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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로우

교육용 퀴즈게임 앱 소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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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 방법 www.symflow.com 에서 회원가입

‘Symphony’의 ‘Sym’ 과 ‘Flow’의 합성어로서, ‘함께 공감하여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

1

2

3

4

교수 … 아이디.symflow.com/t
학생 … 아이디.symflow.com
프리젠테이션 모드 … 아이디.symflow.com/p

업플로우 (Q&A, comment)

다운플로우 (quiz, survey)

언제? 강의 중 언제든지 활용 가능
용도? 학생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서베이, 퀴즈 등

학생 교수

학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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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플로우 (Q&A, comment 게시) 다운플로우 (quiz, survey 실행)

 수업 시간에 열어놓고 수시로 질문 게시
 공감되는 질문에 추천
 추천수 많은 순서대로 소팅
 댓글 기능

 학생들의 이해도 수시 점검
 수강생 의견 수렴
 퀴즈를 풀면서 학습내용 이해 촉진
 실시간 서베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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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들에게 littleprince.symflow.com 으로 접속하라고 안내한다.

littleprince.symflow.com 접속 후
이름 또는 닉네임 입력

로그인 성공 했을 때 화면

(이때, littleprince 부분에 교수님 각자의 심플로우 아이디를 입력함)

스마트교육을 위한 교수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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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입력창에 질문 또는 코멘트 입력 입력한 메시지 <전송>  <확인> 클릭

② 상단의 세 가지 메뉴 중에서 [업플로우] 선택 후, 메시지 창에 질문/코멘트를
입력하라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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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학생들의 질문/코멘트에 공감할 경우에는 <추천>을 클릭하라고 안내한다.

공감되는질문/코멘트에 <추천> 클릭 추천수 많은 질문/코멘트가 상위에 랭크



소크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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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법 www.socrative.com     또는 앱 설치

1

2

3

4

스마트폰 교수용 앱 … socrative teacher
스마트폰 학생용 앱 … socrative student

언제? 강의 중 언제든지 활용 가능
용도? 학생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서베이, 퀴즈 등

웹브라우저에서도 접속 가능
http://www.socrative.com 
 teacher / student 로그인

퀴즈 모드 (Quiz)
팀경쟁 모드 (Space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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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들은 학생용 소크라티브 앱을 실행한 후, room name과 이름 입력하고 입장한다.

퀴즈를 시작하기 전이나
퀴즈를 푼 후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기 모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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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ccount 클릭  이메일과 비번 등록

② 선생님은 교사용 소크라티브 앱에서 회원가입한다. (소요시간 1~3분)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오른쪽과 같은 메인 화면이 뜬다.

여기에서 quiz를 출제하고, 
Room name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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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클릭  ROOMS 메뉴 클릭

③ Room name 수정하기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Room name을 수정할 수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room 
name을 지어보자.

무료회원은 room을 하나만 만들 수
있으나, 유료회원 가입하면 room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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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 메뉴 클릭  우측 상단에 ADD QUIZ  create new 클릭

④ Quiz 출제하기

퀴즈 타이틀을 입력한다.

필요한 만큼
객관식, True/False, 주관식
문제를 출제한다.

문항 수는 3~5개가 적절하다.

 T/F 퀴즈

 주관식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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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보기 입력 후 정답 체크  주관식: 모범정답을 입력해두면 자동채점 가능

 True/False 문제 입력

④ Quiz 출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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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상단 SAVE 클릭해서 저장  새로 생성된 퀴즈가 목록에 제시됨

⑤ 내가 출제한 Quiz를 저장하고, 다른 선생님과 공유하기

 퀴즈 우측에 MORE 
버튼을 누르면 다음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 COPY
- DOWNLOAD
- SHARE

 SHARE를 클릭해서
내가 만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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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에서 Quiz 클릭  퀴즈 목록에서 실행할 퀴즈 선택

⑥ 메인 페이지에서퀴즈 실행하기

 퀴즈옵션

Instant Feedback: 학생들이 자기 페이스대로
퀴즈를 풀되, 한번 풀면 수정할 수 없음

Open Navigation: 학생들이 자기 페이스대로
퀴즈를 풀되, 답안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음

