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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중 구글 앱스를 초등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구글 앱스는 구글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캘린더, 메일, 문서도구, 사진, 사이트 도구, 유튜브,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 앱스에서는 구글의 동

일한 아이디 하나로 모든 서비스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웹상에서 작업한 내용은 모두 웹에 저장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만 있다면 활용이 가능하다. 그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확산되고 있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들

도 활용하게 된 지금, 구글 앱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서비스를 최적화시켰기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 등도 포함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교육계에 파급력이 상당하리라 생각하며 교육분야에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

입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Cloud, Google

I. 서론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매우 빠른 진화를 거듭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만 봐도 PC, 인터넷, 휴대폰이 없이 생

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와같이 정보기술(IT)은 오늘날 지구촌 인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과 휴대폰에 이어 우리의 일과 생활에 또 한 번 혁명을 불러일으

킬 기술이다(이강윤, 2010).
우리는 흔히 뜬구름처럼 허황된 생각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

지만 실제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구름 너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다는 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IT업계의 거

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디지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박용광, 2009).
현재, 각 국가의 정부들 뿐만 아니라 Google, Amazon, 

Microsoft, Apple 등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속

속 도입하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Google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분야에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초기에 비해 더욱 안정되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3년부터 시범사업정

도로 추진될 전망이라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을 제대로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들 중 

일반 사용자들에게 웹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Google의 cloud system을 초등학교 교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Cloud Computing System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관련된 기능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

는 컴퓨팅 스타일이다. 사용자들은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또는 제어할 줄 몰라도 인터넷으로부

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현한다. 이 

때 구름은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이러

한 복잡한 인프라 구조를 알지 못해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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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SaaS는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

여 단말기에 설치시켜 이용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가상으로 간

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PaaS는 소프트웨어․콘텐츠 개발자 

등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앱 엔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IaaS는 일반인들에게 스토리지나 서버 서비스를 용량 및 사용 시

간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지평 외, 2010).

2. 대표적 Cloud System간 비교

1960년대 미국의 컴퓨터 학자인 존 매카시가 ‘컴퓨팅 환경은 

공공 시설을 쓰는 것과도 같을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래 

2000년에 들어서야 SaaS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가 시작되었다.
아마존의 경우는 IaaS로 제공되는 EC2와 S3, 구글은 PaaS로 

제공되는 AppEngine과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앱스가 주요 비

즈니스 모델이며, 최근 들어 모바일 단말을 겨냥한 Android까지 

확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플랫폼과 라이브 서비스, 
모바일 단말 솔루션으로서의 Win Mo를 역점 항목으로 추진중이

다(민옥기 외, 2008). 
여러 기업들의 대표적 Cloud Computing System을 비교하자

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대표적 Cloud Computing System간 비교
Table 1. Compare among representative Cloud 

Computing Systems

Company Cloud System

Google

●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일정관리, 사무용 프로그램, 

세계지도 등을 웹기반으로 제공

● 콘텐츠 업체를 위한 개발지원 S/W 제공

IBM
● IT 자원(서버, 스토리지 등) 임대 서비스 제공

● 웹기반의 원격회의, 자료공유 등의 협업기능 제공

Amazon

● 온라인 도세 제작업체 등에게 대용량 IT자원을 

빌려주고 비용지불 등의 관리 기능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

Microsoft
●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웹기반 무료 오피스 서비스, 

윈도우 라이브 서비스

Apple
● iCloud 서비스 (컴퓨터-모바일기기간 데이터 분배 및 

백업)

이 중에서도 구글이 대표적으로 일반 사용자를 위한 구글 앱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에 있고,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사용가능

하다. 따라서 구글 앱스를 초등학교 교실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III. 본론

1. Google Cloud Computing System

구글은 스토리지 클라우드 보다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속속 저

장하는 유저 로그 클라우드(User Log Cloud)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구글의 클라우드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인터

넷 사용 내역들이 속속 저장되고 있다. 단순히 저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특정 디바이스에 구글 

