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use-edu-workspace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30가지 방법



자료 활용법

이 자료는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유료 버전 사용자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데이터 보안, 

교사의 효율성, 학생 참여도, 학교 전반의 공동작업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능에 대한 정보, 일반적인 사용 사례, 이러한 기능 사용에 관한 

간단한 방법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검토하고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통해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독점 및 기밀 정보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유료 버전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의 세 가지 유료 버전으로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옵션, 제어,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향상된 교사 도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및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 윤리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고급 보안 및 분석 도구로 학습 환경 
전반에 걸쳐 가시성과 제어 기능을 

향상하여 위험을 줄이고 위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Standard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Education Standard 
및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의 모든 
기능과 함께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학교 
커뮤니티에 가장 효율적이고 통합된 학습 

환경을 지원합니다.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

   



목차

보안 및 분석 도구
Education Standard 및 Education Plus에 포함된 도구

 

조사 도구 
● 공유되고  있는 악성 자료

● 실수로  공유한  파일

● 이메일  분류 

● 피싱 및 멀웨어  이메일

● 악성 사용자  차단  

보안 대시보드 
● 대량 스팸

● 외부 파일 공유

●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 피싱 시도

보안 상태 
● 위험 영역에  대한 권장사항

● 최신 권장사항  확인

● 보안 권장사항  

●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학교를  위한 보안 
강화

고급 관리 제어 
● 데이터  규제법

● 지원금  관련 규제 

● 앱 제한 

● 휴대기기  관리

● 데이터  이전하기



목차

강의 및 학습 도구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및 Education Plus에 포함된 도구

원본성 보고서
● 표절 검사

● 표절 감지를  학습 기회로  활용하기

Google Meet
● 안전한  화상 회의 

● 화상 회의 보안 강화

● 수업 녹화 

● 교직원  회의 녹화 

● 결석한  강의 

● 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 학교 행사 실시간  스트리밍

● 질문하기

● 의견 수집

● 소규모  학생 그룹

● 출결 관리

  



보안 및 
분석 도구
선제적인 보안 도구로 도메인 전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위협을 예방하고, 보안 

사고를 분석하고, 학생 및 교직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구

보안 대시보드

보안 상태 페이지

고급 관리 제어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공유되고 있는 악성 자료 

실수로 공유한 파일

이메일 분류

피싱/멀웨어 이메일

악성 사용자 차단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사용 사례

기본 개념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도메인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식별 및 분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보안 및 분석 도구 



공유되고 있는 악성 자료

조사 도구의 Drive 로그를 사용하여 도메인 내 원하지 않는 파일을 찾아서 추적하여 격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Drive 로그에 액세스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자료가 포함된 파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누구와 공유하고 누가 

수정했는지 확인한 다음 파일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름, 작업자,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문서를 검색합니다.

해당 문서와 관련된 모든 로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성 날짜

● 소유자, 조회한 사용자, 편집자

● 공유된 날짜

파일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Drive 로그 이벤트의 조건 Drive 로그 이벤트 관련 작업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단계별  방법

실수로 공유한 파일

조사 도구의 Drive 로그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Drive 로그에 액세스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 그룹에 

실수로 파일을 공유했어요. 

해당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름, 작업자,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문서를 검색합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Drive 로그 이벤트의 조건 Drive 로그 이벤트 관련 작업

문서를 본 사용자 및 공유된 날짜를 포함하여 해당 문서와 관련된 
모든 로그 정보를 확인합니다.

파일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고 다운로드, 인쇄, 복사 기능을 사용 중지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조사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조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 Drive 로그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 조건 추가 > 검색을 클릭합니다.

조치 방안

● 검색 결과에서 관련 파일을 선택합니다.

● 작업 > 파일 권한 감사를 클릭하여 권한 페이지를 엽니다.

●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보려면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 선택한 파일의 링크 공유 설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려면 링크를 

클릭합니다.

● 저장하기 전에 변경사항을 검토하려면 대기 중인 변경사항을 클릭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Drive 로그 이벤트의 조건

Drive 로그 이벤트 관련 작업

방법: Drive 로그 이벤트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이메일 분류

조사 도구의 Gmail 로그를 사용하여 도메인 내에서 위험하거나 악의적인 이메일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Gmail 로그에 액세스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선 안 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이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었는지, 수신자가 답장했는지 

확인하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메일 내용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목, 메시지 ID, 첨부파일, 발신자 등을 기준으로 특정 이메일을 검색합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Gmail 로그 및 Gmail 메시지 
조건

Gmail 메시지 및 Gmail 로그 
이벤트 관련 작업

작성자, 수신자, 열람 여부, 전달 여부 등 이메일 세부정보를 
확인합니다.
검색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Gmail 메시지에 삭제, 복원, 스팸 또는 피싱으로 
표시, 받은편지함으로 전송, 스팸 격리 저장소로 전송 등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300435?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300435?hl=en


피싱 및 멀웨어 이메일

피싱 또는 멀웨어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사용자와 

도메인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Gmail 로그 및 Gmail 메시지 
조건

Gmail 메시지 및 Gmail 로그 
이벤트 관련 작업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

조사 도구, 특히 Gmail 로그를 가져오면 도메인 내에서 악성 이메일을 찾고 격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mail 로그에 액세스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 특정 내용을 찾기 위해 
이메일 메시지를 검색합니다.

