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 클래스룸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에 
포함되어 있는 무료 도구이며 Gmail, 캘린더, 문서, 드라이브, 
프레젠테이션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클래스룸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 과제를 배포 및 취합하고 , 
학생 개개인에  맞는 피드백 및 성적을 제공하고 , 학생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클래스룸을  사용해 과제를 
간소화하고 , 공동작업을  증진하고 , 의사소통을  장려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과 생산성을  개선합니다 .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학부모 및 보호자는  클래스룸에서  자녀가 제출한 과제의 요약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이메일에는  예정된 과제, 누락된 과제, 수업 활동 및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현재 이러한 
이메일을  수신하고  있지 않지만 수신해 보고 싶다면 학교에 학부모 및 보호자용  요약 이메일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의 Google 클래스룸 사용 방식 

수업 과제 할당
     

교사는 과제를 만들고 과제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추가하여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생성되고 학생이 이를 수행하여 
클래스룸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면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과제 채점이 완료되면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알림을 보내 학생들이 성적 및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만들기
     

교사는 전체 학급에 공지사항을 전송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이메일로 수신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웹브라우저 또는 클래스룸 모바일 앱
(iOS 및 Android로 사용 가능)을 통해 클래스룸에 
로그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공유
  

 교사는 클래스룸을 사용해 학습 리소스, 읽기 
자료, 동영상, 링크, 유인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료를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으며 학습 시 반 학생들과 공동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 및 콘텐츠와  통합
학생들은 독창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학습 기회를 창출하는 수천 개의 교육용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대1 또는 전체 학급과 공동작업
     

학생들은 교사에게 과제와 공지사항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을 직접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팀 과제를 할 때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로젝트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함께 공동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를 위한 클래스룸 가이드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388136
https://edu.google.com/products/classroom/apps/?modal_active=none&story-card_activeEl=connect-with-school-systems
https://edu.google.com/products/classroom/apps/?modal_active=none&story-card_activeEl=connect-with-school-systems


자녀의 데이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될까요?
      
Google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에 업계 최고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클래스룸  및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다면 Google에서는 학생의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으며, 학생에게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또한 FERPA1 및 COPPA2와 같은 표준을 준수합니다 .

Google for Education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센터 및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Google for Education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노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Google Workspace의 핵심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Google 클래스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교사 센터 교육 및 고객센터를 

확인하거나 , 가이드를 시청하거나 ,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

자녀에게 Google 클래스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 클래스룸을  사용하니? 어떻게 사용하니?
 

● 학교에서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멋진 프로젝트가  있다면 알려 줄래?

● 최근에 그룹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니? 그룹과 공동작업할  때 어떤 재미있는  
도구를 사용하니?

● Google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과과정을  통해 인터넷 안전 및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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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2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google.com/edu/trust/
https://www.google.com/work/apps/terms/education_privacy.html
https://www.google.com/work/apps/terms/education_privacy.html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356441
http://services.google.com/fh/files/misc/guardians_guide_to_privacy_and_security_march_2020.pdf
https://teachercenter.withgoogle.com/first-day-trainings/welcome-to-classroom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hl=en#topic=6020277
https://www.youtube.com/watch?v=DeOVe2YV2Io&feature=emb_logo
https://edu.google.com/products/classroom/?modal_active=none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en_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