Teacher Paced: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실행하면서 다 함께 퀴즈를 풀어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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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의 학생이 응답했는지 보여줌  HOW’D WE DO? 클릭 응답률을 실시간으로 제시

⑦ 학생들의 퀴즈 풀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주관식 문항에
누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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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FINISH 후 View Chart 클릭 <이름과 정답여부를 가린 화면>

⑧ 퀴즈 종료 후 전체 학생들의 정답률을한 눈에 보여주는결과 챠트

<이름만 오픈한 화면>

<이름과 정답여부를 오픈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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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티브에서 제공하는 결과 차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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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QUESTION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객관식 선택

 문제와 보기는 선생님이 PPT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불러주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응답

⑨ 문제를 미리 만들지 못했더라도 수업 중에즉석에서 QUICK QUESTION 기능 활용

 True/False 문제도
선생님이 PPT 또는
구두로 질문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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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QUESTION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주관식 선택

 주관식 문제 입력
 학생들의 이름을 요구할 것인지 선택

⑩ QUICK QUESTION 주관식 문제는학생들응답 후에 투표(VOTE) 기능 제공

 START 
VOTE
클릭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
으로

투표시작

 각 항목별
투표율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카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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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법 인터넷 kahoot.it      또는 kahoot 앱 설치

1

2

3

선생님은 PC에서 퀴즈 실행 create.kahoot.it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접속 kahoot.it

클래식 모드 vs. 팀 모드

<선생님은 PC 이용> <학생은 스마트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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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퀴즈 실행 준비가 완료되면, 학생들은 각자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서 접속 준비한다.

② 스크린에 제시되는 Game PIN 숫자를 입력하고, 자기 이름(닉네임) 입력한 후 접속한다.

③ 스크린에 제시되는 문제를 보고, 각자 자기 스마트폰 화면에서 정답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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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oo.gl/images/oiMTPi

출처 https://goo.gl/images/UE95vs

출처 https://kahoot.com

카훗 퀴즈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중장년 CEO 그룹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퀴즈 참여 분위기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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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생님은 create.kahoot.it 에서 회원가입한다.

⑤ 카훗은 객관식 유형의 문제만 출제할 수 있어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며 또한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다.

객관식(선다형)만 출제할 수 있고, 보기는 2~4개를 설정할 수 있다. 
(보기의 개수가 2개일 때는 OX 퀴즈와 같은 유형임)

*** 유료회원의 경우, Puzzle, Open-ended, Word cloud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유료회원 전용

퀴즈 만들기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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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퀴즈 출제하기

 New kahhot [Create] 버튼을 누른다.  문제입력  보기입력
 정답을 체크한 후, 하단의 [+]를 눌러

그 다음 문제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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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퀴즈 출제하기

 퀴즈 출제화면 상단의 Title을 입력한다.  문제입력  Time limit  보기입력
 정답을 체크한 후, 우측 상단의 [Next]를

눌러 그 다음 문제를 입력한다. 

 모든 문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Done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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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카훗 퀴즈 시작하기

 My Kahoots 메뉴에 방금 출제한
<Teaching Methodology> 퀴즈가
보인다.  Play를 누른다.

 Teach 모드는 실시간 퀴즈이며, Assign 
모드는 숙제로 내주어서 학생들이 각자
자기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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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카훗 퀴즈 시작하기

 <Teach> 모드를 선택한다.  Classic 모드는 학생 1명당 스마트폰
1대가 주어졌을 때, Team 모드는 4~6명
당 스마트폰 1대일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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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PIN 번호가 화면에 제시되고
학생들이 입장한 후, Start를 눌러
시작한다.

 문제와 보기는 교실 앞에 스크린에만
제시된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정답을 선택한다.

⑦ 카훗 퀴즈 시작하기

학생들의 열광적인 참여를 이끄는 카훗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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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카훗 Assign: 카훗 퀴즈를 숙제로 내줄 수 있다.

 Play 방법으로 Assign 모드를 선택한다.  Due date & time을 설정한다.

