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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다양한 작업 및 메모,    
자료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노션(NOTION)

https://www.notion.so/

      1     노션 소개

  ‘에버노트‘나 ‘네이버 메모‘, ‘구글 킵‘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다양한 기능을 탑
재한 생산성 앱이다. 20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노션은 ‘하나로 
모든 작업을(All in one workplace)’이라는 슬로건처럼 간단한 메모부터, 클리
핑, 프로젝트 관리, 엑셀 및 간단한 코딩 작업, 자료 보관까지 모두 하나의 프로
그램에서 구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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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회원 가입하기(구글이나 애플 아이디, 이메일 사용 가능)

      2    노션 사용처

텍스트 입력, 체크박스, 강조 표시, 하위 페이지 만들기,

제공되는 템플릿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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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션 수업에 활용하기

1) 개인 페이지-오른쪽에서 ‘+’ 페이지 추가를 누르기

2) 아이콘을 사용하여 제목을 입력하고 텍스트 형식으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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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콘 수정, 커버 추가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 가능

4) 페이지를 추가하여 캘린더 기능을 추가

5)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자료의 수집 정리도 간편하고 임베드 기능으로 보기 
쉽게 정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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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공유가 가능하여 수 업시 필요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페이지 생성
이 쉬움.

7) 그 외 다양한 기능
  - plan : 플래너와 저장폴더가 같이 있음. 그 외 다양한 기능 설명
  - 정리(칸반보드) 작업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적 도구
    (할일, 진행중, 완료), 시각적 북마크 기능(클릭 후 탭으로 열림)
  - 토글기능 : 방대한 내용 저장 후 필요할 때 꺼내 씀. 
  - 공유하기 : 원하는 사람에게만(예: 프로젝트 과정 안내)
  - 타인의 노트 복제하기 : 잘 꾸며진 타인의 노트를 나의 노트로 복제하여 수

정 관리하기



6

      4    노션 수업 활용 예시

1) 도구의 활용
  - 개인 자료 저장, 파일 등 수집
  - 업무관련 내용 정리가 용이하고 공유 가능 

2) 교육적 활용
  - 온라인 툴 수업자료 저장, 수업자료 정리 및 공유
  - 화면 영상 공유나 패들렛 등 공유가 쉬움.

3) 교과 활용
  - 주제 : 세계 시민 윤리 교육
  - 관련교과 : 사회
  - 활용 방법
    ① 차시별 주제에 선정하기
    ② 학습목표에 알맞은 활동내용 구성하기
    ③ notion의 페이지에 차시별 활동내용 정리하기
    ④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링크 안내하기
    ⑤ 활동내용의 안내를 받고 학습 후 학습 결과 탑재하기

      5    유사한 학습 도구 ‘에버노트’  

  - 윈도우 구성처럼 폴더 안에 파일을 넣는 형식
  - 직관적, 셀 병합 등이 편리함. 간단한 함수 지원하지 않음. 첨부파일 동기화 

가 좋음. 
  - 템플릿은 보통의 구성이 비슷함.
  - 드래그로 파일 첨부, 파일의 화면크기를 조절하기 불편함. 링크만 저장해도 

임베드가 생성되지 않음.
  - 인터페이스는 평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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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션과의 차이점
  노션은 블록식 구성, 문서파일 안에 문서파일을 만들어 구성, 하이퍼링크식 구
성, 에버노트에 비해 문서 작성이 편리함. 문서간의 연결성, 하이퍼링크식 연결
이 편리함. 공유링크 기능으로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 쉬움. 반면 드래그후 편집 
도구와 같은 셀 기능이 없음. 간단한 함수 지원, 작업목록의 할 일 정리 기능이 
좋음. 블록 이동식 구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 ‘/’를 누른 후 파일을 찾아서 클
릭, 사용성 기능이 편리함. 화면에 나타나는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음. 스크랩처
럼 임베드를 만들어 보기 편함.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깔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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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협력 디자인 공간

인비전(Invision)

https://www.invisionapp.com

      1     인비전 소개

  디지털 제품 설계 및 개발 내에서의 포괄적 협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화면 간 
인터랙션을 표현하는 프로토타이핑 도구이다. Lo-fi 로우 피델리티(낮은 수준의 
정확도) 프로토타이핑으로 앞단 설계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툴. 통상적으로 전체 
서비스의 흐름이나 넓은 범위의 시나리오를 확인해보고자 할 때 제작하는 프로
토타이핑, 복작합 인터랙션/애니메이션이 들어가기보다는 스크린샷과 스크린샷을 
연결하고 그 연결 부분의 발화동작(ex. 터치, 스와이프)과 간단한 인터랙션(ex. 
디졸브, 플립)적용 정도로 진행한다. 낮은 러닝커브,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사용하
기 쉽다. Craft 플러그인 : 포토샵, 스케치 연동 + 다양한 협업 툴 호환성이 높
다. 1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선 무료이나 프로젝트의 개수, 혹은 팀의 규모에 따라 
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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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비전 사용처

메뉴 요약

새로운 프로토타입 
만들기
- 프로토타입 이름 적기
- 기종 선택

  

스크린 첨부
- 이미지 파일 
업로드(PNG, JPG, 
GIF)
- 스케치나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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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바

메뉴 요약

 / 작업 바 숨기기 / 보이기
홈 화면으로 이동

- All screens / 스크린 선택 화면으로 이동
- 스크린(이미지) 추가
※ 스케치나 포토샵에서 사전에 작업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음. 이미지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는 방법은 오류가 있음. 
※ 스케치는 Mac에서만 구동되고, 
파워포인트는 스크린 크기 조절이 어려워 
초등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카카오오븐(https://ovenapp.io/) 활용하는 
것도 좋겠음.

Play Mode (P): 현재 프로토타이핑을 보는 
화면

Build Mode (B):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화면

Comment Mode (C): 특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화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저들 모두 커멘트를 
보고 남길 수 있음.)

Inspect Mode (I): 검사 모드

기타 기능 : show more actions, add 
label,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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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ild Mode

메뉴 요약
Build Mode – click and drag to 
create hotspots
- Link To – Select a destination

- 현재 화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
- 현재 화면을 닫음(현재 화면이 열리기 
직전 화면이 나타남)
- 이미지를 선택해서 현재 화면 위에 겹침 
(팝업이나 햄버거메뉴 등 화면의 일부만 
가리며 등장하는 이미지를 화면 위에 띄울 
때 사용하면 좋음)
- 프로토타입 화면 이미지 순서상에서 
이전 이미지로 이동
- 프로토타입 화면 이미지 순서상에서 
다음 이미지로 이동
- 외부 사이트 열기
- 프로토타입에 추가된 화면 이미지로 
이동 

작동 방식
Tab, Double Tab, Swipe Right, Swipe 
Left, Swipe Up, Swipe Down

화면전환 방식
Instant, Dissolve, Push Right, Push 
Left, Slide Right, Slide Left, Slide Up, 
Slide Down, Flip Right, Flip Left, 
Flow, Pop, Side Dis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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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 Mode

4) 인비전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프로그램
  - 인비전 싱크(Invision Sync) : 스케치 파일과 인비전 프로젝트를 동기화. 스

케치에서 수정한 내용이 인비전 프로젝트에 바로 반영됨.
  - 크래프트(Craft) : 인비전에서 만든 스케치의 플러그인. 한 가지 요소를 그

리드 형태의 배치로 복제, 이미지 요소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 공개된 
이미지를 무작위로 배치, 텍스트 무작위 입력 등의 기능을 제공함.

