학습목표와 주제를 안내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여 미리 준비한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 Flip의 판서 기능을 활용해서 필기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는 방법
Flip

갤럭시북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해 갤럭시북(PC)의 화면을 Flip으로 미러링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 Wireless Display Function으로 연결하기
- 노트북의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에서 알림센터 또
는 장치 선택
- 연결 또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Flip] Samsung
WMA series 장치를 선택하여 연결 완료
-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후 제품 화면에서 노트북 화
면을 제어할 수 있음
이 기능은 Windows 8.1 및 10 에서만 지원됩니다.

• HDMI, DP 케이블로 PC 연결하기
- HDMI, DP 케이블로 Flip과 PC 연결
- Flip의 우측 상단에서 Import > PC > HDMI,
DisplayPort
- Flip 화면에서 PC를 제어하려면 USB케이블을 제
품의 터치 포트에 연결
- 다중 화면 설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Flip을 기본 디
스플레이로 설정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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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의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판서하는 방법
• 플립 전용 펜의 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
현합니다.
A : 가는 부분(펜), B : 두꺼운 부분(형광펜)

•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판서한 내용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 펜으로 화면을 길게 누르면 펜의 굵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Flip 화면의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양한 필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① 펜 또는 브러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탭하여 팔레트를 엽니다. 펜이나 형광펜의 색상과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각 페이지에 대해 생성된 롤을 이동하거나 편집합니다.
④ 화면에 띄운 수업자료 위에 플립 펜을 이용하여 필기할 때 레이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하고 화면 위에 레이어를 추가
해서 자유롭게 필기합니다. 레이어 화면에 필기 한 내용을 지워도 원래 띄
워진 화면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기 완료 후 다시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⑤ 추가적인 롤 관리 옵션이 제공되며, 이 중 “양식(Forms)” 메뉴를 통해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흰색 배경
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스케줄 관리 등, 수업 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양식을 활용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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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활동 주체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1. 학생들은 갤럭시탭의 노트(Samsung Notes) 기능을 활용하여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갤럭시탭으로 수업내용을 필기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삼성노트(Samsung Notes)
손글씨나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1)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2)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서 자
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3
2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
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1004-내지-1~4.indd 59

59

2021-10-06 오후 12:13:09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조별 실습

5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1. 학생들을 3~4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편성합니다.
2. Flip으로 조 편성 결과를 공지하고 학생들을 조별로 모여 앉게 합니다. 수업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조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방법 및 규칙을 지도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북

활동 주체

6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1. 학생들은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조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 필기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1. 화면 캡처

갤럭시탭

학습 중 필요한 화면을 캡처하고 그 위에 메모하거나, 캡처 화면을 자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방법
- 측면 버튼과 음량(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 또는 손 옆면을 화면 위에 대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미세요.
• 화면 캡처 툴바
1

2

3

4

① 웹페이지 같이 스크롤하면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캡처할 수 있습니다.
② 캡처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고, 원하는 영역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③ 캡처 화면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캡처 화면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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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글씨 입력하기
①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3

②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2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③ 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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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7 조별 활동 결과자료 작성
1. 리서치를 마무리하고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2. 주(主) 작성자가 크롬북(조별 1대)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을 주도하고, 조원들은 각자의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다함께 문서를 작성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크롬북

갤럭시탭

공동으로 문서를 편집하기 위한 구글 Docs 공유 기능 소개
1)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문서를 생성합니다.
2)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및 그룹
과 공유”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글 Docs

3) 공유할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문서 공유
권한을 선택합니다.
- 문서 편집 / 댓글 작성 / 열람 등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친구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낼지 설정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조별 프로젝트 활동

8 조별 활동 결과 발표
1. Flip의 SMART VIEW+ 기능으로, 각 조의 갤럭시탭 화면을 Flip에 미러링하여 발표자료를 띄웁니다.
2. 각 조의 발표자는 Flip의 화면 위에 펜으로 필기 하거나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발표를 진행합
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조별 발표 후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독려해
주세요.

Flip

SMART VIEW+로 연결된 갤럭시탭의 자료를 Flip에 바로 띄우는 방법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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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9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
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북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10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조별 학습내용 : 발
 표물, 조사자료, 브레인스토밍
결과 등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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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11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크롬북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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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3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등고선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섬 지도
(출처 : 삼성스마트스쿨 수업가이드, 2020)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사회, 4학년

수업목표

수업도구

▶

등고선이 무엇인지 알고, 등고선을 통해 실제 지형을 유추하고 확인한다.

▶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와 그에 따라 서식하는 동식물을 조사하여 내가 만든 지형의 특징을 소개할 수 있다.

활용기기
▶

교사 : Flip, PC

▶

학생 : 태블릿 (조별 1기기,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수업내용

Landscape AR (사회시간 등고선 및 지형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1) 도입

Flip

PC

•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에 대한 강의
-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지지형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이해한다.

2) 전개

Flip

PC

태블릿

구글맵/네이버지도 Landscape AR

• 지도를 보며 등고선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Flip과 교사 PC를 연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들을 찾아본다.
② 온라인 사이트의 지형지도와 등고선을 함께 펴보며 실제 지도(우리 동네, 대표적인 산지 지역 등)에 서 땅
의 높낮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③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방법과, 등고선의 의미와 특징이 무엇인
지 안다.
• 등고선에 따른 지형의 모습 비교하기
- Flip과 교사 PC를 연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여러 가지 등고선 모양에 따른 지형의 모습 비교하기
- 일반 산, 낮은 언덕(제주 오름 등), 급경사, 완경사, 계곡(습곡) 등 다양한 등고선의 모습을 보고 지형의 모습이
어떨지 유추해본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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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섬 만들기
- Landscape AR을 이용하여 직접 그린 등고선의 실제 지형의 모습을 확인하는 섬 지도 만들기 그룹 활동
[활동 방법]
흰 종이와 검정색 펜을
준비하여
종이 위에
등고선을 그린다.

2~4인으로
그룹을 나눈다.

>>

>>

다 그린 후
태블릿에서
Landscap AR을
실행한다.

>>

>>

지형의 높낮이와
경사도를 상상하며
원하는 지형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린다.

태블릿 화면에
등고선을 그린 종이를 비추어
실제 지형의 모습을
확인하고 캡처하여
그룹별 섬 지도를 만든다.

• 개성을 담아 풍부하게 나만의 섬 꾸미기
- 각기 다른 날씨와 기후에 따라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을 알아보고, 내가 만든 섬의 기후에서 서식할 수 있는 동
식물을 조사하고 소개하기
① 날씨와 기후에 따라 다르게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 알아본다.
② 그룹별 섬의 원하는 날씨와 기후를 결정한다.
: 세계 지리와 세계의 기후를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나만의 섬이 위치하는 지역과, 그 기후를 결정한다.
③ 결정한 날씨와 기후에 따라 섬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조사한다.
④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섬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⑤ 나만의 섬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표한다.
: 각자의 개성이 담긴 섬를 보며 다양한 지형의 모습과 다양한 기후,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르게 서식하는 동
물과 식물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이끌며,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도
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다.

