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 다양한 작업 및 메모, 
             자료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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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션 소개

   ‘에버노트‘나 ‘네이버 메모‘, ‘구글 킵‘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다양한 기능을 탑

재한 생산성 앱이다. 20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노션은 ‘하나로 

모든 작업을(All in one workplace)’이라는 슬로건처럼 간단한 메모부터, 클리

핑, 프로젝트 관리, 엑셀 및 간단한 코딩 작업, 자료 보관까지 모두 하나의 프로

그램에서 구현 가능하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회원 가입하기(구글이나 애플 아이디, 이메일 사용 가능)



      2   노션 사용처

텍스트 입력, 체크박스, 강조 표시, 하위 페이지 만들기,

제공되는 템플릿 사용 



      3   노션 수업에 활용하기

1) 개인 페이지-오른쪽에서 ‘+’ 페이지 추가를 누르기

2) 아이콘을 사용하여 제목을 입력하고 텍스트 형식으로 글쓰기

3) 아이콘 수정, 커버 추가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 가능



4) 페이지를 추가하여 캘린더 기능을 추가

5)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자료의 수집 정리도 간편하고 임베드 기능으로 보기 

쉽게 정리가 가능



6) 자료 공유가 가능하여 수 업시 필요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페이지 생성

이 쉬움.

7) 그 외 다양한 기능

- plan : 플래너와 저장폴더가 같이 있음. 그 외 다양한 기능 설명

- 정리(칸반보드) 작업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적 도구

  (할일, 진행중, 완료), 시각적 북마크 기능(클릭 후 탭으로 열림)

- 토글기능 : 방대한 내용 저장 후 필요할 때 꺼내 씀. 

- 공유하기 : 원하는 사람에게만(예: 프로젝트 과정 안내)

- 타인의 노트 복제하기 : 잘 꾸며진 타인의 노트를 나의 노트로 복제하여 수정 

관리하기



      4   노션 수업 활용 예시

1) 도구의 활용

- 개인 자료 저장, 파일 등 수집

- 업무관련 내용 정리가 용이하고 공유 가능 

2) 교육적 활용

- 온라인 툴 수업자료 저장, 수업자료 정리 및 공유

- 화면 영상 공유나 패들렛 등 공유가 쉬움.

3) 교과 활용

- 주제 : 세계 시민 윤리 교육

- 관련교과 : 사회

- 활용 방법

  ① 차시별 주제에 선정하기

  ② 학습목표에 알맞은 활동내용 구성하기

  ③ notion의 페이지에 차시별 활동내용 정리하기

  ④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링크 안내하기

  ⑤ 활동내용의 안내를 받고 학습 후 학습 결과 탑재하기

      5   유사한 학습 도구 ‘에버노트’

- 윈도우 구성처럼 폴더 안에 파일을 넣는 형식

- 직관적, 셀 병합 등이 편리함. 간단한 함수 지원하지 않음. 첨부파일 동기화가 

좋음. 

- 템플릿은 보통의 구성이 비슷함.

- 드레그로 파일 첨부, 파일의 화면크기를 조절하기 불편함. 링크만 저장해도 임

베드가 생성되지 않음.

- 인터페이스는 평범함



- 노션과의 차이점

노션은 블록식 구성, 문서파일 안에 문서파일을 만들어 구성, 하이퍼링크식 구

성, 에버노트에 비해 문서 작성이 편리함. 문서간의 연결성, 하이퍼링크식 연결

이 편리함. 공유링크 기능으로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 쉬움. 반면 드레그후 편집 

도구와 같은 셀 기능이 없음. 간단한 함수 지원, 작업목록의 할 일 정리 기능이 

좋음. 블록 이동식 구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 ‘/’를 누른 후 파일을 찾아서 클

릭, 사용성 기능이 편리함. 화면에 나타나는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음. 스크랩처

럼 임베드를 만들어 보기 편함.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깔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