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5. 프리미엄 화상 회의

구글 미트

https://apps.google.com/intl/ko/intl/ko_ALL/meet/

     1     구글 미트 소개

  별도의 pc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

고 음성 영상 끊김 현상이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에 비해 적은 편이다. 미트 화상 

회의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며, 지속적으로 보안 기술이 업데이트되어 더욱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교사 회원가입(화상회의 개설자)



      2   구글 미트 사용처

온라인 화상 회의 화면 공유

실시간 자막 지원 참여자와 채팅

Gmail, 캘린더, Office 앱과 연동



      3   구글 미트 수업에 활용하기

1) 구글 미트의 특징 알아보기

①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여 화상 회의를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② 구글 일반 계정으로 사용할 경우, 100명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 G Suite 계정은 250명까지 접속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이 참여해도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보안이 강화되어 있음)

④ 구글 드라이브에 녹화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⑤ 크롬과 연동되어 크롬의 특정 탭이나 창을 단위로 공유할 수 있다.

⑥ 화상 회의 링크만 있으면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다. 

⑦ 줌과 같은 소회의실 기능은 있긴 하지만, G Suite Enterprise for 

Education 인 계정만 가능하다. 

⑧ 줌처럼 공유기능이 있다. (발표하기)

☞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는 대부분 Gsuite 계정으로 업그레



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유료 구매해야 하고 학교의 경우 구글에서 

무료로 지원해준다.

2) 구글 미트의 다양한 기능 알아보기

화상회의 만들기

▶ 일반 계정

여기서 핵심은 화상 회의 링크만 만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링크 하나만 

있으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새 회의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같이 

3개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① 나중에 

진행할 회의 만들기: 옆의 복사 버튼

을 누른 후 주소창에 붙여넣으면, 새

로운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 링

크를 받아 놓고 언제든지 그 링크로 

들어가기만 하면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석 회의 시작: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Google 캘린더에서 일정 예약: 

이 옵션을 누르면 구글 캘린더에서 

해당 화상 회의가 포함된 일정을 만

듭니다. 구글 캘린더와 구글 미트가 

연동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손쉽게 

일정에 화상 회의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Gsuite 계정

G Suite 계정으로 들어가면 초록색 

+ 회의 시작 또는 참여 버튼을 누릅

니다. 그럼 사진과 같은 창이 나타나

고 입력 부분에 참여자로서의 닉네임



을 적거나 비워둡니다. 비워두면 계

정에서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화상회의 진행하기 

회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면 ‘지금 

참여하기’ 버튼이나 ‘발표하기’ 버튼 

중 하나를 골라 누르면 됩니다. 

보통은 들어가면 마이크와 카메라가 

모두 켜져 있는데 마이크 모양,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눌러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카메라 

부분의 오른쪽 위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사진과 같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 배경 변경: 카메라를 켰을 때, 

자신의 모습 주변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은 사람 

모양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 옆의 

것은 조금 뿌옇게, 그 옆의 것은 조금 

더 뿌옇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배경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 자막 사용: 화면에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자막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설정: 마이크와 카메라를 어떤 

기기로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기 발표하기

- 내 얼굴이 나오는 화면으로 참여함. 

- 발표 가능 

- 발표 화면 공유를 중단하면 내 얼굴 

화면으로 참여함. 

- 다른 참여자를 볼 수 있음: 다른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보임.

- 다른 참여자가 발표할 수 있음. 

- 내 얼굴이 나오는 화면은 나오지 

않음, 발표화면으로

  참여함. 

- 발표 가능(발표 전용) 

- 발표 화면 공유를 중단해도 내 

얼굴이 보이지 않음. 

- 다른 참여자를 볼 수 없음: 다른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보이지 않음. 

- 다른 참여자가 발표할 수 없음. 

→ 회의 진행 방식에는 지금 참여하기, 발표하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발표하기 

발표하기를 누르면 화면 공유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Chrome 탭, 내 

전체 화면, 애플리케이션 창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Chrome 앱 내 전체화면

특

징

→ 크롬 탭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 발표 중 발표자가 다른 탭으로 이동해도, 

참여자에게는 선택한 탭만 보입니다. 

- 선택한 탭의 크기나 모양이 바뀌면 

참여자에게도 크기나 모양이 바뀌어 

보입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한 탭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재생한 화면을 

공유할 때 버퍼링이 덜합니다. 

기기의 전체 화면을 

보여줍니다. 

- 발표 중 발표자가 다른 

창을 열면 그 화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사

용

팁

- 하나의 탭을 계속 보여주어야 할 때 

편리합니다. 

- 발표 자료를 보여주고,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할 때 좋습니다. 여러 탭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경우 구글 미트에서 발표할 탭을 

다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 휴대폰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편리합니다.

- 여러 탭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경우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 화이트 보드 

구글 잼보드와 연결됩니다. 새 

화이트보드 시작을 누르면 해당 

회의의 url 주소와 날짜를 이름으로 

하는 잼이 만들어집니다. 