수신자 및 열람 여부 등 특정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메시지 및 대화목록을 확인하여 악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메시지를 스팸 또는 피싱으로 표시, 
특정 받은편지함 또는 스팸 격리 
저장소로 전송, 삭제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300435?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300435?hl=en


방법: Gmail 로그

조사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조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 Gmail 로그 이벤트 또는 Gmail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 조건 추가 > 검색을 클릭합니다.

조치 방안

● 검색 결과에서 관련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 작업을 클릭합니다.

● 받은편지함에서 메시지 삭제를 선택합니다.

● 받은편지함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 작업 결과를 확인하려면 페이지 하단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 결과 열에서 작업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mail 로그 및 Gmail 메시지 조건
Gmail 메시지 및 Gmail 로그 이벤트 관련 작업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832?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043224?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300435?hl=en


단계별  방법

악성 사용자 차단

조사 도구의  사용자 로그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도메인 

내에서 인지도 높은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타겟팅하고 있고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단계별 방법 사용자 로그 이벤트 검색 및 조사하기

조직의 사용자 계정을 
도용하려는 시도를 파악하고 
조사합니다.
조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2단계 인증 방법을 
모니터링합니다.
조직의 사용자가 실패한 
로그인 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사 도구를 사용해 활동 규칙을 
만듭니다. 특정 행위자의 메시지 및 
기타 악의적인 활동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급 보호 프로그램으로 인지도 높은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사용자를 복원하거나 정지합니다.

조사 도구로 활동 규칙 만들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관련 고객센터 문서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81640?hl=en&ref_topic=756335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75024?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75024?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378686?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75024?hl=en


조사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조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로그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 조건 추가 >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용자를 복원하거나 정지하는 방법

● 검색 결과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작업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복원 또는 사용자 정지를 클릭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사용자 로그 이벤트 검색 및 조사하기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한 명의 사용자만 선택합니다.

●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방법: 사용자 로그 이벤트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조사 도구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81640?hl=en&ref_topic=7563358


대량 스팸

외부 파일 공유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피싱 시도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기본 개념 

보안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보안 보고서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보안 보고서 패널에는 최근 7일 동안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대시보드를 맞춤설정하여 오늘, 어제,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지난달 또는 며칠 전

(최대 180일 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대량 스팸

지나치게 많거나 불필요한 

이메일을 제어하면서 학교의 

보안 위협을 줄이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대시보드 정보 

보안 대시보드에서는 다음을 비롯해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환경 

전반의 활동이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스팸

피싱

멀웨어

의심스러운 첨부파일

기타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보안 대시보드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330


방법: 대시보드 개요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대시보드 정보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대시보드를 보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 보안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살펴보기, Sheets 또는 서드 

파티 도구로 데이터 내보내기, 조사 도구로 조사 

시작하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330


외부 파일 공유

보안 대시보드에서 파일 노출 보고서를 사용하여 다음을 비롯한 도메인 내 외부 파일 공유에 

대한 측정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제3자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파일 공유 활동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특정 기간 동안 도메인 외부 사용자에게 공유된 이벤트 
수
특정 기간 동안 수신된 외부 파일 조회수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상태 페이지 시작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656?hl=en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대시보드 정보 파일 노출 보고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 도메인의 외부 파일 공유 상태는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패널에서 오른쪽 하단 모서리의 보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방법: 파일 노출 보고서

4

2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330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249


OAuth는 사용자의 암호를 노출하지 않고 사용자의 계정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서드 파티 서비스에 부여합니다. 서드 파티 앱에 부여되는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OAuth 권한 활동 패널을 사용하여 앱, 범위 또는 사용자별로 권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권한 부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내 도메인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싶어요."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OAuth 권한 활동 보고서

보안 대시보드에서 OAuth 권한 활동 보고서를 사용하여 도메인에 연결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662899?hl=en&ref_topic=7492004


관련 고객센터 문서

OAuth 권한 활동 보고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 하단에서 보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 제품(앱), 범위 또는 사용자별로 OAuth 권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필터링하려면 앱, 범위, 또는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 스프레드시트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시트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방법: OAuth 권한 활동 보고서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662899?hl=en&ref_topic=7492004


사용자 보고서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에 사용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표시(예: 
스팸, 
스팸이 아님, 피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메시지의 내부 또는 외부 전송 여부, 기간 등 특정 유형의 메시지에 
대한 세부정보만 제공하도록 그래프를 맞춤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싱 시도

사용자가 피싱 시도를 신고했습니다. 