메뉴 요약

Comment Mode – click to leave a 
comment

Add someone

Add emoji

Change color

  
Open : Anyone viewing this 
prototype can see this thread 
Private : Only members with edit 
permissions can see this private 
thread
more options
- Highlight comment / Discard 
comment

게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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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비전 수업 활용 예시

1) 여행 하고 싶은 나라 소개 자료 만들기

배움 
주제

‘탭하여 세계속으로’ - 여행하고 싶은 나라 소개 자료 만들기

학습 
목표

Invision을 활용하여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소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대상 
학년

초등학교 6학년

관련 
교과 
및 

단원 

- 사회 : 6-2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 실과 : 다섯째 마당.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 창체 : Invision을 활용하여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소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기

관련 
성취 
기준

[6사07-02] 여러 시각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탐색한다.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6실04-09]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수업
의 

흐름

-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정하기
-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하기
  (인터넷, 책자 - 위치, 기후, 국기, 인구, 의식주, 주요 관광지 및 
명소 등)
-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UI 디자인 하기
  ※ 스케치는 Mac에서만 구동되고, 파워포인트는 스크린 크기 
조절이 어려워 초등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카카오오븐(https://ovenapp.io/)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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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의 

흐름

- Invision으로 프로토타이핑하기

      

- Comment Mode 기능을 이용하여 모둠원들과 협업하기

    

- 제작한 프토로타이핑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여행하고 
싶은 나라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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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사한 학습 도구

1) 화면 설계 툴

파워 목업

파워포인트에 추가 메뉴(add-on)를 설치해 목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 파워 목업을 설치하면 
파워포인트 상단에 PowerMockup 메뉴가 추가되고, 미리 
제작해 놓은 레이아웃, 컴포넌트,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목업을 드래그해서 사용 가능. 샘플 사용으로 화면 설계 시간 
단축.
- 실행환경 : 윈도우
- 가격 : 개인 $59.99(한화 약 7만원), 파워 목업 리뷰를 

포스팅하면 무료 라이선스 취득 가능
- 추천 : 파워포인트 화면 설계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함.
- 공식 사이트 : http://www.powermockup.com
- 관련 동영상 : http://youtu.be/OrSxE0XnWLw

발사믹 목업

스케치한 느낌으로 빠르고 심플하게 서비스 컨셉을 전달할 수 
있는 목업 툴. 디테일한 화면 구성은 어렵지만 간단히 
스케치할 때는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편리하게 작업 가능. 
영문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한글은 살짝 아쉬움.
- 실행환경 : 윈도우, 맥, 웹 브라우저
- 가격 : 개인 $89(한화 약 10만 4천 원)
- 추천 : 아이디어를 단시간에 빠르게 스케치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함.
- 학습 난이도 : 쉬움
- 공식 사이트 : http://balsamiq.com/
- 관련 동영상 : http://youtu.be/MxWTGBQE7zE

http://balsamiq.com/
http://youtu.be/MxWTGBQE7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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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토타이핑 툴

카카오 오븐

전) 다음카카오에서 제작한 온라인 프로토타이핑 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장점으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손 
쉽게 화면을 그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제작한 화면을 
QR코드 및 단축 URL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음. 발사믹 
목업과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설계보다는 서비스 컨셉을 
간단히 공유하기에 적합함. 디자인 시안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모바일 등의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음.
- 실행환경 : 웹 브라우저
- 가격 : 무료
- 추천 : 아이디어를 단시간에 빠르게 스케치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함.
- 학습 난이도 : 쉬움
- 공식 사이트 : http://ovenapp.io/

UX핀(UXPin)

웹 브라우저를 통해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툴. 구글 글라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맞추어 설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목업을 
지원. 웹 브라우저 기반이다 보니 외국인이 많이 활동하는 
저녁 시간 대에 툴의 속도 저하. 윈도우에서 한글 타이핑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스와이프 등의 제스처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 실행환경 : 웹 브라우저
- 가격 : 월정액, 프로 버전 기준 매월 $29(한화 약 3만 

4천 원)
- 추천 : 와이어프레임부터 프로토타입까지 한 번에 

제작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함함.
- 학습 난이도 : 어려움
- 공식 사이트 : http://uxpin.com/
-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U7ho1H3OXUs

http://ovenapp.io/
http://uxpin.com/
https://www.youtube.com/watch?v=U7ho1H3O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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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슈어(AXURE)

스토리보드에 포함되는 정책, 플로우 차트, 디스크립션까지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팀 프로젝트로 협업도 가능. 
다른 툴들에 비해 가격이 비쌈.
- 실행환경 : 윈도우, 맥
- 가격 : 스탠더드 버전 $289(한화 약 33만 7천 원), 

학생은 무료 라이선스 발급, 월정액 요금제 출시 예정
- 추천 : 와이어프레임부터 프로토타입까지 한 번에 

제작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함함.
- 학습 난이도 : 중간 ~ 어려움
- 공식 사이트 : http://www.axure.com/
- 관련 샘플 : https://bit.ly/1XyRB33

네이버 
프로토나우

(protoNow)

네이버에서 만든 프로토타이핑 툴. 다양한 위젯과 인터렉션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토타입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실행환경 : 윈도우
- 가격 : 무료
- 추천 : 와이어프레임부터 프로토타입까지 한 번에 

제작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함함.
- 학습 난이도 : 중간 ~ 어려움
- 관련 사이트 :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
softwareId=GWS_001435&categoryId=A0000000# 
(2021년 8월 31일 서비스 종료예정이나 차후 더 나은 
기능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http://www.axure.com/
https://bit.ly/1XyRB33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1435&categoryId=A0000000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1435&categoryId=A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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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I 디자인 툴

스케치
(Sketch)

네덜란드 ‘보헤미안 코딩’ 팀이 만든 UI 디자인 프로그램. 
UI 디자인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고 있어 좀 더 가볍고 
편리하게 디자인할 수 있음. 스케치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제플린 플러그인(https://zeplin.io)을 설치하면 디자인 
가이드까지 자동 생성됨.
- 실행환경 : 맥
- 가격 : $99(한화 약 11만 5천 원)
- 추천 : UI 디자인에 최적화된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함
- 학습 난이도 : 중간
- 공식 사이트 : http://www.sketchapp.com/
-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nwDRT49ML7Y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CC

(Adobe XD)

어도비에서 출시한 UI 디자인 & 프로토타이핑 툴. UI 
디자인에 최적화된 툴로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장점. 
아트보드 기반의 화면구성은 스케치와 유사하며 포토샵, 
일러스트와의 연동을 완병하게 지원함. 스케치에서 작업한 
파일도 불러와서 사용 가능. 프로토타입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UI 디자인 후 인터랙션을 빠르게 적용하고 시연해볼 
수 있음. 스케치 대비 기능이 제약적이고 공유 레퍼런스 및 
연동 플러그인이 적음.
- 실행환경 : 맥
- 가격 : 무료(어도비 계정 필요)
- 추천 : UI 디자인에 최적화된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함
- 학습 난이도 : 중간
- 공식 사이트 : 

https://www.adobe.com/kr/products/experience-des
ign.html

- 관련 동영상 : http://adobe.ly/1VLFAb5

https://zeplin.io
http://www.axure.com/
https://www.youtube.com/watch?v=nwDRT49ML7Y
http://www.adobe.com/kr/products/experience-design.html
http://www.adobe.com/kr/products/experience-design.html
http://adobe.ly/1VLF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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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산출물로 작업하는 프로토타이핑 툴

피그마
(Figma)

강력한 디자인 기능과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결합하는 
플랫폼. 모던 펜 둘, 인스턴트 아크 디자인 등 쉬운 웹 설계 
및 웹 기반 실시간 협업 기능 제공. 다양한 무료 폰트, 
편리한 버전 관리와 자동 저장 기능, 놀라운 벡터 처리 
방법으로 벡터 이미지 생성에 편리함.
- 실행환경 : 윈도우, 맥
- 가격 : starter(무료), professional(월 $12), 

organization(월 $45)
- 추천 : UI 디자인에 최적화된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함
- 학습 난이도 : 중간
- 공식 사이트 : https://www.figma.com/

인비전
(Invision)

우버,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프로토타이핑 툴. 포토샵, 스케치 등으로 디자이너가 작업한 
작업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 UI를 연결해 간단한 
인터랙션을 적용할 수 있음. 인비전의 최고 강점은 협업 
기능으로, 프로젝트 참여자 간에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실행환경 : 웹 브라우저
- 가격 : 한 개의 프로젝트 무료, 월정액, 프로페셔널 버전 

$22(한화 약 2만 5천 원)
- 추천 : 슬랙, 트렐로와 같은 협업 모델을 잘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학습 난이도 : 쉬움
- 공식 사이트 : https://www.invisionapp.com
-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y991HUSJ0U

https://www.figma.com/
https://www.invisionapp.com
https://www.youtube.com/watch?v=by991HUSJ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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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프레임(Wireframe) : UI 중심의 화면 레이아웃
※ 목업(Mockup) : 실물과 흡사한 정적인 형태의 모형
※ 프로토타입(Prototype) : 다양한 인터랙션이 결합되어 실제 서비스처럼 작동

하는 모형
※ 스토리보드(Storyboard) : 정책, 프로세스, 와이어프레임, 디스크립션 등이 

모두 포함된 설계 문서

픽사에이트
(Pixate)

