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glide app 시작하기 

Part 01에서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면서 

glide 앱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을 살펴 본다. 

이 내용은 “도서출판 가메”에서 glide 앱 
개발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을 위해 무료로 배
포하는 내용입니다.  
glide 앱 개발 도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2021년 3월 11일 기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도서출판 가메”에 있으며, 내용에 
대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 내용의 상업적 이
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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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코드 no code 앱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노코드 no code는 코드 없이 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없이도 앱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코드no code 앱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도구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앱 개발 

도구인 glide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glide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빌더이다. 앱의 모습을 결정하는 레이아웃 layout은 어느 정도 제한

이 있지만, 쉽고 빠른 앱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그림은 glide 앱 개발 기능을 제공해주는 “https://www.glideapps.com/”의 초기화면이다. 

glide 앱은 

▵ https://www.glideapps.com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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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ideapps.com의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glide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Google SpreadSheet와 연결하여 5분 이내 앱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glide 앱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앱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glide 앱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 많지 않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 

glide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개발된 앱을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와 크롬 Chrome 웹브라우저

▶ 결과를 보기 위한 스마트폰(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가능)

▶ 구글 서비스(시트와 glide 앱) 이용을 위한 구글 아이디

구글 시트 Google Sheet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Google SpreadSheet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마이크

로소프트 엑셀 Excel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이다.  

glide 앱 개발을 위한 준비 

구글 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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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는 펼쳐진 종이에 표 형식으로 행과 열을 구분하여 각각의 칸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

를 저장하는 하나의 칸을 셀 cell이라 하고, 세로 방향의 셀 집합을 열 column, 가로 방향의 셀 집합을 행 
row이라고 한다. 

구글 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Excel과 마찬가지로 행 row과 열 column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행에는 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각 열에는 영문자를 붙여 관리한다. 따라서 열을 나타내는 영문자와 행을 

구분하는 숫자를 합성하여 하나의 셀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glide 앱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글 시트와 함께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glide 앱을 만들 때 구

글 시트 파일을 지정해야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글 시트 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glide 앱 개

발도 시작할 수 있다. 

구글 시트 파일을 만들려면,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구글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최근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보급으로 구글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

문이다. 아이폰 사용자 또한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는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그리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되어 있으면 시트 파일을 만들고 

glide 앱을 개발하기도 편리하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구글에서는 해당 아이디를 갖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영역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제공한다. 아이디 마다 약 15G 정도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 영역에  

glide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담는 시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되어 있을 때,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크롬 웹브라우저의 다음 그림과 같이 주소 입력 창에 “sheet.new”를 입

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새 문서(“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로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열린다. 

구글 시트 파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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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크롬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 창에 “https://drive.google.com”을 입력하여 구글 드라이

브에 연결하면 여러 가지 형식의 새 문서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글 드라이브 화면의 윗 부분 왼쪽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단축 메뉴가 표시된다. 단축 메뉴에서 [Google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하고 이어서 표시되는 다음 단

계의 메뉴에서 [빈 스프레드시트] 메뉴를 선택하면 새 문서(“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로 스프레드시트 파

일이 열린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동 로그인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바

로 해당 기능으로 이동하고,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로그인 과정에 대한 별

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 “sheet.new” 주소 입력으로 스프레드시트 파일 만들기

▵ 제목 없는 스프레드 시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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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서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이름부터 변경해 두어야 한다. 

작성하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의 이름 제목 없는 스

프레드시트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 관리와 glide 앱에서 해당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화면에서 왼쪽 윗부분에 있는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 현재 시트 파일의 이름이다. 이 곳

을 클릭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이름을 “MyProfile”로 변경한다.

▵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 파일 만들기

▵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이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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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의 화면 아랫부분을 보면 “시트1”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하

나 이상의 시트로 구성된다. 지금은 “시트1” 이름을 갖는 하나의 시트로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 시트 이름(“시트1”)을 더블클릭하면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시트 이름 오른쪽에 있는                        

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단축 메뉴가 표시된다. 표시된 단축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

하면 시트 이름을 더블클릭했을 때와 같이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시트의 이름은 시트 파일의 이름

과 같이 “MyProfile”로 변경하기로 한다. 

