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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은 WCA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서 PC, 태블릿 및 핸드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WCA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노트북이나 화상회의가 가능한 PC가 필요하며, 하기와 같은 초기 

설치 및 수업 활용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에는 헤드셋이나 마이크가 있는 스마트폰 이어폰 등을 사용함을 권장합니다. 

 

1. zoom 가입 및 설치 

- 주소창에 zoom.us 를 입력합니다. 

- Zoom 홈페이지에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클릭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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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 메일의 확인링크를 클릭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 이름, 비밀번호를 정하고 [주변에도 zoom을 알려주세요]는 건너뛰기를 합니다. 

- 지금 회의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zoom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 합니다. 

- 담당 선생님에게 zoom ID 이메일 주소를 전달합니다. 

 

2. zoom ID 확인 및 수업준비 

- 선생님이 학생 이메일을 등록하고 통보해 줍니다. 

- zoom을 실행합니다. (시작버튼을 누르고 zoom이라고 입력하면 start zoom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바탕화면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 Chat → Contact Requests → Accept를 클릭합니다.(선생님이 추가할 때마다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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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Zoom은 항상 로그인을 체크하고 로그인 해 놓습니다.  

 

2. Contact Request 를 반드시 수락해야 선생님이 zoom으로 화상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3. 내 목소리가 선생님에게 들리지 않아요. 

- 마이크를 꺼 놓지 았았나 확인합니다. (Mute)  

- 마이크를 다른 장치로 선택하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4. 내 얼굴이 선생님에게 보이지 않아요. 

- 카메라를 꺼 놓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5. 선생님 목소리가 헤드폰으로 나오지 않아요. 

- Select a Speaker를 사용하는 헤드폰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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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A-Z 는 WCA 의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교과서 시스템으로서 PC 와 태블릿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kids A-Z 를 통하여 독서, 수업, 과제 등을 수행하게 되며, 교사는 kids A-Z 를 통하여 

학생을 교육, 관리하게 됩니다. 

WCA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카드를 e-mail 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부여받게 

됩니다. 교사명과 본인의 패스워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클래스에 입장하기 위한 교사명 

 

                                                                     학생이름 / 해당 학생의 비밀번호(아이콘) 

 

                                                                     접속페이지 및 앱 지원 마크 

 

 

kids A-Z 는 캐나다와 미국 학교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과서로서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반 학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은 부여 받은 독서나 Assignment, Task 등을 반드시 수행하여 수업과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kids A-Z 와 수업을 위해 학생은 가급적 노트북이나 PC 사용을 권장하며, 태블릿은 e-book 으로 

활용함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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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 사용시 

1) 인터넷 주소창에 [www.kidsa-z.com]을 입력합니다. 

2) Your Teacher’s username 에 지급받은 카드의 교사명을 입력 후 Go 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이름을 클릭 → 패스워드 아이콘을 선택하고 Go 를 클릭합니다. 

 

 

 

 

 

 

 

 

 

 

 

 

2. 태블릿 사용시 

1)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kidsa-z]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Your Teacher’s username 에 지급받은 카드의 교사명을 입력 후 Go 를 터치합니다. 

3) 본인의 이름을 클릭 → 패스워드 아이콘을 선택하고 Go 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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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구성 

 
 

Flight Check 

학생의 학습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가 지정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중간에 그만 두어야할 경우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ading Room  

학생의 실력에 맞춘 도서들을 난이도와 주제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입니다. 

 

Level Up! 

학생의 실력과 성향에 적합하게 교사가 선정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메뉴로서 수업을 위한 

도서들을 제공합니다.  

 

My Assignment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모아 놓은 메뉴로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맞도록 개별 부여합니다. 

학생은 수업을 위하여 반드시 Assignment 를 수행해야 합니다. 

 

My Stats / Star Zone 

학생은 독서,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Star 를 award 로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아바타나 

Room 을 꾸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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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메뉴 

 

   원어민 성우가 읽어주는 Reading 을 합니다. 

   직접 읽는 Reading 을 하며, 마이크 아이콘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녹음한 음성은 교사가 확인하여 지도합니다. Assignment 로 부여받은 독서는 

           반드시 큰소리로 읽어 녹음하도록 합니다.) 

Comprehension Quiz 는 학생이 독서 후 해당 교재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퀴즈로서 ‘aa’레 

벨의 학생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Constructed Response 는 H 레벨 이후 학생들이 직접 해당 교재에 따른 체계적인 질 

문이나 독서 후 감상평 등을 적어 제출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