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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된 구글 드라이브를 보면, 업무 생산성 서비스 영역에서 마

이크로소프트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구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다. 구글은 업계 표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모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클라우드 기반 앱을 최대한 오피스 365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구글의 다양한 겹치는 서비스와 각각의 명칭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구글이 서비스명을 변경하거나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시키고, 

아니면 서비스를 아예 중단해버려 더욱 심해졌다.

이름이 헷갈리긴 하지만, 구글은 현재 세가지 주요 생산성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추가 제품들 십여 가지를 구글의 제품 총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글 애드워즈(Google AdWords), 구글 웹로그 분석, 구글 페이먼트

(Payments) 등 비생산성 비즈니스 서비스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어떤 서비

스가 자신에게 적합한가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는 개인 단위의 툴로 아마도 구글의 업무 생산성 서비스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드라이브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온라인 스토리지

다.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15GB를 사용하고, 월 2달러면 100GB, 월 10달러면 

1 TB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0TB 요금제까지 나와 있다.)

구글 드라이브상에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지만(플러그인을 통해 윈도우나 기

타 운영체제에서 직접 구글 드라이브에 올

릴 수 있다), 생산성의 측면에서 진짜 가치

는 드라이브와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글의 다양한 비즈니스 앱에 있다. 우선 

여기에는 워드 프로세서(구글 문서도구), 

스프레드시트(구글 스프레드시트), 프리젠

테이션 등 표준 비즈니스 툴 3가지가 포함

된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문서를 만들

거나, 만들어져있는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

것을 연관된 구글 형식으로 변환해서 온라

“구글 드라이브? 앱스?” 헷갈리는 

구글 업무 생산성 서비스 한 번에 정리하기

Christopher Null | PC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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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계속 편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관적인 이 서비스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구글 드라이브

를 일컫는 용어에서 생긴 것이다. 구글 문서도구는 드라이브보다 먼저 나온 서

비스로, 많은 사용자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기존의 구글 문서도구라고 계속 부르

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시스템을 구글 앱스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제품명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구글이 개발하는 폭넓은 서비스와 모바

일 앱을 설명하는 일원화된 용어에 가깝다.

구글 드라이브는 이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라고 

불리던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OneDrive)와 직접적으로 경쟁한다. 원드라

이브에는 무료로 모든 종류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통

해 파일을 편집 생성할 수 있다. 원드라이브는 현재 가입하면 7GB의 용량을 무

료로 준다.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Google Apps for Business)라는 이름은 비-비즈니

스용 구글 앱스가 따로 있는듯한 인상을 주지만, 교육용과 정부용 상품을 제외

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의 간

소화된 무료 버전인 구글 앱스 스탠다드(Standard)다. 스탠다드 제품은 2012

년에 사용자들을 이 서비스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구글측의 해명과 함께 빠르게 

단종되었다.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에 몇몇 추가 

툴을 포함해 그룹이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의 도메인을 이용한 자체 이메일 시스템 구축 기능, 캘린더 공유, 구글 행

아웃을 통한 화상 회의와 프레젠테이션등에 주목할만하다. 구글 앱스 포 비즈니

스를 채택한 많은 기업들은 이메일 기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문서 생성

과 편집의 협업 능력은 거의 뒤로 밀린다.

구독자들은 구글 어드민(Admin)이라는 

중앙 툴을 통해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데, 허용된 사용자와 기기

의 추가, 삭제 작업과 기타 기본 유지 관리

가 가능하다.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는 상당히 저렴하

다. 사용자 한 명당 월 5달러, 년 50달러의 

요금제가 나와있다.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30GB의 전체 스토리지 공간을 

부여 받는데, 이는 구글 드라이브 제한의 

두 배에 달한다.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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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앱 제품군에 가장 최근 합류한 서비스는 업무용 구글 드라이

브(Google Drive for Work)로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확장된 스토

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제한 스토리지다. 사용자당 월 10달러(혹은 년 100달

러)를 내면 30GB의 용량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린다. 다섯 명 이상의 유료 사용

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각각 사용자마다 차지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에 제한

이 없지만, 5명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당 1TB의 한도는 유지된다.

