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 Fundamentals 또는 Education 
Standard 버전*에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를 추가하면 개선된 영상 통화 기능, 
풍부한 수업 환경, 학습의 무결성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학습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Google 등급의 보안 및 안정성이 내장되어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에 포함된 모든 
기능에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으며 모든 가상 회의는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학생 및 교사는 원본성 보고서를 사용해 빠르고 객관적으로 과제를 검사하여 누락된 인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 출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관리자, 보호자에게 Google Meet의 
강력한 화상 회의 기능을 제공하세요.

   
교사가 더욱더 설득력 있는 클래스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를 직접 통합하고 강의 템플릿을 활용하여 여러 수업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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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nd Learning Upgrade는 Google Meet, 클래스룸, 과제의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Gmail, 문서, 캘린더와 같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의 다른 생산성 도구와도 
매끄럽게 호환됩니다.

   
라이선스를 하나 구매할 때마다 공유 스토리지 풀에 
100GB가 추가되므로 Google 포토, 드라이브, 
Gmail에 녹화된 강의 등의 항목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도구를 별도로 구매하는 대신 하나의 
플랫폼을 구입하여 예산을 절약하세요. 필요한 
라이선스 수에 대한 비용만 결제하면 됩니다.

  
수업과 학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Education Standard의 프리미엄 보안 및 통계 
컨트롤을 활용해 학교 커뮤니티를 선제적으로 
보호하세요. 또는 종합 솔루션인 Education Plus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강화된 수업 및 학습 도구, 
선제적인 보안과 통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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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Meet을 통해 최대 250명의 
참여자와 회의하거나 최대 10,000
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에게 실시간 
스트림을 전송하세요.

● Q&A, 설문조사, 소규모 채팅방과 
같은 Google Meet의 상호작용형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참석 보고서로 Google Meet에서의 
수업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고 참여 
상황을 추적하세요. 

● 회의를 녹화하고 드라이브에 저장 
및 보관처리하여 나중에 간편하게 
액세스하세요.

● 클래스룸 부가기능을 사용해 
몰입감이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고, 
즐겨 사용하는 타사 도구를 
클래스룸에 통합하세요. 싱글 사인온
(SSO)으로 가능합니다.

●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클래스룸에서 바로 
부가기능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경로를 제공하세요.

● 관리자에게 학년, 주제 등 기준별로 
교사 1명이나 교사 그룹에 
부가기능을 푸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세요.

●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본성 
보고서로 표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빨리 식별하고 학생들이 독창적인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과거의 학생 제출물로 구성된 도메인 
소유의 비공개 저장소와 비교하여 
과제를 검사하고 교내 일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원본성을 확인할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인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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