3) 마무리
• 활동 마무리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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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활동 중심 수업

선생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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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4 특징
• 학생이 스스로 학습 목표와 주제를 선택하여 원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짝을 지어 서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수업입니다.
• 학습 능력 차에 따라 개인 맞춤 학습을 진행하면서 주체성과 자발성을 기를 수 있고, 학습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협업 및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짝 활동 진행을 위해 학생별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짝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 비치된 갤럭시탭을 사용할 때,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기기에서 로그아
웃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4-내지-1~4.indd 68

2021-10-06 오후 12:13:20

디지털 수업 가이드 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수업
사전준비

수업의 흐름
선생님

1

학생

수업도구
갤럭시북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

2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수업 시작

3

갤럭시탭

수업 중

주제별
학습활동

구글 클래스룸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개별 학습 가이드

4

개별
자료 학습
5

플립

본인 페이스에 맞게
동영상 강의 기반 개인학습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같은 주제)
플립
갤럭시북

6
각자 학습한 내용 공유 및 부족한 부분 보충

7

짝 활동 가이드
(다른 주제)
플립

학습내용
발표

갤럭시탭

8
학습내용 발표 및 Q&A

9
수업 마무리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플립

10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크롬북
갤럭시탭

11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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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설문을 준비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로 등록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갤럭시북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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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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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2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1. Flip의 SMART VIEW+기능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출석을 체
크합니다.
2.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SMART VIEW+ 기능으로 여러 대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Flip

갤럭시탭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는 50대이며, 이 중 최대 4대의 화면을 동시에 Flip에 띄울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갤럭시탭에서 알림창을 아래로 드래그해
“Smart View”를 클릭하고 Flip을 선택하여 연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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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선생님 주도 강의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개별 학습 가이드
1. 학
 습목표와 주제를 설명합니다.
-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여 미리 준비한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 Flip의 판서 기능을 활용해서 필기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학생들이 여러 개의 학습 주제 중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구글 클래스룸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개인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Flip

주제별 동영상 강의 및 실습활동(실험, 리서치, 체험활동, 만들기 등)이 미리 설계 ·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갤럭시북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는 방법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해 갤럭시북(PC)의 화면을 Flip으로 미러링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 Wireless Display Function으로 연결하기
- 노트북의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에서 알림센터 또
는 장치 선택
- 연결 또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Flip] Samsung
WMA series 장치를 선택하여 연결 완료
-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후 제품 화면에서 노트북 화
면을 제어할 수 있음
이 기능은 Windows 8.1 및 10 에서만 지원됩니다.

• HDMI, DP 케이블로 PC 연결하기
- HDMI, DP 케이블로 Flip과 PC 연결
- Flip의 우측 상단에서 Import > PC > HDMI,
DisplayPort
- Flip 화면에서 PC를 제어하려면 USB케이블을 제
품의 터치 포트에 연결
- 다중 화면 설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Flip을 기본 디
스플레이로 설정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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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의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판서하는 방법
• 플립 전용 펜의 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
현합니다.
A : 가는 부분(펜), B : 두꺼운 부분(형광펜)

•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판서한 내용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 펜으로 화면을 길게 누르면 펜의 굵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Flip 화면의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양한 필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① 펜 또는 브러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탭하여 팔레트를 엽니다. 펜이나 형광펜의 색상과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각 페이지에 대해 생성된 롤을 이동하거나 편집합니다.
④ 화면에 띄운 수업자료 위에 플립 펜을 이용하여 필기할 때 레이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하고 화면 위에 레이어를 추가
해서 자유롭게 필기합니다. 레이어 화면에 필기 한 내용을 지워도 원래 띄
워진 화면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기 완료 후 다시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⑤ 추가적인 롤 관리 옵션이 제공되며, 이 중 “양식(Forms)” 메뉴를 통해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흰색 배경
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스케줄 관리 등, 수업 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양식을 활용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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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개별 자료 학습

4 본인 페이스에 맞게 동영상 강의 기반 개인학습
1. 구
 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된 강의 중, 본인이 원하는 주제와 수준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실
습활동을 진행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갤럭시탭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중요한 부분은 필기하고 모르는 내용은
선생님에게 질문하도록 지도합니다.
갤럭시탭으로 동영상 수업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하기

갤럭시탭

1. 멀티 윈도우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 필기하거나, Zoom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구글 보드 활동에 참여하세요.
• 분할 화면 보기
2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을 엽니다.

3

②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됩니다.
1

④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되면, 다른 화면
에서 함께 실행할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4

⑤ 분할 창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한 채로 끌
어 분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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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노트(Samsung Notes)
손글씨나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1)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2)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
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3
2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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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3. 멀티 윈도우 + 삼성노트 = 동영상 위에 필기하기
멀티 윈도우의 팝업 화면 기능과 노트 앱의 투명기능을 사용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
할 수 있습니다.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2

목록을 엽니다.
② 노트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세요. 노트 앱이 팝
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

1

④ 팝업 화면 상단의 파란색 선을 터치하세요.
4

⑤ 나타나는 옵션 중 투명도 조절 아이콘을 선택합
니다.

5

⑥ 팝업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⑦ 노트가 투명하게 변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앱에
들어가서 필기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 위에 노

6

7

트를 올려두고 필기할 수 있으며, 노트의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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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주제별 학습활동

5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같은 주제)
1. 같
 은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로 조를 편성합니다. (3~4명 단위의 소그룹 편성)
2. 학생들을 조별로 모여 앉게 합니다. 수업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조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방법 및 규칙을 지도합니다.

활동 주체

6 각자 학습한 내용 공유 및 부족한 부분 보충
1. 같
 은 주제를 학습한 학생끼리 모여 각자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2. 선생님은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하고(보고서, PPT, 구두발표) Flip으로 결과물 템플릿과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 템플릿을 업로드합니다.
3. 학생들은 개인학습 내용과 친구로부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자 학습 결과물을 제작합
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학습내용 발표

7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같은 주제)
1. 서
 로 다른 주제를 학습한 학생을 2명씩 짝지어서 짝 활동을 진행하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주체

8 각자 학습한 내용 공유 및 부족한 부분 보충
1. 짝
 과 함께 서로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태블릿을 활용하여 자신이 작성
한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서로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Q&A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Q&A 세션을 관리 및 감독해주세요.

갤럭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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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9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lip

갤럭시북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10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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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11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크롬북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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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4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스스로 깨우치는 수학 원리 – 진분수끼리의 곱셈
(출처 : 삼성스마트스쿨 수업가이드, 2020)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수학, 5학년

수업목표
▶

진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

스마트기기와 칸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준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을 진행할 수 있다.

수업도구

활용기기
▶

교사 : Flip,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칸 아카데미
인공지능형 칸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수학 학습한국어 기반으로 클래스를 지정해도 다른 언어
환경에서 같은 클래스에 가입할 수 있고, 과제 지정 등이 가능하여 수학 맞춤형 수업이 가능

수업내용

1) 도입

Flip

PC

• 전시학습 복습
- 분수, 가분수, 진분수, 기약분수 등 한국어로 표현된 수학적 용어의 의미를 확인한다.

2) 전개

태블릿

칸아카데미

• 칸 아카데미 개별 학습
- 진분수의 곱셈 학습 동영상을 시청하고 연습문제 풀이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칸 아카데미에서 찾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 학습내용 확인 및 문제풀이
-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내용 확인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은 칸 아카데미 동영상 시청 후 교사에게 질문한다.

3) 마무리
• 활동 마무리
• 다음 차시 예고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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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5 특징
• 선생님이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강의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몰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설명식 온라인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강의내용을 구성하고 전체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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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수업
사전준비

수업의 흐름

선생님
1

학생

갤럭시북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

2
수업 시작

수업도구

갤럭시북

Zoom 수업 접속

갤럭시탭
Zoom

3

선생님 주도
강의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갤럭시북
갤럭시탭

4

Zoom

필기하며 수업 듣기

수업 중

5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갤럭시북
갤럭시탭

개별 실습

Zoom

6
실습 결과자료 작성 및 발표

7
수업 마무리

구글 Docs

갤럭시북

내용 복습 및 종합적 의견 제시

갤럭시탭
Zoom

8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갤럭시북
갤럭시탭

9

구글 클래스룸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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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설문을 준비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로 등록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갤럭시북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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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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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2 Zoom 수업 접속
1. 선생님은 Zoom 수업을 개설해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Zoom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 Zoom 웹사이트에서 Zoom 클라이언트를 다운로

갤럭시북

드 받아서 선생님 갤럭시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합
니다.

Zoom

2) Zoom 수업 개설
- Zoom 실행 후 “예약” 클릭 후 날짜와 시간을 선
택합니다.
- 수업 개설이 완료된 후 수업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
스룸에 공지합니다.

활동 주체

1. 학생들은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추어 Zoom 수업에 접속합니다.
Zoom 수업에 접속하는 방법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 앱스토어에서 “Zoom”으로 검색해 Zoom Cloud

스마트 수업도구

Meetings를 설치합니다.

갤럭시탭

Zoom

2) Zoom 수업 참여
- 선생님이 메일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공유한
초대링크로 접속합니다.
- 학생이 링크로 접속하면 대기실에 입장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수락”을 클릭
했을 때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선생님 ID”를 입력해서 접속합니다. (유클래
스 기능 상세 : p160 프로그램 실행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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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선생님 주도 강의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1. 학습목표와 주제를 안내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 Zoom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 학습자료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Zoom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 진행하기
• 화면 공유 기능

갤럭시북

- 선생님은 하단의 “화면 공유” 기능을 선택하여 미
리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Zoom

- 화이트보드 공유를 통해 판서 내용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자료 선택

화이트보드
기능

• 녹화 기능
- 선생님은 하단의 “기록” 버튼을 이용해 수업을 녹
화할 수 있습니다.

