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화상수업안 
 

Zoom 도구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Seven English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 예시입니다. 

㈜로드와이즈 



원격 화상수업안 예시 

 

 설치는 잘 끝나셨죠? 그리고 학생들도 모두 잘 초대 받았나요? 

 버튼을 눌러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학생들이 다 잘 보이시죠? 

수업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해 볼 수업 방식은 

[선생님의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게 하면서 수업하기] 입니다. 

 버튼을 눌러 ‘화면1’을 공유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화면 공유로 수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신 모니터 화면을 수업에 참가

한 학생들에게 다 같이 보게 하면서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 때, 글을 쓰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버튼을 눌러보세요. 

(화면 상단 메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석 메뉴가 이렇게 촥~ 뜹니다. 

 

를 선택하면 화면 아무 곳에든지 글을 직접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는 말 그대로 선이나 사각형, 원 등을 그릴 수 있구요. 

는 강조하고 싶은 곳에 이미지를 딱 넣을 수 있습니다. 

는 쓴 글이나 그림을 지울 수 있구요, 



에서는 색깔,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은 화면에 쓴 내용을 한꺼번에 지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썼으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야겠죠? 이 창을 닫아야 원래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석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수업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화이트보드로 판서 수업하기] 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로 공유하시면, 말 그대로 화이트보드가 화면에 뜨고, 그 때부터는 칠

판에 판서하듯이 수업하시면 됩니다. 주석 기능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

처럼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붙여넣을 수 없다는 점은 참고~) 

 

이미 판서 수업은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감이 확~ 오시죠? 

 

  



세 번째 수업 방법은 [TLS 활용 수업하기] 입니다. 

Seven English에 TLS라는 강의 지원 시스템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TLS 메뉴를 꾹~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왼쪽에 TLS 수업이 가능한 과목 리스트를 제가 보이게 해 놨는데요, Seven English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

든 과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능률의 리스닝버디 2권을 한 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를 수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TLS를 활용할 때에는 먼저 화면 공유나 화이트보드 공유로 교재 수업을 조금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TLS

로 문제풀이를 하면 효과적이겠죠? 

ZOOM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거나 한 사람씩 해 보게 하실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수업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구요~. 

수업이 끝났으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 주셔야겠죠? 

수업을 하시면서 숙제는 뭐뭐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서 숙제를 전달해 주셔도 된답니다. 

어쨌든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해당 반의 학생들에게, 또는 학생 개별적으로 숙제를 내 주시면 되겠죠? 숙제 

내주는 것은 이미 많이 해보셨을 테니 설명은 생략할게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선생님이 만드신 문서나 파일을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그 파일을 같이 보

면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숙제를 파일로 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팅창에서 ‘파일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

생님이 학생들에게 줄 문서나 아니면 숙제 같은 것도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코로나로 힘든 이 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ZOOM 활용 수업안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학생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시면서, 영어 수업도 계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로드와이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