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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보호자용 Google 강의실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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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강의실(Google Classroom)이란?
Google 강의실은 Google 에서 교육용으로 개발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 솔루션은 과제를 간소화하고 협업을 증진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생산성과 의미를 높입니다. 교사는 수업 디자인, 과제 배포, 피드백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 강의실은 Google Docs 및 Drive 와 같은 다른 Google 툴과도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종이 없이
과제를 간단하게 작성, 배포 및 채점하는 것입니다. Google 강의실의 또 다른 주목적은 교사와 학생 간에 파일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개인 코드를 통해 수업에 초청되거나 교사에 의해 자동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수업마다 Google Drive 에 별도의
폴더를 생성하게 되며, 학생은 여기에 교사가 채점하도록 숙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OS 및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사진을 촬영하여 숙제에 첨부하거나 다른 앱에서의 파일을 공유하고 오프라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각 학생의 진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채점 후 교사의 댓글과 함께 숙제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로그인
TVDSB 의 모든 학생은 고유한 로그인 정보를 가집니다. 학생 사용자 이름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패턴은 성의 처음 4 개
문자, 이름의 처음 4 개 문자, 학생 번호 마지막 3 개의 숫자로 구성됩니다. 그 이후 @gotvdsb.ca 라고 칩니다.

예: James Thompson 123456789 의 사용자 이름은 ThomJame789@gotvdsb.ca 가 됩니다

브라우저
1.

Google Chrome 브라우저를 엽니다

2.

www.google.com 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학생의 사용자 이름@gotvdsb.ca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학생의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iOS 또는 Android 장치
1.

App Store/Google Play Store 에서 Google Classroom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위에 나열된 3 단계와 4 단계를 따라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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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탐색
Google 강의실 플랫폼을 탐색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강의실 대시보드
로그인할 때 기본 대시보드에 모든 수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교사의 이름과 함께
수업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클래스 코드를 제공한 경우 + 버튼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Type 은 교사가 제공한 클래스 코드입니다.
Join 을 클릭합니다. 문자는 항상
소문자입니다.

왼쪽 위 구석에 있는 팬케이크 메뉴를
사용하면 다른 링크와 설정을 비롯하여 모든
수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
대시보드 및 모든 클래스 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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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페이지
클래스를 선택하여 클래스 페이지를 엽니다.
여기에서는 스트림, 공부, 사람, 3 가지의 기본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숙제는 왼쪽의 예정 상자에
표시됩니다. 해당 이름을 클릭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은 소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스트림 페이지의 스트림에 게시됩니다.

교사 또는 학우가 게시한 비디오, 링크 또는 첨부
파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공부 페이지
공부 페이지는 공부 자료, 과제, 질문 및
쪽지시험 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페이지 왼쪽에 나열된 주제별로 이 페이지
내용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공부 페이지의
항목은 각 항목 옆에 나열된 작은 아이콘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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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이콘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기한이 항목 옆에 표시됩니다.
미리보기에는 해당 항목이 숙제로
배정되었는지, 제출되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료는 관련된 할 일이 없으므로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과제 아이콘은 제출될 때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질문 아이콘은 물음표로 표시되며 제출될 때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과제
공부 페이지에서 과제를 볼 때 평가 기준표가
연결된 경우 평가 기준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과제를 평가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제 보기"를 클릭하여 과제를 자세히 봅니다.
교사는 과제에 콘텐츠를 첨부해 댓글, 문서,
비디오, 오디오 파일 등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제 내에서 평가 기준표 정보, 채점 세부 내용
및 작업할 문서와 같은 추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첨부 파일의 제목은 학생의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X 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누르면
삭제됩니다.
완료되면 Turn In(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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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첨부 파일이 없는 경우 완료 후 Mark as
Done (완료 표시)를 묻는 버튼만
나타납니다.
첨부할 파일(오디오, 비디오, 문서,
슬라이드)이 있는 경우 + 추가 또는 생성
단추를 클릭하여 추가하십시오.

채점이 완료되면 과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열어 피드백과 평가 기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생성 단추를
사용하여 과제에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rivate Comments (비공개 댓글)섹션에서
교사와 직접 비공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Class comments (클래스 댓글) 섹션에는
전체 클래스에 대한 댓글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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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설정은 Google 강의실의 모든 페이지에서
왼쪽 위 구석에 있는 3 줄 아이콘

을

클릭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모든 수업, 강의실 일정, 할 일
목록 및 알림 설정에 액세스하여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
수업 일정에는 수업 중 예정된 과제에 대한 주간 보기가 표시됩니다. 전체 클래스를 보거나 특정 클래스의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 목록
할 일 목록에는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모든 과제가 표시됩니다. 달력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업의 과제만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제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제 점수와 이미 완료된
모든 과제를 볼 수 있는 추가 탭이 시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알림 설정
3 줄 메뉴를 열고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Settings (설정 옵션)으로 갑니다. 알림 설정을
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든 알림은 www.gmail.com 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gotvdsb.ca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기본 설정에 따라 알림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밀어 알림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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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클래스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