• 유클래스에서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공유 화면만 볼 수 있
고 스마트 기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3 네비게이션 메뉴 - 화면공유)
• 선생님이 PC에 판서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4 네비게이션 메뉴 – 노트툴)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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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1. 학생들은 갤럭시탭으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고, 수업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Zoom 손들기 기능
을 통해 질문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탭으로 Zoom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하기
1. 멀티 윈도우

갤럭시탭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 필기하거나, Zoom 회의를 하면서

Zoom

동시에 구글 보드 활동에 참여하세요.
• 분할 화면 보기
2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을 엽니다.

3

②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됩니다.
1

④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되면, 다른 화면
에서 함께 실행할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4

⑤ 분할 창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한 채로 끌
어 분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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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2. 삼성노트(Samsung Notes)
손글씨나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1)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2)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
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3
2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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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 윈도우 + 삼성노트 = 동영상 위에 필기하기
멀티 윈도우의 팝업 화면 기능과 노트 앱의 투명기능을 사용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
할 수 있습니다.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2

목록을 엽니다.
② 노트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세요. 노트 앱이 팝
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

1

④ 팝업 화면 상단의 파란색 선을 터치하세요.
4

⑤ 나타나는 옵션 중 투명도 조절 아이콘을 선택합
니다.

5

⑥ 팝업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⑦ 노트가 투명하게 변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앱에
들어가서 필기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 위에 노

6

7

트를 올려두고 필기할 수 있으며, 노트의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Zoom 수업 중 학생이 질문하는 방법
• 발표하거나 질문할 것이 있을 때, 화면 하단의 “더보
기”를 클릭하고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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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개별 실습

5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1. 선
 생님은 강의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개별 실습을 안내하고, 활동시간을 정해 공지합니다.
강의식 수업이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
시 혹은 태블릿을 이용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학생은 Zoom 수업의 비디오를 계속 켜놓은 상태로 개별 실습활동을 진행합니다. 실습 진행 중 궁
금한 부분이 생기면 채팅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Zoom 수업 중 채팅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1) “더보기” > “채팅”을 통해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Zoom

2) “채팅” 클릭 후 보낼 대상을 “선생님(호스트)”로 선택
하면, 선생님에게 개별적인 메시지(DM)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유클래스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선생님과 학생 간의 1:1채팅 및 1:1 음성채팅(단독, 공개)이 가
능하여, 학생에게 보다 개인적인 관심과 코멘트를 제공하고 수업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메뉴 실행)
• 선생님은 특정 학생의 화면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실습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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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6 실습 결과자료 작성 및 발표
1. 개별 실습활동을 마무리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2. 자료 작성이 끝난 후, 선생님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 간단한 실습활동 결과 발표, 배운 점 또는 느낀 점 공유

선생님은 모든 활동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관리하면서 학생들을
독려해주세요.

스마트 수업도구
Zoom에서 학생의 개별 갤럭시탭 화면을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갤럭시북

Zoom 메인 세션 하단의 “화면 공유”를 클릭합니다. 아
래와 같이 “고급 공유 옵션”을 설정하여, 한 번에 한 조
씩 돌아가면서 학생이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

갤럭시탭

도록 합니다.
• 고급 공유 옵션

Zoom

Q.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A.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
Q.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A. “모든 참가자” 선택
Q.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호스트만” 선택
유클래스에는 선생님이 특정 학생의 화면을 선택하여 전체 학생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
해 학생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모니터링)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7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
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갤럭시탭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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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8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갤럭시탭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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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9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갤럭시탭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구글 클래스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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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5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온라인)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쌓기나무
(출처 : 삼성스마트스쿨 수업가이드, 2020)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수학, 6학년

수업목표
▶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모양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쌓기나무의 수를 구한다.
-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 모양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입체도형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다.
- 사물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본 모습을 바탕으로 전체의 구조를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수업도구

활용기기
▶

교사 :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수업내용

▶

3D 스마트 쌓기나무 (다양한 모양으로 쌓아진 쌓기나무를 3D 화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

▶

쌓기나무 (수학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쌓기나무 관련 학습을 지원)

▶

Block Craft 3D (다양한 모양의 쌓기나무를 활용해 나만의 도시를 구성)

1) 도입

PC

태블릿

Zoom

• 교사 강의
- 위, 앞, 옆에서 보는 모습을 보고 보여지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본다.

2) 전개

태블릿

Zoom

미니게임

3D 스마트 쌓기나무 Block Craft 3D

• 교사 강의
- 쌓기나무 개수를 세는 방법 알아보기
• 개별 활동
- 쌓기나무 미니 수학 게임

: 10개의 쌓기나무 개수 퀴즈 문제를 풀어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인 쌓기나무의 수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 직접 만드는 쌓기나무 퀴즈
: 앱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쌓기나무를 만들고 캡쳐하여 퀴즈 문제를 만들어본다.
- 도시 건설 앱을 활용한 나만의 도시 만들기(Block Craft 3D)
: 애플리케이션 안의 다양한 모양의 쌓기블록을 활용하여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나
만의 도시를 꾸미고 건설한 후, 내가 설계한 나만의 도시를 발표한다.

3) 마무리

PC

태블릿

Zoom

• 활동 마무리 및 다음 차시 예고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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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6 특징
• 스스로 선택한 주제의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짝 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상에
서 진행됩니다.
• 본인의 수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해가면서 주체성과 자발성을 기를 수 있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과 소통을 진행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으로 개인 학습이 진행되는 만큼, 학생 간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강의내용과 실습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수업 진
행 중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짝 활동 진행을 위해 학생별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짝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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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수업
사전준비

수업의 흐름

선생님
1

학생

수업도구
갤럭시북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

2
Zoom 수업 접속
갤럭시북

수업 시작

갤럭시탭

3

Zoom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개별 학습 가이드

4

개별
자료 학습

본인 페이스에 맞게
동영상 강의 기반 개인학습

갤럭시북
갤럭시탭
Zoom

5
학습 결과물 작성

수업 중

구글 Docs

6
짝 활동 가이드
갤럭시북

학습내용
발표

갤럭시탭

7

Zoom

학습내용 발표 및 Q&A

8
수업 마무리

갤럭시북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갤럭시탭
Zoom

9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갤럭시북
갤럭시탭

10

구글 클래스룸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1004-내지-5부터.indd 97

97

2021-10-06 오후 12:18:56

디지털 수업 가이드 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설문을 준비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로 등록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갤럭시북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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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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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2 Zoom 수업 접속
1. 선생님은 Zoom 수업을 개설해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Zoom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 Zoom 웹사이트에서 Zoom 클라이언트를 다운로

갤럭시북

드 받아서 선생님 갤럭시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합
니다.

Zoom

2) Zoom 수업 개설
- Zoom 실행 후 “예약” 클릭 후 날짜와 시간을 선
택합니다.
- 수업 개설이 완료된 후 수업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
스룸에 공지합니다.

활동 주체

1. 학생들은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추어 Zoom 수업에 접속합니다.
Zoom 수업에 접속하는 방법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스마트 수업도구

- 앱스토어에서 “Zoom”으로 검색해 Zoom Cloud
Meetings를 설치합니다.