업무용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의 프리미엄 옵션으로 직접적

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거나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말라. 사실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 앱스 언리미티드(Google Apps Unlimited)라는 다른 이

름이 이미 등장했다. 별도의 서비스 가입은 필요치 않으며 다만 구글 앱스 포 비

즈니스 가입 시 요금제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존의 구글 앱스 포 비즈

니스 사용자들 역시 언제든 새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업무용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확장된 스토리지 기능과 함께 향상된 보안, 그

리고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관리성도 향상되었다. 또한 구글 앱스 볼트(Google Apps Vault)라고도 알

려진 구글 볼트(Google Vault) 요소가 포함되어 사용자가 설정해둔 시간 동안 

기업의 이메일과 웹 채팅 콘텐츠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

도 데이터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특정 사업체들에게는 필수가 될 수 있다.

구글의 불규칙한 서비스 작명에 익숙해지면 각 서비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이름들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의 생각보다 더 일찍 또 바뀔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목표시장 비용 스토리지 용량 업그레이드 핵심 기능

구글 

드라이브
개인 무료 15GB

100GB(월 2달러)~

30TB(월 300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 

생산성 앱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

기업 

사용자

사용자당 

월 5달러

(연 50달러)

사용자당 

30GB

업무용 구글 

드라이브로 

업그레이드 가능

클라우드 스토리지, 

생산성 앱, 맞춤형 

도메인 이메일, 

캘린더, 화상통화

업무용 

구글 

드라이브

기업 

사용자

사용자당 

월 10달러

(연 100달러)

무제한

(5명 이하일 

경우 개인당 

1TB)

없음

구글 앱스 포 

비즈니스의 모든 기능+

스토리지 확장 및 추가 

보안, 데이터 아카이빙

구글의 업무 생산성 서비스 비교표 



4 ▶▶▶ IT World

How To│“알면 알수록 유용한” 구글 드라이브 완전정복

구글 드라이브(이전까지는 구글 문서도구)의 역사는 거의 10년 가까

이 된다. 원래는 신생 기업의 똑똑한 협업 워드 프로세서인 라이틀리

(Writely)로 출시되었지만, 구글이 재빨리 앱을 인수했고, 이름을 구글 문서도

구(Google Docs)로 바꿔서 사람들이 브라우저만으로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내놓았다.

구글은 2012년 4월 계속 확장되는 목표와 기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구글 드

라이브(Google Drive)로 이름을 다시 한번 변경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구글 

문서도구 활용 기초 가이드 - IDG Deep Dive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협업

자들과 문서상에서의 채팅에서부터 전체 드라이브를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까

지 구글 드라이브의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들은 종종 놀라움을 선사한다. 이 온

라인 생산성 플랫폼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준비했다.

1. 사람으로 검색하기

구글 드라이브 최고 기능 중 하나는 문서상에서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협

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가끔씩 제대로 된 것

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최근 구글은 문서 파일명뿐 아니라 문서를 공

유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파일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해당 문서를 공유한 사람은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먼

저,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왼편의 ‘공유 문서함’를 클릭하

고 검색창에 해당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문서들이 

검색되어 표시될 것이다.

2. 구글 문서도구와 지메일 검색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아마 지메일도 사용할 것이다. 시간을 절약하

고 지메일의 검색 상자를 사용해 이메일과 드라이브 모두 검색하고 싶다면, 지

메일 상에서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선택하라. 실

험실 탭을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검색’ 옵션을 활성화하라. 그럼 이제부터 지

메일 검색상자를 사용해 모든 구글 드라이브 문서까지 지메일 검색 결과 하단

에서 볼 수 있다.

“활용도를 높여주는” 

구글 드라이브의 16가지 비밀  

David Chartier | Macworld

http://www.itworld.co.kr/techlibrary/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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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이나 PC와 문서 동기화, 작업하기

이 기능은 “구글식 드롭박스(Dropbox)”로 볼 수 있다. 무료 ‘PC용 구글 드라

이브 서비스’는 사용자의 PC상에 폴더를 만들고, 구글 스토리지 공간과 모든 파

일을,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 앱으로 편집할 수 없는 파일들까지도 동기화한다. 

구글이 모든 사용자에게 15GB의 무료 공간을 제공하며, 공간을 더욱 필요로 할 

경우에는 낮은 비용으로 유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이 만든 클라

우드에 첫 발을 들이기에는 훌륭하다.

4. 웹 브라우징을 하면서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구글 크롬을 사용한다면, ‘Google 드라이브에 저장’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은 것은 무엇이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할 수 있다.

5. 대화내역을 문서 안에 보관하기

문서 세부내역에 관해 이메일로 논의하고, 이를 보고 다시 문서를 수정하는 일

은 그리 편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편할까? 실시간으로 문서상 협업을 하

며 바로 문서상에서 대화를 하면 된다. 문서 최상단에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뜨

는데, 채팅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하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

다. 게다가 그 대화는 당신이 작업하던 부분에 보관되고, 이를 새로운 협업자들

과 공유하거나 드라이브로 옮길 수도 있다.

