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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어려운�시기
에�교사들을�돕기�위한�임시�정보�및�
도구�허브입니다. 

g.co/teachfromhome 에서�최신�정보�및�
사용�가능한�언어�목록을�확인하세요.

http://g.co/teachfromhome


집에서�학생들을�가르치려면�학교에서�가르칠�때와는�다른�접근방식이�필요합니다.�
Google�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어려운�시기에�교사들을�돕기�위해�유용한�정
보�및�도구를�한데�모은�임시�허브를�마련했습니다.�

제안사항을�시도해�보려면�G Suite for Education�계정으로�로그인하세요.�아직�계정
이�없다면�여기를�통해�학교에서�G Suite for Education 에�가입할�수�있습니다.���

Google 에서는�Teach from Home을�계속해서�개선하고�있으며�교사�여러분의�의견
을�수렴하여�정보를�추가할�예정이므로,�자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집에서�가르치기�
집에서 가르치기

https://edu.google.com/intl/ALL_kr/products/gsuite-for-education/?modal_active=none


설정하기 
1.�나만의�재택근무�공간�
2.�Google�클래스룸�계정�만들기�및�학생�초대하기�
3.�Google Meet�(구글�미트)�설정하기�
4.�대역폭�사용량�줄이기,�부하량�나누기�

수업�준비하기�
1.�학생을�위한�프레젠테이션�준비하기�
2.�온라인�테스트�만들기�
3.�Google�클래스룸�에서�과제�설정하기�

수업�진행하기�
1.�영상�통화에�참여하기�
2.�프레젠테이션�진행하기�
3.�이해도�확인하기

공동작업하기 

1.�프레젠테이션�Q&A�
2.�함께�작업하기�

모두에게�액세스�제공하기 

1.�문서의�음성�입력�

학생�지원�
1. Google�클래스룸으로�소통하기�
2.�학생�1:1�면담�시간�설정하기

목차



1. 나만의�재택근무�공간l�
2. Google�클래스룸�만들기�및�학생�초대하기�
3. Google Meet�(구글�미트)�설정하기�
4. 대역폭�사용량�줄이기,�부하량�나누기

설정하기
설정하기



나만의�재택근무�공간�

1. Wi-Fi�연결�상태가�양호한�곳을�찾습니다.�

2. 자연광이�풍부한지�확인합니다.�

3. 웹캠으로�수업할�때�뒷배경이�어지럽지�않은�곳을�
찾습니다.

학생의 학습 공간을 고려하세요. 모든 가정
에서 동일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의 재택근무 공간



Google 클래스룸�계정�만들기�

및�학생�초대하기�

1. classroom.google.com�으로�이동하여�+�버튼을�
누르고�수업을�추가합니다.��
추가�정보�

2. 사용자�섹션에서�수업에�참여하는�학생을�초대합니
다.��
추가�정보�

3. 학생이�수업�스트림에�댓글을�작성하도록�허용할지�
결정합니다.��
추가�정보

‘수업’ 만들기 및 학생 초대하기

첫 번째 수업을 만들거나 수업에 참여합니다.

http://classroom.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020273?hl=ko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020282?hl=ko&ref_topic=9049977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099424?hl=ko&ref_topic=9049977


Google Meet�(구글�미트)�설
정하기�

1. meet.google.com�으로�이동하여�새�회의를�시작
합니다.�

2. 주소�표시줄의�URL 을�복사합니다.�

3. 클래스룸에서�만들기를�클릭한�다음�‘자료’를�추가
하고,�수업이�있을�때마다�학생이�통화에�참여할�수�
있도록�링크를�붙여넣습니다.�
추가�정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도 행아웃 미팅 앱으로 통화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행아웃 미팅’) 설정하기

http://meet.google.com?hl=ko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9123621?hl=ko


대역폭�사용량�줄이기,�부하량�나

누기�
��
1. 대역폭을�제한하면�도움이�됩니다.�IT�관리자가�

Google 관리�콘솔�에서�대역폭을�간단하게�제한할�수�
있습니다.�

2. 실시간�스트림을�대신�사용해�보세요.�프레젠테이션�
Q&A를�사용해�학생의�흥미를�유도할�수도�있습니다.�
수업을�사전�녹화하여�나중에�전송하는�방법도�있습니
다.�

3. 카메라를�끄고�프로필을�표시하세요.