이제 시트의 셀 cell에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이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각 열의 1행에는 열의 제목을 입력

하고, 2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예로 간단한 개인의 프로필 정보를 입력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

식이 된다. 

열
A B C D

행
1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아바타이미지

2 홍길동 glideuser01@kame.co.kr 010-8888-9999

위의 표를 보면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같은 행, 같은 열에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다. “아바타이미지” 

열에는 아직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 “아바타이미지” 열에는 그림 파일을 입력해야 한다. 

스프레드시트의 셀에 그림 파일을 입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셀에 그림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뒤에 이미지의 URL 파일 링크을 

복사해서 셀에 입력하는 방법이다. glide 앱에서는 그림 파일의 URL 파일 링크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구성하는 시트의 이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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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화면 윗부분에 있는 메뉴에

서 [삽입]-[이미지]-[셀 내 이미지] 메뉴를 

선택한다. 

이미지 삽입을 위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팝업 창이 열린다.  파일 탐색기에서 입력하는 이

미지 파일을 드래그하여 팝업 창에 놓거나, 팝업 창에서 [탐색]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

는 창이 열린다.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선택 창을 닫으면 선택한 파일이 업로드

된다.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팝업 창은 자동으

로 닫힌다. 

셀 내 이미지를 직접 넣은 방법은 참고로만 알고 있기를 바란다. glide 앱에서는 이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앱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셀에 이미지를 입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파일의 URL 파일 링크을 얻어 셀에 입력하는 방법이다. 구글 드

라이브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뒤에 이미지 파일의 링크 link를 복사해서 시트의 셀에 붙여넣기로 입

력한다.

크롬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 입력 창에 “https://drive.google.com”을 입력하면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과 폴더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서 업로드하려는 

▵ 셀 내 이미지 삽입을 위한 파일 업로드 팝업 창

▵ 셀 내 이미지 삽입을 위한 메뉴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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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드래그하여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 놓으면 업로드된다. 

사용하려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뒤에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표시되는 단축 메뉴에서 [링크 생성] 메뉴를 선택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팝업 창이 표시되면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의 URL을 

복사한 뒤에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닫는다. 

다음 단계로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복사한 이미지 파일의 URL 링크을 입력할 셀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할 위치를 선택한다. 선택한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표시되는 단축 메뉴에서 [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한다. 

▵ 파일 링크 생성 메뉴

▵ 파일 링크 보기와 링크 복사

개인정보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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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의 링크를 복사해서 셀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URL을 

입력했다.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저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가 준비 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glide 앱을 만들 차례이다. 

glide 앱을 개발하려면 먼저 glide 사이트에 자신의 구글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크롬 웹브라우

저의 주소 입력 창에 “https://www.glideapps.com”을 입력하여 glide 사이트로 이동하여 오른쪽 윗부

분에서 [로그인] 또는 [가입하기]를 클릭한다. 

glide 사이트에 등록하기

▵ 복사한 링크 셀에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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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같은 glide 사이트 등록 안내 화면에서 “Sign up with Google”을 클릭하여 등록을 시작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로그인 또는 계정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거나 계정을 선택한다. 

▵ https://www.glideapps.com 초기 화면

▵ glide 사이트 등록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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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입력 또는 선택한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사용하는 계

정에 대한 본인 인증이 이미 되어 있다면 본인 인증 과정은 생략된다. 

본인 인증 과정은 구글 계정을 등록할 때 입력된 전화번호로 인증 코드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게 

된다.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여 인증 코드를 화면에서 입력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보안 메시지 창

에서 [허용]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본인 인증 과정은 마무리된다. 

▵ glide 사이트 등록을 위한 구글 계정 입력 또는 계정 선택 

▵ 구글 계정 사용에 대한 보안 메시지 창

...   

개인정보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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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 사이트에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glide 앱 목록 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화면의 윗부

분인 Apps 영역에는 사용자가 개발한 앱 목록이 표시되고, 아랫부분인 Templates 영역에는 앱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형식의 예제 앱 목록이 표시된다. 

