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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교육용 상용클라우드 서비스 안내
교육용 상용클라우드 회원가입 및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및 가정에서 원활
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상용클라우드서비스
- 각종 응용프로그램(문서편집 등), 사진, 문서,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후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ㆍ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
든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서비스 종류
가. Office 365(MS)
콘텐츠 명
OneDrive
Office Online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
수업용 전자필기장
Teams
Sway
Forms
Whiteboard
Yammer
기타

내용
개인별 1TB 웹 저장공간
웹상에서 문서 작성, 편집 및 협업과 공유(설치 불가)
협업 및 공유가 가능한 디지털 전자 칠판, 전자 필기장
과제 및 평가, 대화, 콘텐츠 및 다양한 앱을 함께 제공
하는 디지털 허브
대화형 보고서, 프레젠테이션,개인 스토리 등 제작 및 공유
설문조사, 퀴즈 제작, 및 배포
자유형 온라인 캔버스
비공개 소셜 네트워크
메일, 일정관리, 뉴스피드 등

나. 한컴스페이스(한글과컴퓨터)
콘텐츠 명
스토리지
웹오피스(한워드, 한셀, 한쇼)

내용
개인별 10GB 웹 저장공간
웹상에서 문서작성, 편집 및 협업 공유(설치 가능)

3. 이용범위 : 경기도교육청 재직, 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
4. 유의사항
가. Office365는 MS의 교육용 무료 프로그램인‘MS Office 365 웹버전’으로 PC 설치
용 다운로드 서비스는 사용 불가함.
나. 본교 학생으로 확인되지 않는 계정은 삭제됨.
다. 가입 인증키 공유 및 유출의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공유 및 유출 금지함.
라. 가입 인증키는 송죽게시판을 통해 제공되며 보안을 위해 7일 후 삭제될 예정임.
마. 기존 사용자는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아이디로 계속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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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가입하기
-

Cloud.goe.go.kr 사이트에서 상단 바로가기 메뉴에서 [학생계정생성] 또는 페이지 왼쪽 하단에서
[학생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①

이용약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모두 동의: 하위 이용약관을 모두 동의합니다.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반드시 항목을 체크하여야만 가입절차
가 진행 됩니다.

③

휴대폰인증 :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입니다. (학부모/학생 모두 가능)
학생의 나이에 따라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법적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보호자의 휴대
폰으로 인증합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을 인증받아야만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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