갤럭시탭

Zoom

2) Zoom 수업 참여
- 선생님이 메일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공유한
초대링크로 접속합니다.
- 학생이 링크로 접속하면 대기실에 입장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수락”을 클릭
했을 때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선생님 ID”를 입력해서 접속합니다. (유클래
스 기능 상세 : p160 프로그램 실행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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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활동 주체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1. 학습목표와 주제를 안내합니다.
- Zoom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 자료를 공유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학생들이 여러 개의 학습 주제 중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구글 클래스룸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개인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주제별 동영상 강의 및 실습활동(실험, 리서치, 체험활동, 만들기 등)이 미리 설계 ·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갤럭시북

Zoom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 진행하기
Zoom

• 화면 공유 기능
- 선생님은 하단의 “화면 공유” 기능을 선택하여 미
리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보드 공유를 통해 판서 내용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자료 선택

화이트보드 기능

유클래스에서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공유 화면만 볼 수 있고 스
마트 기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3 네비게이션 메뉴 - 화면공유)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개별 자료 학습

4 본인 페이스에 맞게 동영상 강의 기반 개인학습
1.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된 강의 중, 본인이 원하는 주제와 수준을 고려하여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실
습활동을 진행합니다.
2.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중요한 부분은 필기하고 모르는 내용은 Zoom을 통해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Zoom 수업 중 채팅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갤럭시탭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싶을 때 화면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Zoom

1) “채팅”을 통해 선생님에게 개별적인 메시지(DM)을
보내 질문합니다.
2)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낼 대상을 “선생님
(호스트)”로 선택합니다.

유클래스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1:1채팅 및 1:1 음성채팅(단독, 공개)이 가능하여, 학생에게 보
다 개인적인 관심과 코멘트를 제공하고 수업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메뉴 실행)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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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5 수업 설문 참여
1. 선
 생님은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하고(보고서, PPT, 구두발표) Flip으로 결과물 템플릿과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 템플릿을 업로드합니다.
2. 학생들은 개인학습 내용과 친구로부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자 학습 결과물을 제작합
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갤럭시탭

Zoom

구글 클래스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학습내용 발표

6 짝 활동 가이드
1. 서
 로 다른 주제를 학습한 학생을 2명씩 짝지어서 짝 활동을 진행하도록 활동방법 및 시간 등을 안
내합니다.
2. 학생끼리 짝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Zoom 소회의실을 생성하고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조별 소회의실 생성하기
1) 계정 설정에서 소회의실 활성화 (수업 전 준비 필요)
- 선생님 계정으로 Zoom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우측 상단의 “내 계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설정 > 회의 > 회의 중(고급)으로 이동하여 “소회의
실” 옵션을 활성화하고,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
의실에 할당하도록 허용”을 체크합니다.
2) 소회의실 만들기
- 회의(수업) 화면 하단에서 “소회의실”을 선택합니
다. “소회의실 만들기”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조 편
성 결과대로 생성할 소회의실의 숫자를 입력하고
“수동으로 할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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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3) 소회의실에 학생 배정 및 소회의실 옵션 설정하기

1

① 학생 배정하기
- 소회의실 기본 명칭(회의실1, 회의실2, … )을 클
릭하면 명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2

- 오른쪽의 “할당”을 클릭하여 해당 소회의실을
사용할 학생을 배정합니다.
② 소회의실 옵션 기능 설정
-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 학생들이 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나와 메인
세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
동합니다.
: 그룹 활동 시간이 되면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조별 소회의실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 설정한 시간 이후에 소회의실이 자동으로 닫
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회의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
: 활동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메인 세션으로 돌아
가도록 안내합니다.
③ 소회의실을 열고 조별 활동 시작하기
- 설정 내용대로 소회의실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자동으로 할당된 소회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클래스에서도 그룹별 소회의실을 생성하여, 지정된 학생들끼리 토론 및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6~7, 소회의실 생성/실행/관리)

활동 주체

7 학습내용 발표 및 Q&A
1. 짝
 과 함께 서로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Zoom 소회의실의 컨텐츠 공유 기
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2. 서로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Q&A 시간을 갖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은 학생들의 Q&A 세션을 관리 및 감독해주세요.

갤럭시탭

Zoom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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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8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정
 해진 시간이 되면 짝 활동을 진행하던 소회의실이 닫히고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메인 세션(수업)
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 및 활동을 요약 정리합
니다.

갤럭시북

Zoom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9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104

1004-내지-5부터.indd 104

삼성 스마트스쿨 2021

2021-10-06 오후 12:19:04

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활동 주체

10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갤럭시탭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구글 클래스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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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온작품과 함께 달려보자
(출처 : 융합프로젝트로 행복한 초등 배움중심수업, 2020, 경기도교육청)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국어 / 도덕 / 미술 / 음악, 6학년

수업목표
▶

온라인 독서 토론을 통해 작품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 다른 사람 작품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후속 이야기를 만드는 과제를 통해 이야기의 연속성과 인물과
사건을 연결 짓는 방법까지 생각할 수 있다.

수업도구

활용기기
▶

교사 :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수업내용

패들렛, Zoom, 스톱모션 어플, 멘티미터, 구글 설문

1) 책과의 만남

PC

태블릿

구글설문

패들렛

멘티미터

• 책 구성요소 살피기
- 책 표지 느낌 살피고 대답하기
- 책 앞부분 / 뒷부분에 들어있는 내용 살피고 대화 나누기
- 책 표지를 넘겼을 때 바로 보이는 내용 살피고 대화 나누기
• 책 내용 정리하기
예시
- 이 책의 정보를 찾아봅시다. (제목 / 작가 / 출판사 / 출판연도)
-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글 또는 그림)을 적어보세요.
- 차례를 보고 짧은 문장 한가지를 적어보세요.
- 책의 아무 곳이나 한 번 펼쳐보세요. 처음 펼쳐진 곳을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과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2) 사건과의 만남

PC

태블릿

Zoom

스톱모션 어플

• 등장인물 분석하기
- Zoom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각자 읽은 부분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 받기
• 사건 분석하기
- 책을 사건별로 나누어 사건별 장면 정리하기
예시
순서

장면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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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인 진도 · 수준별
맞춤 학습 (온라인)

• 스톱모션 만들기
- 스톱모션 연습 해보기
- 인상적인 장면과 이유에 대해 소회의실에서 이야기 나누기
- 내가 표현할 장면 구상하기
- 클레이로 장면 표현 후 스톱모션 작품으로 완성하기
예시
스톱모션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 봅시다.
각 장면을 간단한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장면 1

장면 2

▶

장면 3

▶

장면 4

▶

장면 5

▶

장면 6

▶

완성작

3) 인물과의 만남

Zoom

멘티미터

구글 설문

멘티미터

• 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하기
- 토의를 통해 갈등 해결 방법 가능성 추측하기
• 등장인물 이해하기
- DJ가 되어 인물 위로하는 글과 어울리는 음악 추천하기
예시
“안녕하세요, 00님. DJ OOO 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추천할 곡은 000의 곡 000 입니다. 이 곡을 추천하는 이유는 ...... ”

4) 배경과의 만남

Zoom

• 배경과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배경으로 줄거리 구분하기
• 이어질 사건 예상하기
- 온작품에 이어 2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상하고 토의하기
- 구글 설문으로 각자 쓴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각자 의견 나누기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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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7 특징
• 교실에서 진행되는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입니다.
• 선생님의 지도 하에 짧은 시간에 많은 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학생이 디지털 기기나 학습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선생님 혹은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강의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몰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수업의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을 배양하면서 학습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 비치된 갤럭시탭을 사용할 때,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기기에서 로그아
웃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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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7

수업의 흐름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수업
사전준비

선생님
1

학생

갤럭시북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

2
수업 시작

수업도구

플립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플립

선생님 주도
강의

갤럭시탭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수업 중

5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플립
크롬북

개별 실습
6

갤럭시탭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구글 Docs

7
수업 마무리

내용 복습 및 종합적 의견 제시

8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갤럭시북
크롬북
갤럭시탭

9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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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 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설문을 준비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로 등록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Flip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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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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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2 학생 출석 체크 & Warm-up
1. F
 lip의 SMART VIEW+기능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출석을 체
크합니다.
2.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SMART VIEW+ 기능으로 여러 대의 갤럭시탭과 Flip을 연결시키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VIEW+를 선택합니다.

Flip

갤럭시탭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는 50대이며, 이 중 최대 4대의 화면을 동시에 Flip에 띄울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갤럭시탭에서 알림창을 아래로 드래그해
“Smart View”를 클릭하고 Flip을 선택하여 연결하
세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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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선생님 주도 강의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1. 학습목표와 주제를 안내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여 미리 준비한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 Flip의 판서 기능을 활용해서 필기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과 Flip을 미러링 연결하는 방법
Flip

갤럭시북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해 갤럭시북(PC)의 화면을 Flip으로 미러링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 Wireless Display Function으로 연결하기
- 노트북의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에서 알림센터 또
는 장치 선택
- 연결 또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Flip] Samsung
WMA series 장치를 선택하여 연결 완료
-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후 제품 화면에서 노트북 화
면을 제어할 수 있음
이 기능은 Windows 8.1 및 10 에서만 지원됩니다.

