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칸아카데미를 어떻게 온라인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많은 학교와 가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발생할 경우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가정 학습을 할 경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정 학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여러분들이 
칸아카데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칸아카데미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을 위한 무료 콘텐츠입니다. 

칸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인 마스터리 기반 학습 시스템으로 배우고 스킬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자료를 배우고 복습하며, 칸아카데미의 연습문제, 퀴즈, 
테스트를 통해 스킬을 연습하고 마스터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칸아카데미의 신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교육 과정에 맞춘 연습문제와 수업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대학교 단계에 이르는 수학 뿐만 아니라 문법, 과학, 역사, AP®, SAT® 등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습문제, 퀴즈, 마스터리 챌리지를 통해 스킬을 연습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칸아카데미를 통하여 자신의 진도를 추적하고 새로운 스킬을 숙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며 계속해서 학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칸아카데미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 휴대용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도 스마트폰의 칸아카데미 앱을 통해 칸아카데미 웹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칸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툴과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코스(예시: 대수학1 이나 AP 생물)에 대해 특정 단원이나 특정 스킬을 쉽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를 통해 학생의 진도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자료: 칸아카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단계별 가이드와 실제 선생님들이 교육 동영상과 스킬을 배정하고 학생의 진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칸아카데미를 어떻게 할용하는지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선생님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TeachWithKhan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월12일 목요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00 /미국 서부 시간 기준, 오후 4:00 )에, 
칸아카데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는 선생님들을 위한 무료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1. 칸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개정을 만듭니다.  
2. 칸아카데미의 무료 콘텐츠를 둘러 봅니다. 

https://khanacademy.zendesk.com/hc/en-us/articles/226457308-Is-Khan-Academy-available-in-other-languages-
https://www.facebook.com/groups/teachwithkhan/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9032459840236563468
https://www.khanacademy.org/
https://www.khanacademy.org/resources/teacher-essentials/our-content/v/overview-of-khan-academy-content


3. 선생님과 학부모 자료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코스를 마스터할 수 있게 쉽게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세요? 칸아카데미 헬프 데스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유아 학습자를 위한 칸아카데미 키즈 

자녀가 2세에서 7세라면, 저희의 무료 앱인 칸아카데미 키즈를 추전합니다. 칸아카데미 키즈를 통해 
초기 문해력, 독해, 쓰기, 언어, 수학 스킬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의력과 사회 정서 스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칸아카데미 키즈는 광고나 앱 내의 구입이 전혀없는 100% 무료 앱입니다. 칸아카데미 키즈 
앱은 iTunes, Google Play, Amazon Appstore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칸아카데미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형평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분의 학습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칸아카데미 팀 일동 드림 

 

https://www.khanacademy.org/resources/teacher-essentials
https://www.khanacademy.org/resources/parents-mentors-1
https://www.khanacademy.org/resources/teacher-essentials/product-tour-videos/v/how-to-use-course-mastery-on-khan-academy-2019
https://learn.khanacademy.org/khan-academy-k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