피싱 이메일이 언제 도착했는지, 

사용자가 받은 이메일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추적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보안 대시보드의 사용자 보고서 패널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피싱 또는 스팸으로 신고된 메시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싱으로 표시된 이메일의 정보(수신자, 열람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사용자 신고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330#users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0898


관련 고객센터  문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
사용자  보고서  보고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대시보드 정보 파일 노출 보고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보고서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보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방법: 사용자 보고서 패널

4

2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대시보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330#users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089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330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249


위험 영역에 대한 권장사항

최신 권장사항 확인

보안 권장사항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학교를 위한 보안 강화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사용 사례

기본 개념 

보안 상태 페이지를 사용하면 내 Google Workspace 환경의 보안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구성을 Google 

권장사항과 비교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상태
보안 및 분석 도구 



보안 상태

단계별  방법

위험 영역에 대한 권장사항

보안 상태 페이지에서는 보안 구성을 검토하고 권장 변경사항을 표시합니다. 보안 상태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보안 설정을 이해하기 쉬운 

개요로 파악하고 싶어요. 잠재 위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도 필요합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상태 페이지 시작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도메인에서 잠재적인 위험 영역을 빠르게 식별합니다. 

보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설정에 대한 권장사항을 얻습니다.

권장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지원 도움말을 확인합니다.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656?hl=en


최신 권장사항 확인

보안 상태 페이지에서는 보안 구성을 검토하고 권장 변경사항을 표시합니다. 보안 상태 

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바르게 설정하여 보안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별 방법

도메인의 잠재 위험 영역에 관한 권장사항

보안 효율을 높이는 최적의 설정에 대한 권장사항

추가 정보 및 지원 도움말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상태 페이지 시작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상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656?hl=en


보안 권장사항

보안 상태 페이지에서는 보안 정책에 관한 권장사항과 함께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안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 또는 추천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별 방법

도메인의 잠재 위험 영역에 관한 권장사항

보안 효율을 높이는 최적의 설정에 대한 권장사항

설정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상태 페이지 시작하기

추가 정보 및 지원 도움말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상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656?hl=en


권장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보안 상태를 클릭합니다.

● 맨 오른쪽 열에서 상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 녹색 체크표시는 보안 설정을 나타냅니다.

○ 회색 아이콘은 해당 설정을 탐색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나타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정보와 및 안내가 

나타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상태 페이지 시작하기

방법: 보안 권장사항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상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1656?hl=en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학교를 위한 보안 강화

아래 보안 권장사항을 따라 IT 관리자가 회사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Google 관리 콘솔에서 하나 이상의 설정을 사용하여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각 권장사항을 구현하세요.교수진과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보안을 최대한 강화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계정 도용 방지 및 도용된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사항

도메인 외부 사용자와의 공유 및 공동작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핵심 서비스에 대한 서드 파티 액세스 권한을 검토하는 기능

관련 고객센터 문서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조직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상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183?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87183?hl=en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Google은 기본적으로 이 체크리스트에서 

추천하는 대부분의 설정을 보안 권장사항으로 사용합니다. 아래에 

강조표시된 항목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 관리자: 관리자 계정 보호

● 계정: 계정 도용 방지 및 도용된 계정 문제 해결

● 앱: 핵심 서비스에 대한 서드 파티 액세스 검토

● 캘린더: 외부 캘린더 공유 제한

● Drive: 도메인 외부 사용자와의 공유 및 공동작업 제한

● Gmail: 인증 및 인프라 설정

● Vault: Vault 계정 관리, 감사, 보안 설정
관련 고객센터 문서

보안 설정 상태 모니터링

방법: 보안 체크리스트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상태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492006?hl=en&ref_topic=7492190


Place animated GIF here and designer will 

format
데이터 규제법

지원금 관련 규제

앱 제한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사용 사례

기본 개념 

도메인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휴대기기 관리 단계별 방법

데이터 이전하기 단계별 방법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일부 사용자에 대해 하나의 데이터 리전을 선택하거나 특정 부서 또는 팀별로 
다른 데이터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조직 단위에 추가하거나(부서별로 설정하려는 경우) 구성 적용 
그룹에 추가합니다(여러 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사용자에 대해 설정하려는 
경우).Education Standard 또는 Education Plus 라이선스가 할당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리전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규제법