• HDMI, DP 케이블로 PC 연결하기
- HDMI, DP 케이블로 Flip과 PC 연결
- Flip의 우측 상단에서 Import > PC > HDMI,
DisplayPort
- Flip 화면에서 PC를 제어하려면 USB케이블을 제
품의 터치 포트에 연결
- 다중 화면 설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Flip을 기본 디
스플레이로 설정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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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의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판서하는 방법
• 플립 전용 펜의 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
현합니다.
A : 가는 부분(펜), B : 두꺼운 부분(형광펜)

•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판서한 내용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 펜으로 화면을 길게 누르면 펜의 굵기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Flip 화면의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양한 필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① 펜 또는 브러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탭하여 팔레트를 엽니다. 펜이나 형광펜의 색상과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각 페이지에 대해 생성된 롤을 이동하거나 편집합니다.
④ 화면에 띄운 수업자료 위에 플립 펜을 이용하여 필기할 때 레이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하고 화면 위에 레이어를 추가
해서 자유롭게 필기합니다. 레이어 화면에 필기 한 내용을 지워도 원래 띄
워진 화면의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기 완료 후 다시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⑤ 추가적인 롤 관리 옵션이 제공되며, 이 중 “양식(Forms)” 메뉴를 통해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흰색 배경
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스케줄 관리 등, 수업 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양식을 활용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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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활동 주체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1. 학생들은 갤럭시탭의 노트(Samsung Notes) 기능을 활용하여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갤럭시탭으로 수업내용을 필기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삼성노트(Samsung Notes)
손글씨나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1)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3

2)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께,

2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
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식
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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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개별 실습

5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1. 선
 생님은 강의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개별 실습을 안내하고, 활동시간을 정해 공지합니다.
강의식 수업이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
혹은 태블릿을 이용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갤럭시탭

활동 주체

6 실습 결과자료 작성 및 발표
1. 개별 실습활동을 마무리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2. 자료 작성이 끝난 후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활동 결과를 발표 하고 배운 점 또는 느낀 점을 공유합
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F
 lip의 SMART VIEW+ 기능으로, 학생의 갤럭시탭 화면을 Flip에 미러링하여 발표자료를 띄웁
니다.
3. 학생들은 Flip의 화면 위에 펜으로 필기 하거나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Flip

갤럭시탭

SMART VIEW+로 연결된 갤럭시탭의 자료를 Flip에 바로 띄우는 방법
1) Flip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IMPORT > SMART

구글 Docs

VIEW+를 선택합니다.

2) SMART VIEW+ 기능을 통해 최대 50대의 기기를
Flip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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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7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
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갤럭시탭

Zoom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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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8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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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활동 주체

9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크롬북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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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7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바이올린 연주 즐기기
(출처 : 삼성스마트스쿨 수업가이드, 2020)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음악, 3~4학년

수업목표
▶

바이올린을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 바이올린을 활용하여 박과 리듬꼴, 음의 높낮이와 빠르기 등을 익힐 수 있다.
-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도구

활용기기
▶

교사 : Flip,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수업내용

잼이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1) 도입

Flip

PC

태블릿

잼이지

• 여러가지 현악기 소개 강의
- Flip과 교사 PC를 연동하여 수업 관련 내용을 함께 본다.

2) 전개

Flip

PC

• 바이올린의 모양과 소리 알아보기
- Flip과 교사 PC를 연동하여 바이올린 사진이나 음원,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바이올린 연
주 영상을 보며 바이올린의 모양(몸통과 활)과 소리에 대해 살펴본다.
• 바이올린 연주 방법과 자세 익히기
- Flip 화면에 바이올린 연주 자세를 보여주며 학생들이 이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 바이올린 연주하기
- 태블릿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각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활동 방법]

①
잼이지 플러스로
바이올린과 모바일기기를
연결한다.

>>

④
“나의 뮤직”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연습” 버튼을 눌러
연습을 시작한다.

>>

②
연결이 완료되면
잼이지 플러스를
바이올린에 장착한다.

>>

⑤
반주를 들으며
화면에 보이는 음표가
주황색 선과 만날 때
소리를 낸다.

>>

③
원하는 앨범을
“나의 뮤직”에 담는다.

3) 마무리
• 활동 마무리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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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교사주도

그룹활동

개별활동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8 특징
•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강의와 그룹별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 선생님의 지도 하에 짧은 시간에 많은 교과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룹으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고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 비치된 갤럭시탭을 사용할 때, 시작하면서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기기에서 로그아
웃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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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수업
사전준비

수업의 흐름

선생님
1

학생

수업도구
갤럭시북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

2

갤럭시북

수업 시작

Zoom 수업 접속

갤럭시탭
Zoom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선생님 주도
강의

갤럭시북
갤럭시탭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Zoom

5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수업 중

6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갤럭시북
갤럭시탭

조별 실습

Zoom

7
조 활동 결과자료 작성

구글 Docs

8
조별 활동결과 발표

9
수업 마무리

갤럭시북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갤럭시탭
Zoom

10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갤럭시탭

11
수업 설문 참여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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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설문을 준비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로 등록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갤럭시북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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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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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시작

2 Zoom 수업 접속
1. 선생님은 Zoom 수업을 개설해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Zoom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 Zoom 웹사이트에서 Zoom 클라이언트를 다운로

갤럭시북

드 받아서 선생님 갤럭시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합
니다.

Zoom

2) Zoom 수업 개설
- Zoom 실행 후 “예약” 클릭 후 날짜와 시간을 선
택합니다.
- 수업 개설이 완료된 후 수업 초대링크를 구글 클래
스룸에 공지합니다.

활동 주체

1. 학생들은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추어 Zoom 수업에 접속합니다.
Zoom 수업에 접속하는 방법
1) Zoom 클라이언트 설치

스마트 수업도구

- 앱스토어에서 “Zoom”으로 검색해 Zoom Cloud
Meetings를 설치합니다.

갤럭시탭

Zoom

2) Zoom 수업 참여
- 선생님이 메일 또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공유한
초대링크로 접속합니다.
- 학생이 링크로 접속하면 대기실에 입장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수락”을 클릭
했을 때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선생님 ID”를 입력해서 접속합니다. (유클래
스 기능 상세 : p160 프로그램 실행 및 연결)

126

1004-내지-5부터.indd 126

삼성 스마트스쿨 2021

2021-10-06 오후 12:19:26

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선생님 주도 강의

3 학습목표 및 주제 안내 / 강의 진행
1. 학습목표와 주제를 안내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 Zoom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 학습자료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Zoom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 진행하기
• 화면 공유 기능

갤럭시북

- 선생님은 하단의 “화면 공유” 기능을 선택하여 미
리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Zoom

- 화이트보드 공유를 통해 판서 내용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자료 선택

화이트보드
기능

• 녹화 기능
- 선생님은 하단의 “기록” 버튼을 이용해 수업을 녹
화할 수 있습니다.

• 유클래스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공
유 화면만 볼 수 있고 스마트 기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3 네비게이션
메뉴 - 화면공유)
• 선생님이 PC에 판서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4 네비게이션 메뉴 – 노트툴)

활동 주체

4 필기하며 수업 듣기
1. 학생들은 갤럭시탭으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고, 수업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Zoom 손들기 기능
을 통해 질문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탭으로 Zoom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하기
1. 멀티 윈도우

갤럭시탭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 필기하거나, Zoom 회의를 하면서

Zoom

동시에 구글 보드 활동에 참여하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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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화면 보기
2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을 엽니다.

3

②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됩니다.
1

④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되면, 다른 화면
에서 함께 실행할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4

⑤ 분할 창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한 채로 끌
어 분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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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갤럭시탭으로 수업내용을 필기하는 방법
2. 삼성노트(Samsung Notes)
손글씨나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수업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1)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2)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
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3
2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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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 윈도우 + 삼성노트 = 동영상 위에 필기하기
멀티 윈도우의 팝업 화면 기능과 노트 앱의 투명기능을 사용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
할 수 있습니다.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2

목록을 엽니다.
② 노트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세요. 노트 앱이 팝
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

1

④ 팝업 화면 상단의 파란색 선을 터치하세요.
4

⑤ 나타나는 옵션 중 투명도 조절 아이콘을 선택합
니다.

