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를 위한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가이드 

자녀가 사용하는 공동작업 및 학습 도구

클래스룸 클래스룸을 사용하면 자녀가 모든 과제를 확인하고, 교사와 소통하고, 의견과 성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이메일 요약을 받도록 선택하여 자녀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s 교사는 Forms의 교육용 기능을 사용해 퀴즈를 만들 수 있고 자녀는 퀴즈를 통해 본인의 학습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Forms의 여러 질문 유형과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Forms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양방향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현장학습이나 학급 파티를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부모 면담 전에 학부모의 질문을 미리 취합할 수도 있습니다.

Docs, Sheets,
Slides

자녀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반 학생 및 교사와 실시간으로 공동작업할 수 있습니다. 
공동작업 참가자는 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받고,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Drive Drive는 자녀의 가상 책가방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녀가 과제, 문서 또는 수업 교과과정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어느 기기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rive에 자녀의 모든 중요한 정보 및 학생 과제물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내어 Drive에 저장된 모든 과제물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 기능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에 기본으로 포함된 접근성 기능을 사용하면 자녀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음성 입력 또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거나 점자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으며, Slides 또는 Google Meet에서 자막을 사용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서는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의 공동작업 도구 및 생산성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 자녀의 학습이 개선되고 자녀, 학교, 학부모가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주요 도구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에 
대해 알아보기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7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도구를 통해 교육자는 수업을 관리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학교 
커뮤니티 간 의사소통 및 공동작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접근성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습 방식과 
요구사항을 지원하므로 더욱 많은 사용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학교에서는 학교가 관리하는 Google 계정을 각 
학생과 교사에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며,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의 핵심 서비스 외의 
추가 서비스를 사용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수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oogle Workspace 도구에 대해 그리고 자녀가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세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Google for 
Education의 노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388136?hl=ko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guardians_guide_to_accessibility_april2020.pdf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356441?hl=ko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workspace-for-education/education-fundamentals/
https://edu.google.com/intl/ALL_kr/why-google/privacy-security/
https://edu.google.com/intl/ALL_kr/why-google/privacy-security/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교사 센터 교육 
및 고객센터를 참고하거나, 가이드를 
시청하거나,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또한 홈 티칭 허브를 통해 Google에서 
가족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데이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될까요?
Google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에 업계 최고의 보안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클래스룸 및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는 경우, 
Google에서는 학생의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학생에게 광고를 표시하지 않으며, FERPA,1 COPPA,2 
GDPR3 등의 표준을 준수합니다. 

google.com/edu/privacy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Google for Education의 노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질문을 통해 자녀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1 가정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2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법.

Google 
Meet

학부모/보호자와 교사가 직접 만나 면담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담당 교사가 Meet을 사용해 가상 
회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 Meet은 훌륭한 
원격 학습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없을 때도 교사가 Meet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자녀의 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Google Meet의 교육자용 제어 기능
(참여자를 음소거하는 기능 및 퇴장시키는 기능 
포함)으로 수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alendar 클래스룸의 모든 수업에는 수업별 캘린더가 있어 
자녀가 예정된 일정이나 과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사는 Calendar에서 약속 시간대를 
만들어 학생과 상담하거나, 학부모 면담 회의를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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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최근에 어떤 그룹 프로젝트를 했니? 
반 친구들과 어떻게 함께 작업했니? 

과제는 어디에서 확인하니? 

어느 그룹 프로젝트가 가장 좋았니? 
주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내용을 
배웠니? 

집에서 수업 과제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클래스룸을 사용하면 학교 과제를 
관리하는 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니?

https://edu.google.com/intl/ALL_kr/teacher-center/?modal_active=none
https://support.google.com/edu/answer/9804057?hl=ko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7Bvyb3ap44Mll5eZ8RqY9VtuELuJ4eT
http://edu.google.com/workspaceforeducation
https://teachfromanywhere.google/intl/en/#for-families
https://edu.google.com/intl/ALL_kr/why-google/privacy-security/
https://support.google.com/a/answer/9784550?hl=ko
https://support.google.com/calendar/answer/190998?co=GENIE.Platform%3DDesktop&hl=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