새로운 glide 앱을 만들려면, glide 앱 목록 관리 화면에서  [New App] 메뉴 버튼 또는 그 위의      아이

콘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앱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Select a source 창이 표시된

glide 앱으로 
             ‘내 명함’ 만들기

▵ glide 사이트의 내 앱 목록 관리 화면 

사용자 개발 앱 목록 영역

예제 앱 목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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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의 glide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만을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초부터 앱의 효율

성을 위하여 glide 내부에 시트와 같은 구조의 테이블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선택의 폭을 넓혔

다. 먼저 앞서 생성해 두었던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Google Sheets]를 선택하고 창의 아

래에서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데이터 소스로 Google Sheets를 선택하고 계속 진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선택하

도록 Select a file 창이 열린다. 앞서 만들어 두었던 스프레드시트 파일인 “MyProfile” 파일을 선택하고 

[Select] 버튼을 클릭한다. 

▵ 새 앱 생성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파일 선택(Select a file) 팝업 창 

▵ 앱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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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데이터 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앱이 생

성된다. 다음 그림은 자동으로 생성된 기본 앱의 모습이다.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디자인(앱

의 레이아웃 스타일)과 데이터 설정을 변경해야할 것이다. 앱의 레이아웃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과 데이터 

설정 변경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한다.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하면서 이메일주소의 경우 이메일 아이콘 을 함께 표시한다.  아이콘

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보내는 앱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아바타이미지의 경우 그림을 나타내지 못하고 시

트에 입력된 URL을 텍스트 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앱의 한계로 대부분을 변경해야 

한다.  

▵ glide 앱 개발화면과 자동으로 생성된 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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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 앱 개발 화면의 
              구성 살펴보기

▵ glide 앱 개발 화면의 구성

1

2

3

4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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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역은 다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 TABS: 앱을 구성하는 기본 화면을 탭 TAB이라 한다. glide 앱은 최소 1개의 탭으로 구성된다. 탭

을 추가하여 하나 이상의 탭으로 앱을 구성할 수 있다. 오른쪽의 ‘+’ 기호를 클릭하면 탭을 추가할 

수 있다. 모든 탭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트가 연결되어야 한다. 시트의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 탭으로 시트 이름과 같은 ‘MyProfile’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at’ 탭과 ‘Shopping Cart’ 탭이 있지만, 앱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탭 목록에

서 오른쪽 아이콘        이 탭이 안 보이는 상태이고, 클릭하면 아이콘이      으로 변경되어 탭이 보

이는 상태가 된다. 

 앱을 구성하는 탭이 하나 일 때를 제외하고 탭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앱을 구성하는 모든 탭의 목록

을 앱 화면 아래에 탭을 대표하는 아이콘만 또는 탭의 이름과 함께 표시된다. 

 2 MENU: 앱을 구성하는 탭이 많을 때는 앱 화면 아래에 탭 목록을 나타내기위한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일부 탭을 메뉴 MENU 영역으로 옮길 수 있다. 위의 탭 목록 영역에서 옮기려는 탭

을 마우스로 끌어 메뉴 영역에 놓으면 된다. 앱 메뉴가 만들어지면 앱의 윗부분 왼쪽에 메뉴 아이

콘       이 표시된다.

 3 SCREEN: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목록을 나타낸다. 예에서는 3개의 구성 요소를 사용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앱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컴포넌트 Component라 한다.

 4 DATA: 앱 화면에서 표시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2 영역은 다시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Data Edit 데이터 편집 기능으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앱 개발 화면 전체가 앱에 연결

된 데이터를 보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편집기가 된다. 

  Preview 화면 미리보기 기능으로 메뉴 아이콘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4가지 미리보

기 종류가 제시된다. 개발하려는 기기에 맞추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Settings 환경설정 기능으로 앱의 전반적인 환경을 설정한다. 앱의 색상, 테마 등을 설

정할 수 있다. 

   3 영역은 Preview 미리보기에서 선택한 종류에 따라 앱의 모습을 나타낸다. 

   4 영역은 앱에서 사용하는 탭과 탭에 연결된 시트 정보 그리고 앱의 스타일 STYLE을 제시된 8가지 중

에서 선택하여 설정한다. 또한 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Visibility 설정과 데이터 필터 Filter 기능

스마트폰으로 세로보기•탭으로 가로보기

안드로이드로 보기•iOS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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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Visibility는 상황에 따라 구성 요소를 앱 화면에서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설정하는 기

능이다. 필터는 앱 화면에 모든 데이터를 나타내지 않고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기능이다. 

