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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space 를 사용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본 문서에서는 Brightspace 로 작업할 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미지와  사용 방법  비디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플랫폼 로그인, 과제 제출 및 피드백 액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교사가 결정한 플랫폼 사용 방식에 따라 

모든 정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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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space 란? 

Brightspace 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주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K-12 

학생들이 교실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과제를 제출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ightspace 에 로그인  

학생으로 웹 Brightspace 에 로그인  

 

• 비디오 튜토리얼  

 

Brightspace 는 여러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때 최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브라우저를 iPad, 

휴대폰, Mac 또는 모든 PC 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웹사이트를 탐색하려면   www.tvdsb.ca/brightspace 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다음 로그인 화면에 두 가지 로그인 옵션이 표시됩니다.    

 

학생들은  "TVDSB 학생 및 직원 로그인” 의 상단 옵션을 

선택한 다음 @gotvdsb.ca  계정  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패턴은 성의 처음 4 개 문자, 이름의 처음 4 개 문자, 학생 번호 

마지막 3 개의 숫자로 구성됨을 기억하십시오.  

 

예: James Thompson 123456789 는 

thomjame789@gotvdsb.ca 가 됩니다 

학생의 기본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DK-2 학년까지: 12345678  

• 3-12 학년까지: 학생 번호 

 
 
 

https://drive.google.com/open?id=1cTKImxwY1G-GlCPzZ9lP1Eg3cTIpQBik
http://www.tvdsb.ca/brightspace


암호가 변경된 경우 Google 또는 학교의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암호를 쓰면 됩니다.  이를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해당 강의실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로그인한 후 페이지 상단에서 '와플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강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항목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Portfolio 앱에 학생으로 로그인   

 

• 비디오 튜토리얼  

 

먼저 IOS 또는 Android 장치에서 

Portfolio 앱을 다운로드하고 엽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는 학교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tvdsb.elearningontario.ca 을 입력하여 교실에 연결해야 

합니다(1 회만).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면 맨 위의 파란색 버튼  "TVDSB 학생 및 

직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은  "TVDSB 학생 및 직원 로그인” 의 상단 옵션을 선택 

후  다음의   @gotvdsb.ca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패턴은 성의 처음 4 개 문자, 이름의 처음 4 개 문자, 학생 번호 

마지막 3 개의 숫자로 구성됨을 기억하십시오.  

 

예: James Thompson 123456789 는 

thomjame789@gotvdsb.ca 가 됩니다 

학생의 기본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DK-2 학년까지: 12345678  

• 3-12 학년까지: 학생 번호 

 

https://drive.google.com/open?id=1GynD_lsoGKkNh52m6e4ou9D9I0ERjROT


 

암호가 변경된 경우 Google 또는 학교의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암호를 쓰면 됩니다.  이를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해당 강의실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학생으로 웹상 Portfolio 에 로그인 

 

• 비디오 튜토리얼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액세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rightspace 용 브라우저 옵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학생으로 로그인"이라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서 학생 이름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교사가 제출하고 승인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많은 학생을 관리하고 

여러 학습 항목을 다뤄야 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학습  포트폴리오는   K-12 학년까지 자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e 러닝 및 강의실 

학습 내용의 스냅샷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학습 결과물 중 하나를 클릭하여 교사가 남긴 

피드백 및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물 하단에 

있는 말풍선이 회색인 경우, 볼 수 있는 피드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2WpW5KLiNe9eaH1mnx7EQ5EsW3YMnG-d


Pulse 앱에 학생으로  로그인 

 

• 비디오 튜토리얼  

 

Pulse 앱은 Portfolio 앱과 매우 다릅니다.  Pulse 앱의 주요 기능은 수강생이 자신의 강좌를 

스냅샷 형식으로 보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앱은 새 게시물 및 예정 과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 내에서 자신의 강좌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없기에, 

해당 강좌가 웹 브라우저 버전으로 로그인됩니다. 

 
 

 앱 을  열면 "누가 학습을 제공하나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TVDSB 를 

입력해야 하며 Thames Valley DSB 가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학생들은  "TVDSB 학생 및 직원 로그인” 의 상단 옵션을 

선택한  다음  @gotvdsb.ca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패턴은 성의 처음 4 개 문자, 이름의 처음 4 개 문자, 학생 번호 

마지막 3 개의 숫자로 구성됨을 기억하십시오.  

 

예: James Thompson 123456789 는 

thomjame789@gotvdsb.ca 가 됩니다 

학생의 기본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DK-2 학년까지: 12345678  

• 3-12 학년까지: 학생 번호 

 

https://drive.google.com/open?id=1C2BnrBjpq8ksqO-gnbCJ07qEII9hGEqy


 

암호가 변경된 경우 Google 또는 학교의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암호를 쓰면 됩니다.  이를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해당 강의실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모로서 웹 Brightspace 에 로그인  

   

JK-8 학년 아동의 부모만 부모 및 게스트 로그인을 통해 학생의 수업을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고학년 레벨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용 Brightspace 는 교실 창문과 같은 

역할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교사의 공유 하에 종일 진행되는 학습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사태 동안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다수 교사들은 통합 플랫폼에 

학부모와 함께 로그인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로그인에 대한 설명은 이전 

섹션에 나와 있는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ightspace 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브라우저를 iPad, 휴대폰, Mac 또는 모든 PC 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www.tvdsb.ca/brightspace 로 이동하여 부모/보호자 

로그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모바일 브라우저 친화 

환경입니다! 