6. 문서로 소셜해지기

구글은 몇 가지 편리한 구글 드라이브 툴

을 구글의 소셜 네트워크인 구글 플러스안

에 자연스럽게 내장시켰다. 우측 상단의 공

유 버튼을 클릭해 서클과 문서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구글 행아웃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를 보여줄 수도 있다.

7. 앱 활용하기

명절 선물을 재빨리 만들고 싶다면? 구글 드라이브 문서와 카페프레스(Cafe-

press) 사진을 사용하여 머그컵과 티셔츠를 만들어보라. 헬로팩스(HelloFax)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적으로 문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구글 드라이브용 왑울

프 오토메이터(Wappwolf Automator)로 드라이브와 드롭박스(Dropbox), 에

버노트(Evernote), 킨들(Kindle), 피카사(Picasa) 등등을 동기화할 수도 있다.

https://tools.google.com/dlpage/drive/index.html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save-to-google-drive/gmbmikajjgmnabiglmofipeabaddhgne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cafepress-drive/dbodmaddgcldkehcbghedjccgjaimhei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hellofax-50-free-fax-page/bocmleclimfnadgmcdgecijlblfcmfnm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wappwolf-automator-for-go/ggaincemkigcbilbainkpmmkigmmkdkn?utm_source=chrome-ntp-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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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꼭 알아두어야 할 단축키

구글 드라이브만큼이나 큰 생산성 스위트에서 키보드 단축키에 대한 언급 없

이는 팁 목록이 완성되지 않는다. 키보드 단축키 목록�(링크�)을 참고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더욱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9. 탭 대신 조사 활용하기

문서 안에서 작업할 때 다른 소스나 문서를 보기 위해 새로운 

탭이나 웹페이지를 여는 것은 불편하다. 그 대신, 도구 > 조사 

메뉴 옵션으로 가서 문서 안의 조사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편리할 뿐 아니라 검색한 콘텐츠를 문서 안에 쉽게 넣고 

출처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 이미지를 문서에 곧바로 드래그앤

드롭 할 수도 있다.

10. 60여개 언어로 작업하기

2013년 6월, 구글은 공식적으로 18가지 새로운 언어 지원을 

추가해서, 이제 총 65개 언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톱니바퀴

를 클릭하고, 설정 > 기본설정으로 가서 편하게 사용하거나 연습하고 싶은 언

어를 선택할 수 있다.

11. 구글 설문지 만들기

구글 드라이브의 설문지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하는 중에 삽입 메뉴를 클릭하고 설문지를 선택하거

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Google 설문지’를 선택할 수 있다. 

12. 간편한 목차

대량의 문서를 훑거나 단순히 목차를 추가해야 할 경우, 삽입 > 목차 메뉴 아

이템을 쓰면 된다. 서식 > 단락 스타일 메뉴의 콘텐츠에 제목을 적용시켜 목차

를 구성하라.

13.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양식 스크립트하기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조금 만지고 싶다면, 강력한 앱 스크립트(Apps 

Script)로 수많은 구글 앱을 맞춤 변경하고 자동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스

프레드시트의 행동을 맞춤 변경하거나, 구글 양식을 작성한 이들에게 자동적으

로 개인화된 캘린더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심지어 지메일 활동에 대한 월별 통

계 보고서와 차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새로 코드를 작성하기 싫다면, 다른 사용자가 만든 스크립트를 이용해볼 수 

있다. 이전 버전에서는 스크립트 갤러리에서 찾을 수 있고, 새 버전의 경우에는 

문서에서 조사 활용하기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2563044?hl=ko
https://developers.google.com/apps-script/publishing_gallery?hl=en#installing_a_script_from_the_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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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마스터 슬라이드 편집하기

슬라이드는 구글 드라이브의 숨겨진 보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키노트(Key-

note)나 파워포인트(PowerPoint)와 흡사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구글은 

최근 테마의 마스터 슬라이드 편집 기능을 추가했는데, 테마를 고른 후, 간단

히 슬라이드 > 마스터 수정 메뉴 아이템으로 가

면 된다.

15. iOS와 안드로이드용 퀵오피스로 생산성 

격차 줄이기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문

서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구

글이 지난 해 인수해서(그 후 무료화한) 인기 있

는 iOS와 안드로이드용 퀵오피스(Quickoffice)

를 사용할 수 있다. 퀵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을 읽고 편집할 수 있지만, 사용자

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문서를 전환시킬 수

도 있다.