2015년 구글이 인수한 프로토타이핑 툴로 현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을 포함해 다양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음. 모바일 앱 프로토타이핑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인비전, 
마블, 플린토보다 디테일한 인터랙션을 설정할 수 있음. 
디자인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인터랙션을 적용하는 방식. 
사용방법이 조금 어려운 편임.
- 실행환경 : 윈도우, 맥
- 가격 : 무료
- 추천 : 좋은 툴이면서 가격도 무료. 프로토타이핑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에게 추천
- 학습 난이도 : 중간
- 공식 사이트 : https://www.pixate.com/
-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Gcs9Giurp4

프레이머
(Framer)

Coffee Script라고 하는 개발 언어를 사용하는 코드 기반의 
프로토타이핑 툴. 다른 프로토타이핑 툴은 html 기반으로 
출력되어 인터랙션에 어색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프레이머는 코드 기반으로 작동되어 실제 작업물과 흡사하게 
작동함. 작업 난이도가 다른 툴에 비해 어려운 편.
- 실행환경 : 맥
- 가격 : $129(한화 약 15만 2천 원)
- 추천 : 코드 작업이 익숙하고, 하이 퀄리티 프로토타이핑에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추천
- 학습 난이도 : 어려움
- 공식 사이트 : http://framerjs.com/
- 관련 샘플 : http://framerjs.com/examples/

https://www.pixate.com/
https://www.youtube.com/watch?v=zGcs9Giurp4
http://framerjs.com/
http://framerjs.com/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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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수업 시각화하기 좋은
             공동 작업 디지털 캔버스

MS화이트보드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microsoft-whiteboard/
digital-whiteboard-app

      1     MS화이트보드 소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MS화이트보드는 Windows Ink에 포함
된 기능으로, 특히 디지털 펜이나 타블렛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욱 유용한 툴이
다. 이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필기나 스케치를 더욱 쉽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을 초대해 화이트보드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다. 윈도우10 사용자와 타블렛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단한 업데이트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microsoft-whiteboard/digital-whiteboard-app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microsoft-whiteboard/digital-whiteboard-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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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프로그램 설치(Free Trial 버전은 14일 사용 가능)

      2    MS화이트보드 사용처

1) 컬러와 두께를 지정하여 필기 가능, 지우개 자로 대고 정확하게 그릴수도 있
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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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로 필기도 가능하다. 특히 한글지원도 원활한 것이 특징이다.

3) 포스트잇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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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삽입이 가능하다.



25

5) 문서 공유도 가능하다.

      3    MS화이트보드 수업에 활용하기

1) 온라인 모둠 활동 및 공동작업, 브레인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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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수업 시 관계도 및 알고리즘 쉽게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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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마인드맵을 통한 
             협업 공간

마인드 마이스터

https://www.mindmeister.com/ko

      1     마인드 마이스터 소개

  온라인 학습 도구 마인드 마이스터는 개개인들이 마인드맵 상에서 아이디어, 
의견 및 계획을 공유하고 실시간 투표를 하며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다. 
마인드 마이스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가) 마인드맵 편집하기
    (1) 마인드맵 제목과 주제 추가
    (2) 텍스트 효과, 색상, 외곽선, 스타일 등 유용한 편집 옵션 제공
    (3) 그림문자,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의 첨부
    (4) 내부 혹은 외부의 링크 연결
  나) 다른 사용자와 마인드맵 공유하고 실시간 협업하기
    (1) 이메일 초대나 링크 공유로 다른 사용자와 공유
    (2) (가)의 편집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협업 
    (3) 메모, 댓글, 투표 등의 기능으로 피드백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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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회원 가입(구글, 페이스북으로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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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인드 마이스터 사용처

      3    마인드 마이스터 수업에 활용하기

1) 시작하기
  가) 마인드맵 생성 후 맵 중앙 도형에 제목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템플릿)

작업중인 프로젝트 관리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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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ab] 혹은 [Enter]를 눌러 주제를 추가한 뒤 엔터를 누른다. 상단의 + 
표시 아이콘을 눌러 주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다) 같은 수준의 주제는 그 수준의 주제를 클릭한 상태에서 [Enter]를 누르면 
된다.

  라) 해당 수준의 하위 주제는 [Tab]키로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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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미 입력된 주제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기거나 다른 
주제의 하위 주제로 넣을 수 있다.

  바) [공유]를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로 초대하여 공유하거나, 링크를 통해 공유
할 수 있다. 공유된 사용자는 실시간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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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드바를 활용하여 편집하기
  가) 빨간 네모 박스 부분의 사이드바 메뉴를 활용하여 폰트 효과와 색상을 변

경할 수 있다.

  나) 빨간 네모 박스 부분의 사이드바 메뉴를 활용하여 [그림문자/이미지/동영
상]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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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간 네모 박스 부분의 사이드바 메뉴를 활용하여 [메모/댓글 및 투표/링
크/파일첨부]를 할 수 있다.

3)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가) 화면 왼쪽 하단의 [프레젠테이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나) 자동 생성이 끝나면 오른쪽 [슬라이드 쇼 시작]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레젠

테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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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면 왼쪽 하단의 [변경이력보기 토글] 아이콘을 클릭하여 누가 어떤 변경
을 하였는지 이력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유된 사용자 간 협업 중 다
양한 관리 이슈를 컨트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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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인드 마이스터 수업 활용 예시

1) 배움 열기 단계에서의 활용
  가) 전시 학습 상기: 지난 수업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었었는지 기억나

는대로 마인드맵 협업을 통해 적어보며 전시 학습 상기를 할 수 있다.
  나)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경험 나누기: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마인드맵 협업을 통해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마인드 마
이스터>는 댓글 및 투표와 같은 피드백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 
간의 풍성한 경험 나누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아이디어 나누기: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내
용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시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은 물론 학생들의 배경지식 수준을 추측해볼 수 있
어, 이후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배움 활동 단계에서의 활용
  가) 쓰기 전 활동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중심쓰기의 일련의 과정 중 ‘쓰기 

전 활동’으로 <마인드 마이스터>를 활용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글감을 찾고 본격적인 쓰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나) 산출물 제작 전 브레인스토밍: 과학, 미술, 실과 등 산출물을 제시해야 하
는 과제 수행 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산출물을 제작해 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산출물로서의 마인드맵: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융합적 활동을 진행한 후
에 최종 산출물로서 마인드맵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문제 상
황에 대한 해결 방법 및 그 효과 혹은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해 보고 정
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이다. 학급 전체 혹은 모둠 별 <마인드 마이스
터> 링크 제공을 통해 협업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마인드맵 산출물을 함
께 공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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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움 닫기 단계에서의 활용
  가) 배움 활동 후 소감 공유: 학급 전체가 협업하여 해당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소감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하고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나) KWL 마인드맵: 수업 내용과 관련해 알고 있던 점,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 항목을 나누어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본인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학급 공동체 운영에서의 활용
  가) 학급 가이드라인 만들기: 학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제 상

황들을 유목화하여 떠올려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여 보고 우리 학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하여 산출할 수 있다.

  나) 학급회의록: 학급 회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마인드 마이스터>로 정리하
거나 학급회의 과정 전반에 걸쳐 <마인드 마이스터> 협업 기능을 활용하
여 함께 해볼 수 있다. 

  다) 교사 교육과정 작성: 학기별 혹은 1년에 걸친 수업 및 학급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인드 마이스터>로 정리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
사는 유목화된 교사 교육과정을 산출할 수 있으며 교사별 특색이 담긴 다
채로운 교육활동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학급 일지 작성: <마인드 마이스터>로 학생별 주제를 유목화한 뒤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한 누가 기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
생에 대한 정성적 서술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의 전인
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마) 다양한 학교 행사에서의 활용: 교육과정 반성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다
양한 교육 행사 추진 시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시 유용한 보조자료로서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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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사한 학습 도구 

1) 학습 도구 종류

프로그램 
이름 특징 및 기능 참고 화면

마인드 
마이스터

-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과 마인
드맵을 공유하고 실시간 협업 가능
- 내장된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있
어 짧은 시간 내에 마인드맵을 동
적 슬라이드 쇼로 전환 가능
- 그룹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앱뿐

만 아니라 직관적인 온라인 작업
과도 통합 가능

-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

심플 
마인드

- 직관적인 마인드매핑
- 완벽한 맵 동기화(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 마인드맵을 PDF 또는 이미지 내

보내기

코글

- 마인드맵에서 가지를 추가해 나
갈 때 원하는 색을 지정해서 구
별해줄 수 있음

-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제한 없음
- 팀원을 초대해 협업 가능
- 마인드맵을 PDF, PNG 등 내보

내기

엑스 
마인드

- 다양한 마인드맵 서식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마인드맵을 JPG 등 내보내기
- 한국 사이트가 존재

알마인드 -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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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인드마이스터의 장점
  가)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간편하게 작업 가능
  나) 공유가 간편함. 다른 도구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공유가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마인드 마이스터는 ‘링크 공유’를 통해 쉽고 강력한 협업 기능을 
제공함.

