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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Classroom 활용 수업하기

구글 Classroom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메일계정 생성하기

1. 샘물 포털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교직원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웹메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계정 확인 및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5. 서비스 이용약관 및 동의서 동의를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계정 확인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붙임 4 웹메일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u.ac.kr/lounge/notice/notice.do?mode=view&ar
ticleNo=705237

https://www.smu.ac.kr/lounge/notice/notice.do?mode=view&articleNo=705237


2. 구글 클래스룸 로그인 및 역할선택

https://accounts.google.com/signin/v2/identifier?service=classroom&p
assive=1209600&continue=https%3A%2F%2Fclassroom.google.com%2
F&followup=https%3A%2F%2Fclassroom.google.com%2F&emr=1&flo
wName=GlifWebSignIn&flowEntry=Service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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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counts.google.com/signin/v2/identifier?service=classroom&passive=1209600&continue=https%3A%2F%2Fclassroom.google.com%2F&followup=https%3A%2F%2Fclassroom.google.com%2F&emr=1&flowName=GlifWebSignIn&flowEntry=ServiceLogin


3. 최초 접속화면 확인

1

1. 좌측 상단 클릭 시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2. 메뉴에서 내가 생성한 수업의 목록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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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개설하기

1. +표시 클릭
2. 수업만들기 클릭
3. 수업 정보 입력
4. 만들기 클릭하여 수업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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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및 교사 초대하기

1. 사용자 탭을 클릭합니다.
2. 학생에게 수업코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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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캠퍼스 메시지 활용 수업코드 전달

1. 수강생 알림을 클릭합니다.
2.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전체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메시지를 작성합니다(수업코드 입력)
5. 메시지 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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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캠퍼스 메일 보내기 활용 수업코드 전달

1. 수강생 알림을 클릭합니다.
2. 이메일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전체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메일 제목과 메일 내용을 작성합니다(수업코드 작성).
5. 이메일 전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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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수업코드 전달 (1)

1. 샘물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직원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https://smsso.smu.ac.kr/svc/tk/Auth.do?ac=Y&ifa=N&id=portal&)

2. 통합정보를 클릭합니다.
3. 공통 – 공통시스템 – 메시지발송 – 개인발송 순으로 클릭합니다.
4. 업무별 검색을 클릭합니다.
5. 업무검색에서 교강사과목 분반별(수강학생)을 클릭합니다.
6. 수업코드를 전달할 과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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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sso.smu.ac.kr/svc/tk/Auth.do?ac=Y&ifa=N&id=portal&


※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수업코드 전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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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회를 클릭합니다.
8. 대상목록을 확인 전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선택닫기를 클릭합니다.
10. 발송대상을 확인합니다.
11. 제목 및 메시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12. 발송하기를 클릭하여 수업코드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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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업 공지사항 작성

1. 해당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2. 내용을 작성합니다.
3. 게시물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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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업 자료 등록하기

1. 상단 메뉴에서 수업을 클릭합니다.
2.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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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과제

학생들이 수행할 과제 만들기
1.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
2. 학생별로 등록
3. 과제 마감일 등록

퀴즈 과제 퀴즈 형태의 과제

질문
학생들이 답변할 질문 만들기
1. 학생별로 질문 만들기
2. 질문 답변 마감일 등록

자료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등록

게시물 재사용
이미 만든 게시물을 재사용(다른 수업포함)
1. 공지, 과제, 퀴즈를 사본으로 별도 등록

주제추가 수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8. 과제 등록하기

1. 상단 메뉴에서 수업을 클릭합니다.
2.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과제를 클릭합니다.
4. 과제 제목 및 안내 사항을 작성합니다(필요시 파일 추가 가능함)
5. 점수 및 과제 제출 기간을 설정합니다.
6.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여 과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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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퀴즈 과제 등록하기

1. 상단 메뉴에서 수업을 클릭합니다.
2.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퀴즈 과제를 클릭합니다.
4. 과제 제목 및 안내 사항을 작성합니다(필요시 파일 추가 가능함)
5. 점수 및 과제 제출 기간을 설정합니다.
6.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여 과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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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질문 등록하기

1. 상단 메뉴에서 수업을 클릭합니다.
2.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질문을 클릭합니다.
4. 질문 내용 및 옵션 내용들을 작성합니다(단답형, 객관식 선택 가능)
5. 점수 및 과제 제출 기간을 설정합니다.
6. 질문하기를 클릭하여 질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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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업 자료 등록하기

1. 상단 메뉴에서 수업을 클릭합니다.
2.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료를 클릭합니다.
4.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추가 방법 확인 가능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방법 확인 가능)

5. 주제를 설정합니다.
6. 게시물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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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영상 자료 링크

1. 구글 Calssroom 사용방법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ppGJZuOm9V
2g_v02jgok7hVrCz6tz7nOVHN8tu_mvpg/present?ueb=t
rue#slide=id.g3a8fb645b0_1_0

2.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하는 모든 방법
(유튜브에서 친근한 미래교실 검색

사용법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YqU4ryEc9Ys&list=PL39z
Pj3fhLIPnEZUm95GoVfokYlImjFE8&index=2&t=8s

질문, 과제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RCjQU24kMMw&list=PL
39zPj3fhLIPnEZUm95GoVfokYlImjFE8&index=2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ppGJZuOm9V2g_v02jgok7hVrCz6tz7nOVHN8tu_mvpg/present?ueb=true#slide=id.g3a8fb645b0_1_0
https://www.youtube.com/watch?v=YqU4ryEc9Ys&list=PL39zPj3fhLIPnEZUm95GoVfokYlImjFE8&index=2&t=8s
https://www.youtube.com/watch?v=RCjQU24kMMw&list=PL39zPj3fhLIPnEZUm95GoVfokYlImjFE8&index=2


1. Google Meet 사용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EyK0ThenHA

https://www.youtube.com/watch?v=yjSt2L9BOWQ

2. 회의녹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pB3tAUdwt5Q

Google G Suite Hangout Meet 활용 동영상 링크

교수학습개발센터
김광선 연구원

(ks_kim@smu.ac.kr)

https://www.youtube.com/watch?v=-EyK0ThenHA
https://www.youtube.com/watch?v=yjSt2L9BOWQ
https://www.youtube.com/watch?v=pB3tAUdwt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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