   5 영역은 왼쪽이 Undo, 오른쪽이 Redo 기능이다. 직전에 앱에 반영했던 내용을 취소할 때는 Undo를 

선택하고, 취소했던 내용을 다시 실행할 때는 Redo를 선택한다. 

   6 영역은 왼쪽에 Play Mode, 오른쪽이 Select Mode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Play Mode에서 앱을 개

발한다. 앱 화면을 구성하는 특정 구성요소를 선택할 때 Select Mode를 선택한 뒤에 앱 화면의 특

정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glide 앱 개발 화면을 구성하는 각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앱 화면의 모습

을 결정하는 8가지 스타일 STYLE을 선택했을 때 앱의 모습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면서 각각의 스

타일 STYLE을 비교해 보면서 앱을 개발할 때 개발하는 앱에 적절한 앱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glide 앱 개발 화면 구성의 오른쪽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glide 앱 스타일은 오른쪽 그림과 같

은 8가지 이다. 

현재 앱에 적용해 보면서 8가지 스타일을 확인해 

본다. 

앱 스타일 비교해 보기 

▵ 8가지 gllide 앱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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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스타일로 List 스타일을 선택하면 glide 앱 개발 화면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List 스타일을 선택하면,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 영역에서 SCREEN의 내용이 다음 그림과 같이 변경된다. 

SCREEN 영역은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목록을 나타낸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예로 사용하는 앱

에서는 Inline List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앱 화면에서       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면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목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List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컴포넌트) 목록
◃ 상세 정보 화면에서 앱 화면을 구

    성하는 구성 요소(컴포넌트) 목록

클릭 

▵ List 스타일의 상세 정보 화면: Details 스타일▵ List 스타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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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관심을 두고 보아야할 것이 있다. List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SCREEN 영역의 오른쪽 윗

부분에서는 가 되어 비활성화되어 있고, 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는 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차이점은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없는 것과 컴포넌트

를 추가할 수 있는 차이점이다. 결과적으로 List 스타일 STYLE을 선택하면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없고, 상

세 정보 화면인 Details 스타일 STYLE일때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다. 

상세 정보를 나타내는 앱 화면의 윗부분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면 이전 앱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처음 앱 화면으로 돌아와 두 번째 스타일인 Tiles 스타일을 선택해 보자. 

Tiles 스타일을 선택하면 앱 화면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 Tiles 스타일

앱 화면을 구성

하는 하나의 Tile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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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에 데이터를 나타내는 영역이 하나의 타일 tile이다. Tiles 스타일에서는 타일을 클릭할 때 해당 데

이터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Tiles 스타일 또한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 영역에서 SCREEN 영역에는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

소인 컴포넌트로 Inline List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Inline List 컴포넌트를 확인하고 가보자.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 영역의 내용 중 SCREEN 영

역에 표시된 를 클릭한다. glide 앱 개발 화면 오른쪽 영역의 내용이 다음 그림과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line List 컴포넌트의 설정 내용이 많아 좌우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Inline List 컴포

넌트는 내부에서 

다시 스타일을 정

의한다. Tiles로 

설정된 것이다. 

Inline List 컴포

넌트에서 나타내

는 데이터 항목으

로 Image 항목에 

“이메일주소”가 

설정되어 있다. 

설정을 바꾸어야 

한다. 

▵ Inline List 컴포넌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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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ine list 컴포넌트 설정 화면에서 glide 앱 개발 화면의 빈 영역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스타일인 Calendar 스타일을 선택해 보자. 

Calendar 스타일을 선택하면 앱 화면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Calendar 스타일은 데이터에 날짜와 시간을 포함할 때, 날짜 순서에 따라 목록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

하거나 달력 형식으로 데이티를 표시한다. 달력형 또는 목록형에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

한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예에서는 ‘전화번호’ 데이

터를 날짜로 여기고 앱 화면에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하면 앱 화면

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 Calendar 스타일(목록형) ▵ Calendar 스타일(달형형)

클릭 →→ 달력형으로 클릭 →→ 목록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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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례로 Map 스타일을 선택해 보자. Map 스타일을 선택하면 앱 화면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Map 스타일은 데이터 포함된 주소를 이용하여 목록형으로 또는 지도형형에서 구글 지도 Google Map 위

에 위치를 표시한다. 목록형에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고, 지도형에서는 표시된 

위치를 클릭하면 지도 아래에 요약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요약 데이터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상세 정

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Map 스타일을 사용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glide 앱에서 한글로 입력된 주소 데이터는 인식하지 못한

다. 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주소 데이터가 없지만, 이름인 ‘홍길동’을 주소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 영문 주소를 인식하는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변

경해 보자. ‘이름’ 칼럼의 데이터를 ‘seoul’ 또는 자신이 있는 위치의 도시 명을 영문으로 변경해 보자.

