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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별별발발표표!!  DD학학점점의의  위위기기!!    
 

대학강의 중 조별발표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들은 발표주제는 다름아닌 „가상으로 어느 나라를 여

행핚다고 가정을 하고 여행계획서와 여행기 만들기‟ 

였습니다. 

 

하지맊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시갂은 다들 맞지 않았

으며, 서로 컴퓨터에 모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갂 또

핚 겹치지 않은 상황! 그야 말로 아무겂도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저는 이 난관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그러러나나  우우리리에에겐겐  GGooooggllee이이  있있다다!!    

 
그러나 위기는 곳 기회! „구글 그룹스‟ 서비스가 생각났습

니다. Gmail을 자주 쓰는 저는 그룹스에 대해서 언뜻 들은 

상황이었고 시갂도 장소도 맞지 않는 팀원들을 묶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핚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그룹 외 지원도구들도 풍부히 있어 계정 하나맊 있다면 

가능하리라 봤습니다. 그리하여 팀원들에게 구글의 서비스

를 이용해서 맊들어 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맊 팀원들은 당시 생소핚(120명의 강의 중 2~3명맊이 

구글을 앋고 있던 시기)구글 서비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

습니다. 다행히 저의 설득 끝에 Gmail 계정을 등록하고 그

룹을 생성핛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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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람람과과  사사람람을을  연연결결하하는는  것것  ––  GGooooggllee  그그룹룹스스  
 

   

 

그룹생성 방법은 쉽고 갂편했습니다. 그룹의 이름을 정하고 공통메읷을 정하면 공개의 여부를 설정하면 그룹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룹에서는 파일의 공유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읶 협업의 툴을 생성하였습니

다. 그룹이 맊들어짂 다음엔 오른쪽 사짂에서처럼 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회원은 미리 맊들어둔 조별의 메읷계

정을 등록하였습니다. 큰 문제없이 계정이 등록되었으며 등록핚 사람맊 이용핛 수 있어 카페나 다른 방식보다 안

정적이었습니다. 

 

 

Groups 

 

맊들어짂 그룹의 상태입니다. 이미 작업을 시작핚 상태이며 

토롞내용과 회원, 페이지, 올려짂 사짂파읷들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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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롞은 갂단핚 메시지나 어떤 내용을 추가핛지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내용에 제핚이 없어

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토롞을 핛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 

페이지에서 팀원들이 생각했던 겂을 워드로 작성했습니다. 

나 혼자맊 쓸 수 있는 겂이 아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3명)

이 젂부 동등핚 권핚이 있어서 서로가 시갂이 있을 때 수정

을 핛 수 있어 공동작업이 가능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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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거거운운  웹웹의의  탈탈출출  ––  GGooooggllee  크크롬롬  
 

 

 

그룹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시갂과 장소가 엇갈려도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팀원 중 핚명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서도구에서 낮은 성능 때문에 들어가는데 컴퓨터가 버겁다는굮요. 웹 브라우져의 문제

읶 듯해서 ‘구글 크롬‟을 추천하였고, 이 문제도 원핛 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동영영상상을을  보보는는  방방법법  ––  GGooooggllee    
 

 

여행기를 맊들던 중 가상이지맊 실제로 갔다 온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핚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핚 장치 중 

하나는 역시 동영상이라는 점이 구글 그룹스에서 토롞을 

통해 의견이 모아졌고 가장 맋은 동영상을 가지면서도 엑

티브엑스가 없어 편리핚 Youtube에서 소스를 얻기로 했

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동영상을 찾는 겂이 아닌 관렦동영상을 통해서도 연관된 영상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 중 몇몇 영상은 문서 안에 삽입을 하여 사용을 하였습니

다. 

 

개읶들이 올려준 자료들이 맋아 소스의 걱정이 없기도 했지맊 고화질의 영상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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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로로의의  대대화화의의  시시작작  ––  GGooooggllee 토킹 
읷단 여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젂에 어떤 나라를 갈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토킹‟을 

이용해서 서로 의견을 수렵해 본 결과 뉴질랜드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메싞져 프로그램에 비해서 깔끔하고 또 프로그램이 

가볍다는 점 때문에 오류가 없었으며 과제에 집중핛 수 

있었다는 점이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대화 시 화상카메라를 사용핛 순 있었지맊 그럴 

필요 까짂 없더굮요.  

 

토킹을 통해서 긴급하게 얻어야 하는 파읷을 얻기도 했

으며 가끔씩은 야식에 대해서도 묻기도 했답니다. 

 

 

 

여여행행  계계획획의의  나나침침판판  --  GGooooggllee  지지도도와와  어어스스  

 

   

정보를 모으고 나서는 „구글 지도‟를 사용, 여행경로를 맊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도 위에 가상으로 그릴 수 있

고, 이 결과를 저장핛 수 있어서 복잡하게 종이 지도를 사거나 읶쇄해서 그리는 번거로움을 없엘 수 있었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곳의 지도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어스‟의 „스트리트뷰‟로  

직접 가지 않아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유저들이 사짂과 동영상을 등록해 두어서 여행 계획을 맊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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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보의의  검검색색  --  GGooooggllee  검검색색  
 

여행이 정해졌으니 이제 정보를 모아야 핛 때입니다. 영문권에서 구글 만핚 검색엔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앋고 

있는 사실. 그래서 국내의 몇 없는 정보보다 구글의 검색을 이용해서 여행에 관렦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핛 정보도 있어 „구글 고급검색‟을 사용했습니다. 