규제법에 따라 학생, 

교수진, 직원 데이터가 

계속해서 미국에만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관리자는 데이터 리전 정책을 사용하여 미국 또는 영국/유럽과 같이 특정 지리적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데이터를 저장할 지리적 위치 선택하기

고급 관리 제어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630496?hl=en


데이터 리전 정책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핵심 서비스 대부분의 
기본 저장 데이터(백업 포함)에 적용됩니다.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리전 외부의 사용자는 경우에 따라 지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리전 정책을 설정하기 전에 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관련 규제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연구 

자료가 계속해서 미국에만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관리자는 데이터 리전 정책을 사용하여 특정 지리적 위치(미국 또는 유럽)에 교직원의 연구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데이터를 저장할 지리적 위치 선택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23653?visit_id=637293088395616997-808819668&rd=1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630496?hl=en


관련 고객센터 문서

데이터를 저장할 지리적 위치 선택하기

데이터 리전을 정의하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참고: 최고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회사 프로필 > 더보기 > 데이터 리전을 클릭합니다.

● 리전을 제한할 조직 단위 또는 구성 적용 그룹을 

선택하거나 전체 열을 선택하여 모든 단위와 그룹을 

포함합니다.

● 선호하는 리전 없음, 미국, 유럽 등으로 리전을 

선택합니다.

● 저장을 클릭합니다.

* Education Standard 또는 Education Plus를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  리전 기능을  

사용해  특정 리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데이터 리전*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630496?hl=en


앱 제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있을 

때 특정 앱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신원, 위치, 기기 보안 상태, IP 주소와 같은 속성을 

기반으로 앱에 대한 상세 액세스 제어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에서 앱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서비스에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학교에서 핵심 Google Workspace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카페에 가는 경우 사용자의 위치 변경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정책이 다시 확인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개요 앱에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수준 할당하기

* Education Standard 또는 Education Plus를 보유한  기관만  이러한  서비스에  컨텍스트  인식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75380?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61439?hl=en&ref_topic=9262521


방법: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개요 
앱에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수준 할당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를 사용하는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보안 > 컨텍스트 인식 액세스 > 할당을 선택합니다.

● 액세스 수준 지정을 선택하면 앱 목록이 표시됩니다.

● 조직 단위 또는 구성 적용 그룹을 선택하여 목록을 

정렬합니다.

● 조정하려는 앱 옆의 할당을 선택합니다.

● 하나 이상의 액세스 수준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가 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려면 여러 

수준을 만듭니다.

● 저장을 클릭합니다.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75380?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261439?hl=en&ref_topic=9262521


휴대기기 관리

제 담당 구역 전반에서 정책을 

관리하고 Chromebook뿐만 

아니라 iOS, Windows 10 등 

모든 유형의 기기에 푸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이 침해된 기기가 있다면 

더욱 필요하죠.
단계별 방법

고급 모바일 관리를 사용하면 휴대기기를 통해 조직의 데이터를 더욱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휴대기기 기능을 제한하고, 기기 암호화를 요구하며, Android 기기와 iPhone 및 iPad 

앱을 관리하고, 기기에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기기를 승인, 차단, 차단 해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학교에서 제적된 경우 특정 관리 모듈 기기에서 
사용자의 계정, 프로필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고급 모바일 관리 설정하기
기기 승인, 차단, 차단 해제, 삭제하기
기기에서 데이터 삭제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396025?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43044?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73390?hl=en&ref_topic=6079327


방법: 고급 모바일 관리 사용 설정

사용 설정 방법

●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 관리 콘솔 > 기기로 이동합니다.

● 왼쪽에서 설정 > 범용 설정을 클릭합니다.

● 일반 > 모바일 관리를 클릭합니다.

● 모든 사용자에게 설정을 적용하려면 최상위 조직 단위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위 조직 단위를 선택하세요.

● 고급을 선택합니다.

● 저장을 클릭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고급 모바일 관리 설정하기
기기 승인, 차단, 차단 해제, 삭제하기
기기에서 데이터 삭제하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396025?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7543044?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73390?hl=en&ref_topic=6079327


데이터 이전하기

Google Workspace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데이터를 새로운 

Google 환경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이전 가이드를 사용하여 이메일, 캘린더, 연락처, 폴더, 파일, 권한 등 조직 전체의 데이터를 

Google Workspace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품 비교표에서 기관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무엇일지 
알아보세요. 