16. 문서, 프레젠테이션, 그림을 오프라인에서 편집하기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접속하고 싶다면? 새 버전에서

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액세스 옵션이 설정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의 설정 메

뉴를 클릭하고, 설정 > 오프라인을 선택한 다음, ‘오프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도

록 작업 내용을 이 컴퓨터와 동기화 합니다’ 옆의 체크 상자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의 드라이브에서는 크롭 웹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오

프라인에서도 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구글 드라이브와 설문지는 데스

크톱과 모바일에서 보기만 가능하며, 문서나 스프레드시트는 모두 보기와 수정

이 가능하다. 프레젠테이션은 모바일에서 수정되지 않는다.

구글은 인기 있는 iOS와 안드로이드용 퀵오피스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을 보고 편집하거나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 

전환시킬 수 있다.

https://support.google.com/docs/answer/36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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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졌다.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서비

스이며 온라인 오피스 제품군이고 수많은 구글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연

결 고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눈에 보

이지 않는 부분이 더 있다. 적절한 도구와 설정, 노하우를 조합하면 시간을 절

약해주는 유용한 기능들로 꽉 찬 구글 드라이브를 더욱 민첩하고 생산적인 강

력한 도구로 변모시킬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18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동기화 설정 

구글 드라이브 공식 동기화 프로그램은 구글 드라

이브의 파일을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지만 구글 문

서도구에서 작성된 문서와 스프레드시트의 경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파일은 고유한 문서도구 

형식으로 저장되며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은 로컬 워드 프로세서에서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싱크독스(Syncdocs)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과 로컬 

폴더를 양방향으로 동기화하는 데, 이 과정에서 문서

도구 파일을 원하는 워드 또는 오픈 오피스 형식으로 

변환시켜준다. 싱크독스를 사용하면 로컬 워드와 문서도구 사이에서 실시간 협

업도 가능하며 워드 파일을 업로드할 때 문서도구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기

능 제한 버전은 무료이며, 무제한 버전은 연 19.95달

러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2. 파일 끌어다 놓기 

구글 드라이브에 신속하게 옮겨야 할 파일이 있는

가? 업로드 명령을 사용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서 드

라이브 웹 사이트로 바로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된다. 

그러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구글 드라이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18가지 팁과 툴

JR Raphael | InfoWorld 

http://www.sync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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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쉬운 이미지 삽입 

구글 문서를 편집할 때 화면 상단의 명령 표시

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컴퓨터의 이미지를 구글 문서

도구 문서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

서 자동으로 이미지가 삽입되면 이후 옮기거나 크

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링크 검색 

구글 문서도구 내에서 바로 검색하면 링크 검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Ctrl-K 또는 화면 상단의 

도구 모음을 사용해서 문서에 링크를 추가할 때 

표시되는 상자에 일반 텍스트를 입력한다. 그러면 

구글이 입력 내용을 자동으로 웹에서 검색해서 관

련 URL 목록을 보여준다. 여기서 선택하면 된다.

5. 변경 추적

구글 문서도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

은 수준의 변경 추적 기능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

거 편집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

서의 과거 편집 내역을 보고 필요할 경우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려면 문서도구의 ‘업데이트 기록 

보기’ 기능을 연다. 파일 메뉴에서 찾거나 Ctrl-

Alt-Shift-G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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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에 완전히 집중하기 

아무런 방해 없는 전체화면 문서 편집 기능을 

원한다면 문서도구 보기 메뉴 아래의 “전체화면” 

명령을 찾으면 된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창에서 

실제 문서 본문 외의 나머지 모든 요소가 사라진

다. 일반 보기로 되돌리려면 Esc 키만 누르면 된

다.

7. 정돈하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와 중첩 폴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색상별로 폴

더를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 드라이브의 아무 폴더나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한 다음 메뉴에서 “색상 변경”을 선

택한다.

8. 공유하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다른 사용자를 문서 공동 작업에 

초대할 수 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사용자가 설

정한 권한에 따라 문서를 편집하거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문서도구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문

서 또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문서 편집 화면에서 

파일 메뉴를 열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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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봉투 만들기

 구글 문서도구에는 적절한 서식의 봉투를 만들

기 위한 기본 도구가 없지만 구글 문서도구용 엔

벨로프(Envelopes for Google Docs)라는 별도

의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다음 크롬 

새 탭 페이지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

다. 봉투 규격을 입력하면 정확히 원하는 크기로 

인쇄되는 새 문서가 만들어진다.