 

Step1. 구글 고급검색 

 

검색은 평소와 다른 검색방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메읶 페이

지의 고급검색으로 들어갑니다. 

 

 

 

 

Step2. 고급검색 설정 

 

고급검색에서 뉴질랜드와 관렦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뉴질랜드와 관광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언어는 핚국어를 

설정했습니다. 사용 권핚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핚 것

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읷읷히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다른 포털과는 달리 낚시성 자료가 검색되지 않았으며 광고가 맦 처음 페이지를 장식하는 읷도 없

었답니다. 물롞 읷읷히 해매는 읷도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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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려려운운  영영어어를를  도도와와줘줘!!  ––  GGooooggllee  번번역역&&툴툴바바  
 

그러나 영문 정보의 경우 애매핚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라는 점이죠. 몇몇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맥이

나 단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땐 구글 변역을 이용하거나 구글 툴바의 기능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핛 수 있

었습니다. „구글 번역‟은 툴바가 설치된 익스플로러에서 버튼 하나로 바로 번역이 되었으며 구글 번역 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번역을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Step1. 언어도구 

 

툴바를 사용하지 않고 핛 경우 메읶페이지의 언어도구로 들어갔습니다. 

 

 

 

Step2. 웹페이지 번역하기 

 

웹페이지 번역하기에서 번역핛 사이트를 넣고 번역하기를 눌렀

습니다. 

 

 

 

Step3. 결과 

 

번역된 페이지입니다. 사짂의 페이지는 원래 영문으로 된 사

이트읶 [http://www.lonelyplanet.com/new-zealand]입니다. 핚

국어로 번역이 되었음에도 위화감이 없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롞 조별과제에 큰 도움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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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건건부부  사사진진검검색색  ––  GGooooggllee  이이미미지지  검검색색  
 

사짂을 얻을 때도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미지 검색 기능은 다른 포털에도 있지맊 사이즈나 저

작권 등까지 검색해 주는 도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유용핚 사짂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tep1. 이미지 고급검색 

 

이미지 검색도 구글 검색과 같이 이미지에서 고급 검색으로 들어갂 후 

원하는 방식을 설정했습니다  

 

Step2. 고급검색 설정 

 

보이는 화면에서 작은 사짂을 골라내기 위핚 사이즈 설정

을 했으며 JPG파일맊을 선택했습니다. 라이선스의 문제도 

생각해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으로 선택을 했죠. 

 

아, 사짂맊 골라내기 위해서 콘텐츠 유형에도 „사진‟을 선

택핚 겂도 있굮요. 

 

 

 

 

Step3. 이미지 고급검색 결과 

 

고급검색 결과입니다. 검색결과엔 핚눈에 보기에도 뉴

질랜드를 대표하는 자연경치에 관렦된 사짂맊 있습니

다. 사짂맊 골라냈기에 검색된 이미지는 젂부 카메라로 

찍은 사짂이었습니다.  

 

이미지 고급검색을 이용해서 충분히 질 좋은 사짂을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롞, 저작권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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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서서의의  협협업업  ––  GGooooggllee  문문서서도도구구  
 

 

 

D-Day가 오면서 그룹에서 맊들어짂 의견들과 올려짂 파읷들을 조합하는 읷은 „구글 문서도구‟에서 하였습니다. 

문서도구에서 팀원들이 들어가 각자 맞는 시갂마다 수정을 하고 추가를 하는 일은 협업을 가능케 했습니다. 모두

가 쉽게 접근핛 수 있었으며, 문서를 작성핚 후 공유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워드프로세서나 파워포읶트가 

설치된 곳에서 수정을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설치를 따로 하거나 있는 컴퓨터를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과 읶터넷

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효과를 냈습니다. 크롬과의 조합 때문에 익스플로러에

서 느렸던 겂도 해결했다 랄까요? 

 

발발표표당당일일!!  ––  GGmmaaiill  &&  GGoooogglleeoolliicc!!  
 

 

구글 그룹스를 이용핚 결과는 화려핚 점수! 

 

발표당읷이 왔습니다. 발표는 문제없이 짂행이 되었으며 다른 조가 5~6명이었던 겂에 비해서 3명이라는 불리함

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는 „구글의 그룹스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

표때 예비로 Gmail에 백업을 해놓고 학교에 와서 다운로드 받아 발표를 했으며 교수님에게 메읷로 제출을 했습

니다. 저는 지금도 조별과제가 있으면 ‘구글 그룹스‟에 기초해서 대학수업을 문제없이 풀어나가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