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화상회의솔루션도입을통한

비대면교육체계마련

강구정보고등학교는 경상북도 최초의 1인 미디

어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립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

에게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해 커머스 콘텐

츠 크리에이터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강구정보고등학교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범적으

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며 다양한 화상회의 플

랫폼을 직접 사용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교

내 선호도 조사를 통해 여러가지 제품을 비교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ZOOM과 리모트미팅 중

UI·UX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부가기능 만족도

평가가 우수했던 리모트미팅을 전면 도입했습

니다. 국산 화상회의인 리모트미팅은 외산 제품

에 비해 한국 교육 문화에 더 적합했고, 탁월한

기능과 사용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학생, 교사

및 전 직원들이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개요

학교명
강구정보고등학교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1길

학교장
고철규

학생수
38명 (2023.01.)

URL
http://school.gyo6.net/ganggu-ch

교육내용
· 기본공통과목
· 사무직 전문 기초과목
· NCS 교육과정 기반 전문교육 과정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운영

Case Study

강구정보고등학교

· 학교 구성원 만족도 1위, 리모트미팅
교육 기관에 적합한 손쉬운 화상회의

· 오프라인 회의와 유사한 UI·UX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협업

도입전

과제
도입후

효과
· 원격 수업 안착을 위한 소통 도구 필요
·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로 행사 개최 불가능
· 잦은 회의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 해소

· 안정적인 수업 진행 및 자료 공유 가능
· 교내 행사 시 체험 공간 원격 운영
· 종이 없는 회의로 친환경 가치 확산

온라인수업은기본,

학교업무까지원격으로해결

라모트미팅은 사용법이 쉽습니다. 이는 강구정

보고등학교의 비대면 체계를 모든 학교 구성원

들에게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온라인 수업은 물론, 정기적으로 열리는

직원 회의, 각종 교내 행사 운영 등에도 리모트

미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던 2020년, 방역지

침을 준수하면서 교내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진행하기 위해 리모트미팅으로 체험 공간을 원

격으로 연결하며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학교 내 행정 업무 차원에서도 리모트미팅의

화면 및 문서 공유 기능을 통해 업무 생산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강구정보고는 매주 종이

없는 주간 회의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고 친환경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연령층이사용하기쉬운 SW,

리모트미팅

학교는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 구성과 사용성을 갖춘
기본에 충실한 화상회의가 절실했습니다.
리모트미팅은 웹 전용 화상회의로,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 세팅 과정이
간단해 중장년층 임원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기능은
오프라인 회의 환경과 유사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회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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