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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장이 보편화되면서 ICT(In-

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ICT 활용 교육은 언제 어

느 장소에서든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다. ICT 활용 교육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업교재, 미디어, 보조자료, 학생

들의 활동자료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산출물이 생산

되어지며, 교육시스템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시간

이 지날수록 그 데이터의 양은 방대해진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학습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의미를 상실해버리

는 경우가 많다[1].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이트에 쌓

여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디

지털 자원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원을 수집, 보존, 아카이빙,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보의 결핍에서 과잉으로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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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2]. 이렇게 과잉 생

산된 정보에 대해 디지털 큐레이션은 질적으로 양호

한 정보와 적절한 내용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활용한 ICT 활

용 교육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비정형화 데이터들을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집, 보존, 아카이빙, 제공하여 

교수자들과 학습자들에게 시각적, 조작적으로 편의

를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관련연구

2.1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

최근 큐레이션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데 콘텐츠 큐레이션, 소셜 큐레이

션, 디지털 큐레이션 등으로 이름들도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3,4]. 특히 큐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구로 웹

서핑을 통해 큐레이션하고 싶은 이미지나 텍스트를 

클리핑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보여주는 기술이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5].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은 

기능별로 메일서비스, 블로그, 쇼핑, 뉴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미 디지털 큐레이션으

로 만들어져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2.1.1 Contactually[6]

Contactually는 사용자가 꼭 읽어야 하는 이메일

과 답신해야 되는 이메일 등을 골라서 오늘 당장 해

야 할 일을 골라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메일의 발신

자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발신자에 대

한 평가를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판단 한 

뒤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

공한다[7].

2.1.2 Pinterest[8]

핀터레스트는 웹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형태로 삽

입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웹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맘

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Pin을 눌러 자신의 Pinter-

est 계정으로 페이지를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간 이미

지(Pin)는 보드를 만들어 카테고리 별로 정리하여 

Pin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타인과의 공유

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5].

Fig. 2. Main Screen of the Pinterest.

2.1.3 Storyfy[9]

스토리파이는 소셜미디어 저널의 개념으로 전문 

저널리스트가 선별한 뉴스를 소개하는 서비스이다

[3]. 스토리파이는 사용자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다른 SNS를 대상으로 스토

리파이 에디터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기사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상태 업데이트나 이미

Fig. 1. Main Screen of the Contactually. Fig. 3. Main Screen of the Story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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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상 등을 드래그해서 붙이는 방식으로도 손쉽

게 큐레이션이 가능하고 순서이동 및 삭제가 용이하

여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다[10].

2.1.4 Tumblr[11]

텀블러는 블로그와 SNS를 결합한 큐레이션 서비

스이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다르게 블로그 형식으

로 길이가 긴 내용도 한눈에 보이도록 담아낼 수 있

고, 동영상, 사진, 글, 오디오 등 7가지 형태의 콘텐츠

를 게시할 수 있다. 텀블러에는 개인의 블로그가 있

고 그 곳에 글을 게시하여 타임라인에 보여 지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의 글을 리블로그하여 자

신의 블로그로 가져오거나 Like를 눌러 게시물을 체

크 할 수 있다.

Fig. 4. Main Screen of the Tumblr.

2.1.5 Interest.me[12]

인터레스트미는 CJ E&M에서 제작한 큐레이션 

서비스로 웹서핑 중 발견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인터레스트미로 스크랩하여 카테고리와 폴더로 정

리할 수 있는 SNS이다[13]. 넘쳐나는 문화 콘텐츠들

을 큐레이션하여 스마트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의 흥미로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인터레스트미

가 전달하려는 가치이다[12]. 인터레스트미에는 자

신의 관심사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자

신이 관심 있는 것을 업로드하여 폴더에 정리하거나 

타인의 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다. 인터레스트미의 

단점으로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게시물들만 큐레

이션되어 보여야 하지만 광고성 콘텐츠들이 많이 포

함되어 큐레이션되기 때문에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

다.

2.2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들의 비교

앞에서 나열한 5개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의 장

단점, 공통점 등의 특징을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계승하여 우리가 

구축하고자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에 적용하

고자 한다.

3.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디지털큐레이션 시스템 

설계

3.1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 요

구사항 분석

창의 인성 교육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학적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

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14,15].

1)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만화, 광고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의 인성 교

육을 실시한다.

