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협력 애플리케이션

띵커벨(ThinkerBell)

임새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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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커벨 소개

띵커벨은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육용 퀴즈 플랫폼으로 원격 수업, 블랜디드 수
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띵커벨에서는 크게 ①퀴즈, ②토의·토론, ③보드, ④워크
시트의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며 모든 기능들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
도한다. 각각의 큰 기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세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시로 퀴즈 기능에는 OX, 선택형, 단답형, 빈칸형, 서술
형의 세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띵커벨은 아래와 같이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기능 이용 제한 차이가 있다.
수업에서의 활용 빈도, 활용 방식에 따라 유료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아이
스크림 사이트 유로 신청(개인유료, 연수플러스, 학교 단체) 시 띵커벨을 무제한
으로 사용할 수 있다.

WiFi-on 모드 최대 참여 인원
과제모드 최대 참여 인원
띵커벨 보드 최대 사용 개수
띵커벨 보드 최대 참여 인원
결과 리포트 다운로드 횟수

무료 회원
20명
20명
5개
20명
10회

유료 회원
200명
500명
100개
200명
무제한

이 자료에서는 띵커벨의 가입, 위의 네 가지 큰 기능의 사용 방법, 수업에서의 활용
방법과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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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커벨 가입하기

학생은 띵커벨에서 수업 참여자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교사가 제
작하고 구성한 띵커벨을 학생에게 공유하고 학생이 이에 참여하는 방법은 ‘4. 띵
커벨 수업에 활용하기’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래는 교사가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이다.
① https://tkbell.co.kr 에 접속한다.
- 아이스크림 사이트(http://www.i-scream.co.kr/) 상단 바 ‘띵커벨’을 선
택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②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한다.
- 띵커벨은 ‘아이스크림’ 통합 회원일 시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다.

③ ‘선생님으로 가입’을 선택한다.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와 학교 정보를 입력한다.

⑤ GPKI 인증서로 교사임을 인증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 이때, 인증서로 교사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회원가입 이후 ‘지원센터 > 교
사인증 신청 > 재직증명서를 통한 교사 인증’을 통해 교사임을 인
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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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커벨 사용하기

교사가 띵커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사이트 우측 상단의 ‘만들기’ 버
튼을 클릭한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등장한다. 여기서 ①퀴즈, ②토의·
토론, ③보드, ④워크시트의 네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적힌 하얀
색의 둥근 박스를 선택하면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밑줄이 쳐져 있는 빨간색 세
부 기능들을 선택하면 세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1) 퀴즈 기능
퀴즈는 총 5가지의 세부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OX

선택형

단답형

빈칸형

서술형

- 퀴즈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퀴즈’ 기능 선택 버튼 누르기
② 퀴즈의 제목, 공개범위, 학교급, 태그, 출처 입력하기

③ N번 문제에 맞는 퀴즈 유형을 선택한 뒤 퀴즈 내기
<OX>

* OX 퀴즈의 질문을 입력하기
* OX 각각에 구체적인 보기가 있다면 기재하기
* OX 중 맞는 답 오른쪽 (V) 표 클릭하기
* 시간제한, 해설 필요 시 설정하고 입력하기
* 퀴즈 혹은 해설에 영상이나 사진 필요시 첨부하기

<선택형>

* 선택형 퀴즈의 질문을 입력하기
* 선택형 퀴즈의 보기 입력하기 (2개 이상의 보기 입력)
* 보기 중 맞는 답 오른쪽 (V) 표 클릭하기
<단답형>

* 단답형 퀴즈의 질문을 입력하기
* 단답형 퀴즈의 정답 입력하기 (복수정답 시 엔터로 인정 답안 기재)

<빈칸형>

* 빈칸형 퀴즈의 질문을 입력하기
* 학생들에게 제시할 빈칸 만들기
(정답의 빈칸 개수만큼 * 입력하기)
(일부 빈칸, 일부 정답 제시의 경우도 가능함)
* 단답형 퀴즈의 정답 입력하기 (복수정답 시 엔터로 인정 답안 기재)
<서술형>

