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위한 Chromebook 가이드
자녀의 교실에서 사용되는 Chromebook에 관한 궁금증
자녀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Chromebook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Chromebook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ogle에서는 Chromebook이 무엇이며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Chromebook이란 무엇일까요?
Chromebook은 Chrome 운영체제로 실행되는
노트북입니다 . Chrome 운영체제는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으므로 파일, 앱, 데스크톱까지 거의
모든 항목이 노트북이 아닌 온라인에서 실행되며 로그인한
기기 어디에서나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일을 둔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진행 중인 작업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클라우드에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Wi-Fi가 없나요? Chromebook은 로컬에도 파일을 저장하며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

자녀는 Chromebook으로 어떤 작업을
할까요?

학교에서 Chromebook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Google
프레젠테이션 , 문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인기 도구를 사용해 간편하게 공동작업하거나
동영상 제작, 팟캐스트 제작, 코딩 등의 기술을
배우는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Google 클래스룸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클래스룸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
과제를 구성하고 과제 및 프로젝트를 할당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

교사는 과제를 만들고 과제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추가하여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있으며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학생에게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
과제 채점이 완료되면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알림을 보내 학생들이 성적 및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Chromebook에서 어떤 종류의 학습
도구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면 Chromebook
앱 허브(g.co/chromebookapphub)를
살펴보세요 .

학생들은 자신의 EDU 계정을
사용해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Chromebook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기 학습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리소스

코딩

수학 수업, 오디오북, 가상의 박물관
여행, 야생동물 웹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교육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세요 .

스크래치에서부터 파이썬에
이르기까지 여러 코딩 언어를
학습하세요 .
그림

동영상 편집

스케치, 유화용 색상 혼합 등을 익히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 보세요. 음악을
만들고 녹음하세요 .

동영상을 만들고 확인하고 편집한 다음
반 학생들,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 학교에서 전용 Chromebook을 사용하니?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니?
● Chromebook에서 하는 작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거니?
● 학교에서 Chromebook을 사용할 때 어떤 규칙이 있니?
● 학교에서 언제 Chromebook을 사용하니?
● Chromebook을 사용하면서 학교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니?
● Chromebook으로 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멋진 건 어떤
거니?

Chromebook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edu.google.com/products/chromebooks를 확인하세요.

© 2020 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