  다) 다양한 교육 현장 활용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특히 유튜브에서는 
마인드마이스터의 기초적인 사용방법부터 수업 활용 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음.

  라) 저렴한 교육용 플랜을 제시하고 있어 베이직 플랜보다 더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싶을 때 접근성이 용이함.

- 가벼운 프로그램 구동
- 깔끔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인터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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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협업 화이트보드 플랫폼

웹 화이트보드

https://webwhiteboard.com/ 
https://miro.com/?utm_source=public_board

      1     웹 화이트보드 소개

  현재는 Miro.com으로 사이트에 접속도 가능하다. 사이트를 접속하면 원격으
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주소에 
연결된 사이트 설명에는 '무료 온라인 협업 화이트보드 플랫폼'이란 문구가 보이
지만 무료 계정으로는 화이트보드를 3개까지만 생성할 수 있다. 만약 화이트보드
를 모둠 활동에 활용하고 싶다면 한 학급 학생을 30명이라고 하고 한 모둠에 5
명씩이라고 한다면 6개의 화이트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링크 공유

https://webwhiteboard.com/
https://miro.com/?utm_source=public_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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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웹 화이트보드 사용처

펜으로 그리기 제공되는 템플릿 사용 가능

메모 붙이기 텍스트 삽입

도형 그리기 화살표, 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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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웹 화이트보드 수업에 활용하기

1) 그리기, 필기, 스티커 붙이기 등이 가능하다. 로그인 없이 접속 시 24시간 
동안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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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모든 장치에서 작동하는 
경량 화이트보드 사이트

자이트보드

https://ziteboard.com/

      1    자이트보드 소개

  자이트보드닷컴에서 만든 Ziteboard는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장치와 같은 
모든 장치에서 작동하는 경량 화이트보드 웹사이트이다. 이미지 및 PDF 파일 삽
입이나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이 있는 통합 보드 채팅과 공유가 가능하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가입하기(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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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이트보드 사용처

      3    자이트보드 수업에 활용하기

1) 그리기, 필기 등이 가능하다. 자이트보드 또한 참여자를 초대할수 있으며 
함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펜으로 그리기 메모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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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유료에 비해 기능이 한정적인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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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사한 학습도구 ‘패들렛’과 ‘띵커벨’

https://padlet.com/, https://www.tkbell.co.kr/
  메뉴가 단순하여 초등학생들과 적용이 쉽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수정과 보
관이 용이하다.

https://pad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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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타임라인 및 차트 작성

타임라인 메이커

https://www.timelinemaker.com

      1     타임라인 메이커 소개

  타임라인은 다양한 방식의 타임라인 데이터 입력 방법 제공하고 스프레드시트 
스타일 인터페이스, Microsoft Excel 복사&붙여넣기, CSV나 TXT 등의 파일에
서 가져오기가 가능한 타임라인 작성 웹페이지이다. 만든 타임라인은 다른 문서
에 복사 및 붙여넣기하거나 PDF, 이미지 파일로 저장, PowerPoint로 보낼 수 
있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프로그램 설치(Free Trial 버전은 14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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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타임라인 메이커 사용처

      3    타임라인 메이커 수업에 활용하기

1) 프로그램 설치하기
  https://www.timelinemaker.com 접속, 14일 사용 가능한  Free Trial 버
전 다운로드받은 뒤 설치

차트 만들기

하나의 타임라인 데이터로 서로 다른 보기의 타임라인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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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준비&활용하기
  ① TimelineMaker Pro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Welcome 대화상자가 나타나
면 ‘Enter events’ 클릭

  ② Timeline Data 입력: Description, Start, End 열에 원하는 내용 입력※ 
Duration은 Start, End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열 머리글을 드래그하여 순서 변경 가능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열 머리글 이름 변경 및 표

시 여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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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Chart 만들기: [New Cart]탭 클릭하여 원하는 타임라인 스타일 선택 → 
타임라인이 생성되면 [Timeline Data]탭 클릭하여 타임라인에서 표시하고
자 하는 이벤트 선택 → [CHART]탭: [Chart]그룹의 <Themes> 클릭하여 
원하는 테마 선택, [Date Display]그룹에서 이벤트에 표시될 날짜와 표시
형식 지정,  [Presentation]그룹에서 프레젠테이션 여부와 옵션 지정

  ④ TimeScale 편집하기 : [TIMESCALE]탭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 타임라인 
클릭한 뒤 끝의 검정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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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벤트 편집하기
    - 편집하고자 하는 이벤트 클릭하여 선택→ [FLAG]-[FORMAT]탭에서 텍스

트 서식 및 도형 모양 지정
    - 편집하고자 하는 이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외부 문서 및 파

일, URL에 대한 링크 첨부 등의 이벤트 편집 명령 지정
    - [INSERT]탭에서 텍스트, 이미지 삽입
    - [VIEW]탭에서 확대·축소 배율 등 조정(※ <Ctrl>+마우스 휠)

  ⑥ 프레젠테이션 및 저장: [Home]탭-[Present]그룹의 <Start Presentation>
    ※ [CHART]탭의 [Presentation]그룹에서 세부 옵션 지정 가능

    - [SHARE]탭에서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 Chart 편집 화면의 Chart 
밖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Timeline Chart를 복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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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soft Powerpoint에 Timeline Chart 가져오기
      → [SHARE]탭-[Send To] 그룹에서 <PowerPoints> 클릭

      4    타임라인 메이커 수업 활용 예시

1) 역사교과에서 교과서에 나온 사건을 연대표로 만들기
  ①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단어 카드로 만들어 모둠별로 나누

어준다.
  ② 각 사건에 대해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진 등

의 추가 자료를 조사한다.
  ③ TimelineMaker를 이용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연대표를 작성한다.
  ④ 조사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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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사한 사이트 TIMEGRAPHICS

https://time.graphics

1) 주요 특징
  - 온라인에서 작성
  - 작성한 타임라인은 공유됨
  - 타임라인 유형은 가로 스타일 1개만 제공
  - 4가지 유형의 이벤트 제공

  - 타임 라인 파일을 PDF, JPG, PNG, PPT, Excel, Doc, JSON, XML 및 
TXT 파일로 저장 가능

https://time.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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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작업 화이트보드

구글 잼보드(Jamboard)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jamboard/

      1     구글 잼보드 소개

  잼보드(Jamboard)는 구글이 한때 G스위트라는 이름을 지녔던 구글 워크스페
이스의 일부로서 개발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시스템이다. 2016년 10월 25일 
공식 발표되었고 무료 구글 문서 스위트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 지원과 더불어 
영상 통화 중에 Google Jamboard를 시작하거나 열 수 있다. Jamboard는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는 가상 화이트
보드이다.



54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구글 아이디 로그인

      2    구글 잼보드 사용처

펜으로 그리기 글씨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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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글 잼보드 수업에 활용하기

1) 구글문서나 스프레드시트처럼 리스트로 관리된다.

메모 붙이기 이미지 삽입

원 그리기 레이저 표시(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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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한글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기능은 펜 그리기, 글씨 쓰기, 메모 붙이기 등 다른 화이트보드 프로그램과 흡사
하다.

      4    구글 잼보드 수업 활용 예시

1) G-Suite을 사용중인 학교의 경우 보다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둠 소통 : 줌(구글 미트) 소회의실 이용
・활동지 작성 : 구글 잼보드(또는 프레젠테이션) 이용
・발표 : 화상회의 화면 공유 및 구글 잼보드(프레젠테이션) 이용
・교사의 지도 방법 : 화상 회의 및 구글 잼보드(프레젠테이션) 접속으로 학생 

활동의 실시간 확인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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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사진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 이모티콘 및 
             이미지 제작

비트모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itstrips.imoji&hl=ko
&gl=US

      1     비트모지 소개

  비트모지는 자신의 사진을 찍고 사진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다. 또 
취향대로 옷을 입히고, 아바타 사진을 메신저 등에서 스티커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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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어플 다운로드 후 무료 회원 가입
◉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 스마트 기기(카메라 필수)

      2    비트모지 사용처

아바타 만들기 아바타에 옷 입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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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트모지 수업에 활용하기

1) 가입하기
  가) 플레이 스토어로 접속

  

  나) 어플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가입

만든 아바타 스티커로 사용 스티커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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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 만들기
  가) 카메라를 활용하여 나의 얼굴 찍으면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줌.

