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매뉴얼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목차

1. 강의방 들어가기
1-1. 언어수업
1-2. 세계시민교육

2. ZOOM 이용하기



네이버에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라고 검색해주세요. 

사이트는 https://lgglobalschool.co.kr/ 입니다.

- 이메일 주소를 끝까지 적어주세요.(예 : hhhiii@naver.com)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비밀번호찾기’ 를 눌러 찾아주세요.

1-1. 강의방들어가기(언어수업)

https://lgglobalschool.co.kr/
mailto:hhhiii@naver.com


클릭 !

아래 ‘LMS이동’ 을 클릭해주세요.

1-1. 강의방들어가기(언어수업)



내 멘토 선생님 이름을 확인한 후, 클릭해주세요.

1-1. 강의방들어가기(언어수업)



주차에 맞는, 

내이름이적힌방으로

접속해주세요.

1-1. 강의방들어가기(언어수업)



멘토선생님이강의방에있는데도
들어가지지않는경우엔옆의주소를 ‘복사’ 한후,
인터넷가장위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서들어가보세요.

아래 ‘화상강의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멘토선생님이먼저들어가야학생여러분들도접속할수 있어요. 혹시 들어가
지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1-1. 강의방들어가기(언어수업)



1. 

1. ‘다운로드 및 실행’ 을 눌러주세요. 

2. ‘실행‘ 을 눌러 들어가주세요.

3. 설치가 잘 안될 경우, 이 주소를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해서 진행해주세요.
(https://zoom.us/download)

2. 

실행장면

1-1. 강의방들어가기(언어수업)

https://zoom.us/download


1-2. 강의방들어가기(세계시민교육)

중등학생의 경우, ‘(중등)세계시민교육’ 강좌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



1-2. 강의방들어가기(세계시민교육-초등)

5월 11일-5월 17일

5월 18일-5월 24일

5월 25일-5월 31일

6월 1일-6월 7일

1주차세계시민교육

2주차세계시민교육

3주차세계시민교육

4주차세계시민교육

초등과정은매주수업전, 
세계시민교육영상을보고
워크북(문제)을풀어야합니다.



1-2. 강의방들어가기(세계시민교육-중등)

5월 11일-5월 17일

5월 18일-5월 24일

5월 25일-5월 31일

6월 1일-6월 7일

1주차세계시민교육

3주차세계시민교육

중등과정은격주(2주 1번, 1주차-3주차~)
로세계시민교육수업을듣습니다.

수업전, 세계시민교육영상을보고
워크북(문제)을풀어야합니다.

화상수업시간에이내용을다루기때문에
반드시봐야합니다.



1-2. 강의방들어가기(세계시민교육) 

• 해당 주차에 맞는 세계시민교육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주세요.

5월 11일-5월 17일

1주차 세계시민교육(주제) 클릭 !



1-2. 강의방들어가기(세계시민교육) 

• 영상 시청 후, 워크북에 있는 문항을 풀어주세요.

<EBS 확인 후, 워크북 확인 위치 및 내용 업데이트 예정>

<초등> <중등>



메인화면

2. ZOOM 이용하기



마이크, 스피커 체크

- 음소거 옆 화살표를 눌러 마이크와 스피커가 잘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ZOOM 이용하기



마이크, 스피커 체크

- 스피커&마이크 테스트를 눌러 소리가 나는지 체크해주세요.

- ‘예/아니요’ 를 체크하면서 ‘스피커’ 와 ‘출력 레벨’ 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주세요.

2. ZOOM 이용하기



비디오(카메라)체크

- 비디오 옆 화살표를 눌러 카메라가 잘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카메라 이름에 따라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저기에 아무 이름도 없으면 카메라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2. ZOOM 이용하기



채팅창 활용하기

화면 아래 ‘채팅‘ 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2. ZOOM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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