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L기반의 VR 디자인러닝 & 
코딩소프트웨어강사매뉴얼

USE VARIOUS KINDS OF OBJECTS AND FEATURES TO CREATE AND DECORATE YOUR OWN WORLD

VRWAR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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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WARE School은가상현실(VR) 공간을사용자가손쉽게저작하여, 직
접체험할수있는가상현실저작소프트웨어입니다.

VRWARE School은?

전광판 이벤트

구글스트리트뷰로전세계
박물관을탐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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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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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급생성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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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사 계정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강사’로 체크하고 정보 작성

② 내 학급
School 메인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내 학급’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

③ 생성하기

강좌별 ‘학급’을 구분 생성하여, 소속 학생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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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급생성 (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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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급 이름

학급 이름(강좌명) 입력

② 학년
수업 대상 설정

③ 학급 소개

학급 소개 입력(1자 이상 작성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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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급생성 (강사)

1

① 학급 코드 배포

학급 생성 시, 발급되는 ‘학급 코드’를 확인하여 소속 학생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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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급삭제 (강사)

① 학급 삭제

버튼 클릭 후 확인(소속 학생 리스트도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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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학생 계정 관리 삭제(학급은 그대로)

학급 코드별 소속 학생 리스트에서 버튼 클릭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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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급소속학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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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급가입 (학생)

① 회원 가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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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급 코드 입력

강사에게 공유 받은 학급 코드 입력 후, 가입 버튼 클릭

회원가입시, ‘학생’으로 체크하고 정보 작성

② 내 학급 - 학급 가입
School 메인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내 학급’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



2.1 학급가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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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 학급 확인

가입된 내 학급 결과 확인

①VRWARE School 사용

강사 코드 내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유료 옵션 이벤트’ 사용 가능



CONTACT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 글로브포인트 1603호/ 연구소 1507호

031-911-0601

contact@globepoint.co.kr

http://school.vrwa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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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ol.vrwa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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