  나)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여 나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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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캐릭터를 완성하면 완성된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음.

  라) 편집 완료 후 이미지 파일으로 저장, 다운로드,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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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트모지 수업 활용 예시

1) 미술 관련 수업
  - 얼굴 또는 친구의 얼굴을 캐리커쳐로 그리기            
  - 앱에서 제작된 캐릭터를 활용하여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 앱에서 만들어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만화 그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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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사한 학습 도구 삼성 ‘AR 이모지’

1) 가입 : 무료 회원 가입으로 이용 가능. (유료 회원 제도 없음)
2) 기능 및 사용 방법
  가) ‘비트모지’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고 이를 바탕으로 캐

릭터를 만들고, 캐릭터를 꾸밀 수 있음.

‘비트모지’와의 차별점 : 캐릭터가 3D로 제작됨.

  나) 만들어진 캐릭터를 이용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 사용 가능

‘비트모지’와의 차별점 : 이모티콘을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gif) 형식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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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트모지와의 차이점
  가) 만들어진 캐릭터를 내 얼굴 위에 덧씌워 사진 촬영 가능, 사진 촬영시 내 

표정이 캐릭터에 반영됨.

  나) 내 캐릭터를 활용한 AR사진 촬영이 가능함.

 



66

  다) 앱 내에서 내가 원하는 표정, 동작, 배경 등을 포함한 나만의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음.

4) 특이사항 : 아이폰에서는 애플이 제작한 ‘미모지’앱 사용 가능. (기능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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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사진, 그림, 이모티콘, 
             글씨 등을 포함한 
             이미지 파일 제작

스텐실

https://getstencil.com

      1     스텐실 소개

  스텐실은 시각적 컨텐츠를 간단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웹 페이지이다. 저작
권에서 자유로운 무료 사진을 제공하고, 사진에 원하는대로 글자를 넣을 수 있으
며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다. 무료 계정에서는 매달 최대 10개의 이미지를, 유료 
계정에서는 멤버십 가입 가격에 따라 50~무제한의 이미지 저장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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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무료 회원 가입(유료 회원 가입으로 추가 기능 사용 가능)
◉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 구글 계정(교사 구글 계정)

      2    스텐실 사용처

자신만의 컬렉션(폴더) 만들기 이미지에 링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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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텐실 수업에 활용하기

1) 가입하기
  가) https://getstencil.com/ 로 접속
  나) 유료 또는 무료를 선택하여 이메일로 가입

Tip.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의 차이

무료 가입 시 1개월 10개의 이미지 저장 가능
월 9달러, 12달러의 유료 가입 시 각각 1개월 50개, 무제한 이미지 저장 가능

SNS 이미지 업로드 
그림에 글자 넣기, 크기 바꾸기 등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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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활용하기
  가) 로그인하면 무료 제공 사진 목록 제시. 검색하거나 원하는 사진 선택

  나) 글 상자에 원하는 문구 입력 후 편집(글씨 크기, 색상, 줄간격, 그림자 등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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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콘 추가 및 편집 가능

  라) 편집 완료 후 이미지 파일으로 저장, 다운로드, 공유 가능

  마) 다른 사람들이 만든 탬플릿 양식 이용 가능(무료 회원은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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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텐실 수업 활용 예시

1) 미술 관련 수업
  - 컴퓨터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 및 제작에 활용

2)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수업
  - 학생 임원 선거 및 캠페인 활동 포스터 제작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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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사한 학습 도구 ‘미리캔버스’

1) 가입 : 무료 회원 가입으로 이용 가능. (유료 회원 제도 없음)
2) 기능 및 사용 방법
  가) 스텐실과 마찬가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아이콘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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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글 상자에 원하는 문구 입력 후 편집(글씨 크기, 색상, 줄간격, 그림자 등 
설정 가능)

  - ‘스텐실’과의 차별점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폰트로 변경이 가능함.

  다) 편집 완료 후 파일으로 저장, 다운로드, 공유 가능

  - ‘스텐실’과의 차별점 : 이미지 파일 외의 형식(PDF, PPT)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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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텐실과의 차이점
  가) 제한 없이 다른 다양한 예시 템플릿 사용 가능

  나) 사진, 글씨, 아이콘 외 동영상, QR코드 삽입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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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 외에 인쇄물 제작(유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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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프리미엄 화상 회의

구글 미트

https://apps.google.com/intl/ko/intl/ko_ALL/meet/

      1     구글 미트 소개

  별도의 pc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
고 음성 영상 끊김 현상이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에 비해 적은 편이다. 미트 화상 
회의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며, 지속적으로 보안 기술이 업데이트되어 더욱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교사 회원가입(화상회의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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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글 미트 사용처

온라인 화상 회의 화면 공유

실시간 자막 지원 참여자와 채팅

Gmail, 캘린더, Office 앱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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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글 미트 수업에 활용하기

1) 구글 미트의 특징 알아보기
  ①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여 화상 회의를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② 구글 일반 계정으로 사용할 경우, 100명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 G Suite 계정은 250명까지 접속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이 참여해도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보안이 강화되어 있음)

  ④ 구글 드라이브에 녹화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⑤ 크롬과 연동되어 크롬의 특정 탭이나 창을 단위로 공유할 수 있다.
  ⑥ 화상 회의 링크만 있으면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다. 
  ⑦ 줌과 같은 소회의실 기능은 있긴 하지만, G Suite Enterprise for 

Education 인 계정만 가능하다. 

 

  ⑧ 줌처럼 공유기능이 있다. (발표하기)
    ☞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는 대부분 Gsuite 계정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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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유료 구매해야 하고 학교의 경
우 구글에서 무료로 지원해준다.

2) 구글 미트의 다양한 기능 알아보기

⊙ 화상회의 만들기
▶ 일반 계정
여기서 핵심은 화상 회의 링크만 만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링크 하나만 
있으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새 회의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같이 
3개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① 나중에 
진행할 회의 만들기: 옆의 복사 버튼
을 누른 후 주소창에 붙여넣으면, 새
로운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 링
크를 받아 놓고 언제든지 그 링크로 
들어가기만 하면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석 회의 시작: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Google 캘린더에서 일정 예약: 
이 옵션을 누르면 구글 캘린더에서 
해당 화상 회의가 포함된 일정을 만
듭니다. 구글 캘린더와 구글 미트가 
연동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손쉽게 
일정에 화상 회의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Gsuite 계정
G Suite 계정으로 들어가면 초록색 
+ 회의 시작 또는 참여 버튼을 누릅
니다. 그럼 사진과 같은 창이 나타나
고 입력 부분에 참여자로서의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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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거나 비워둡니다. 비워두면 계
정에서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 화상회의 진행하기 
회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면 ‘지금 
참여하기’ 버튼이나 ‘발표하기’ 버튼 
중 하나를 골라 누르면 됩니다. 
보통은 들어가면 마이크와 카메라가 
모두 켜져 있는데 마이크 모양,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눌러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카메라 
부분의 오른쪽 위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사진과 같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 배경 변경: 카메라를 켰을 때, 
자신의 모습 주변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은 사람 
모양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 옆의 
것은 조금 뿌옇게, 그 옆의 것은 조금 
더 뿌옇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배경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 자막 사용: 화면에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자막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설정: 마이크와 카메라를 어떤 
기기로 사용할지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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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기 발표하기

- 내 얼굴이 나오는 화면으로 참여함. 
- 발표 가능 
- 발표 화면 공유를 중단하면 내 얼굴 
화면으로 참여함. 
- 다른 참여자를 볼 수 있음: 다른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보임.
- 다른 참여자가 발표할 수 있음. 

- 내 얼굴이 나오는 화면은 나오지 
않음, 발표화면으로
  참여함. 
- 발표 가능(발표 전용) 
- 발표 화면 공유를 중단해도 내 
얼굴이 보이지 않음. 
- 다른 참여자를 볼 수 없음: 다른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보이지 않음. 
- 다른 참여자가 발표할 수 없음. 

→ 회의 진행 방식에는 지금 참여하기, 발표하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발표하기 

 발표하기를 누르면 화면 공유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Chrome 탭, 내 
전체 화면, 애플리케이션 창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Chrome 앱 내 전체화면

특
징

→ 크롬 탭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 발표 중 발표자가 다른 탭으로 이동해도, 
참여자에게는 선택한 탭만 보입니다. 
- 선택한 탭의 크기나 모양이 바뀌면 
참여자에게도 크기나 모양이 바뀌어 
보입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한 탭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재생한 화면을 
공유할 때 버퍼링이 덜합니다. 