10. 썸네일 목록 보기

구글 드라이브의 모양을 기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기본 드라이브 화면은 목록 보기인데, 오른

쪽 상단, 4개의 작은 상자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더 시각적인 표 배열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옆 버

튼(여러 개의 가로 줄 모양)을 클릭하면 다시 원래

의 목록 보기로 돌아간다. 이 버튼의 왼쪽에는 파

일 정렬 기준을 변경하는 명령이 있다. 오른쪽 기

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표시 밀도를 변경하는 

옵션이 표시된다. 이 옵션을 통해 화면을 “넓게”, 

“보통” 또는 “좁게” 설정할 수 있다.

11. 변환 기능 활용

텍스트가 많은 PDF 또는 이미지를 다량으로 업

로드하는 경우 구글 드라이브의 변환 기능을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는 PDF와 이

미지를 스캔해서 텍스트를 감지한 다음 이를 편집 

가능한 문서로 옮길 수 있다. 기본 드라이브 화면

에서 오른쪽 상단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

업로드 설정” 아래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다.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envelopes-for-google-docs/aaclkeicedlkpjgnnfkedjomkkhmg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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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번역 기능 제대로 사용하기

 Parlez-vous Français? Non? Pas de pro-

blème: 구글 문서도구에서 문서를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다. 문서를 편집하면서 화면 상단의 

도구(Tools) 메뉴를 클릭하고 “문서 번역”을 선택

한다. 많은 언어로 구성된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해서 번역된 텍스트로 새 문서를 만들 수 있다.

13. 팩스기로 사용하기 

팩스는 성가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업무용으

로 여기 저기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헬로팩

스(HelloFax)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런 번

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를 개인

용 팩스기로 활용할 수 있다. 헬포팩스 크롬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목록에서 

특정 문서를 오른쪽 클릭하면 팩스 보내기 옵션을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월 50쪽까지 무

료로 보낼 수 있으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유료 서비스에는 

자신이 선택한 전화번호로 팩스를 받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로 제공된다.

14. 서명하기

 서명해야 할 전자문서가 많다면, 구글 드라이

브와 연결되어 있는 헬로사인(HelloSign)을 이용

해 보기 바란다. 일단 헬로사인 크롭 앱을 설치하

고 서명을 업로드한 다음에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드라이브 목록에서 문서를 오른쪽 클릭해 헬

로사인으로 열기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이후에는 

저장해 둔 서명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원하

는 문서 어디에나 삽입할 수 있고, 서명한 문서를 

즉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https://www.hello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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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속하게 문서 생성하기

 브라우저에 구글 문서 즉석 생성 버튼을 배치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구글 독스 퀵 크리에

이트(Google Docs Quick Create)라는 확장 프

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브라우저 툴바에서 클

릭 한 번으로 구글 문서도구의 다양한 문서를 만

들 수 있다.

16. 드라이브를 코딩기로 만들기 

일반 문서 편집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를 작

성한다면, 드라이브 노트패드(Drive Notepad)란 

무료 크롬 앱이 훨씬 효과적인 툴이 될 것이다. 

드라이브 노트패드는 평문 텍스트 문서를 브라우

저에서 보고 편집한 다음, 이를 드라이브 계정으

로 저장할 수 있다. 다양한 스크립트 및 프로그

래밍 언어의 구문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공하며, 

HTML, 파이썬, 펄, 루비, JSON 등을 지원한다.

17. 회사 일정을 구글 드라이브로

프로젝트를 맡았는가? 크롬 앱인 구글 드라이

브용 간터(Gantter for Google Drive)를 사용해 

보라. 이 앱은 기업 수준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기

능을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바로 추가해 준다. 간

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파일을 지원하며, 

다중 사용자 동시 편집과 채팅도 지원한다. 무엇

보다 좋은 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것.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google-docs-quick-create/bldgenmjegcnjebiongilahhcjldgmlm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drive-notepad/gpgjomejfimnbmobcocilppikhncegaj?hl=en-GB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gantter-for-google-drive/himomacamcpodhkahelbnmaddladgj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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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글 드라이브를 크로스플랫폼 클라우드 

허브로 

구글 드라이브는 뛰어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

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료 크롬 앱

인 워프울프 오토메이터(Wappwolf Automator)

를 함께 사용하면, 드라이브 계정을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여러 플랫폼에 걸

친 동기화를 설정할 수 있다. 이름은 이상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이 앱은 드라이브 내에 특별한 동

