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교육 및 
학습 지원
학교에 Chromebook을 갖추세요 . Chromebook은 
교육을 위해 설계된 관리하기  쉽고 안전한 다목적 
기기입니다 . 현재 위치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다음에 이동할 장소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위해 설계된 다목적 기기
각자의 요구에 맞는 도구, 앱, 기능으로 학교 공동체 모두를 지원하세요.

쉬운 관리 및 확장
Chrome Education 업그레이드로 학교의 모든 기기를 관리하고 IT팀을 지원하세요.

교육 환경을 지원하도록 설계
빠르고 사용하기 쉽고 안정적이며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Chromebook은 교실 안팎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모든 레이어에서 기본 제공되는 보안
Chromebook의 멀티 레이어 보안 및 통합 보호 장치로 위험을 줄이세요.

비즈니스, 교육, 소비자용 Chrome OS 
기기는 랜섬웨어 공격이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1

K-12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2입니다.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Chromebook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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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gle for Education으로 더욱 안전해진 학습 환경
2  교육용 Chromebook 10주년 기념 

http://edu.google.com/teachingandlearningupgrade
https://edu.google.com/products/chromebooks/#:~:text=Find%20the%20right%20Chromebook%20for%20students%2C%20teachers%2C%20and%20schools
https://edu.google.com/products/chromebooks/#:~:text=Find%20the%20right%20Chromebook%20for%20students%2C%20teachers%2C%20and%20school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safer_learning_with_gfe_onepager.pdf
https://www.blog.google/outreach-initiatives/education/10thbirthday-chromebook-education/


Chromebook으로 모든 학생, 강사, 관리자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하세요 .

교육 지원 제품
Chromebook은 모든 사용자에게 딱 맞는 모델, 기능, 
액세서리를 포함한 빠르고 안전하며 간단한 다양한 
기기를 제공합니다.

Chrome OS는 모든 Chromebook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중심 운영체제로서 정기적인 백그라운드 업데이트로 
빠르고 단순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Chrome Education 업그레이드는 IT 관리자가 직접 
Google 관리 콘솔에서 향상된 관리, 보안, 지원 기능을 
사용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용 효율성 및 시간 절약
Chromebook은 선행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를 위한 에듀테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기 배포 및 관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IT 
직원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Chromebook은 학교 공동체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

포괄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
Chromebook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Chromebook 앱 허브의 인기 앱, Chrome 웹 
스토어의 확장 프로그램과 원활하게 연동되어 교육 
및 학습을 위한 올인원 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다목적 기기
학생의 연령과 학습 능력에 따라 데스크톱, 노트북, 
컨버터블 태블릿 등 다양한 Chromebook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세련된 전문가용 
기기도 있습니다.

손쉬운 관리와 안전한 확장 가능
128비트 데이터 암호화, 자체 검사 부팅, 자동 업데이트 
등 기본 제공되는 보안 기능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세요. Chrome Education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면 Google 관리 콘솔에서 수천 대의 기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정책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수리 용이성, 지속 가능성
액체 침투 방지 키보드 및 스크래치 방지 Gorilla® 
Glass 등의 구성요소를 통해 일상적 용도에 충분한 
기기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Chromebook은 
연장된 수명3을 제공하며 수리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기기 수명은 늘리고 전자 폐기물은 줄일 수 있습니다.

3년간 운영 비용 
절감4

각 기기의  관리 
시간 단축4

배포 시간 
단축4

재부팅  빈도
감소4

재부팅  시간
단축4

57% 59% 74% 76% 73%

기기의 비용, 관리, 성능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교육 및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용 Chromebook 4,000만 개 개선
4 교육용 Chromebook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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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u.google.com/intl/ALL_us/products/workspace-for-education/
https://chromebookapphub.withgoogle.com/apps/epic-books-for-kids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insertlearning/dehajjkfchegiinhcmoclkfbnmpgcahj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insertlearning/dehajjkfchegiinhcmoclkfbnmpgcahj
https://www.blog.google/outreach-initiatives/education/2020-chromebook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google_infobrief_us45739919tm.pdf
http://edu.google.com/teachingandlearningupgrade
https://edu.google.com/products/chromebooks/#:~:text=Find%20the%20right%20Chromebook%20for%20students%2C%20teachers%2C%20and%20schools
https://edu.google.com/products/chromebooks/#:~:text=Find%20the%20right%20Chromebook%20for%20students%2C%20teachers%2C%20and%20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