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 Standard로 Education Fundamentals*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더불어 강력한 보호 기능까지 누리세요. 
Education Standard는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안 
위험으로부터 학교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급 보안 및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2005년 이래 1,327건의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여 2,450
만 개의 학교 기록이 유출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지난 
몇 년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출처: Comparitech, 2020년 7월

위협 예방, 발견, 해결까지 
전체 보안 주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세요.

기본적으로 내장된 보안 
컨트롤을 통해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전체 학교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도메인 전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 정보를 얻고 
시스템을 최적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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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버전 자세히 알아보기: 
edu.google.com/workspaceforeducation

https://www.comparitech.com/blog/vpn-privacy/us-schools-data-breaches/
http://edu.google.com/educationstandard
http://edu.google.com/educationstandard
http://edu.google.com/workspaceforeducation


더욱 강화된 수업 및 학습 관련 
도구, 선제적인 보안 및 통계 기능 
등을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인 
Education Plus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Education Standard로 보안 전략을 더욱더 강화하세요. 최첨단 보안 컨트롤과 

분석 기능을 사용해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학교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  기능을 사용해 기기와 앱을 관리하고, 감사를 수행하고, 규칙을 시행하여 학교의 모바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 을 정의하여 필요한 곳에서 데이터를 제한하거나 배포하세요.
● 을 사용해 파일 공유 규칙을 선제적으로 설정하여 유출을 방지하세요.
●  프로세스를 통해 Microso  Exchange, Microso  SharePoint, Box, 다른 Google Workspace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로그 데이터를 이전하세요.
● 을 사용해 사용자 속성에 따라 그룹 멤버십을 자동화하세요.

● 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예방하세요.
● 의 권장사항을 적용하여 보안 관련 사고를 바로 감지하세요.
● 문제의 근원 및 출처를 파악하고 를 사용해 조치를 취하여 스팸, 피싱 및 다른 잠재적인 

유출을 해결하세요.
● 를 사용해 이메일 첨부파일을 자동으로 스캔할 규칙을 설정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세요.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
를 추가하여 교사에게 더 강화된 
영상 통화 기능,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 비판적 
사고 및 온전한 학습을 장려하는 
도구를 제공하세요. 

●  기능을 사용해 BigQuery 또는 다른 도구에서 분석할 데이터를 내보내 
더 많은 통계를 확보하세요.

● 를 분석하여 도메인 전반에서 사용을 추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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