기화 폴더를 생성해 이 폴더에 저장하는 모든 파

일을 자동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외부 서비스로 보

내준다. 드롭박스와 피카사, 페이스북, 플리커, 에버노트, 스카이드라이브, 슈

가싱크 등을 지원한다.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테 크 놀 로 지  및  비 즈 니 스  의 사  결 정 을  위 한  최 적 의  미 디 어  파 트 너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wappwolf-automator-for-go/ggaincemkigcbilbainkpmmkigmmkd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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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몇 년 동안 구글 드라이브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했지

만 지금은 외부 개발자들에게 개선 작업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구글 문

서/시트용 부가기능을 사용하면 구글 온라인 업무용 제품군의 유용성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여기 소개하는 8가지 부가기능은 텍스트 번역, 주소 배열, 문서 

서명을 비롯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추천할 만한 새로운 도구들이다. 

문서 내에서 번역하기

이미 구글 번역을 즐겨 사용한다면 구글 번역

(Google Translate)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새 브라우저 창에서 구글 번역을 열 필요 없

이 텍스트를 선택하면 문서 내에서 바로 번역이 가

능하다. 단점이라면 현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5가지 언어만 지원한다는 점

이다. 앞으로 지원 언어가 늘어나면 더욱 좋을 것

이다.

문서 내에서 계산하기

칼큘레이터(Calculator)는 이름 그대로 계산기

이다. 특징은 문서 옆에 붙어서 열린다는 점이다. 

기초적인 계산 기능만 있고 기본 상태로는 키보드 

입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키보드를 이용하려면 숫

자 필드를 클릭해야 한다. 그래도 문서에서 간단한 

계산만 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계산기 창까지 띄워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번역부터 퍼즐게임까지’ 

구글 드라이브 부가기능 베스트 8선

Jared Newman | PCWorld

How To│“알면 알수록 유용한” 구글 드라이브 완전정복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ranslate/nejfnokhglmkjgpkjooijcddfecjggan?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calculator/dfbanfaiiibckdjencjfcjpgjmibhebi?utm_source=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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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서 개인화된 문서 

생성하기 

사람들 이름과 기타 개인별 표시를 넣은 서식지

를 인쇄해야 하는가? 도큐먼트머지(Document-

Merge)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구

글 시트에서 여러 구글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 얼

핏 어렵게 들리지만 과정을 안내하는 유용한 마법

사도 포함되어 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개인화된 이메일 생성하기

옛 어나더 메일 머지(Yet Another Mail Merge)

는 도큐먼트머지와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에서 

서식지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나 도큐먼트

머지가 인쇄용이라면 옛 어나더 메일 머지는 이메

일 전송용이다. 지메일에서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

고 구문을 넣은 다음 구글 시트에서 이 추가 기능

을 사용해 메시지를 선택하고 보내면 된다. 부가기

능 자체는 그다지 직관적이지 않지만 스토어에 알

아보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다. 하루에 99개의 메

시지를 보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즉, 스팸을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로

는 충분하다.

스프레드시트용 강력 부가기능 5개

리무브 듀플리케이트(Remove Duplicates)는 중

복되는 셀을 검사해서 표시하고 제거할 수 있는 옵

션도 제공한다. 어드밴스드 파인드 & 리플레이스

(Advanced Find & Replace)는 스프레드시트를 

대상으로 한 검색과 부가적인 검색 도구를 제공

한다. 스플릿 네임(Split Names)은 값을 개별 셀

로 분할하고, 머지 밸류(Merge Values)는 분할된 

값을 다시 합친다. 파인드 퍼지 매치(Find Fuzzy 

Matches)는 지정된 문자열에서 철자 변형을 찾는

다.

리무브 듀플리케이트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documentmerge-by-pandadoc/bfcfcgpdofganbehkmbdofgmifdgbmdn?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yet-another-mail-merge/mgmgmhkohaenhokbdnlpcljckbhpbmef?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remove-duplicates/bckmhokpcdnhhjldhhfpebhdfipmlbog?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advanced-find-and-replace/gdjlbafkoaciknlpkmiedbgnlfglcpmb?utm_source=permalin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split-names/omjobieogknhhlogiaeofbdpipihaanb?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merge-values/lhikboagplgbemjnkgoahbphfgieaiek?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find-fuzzy-matches/cadkkijbhldndjaflcbapfllpolajpcp?utm_source=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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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을 지도에 표시하기

매핑 시트(Mapping Sheets)는 주소 목록을 가

져와서 구글 지도에 그려준다. 범주를 기준으로 스

프레드시트에 지정된 대로 지도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다. 무심코 보면 폭넓게 유용한 도구는 아닌 

것 같지만 효율적인 배송 경로 탐색, 방문한 장소 

표시 등 잠재적인 사용처는 무척 다양하다.