2) 각 콘텐츠 종류에 대해 직업, 종교, 정치, 철학

적 생활양식, 우정, 이성교체, 성역할, 여가활동 등의 

여덟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총 40개의 콘텐츠를 창

의 인성 교육적 관점에서 큐레이션하고, 이를 활용

하여 다양한 수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미디어 관람 후에 일어나는 수업활동은 여덟 

가지인데 사전활동, 본시활동, 사후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전활동: 창의적 질문목록, 명장면&명대사, 도

전 골든벨Fig. 5. Main Screen of the interes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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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활동: 이야기나누기, 토론토의 활동, ART

활동, 창의동작 활동

-사후활동: 이미지활용 활동

위의 조건에 더하여 본 사이트는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컴퓨터 조작에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학습자들이 쉽고 즐겁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추가로 요구되어졌다.

1) 조작이 쉽고 통일성이 있으며 직관적이어야 한

다.

2) 디지털 큐레이션을 위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참여, 공유, 개방이 되어야 한다.

3) 영상위주의 교육이므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

해야 한다.

또한, 웹 사이트 설계 시에는 접근 권한을 나누게 

되는데 본 사이트는 학습자, 교수자, 관리자로 분리

한다. 학습자는 회원으로 등록해야 사이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수자는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속성을 지정하는 등 수업 활동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는 공지사항과 콘텐츠 관리, 학

습자와 교수자 관리, 수업 개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

이트 관리를 해야 한다.

1) 관리자 기능: 학습자 및 교수자 관리, 수업용 

콘텐츠관리, 수업 개설관리, 공지사항, 통계처리

2) 교수자 기능: 콘텐츠 선택, 수업관리, 8개의 활

동관리, 학습자 진도관리, 수업별 공지사항 

3) 학습자 기능: 콘텐츠별 8개의 액티비티활동,

액티비티별 큐레이션, 포트폴리오 관리 

기타, 창의 인성 교육의 연구 개요, 연구 참여자 

소개, 연구결과물 관리, 본 연구의 기대효과 등의 일

반적인 정보가 탑재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수강관

리, 상호활동, 큐레이션 기능 등이 들어가도록 설계

해야 한다. 위의 설계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1. A Comparison Table of Digital Curations

Curation Strength weakness common features

Contactually

⦁management of multiple e-mail
addresses

⦁The frequency of the address book
automatically determines the order of

importance.

⦁You may miss a vital e-mail
because It gives automatically

set the priority order.

⦁Post Search Function
⦁Individual pages exist
⦁Classification, storage
feature

Pinterest

⦁Collection and sharing of data is
simple

⦁Easy search features
⦁By classifying the data should be
stored and saved.

-

Storyfy

⦁In the news sites to provid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It is possible to write your own
articles by using the SNS article.

⦁SNS should search for in
another hassle that when

creating posts

Tumblr

⦁It is possible to write for a long
Contents.

⦁Share photos and articles is pos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Most of the content is possible to
register

-

Interest.me

⦁It shows that there curation own
interest.

⦁It shares the concern to many people
around the content.

⦁Promotional nature of the
company's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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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사이트  

설계

3.2.1 콘텐츠 관리를 위한 설계

첫 번째 요구사항에 의하면 다섯 종류의 콘텐츠

를 여덟 가지 주제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즉, 40개

의 콘텐츠가 창의 인성 교육의 주축이다. 이들 40개 

콘텐츠는 이미 전문가들의 필터링을 거쳐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큐레이션된 것들이며,

이들 콘텐츠는 교육효과 검증을 거쳐 바뀔 수 있다.

콘텐츠들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하

나의 화면에 주제와 종류별로 가로 세로 40가지 콘

텐츠를 모두 나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로 스크롤

이 있지만 모든 콘텐츠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하였으며, Fig. 6은 전체콘텐츠를 나타

내는 화면 설계를 보여준다. 가로는 콘텐츠의 종류

를, 세로는 주제를 나타내도록 한다.

각각의 콘텐츠에 대하여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8가지의 액티비티를 수행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콘

텐츠를 감상한 후에 가장 먼저 수행하는 사전활동으

로 콘텐츠의 내용에서 질문해 보는 “창의적 질문”과 

가장 감명 깊게 남았던 “명장면&명대사”, 그리고 콘

텐츠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도전 골든

벨”이 있다. 그리고 수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본시 활

동으로 이야기 나누기, 토론토의 활동, Art활동, 창

의동작 활동이 있다. 40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여덟 

가지 활동에 대해 통일된 사용자환경을 구축한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를 클릭하면 여덟 가지 중에서 

하나의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액티비

티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유저환경을 제공하여 사용

Table 2. Requirements Analysis

Items Contents

1) Departments

∙Five contents (Movie, Documentary, Animation, Cartoon, Advertisement)

∙Eight subjects (Job, Religion, Politics, Philosophical, Friendship, Relationship, Gender role,

Avocation)

∙Eight kinds of activities for each thematic

- Pre-activities: Creative questions, Best scenes & A famous line, Quiz

-Main-activities: Conversation activity, Discussion activity, Art activity, Creative activity

- Post-Activity: Image use activity

2) Features

∙Operation are easy, unity and Intuition.