▵ Map 스타일(목록형) ▵ Map 스타일(지도형)

클릭 →→  지도형으로

클릭 →→  목록형으로

클릭 →→ 지도위에 

현재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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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 앱 개발 화면 윗쪽에 있는 데이터 편집기 Data Editor  아이콘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데이터 편집기가 나타나면 ‘이름’ 칼럼의 ‘홍길동’ 데이터를 더블클릭하여 ‘seoul’로 수정한다. 

데이터를 변경하고, glide 앱 개발 화면 윗쪽에 있는 레이아웃 Layout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지도를 볼수 있게 된다. 지도 위에 표시된 위치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입력된 주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데이터는 원래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 

▵ 데이터 편집기에서 항목 변경 전 

▵ 데이터 편집기에서 항목 변경 후

▵ 변경된 주소의 위치 확인 

변경된 주소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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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편집기 Data Editor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데이터 편집기에서 수정된 데이터는 

앱에 연결된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도 함께 수정된다. 데이터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스프레드

시트 파일에도 입력된다. 하지만, 데이터 편집기에서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반영

되는 것은 아니다. glide 앱 내부에서 이용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반영되지 않는 데

이터도 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Checklist 스타일을 확인해 본다. 스타일 목록에서 Checklist 스타일을 선택하면 앱

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Checklist 스타일은 앱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로부터 True/False 또는 완료/미완료 여부를 확인할 때 사

용할 수 있는 앱 화면 스타일이다. 지금은 체크 상자를 체크하지 않기를 바란다. 엉뚱한 칼럼이 설정되어 

▵ Checklist 스타일

Checklist 스타일에

서는 데이터 앞에 체크 

상자가 표시된다.  체크 

상자를 클릭하면 True/

False의 값이 지정된 칼

럼에 저장된다.  

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상

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세 정

보 화면의 기본 스

타일은 Details 스

타일이다. 

▵ Checklist 스타일의 상세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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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다. 앱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
릭하면 , 앞서 보았던 List 스타일에서 처럼 해당 데이터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을 때 상세 정보 화면의 기본 스타일은 Details 스타일이다. 

다음으로 Cards 스타일을 확인해 본다. 스타일 목록에서 Cards 스타일을 선택하면 앱 화면의 모습은 다

음 그림과 같다. 

앱 화면에 데이터를 나타내는 영역이 하나의 카드 card이다. Cards 스타일에서는 카드를 클릭할 때 해당 

데이터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 Cards 스타일

앱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Card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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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s 스타일 또한 glide 앱 개발 화면 왼쪽 영역의 SCREEN 영역에는 앱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컴포넌트로 Inline List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스타일로 Swipe 스타일을 선택하면 glide 앱 개발 화면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Swipe 스타일은 앱 

화면 전체를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면 Cards 스타일과 같다. Cards 스타일은 앱 화면에 하나 이상의 카드

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Swipe 스타일은 앱 화면에 하나의 카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Cards 스타일과 다른 점을 좀더 확인해 보면,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에 표시되는 SCREEN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앱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Inline list를 사용하면서, 그 아래에 CARD 영역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CARD 영역에는 Swipe 스타일에서 하나의 카드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목록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Swipe 스타일에서 하나의 카드는 세 가지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나

▵ Swipe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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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는 것이다.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추가 또는 삭제하여 Swipe 스타일에서 나타내는 카드

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Swipe 스타일에서는 별도의 상세 정보 화면은 없다. 

여덟 번째 스타일로 Details 스타일을 확인해 보자. 스타일 목록에서 Details 스타일을 선택하면 앱 화면

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다. 

