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3. 인포그래픽 플랫폼

크리에이틀리(Creately)

임새이 선생님

     1     크리에이틀리 소개

  크리에이틀리는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한 무료 인포그래픽 틀

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무료 회원의 경우 3개의 작업공간까지 생성하여 인포그

래픽을 만들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크리에이틀리의 가입, 사용 방법, 수업에서

의 활용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다. 

      2   크리에이틀리 가입하기

  크리에이틀리는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 학생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회원 가

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만 있으면 1분 안에 빠르게 가입 가능하다.

① https://creately.com/ 에 접속한다.



      3   크리에이틀리 사용하기

  (1) 작업 공간 기본 기능

  로그인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①은 작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작업 공간을 만드는 버튼, ②는 기존의 작업 공간으로 이어서 작업하는 버튼이다. 

② 회원가입은 ‘Sign Up Free’, 로그인은 ‘Sign in’을 클릭한다.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구글 이메일로 로그인 가능하다.

- 회원가입의 경우 이메일과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간편하

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다양한 템플릿 중 

내가 시각화할 데이터에 적절한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면 좋다.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템플릿 없이 계속’을 눌러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창이 뜬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에 있는 도형

과 글씨는 모두 수정 가능하며, 왼쪽에 있는 도형, 글상자 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이콘,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 내가 별도로 추가하고 싶은 이미

지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할 수 있다. 



  (2) 협력 작업을 위한 기능

    ◉ 작업 공간 공유

  특정 사용자와 작업 공간을 공유하여 함께 작업물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

능이다. 작업 공간을 생성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혹은 ‘편집’ 권한을 

줄 수 있으며, 함께할 공유자의 크리에이틀리 가입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다. 



    ◉ 댓글

  함께 작업물을 보며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달 수 있는 기능이다. 작업공간 오

른쪽에 있는 말풍선 버튼을 누르면 댓글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후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 뒤 댓글을 입력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입력한 댓글에 대해 대댓글도 달 

수 있다. 

    ◉ 화상 회의

  작업물을 보면서 함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상단의 초록색 전화 버튼을 누르면 작업 공간 아래의 작업 공간에 함

께 참여한 사람들의 영상이 뜨고,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베타 기능

으로 완전히 정비된 기능은 아니다)



  (3) 작업물 저장 

  함께 작업한 작업물을 완성 후 내보내고 싶을 경우 상단의 ‘보내기’ 버튼을 누

르면 된다. 중간 저장의 경우 자동 저장되며 별도의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다. 

내보내는 작업물은 PNG, SVG, JPEG, PDF로 저장이 가능하다. 

      4   크리에이틀리 수업에 활용 방법

  (1) 학생들이 자신들이 정리한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 온라인 모둠 신문 만들기, 온라인 연표 만들기 

      온라인으로 단원 내용 정리하기

  (2) 화상 회의 플랫폼과 협력 작업 플랫폼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3) 학생들에게 발표자료, 결과물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