기기의 전체 화면을 
보여줍니다. 
- 발표 중 발표자가 다른 
창을 열면 그 화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사
용
팁

- 하나의 탭을 계속 보여주어야 할 때 
편리합니다. 
- 발표 자료를 보여주고,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할 때 좋습니다. 여러 탭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경우 구글 미트에서 발표할 탭을 
다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 휴대폰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편리합니다.
- 여러 탭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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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기능들 
√ 화이트 보드 
구글 잼보드와 연결됩니다. 새 
화이트보드 시작을 누르면 해당 
회의의 url 주소와 날짜를 이름으로 
하는 잼이 만들어집니다. 
드라이브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레이아웃 변경
레이아웃은 네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말하는 참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 형식으로 
보여주다가 타일식으로 보여주기를 
반복합니다. 타일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타일식: 여러 명의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타일 
개수를 아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개부터 49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포트라이트: 말하는 한 명의 
참여자의 얼굴 화면만 보입니다. 
√ 사이드바: 말하는 한 명의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크게 보이고, 
다른 참여자의 얼굴 화면은 
오른쪽에 세로 한 줄로 작게 
보입니다. 

▶ 주최자 컨트롤
 주최자 컨트롤 ☛ G Suite 계정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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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트의 확장 프로그램
  ① 자동 출석부 확장 프로그램 

    → 구글 미트 화상회의에서 출석부 아이콘이 생성되고 나의 드라이브에 자
동으로 스프레드시트가 생성된다. (파일 이름 바꾸기 금지) 크롬에 북마

여기서 주최자는 회의를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 빠른 액세스: 이 기능을 켜면 
초대하지 않은 사용자도 참여 요청 
없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면 초대하지 않은 
사용자는 참여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참여자 화면 공유: 이 기능을 
켜면 참여자도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면, 
주최자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채팅 메시지 보내기: 이 기능을 
켜면 모든 참여자가 채팅창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면, 주최자만 채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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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면 편리하다.
    A.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에 탭으로 자동 생성
    B. 지난 시간 출석부(셀)은 자동으로 숨기기 기능
    C. 출석은 초록색 Y, 결석은 빨간색 N으로 자동 생성
    D. 입장 시간 자동 생성
    E. 퇴장 시간 자동 생성
    F. 참여 횟수 자동생성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G. 참여 시간 자동 생성

  ②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이용한 모둠방 만들기 
    → 구글미트에서는 모둠활동을 시키려면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이때 브레

이크 아웃룸스라는 확장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더 편하게 모둠활동이 가
능하다. 구글 미트에서 모둠활동은 zoom 과 달리 모든 회의실 활동을 
교사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잘 활용하면 더 의미 있는 모
둠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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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글 미트 수업 활용 예시

1) 국어 교과 온라인 토론하기

교과 국어 (5-2)

주제 
7. 타당성을 생각하며 함께 토론해요. 
도서 함께 읽고 신호등 토론하기 

활동 
1

야쿠바와 사자: 용기 도서 함께 읽기 (줌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함께 
읽기) 

활동 
2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 
→ 주석작성 기능을 활용하며 학습자들이 해당하는 의견에 대한 근거
를 직접 화면에 작성하며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평소 토론 활
동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 

  

활동 
3

신호등 토론하기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신호등 색깔로 표현한다. 주석작성 기능을 
하여 반대, 중간, 찬성 중 해당하는 입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1차 결
정에 대한 근거를 돌아가며 들어보고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 2차 결
정을 하도록 한다. 입장이 바뀐 학생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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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줌과 구글 미트 비교

1) 지원 플랫폼
  구글 미트와 줌 모두 안드로이드와 ios를 지원한다. 따라서 어떤 휴대폰에서도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만 설치되어 있다면 두 가지 플랫폼을 모두 사용 가능하
다. 구글 미트의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어디서나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
속 가능하고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원클릭으로 접속할 수 있다. 설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업데이트’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화면을 보거나 제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접속을 못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줌의 경우 브라우저 접속으로는 미팅 주최가 
불가능하다. 단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미팅에 참여는 할 수 있다. 줌에서 회의 
주최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야 하는 미트와는 다른 번거로움이 있다. 

2) 참석자 수 제한
  구글 미트와 줌의 경우 무료 버전은 모두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미트의 
경우 지스윗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25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요금을 결제하
게 되면 줌은 최대 1000명까지 참석 가능하나, 구글 미트에 비해 영상 끊김이 
자주 일어난다. 

3) 회의 시간 제한
  줌의 경우에는 무료 버전은 40분의 회의시간 제한이 있다. 따라서 40분 후에
는 미팅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40분을 진행할 
수 있다. (무제한 반복 가능하다.) 구글미트는 회의 시간 제한이 없다.

4) 보안
  줌은 보안 문제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보안 패치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구
글 미트의 경우 구글 Gsuite의 일부로, 지메일, 구글캘린더 등 패키지와 함께 최
고 수준의 암호화를 지원한다. 구글의 Gsuite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B2B 유료 
제품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보안에 까다로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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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만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안 측면에서는 줌보다 구글 미트가 우
위에 있다. 

5) 화면 공유
  구글미트와 줌 모두 뛰어난 수준의 화면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회의 주최자뿐
만 아니라 참석자들도 누구나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6) 화면 녹화
  줌의 경우 비디오는 MP4로, 오디오는 M4A로 녹화가 가능하며 파일은 로컬에 
저장할 수 있다. 구글 미트의 경우 무료 버전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 유료 
Gsuite 버전이나 교육용 버전의 경우 구글 드라이브에 녹화 파일이 저장된다. 
녹화 기록의 기능 측면에서는 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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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클라우드 기반 
             원격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

https://zoom.us/ko-ko/meetings.html

      1     줌 소개

  줌(ZOOM)은 실시간 메시징 및 콘텐츠 공유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원격 화상 회의 플랫폼이다. 화상회의 개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꼭 
해야 하지만 회의 참가자나 수강생은 로그인 없이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 
후 참여할 수 있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교사 회원가입(화상회의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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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줌 사용처

화면 공유 반응하기

그리기 기록

온라인 화상 회의 설문조사(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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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줌 수업에 활용하기

1) 가입 및 설치
  ① https://zoom.us에 접속
  ② ‘무료로 가입하세요.’ 혹은 업무용 이메일 입력 후 무료 가입을 클릭

  ③ 인증을 위한 생년월일 입력

  ④ 업무용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거나 SNS 계정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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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Zoom 모바일 앱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클릭
  ⑥ Zoo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업무용 이메일의 확인 링크를 클릭

  ⑦ Zoom 계정 활성화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뜨는데 ‘아니오’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

  ⑧ Zoom에 계정 생성이 성공되었고 이름, 성,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

  ⑨ Zoom으로 화상회의 테스트하기 (Zoom 설치 단계)
    ☞ 지금 회의 시작을 클릭하면 Zoom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

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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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Zoom 설치

  ⑪ Zoom 설치 후 개설된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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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알아보기

비디오

  

비디오 아이콘 옆의 화살표 모양을 누르
면 위쪽으로 비디오 관련 메뉴가 생성된
다. 비디오 설정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비디오와 관련된 설정을 추가로 
할 수 있다. 

HD 활성화 내 화면을 고화질로 촬영합니다. 

 내 비디오
  미러링 

화면에 보이는 내 모습이 거울
처럼 보일 수 있게 좌우를 반전
시킵니다. 

내 모습 
수정 필터 

피부 색조를 밝게 보정합니다. 

         
 

비디오 메뉴에서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
면 왼쪽과 같이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된다. 
(회의 설정 및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가
상 배경 기능을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
다.) 
위쪽의 3개는 이미지이고 아래쪽의 2개
는 영상이며 사용자가 별도의 이미지나 
영상을 가상 배경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초대

참가자 화면 아래쪽의 초대를 누르면 보이
는 화면이다. 아래의 URL 복사, 초대 복
사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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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참가자 아이콘을 누르면 회의 창 옆에 참

가자 창이 새로 열리게 된다. 참가자 창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은 ‘음성 외 피드백’ 
기능으로, 아이콘들을 누르게 되면 참가자 
창의 본인의 이름 옆에 아이콘이 보이게 
된다. 

참가자 창에 있는 내 이름에서 이름 바꾸
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할 때 
이름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이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
을 바꿀 수 있다. 
※ 호스트의 회의 설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없을 수도 있다. 