▵ Swipe 스타일에서 SCREEN 영역 정보

Swope 스타일에

서 앱 화면을 구성하

는 컴포넌트 목록

▵ Details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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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스타일은 지금까지 많이 보았던 스타일이다. 대부분의 스타일에서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상세 정보 화면의 스타일은 Details 스타일로 설정되어 있었다. 

다른 스타일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개발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이다. Details 스타일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지는 모두 개발자의 몫이다. 반면 대부

분의 다른 스타일은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나타내는 모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glide 앱 개발 도구에서 제공하는 8가지 앱 화면 스타일을 비교해 보았다. 각각의 스타일의 특징을 기억

하고 자신이 개발하는 앱에서 어떤 스타일을 사용해야 보기 좋은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예제로 만들고 있는 ‘MyProfile’ 앱의 모습을 바꾸어 보면서, 앱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Component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자. 

자동으로 생성된 앱의 스타일을 Details 스타일로 설정한다. Lesson 8의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습 과정이 다르다면,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을 참고하여 glide 앱 개

발 화면의 오른쪽에서 STYLE 중 Details를 선택하면 된다. 

다음 단계로 보아야할 내용은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이다. SCREEN 영역에 나타나는 앱 화면 구성 

요소, 즉 컴포넌트 Component 목록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내 앱 스타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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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목록에서 임의의 컴포넌트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다음 그림에서와 같

이 컴포넌트 조작을 위한 아이콘이 표시된다.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컴포넌트 목록에 표시된 세 가지 컴포넌트를 삭제한다. 앱 

▵ 자동으로 생성된 앱의 모습: Details 스타일

“Details”를 클릭하여 선택 

컴포넌트 목록

▵ Details 스타일의 컴포넌트 목록과 조작 아이콘

컴포넌트 추가 버튼으

로 클릭하면 컴포넌트 

목록 창이 열린다.

컴포넌트 삭제 버튼

컴포넌트 복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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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데이터를 나타내는 컴포넌트를 모두 삭제하면 앱 화면에는 화면 제목만 표시될 것이고,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 SCREEN 영역에는 목록에 표시되는 컴포넌트가 없다. 

컴포넌트 추가 버튼 을 클릭하여 컴포넌트를 추가한다. 컴포넌트 추가 버튼 을 클릭하면 glide 앱 
개발 화면에 다음 그림과 같은 컴포넌트 목록 창이 열린다. 제공하는 컴포넌트 종류가 많이 나누어 표시

했다. 

◃ ▵ glide가 제공하는 컴포넌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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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는 많은 종류의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목록에서 보면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다. 목록에서 TEXT 영역

에는 앱 화면에 글자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컴포넌트이다. MEDIA는 소리 Audio, 사진 Image, 지

도 Map, 동영상 Video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컴포넌트이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나

타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예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데이터를 앱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컴포넌트는 다음 표와 같다. 

칼럼 이름 컴포넌트

    이름    TEXT - Action Text

    이메일주소    BUTTONS - Email

    전화번호    BUTTONS - Phone

    아바타이미지    MEDIA - Image

먼저 아바타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Image 컴포넌트를 추가한다. 컴포넌트 추가 버튼 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컴포넌트 목록 창에서 MEDIA - Image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앱 화면에 추가한다. 

◃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한 앱의 모습

▵ Image 컴포넌트 추가

추가된 Image 컴포넌

트: 설정 잘못되어 있음

앱 화면에서 Image 컴

포넌트가 표시되는 영역

Image 컴포넌트 설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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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과 같은 glide 앱 개발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SCREEN 영역에서 추가된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컴포넌트 이름과 컴포넌트에 연결된 시트의 칼럼 이름이 함께 표시된다. 칼럼 이름이 잘못 설

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glide 앱 개발 화면의 중간에 있는 앱 화면에서는 Image 컴포넌트가 차지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트의 칼럼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glide 앱 개발 화면의 오른쪽 영역은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 설정 영역이다. Image 컴포넌트의 경우 네 가

지 설정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DATA와 DESIGN이다. DATA에서는 컴포넌트에 나

타낼 시트의 칼럼을 설정한다. DESIGN에서는 컴포넌트에 나타낼 이미지의 크기 등을 설정한다. 