대역폭 사용량 줄이기

IT�관리자에게�문의하여�모든�학생이�G Suite 계정을�
갖고�있는지�확인하세요.�여러�학생이�같이�쓰는�계정
이�있어서는�안�됩니다.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279090?hl=ko
https://support.google.com/a/answer/1279090?hl=ko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8630?visit_id=637194739713570017-1285924519&rd=1&hl=ko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6386827?co=GENIE.Platform%3DDesktop&hl=ko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6386827?co=GENIE.Platform%3DDesktop&hl=ko


1. 학생을�위한�프레젠테이션�준비하기�
2. 온라인�테스트�만들기�
3. Google�클래스룸�에서�과제�설정하기

수업�준비하기
수업 준비하기



학생을�위한�프레젠테이션�준
비하기�

1. 여기를�클릭하여�새�Google�프레젠테이션을�만듭
니다.�
추가�정보�

2. 잠시�토론을�멈추고�질문을�받을�시간을�정합니다.��

3. 삽입�메뉴를�사용해�적절한�곳에�동영상�및�이미지
를�추가합니다.

학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

http://slides.new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2763168?hl=ko


온라인�테스트�만들기�

1. forms.google.com 으로�이동하여�양식을�만들
거나�템플릿을�사용합니다.�
추가�정보�

2. 양식을�퀴즈로�바꾸고�답안을�생성한�다음�점수를�
할당합니다.�
추가�정보�

3. 양식을�확인하고�완료합니다.

온라인 테스트 만들기

http://forms.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6281888?hl=ko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7032287?hl=ko


Google 클래스룸에서�과제�설

정하기�

1. Google�클래스룸의�수업�과제�탭으로�이동합니
다.�

2. 과제를�만들고�필요한�세부설정을�완료합니다.�

3. 학생이�액세스할�파일(예:�워크시트,�프레젠테이션)
을�추가하고�학생에게�보기�권한을�제공할지,�아니
면�각�학생에게�사본을�만들어�줄지�판단합니다.�
추가�정보�

4. [선택사항]�학생의�Google�캘린더에�과제가�표시
될�마감�날짜�및�시간을�설정합니다.

‘클래스룸’에서 과제 설정하기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020265?hl=ko


1. 영상�통화에�참여하기�
2. 화면에서�프레젠테이션�진행하기�
3. 이해도�확인하기

수업�진행하기�
수업 진행하기



영상�통화에�참여하기�

1. 회의�ID를�사용해�Google Meet (구글�미트)세션
에�참여하거나�Google�클래스룸�자료에서�링크
를�클릭합니다.��
추가�정보�

2. 참여하기�전에�영상을�미리�보거나�카메라�또는�소
리를�끌�수�있습니다.�

3. 추가�옵션�메뉴에서�수업을�녹화할지�선택합니다.��
추가�정보

카메라는�데이터를�많이�사용합니다.�수업
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학생들에게�카메
라를�꺼�달라고�부탁할�수도�있습니다.

영상 통화에 참여하기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3069?hl=ko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8681?hl=ko


화면에서�프레젠테이션�진행하기�

1. Google Meet�(구글�미트)에서�‘프레젠테이션�시작’
으로�이동하여�화면을�공유합니다(Google�프레젠테
이션�등).�
추가�정보�

2. 공유할�화면�또는�탭을�선택합니다.�

3. 프레젠테이션을�하면서�학생을�보고�함께�채팅할�수�있
도록�스마트폰�또는�태블릿과�같은�다른�기기에서�
Google�행아웃�미팅에�참여하는�것이�좋을�수도�있습
니다.�

4. 프레젠테이션�모드에서�레이저�포인터를�사용해�슬라
이드의�각�영역을�강조표시합니다.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기

https://support.google.com/meet/answer/9308856?hl=ko


이해도�확인하기�

1. 학생의�이해도를�확인하고�잠시�멈춰�질문을�받을�
수�있는�시간을�마련합니다.�

2. Google Meet�(구글�미트)의�채팅�기능을�사용해�
학생이�수업의�흐름을�방해하지�않고도�질문할�수�
있도록�합니다.�

3. Google�설문지를�사용해�빠르고�쉽게�수업�이해
도를�확인합니다.

이해도 확인하기



1. 프레젠테이션�Q&A�
2. 함께�작업하기

공동작업하기
공동작업하기



프레젠테이션�Q&A 

1. 학생들은�프레젠테이션�Q&A를�사용해�프레젠테이
션이�진행되는�동안�질문을�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

2. 학생들은�다른�질문을�보고�마음에�드는�질문에�‘좋
아요’�표시할�수�있습니다.�

3. 청중�도구에서�질문을�표시할�수�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Q&A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6386827?hl=ko


함께�작업하기�
Google�문서,�Google�스프레드시트,�Google�프레젠테이션�
등�모든�Google�드라이브�편집기에는�실시간�공동작업�기능
이�내장되어�있어�최대�100명의�사용자가�동시에�작업할�수�있
습니다.�

1. 학생들은�파일을�만들어�다른�학생�및�교사와�공유할�수�
있습니다.�이�기능은�그룹�작업에�적합합니다.�
추가�정보�

2. 버전�기록을�사용해�각�사용자가�기여한�내용을�신속하
게�추적합니다.��
추가�정보�

3. 댓글을�추가해�즉시�의견을�제공하고�각�학생에게�원격
으로�조언합니다.��
추가�정보

함께 작업하기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2375091?hl=ko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190843?hl=ko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65129?co=GENIE.Platform%3DAndroid&hl=ko


1. 문서의�음성�입력

모두에게�액세스�제공하기�
모두에게 액세스 제공하기



문서의�음성�입력�

1. Google�문서의�도구�>�음성�입력으로�이동해�음성�
입력을�사용�설정합니다.쉼표�또는�줄�바꾸기�등�구
두점을�음성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

문서의 음성 입력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4492226?hl=ko


1. Google 클래스룸으로�소통하기�
2. 학생�1:1�면담�시간�설정하기

학생�지원�
학생 지원



Google�클래스룸으로�소통하기�

1. 학생들이�클래스룸�스트림에�게시물�및�댓글을�올리
도록�허용할지�결정합니다.�
추가�정보�

2. 정기적으로�새로운�소식�및�설문조사를�게시하여�수
업�시간�이외에도�소통을�이어갑니다.�

3. [선택사항]�너무�많은�알림이�수신된다면�이메일�알림
을�맞춤설정하세요.�
추가�정보

‘클래스룸’으로 소통하기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099424?hl=en&ref_topic=9049977?hl=ko
https://support.google.com/edu/classroom/answer/6141557


학생�1:1�면담�시간�설정하기�

1. Google�캘린더로�이동하여�+만들기를�클릭하고�
‘약속�시간대’를�선택합니다.�

2. 예약을�가능하게�할�시간�및�슬롯의�길이를�선택하
고�‘저장’을�누릅니다.�여러�개의�슬롯을�추가하고�
반복되는�슬롯을�설정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

3. 슬롯을�클릭하고�‘이�캘린더의�약속�페이지로�이동’
을�선택합니다.�링크를�복사하고�Google�클래스룸�
또는�이메일을�통해�학생에게�배포합니다.

학생 1:1 면담 시간 설정하기

https://calendar.google.com
https://calendar.google.com
https://support.google.com/calendar/answer/190998?hl=ko


홈티칭�허브는�계속됩니다

이�정보는�완성된�정보가�아닙니다.�Google에서는�이�상황을�극복하는�데�도움
이�될�수�있도록�교사�및�파트너의�의견을�수렴해�새로운�도구를�계속�소개,�제작,�
발견해�나갈�예정입니다. !

Teach from Home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