URL 복
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
넷 접속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 

초대 복
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
넷 접속 주소, 회의 ID, 회의 
비밀번호를 모두 클립보드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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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반응에는 두 가지 아이콘(박수, 좋아
요)이 있으며 해당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본인의 회의 창 왼쪽 위에 해당 
아이콘이 뜨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다. 

소회의실 

 
소회의실은 참가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회의 내에서 별도의 소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회의 개최자(호스트)가 소회의실을 개
설하게 되면 참가자는 왼쪽과 같은 알
림을 받게 되며, 참가하면 소회의실로 
이동하게 된다. 
※ 회의 설정에 따라서는 알림 없이 바로 
소회의실로 이동될 수도 있다..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면 회의 창 
아래에 있는 소회의실 나가기를 눌러서 
본 회의실로 이동할 수 있다. 
※ 회의 설정에 따라서 참가자 스스로 소
회의실에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 
회의 개최자(호스트)가 소회의실을 종
료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알림창이 생
기고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사라지게 된
다. 
※ 회의 설정에 따라 해당 알림 없이 소회
의실이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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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공유

화면공유를 누르면 왼쪽과 같은 새로
운 창이 생긴다. 
회의에 참여한 다른 참가자들에게 자
신의 모습 대신에 다른 화면을 보여주
는 기능으로, 공유하고 싶은 자료는 
미리 열어둔 상태로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야 목록에 자료가 보이게 된다. 
창 아래쪽의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
립에 최적화’는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
면 된다. 
※ 참가자는 호스트가 기능을 설정하
였을 때에만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화면 공유 중인 상태에서 화면 가장 
위쪽 메뉴에서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왼쪽 그림과 같이 메뉴가 보이게 된
다. 이중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을 클
릭하게 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
는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석 표시기 이름 표시를 클릭하게 되
면 여러 참가자가 주석 기능으로 도형
이나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하였을 경
우 누가 표시하였는지 이름이 나타나
게 된다. 
화면 공유에서 화이트보드를 선택하면 
모니터에 하얀 화면과 함께 화이트보
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 도구가 
제공된다. 
도구에는 선택, 텍스트 입력, 그리기, 
스탬프, 추천, 지우개 등의 기능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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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기록〕 아이콘을 클릭하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채팅, 음성, 영상을 녹화하
여 저장할 수 있다. 
영상은 기록(녹화) 기능을 사용한 사
용자의 화면을 기준으로 녹화된다. 
(호스트가 기록 기능을 사용한 경우 
호스트 기준의 화면으로 녹화, 참가자
가 사용한 경우 참가자 기준 화면으로 
녹화가 이루어진다.)
〔기록 일시중지/중지〕를 클릭하면 녹
화가 중단된다. 기록된 자료는 회의를 
종료할 때 자동으로 저장된다. 
‘기록’ 기능 사용 후 회의 종료 시 자
료는 오디오 파일(음성, m4a), 채팅 
기록 파일, 영상 파일(오디오 포함, 
mp4)로 저장된다. 
저장 위치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
우 저장된 파일은 ‘내 문서’ → 자동 
생성된 ‘Zoom’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
다. 
Zoom 프로그램 내 〔설정〕에서 기록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기의 12가지 기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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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호스트뿐만 아니라 설정에 따라 기록 
권한을 배정 받은 참가자가 기록 기능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호스
트가 없는 소회의실 내 녹화는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참가자가 기록(녹
화)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 기록 설정이 활성
화되어야 하며, Zoom 웹사이트 내 
계정 설정 기록에서 ‘Hosts can give 
participants the permission..’ 항
목이 체크 표시되어야 한다. 
설정 후 참가자에게 기록 권한을 부여
하려면 참가자 목록> 부여하고자 하는 
참가자> 더 보기에서 ‘기록 허용’을 
클릭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참가자에
게는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
며, 기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호
스트 또한 참가자에게 기록(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설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 받은 참가자
가 기록을 시작할 때 호스트에게 확인
을 받을 수도 있다. 
Zoom 홈페이지> 내 계정> 설정> 기
록에서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호스트
에게 확인 요청’을 체크하면 참가자가 
기록 기능을 사용할 때 호스트에게 회
의가 기록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
된다. 



100

설문조사 (폴링) 
‘폴링(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Zoom 홈페이지의 설정 메뉴
에서 ‘폴링’ 기능을 사전에 활성화해
야 합니다. 이후 실시하려는 설문을 
만들어야 한다. Zoom 홈페이지> 내 
계정> 회의> 개인 회의실> 설문조사에
서 여러 설문조사를 생성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답은 Single 
Choice 또는 Multiple Choice로 설정
할 수 있다. 

만든 설문은 회의실 내 하단의 검정색 
메뉴바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해당 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설문조사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결과
를 공유하거나 다시 실시할 수 있다. 

3) 알면 유용한 기능 
  ①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 → 호스트는 참가자의 화면을 자유자재로 움직

일 수 있는데 참가자들이 호스트의 비디오 순서와 동일하게 화면을 배치할 
수 있다. 오른쪽 위 상단 보기를 누른 뒤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를 클
릭하면 된다. (단, 컴퓨터에서만 가능)

  ② 손 들기 순서 확인하기 → 참가자 화면을 보면 손을 든 순서대로 순서가 



101

바뀐다. 비디오 화면에서는 손 든 사람들의 화면이 위쪽에 배치된다. 
  ③ 추천 비디오 + 다중 추천비디오 → 특정한 사람 이름 누르고 모두에게 추

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사람 화면에 추천이 된다. 추천 추가를 누르면 다
른 사람의 화면도 동시에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1
명이 아닌 다중으로 추천할 수 있다. 화면 여러 개가 추천된 상태에서 돌
아가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 제거하면 되고 참가자 이름 중에서 추천 교
체를 누르면 다시 1명만 추천하게 된다. 추천 제거를 누르면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다.  

  ④ 핀(화면고정), 핀추가(다중 고정) → 더보기를 누르면 ‘핀’이라는 기능이 있
는데 이것은 관심 있는 영상을 고정시켜 보는 것이다. 호스트는 핀을 여러 
개 쓸 수 있어서 핀 추가를 누르면 두 명이 고정이 된다. 추천 비디오는 
모든 사람에게 화면이 공유되지만 핀은 호스트에게만 화면이 고정된다. 핀 
기능을 참가자들도 허용시켜 주는 권한이 있다. 더보기를 눌러 ‘여러 영상 
고정 허용’을 선택하여 호스트가 허용해주면 참가자들도 여러 영상을 핀하
여 볼 수 있다. 핀과 추천 비디오는 최대 9개까지 가능하다.  

  ⑤ 스튜디오 효과(BETA) → 비디오 필터에서 스튜디오 효과를 눌러주면 눈썹
이나 수염, 입술색을 설정할 수 있다.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 눈썹 그리거
나 수염 정리하는 기능으로 준비 시간을 단축할 줄 수 있다. AR기능이 들
어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면 똑같이 따라 움직이고 굉장히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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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갤러리 보기 최대 참가자 49명 표시 → 기본적으로 25명까지 보이지만 컴
퓨터 사양이 높다면 비디오 설정에서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표시되는 최
대 참가자’를 49로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내 비디오에서 내 모습 수정 필
터,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을 체크하면 나의 화면을 조금 더 밝게 그리
고 포토샵 효과를 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⑦ 선택자막(요약정리 담당자) → 설정에서 선택 자막 기능을 켜준 뒤 줌을 실
행하면 선택자막 아이콘이 생긴다. 선택자막을 누르고 ‘다음 범위를 입력합
니다’라고 표시된 부분을 선택한 뒤 ‘자막 입력’이라고 치면 참가자의 화면
에 자막이 나타난다. 스마트폰의 경우 밑에 바로 자막이 뜨고 PC의 경우 
선택자막사용가능을 누르면 자막이 뜬다. 호스트가 동시에 말도 하고 글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참가자 중 한 사람에게 자막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
면 그 참가자가 선생님의 말을 요약해서 정리해줄 수 있어 참가자들이 이
해하기 편하다. 해당 참가자 이름을 누르고 〔선택자막입력할당〕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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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이름변경 (음소거로 순서 확인) → 출석확인 또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렬할 때에는 음성이 나오면 이 순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모두 음소거를 
한 뒤 설정한다. 

  ⑨ 모두 음소거 단축키 → (Alt+M)로 급할 때 바로 모두 음소거 시킬 수 
있다.  음소거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음소거가 
해제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던 손을 떼면 다시 음소거가 된다. 따라서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다.   