DATA 영역부터 설정해 보자. Image 항목의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앱에 연결된 시트의 

칼럼 목록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낸다. Image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아바타이미지’ 칼럼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앱 화면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DESIGN 영역을 설정해 보자. 다음 그림의 설명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 Image 컴포넌트의 DATA 설정

1. 클릭

2. 클릭

▵ Image 컴포넌트의 DESIGN 설정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한다. Square, 

3:1, 3:2 그리고 1:1이 있다. 

설정된 이미지 크기에서 그림을 

채우고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설정한다.  



34 ◃ glide 앱 개발을 위한 첫 발 떼기 

OVERLAY 영역의 설정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ACTION 영역은 “None”으로 표시된 항목의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이 나타난다. 

펼쳐진 Action 목록에서 “Dial phone number” 항목을 선

택한다. 

ACTION을 설정했으면, 앱 화면의 이미지를 클릭해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전화 연결을 위한 앱을 선택하도록 안내 

창이 나타난다.

필자의 데스크 탑에는 전화 연결을 위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표시되는 안내 창이다. 이 앱을 스마트

폰에서 실행한다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전화 걸기로 연결될 것이다. 

모든 컴포넌트에서 Action은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Action 

목록에 나열된 동작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None은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Dial phone number는 전화걸기 앱 실행, Compose email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앱 실행, 

Compose text message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앱이 실행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진을 보여 주었으니, 이름을 나타낼 차례이다. 이름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Text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것이다. 컴포넌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컴포넌트 목록에서 
TEXT - Action Text 컴포넌트를 추가한다. 이번에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앱 하면에서 이름

을 확인할 수 있다.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에서 SCREEN 영역에 추가된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추

▵ Image 컴포넌트의 ACTION 설정

1. 클릭

▵ 전화 걸기 앱 선택을 위한 안내 창



  glide 앱 개발을 위한 첫 발 떼기 ▹ 35

가된 Action Text 컴포넌트를 설정한다. 

Action Text 컴포넌트 설정은 Image 컴포넌트 설정과 비교하여 단순하다. 앱 화면에 나타내는 데이터  

칼럼을 설정하고 데이터 앞에 타이틀 Title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만 설정하면 된다. 

컴포넌트를 설정할 때, 목록을 나타내는 버튼으로 과 이 있다.  버튼은 시트의 칼럼 목록을 나타

내고,  버튼은 칼럼 목록과 함께 “Csutom” 항목이 목록에 추가된다. “Custom”은 개발자가 필요한 텍
스트를 입력하거나 비워 둘 수 있게 한다. 위의 에에서는 Title 설정에서 “Custom”을 선택하고 값을 비

워둔 것이다.

OPTIONS 설정에서 “Trim text to first 4 lines”는 앱 화면에 나타낼 칼럼의 데이터 길이가 길 때, 처음 

4줄만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 비워두면 모든 데이터를 앱 화면에 나타내고, 체크하면 처음 4

줄만 표시하게 된다. 데이터의 길이가 짧으면 아무 관계 없다. 

다음으로 이메일주소 데이터를 앱 화면에 나타내 보자. 컴포넌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컴포넌트 목
록에서 BUTTONS - Email 컴포넌트를 추가한다. Email 컴포넌트 또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앱 화면에서 이메일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Email 컴포넌트는 시트에서 가져온 이메일주소 데이터 이외

에  아이콘을 함께 표시한다.  아이콘에는 메일쓰기 액션 Action이 설정되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메일 Email 쓰기 앱이 실행된다. 

▵ Action Text 컴포넌트 설정 

Action Text 컴포넌트에 연결된 시트의 데이터 칼럼 확인 

1. 클릭 2.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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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반복이다. glide 앱 개발 화면의 왼쪽에서 SCREEN 영역에 추가된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추가된 Email 컴포넌트를 설정한다. 엉뚱한 곳을 클릭하여 컴포넌트 설정 영역이 보이지 않

는다면, 컴포넌트 목록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다시 컴포넌트 설정 영역을 볼 수 있다. 

Email 컴포넌트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예에서는 설정할 내용이 없다. 하지만 설정 항목을 확인해 

본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데이터를 앱에 나타내기 위해 BUTTONS - Phone 컴포넌트를 추가한다. Phone 

컴포넌트는 두 가지의 Action 아이콘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 와 전화걸기  아이콘을 데이터와 함

께 표시한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은 Phone 컴포넌트의 설정 내용

을 확인한다. 