* 서술형 퀴즈의 질문을 입력하기
* 서술형 퀴즈의 경우 자동 채점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Tip. <유형별 퀴즈 내기 공통 세부 기능 설명>
* 여러 문제 출제 시 각 문제별로 퀴즈 유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퀴즈를 낼 때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정답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경우 해설을 작성할 수 있다.
* 질문과 해설에 영상 혹은 사진 미디어가 필요한 경우 유튜브 링크 혹은 사진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다.
* 우측 상단의 ‘임시 저장’과 ‘완료’ 버튼을 눌러 퀴즈 창에서 나갈 수 있다.
* 완성한 퀴즈와 임시 저장한 퀴즈는 띵커벨 상단 메뉴의 ‘보관함’에서 확인 가
능하다.
* 직접 퀴즈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단 메뉴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선생님들이
제작 후 ‘교사 공개’ 해 둔 퀴즈를 참고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퀴즈를 수정
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복사본을 생성하고 수정 후 내
보관함에 저장할 수 있다.
(아래의 버튼 클릭으로 복사 및 수정하여 나의 ‘보관함’ > ‘내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퀴즈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보관함’ > ‘스크랩 자료’에 저장할
수 있다.)

(2) 토의·토론 기능
토의·토론 기능이란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퀴즈 형식으
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토의(띵킹보드, 워드
클라우드) 공간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결정하고 주장하는 토론(찬성반대,
신호등, 가치수직선, 투표)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토의·토론은 총 6가지의 세부기능
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찬성반대

신호등

가치수직선

투표

띵킹보드

워드 클라우드

- 토의·토론 과제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토의·토론’ 기능 선택 버튼 누르기
② 토의·토론의 제목, 공개범위, 학교급, 태그, 출처 입력하기

③ N번 문제에 맞는 토의·토론 유형을 선택한 뒤 토의·토론 과제 생성
(여러 세부 토의·토론 기능을 섞어서 하나의 과제로 생성할 수 있음)
<찬성반대>

* 찬성반대 주제 입력하기
* 찬성과 반대 선택지의 구체적인 보기 입력하기 (선택)
* 학생에게 주장의 이유를 적게 할 경우 ‘의견 받기’ ON하기
<신호등>

* 신호등 토론 주제 입력하기
* 찬성, 모르겠다, 반대 선택지의 구체적인 보기 입력하기 (선택)
* 학생에게 주장의 이유를 적게 할 경우 ‘의견 받기’ ON하기

<가치수직선>

* 가치 수직선 토론 주제 입력하기
* 가치 수직선 선택지의 구체적인 보기 입력하기 (선택)
* 학생에게 주장의 이유를 적게 할 경우 ‘의견 받기’ ON하기
<투표>

* 투표 주제 입력하기
* 투표 선택지 입력하기 (2개 이상의 선택지 입력)
* 학생에게 선택의 이유를 적게 할 경우 ‘의견 받기’ ON하기

<띵킹보드>

*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할 주제/질문 입력하기
* 의견 게시 여부 결정 (ON-학생들과 함께 공유/OFF-교사만 확인)

<워드클라우드>

*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할 주제/질문 (단어로 대답) 입력하기
* 학생들이 입력할 의견 개수 결정 (1~3개)
Tip. 유형별 토의·토론 공통 세부 기능 설명
* 여러 질문 출제 시 각 질문별로 토의·토론 유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토의·토론을 생성할 때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질문에 영상 혹은 사진 미디어가 필요한 경우 유튜브 링크 혹은 사진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다.
* 우측 상단의 ‘임시 저장’과 ‘완료’ 버튼을 눌러 에디터창에서 나갈 수
있다.
* 완성한 혹은 임시 저장한 토의·토론은 띵커벨 상단 메뉴의 ‘보관함’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직접 토의·토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상단 메뉴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선생님들이 제작 후 ‘교사 공개’ 해 둔 토의·토론을 참고할 수 있다. 마음
에 드는 토의·토론을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복사본을 생성하고 수정 후 내 보관함에 저장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의 토의·토론 ‘수정’ 방법과 ‘스크랩’ 방법은 퀴즈와 같다.)