5

⑥ 팝업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⑦ 노트가 투명하게 변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앱에
들어가서 필기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 위에 노

6

7

트를 올려두고 필기할 수 있으며, 노트의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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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Zoom 수업 중 학생이 질문하는 방법
• 발표하거나 질문할 것이 있을 때, 화면 하단의 “더보
기”를 클릭하고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질문합니다.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조별 실습

5 조 편성 및 활동 가이드
1. 학
 생들을 3~4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편성하고 Zoom에 조별 소회의실을 생성하고 학생들을 배정
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2. 수업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조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방법 및 규칙을 지도
합니다.

조별 소회의실 생성하기
갤럭시북

1) 계정 설정에서 소회의실 활성화 (수업 전 준비 필요)
Zoom

- 선생님 계정으로 Zoom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우측 상단의 “내 계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설정 > 회의 > 회의 중(고급)으로 이동하여 “소회의
실” 옵션을 활성화하고,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
의실에 할당하도록 허용”을 체크합니다.
2) 소회의실 만들기
- 회의(수업) 화면 하단에서 “소회의실”을 선택합니
다. “소회의실 만들기”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조 편
성 결과대로 생성할 소회의실의 숫자를 입력하고
“수동으로 할당”을 선택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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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회의실에 학생 배정 및 소회의실 옵션 설정하기

1

① 학생 배정하기
- 소회의실 기본 명칭(회의실1, 회의실2, … )을 클
릭하면 명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2

- 오른쪽의 “할당”을 클릭하여 해당 소회의실을
사용할 학생을 배정합니다.
② 소회의실 옵션 기능 설정
-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 학생들이 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나와 메인
세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
동합니다
: 그룹 활동 시간이 되면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조별 소회의실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 설정한 시간 이후에 소회의실이 자동으로 닫
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회의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
: 활동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메인 세션으로 돌아
가도록 안내합니다.
③ 소회의실을 열고 조별 활동 시작하기
- 설정 내용대로 소회의실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자동으로 할당된 소회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클래스에서도 그룹별 소회의실을 생성하여, 지정된 학생들끼리 토론 및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6~7, 소회의실 생성/실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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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활동 주체

6 강의내용 기반 실습활동
1. 학생들은 조별 소회의실에서 실습활동을 진행합니다.
- Zoom 소회의실에서 논의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합니다.
- 각자 갤럭시탭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조원들끼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탭

Zoom

활동 주체

7 조 활동 결과자료 작성
1. 학생들은 실습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2. 한 명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문서를 생성한 후 문서를 공유하고, 조원들은 각자의 갤럭시탭을
활용하여 다함께 문서를 작성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선생님은 조별 자료 작성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
고 독려해주세요.

갤럭시탭

공동으로 문서를 편집하기 위한 구글 Docs 공유 기능 소개
Zoom

구글 Docs

1)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새문서를 생성합니다.
2)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및 그룹
과 공유”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3) 공유할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문서 공유
권한을 선택합니다.
- 문서 편집 / 댓글 작성 / 열람 등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친구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낼지 설정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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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8 조별 활동결과 발표
1. 정
 해진 시간이 되면 조별 소회의실이 닫히고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메인 세션(수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선생님은 수업의 화면 공유 권한을 “모든 참가자”로 설정하여 각 조의 발표자들이 직접 자신의 갤럭
시탭 화면을 공유하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Zoom에서 학생의 개별 갤럭시탭 화면을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Zoom 메인 세션 하단의 “화면 공유”를 클릭합니다. 아
래와 같이 “고급 공유 옵션”을 설정하여, 한 번에 한 조
씩 돌아가면서 학생이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

갤럭시북

도록 합니다.
• 고급 공유 옵션
Q.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갤럭시탭

A.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
Q.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Zoom

A. “모든 참가자” 선택
Q.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
할 수 있나요?
A. “호스트만” 선택
유클래스에는 선생님이 특정 학생의 화면을 선택하여 전체 학생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
해 학생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클래스 기능 상세 : p162 학생 개별 모니터링)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수업 마무리

9 활동결과 요약 및 종합적 의견 제시
1. 조
 별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다함께 돌아보고,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오늘 배
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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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공유

10 학습내용 정리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1.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문서를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할당하면, 학생들은 조별 활동내용과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지정된 과제 문서에 업로드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 문서를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스마트 수업도구
1) 학생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할당된 과제 문
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2) 과제 문서를 클릭하면 하단에 나타나는 “과제물 추
가” 버튼을선택합니다.

3) 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고 (구글드라이브, 직접
업로드 등) 조별 활동내용, 개인별 학습내용을 정리
하여 업로드합니다.
- 조별 학습내용 : 발
 표물, 조사자료, 브레인스토밍
결과 등
- 개인 학습내용 : 수업 중 필기 등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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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체

11 수업 설문 참여
1. 학
 생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설문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도 변화 등
2.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른 수업과
정 구성에 반영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 수업도구

1) 구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생성했던 설문지를 클릭
합니다.

갤럭시북

갤럭시탭

2) 상단의 “응답” 탭을 클릭하면 “요약” 섹션 에서 질문
구글 클래스룸

별 대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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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8

선생님 주도의 강의와 조 활동 중심 수업 (온라인)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저마다 빛날 권리
(출처 : 융합프로젝트로 행복한 초등 배움중심수업, 2020, 경기도교육청)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사회 / 도덕 / 미술, 6학년

수업목표
▶

수업도구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마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활용기기
▶

교사 :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스마트 수업도구
▶

수업내용

Zoom, 구글 설문

1) 주제 도입

PC

태블릿

Zoom

태블릿

Zoom

구글 설문

• 교사 강의
- 게임과 그림책을 활용하여 “인권”의 의미 탐색하기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조항 살펴보기
• 그룹 활동
- 인권 신장을 위한 과거의 노력 조사하기
- 인권이 침해된 사례 찾기

2)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PC

• 교사 강의
-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인권 신장과 관련된 옛날의 여러 제도를 탐색하기
• 그룹 활동
- Zoom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생각을 주고 받고, 그룹별로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기
- 교실 인권 선언문 만들기
-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실태를 조사한 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인권침해사례
별로 인권선언문 제작하기
- <교실인권선언문> 조항 선별 및 게시하기

3) 마무리

PC

태블릿

Zoom

• 그룹 활동
- 사회에서 인권이 피해받은 사례 및 해결방법 토의하기
- 활동 후 소감 나누기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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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부모지원

개별화 학습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09 특징
• 선생님이 제공한 온라인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페이스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 디지털 기기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면서 높은 자발성과 계
획성, 의지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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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

단계

수업의 흐름

학습활동

선생님
1

학생

수업도구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수업 완료 데드라인 설정

수업 영상 준비

수업 전

갤럭시북

수업
사전준비

학습자료 및
실습자료 준비

구글 클래스룸

학습 결과물 제작 및
제출 안내
온라인 퀴즈 준비

2
스스로 학습 진행
학습목표 이해
학습교재 정독 및 동영상
수업 시청

수업 중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스스로 학습
실습 활동 수행

구글 Docs

학습 결과물 제작 및 제출

온라인 퀴즈 참여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9

학습 결과물, 퀴즈 결과
바탕으로 평가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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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북
구글 클래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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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을 위한 수업 자료 패키지를 준비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합니다.
- 수업 완료 데드라인 설정 및 안내

스마트 수업도구

- 학습목표 및 관련 학습자료, 실습 안내 자료
- 수업 영상 (교사 직접 녹화 제작, 혹은 관련 영상 링크 첨부)

갤럭시북

- 학습 결과물 제작 및 제출 방식 안내
- 온라인 퀴즈 준비

구글 클래스룸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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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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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온라인 퀴즈를 만드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 탭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
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 “퀴즈 과제” 를 선택하
여 퀴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퀴즈 제목과 안내사항, 제출기한 등을 입력합니다.
3) Blank Quiz라는 구글 폼(Google Forms) 파일이
기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구글
폼 문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4) 퀴즈 폼에 질문과 답변을 작성합니다. 다양한 유형
의 질문 형식이 제공되며, 각 문항마다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관식(단답형, 장문형)
- 객관식
- 체크박스
- 드롭다운
- 선형 배율
-그외