Google Workspace Migrate를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전하세요.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Workspace로 조직 데이터 이전하기
Google Workspace 이전 제품 비교표
Google Workspace Migrate에 대한 정보
Google Workspace Migrate 설치 및 설정

사용자 1,000명 미만의 
데이터

사용자 1,000명 이상의 
데이터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히 
알아보기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251069?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41303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2?hl=en&ref_topic=9223062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topic/922576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413033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41303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2?hl=en&ref_topic=9223062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2?hl=en&ref_topic=9223062


방법: Google Workspace Migrate

시작하기 전에

베타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시스템 요구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Workspace Migrate에 대한 정보
Google Workspace Migrate 설치 및 설정
Google Workspace로 조직 데이터 이전하기
Google Workspace 이전 제품 비교표

Education PlusEducation Standard
목차로 돌아가기

1. Google Cloud Console 설정
API 사용 설정
OAuth 웹 클라이언트 ID 만들기
Google Workspace 서비스 계정 
만들기

2. 관리 콘솔 설정
관리자 역할 설정
클라이언트 ID 승인

3. 다운로드 및 설치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설치
플랫폼 설치 및 설정
노드 서버 설치
(선택사항) TLS를 사용하도록 노드 
서버 구성

4. 이전 제품 설정
암호화 키 설정
데이터베이스 설정 구성
콜백 주소 구성
노드 서버 추가
프로젝트 만들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Google Cloud 파트너에게 문의하세요.

고급 관리 제어 보안 및 분석 도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3NWF7ayOWl7jY2VXa1w7atuOIy8IaJCGkI7rYyxpaIl0vkA/viewform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4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2?hl=en&ref_topic=9223062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topic/9225768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251069?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41303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5?hl=en&ref_topic=922292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992?hl=en&ref_topic=922292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993?hl=en&ref_topic=922292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993?hl=en&ref_topic=9222923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924?hl=en&ref_topic=9222994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866?hl=en&ref_topic=9222994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72742?hl=en&ref_topic=9222925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3065?hl=en&ref_topic=9222925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927?hl=en&ref_topic=9222925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3067?hl=en&ref_topic=9222925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3068?hl=en&ref_topic=9222925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3068?hl=en&ref_topic=9222925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380686?hl=en&ref_topic=9222928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380687?hl=en&ref_topic=9222928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380688?hl=en&ref_topic=9222928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2929?hl=en&ref_topic=9222928
https://support.google.com/workspacemigrate/answer/9223069?hl=en&ref_topic=9222928
https://cloud.withgoogle.com/partners/?specializations=COLLABORATION_SPECIALIZATION&sort-type=RELEVANCE


강의 및 학습 
도구
향상된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개선된 수업 환경, 

학습 윤리를 도모하는 도구를 갖춘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교사에게 추가 기능을 제공하세요.

목차로 돌아가기

원본성 보고서

Google Meet

  



표절 감지를 학습 기회로 
활용하기

표절 검사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기본 개념 

교사와 학생은 과제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성 보고서는 

Google 검색을 사용하여 학생의 과제를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 및 수백만 

권의 책과 비교합니다. 원본성 보고서는 감지된 웹페이지를 링크로 

제시하며 올바르게 인용되지 않은 텍스트를 원본이 아닌 콘텐츠로 

표시합니다.

사용 사례

원본성 보고서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표절 검사 

학생 과제물에 표절이나 

부적절한 인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본성 보고서 사용 설정하기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또는 Education Plus를 사용하는 교사는 
원본성 보고서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본성 보고서는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어로 설정된 Google 계정
● Docs에서 완료한 과제
● Google for Education 계정

교사는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하여 학생 과제물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성 

보고서는 Google 검색을 사용하여 학생의 과제와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 및 수백만 권의 책을 

원본 자료로 비교합니다.

원본성 보고서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335816?hl=en


방법: 교사의 사후 점검

과제에 대해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 설정하는 방법

● classroom.google.com에서 클래스룸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목록에서 관련 있는 수업을 선택한 다음 수업 과제를 선택합니다.

● 만들기 > 과제를 선택합니다.

● 원본성 보고서 옆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사용 설정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본성 보고서 사용 설정하기

학생 과제물에 대해 원본성 보고서를 실행하는 방법

● 목록에서 해당 학생의 파일을 선택한 다음 클릭하여 채점 도구에서 

파일을 엽니다.