드라이브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레이아웃 변경

레이아웃은 네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말하는 참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 형식으로 

보여주다가 타일식으로 보여주기를 

반복합니다. 타일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타일식: 여러 명의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타일 

개수를 아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개부터 49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포트라이트: 말하는 한 명의 

참여자의 얼굴 화면만 보입니다. 

√ 사이드바: 말하는 한 명의 

참여자의 얼굴 화면이 크게 보이고, 

다른 참여자의 얼굴 화면은 

오른쪽에 세로 한 줄로 작게 

보입니다. 

▶ 주최자 컨트롤

주최자 컨트롤 ☛ G Suite 계정만 

가능합니다.



3) 미트의 확장 프로그램

① 자동 출석부 확장 프로그램 

→ 구글 미트 화상회의에서 출석부 아이콘이 생성되고 나의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스프레드시트가 생성된다. (파일 이름 바꾸기 금지) 크롬에 북마크하면 편리하

여기서 주최자는 회의를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 빠른 액세스: 이 기능을 켜면 

초대하지 않은 사용자도 참여 요청 

없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면 초대하지 않은 

사용자는 참여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참여자 화면 공유: 이 기능을 

켜면 참여자도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면, 

주최자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채팅 메시지 보내기: 이 기능을 

켜면 모든 참여자가 채팅창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능을 

끄면, 주최자만 채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

  A.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에 탭으로 자동 생성

  B. 지난 시간 출석부(셀)은 자동으로 숨기기 기능

  C. 출석은 초록색 Y, 결석은 빨간색 N으로 자동 생성

  D. 입장 시간 자동 생성

  E. 퇴장 시간 자동 생성

  F. 참여 횟수 자동생성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G. 참여 시간 자동 생성

② 브레이크아웃 룸스를 이용한 모둠방 만들기 

→ 구글미트에서는 모둠활동을 시키려면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이때 브레이크 

아웃룸스라는 확장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더 편하게 모둠활동이 가능하다. 구글 

미트에서 모둠활동은 zoom 과 달리 모든 회의실 활동을 교사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잘 활용하면 더 의미 있는 모둠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4   구글 미트 수업 활용 예시

1) 국어 교과 온라인 토론하기

교과 국어 (5-2)

주제 
7. 타당성을 생각하며 함께 토론해요. 

도서 함께 읽고 신호등 토론하기 

활동 

1

야쿠바와 사자: 용기 도서 함께 읽기 (줌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함께 

읽기) 

활동 

2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 

→ 주석작성 기능을 활용하며 학습자들이 해당하는 의견에 대한 근거

를 직접 화면에 작성하며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평소 토론 활

동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 

  

활동 

3

신호등 토론하기 

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신호등 색깔로 표현한다. 주석작성 기능을 

하여 반대, 중간, 찬성 중 해당하는 입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1차 결

정에 대한 근거를 돌아가며 들어보고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 2차 결

정을 하도록 한다. 입장이 바뀐 학생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어본다.  



      5   줌과 구글 미트 비교

1) 지원 플랫폼

구글 미트와 줌 모두 안드로이드와 ios를 지원한다. 따라서 어떤 휴대폰에서도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만 설치되어 있다면 두 가지 플랫폼을 모두 사용 가능하

다. 구글 미트의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어디서나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

속 가능하고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원클릭으로 접속할 수 있다. 설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업데이트’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화면을 보거나 제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접속을 못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줌의 경우 브라우저 접속으로는 미팅 주최가 

불가능하다. 단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미팅에 참여는 할 수 있다. 줌에서 회의 

주최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야 하는 미트와는 다른 번거로움이 있다. 

2) 참석자 수 제한

구글 미트와 줌의 경우 무료 버전은 모두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미트의 경

우 지스윗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25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요금을 결제하게 

되면 줌은 최대 1000명까지 참석 가능하나, 구글 미트에 비해 영상 끊김이 자주 

일어난다. 

3) 회의 시간 제한

줌의 경우에는 무료 버전은 40분의 회의시간 제한이 있다. 따라서 40분 후에는 

미팅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40분을 진행할 수 

있다. (무제한 반복 가능하다.) 구글미트는 회의 시간 제한이 없다.

4) 보안

줌은 보안 문제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보안 패치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구글 

미트의 경우 구글 Gsuite의 일부로, 지메일, 구글캘린더 등 패키지와 함께 최고 

수준의 암호화를 지원한다. 구글의 Gsuite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B2B 유료 제품

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보안에 까다로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안 측면에서는 줌보다 구글 미트가 우위

에 있다. 

5) 화면 공유

구글미트와 줌 모두 뛰어난 수준의 화면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회의 주최자뿐

만 아니라 참석자들도 누구나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6) 화면 녹화

줌의 경우 비디오는 MP4로, 오디오는 M4A로 녹화가 가능하며 파일은 로컬에 

저장할 수 있다. 구글 미트의 경우 무료 버전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 유료 

Gsuite 버전이나 교육용 버전의 경우 구글 드라이브에 녹화 파일이 저장된다. 

녹화 기록의 기능 측면에서는 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