∙This interaction allows participation can be shared, open, and must be collected(Curation)

∙It must bring a visual pleasure

3) Functions

∙Student: Creative activity, Curation activity, Make the portfolio

∙Professor: Class activity, Eight contents activity, Student progress control

∙Administer: Management of student and professor, Management of contents, Management

of opening a class, Statistical process

4) Others
∙About the creative personality education website, Introduce about participant and

expectations of this research

Fig. 6. Screen Design for 40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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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액티비티들은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아래 Fig. 7처럼 큰 아이콘들을 

사용하여 직관화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익숙하면서 정리된 글쓰기를 유

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모든 글들은 카카오톡의 

대화형 메모처리 형태로 처리한다. 액티비티별로 필

요한 경우는 화면캡처나 사진을 붙여 넣을 수 있도

록 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린다.

요구사항 결과를 토대로 사이트맵을 작성하여 사

이트의 메뉴에 들어갈 페이지들에 대한 윤곽을 잡았

다. 상단의 메뉴에는 연구소개, 강의정보, 공지사항,

마이페이지 등의 메뉴가 나타나며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시 추가로 연구자메뉴와 관리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한다. 페이지별 분리 로직으로 학생계정

으로는 무단으로 연구자메뉴와 관리페이지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이트맵 구조는 

다음 Fig. 8과 같으며 우리는 본 사이트를 CPCU

(Creativity and Personality Curation) 사이트라 명

명한다.

본 시스템은 일반 게시판과 8가지의 액티비티, 그

리고 수강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2개의 DB로 나누

어 설계한다. Fig. 9의 CPCU DB는 가입한 회원정보

와 일반게시판에 대한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다.

board_attachimages, board_attachments, board_

comments 테이블은 각각 menu0301과 연계되어 게

시판에 포함된 사진 파일, 첨부파일, 댓글이 저장되

는 테이블로 사용된다. menu0301과 같은 테이블 이

름은 동일 양식의 게시판을 더 추가할 경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름을 지정하였고, members 테이블

에는 회원 정보가 저장되며, menu0301 테이블은 

Fig. 7. Icons for Activities.

Fig. 8. Site Map for the CP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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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_comments, members 테이블과 관계를 가진

다.

Fig. 10의 VDCS DB는 본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8가지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가 담기는 DB이다.

media_list테이블에는 총 40가지의 콘텐츠의 기본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로 모든 테이블에서 참조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board_b1부터 board_

b8까지의 테이블은 핵심 액티비티 8가지가 각각 저

장되는 테이블로 기본적으로 댓글과 파일을 첨부 할 

수 있도록 board_comments테이블과 board_atta-

chimages 테이블과 참조시켰다. board_b6테이블은 

이미지활용 활동 8가지의 그림을 DB에 저장하기 위

해 따로 다른 구조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board_b3

테이블은 도전골든벨을 위한 테이블로 문제와 점수 

등을 저장하기 위해 별도로 설계하였다.

4. 창의 인성 큐레이션 시스템 구현

창의 인성 큐레이션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도록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구현

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Fig. 9. DB Structure for CPCU Boards.

Fig. 10. DB Structure fo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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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창의적 질문 목록

창의적 질문은 창의 인성 교육의 사전활동으로 학

생들이 미디어를 시청한 이후에 미디어의 내용에 대

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여 질문을 하는 활동이

다. 텍스트 위주로 내용이 작성되며 글을 보기 쉽고 

편하도록 Fig. 11와 같이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4.2 명장면&명대사

명장면&명대사는 사전활동으로 미디어를 시청하

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문구를 캡쳐

하여 그 장면에 대한 설명과 그 장면이 왜 인상 깊었

는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활동이다. 이미지와 텍

스트가 같이 작성되어 Fig. 12처럼 한눈에 내용이 파

악되도록 하였다.

4.3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은 미디어를 보고난 뒤 교수자가 미

리 등록해 둔 문제들을 풀어보는 활동이다. 미디어

Fig. 11. Creative Questions.

Fig. 12. Best Scenes and Famous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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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봤다면 누구나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학생

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출하여 

창의 인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 Fig. 13처럼 문제 풀

기를 누르면 나오는 작은 화면으로 문제를 풀 수 있

도록 하였고, 모든 문제를 풀고 나면 자신의 답을 확

인하도록 하였다.