▵ Email 컴포넌트 설정 

Email 컴포넌트에 연결된 시트의 데이터 칼럼 확인 

이메일주소 데이터 앞에 표시되는 제목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메일을 작성
하는 앱이 실행되었을 때 필요한 내용을 미

리 설정해 두는 영역. 

Subject는 메일 제목, Body는 메일의 본문 

내용,  CC와 BCC는 참조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Phone 컴포넌트에 연결된 시트의 데이터 칼럼 확인 

 아이콘을 클릭하여 문자 메시지 보
내기 앱이 실행되었을 때, 문자 내용을 미리 

설정해 두는 항목

전화번호 데이터 앞에 표시되는 제목 입력 

체크를 해제하면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다.

▵ Phonel 컴포넌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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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앱 화면은 다음 그림과 같다. 

자신을 소개하는 앱 개발이 끝났다. 앱 개발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는 앱을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배포하는 단계이다. 

glide 앱 개발 화면의 윗부분 오른쪽에서 배포를 위한  버튼을 볼 수 있다.  버튼을 클릭하

면 앱을 처음으로 배포하는 것임을 안내하는 창이 열린다.  버튼은 한 번 배포하면  버

튼으로 변경된다. 앱을 배포한 뒤에 수정하게 되면, 이후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처음 배포
하는 것임을 안내하는 창만 없을 뿐이다. 

▵ MyProfile 앱의 결과 

Image 컴포넌트 영역 

Action Text 컴포넌트 영역 

Email 컴포넌트 영역 

Phone 컴포넌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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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같은 처음 배포를 안내하는 창에서 [Publish app] 버튼을 클릭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앱 배포를 위한 정보 창이 표시되

면, 네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면, glide 앱은 웹을 기반

으로 동작하는 앱이다. 웹 페이지를 찾아갈 때 필요한 

것이 URL 웹 페이지의 주소인 것 처럼 glide 앱 또한 웹 

URL을 갖게 된다. 정보 창에서 APP-LINK의 내용이 앱

을 대표하는 URL이다. 복잡하다. 바꾸어야 한다. 

중복되지 않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APP-

LINK에 “.glideapp.io”를 제외한 앞부분만 바꿀 수 있

다. 입력한 이름이 중복되면 중복되었다는 메시지가 표

시된다. 확인하고 자신만의 웹 주소를 만들어야 한다. 

SEND TO PHONE은 APP-LINK에서 입력된 앱의 

URL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번호

는 “+82 10 8888 9999” 형식으로 입력한다. 

▵ 앱을 처음 배포할 때 안내 창

클릭하여 앱 배포를 진행 

▵ 앱 배포를 위한 정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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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입력하고 [SEND]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문자 메시지의 내

용에는 앱 사용을 위한 앱 URL을 담고 있다. 

앱 배포를 위한 정보 창에서 첫 번째 표시되는 PRIVACY: Personal은 뒤에서 설명한다. 지금은 바꾸지 

않으면 된다.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자. 

QR 코드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QR 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로 

촬영하면 바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앱 URL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앱을 사용하여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실제 

앱을 배포하여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서도 사진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glide 앱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관리의 문제 때문이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을 찾아 접근 권한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은 기본

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의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앱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저장해 둔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해 보자. 크롬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 창에 

“drive.google.com”을 입력한면, 앞서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다. 해당 이미지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단축 메뉴에서 [링크 생성] 메뉴를 클릭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팝업 창이 표시되면 안내 글이 표시되어 있다. 안내 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 앱 배포 과정에서 수신된 문자 메시지

▵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공유를 위한 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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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글이 가리키고 있던 곳의 [제한됨]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메뉴가 표시된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클릭하면 누구나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파일 공유를 위한 설정 창이 다음 그림과 같이 바뀌게 된다.[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 설정이 마무리

된다. 

이제 누구나 배포된 앱을 사용하여 내 사진을 볼 수 있다.

간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glide 앱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 보았다. 다음 단계부터는 차

츰 깊어질 것이다. 

▵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공개 범위 설정

1. 클릭

2. 클릭

▵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공유를 위한 설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