 

부모용 Brightspace 에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먼저 가족 계정을 

위한 TVDSB Brightspace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택한 계정의 

암호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 재설정 유틸리티로 이동해서 

중요한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로그인 화면에서 '암호를 

잊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안내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TVDSB 부모 포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암호 재설정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이 받은 편지함으로 전송됩니다. 이 이메일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 자녀의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아래의 창이 표시됩니다.  부모는 학교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메일을 시도하면 

계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 아래를 

클릭합니다  

 

  

  

http://www.tvdsb.ca/brightspace


Google 과 Brightspace 연결하기   
 

• 비디오 튜토리얼 

 

Brightspace 와 Google Drive 를 함께 사용하면 학생 Google 드라이브 내에 안전하게 저장된 

파일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Google 드라이브에서 직접 과제 

도구 및 포트폴리오 도구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Google Apps 계정에 연결'하고 두 번째 단계인 '승인'을 수행해야 하는 2 단계 인증 

프로세스임을 기억하십시오.  

 

로그인한 후 메인 홈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Google 

Apps 위젯으로 스크롤하고 'Google Apps 계정에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기존 계정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Create 

Link(링크 생성)'을 선택합니다 

 
 

 
 

링크를 생성한 후 메인 홈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Google Apps 위젯으로 다시 스크롤하고 'Authorize(승인)'을 

클릭하십시오. 

 
 
 
 

 
 

https://drive.google.com/open?id=1Spmyle6jWBdORcFivPoujzEOyw02xWJ3


 

새 팝업 창에서 연결된 GOTVDSB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Google 계정과 관련된 elearningontario.ca 권한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마쳤으면 ‘Allow(허용)'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Brightspace 플랫폼 내에서 Google 드라이브, 

이메일 및 수업 일정을 다 엑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과제 제출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학생의 교사가 평가 및 피드백을 하기 

위해 수집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몇 가지 도구에 대한 개요입니다.  

  

과제 도구에 제출 

교사가 과제 도구를 활용할 경우 링크를 제공하거나 Navbar 의 아이콘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배정 폴더가 있습니다. 반드시 과제 제출용 해당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계정이 연결된 경우 과제를 다양한 파일명(.pdf, .doc 또는 

Google 드라이브 파일)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과 Brightspace 연결하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교사가 학생이 링크, 텍스트 또는 비디오 노트 기록을 삽입할 수 있는 텍스트 전용 제출 

방식으로 과제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노트 녹음 기능은 ‘Insert Stuff(자료 삽입)' 

아이콘을 통해 고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활성화됩니다.  



  

학생 포트폴리오에 제출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앱을 통해 또는 브라우저를 통해 가능).  

포트폴리오 제출은 교사와 학생/가족 간의 학습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포트폴리오 항목은 학생과 교사 간에 교환되며, K-12 학년 학생과의 학습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통해 완벽한 학습 증거를 제공하거나 오디오나 

글쓰기 방식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할 수 있도록 Portfolio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ortfolio 앱으로 학습 결과물 업로드  

 

•  비디오 튜토리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합니다(Portfolio 앱에 학생으로 로그인).   

  

로그인하고 나면 앱이 카메라를 

작동시킵니다.  사진/비디오를 촬영하거나 디바이스에 

이미 저장된 사진/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산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진/비디오를 촬영했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학습 결과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3-3B8vX_-TZNTfZXSrgCDWbpR3gQWtqc


이제 사진/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제목을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결과물을 설명하는 

오디오 녹음 및/또는 공부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클래스를  선택 가능 하며 항목이 

업로드됩니다.  마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거나 새 

학습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학습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업로드  

 

• 비디오 튜토리얼   

 

학생들은 이전에 웹에서 Portfolio 에 학생으로 로그인에서 설명된 웹에서 Brightspace 로 

접속하여 포트폴리오에 학생으로 로그인하기 를 통해 접속합니다. 
 

 

학생들은 파란색 버튼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파일 또는 Google 드라이브에서 

항목을 업로드하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Google Drive 는 연결 

단계를 처음에 수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Drive 와 

Brightspace 연결 

 
 
 
 
 
 

파일이 추가되면 학생은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원하는 경우 공부한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학생이 학습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교사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게 된 

추가적인 생각들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Oz66xutAIO1G9_khoCDDAHdNemDtgjD


토론 게시판 사용  

토론 도구를 사용하면 강의실에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 그룹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항목들은 교사가 교실 내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을 공유하는 독특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과제 도구를 활용할 경우 링크를 제공하거나 Navbar 의 아이콘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토론 포럼과 댓글 그룹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토론 포럼 내의 주제를 클릭하여 댓글 달기를 시작하거나 이전 댓글 목록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대한 답글/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제출된 과제에 대한 피드백/평가 보기 

과제 또는 토론 도구 

웹을 사용하여 Brightspace 에 로그인하고 과제가 처음 제출된 툴(과제/토론)로 

이동합니다. 교사가 피드백을 남겼거나 평가를 제공한 경우 피드백이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며 링크를 클릭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토론 도구 내에서 다른 사람의 응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 댓글 모음 내에서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도 볼 수 있습니다. 읽지 않은 게시물은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포트폴리오 도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Brightspace 에 로그인하고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학생 

이름으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강의실 포트폴리오로 갑니다.  

 

 

특정 항목에서 말풍선이 강조 표시되면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했음을 나타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움말 허브(Help Hub)(servicesupport@tvdsb.ca)로 문의:   

• 학교에서 제공한 기기에 문제가 있음   

• 비밀번호 재설정 

다음 사항은  교사 에게 문의하기:  

• 학습에 대한 질문   

• Brightspace 자료 및 도구에 액세스하는 데 어려움   

• 평가 및 피드백에 대한 질문   

유용한 미리 알림 기능   

• Brightspace 는 Chrome 브라우저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 포트폴리오 앱을 다운로드하면 자녀의 교사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Pulse 앱은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 수업 업데이트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두가 새로운 학습 환경을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학습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함께 탐색함에 따라 질문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mailto:servicesupport@tvdsb.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