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용]

교무처 학사지원팀

구글 클래스룸
사용 매뉴얼



1장. 구글 클래스룸 시작하기 3p
1. 경희대학교 웹메일 가입하기 4p

2. 구글 클래스룸 로그인하기 6p

3. 역할 선택하기 7p

4. 수업 참여하기 8p

2장. 구글 클래스룸 활동하기 11P
1. 공지사항 및 과제, 질문 확인하기 12p

2. 과제 제출하기 13p

3. 질문 제출하기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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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기 15P
1. 스마트폰 이용 16p



1장. 구글 클래스룸 시작하기
- 계정 생성 및 로그인, 수업 참여하기

3



1. 경희대학교 웹메일 가입하기

1-1단계 : 경희대학교 웹메일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이며, 기존의 가입자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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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희대학교 웹메일 가입하기

1-2단계 : 경희대학교 웹메일 가입 시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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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클래스룸 이용을 위해서 경희대학교 웹메일 계정 가입은 필수입니다.

2. 경희대학교 웹메일 계정 미가입시, 교강사가 개설한 클래스룸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최초가입자의 경우, 4p를 참고하여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존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이 휴면 상태로
전환되어 있어, 정보처에서 일괄 복구처리하였습니다.

5.  기존 가입자 중,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메일 계정이 삭제되었으니
경희대학교 웹메일 계정 재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글 클래스룸 로그인하기

2단계 : 경희대학교 웹메일 로그인 → ① 우측 상단 구글앱 버튼 →②구글 클래스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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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3. 역할 선택하기

3단계 : 사용자 선택 화면 중, [학생]을 선택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로그인 합니다.
(단, 클래스룸 로그인 시 웹메일 계정이 gmail인 경우에는 khu메일로 전환 필요)

※ 역할 선택 후, 재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 바람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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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일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반드시 khu 메일 계정 선택!



4. 수업 참여하기

4단계 : 접속 → 수업 참여하기 → 수업 코드 입력하기 [강의계획서 참고]를 통해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수업 코드는 담당 교강사에게 받을 수 있으며, 보통 강의계획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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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참여하기

5단계 : 수업 내 교수자가 업로드한 강의자료를 통해 수업을 수강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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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참여하기

6단계 : 강의 자료는 웹에서 미리 보거나,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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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새창에서 열기” 클릭



2장. 구글 클래스룸 활동하기
- 공지사항, 과제 및 질문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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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및 과제, 질문 확인하기

1단계 : 교수자가 업로드한 공지사항, 과제 및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 지

과 제

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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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제출하기

2단계 : 교수자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응답하고, 점수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을 통해, 교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① 업로드를 통한 제출
② 제출 후 점수 부여
③ 수정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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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제출하기

3단계 : 교수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고, 점수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을 통해, 교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답변제출 →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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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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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Google Classroom을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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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이용



2단계 :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이후 기타 기능은 PC와 동일합니다.

1. 스마트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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