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타임라인 및 차트 작성

타임라인 메이커

https://www.timelinema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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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메이커 소개

타임라인은 다양한 방식의 타임라인 데이터 입력 방법 제공하고 스프레드시트
스타일 인터페이스, Microsoft Excel 복사&붙여넣기, CSV나 TXT 등의 파일에
서 가져오기가 가능한 타임라인 작성 웹페이지이다. 만든 타임라인은 다른 문서
에 복사 및 붙여넣기하거나 PDF, 이미지 파일로 저장, PowerPoint로 보낼 수
있다.

◉ 활용시 필요한 사전 작업
- 프로그램 설치(Free Trial 버전은 14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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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메이커 사용처

차트 만들기

하나의 타임라인 데이터로 서로 다른 보기의 타임라인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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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메이커 수업에 활용하기

1) 프로그램 설치하기
https://www.timelinemaker.com 접속, 14일 사용 가능한
다운로드받은 뒤 설치

Free Trial 버전

2) 수업 준비&활용하기
① TimelineMaker Pro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Welcome 대화상자가 나타나
면 ‘Enter events’ 클릭

② Timeline Data 입력: Description, Start, End 열에 원하는 내용 입력※
Duration은 Start, End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열 머리글을 드래그하여 순서 변경 가능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열 머리글 이름 변경 및 표시 여
부 지정 가능

③ Chart 만들기: [New Cart]탭 클릭하여 원하는 타임라인 스타일 선택 → 타
임라인이 생성되면 [Timeline Data]탭 클릭하여 타임라인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이벤트 선택 → [CHART]탭: [Chart]그룹의 <Themes> 클릭하여 원하는 테마
선택,

[Date

Display]그룹에서

이벤트에

표시될

날짜와

표시형식

지정,

[Presentation]그룹에서 프레젠테이션 여부와 옵션 지정

④ TimeScale 편집하기 : [TIMESCALE]탭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 타임라인
클릭한 뒤 끝의 검정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⑤ 이벤트 편집하기
- 편집하고자 하는 이벤트 클릭하여 선택→ [FLAG]-[FORMAT]탭에서 텍스트
서식 및 도형 모양 지정
- 편집하고자 하는 이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외부 문서 및 파일,
URL에 대한 링크 첨부 등의 이벤트 편집 명령 지정
- [INSERT]탭에서 텍스트, 이미지 삽입
- [VIEW]탭에서 확대·축소 배율 등 조정(※ <Ctrl>+마우스 휠)
⑥ 프레젠테이션 및 저장: [Home]탭-[Present]그룹의 <Start Presentation>
※ [CHART]탭의 [Presentation]그룹에서 세부 옵션 지정 가능

- [SHARE]탭에서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 Chart 편집 화면의 Chart 밖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Timeline Chart를 복사할 수도 있음

- Microsoft Powerpoint에 Timeline Chart 가져오기
→ [SHARE]탭-[Send To] 그룹에서 <PowerPoint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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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메이커 수업 활용 예시

1) 역사교과에서 교과서에 나온 사건을 연대표로 만들기
①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단어 카드로 만들어 모둠별로 나누
어준다.
② 각 사건에 대해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진 등
의 추가 자료를 조사한다.
③ TimelineMaker를 이용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연대표를 작성한다.
④ 조사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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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이트 TIMEGRAPHICS
https://time.graphics

1) 주요 특징
- 온라인에서 작성
- 작성한 타임라인은 공유됨
- 타임라인 유형은 가로 스타일 1개만 제공
- 4가지 유형의 이벤트 제공

- 타임 라인 파일을 PDF, JPG, PNG, PPT, Excel, Doc, JSON, XML 및
TXT 파일로 저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