5) 질문과 답변은 퀴즈 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6) 퀴즈 폼을 완성한 후, 다시 클래스룸의 퀴즈 과제 문
서로 돌아와 “과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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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스스로 학습

2 스스로 학습 진행
1. 구
 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업로드한 수업 가이드 및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을 시작합니다.
2. 갤럭시탭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자습합니다.
- 학습목표 이해

스마트 수업도구

- 학습교재 정독
- 동영상 수업 시청 및 실습 진행

갤럭시탭

3. 학습 결과물 가이드에 맞게 제작하여 제출합니다.
4. 온라인 퀴즈를 풀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1. 화면 캡처
학습 중 필요한 화면을 캡처하고 그 위에 메모하거나, 캡처 화면을 자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방법
- 측면 버튼과 음량(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 또는 손 옆면을 화면 위에 대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미세요.
• 화면 캡처 툴바
1

2

3

4

① 웹페이지 같이 스크롤하면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캡처할 수 있습니다.
② 캡처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고, 원하는 영역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③ 캡처 화면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캡처 화면을 공유합니다.
2. 손글씨 입력하기
①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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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3
2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③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3. 멀티 윈도우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 필기하거나, Zoom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구글 보드 활동에 참여하세요.
• 분할 화면 보기
2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을 엽니다.

3

②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됩니다.
1

④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되면, 다른 화면
에서 함께 실행할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4

⑤ 분할 창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한 채로 끌
어 분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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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4. 멀티 윈도우 + 삼성노트 = 동영상 위에 필기하기
멀티 윈도우의 팝업 화면 기능과 노트 앱의 투명기능을 사용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
할 수 있습니다.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2

목록을 엽니다.
② 노트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세요. 노트 앱이 팝
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

1

④ 팝업 화면 상단의 파란색 선을 터치하세요.
4

⑤ 나타나는 옵션 중 투명도 조절 아이콘을 선택합
니다.

5

⑥ 팝업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⑦ 노트가 투명하게 변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앱에
들어가서 필기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 위에 노

6

7

트를 올려두고 필기할 수 있으며, 노트의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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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3 학습 결과물, 퀴즈 결과 바탕으로 평가
1. 학생이 제출한 학습 결과물과 퀴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주제 이해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내용
을 조언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구글 클래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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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자기주도
개별 학습

선생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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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수업적용 조건
동시

상시

대면

비대면

학생주도

학부모지원

개별화 학습

스마트스쿨 2021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주체성
융합적 문제해결력

디지털 수업 가이드 10 특징
• 선생님이 제공한 온라인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학부모의 지도 하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 학부모의 지도 하에 학생 개인의 학습습관의 영향이나 시행착오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지도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세한 학부모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기기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방식
과 디지털 기기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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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

단계

학습활동

수업의 흐름

선생님
1

학생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학부모

수업도구

수업 완료
데드라인 설정

수업 완료
데드라인 설정
수업 영상 준비

수업 전

갤럭시북

수업
사전준비

학습자료 및
실습자료 준비

구글 클래스룸

학습 결과물 제작
및 제출 안내
온라인 퀴즈
준비

2
스스로 학습 진행
학습목표 이해

수업 중

학습교재 정독 및
동영상 수업 시청

모니터링

실습 활동 수행

실습 가이드
제공

학습 결과물 제작
및 제출

결과물 제작 시
도움 제공

스스로 학습

갤럭시탭
구글 클래스룸
구글 Docs

온라인 퀴즈
참여

수업 후

수업
피드백 공유

9

학습 결과물, 퀴즈
결과 바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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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
수업 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운영 가이드

수업 사전 준비

1 수업 준비물 제작 후 업로드
1. 갤럭시북을 이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2.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을 위한 수업 자료 패키지를 준비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합니다.
- 수업 완료 데드라인 설정 및 안내

스마트 수업도구

- 학습목표 및 관련 학습자료, 실습 안내 자료
- 수업 영상 (교사 직접 녹화 제작, 혹은 관련 영상 링크 첨부)

갤럭시북

- 학습 결과물 제작 및 제출 방식 안내
- 온라인 퀴즈 준비

구글 클래스룸

3.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업로드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신규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2)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하세요.
“수업 이름”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나머지 “단원”,
“제목”, “강의실” 등 정보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3) “사용자” 탭을 클릭하고 학생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서 초대 링크를 보내세요.

학생들의 이메일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 생성된 수업의 첫 화면에 보이는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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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 접속 후 수업 첫화면의 “스트림”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생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입력하
세요” 항목을 클릭하세요.

2) 공지사항을 등록하면서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할 수
도 있습니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 링크 첨부
- 기기에서 파일 직접 첨부
- 유튜브 영상 키워드 검색 후 첨부 또는 링크 첨부
3) 공지사항은 등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 선택 : 즉시 공지
- “예약” 선택 : 특정 시간에 공지

4) 환경설정으로 들어가 학생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
- 선생님만 게시 또는 댓글 작성 가능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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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온라인 퀴즈를 만드는 방법
1)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 탭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
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 “퀴즈 과제” 를 선택하
여 퀴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퀴즈 제목과 안내사항, 제출기한 등을 입력합니다.
3) Blank Quiz라는 구글 폼(Google Forms) 파일이
기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구글
폼 문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4) 퀴즈 폼에 질문과 답변을 작성합니다. 다양한 유형
의 질문 형식이 제공되며, 각 문항마다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관식(단답형, 장문형)
- 객관식
- 체크박스
- 드롭다운
- 선형 배율
-그외

5) 질문과 답변은 퀴즈 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6) 퀴즈 폼을 완성한 후, 다시 클래스룸의 퀴즈 과제 문
서로 돌아와 “과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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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수업 중 활동
활동 주체

스스로 학습

2 스스로 학습 진행
1. 구
 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업로드한 수업 가이드 및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을 시작합니다.
2. 갤럭시탭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자습합니다.
- 학습목표 이해

스마트 수업도구

- 학습교재 정독
- 동영상 수업 시청 및 실습 진행

갤럭시탭

3. 학습 결과물 가이드에 맞게 제작하여 제출합니다.
4. 온라인 퀴즈를 풀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활동 주체

2 스스로 학습 진행
1. 학
 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도합니다.
- 동영상 수업 시청 모니터링 / 실습 수행 시 가이드 제공 / 산출물 제작 시 도움 제공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탭의 유용한 기능 소개
1. 화면 캡처
학습 중 필요한 화면을 캡처하고 그 위에 메모하거나, 캡처 화면을 자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방법
- 측면 버튼과 음량(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 또는 손 옆면을 화면 위에 대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미세요.
• 화면 캡처 툴바
1

2

3

4

① 웹페이지 같이 스크롤하면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캡처할 수 있습니다.
② 캡처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고, 원하는 영역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③ 캡처 화면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캡처 화면을 공유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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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글씨 입력하기
① S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삼성노트
(Samsung Notes)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버튼
을 탭해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세요.

1

② 새 노트가 생성되면 상단의 편집도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3
2

-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기도구의 종류와 두
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및 편집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
로 작성한 필기영역의 일부를 선택하여 잘라내
거나, 이동, 크기 조절,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③새
 노트의 우측 상단의 추가 옵션 기능

에서는

노트 배경색상을 바꾸거나 노트 템플릿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그리드, 체크리스트 등의 양
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필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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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3. 멀티 윈도우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2개로 분할하여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노트 필기하거나, Zoom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구글 보드 활동에 참여하세요.
• 분할 화면 보기
2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목록을 엽니다.

3

②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됩니다.
1

④ 선택한 앱이 분할 화면에 실행되면, 다른 화면
에서 함께 실행할 앱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4

⑤ 분할 창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한 채로 끌
어 분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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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 윈도우 + 삼성노트 = 동영상 위에 필기하기
멀티 윈도우의 팝업 화면 기능과 노트 앱의 투명기능을 사용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
할 수 있습니다.
① 하단의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눌러 최근 실행한 앱

2

목록을 엽니다.
② 노트 앱의 아이콘을 누른 후,
③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세요. 노트 앱이 팝
업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

1

④ 팝업 화면 상단의 파란색 선을 터치하세요.
4

⑤ 나타나는 옵션 중 투명도 조절 아이콘을 선택합
니다.