 

스프레드시트에 시각 효과 추가

구글 시트용인 스타일(Styles) 부가기능을 사용

하면 스프레드시트에 추가로 시각적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서식을 넣을 셀을 선택하고 42가지 프리

셋 시각 스타일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된다. 아쉽게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저장하는 기능은 없지만 

이 기능을 갖춘 “프로” 버전이 개발 중이라고 한다.

 

퍼즐게임 

열심히 일한 후 편안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더 

머리를 쥐어짜는 방법, 바로 수도쿠 퍼즐이다. 구글 

시트용 추가 기능으로 4가지 난이도로 퍼즐을 생성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본인 것도 만들 수 있다. 시트 

내에서 답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표에 답을 넣을 수

도 있다. 다음 출장 길에는 지루한 비행기 안에서 

퍼즐로 시간을 때워보자.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mapping-sheets/ddfdjfkaipgeahdjeemdojbpcglcncif?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styles/nkhhmdlcfanccpjadngacgjgecfbheje?utm_source=permalin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sudoku-sheets/eagolleeideiojopioiiaadjkneafmen?utm_source=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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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는 크롬을 돌리는 엔진이다. 그리고 무료 15GB 스토리지와 

내장되어 있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림그리기 지원은 

이 엔진의 강력함을 만든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는 드라이브와 통합되는 크롬 

앱들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우리는 크롬 웹 스토어(Chrome Web Store)를 살펴보고, 협업, 프로젝트 관

리, 그래픽 디자인, 브레인스토밍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와 함

께 작동하는 앱 10가지를 골라보았다. 구글 드라이브 사용자가 아니라면? 그래

도 읽어보라. 여기 소개된 많은 앱들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작동된다. 

클라우드컨버트(CloudConvert) 

진정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같은 클라우드컨버트

는 “뭐든지 무엇으로든 바꾼다”고 약속한다. 그게 

엄밀히 사실은 아니지만, 184개의 오디오, 비디오, 

아카이브, 문서, CAD, 이북, 이미지, 프레젠테이

션, 스프레드시트, 벡터 포맷 등 거의 대부분을 변

환할 수 있다. 변환을 수행하려면 구글 드라이브

나 드롭박스(Dropbox) 계정에서 앱 드롭 다운 메

뉴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컨버트 페이지로 파일을 

끌어와 대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결과 포맷을 선택

하면 된다. 새 파일을 이메일로 받을지, 다시 클라

우드 계정에 저장시킬지를 선택하고 변환을 시작

하면 된다.

스마트시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Smartsheet 

Project Management) 

스마트시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Smartsheet 

Project Management)는 그냥 냅킨 위에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Microsoft 

Project)로 짤 필요까지는 없는 프로젝트들을 위

구글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9가지 크롬 앱

Michael Ansaldo | PCWorld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cloudconvert/hfpmbfgodkfcebpgheiedaddoikmljkk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smartsheet-project-manage/cindmhdfkimaeggbebfjkmkdfiohl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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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툴이다. 스프레드시트의 친숙성은 활용하지만 파일 공유, 간트(Gantt) 도

표, 작업과 의존 등의 협업 툴을 추가해 더 “스마트”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글 

작업흐름과도 밀접히 통합되어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구

글 캘린더상의 날짜에 프로젝트를 동기화하고, 지메일에서 프로젝트를 업데이

트할 수 있다.

리얼타임보드(RealTimeBoard) 

화이트보드는 필수적인 협업 툴이지만 공간의 제

약이 있고 쓴 내용을 저장할 수도 없다. 리얼타임보

드(RealTimeBoard)는 화이트보드를 브라우저 안

에 넣어서 그 단점을 없앤다. 여기에 텍스트, 메모

노트, PDF, 이미지, 비디오를 추가하고 심지어 구

글 드라이브 계정에서 직접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 

내장된 벡터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사용자의 아이디

어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실시

간으로 프로젝트 팀원과 컨퍼런스룸에 모일 필요없

이 협업할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다.

마인드멉(MindMup) 

마인드맵은 중심 유발요소에서 모든 방향으로 뻗

어져나와 연관되고 연결되는 구조때문에 아이디어

나 개념을 담는 좋은 방법으로 일률적인 노트 필기

보다 사람의 뇌와 훨씬 비슷하게 작동한다. 마인드

멉(MindMup)은 개별적으로 혹은 협업을 통해 단

순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웹 서비스다. 