(3) 보드 기능
보드 기능이란 학생들의 생각, 경험, 자료 등 다양한 참여를 칠판에 게시하는
방식과 흡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유롭게 타일처럼 배치하는 타일형
과 학생들이 게시하는 게시글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는 그룹형이 있다. 보
드는 총 2가지의 세부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타일형

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보드’ 기능 선택 버튼 누르기
② 보드의 제목과 첫 번째 보드의 유형 선택하기
(보드는 3개까지 한 묶음의 보드로 생성 가능)
(각 보드의 세부 설정, 유형을 다르게 설정 가능)

그룹형

③ 보드의 세부 설정 정해 보드 생성하기
(개별 보드 제목, 설명, 유형, 배경화면, 닉네임 표시 여부, 댓글 가능
여부, 좋아요 가능 여부, 게시물 배치 위치, 교사 승인 후 게시 여부)

④ 타일형의 경우 ③번까지 완료 시 보드 생성 완료
⑤ 그룹형의 경우 원하는 개수의 그룹 생성하고 그룹 이름 변경하기

⑥ 게시글 작성은 타일형은 우측 하단의 (+) 버튼 누르기
그룹형의 경우 원하는 그룹 아래의 (+) 버튼 누르기
⑦ 게시글에 첨부파일 혹은 URL을 넣고 싶은 경우 (+) 버튼을 누른 이
후 생성된 게시글 아래의 업로드 혹은 링크 버튼 누르기
첨부파일

URL

(4) 워크시트 기능
워크시트 기능이란 학생들에게 배부하던 기존 활동지를 온라인상으로 옮긴 것
으로 링크로 공유하여 학생들이 활동지를 온라인으로 풀고 자동으로 채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워크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워크시트’ 기능 선택 버튼 누르기
② 워크시트의 제목과 세부 설정 지정하고 활동지 첨부하기
(활동지는 사진, 문서, PPT, PDF 파일로 첨부 가능)

③ 워크시트 에디터 창에서 활동지 각 문항 유형에 맞는 정답 입력 방법
설정하고 정답 입력하기
(정답 입력 방법은 아래의 총 8가지 방법이 가능)
<주관식>

* 주관식 정답 입력 위치에 적정 크기의 네모 박스 설정한 뒤 배점과 정답 입력하기
(엔터키로 복수 정답 입력 가능)
<서술형>

* 서술형 정답 입력 위치에 적정 크기의 네모 박스 설정한 뒤 서술형 정답 입력 안내
메시지 입력하기 (서술형 채점 기능 제공하지 않음)

<단일선택형>

* 선택지 개수 지정 후 선택지 ○ 위치를 알맞은 위치로 조정하고, 정답 ○을 클릭하
여 ●로 바뀌도록 하기
* 배점 및 보기 개수는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가능

<복수선택형>

* 선택지 개수 지정 후 선택지 □의 위치를 알맞은 위치로 조정하고, 모든 정답 □를
클릭하여 ☑로 바뀌도록 하기
* 배점 및 보기 개수는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가능

<드롭다운>

* 여러 개의 보기(2개 이상) 중 선택하는 박스가 위치할 공간에 네모 박스 설정하여
배치하기
* 정답 클릭하여 지정한 뒤에 저장하여 드롭다운 박스 생성하기

<선 잇기>

* 선 잇기 보기의 배열(시작점과 연결할 끝점의 위치)을 선택 혹은 직접 개수 설정 후
적절한 위치에 네모 박스 설정하여 배치하기
* 정답의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여 정답 입력하기
<O/X, 참/거짓, 예/아니오>

* 양자택일이 필요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네모 박스 설정한 뒤 정답을 선택하여 입력
하기