5

⑥ 팝업 화면의 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⑦ 노트가 투명하게 변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앱에
들어가서 필기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 위에 노

6

7

트를 올려두고 필기할 수 있으며, 노트의 위치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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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수업 후 활동
활동 주체

수업 피드백

3 학습 결과물, 퀴즈 결과 바탕으로 평가
1. 학생이 제출한 학습 결과물과 퀴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주제 이해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내용
을 조언합니다.

스마트 수업도구

갤럭시북

구글 클래스룸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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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업 가이드 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

수업제목

실제 적용 사례

나를 돌아보는 생활
(출처 : 융합프로젝트로 행복한 초등 배움중심수업, 2020, 경기도교육청)

수업개요

교과과정
▶

초등 도덕 / 음악 / 국어 / 실과 / 창체, 6학년

수업목표
▶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의미를 정립한다.

▶

수업도구

수업내용

여러 단원의 통합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진정한 자아를 성찰한다.

활용기기
▶

교사 : PC

▶

학생 : 태블릿 (1인 1기기)

1) 성찰의 의미 깨닫기 (도덕, 창체)
• “타인이 생각하는 나 vs 내가 생각하는 나” 프리즘 카드로 성찰하기
• “동희의 후회”를 읽고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나”에 대해 적기

2)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힘 기르기 (국어, 미술)
• 인사이드 아웃 감정 캐릭터 색칠하기
• 현재의 감정을 선택해서 이유 발표하기
• 속담, 고사성어, 명언 나누기
• 인생의 좌우명 만들기
• 인생의 묘비명 만들기

3) 성찰된 나의 꿈 찾기 (음악, 국어)
• 가사 바꾸기

4) 세계를 성찰하기 (국어)
• 독서 후 소감문 작성하기- 해당 도서 선택의 이유는?
- 자신에게 도움이 된 부분과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부분은?
- 독서 중 궁금했던 부분과 그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5) 주어진 과정 진행 후 결과 제출

※ 교사가 제공한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한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학습내용 및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부모 가이드를 함께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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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기주도 개별 학습
(부모님 가이드)

선생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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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래스 기능 활용 가이드 (국내 전용)
유클래스란?

유클래스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양방향 화상 시스템 수업지원 솔루션입니다.
화상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의 화면을 서로 공유하고, 판서도구(노트툴)을 활용해 내용을 설명하거나 파일
을 주고받는 기능을 제공하여, Zoom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스마트수업 솔루션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디바이스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학생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및 연결
1) 프로그램 실행

1

• 바탕화면의 U-class N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2) 학교 고유 코드 입력 (최초 1회)
• 발급받은 인증서에 작성되어 있는 “학교 고유 코드”를 입력 후 확인
을 눌러주세요

2

• 학교 고유 코드는 해당 학교 내에서 사용하여 학교 별로 1개씩 제공
되는 라이센스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사용하는 “선생님 ID”와 학
생 수량이 세팅 되어 있습니다.

3) 로그인 정보 입력
• 학교 고유 코드 인증 후 프로그램 실행 마다 “로그인” 창이 나타납
니다

3

• 발급받은 인증서에 작성되어 있는 “선생님 ID”를 입력 후 확인을 눌
러줍니다
• 선생님 ID는 학교 고유 코드와 함께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선생님과
학생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학생보다 먼저 로그인 해야 정상
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 전송 폴더 명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보낸 파일을 모아 저장해 놓을
폴더명이며 공란으로 두셔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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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
1. 그룹 관리 메뉴

1

2

• 그룹 생성, 그룹 관리, 그룹 삭제 메뉴로 구성

2. 설정 메뉴
• 연결된 선생님 ID 확인, 선생님 마이크 & 웹캠 & 그룹 대화 설정, 환
경 설정 메뉴로 구성

3

3. 내비게이션 메뉴
• 화면 공유, 파일 전송, 노트툴, 화면 제어 등 기본 메뉴로 구성

4. 특정 학생 화면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 특정 학생 화면을 더블클릭하면 1명의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5. 음성 ON/OFF

4

5

6

• 음성 대화 기능 ON시 선생님의 음성이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6. 웹캠 ON/OFF
• 선생님의 카메라 화면 ON시 학생들이 선생님을 화상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선생님의 PC에 웹캠이 있을 때만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7. 토론모드 ON/OFF
•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음성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음성이 ON으로 설정된 상태일 때만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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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별 모니터링
1. Back
• 해당 학생 패드의 이전 화면으로 이동

2. 창 모드
• 특정 학생 모니터링 화면을 창 모드 / 전체화면 모드로 변경합니다.

3. 창 닫기
• 전체화면 보기를 종료합니다.

1

2

3

4

5

4. 특정 학생 화면 공유
• 특정 학생의 화면을 전체 학생에게 공유합니다.

5. 노트툴
• 선생님의 노트툴을 실행합니다.

힉생 개별 메뉴 실행
1. 1:1 채팅
• 선택한 특정 학생과 1:1 텍스트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2. 1:1 단독 음성 채팅
• 선택한 특정 학생과 1:1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1
3. 1:1 공개 음성 채팅
• 선택한 특정 학생과 1:1 공개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2

4. 화면 전환
• 바탕화면 보기 : 학생 디바이스
• 웹캠화면 보기 : 학생 카메라
• 원래화면 보기 : 학생 디바이스 및 학생카메라

5. 학생 강제 접속 종료
• 연결되어 있는 선택한 특정 학생을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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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메뉴
1. 모니터링
• 모니터링 화면과 선생님 PC 화면을 전환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화면 공유
•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 해당 기능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며 선
생님의 공유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1004-내지-5부터.indd 163

163

2021-10-06 오후 12:20:17

3. 파일 전송
• 선생님 PC의 파일을 모든 학생 또는 일부 특정 학생을 선택하여 스
마트 기기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1) 방법 1
전송할 파일을 “파일 전송”으로 Drag and Drop

2) 방법 2
“파일 전송” 버튼 클릭

2

3

1

4

4. 노트툴
• 선생님 PC에 판서를 할 수 있는 Note Tool을 실행합니다.

1) 터치모드
Note Tool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생님의 PC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화면 판서 모드
선생님 PC의 현재 화면이 캡쳐되어 해당 화면 위에 판서를 진행
합니다.

3) 화이트보드 모드
선생님의 PC 화면이 화이트보드로 변경되어 해당 화면 위에 판서
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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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함
• 학생들이 전송한 파일을 저장해 바로 열 수 있습니다.
• 파일 저장 경로 내 날짜 별로 폴더가 생성됩니다.
• 해당하는 날짜 폴더 내에 저장됩니다.

6. 화면제어
• 모니터링에서 확인되는 연결된 모든 학생 화면을 아래 3가지 방식

1

으로 변환하며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1) 학생 디바이스 + 학생 카메라 동시 확인

2

2) 학생 디바이스 화면 확인
3) 학생 카메라로 화상 확인
3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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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관리 - 소회의실 생성 / 실행 / 삭제
1. 소회의실 생성

1

1) 그룹 생성 버튼 클릭 (+ 버튼)

2) 신규 그룹 이름 작성

2

3) “대상 학생 번호 선택” 체크

3

- 해당 그룹에 포함될 학생을 체크합니다.
- 전체 선택/해제 버튼으로 모든 학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4

4) 확인 클릭

5) 생성 완료
- 선생님 UI 상단에서 생성된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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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실행
• 그룹 내 지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음성 및 화면 공유를 진행합
니다.

1) 음성 대화 시작/종료
- 그룹 내 학생 전체에게 선생님의 음성이 전달됩니다.

2) 웹캠 시작/종료
- 그룹 내 학생 전체에게 선생님의 모습이 노출됩니다.

3) 토론 모드 시작/종료
- 그룹 내 학생 전체와 선생님의 음성이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학생
은 1:1 채팅 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룹 삭제
• 생성했던 그룹을 삭제합니다.

1

1) 그룹 삭제 버튼 클릭
- 그룹을 삭제하기 위해 삭제할 그룹을 클릭한 뒤 오른쪽에 위치한
X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예” 클릭

2

3) 삭제 완료
- 선생님 UI 상단에서 그룹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수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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