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태블릿용 넷서포트스쿨 Tutor 앱
넷서포트 스쿨 Tutor 앱과 넷서포트 스쿨 Student 앱을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다운받아 각각 설치하면 넷서포트 스쿨 교사는 넷서포트 스쿨 관리 
교실**의 각 학생과 연결할 수 있어, 실시간 상호 작용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생 썸네일(화면 축소판) 보기: 교사 태블릿에 연결된 모든 학생용 
태블릿의 썸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 줌(Zoom) 기능: 교사는 선택한 학생용 태블릿의 썸네일을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 학생 화면 보기: 교사는 연결된 모든 학생의 태블릿의 화면을 화면에 
맞춘 최적화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자동 맞춤 모드)

• 웹사이트 실행: 교사는 특정(또는 모든) 학생의 태블릿에 웹 사이트 
주소를 보내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전송: 교사는 특정(또는 모든) 학생의 태블릿 기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메시지가 수신되면 알림 표시를 받게 되어, 
이를 보고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채팅: 교사는 학생과 일대일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 Q&A 모드:  교사는 학생의 답에 대한 평가나, 그 학생의 답변에 대한 
급우들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교사가 질문을 하면, 
대답할 학생을 선택합니다. 무작위로 학생을 선택하거나, 먼저 대답한 
학생을 선택하거나 또는 팀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학생에게 하면, 그 학생들의 답변을 받아 반원들이 이를 다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개인 또는 팀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 파일 전송: 교사는 자신의 태블릿에서 특정(또는 모든) 학생의 
태블릿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보상: 교사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거나 행동을 할 때 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을 철회할 수도 있고, 모든 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설문 조사: 교사는 학생과 학급에 대해 평가하고 학생의 지식과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즉석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콤마를 사용해 최대 6개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설문 
조사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교사는 수업 시간 중에 응답 
결과를 즉시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면 잠금/공백 : 교사는 발표 시 학생의 PC 화면을 잠그거나 공백 
상태로 만들어 발표 내용에 학생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등록:  교사는 수업 시작의 앞서 각 학생의 표준 또는 맞춤 등록 
양식을 통해 학생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 상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룹 구성:  교사는 학생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룹으로 설정해 
그룹별 맞춤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목표: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수업 목표 및 예상되는 학습 
결과와 함께 현재의 수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도움 요청: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바탕 화면에 알림 표시가 나타나 관련된 
학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태블릿에는 빨간색 표시가 맨 위에 나타나, 교사는 교실을 돌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WiFi/배터리 상태: 교사는 연결된 각 학생의 현재 WiFi/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4.0버전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 넷서포트 스쿨 튜터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십시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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