● 학생의 과제에서 원본성 확인을 클릭합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원본성 보고서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335816?hl=en


표절 감지를 학습 기회로 활용하기

학생들에게 과제물의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부정 행위 감지'를 

학습 기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원본성 보고서를 과제당 최대 3번 실행함으로써 올바르게 

인용되지 않은 콘텐츠와 의도치 않은 표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원본성 보고서는 학생의 Docs 

문서를 다양한 출처와 비교하고 올바르게 인용되지 않은 텍스트를 원본이 아닌 콘텐츠로 

표시하여 학생들에게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떳떳하게 과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및 Education Plus에서는 교사가 원하는 만큼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 설정할 수 있지만 Education Fundamentals에서는 이 
기능을 수업당 5번만 사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면 클래스룸에서 교사만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과제물 제출을 취소한 다음 다시 제출할 경우 클래스룸에서 교사를 위해 원본성 
보고서를 다시 실행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과제에 원본성 보고서 실행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원본성 보고서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335819?hl=en


방법: 학생의 사전 점검

학생이 원본성 보고서를 실행하는 방법

● classroom.google.com에서 클래스룸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목록에서 관련 있는 수업을 선택한 다음 수업 과제를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관련 있는 과제를 선택한 다음 과제 보기를 클릭합니다.

● 내 과제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작성합니다.

● 원본성 보고서 옆에 있는 실행을 클릭합니다.

● 보고서를 열려면 과제 파일 이름 아래에서 원본성 보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 과제를 수정하여 원본이 아닌 콘텐츠로 표시된 문구를 다시 

작성하거나 올바르게 인용하려면 하단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과제에 원본성 보고서 실행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원본성 보고서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classroom.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335819?hl=en


안전한 화상 회의

화상 회의 보안 강화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기본 개념 

Google Meet의 고급 기능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소그룹 채팅방, 

Drive에 저장된 회의 녹화 파일, 참석 보고서,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회의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사례

수업 녹화

교직원 회의 녹화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결석한 강의

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단계별 방법

단계별 방법

학교 행사 실시간 스트리밍 단계별 방법

출결 관리 단계별 방법

소규모 학생 그룹 단계별 방법

질문하기 단계별 방법

의견 수집 단계별 방법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Google Meet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안전한 화상 회의

Google Meet을 사용하면 학교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Google의 보안 인프라, 기본 보호 기능, 글로벌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Meet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엄격한 
교육 보안 표준을 준수하여 학생 및 학교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Google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안전한 배포, 액세스, 제어: 회의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대응: Google의 전체적인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안정성: 확장성을 위해 다층적인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용량이 급증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 방지 조치: 적합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자에게 참석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계별 보기 

참석자 제어: 개선된 노크 기능을 통해 요청을 
대량으로 관리하고, 특정 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노크를 차단합니다.

잠금 제어: 가상 회의 중에 회의 
진행자가 채팅, 발표 또는 발언하는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방법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화상 회의 보안 강화

교내 화상 회의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별 방법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및 Education Plus에는 외부 참여자 승인 필요, 개선된 회의 

제어 기능, 종료된 회의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 등 추가적인 

악용 방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참여자가 퇴장하면 참여자들은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강사가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에서 마지막 참여자가 퇴장하면 참여자들은 다시 
참여할 수 없으며 10자리 회의 코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강사가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교육을 위한 Google Meet 사용 시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Google Meet 화상 회의 시작하기

교사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종료하여 교사가 
퇴장한 후 누구도 회의에 남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822731?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822731?hl=en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2870#meet


관련 고객센터 문서

교육을 위한 Google Meet 사용 시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Google Meet 화상 회의 시작하기

작동 원리

교사가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를 시작하면 

10자(영문 기준)로 된 회의 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코드가 닉네임과 

일시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사용자가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교사가 회의를 종료하면 임시 회의 코드가 

만료되고 닉네임과 회의 코드 간의 연결도 

종료됩니다.

방법: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

닉네임이 지정된 회의를 만드는 방법

● g.co/meet/[ENTER NICKNAME]과 같은 짧은 링크를 사용합니다.

● meet.google.com 또는 Google Meet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여 회의 

참여 또는 시작 입력란에 회의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회의 생성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학생은 

닉네임 또는 회의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닉네임을 다시 사용하여 새 임시 

회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학생이 닉네임을 사용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822731?hl=en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822731?hl=en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2870#meet
http://meet.google.com


수업 녹화

저희 캠퍼스에서는 원격 

교육용뿐 아니라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규모로 

온라인 수업을 녹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방법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및 Education Plus에서는 사용자가 회의를 녹화하고 

Drive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 워크숍, 실습 세션을 손쉽게 보관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경우 교사는 Google Meet 통합 기능을 
사용하여 수업별 링크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링크는 클래스룸 스트림 
페이지 및 수업 과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각 수업의 전용 회의 공간으로 링크를 사용하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격 교육용으로 Google Meet 설정하기

이 통합 기능을 사용하여 수업을 원활하게 녹화합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784550?hl=en


