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만으로 교육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은
교육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손쉽게 공동작업하고, 수업을
효율화하고,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 유연하고
안전한 도구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로
유용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세요.

학교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동작업 및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도구를
제공하세요.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
가시성,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는 강력한 보안
및 분석 도구를 사용해
학교 커뮤니티를
보호하세요.

최첨단 영상 통화 기능,
풍부한 수업 환경, 학업
정직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사용해 수업
효과를 강화하세요.

최첨단 보안 및 분석
기능, 더욱더 강화된
수업 및 학습 도구 등이
통합된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학교를
완전히 탈바꿈시키세요.

*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버전 자세히
알아보기:

Education Fundamentals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도구 제품군으로
안전한 플랫폼을 통해 공동작업할 수 있는 학습
기능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Education Standard는 안전한 학습 환경과 함께
선제적인 보안 및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버전에는 Education Fundamentals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는 한층
Teaching and Learning Upgrade는 한층
강화된 영상 통화 기능, 풍부한 수업 환경, 학업
강화된 영상 통화 기능, 풍부한 수업 환경,
정직성을 강화하는 도구를 통해 수업 효과를
학업 정직성을 강화하는 도구를 통해 수업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버전에는
효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버전에는
Education Fundamentals 또는 Education
Education Fundamentals 또는 Education
Standard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Standard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Education Plus는 가장 강력한 Google
Education Plus는 가장 강력한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버전입니다. 이
Workspace for Education 버전입니다. 이
버전은 Education Standard와 Teaching and
버전은 Education Standard와 Teaching
Learning Upgrade에 포함된 모든 강화된 보안
and Learning Upgrade에 포함된 모든
및 분석 기능과 함께 프리미엄 수업 및 학습
강화된 보안 및 분석 기능과 함께 프리미엄
도구가 제공됩니다.
수업 및 학습 도구가 제공됩니다.

●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사이트
도구, Jamboard를 사용한 실시간 공동작업
● 클래스룸 및 과제 도구를 통해 교사가 수업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Google Meet, Chat, Gmail을 통해
어디서나 가상으로 소통
● 보안 키 강제 적용 및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여 인증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
● Gmail 및 드라이브 데이터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지
● 가정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FERPA),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준수

● 대시보드, 상태 페이지, 조사 도구가 포함된
보안 센터를 통해 위협을 예방, 감지 및 해결
● 감사를 수행하고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기기
및 앱을 한곳에서 모두 관리
● Gmail 로그 및 클래스룸 로그 내보내기를
통해 유용한 통계를 확보하고
BigQuery에서 분석
● 드라이브, 기기, LDAP 감사 로그를 통한
도메인 전반에 대한 사용 추적

● Google Meet을 통해 최대 250명의
참여자와 회의하거나 최대 10,000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에게 실시간 스트림 전송
● 상호작용형 Q&A, 설문조사, Google
Meet의 참여 추적, 소규모 채팅방,
녹화 등의 기능으로 학습 참여도 개선
● 클래스룸 부가기능을 통해 즐겨 사용하는
타사 도구 통합*
● 원본성 보고서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이전
학생 제출물로 구성된 비공개 저장소를
대상으로 과제를 비교하여 일치 항목 확인

● Google Meet을 통해 최대 100,000명의
도메인 내 시청자에게 실시간 스트림 전송
● 기관 전용 Cloud Search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간편하게 확인
●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클래스룸 출석부를
동기화하여 체계적으로 수업 생성 및
관리*
● 제품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으로부터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100TB의 공동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제공됩니다 .

Education Fundamentals와 동일한 스토리지

Education Fundamentals와 동일한
스토리지가 제공되며 , 라이선스 1개당 공동
스토리지에 100GB씩 추가됩니다 .

Education Fundamentals와 동일한
스토리지가 제공되며 , 라이선스 1개당 공동
스토리지에 20GB씩 추가됩니다 .

에서 모든 기능을 비교해 보고 우리 기관에 맞는 버전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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