  ⑩ 화면공유_여러 참가자 동시공유 → 화면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고급 공유 
옵션으로 들어간 뒤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를 누르면 
2명이 동시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발표할 때 다음 사람에게 미리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면 화면 공유 전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104

  ⑪ 화면공유_컴퓨터 소리만/화면 일부/두 번째 카메라(고급기능) → 화면공유 
아이콘을 누르고 고급을 선택하면 여러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
터 소리만 공유하여 배경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화면 일부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아닌 보이는 화면의 사이즈를 조절하여 보여 줄 수 있다. 두 번째 
카메라를 선택하면 화면 2개를 번갈아 보여줄 수도 있다. 최근에 추가된 
PPT를 가상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클릭
하여 파워포인트 화면위에 나의 사진을 띄워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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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소회의실: 참가자 스스로 회의실 이동 → 참가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회
의실을 찾아 노크하고 들어가는 기능이 생겼다. 

  ⑬ 대기실 배치 → 잠시 메인 회의실 또는 소회의실에서 나가있어야 할 경우 
대기실 배치를 할 수 있고 다시 수락하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⑭ 기록하기_화면공유만 기록하기 → 기록을 누르면 참가자들의 화면에 나타
나는 얼굴까지 모두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
로 화면 공유되는 파워포인트나 자료만 녹화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설정에
서 녹화 탭 중 ‘화면 공유 중 비디오 기록’ 체크를 해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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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유튜브로 라이브스트리밍(유료), 공동 호스트(유료) → 유튜브 링크로 실시
간으로 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과 공동 호스트 기능은 유료이
다. 

4) 유료 서비스

  → 회의 시간제한이 사라지고 비용 추가 시 300명, 500명까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4    줌 수업 활용 예시

1) 국어 교과 모둠별 활동(소회의실)

교과 국어 (5-2)

주제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할 자료 찾아 알기 쉽게 표현하기 
(5~10차시)

활동 
1

‘소풍을 부탁해’ 
지금까지 다녀온 현장체험학습 장소들을 떠올리며 6학년에 가면 좋을 
현장학습 장소를 정해보자! 가고 싶은 장소 목록을 추천받아 모둠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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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해야 알기 쉬운지 이야기 나눈다. 

활동 
2 

소회의실에서 각자 팀별로 현장학습 장소와 관련한 정보를 조사하며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교사는 각 소회의실에 입장하며 모둠별 진행상
황을 점검한다. 

     

※ 소회의실에서도 화면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가 첨삭할 부분은 원격제어 기능을 활용하여 소회의실에서 직
접 보여준다. 

활동 
3

모둠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메인실에서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
하며 발표를 진행한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각 장소별 장단점 
메모하며 듣는다. 발표를 모두 마친 뒤 투표를 통해 6학년 현장학습 
장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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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활동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조사하기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주제 미래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퀴즈 만들기 

활동 
1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조사하기 (활동지 작성하기)

활동 
2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조사한 정보를 하나씩 힌트로 제시하기 (음소거 
해제)
→ 친구들은 듣고 어떤 직업인지 정답을 채팅창에 적는다. 이때 가장 
빠르게 제시한 사람이 점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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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메타버스를 활용한 협력

스페이셜

https://spatial.io/

      1     스페이셜 소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3차원 아바타를 이용해 원격에서도 마치 같
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함께 협업하고 회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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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회원가입 (구글, 애플, MS, 이메일로 가입 가능)
◉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 스마트 기기(카메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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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이셜 수업에 활용하기

1) 카메라를 사용하여 3D 아바타 생성 및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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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티커 메모, URL검색, 파일 업로드,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

3) 회의 공간에서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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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물 자료를 바로 띄워서 사용이 가능하다. 

5) 학생들에게 링크를 제공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초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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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페이셜 수업 활용 예시

  학교현장에서 쌍방향 수업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하고자 하
는 개념들을 3D로 바로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정 개념을 설명
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미술 작품 감상 수업의 경우 실제로 미술관에 가서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둠활동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인 의견 
제시 및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3D모형을 활용한 과학 수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4    유사한 학습도구

https://www.zoom.us/ko/meetings.html
https://meet.google.com/
https://whale.naver.com/

  화상 회의 플랫폼인 줌, 구글 미트, 네이버 웨일온과 비슷하게 학교 현장에서 
쌍방향 화상 수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스페이셜이 줌 등과 다른 점은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은 단순히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이지만 스페이셜은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는 듯한 생동감을 줄 수 있고 회의
를 할 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선,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자료를 3D로 바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줌 등에서의 단순 강의식 수업만 하는듯한 지루함에서 벗어나 스페이셜
을 통한 쌍방향 수업은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듯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욱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ttps://www.zoom.us/ko/meetings.html
https://meet.google.com/
https://wha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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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e.zepeto.main&hl=ko&gl=US

      1     제페토 소개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얼굴인식과 증강현
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거
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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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서비스 이용 : 모바일(Mobile) 기기만 지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제페토(ZEPETO)’ 앱을 설치하여 접속
 - 아이템 / 공간(월드) 제작 : PC 기기 지원. 제페토 스튜디오 사이트에 접속
(https://studio.zepeto.me/kr)

      2    제페토 사용처

아바타 만들기 가상 공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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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크리에이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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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페토 수업에 활용하기

1) 어플 설치 및 아바타 생성하기

①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 접속 ② 스토어 내 검색창에 ‘제페토(ZEPETO)’ 
검색 후, 앱을 선택

③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시작 ④ 앱을 실행한 후 시작 화면에서 
   ‘캐릭터 만들기’를 눌러 회원가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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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화면 메뉴 설명

3) 주요 기능 설명

⑤ 회원가입을 마친 후에 아바타를 생성
   →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⑥ 다음 단계에서 얼굴 형태, 머리 모양, 
   의상 등 취향에 맞게 세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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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월드(가상공간) 접속하기
  한강공원, 학교, 파티룸, 공항 등 이미 제작되어있는 가상공간 혹은 다른 사람

들이 만든 가상공간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게임, 상황극 등 다양
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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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다양한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드’라는 

공간에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다) 크리에이터 기능
  아바타들이 입는 옷을 사람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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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빌드잇(Build It) 기능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공간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페토 수업 활용 예시

  1) (국어 교과 연계) 기행문 작성하기 
  ‘제페토’에는 수많은 월드(가상공간)가 존재한다. 제페토에서 공식적으로 직접 
제작한 월드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빌드잇’ 기능을 활용해 제작한 월드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중에는 현실의 환경을 가상공간 속에 그대로 구현
해놓은 월드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여행을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여행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여 기행문을 작성하
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페토의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여행을 하고 기행문을 작성해보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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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 교과 연계) 문화재 만들기  
  사회 교과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재들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 학생들은 교과서 속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문화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화재의 모습, 특징, 역사 등을 직접 조사한다. 이후 제페토의 
‘빌드잇’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이 정한 문화재를 직접 만들고, 완성된 가상공간
에 다른 학생들을 초대하여 해당 문화재의 특징과 역사 등을 직접 설명하는 ‘문
화재 해설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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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술 교과 연계) 작품 감상+도슨트  
  ‘제페토’에서 운영 중인 가상 미술관을 활용하여 미술 감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상 미술관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미슬 작품들을 감상을 
한다. 이후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여 미술 작품의 화가, 기법, 특징 등을 조사하
고, 다른 친구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도슨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5    유사한 학습도구

  1) 로블록스(Roblox)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 및 공간을 창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게임을 직접 만
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모아놓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해 역할수행게임
(RPG), 모험, 격투기, 장애물 넘기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 로블록스에 
올릴 수 있다. 로블록스에는 로벅스(Robux)라는 자체 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고 
사용자는 현금을 주고 로벅스를 구매하거나 로블록스 메타버스 안에서 로벅스를 
벌 수 있으며, 로벅스를 이용해 자신의 캐릭터를 꾸미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
매하게 된다. ‘제페토’와 동일하게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채팅과 음성 기능
을 이용해 소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제페토’와 다르게 Mobile과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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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시 접속 인원이 16명이 최대
인 제페토와 다르게 동시 접속 인원에 제한이 없다.(개발자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리고 제페토도 사용자가 맵과 옷을 디자인하는 수준에서의 참여가 가능
은 하지만, 로블록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2) 게더타운(Gather Town)
  ‘게더타운’은 실제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대화와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제페토’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채팅과 음성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페
토’, ‘로블록스’와 차별화되는 ‘게더타운’의특징은 화상회의 기능도 지원한다는 것
이다. 아바타가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 때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켜지
며 화상회의가 시작이 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상공간 
내에서 채팅을 하는 것 외에도 화이트보드, TV, 게임 등 다양한 오브젝트를 통
해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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