교직원 회의 녹화

정기 직원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회의를 

녹화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전문성 

개발 과정과

운영위원회 회의도 녹화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및 Education Plus에서는 화상 회의 녹화 파일을 자동으로 

Drive에 저장하여 사용자가 녹화 파일을 필요로 하는 기간만큼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의, 전문성 개발 과정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손쉽게 보관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격 교육용으로 Google Meet 설정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IT 관리자는 교직원 대상으로만 녹화를 사용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별도 조직 단위를 추가한 다음 별도의 액세스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룸을 사용 중이고 교사를 인증했다면 교사 그룹에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면 됩니다.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784550?hl=en


방법: 녹화

회의 녹화 방법

● Calendar에서 회의를 열고 Google Meet으로 

참여를 선택합니다.

● 회의 확인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서 

세로로 된 3개의 점을 선택하여 옵션 메뉴를 

엽니다.

● 회의 녹화를 클릭하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회의가 녹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점이 

표시됩니다. 

● 회의의 동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Drive에 

저장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격 교육용으로 Google Meet 설정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784550?hl=en


결석한 강의

결석한 날 녹화된 수업을 

보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모든 사용자는 학교 도메인의 Drive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및 Education Plus를 사용할 경우 녹화된 화상 회의가 회의 주최자의 

Drive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녹화 파일을 다시 보려면 주최자에게 녹화 파일 링크를 

요청하거나 Calendar 일정에서 액세스합니다.

녹화 파일은 회의 주최자의 Drive에 저장됩니다. 

회의 주최자와 같은 조직 단위에 속한 회의 참여자에게는 녹화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회의 주최자가 변경될 경우 원래 일정을 만든 사람에게 녹화 파일의 링크가 
전송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화상 회의 녹화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8681?hl=en&ref_topic=7290350


방법: 녹화 파일 시청 및 공유

녹화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 원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 공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그리고 승인된 시청자를 

추가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화상 회의 녹화하기

● 링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이메일 또는 채팅 

메시지의 링크를 

붙여넣습니다.녹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 원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 더보기 아이콘 >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 더블클릭하면 다운로드한 파일이 재생됩니다.

Drive에서 녹화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

● Drive에서 녹화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재생합니다. 파일을 

온라인으로 볼 준비가 될 때까지 '아직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녹화 내용을 내 Drive에 추가하려면 파일을 선택하고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는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8681?hl=en&ref_topic=7290350


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교직원 회의를 다른 관계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계별 방법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의 경우 최대 10,000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 Education 

Plus의 경우 최대 100,000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Calendar 초대에서 주최자가 제공한 실시간 스트림 링크를 선택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IT 관리자와 협조하여 자신에게 실시간 스트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IT 관리자는 교직원 대상으로만 실시간 스트림을 사용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사용자를 대화형 화상 회의에 참여시키는 대신 실시간 
스트림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세요.

실시간 스트림을 놓친 사용자는 회의가 완료된 후 다시 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격 교육용으로 Google Meet 설정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784550?hl=en


학교 행사 실시간 스트리밍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스포츠 이벤트나 졸업식, 모교 

방문 행사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싶습니다. 

단계별 방법 

실시간 스트림을 사용하여 학교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Calendar 일정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림 링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IT 

관리자와 협조하여 자신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는 회의가 완료된 

후에 다시 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격 교육용으로 Google Meet 설정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Google Meet 실시간 스트림 기능을 통해 졸업식, 스포츠 이벤트 또는 PTA 
회의를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커뮤니티 전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의 경우 최대 10,000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 
Education Plus의 경우 최대 100,000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784550?hl=en


방법: 실시간 스트림

실시간 스트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 Google Calendar를 엽니다.

● + 만들기 > 옵션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 날짜, 시간, 설명과 같은 일정 세부정보를 추가합니다.

● 화상 회의에 완전히 참여(보기, 듣기, 발표하기 가능)할 수 있는 

참석자를 최대 250명 추가합니다. 다른 조직의 사용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회의 > Meet을 클릭합니다.

● Meet 참여 옆에서 아래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 실시간 스트림 

추가를 선택합니다.

● 도메인 내 사용자를 유료 버전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초대하려면 실시간 스트림 URL을 복사한 다음 이메일 또는 채팅 

메시지로 공유합니다.

● 저장을 선택합니다.

● 스트리밍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 더보기 > 

스트리밍 시작을 선택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원격 교육용으로 Google Meet 설정하기
참고: 조직 내부의  참석자만  실시간  스트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784550?hl=en


질문하기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방법 

Google Meet의 Q&A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상 수업이 끝날 때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 진행자는 필요한 만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필터링하거나 정렬하고, 
답변된 것으로 표시하고, 질문을 숨기거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참여자에게 질문하기

질문 기능이 사용 설정된 회의가 끝나면 회의 진행자에게 질문 보고서가 
이메일로 자동 전송됩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146000?hl=en


방법: Q&A

질문하기:

●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회의에서 활동 아이콘 > 

질문을 선택합니다(Q&A를 사용 설정하려면 Q&A 

사용 설정 선택).

