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 협력 애플리케이션

구글사이트

공민수 선생님

     1     구글사이트 소개

  구글 사이트는 웹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글도구이다.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고,  따로 저

장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된다.

만들어진 홈페이지 사이트는 데스크톱, 패드,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접속이 가능하다. 구글사이트에서는 구글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와 같은 구글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

고,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 자료를 올릴 때 협업하여 작업이 가능하고, 계속해

서 쌓이는 장점이 있다. 

  학급이나 교사 개인 홈페이지로 사용가능하고, 학생용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학생 동아리 및 교사 공동체의 자료 공유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2   구글 가입하기

① https://accounts.google.com/ 에 접속한다.



② 계정 만들기를 눌러 가입한다. 



      3     구글사이트 사용하기

  (1) 수업 준비하기(구글 사이트 만들기)

  구글 로그인 후 구글 사이트 접속한다. (https://sites.google.com/new)

  구글 사이트의 도구 페이지를 확인한다.



  삽입하기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새 사이트 시작 ‘ + ’ 클릭하기

② 제작 페이지 첫 화면 확인하기

③ 학급 홈페이지 이름, 사이트 이름 입력하기

    - 우리반 홈페이지, 00초등학교 0학년 0반



④ 홈페이지 제목 배경 이미지 선택하기

  - 업로드 → 이미지변경 → 이미지 선택 → 갤러리 → 사진선택

⑤ 삽입 - 텍스트 상자

⑥ 텍스트 입력 및 섹션 배경 선택



⑦ 삽입 - 이미지 - 선택 – 구글이미지 선택

⑧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된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⑨ 삽입 - 웹에서 삽입



⑩ 삽입 - 드라이브

페이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하위 페이지 추가하기

② 하위 페이지 이름 입력하기 (예시: 안내하기, 소개하기)



레이아웃 넣기는 다음과 같다.

① 레이아웃 유형 선택

② 이미지, 유튜브, 캘린더 지도 업로드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 시트 등도 넣을 수 있다.

① 구글도구 선택

② 각 도구에서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업로드



  (2) 수업에 활용하기

학급 홈페이지 제작에 활용한다.

[수업 양식] 수업 개요, 이미지, 교사소개, 자료, 안내사이트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다.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 및 교사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에 활용한다.

[학생포트폴리오 양식] 자기소개, 성과, 강점, 목표, 이메일 주소 적는 칸이 기

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클럽-학생동아리, 교사공동체에 활용할 수 있다.

[클럽 양식] 목적, 성과, 동영상설명, 프레젠테이션 설명란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져 있다.



      4   구글사이트 수업에 활용 방법

  (1) 프로젝트 수업 학생 포트폴리오(자료 정리)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