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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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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핸드북의 목적이자, 우리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파일이 어디있는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검색을 하거나 일일이 폴더를 확인해야 하는 상

태. 또는 해당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는 모두 일관된

체계가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리된 파일 체계는 그 자체로 일정 부분 업무를 매뉴얼화하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 짜여진 자료 체계 자체가 초심자가 개별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때문에(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 특히 더 절실합니다. 

첫째, 문서(파일) 정리 기준을 정하고 재정렬해서 파일 체계 전체에 일종의 ‘예측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클라우드와 오피스 기능이 결합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정리, 추가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원하는 파일에 접근하는 경로 수를 단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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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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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문서명)은 기본적으로 작성 날짜, 내용을 함축한 제목, 작성자, 버전을 포함해야 합

니다. 예: 160429_00핸드북_홍길동_v1

• 폴더명(문서함)은 이름만 보고도 어떤 내용의 파일이(문서가) 해당 폴더 안에 있을지 구체

적으로 연상되게 명명해야 합니다.

• 동일한 계층에 있는 폴더들은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면 공유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미비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내부 자료를 아카이빙하기도 어

렵습니다. 

• 현재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라도 시점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파일이 있다면, 주기

적으로 사용하는 파일이 상위 폴더에 포함되는 상위 파일입니다.  

1

2

3

4



기준1 │ 업무성격별

동일한 계층홍보/마케팅 경영지원

동일한 계층
SNS 채널 관리 보도 자료 데이터분석결과 예산지출내역

• 추천│ 비교적 팀원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

거나 업무를 매뉴얼화하기 쉽기 때문에 신입 팀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별 정리 기준이 유용

합니다. 

• 장점│관련 업무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세부 내용

을 모르는 경우에도 해당 폴더 또는 전체 파일 구조 안

에서 쉽게 필요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단점│업무별로 폴더를 생성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면 현재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이 (이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

니다. 이때는 별도의 기준을 새로 세워 과거 자료를 이

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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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 │ 프로젝트별

• 추천│인력이 빈번하게 프리랜싱 형태로 결합하거나

업무가 TF팀 위주로 돌아가며 각 TF팀이 맡은 업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프로젝트별 정리 기준이 유용

합니다

• 장점│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지 전체 그림을 조망하기 쉽습니다. 

• 단점│TF팀 또는 프로젝트마다 업무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었던 정보,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

15년 B 컨설팅 16년 C  컨설팅 16년 D 컨설팅14년 A  컨설팅

컨설팅
계약서

업계 현황 재무 자료인터뷰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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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3 │ 분기/연도별

2016년 2015년

기획 홍보/마케팅 개발경영지원

2016년 2015년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D프로젝트 A

추천 │ 분기/년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업

무의 성격은 비슷해도 발주처나 주제가 다른 경우 년/분

기별 정리 기준이 유용합니다. 

단점 │ 분기/연도별로 정리하는 경우 하위 폴더의 기준

을 업무별 또는 프로젝트별 등의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왼쪽 A는 상위 폴더를 연도별로 하위 폴더를 업

무별로 분류한 예시,  B는 하위 폴더를 프로젝트별로 분류

한 예시)

단점 │분기 또는 그 해에 일어난 모든 업무 결과를 한 폴

더에서 포괄하므로 분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보이지 않

게 모아두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업무를 수행한 시기

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필요한 파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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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연도별 정리 기준은 사업의 중심축이 매년 또는 분기마다 바뀔 때에 유
용합니다, 따라서 분기/연도별 정리법으로 자료 체계가 잡혔다는 것은 곧 사
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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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 자주 사용하는 폴더(문서함) 즐겨찾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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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사용하는 하위 폴더에 별표를 지정하면, 우측 메

뉴바 중요 카테고리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 별표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하는 폴더에 마우스를 대

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별표 추가를 선택하면 됩

니다. (왼쪽 그림은 이미 별표가 추가된 상태이기 때

문에 별표 추가 대신 같은 자리에 별표 삭제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 상위 폴더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폴더에 바로 들

어갈 수 있는 기능으로, 웹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와 그

용도가 같습니다. 