● 질문을 하려면, 오른쪽 하단에서 질문하기를 

클릭합니다.

● 질문을 입력한 후 게시를 선택합니다.

질문 보고서 보기: 

● 회의가 끝나면 회의 진행자에게 질문 보고서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이메일을 연 다음 보고서 첨부파일을 클릭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참여자에게 질문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146000?hl=en


의견 수집

수업이나 교직원 회의를 진행할 

때 학생과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단계별 방법 

가상 회의를 예약하거나 시작한 사용자는 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참여도 높은 방식으로 모든 학생 또는 회의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자는 설문조사를 저장하여 회의 중에 게시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상 회의 내의 설문조사 섹션 아래에 저장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설문조사 진행하기

회의가 끝나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이메일 보고서가 회의 진행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165071?hl=en&ref_topic=7290350


방법: 설문조사 수행하기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설문조사 진행하기

설문조사 만들기: 

● 회의 오른쪽 상단에서 활동 아이콘 > 설문조사를 선택합니다. 

● 설문조사 시작을 선택합니다.

● 질문 입력

● 실행 또는 저장을 선택합니다.

설문조사 검토:

● 회의 오른쪽 상단에서 활동 아이콘 > 설문조사를 선택합니다. 

● 참여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모두에게 

결과 표시 옆의 스위치를 클릭하여 사용 설정 상태로 전환합니다.

● 설문조사를 닫고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으려면 설문조사 종료를 

클릭합니다.  

● 설문조사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삭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설문조사 보고서 보기:  

● 회의가 끝나면 회의 진행자에게 보고서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이메일을 연 다음 > 보고서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165071?hl=en&ref_topic=7290350


소규모 학생 그룹

100% 원격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처럼 아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돌아다니며 

여러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고, 그룹으로 흩어졌던 

아이들을 다시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단계별 방법 

교사는 소그룹 채팅방을 사용하여 가상 수업 중에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그룹 채팅방은 컴퓨터에서 영상 통화가 진행되는 중에 회의 진행자가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소그룹 채팅방은 실시간 스트리밍하거나 녹화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는 교직원에게만 소그룹 채팅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소그룹 채팅방 사용하기

가상 회의당 최대 100개의 소규모 채팅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여러 소그룹 채팅방 사이를 손쉽게 이동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099500?hl=en


방법: 소그룹 채팅방 만들기

소그룹 채팅방을 만드는 방법 

● 영상 통화를 시작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서 활동 아이콘 > 소그룹 채팅방을 

선택합니다.

● 소그룹 채팅방 패널에서 소그룹 채팅방 수를 필요한 만큼 

선택합니다. 

● 학생들은 여러 방에 분산되지만 필요한 경우 회의 진행자가 

수동으로 다른 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오른쪽 하단에서 채팅방 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 소그룹 채팅방에서 질문에 답하기

● 참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자의 화면 하단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참여를 선택하여 해당 참여자의 소그룹 

채팅방에 참여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소그룹 채팅방 사용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099500?hl=en


출결 관리

온라인 수업 참석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메인 전반에서 수업 출결을 

쉽게 보고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방법 

참석 관리를 사용하면 참여자가 5명 이상인 모든 회의에 대해 참석 보고서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보고서에는 수업에 참여한 사람, 참여자의 이메일, 가상 수업에 참여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실시간 스트림 보고서를 사용하여 실시간 스트림 이벤트 중에도 참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참석 확인하기

회의 진행자는 회의 도중에 또는 Calendar 일정에서 참여 관리 및 
실시간 스트림 보고서를 사용 설정하거나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090454?hl=en


방법: 참석 보고서

회의 중에 사용하는 방법: 

● 영상 통화를 시작합니다. 

● 하단에서 메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설정 아이콘 > 호스트 제어를 선택합니다.

● 참석 관리를 사용 설정 또는 사용 중지합니다.

Calendar에서 실행하는 방법: 

● Calendar 일정에서 Google Meet 회의를 사용 설정합니다.

● 오른쪽에서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참석 관리 옆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석 보고서 받기: 

● 회의가 끝나면 회의 진행자에게 보고서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이메일을 연 다음 보고서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관련 고객센터 문서

Google Meet에서 참석 확인하기

Education Plus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목차로 돌아가기

강의 및 학습 도구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10090454?hl=e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