<수식>

* 진, 가분수 / 대분수 정답
입력이 필요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네모 박스 설정한 뒤 정답 입력하고 저장하기

④ 모든 문항에 대한 정답 입력 방법과 정답 설정 후 우측 상단의 완료
눌러 워크시트 생성하기(생성한 워크시트는 띵커벨 상단 메뉴 ‘리포트’에
서 확인 가능)

4

띵커벨 수업에 활용 방법

(1) 퀴즈 / 토의·토론 기능
- 학생들에게 공유 방법
① 띵커벨 상단 메뉴 ‘보관함’에서 제작한 퀴즈 혹은 토의·토론 찾아 선
택하기
② 학생들에게 WiFi-on, WiFi-off, 과제, 도전(퀴즈 전용), 플레시카드
(퀴즈 전용) 중 공유할 유형 선택하기

Tip. <퀴즈 / 토의·토론 공유 유형 설명>
* 함께 플레이: 학생과 교사가 하나의 스크린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경우
- WiFi-on
① WiFi 환경이 양호하여 학생이 개별 디바이스로 퀴즈 / 토의·토론에 참여
② 결과 리포트 창이 교사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됨
③ 학생은 개별 디바이스로 tkbell.kr 접속 후 방번호와 닉네임 입력해 참여
- WiFi-off
① WiFi 환경이 불가능한 경우나 개별 디바이스가 부족한 경우 PPT처럼 수업
에 활용
② 교사와 함께 한 스크린을 보며 학생이 구두로 해당 내용에 대해 참여

* 혼자 플레이: 학생이 개별 디바이스의 스크린을 보고 각자 참여하는 경우
- 과제
① 교사가 해당 퀴즈 혹은 토의·토론에 대한 종료일을 설정하여 공유
② 학생이 각자 참여 후 과제 종료일 이후 교사에게 결과 보고서 제공
- 도전
① 교사가 도전 모드의 링크 공유
② 학생이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 후 자신의 점수 및 순위확인
(결과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음)
- 플레시카드
① 교사가 플레시카드 모드의 링크 공유
② 학생이 스스로 문제 풀고 카드를 뒤집어 정답 확인
③ 스스로 ‘몰라요’, ‘알아요’를 클릭하며 알고 있는 내용 점검
(순위, 결과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음)

(2) 보드 기능
- 학생들에게 공유 방법
① 띵커벨 상단 메뉴 ‘보드’에서 제작한 보드 찾아 선택하기
② 보드의 우측 상단 ‘’공유‘ 버튼 클릭하기
③ 공개 범위와 학생 닉네임 안내 문구 입력 후 링크, QR 코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드 공유하기

(3) 워크시트 기능
- 학생들에게 공유 후 교사 확인 방법
① 띵커벨 상단 메뉴 ‘리포트’에서 제작한 워크시트 찾아 선택하기
② 해당 워크시트의 ‘과제’ 버튼을 클릭한 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기한, 정답 공개 여부, 안내 메시지 입력하여 과제 생성하기

③ 과제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워크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Tip. <워크시트 공유 시 상세 설명>
* 학생들은 번호와 이름 입력 후 워크시트에 참여
* 학생들의 워크시트 결과는 상단 메뉴 ‘리포트’에서 참여 학생과 점수, 참여
일시 확인 가능
* 다른 선생님들이 제작한 워크시트를 활용하고 싶을 경우 상단 메뉴의 ‘라이
브러리’에서 원하는 워크시트 찾은 뒤 ‘과제’ 버튼을 눌러 학생들에게 과제
부여 가능

(4) 띵커벨 수업 활용 사례
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경우
☞ 토의·토론 기능의 띵킹보드 / 보드 기능 활용 가능
② 한 차시 수업 후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경우
☞ 퀴즈 기능 / 토의·토론 기능의 워드 클라우드, 띵킹보드 활용 가능
③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경우
☞ 토의·토론 기능의 찬성반대, 신호등, 가치수직선 활용 가능

④ 전면 원격 수업 상황에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워크시트 기능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