카훗 퀴즈를 숙제로!  카훗 Assign



교육용 퀴즈게임 앱 소개1

30

⑧ 카훗 Assign: 카훗 퀴즈를 숙제로 내줄 수 있다.

 URL 링크 또는 PIN 번호를 복사한다.  복사한 카훗 챌린지의 링크 또는 PIN 
번호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학생들에게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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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카훗 Assign: 카훗 퀴즈를 숙제로 내줄 수 있다.

 학생들의 퀴즈 참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화면은 학생들
모두가 볼 수 있어서 경쟁을 촉진한다.

 모든 학생의 참여가 종료되면 최종
순위가 제시된다.



멘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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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법 www.mentimeter.com 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와 같이 퀴즈 출제



멘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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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법 학생들은 menti.com으로 접속한 후 코드 번호 입력



수업지도안 예시

활용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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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별 적절한 앱 활용

활용 방법2

2

35

도
입

전
개

정
리

수업 준비도 확인

강의 이해도 확인

강의주제 퀴즈

학생들의 질문

서베이, 실험 등

MEMO



학습자 주도 학습전개

유용한 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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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만들어 출제하도록 요청

Digital native, 더 잘 배운다!

“ from learner to leader ! ”



적절한 문항 수와 난이도

유용한 팁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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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문항 수는 3~5개가 적절

수업 중 퀴즈는 10~15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

알쏭달쏭 퀴즈, 재미있고 신기한 정답, 판단의 오류

적극적이면서 주도적 태도, 더 잘 배운다!

가끔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강의 내용을 보충·심화하기 위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특정 수강생을 알아 맞추는 문제와 같이 수강생들끼리 친해지고
관계를 돈독히 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이때는 카훗이 적절함

MEMO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수업과 연계

유용한 팁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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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을 통한 학습: 러닝맨

카훗 챌린지퀴즈의 URL을 QR 코드로변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면서 퀴즈를 풀기 때문에 인터
넷 검색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최신 상식 문제, 유튜브 검색해서
동작 따라하기 미션,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퀴즈 등을 포
함하는 것도 좋음

MEMO

QR 코드를 프린트해서 여러 장소에붙여놓고 학생들
이 찾아 뛰어다닐수 있게 함

3~4명 또는 5~6명 한 팀으로팀 경쟁

미션을 빨리 완수할 수록, 문제풀이 점수가 높을 수록

팀 순위가 역동적으로바뀔 수 있음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에 활용

유용한 팁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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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학생들의 퀴즈 참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소크라티브 또는 카훗 챌린지 퀴즈를 집에서 풀어오기

다양한 조건으로 상품 제공으로 적절한 동기 부여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참여 독려 또는 피드백 제공

오픈북 허용시, 퀴즈는 자기주도학습의 촉진제 역할

이때는 시간제한 없는 소크라티브가 적절함

MEMO

인강 수강 후 퀴즈를 풀게 하면 출첵, 복습 유도 효과

이때는 점수 경쟁이 가능한 카훗 챌린지가 적절함

특히, 퀴즈 시작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면 긴장감 형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지난번보다 순위가 많이 상승
한 경우, 제일 빨리 퀴즈를 마친 순서대로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음



협업 문서 만들기

구글 드라이브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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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파일 docs.new 또는 drive.google.com 접속 후 새로 만들기



협업 문서 만들기

구글 드라이브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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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sheet.new 또는 drive.google.com 에서 새로 만들기

PPT파일 slides.new 또는 drive.google.com 에서 새로 만들기



협업 문서에 초대하기

구글 드라이브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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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기 우측 상단에 [공유] 클릭하여 주소 복사



협업 문서에 초대하기

구글 드라이브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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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기 공유 가능한 링크 복사하기



구글 드라이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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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URL 만들고 공유하기 bit.ly

초대하기 bit.ly 사이트에서 단축 URL 생성한 후 공유하기

bit.ly

3



구글 드라이브4

45

공동작업하기4

공동작업 엑셀 시트에 35명의 수강생이 동시에 작업한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