인터페이스가 깔끔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방

해될게 없다.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기트허브

(GitHub) 혹은 마인드멉의 자체 서비스에 마인드

맵을 저장해둘 수도 있다. 마인드맵이 완료되면 이

를 송출하거나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

루시드차트(Lucidchart) 다이아그램 

다이아그램은 종종 아이디어와 절차를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이지만, 대표적 플로 차트인 마이크로

소프트 비지오(Visio)는 거의 600달러나 될 정도로 

비싸다. 루시드차트(Lucidchart)는 더 싸고 더 간

편한 대안이다. 이 웹 기반 툴을 사용해 간편히 끌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realtimeboard-whiteboard/opfmbdmhambgleempeofcjjhjclimccg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mindmup-free-mind-map-web/dnenaecjcgeppfpaokiifokeieopppej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lucidchart-diagrams-onlin/apboafhkiegglekeafbckfjldecefk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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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놓거나 와이어프레임(wireframes), 조직 차트, 마인드맵 등 수백가지의 

템플릿에서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로기본적인 다이아그램을 만들어 보라. 루시드

차트는 그룹 차트와 댓글 기능으로 실시간 협업도 지원한다. 구글 드라이브와도 

통합되어 최종 다이아그램을 저장, 백업, 공유하기도 쉽다.

구글 설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온라인 

조사 툴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하거나 비싸다. 그 

대안으로 구글의 간편한 설문 툴인 구글 설문지가 

있다. 구글 설문지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조사, 작업 

지도서, 기타 질문들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게 해줘

서 이를 맞춤 조정하고 텍스트만 입력하면 된다. 답

안도 주관식, 객관식, 정도, 등등 옵션이 있다. 양

식이 완성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받거나 웹

사이트에 임베드시킬 수 있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

는 자동적으로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되어 분석이 쉽고, 다른 기기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다.

루시드프레스(Lucidpress) 

전문적으로 보이는 뉴스레터, 브로슈어, 보고

서등을 만드는데 디자인이 필요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스위트(Creative 

Suite)는 이런 작업에 제격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배우기도 쉽지 않다. 루시드프레스(Lucidpress)는 

전통적인 레이아웃 툴을 없애서 누구든 멋진 출간

물과 디지털 문서를 쉽게 만들게 해준다.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를를 간편히 끌어와서 루시드프레

스의 다양한 템플릿에 놓으면 된다. 이 앱에는 실시

간 협업을 위한 채팅과 댓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드롭박스, 플리커(Flickr), 

페이스북과도 통합되어 있다.

컨셉트 인박스(Concept Inbox) 

디자인 확인을 받으려면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문

제, 응답 지연, 막판 변경등을 이겨내야한다. 컨셉

트 인박스(Concept Inbox)는 디자이너가 클라이

언트와 함께 일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google-forms/jhknlonaankphkkbnmjdlpehkinifeeg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lucidpress-layout-and-des/fdiljnnpfniifgbaippdemegmlhoohka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concept-inbox/jjcpmfflpbfpalonjdlbaenhonek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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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협업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힘든 점들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컨셉트 인박스에 본인의 디자인을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방

해 없이 사용자와 클라이언트가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앱은 여러 이미지상의 그래픽 주석달기 기능을 포함한 시각적 커뮤니

케이션 툴을 제공해서 오해를 줄이고 고객의 확인 과정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호조키(Hojoki)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지

만, 이를 중심으로 업무 흐름을 조직하는 것은 어

려울 수 있다. 호조키(Hojoki)는 모든 클라우드 계

정을 비공개 소셜 네트워크로 묶어 사용자와 팀의 

활동을 확인하고 협업을 더 손쉽게 해준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호조키에 연결하면 모든 메타

데이터를 시간순의 스트림으로 통합해준다. 호조

키는 현재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드롭박스, 

에버노트, 박스, 원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

앱(CloudApp), 딜리셔스(Delicious), 기트허브(GitHub), 트렐로(Trello), RSS 

를 지원한다. 사용자와 사용자가 초대한 동료나 클라이언트는 이 스트림된 아이

템에 댓글을 달고 작업을 붙이거나 할당할 수 있다. 이메일과 브라우저를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와 모바일 푸시 알림을 통해 중요한 프로젝트 개발 상황을 놓

치지 않게 해준다.

https://classic.hojok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