4.4 이야기 나누기 / 토론토의 활동

이야기 나누기와 토론 토의 활동은 교수자가 대

화방을 만들어 대화 주제를 정해주면, 학생들이 활

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각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토론을 하는 활동이다. 모바일의 메신저 서

비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하여 Fig. 14와 같이 편

하게 대화하듯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ART활동 / 창의동작 활동

ART활동은 미디어의 내용과 관련되어 그림을 

그려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고, 창의동작 활동

은 ART활동의 그림을 토대로 직접 만들어보거나 

체험해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직

접 찍어 올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느낀 점 등을 

적도록 하였으며 Fig. 15와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4.6 이미지 활용 활동

이미지 활용 활동은 교수자가 미디어에서 골라낸 

8개의 이미지를 이용해 학습자들에게 순서와 상관

없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사후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Fig. 16과 같이 글을 작성할 때 8개 이미지의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Fig. 13. Challenge! Golden Bell.

Fig. 14. Discussions.



1719창의 인성 교육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 개발

5. 비교분석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포털사이트에서 제

공해주는 카페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창의 인성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전의 웹페이지와 

현재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제공이 강화되었다. 이전의 웹

페이지에서는 지금과 같은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

메이션, 만화, 광고의 5종류 콘텐츠가 아닌 영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추천

하는 7가지 영화를 선정하여 각 영화에 대해 이미지 

활용, 명장면 및 명대사, 창의적 질문. 창의 동작 활

동, UCC제작 등의 5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콘텐츠의 종류와 활동이 

다양해져서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으로의 모양을 

갖추었다.

두 번째는 편리성과 가독성이 개선되었다.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의 웹페이지에서는 일반적

인 게시판 형식으로 게시물번호, 게시물 제목, 글쓴

이, 날짜, 조회수를 볼 수 있는 목록형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형 게시판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단점과 내용물을 보

기위해 일일이 클릭해서 열람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

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지털 큐레이션 시

스템에서는 게시판 목록에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

기 때문에 필요한 게시물만 클릭하여 상세하게 열람

할 수 있고, 이미지가 함께 보여서 가독성이 좋다.

세 번째는 창의적 인성 교육을 위한 활동이 모델

Fig. 15. Art Activities and Creative Activities.

Fig. 16. Activity us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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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되어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어있다. 이전의 웹페

이지에서는 활동별로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구성하

여 작성해야 되는 반면에 현재의 큐레이션 시스템에

서는 도전 골든벨, 이미지 활용 활동과 같이 시스템

으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모두 구현되어 있기 때

문에 학생들이 순서대로 창의 활동을 하기에 편리하

다. Table 3에서 보통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

과 큐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의 비교를 보여준

다.

2015년도에 본 강의를 수강한 9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해 8가지 문항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는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교과의 내용이나 학습성취도 

측정이 아니라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 활용의 편리

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

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회수를 긍정적 답변으로 카운트하여 비율을 

구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인 만족도는 74.3

Fig. 17. Visualization of CPCU.

Table 3. Comparisons between Web page and Curation System

Difference Web page Curation System

Contents
∙Existence only movies

∙Five creative activities in progress

∙Movie, Documentary, Cartoon, Animation, Advertisement

∙Eight creative activities in progress

Interface ∙List type board ∙Curation type board

System
∙Individual written manually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The format is equipped with the system

Table 4. Questionnaire Result Analysis

Questions Score
Satisfaction

Rate

1. Digital curation system(CPCU) is helpful in this class action record. 71/90 78.9%

2. How to use this intuitive system can be easily manipulated. 71/90 78.9%

3. It is easy to make a record of the various activities. 58/90 64.4%

4. Exchange of ideas is easier than other sites. 62/90 68.9%

5. If you have finished the course, you want to visit again. 65/90 72.2%

6. Not boring because of the picture-oriented digital curation system. 70/90 77.8%

7. It is suitable for digital curation system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72/90 80.0%

8. Easier to use than other educational sites. 66/90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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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왔으며, 본 사이트가 창의인성교육활동의 기

록에 도움을 주는지의 질문에 78.9%가 그렇다고 대

답하였다.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디지털큐레이션시

스템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80.0%가 그렇다

고 대답하였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 만들

기가 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64.4%로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보여, 향후 사이트의 개선사항에 고려할 예

정이다.

6. 결  론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료를 전시하고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자료들을 분류, 정리하고 다시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

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디지털 

큐레이션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창의 인성 증진을 위

한 교육용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하였다. 이전의 카페형 사이트에 비해 크게 3가지를 

개선하였는데 첫째, 교육에 맞게 검증된 콘텐츠를 

늘리고 다양화하였다. 둘째, 쉽고 단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마지막

으로 학습자가 차례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시

스템이 쉽게 안내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은 학습자

간의 의견교환이 쉽고 디지털 자료들을 보기 쉽게 

전시해주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개선의 일환으로 학습자마다 작성한 개인

적인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

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바

일 환경에서도 창의 인성 활동이 가능하도록 확장하

여 학습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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