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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대상 쌍방향 원격수업 도구 설치 안내

제 2020- 호

1,2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요즘 현화 교육가족 모두들 건강하시고, 이 전례
없는 현 교육의 상황을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원격수업 기간 중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여 학생과 쌍방향 소통
하는 수업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ZOOM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가정에서 학생이 선생님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ZOOM 활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 학생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Zoom’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스마트
폰 보다는 노트북 또는 웹캠이 장착된 PC를 이용하는 것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1. 권장하는 접속 환경
<권장하는 접속 환경>
'ZOOM'프로그램을 활용한 쌍방향 원격수업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추천드립니다.
1. 노트북 - 웹캠, 마이크가 기본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2. 태블릿(스마트폰) - 카메라, 마이크가 역시 기본 설치되어 있지만,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을 착용
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반 데스크탑 PC로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학생의 얼굴, 목소리가 선생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웹캠과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이 따로 필요합니다.)

2. ‘쌍방향 원격수업’ 도구(Zoom) 설치 방법
▣ 컴퓨터 설치
- ‘줌’(https://zoom.us/download) 접속
-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무료 버전 설치)
- 회원가입 필요 없음
▣ 스마트폰 설치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s’ 앱 설치
(무료 버전 설치)
- 회원가입 필요 없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별첨하는 “zoom상세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3. 수업 참여 방법
① (스마트폰 보다는)노트북 또는 웹캠이 장착된 PC를 이용하는 것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② 쌍방향 온라인 수업 시 사전에 학급별 SNS를 통해 공지되고, 초대 링크가 게시되면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합니다.
▣ 링크를 통해 접속이 안될 시

- ‘Zoom’ 실행
- ‘참가’ 클릭 후 새로운 창에서 ‘회의ID’
입력하고 ‘학생의 이름’ 입력 후
- ‘회의 참가’ 클릭
- ‘회의 비밀번호’ 입력 후 ‘회의 참가’
(회의ID와 비밀번호는 학급sns를 통해
사전 공지)
※ 유튜브에서 "ZOOM으로 온라인 수업 듣는 방법" 이라고 검색
또는, https://www.youtube.com/watch?v=P7_oarq13N4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4. 쌍방향 원격수업 참여 시 유의할 점
① PC에 웹캠,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도 수업 화면은 보이고 선생님 목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수업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② zoom 도입 초기에는 각 학급의 조종례와 출석 및 건강 체크, 일일학습 안내 및 활동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생님이나 친구의 얼굴을 캡쳐, 유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더불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사용한 모든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다운받아 인터넷에 유포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④ 화상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리에서 이동하기 / 음식 먹기 또는 음료수 마시기 / 카메라를 보며 관심을 끄는
돌발 행동하기 / 머리 빗기 / 가족 또는 반려동물을 카메라에 보이기 / 친구에게 눈짓,
손짓 등의 신호 보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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