로그인을 하는 순간 동일하게 복제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서 설치한 앱이 그렇고, 구글이 제공하는 수십 개의 구글 서비스들

이 그렇다.
구글의 클라우드가 꿈꾸는 것은 구글을 가상 OS삼아서 그 어떤 

기기나 OS에 종속되지 않고 구글에 로그인을 해서 구글 내부의 

서비스뿐 아니라 외부의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다록 만드는 통합

된 플랫폼이다. 그 플랫폼에는 사용자의 모든 경험이 기록되고 그 

경험은 어떤 기기에서나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

자가 삼성 스마트폰, 소니 노트북, 애플 아이패드 그 어떤 것을 사

용하든지 구글만 사용하면 그 경험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다(베
타뉴스, 2011).

2. 초등학교에서의 Google Cloud Computing System 

활용 방안

가. 캘린더

구글 캘린더의 특징은 사용자들끼리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급의 일정을 교사가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공유

하면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 Google Calendar

Fig 1. Google Calendar

나. G메일

G메일로 학생들과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편지함과는 다

른 개념인 Label기능이 있어 손쉽게 편지들을 분류할 수 있다. 또, 
구글에 접속해 있는 친구라면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며 Google 
Lab에서 추가기능들을 입맛에 맞게 골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캘린더나 문서도구같은 것을 메일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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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mail

Fig 2. Gmail

다. 문서 도구

문서 도구로는 온라인에서 워드 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작

업이 가능하다. 저장버튼을 누르는 순간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저

장이 되어 언제어디서나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내 문서를 열

고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협업 기능도 갖추고 있어 다른 사람들

이 보거나 수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모둠원들끼리 같이 숙제를 

해야한다거나, 작성한 문서를 선생님에게 공유해 놓으면 자동으로 

선생님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림 3. Google Docs

Fig 3. Google Docs

라. 사진

요즘 스마트폰이 초등학생에게까지 많이 보급되어 언제어디서

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쉽게 웹에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 사진에서는 2048×2048픽셀 이하의 사진에 대해서

는 용량에 상관없이 웹앨범 10,000개, 한 앨범당 1,000장의 사진

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 정도 양이면 1년동안의 학급앨범은 충분

히 저장할 수 있다. 또, 학생 개개인의 계정에서 업로드한 사진을 

앨범 단위 혹은 사진 단위로 공유할 수 있어 친구들과 사진을 함

께 감상할 수 있다.

그림 4. Google Photo

Fig 4. Google Photo

마. 사이트 도구

사이트 도구는 손쉽게 학급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이다. 
마법사를 따라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어지고, 앞서 소개했

던 캘린더, 문서 도구, 사진 기능을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간단한 설문 조사, 웹페이지에서 슬라이드쇼를 보는 기능들

이 있어 자료 첨부의 형태가 아닌 뷰어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기에 

수업에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5. Google site

Fig 5. Google site

바. Youtube

유튜브는 광활한 온라인 동영상 저장소 및 공유장소이다. 학생

들은 자신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고, 선생님

은 학급 행사 등을 찍어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외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을 가져와 홈페이

지에 링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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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Youtube

Fig 6. Youtube

사. 지도

사회 수업이나 그 외 다양한 지리적 장소를 학습할 때 온라인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여행을 갈 때에도 미리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리뷰를 달 수 있어 다른 친구

들과 사진 및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그림 7. Google maps

Fig 7. Google maps

IV. 결론 및 제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구글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용료도 무료라는 점에

서 볼 때 학교와 학급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온라인 학습시스템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슷한 것들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정보시스템에도 클라우드의 바람이 불

어닥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 수요자가 접하게 되는 소프트웨

어적인 서비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 컴퓨터 안에서만 하던 일들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

워크가 연결된 디바이스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

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친구들과 온라인

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써 구글의 클

라우드 시스템은 지금 나와있는 그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보다 적

합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학습시스템도 

접목된다면 진정한 유비쿼터스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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