1
2



방법2-1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선택하기

• Gmail, Google drive, Dropbox, facebook 과 같

은 채널들을 연동해 명령문에 따라 파일을 자동으로

추가하고 분류할 수 있는 IFTTT라는 서비스가 있습

니다. 

• IFTTT 는 “if this, then that”의 줄임말로, 먼저 하나

의 채널을 선택하면 다른 채널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

는 수천개의 명령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 IFTTT(https://ifttt.com)에 가입한 후 연동하려는 채

널명을 검색하거나 선택하면 이미 만들어진 명령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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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을 클릭하면 하단의 Connect 버튼이 생성됩

니다.

• Connect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창이 뜨

고,  로그인을 하면 Add 버튼이 생성됩니다. 

• Add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2-1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선택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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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2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만들기

• My Recipe을 클릭한 다음 Create a Recipe 버튼을

누릅니다. 

• Create a Recipe 버튼을 누르면 ifthisthenthat이

큰 글씨로 화면에 뜨고, 이때 this를 클릭한 다음 원

하는 채널을 선택하거나 입력해 찾습니다. 

• 예를 들기 위해 특정 라벨(label)이 붙은 메일의 첨부

파일을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라는 명령

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4

5



-13-

방법2-2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만들기

• this에 Gmail을 선택하고 Connect 버튼을 누릅니

다. 

• Connect 버튼을 누르면 Choose a Trigger 이 하단

에 생성됩니다. 

• 이중에서 자신의 명령문에 맞는 항목을 고릅니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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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2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만들기

• 라벨명 또는 폴더명을 무엇으로 할지 입력한 후

Create Trigger 버튼을 누르면 명령문의 앞단, this

가 완성되었습니다. 

• 그럼 왼쪽 9번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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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2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만들기

• 이제 명령문의 뒷단, that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앞서

this를 설정했던 방법대로 that을 클릭합니다. 

• that을 클릭하면 Choose an Action 이라는 메시지

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명령문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

면 that이 완성되었습니다.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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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2   자동으로 파일 추가하고 분류하기

- IFTTT 사용해 명령문 만들기

• that이 완성되면 Create Action 버튼이 뜨고, 이 버

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My Recipe에서 완성한 명령문을 확인할 수 있고, 상

황에 따라 연동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해 기능을 사

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방법3 │ 부가기능 추가하고 사용하기

• 크롬 웹스토어(Chrome Webstore)에서 원하는

부가기능을 다운받아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할 수

있고, 이를 Google Drive Add on 이라고 합니다.  

• Add-on을 추가하면 드라이브 내에서 업로드한 파

일을 열었을 때 상단의 부가기능 카테고리에서 해

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참조)

• 또는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나오

는 연결앱 항목에서 원하는 부가기능을 선택해 사

용할 수 있습니다. (B 참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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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3 │ 부가기능 추가하고 사용하기

• 몇 가지 Add-on 을 소개합니다. 

– Table of Contents : 문서의 서식과 내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문서 내에서 목차에 따라 이동도 가능합니다. 

– PandaDocs:  리모트 형태로 근무할 때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 사람의 검토나

승인이 필요한 문서라면 누가 확인했고 누가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줍니다. 

– Hidden Folder for Drive, cloud USB :  공유 폴더 안에서 새로 폴더를 생성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 폴더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EasyBid : 연구결과를 인용하거나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다면 EasyBid 로 해결하세요. MLA, APA, Harvard styles 같은 기준을 선택

하시면 자동으로 서식을 맞춰 줍니다. 

– Mail2Drive:  Mail2Drive 를 설치해 메일을 바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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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을 정리하는 데 어떤 기준들이 있고 해당 기준은 어느 상황에 적합한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

인지를 알아보고,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 자동으로 파일을 추가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

길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 의견주실 내용 등은 summer@sopoong.net 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맺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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