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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교육부는 “앞으로의 교육은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

의 변화와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학생의 요구와 자신에게 필요한 학

습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등장한 구성주의에도 “정보화 시대로 특징 지워지

는 현 시대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동시에 학습에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교육이 요구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 패

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이 모색되기에 이르

다. 그러한 방법들 중 하나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수업에서 교사 일변도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

과 학생,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학

습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은 많은 부분이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

존한 교사 주도적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정보의 창출이나 

습득, 그리고 기존 정보나 지식의 응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어려웠다. 

 이렇듯 전통적인 수업은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하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아 흥미를 상실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과 및 교과와 관련된 학습내용을 상

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생,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윈도우 기반으로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툴인 비주얼베이직 교과에 적용하 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력한 인터랙티브 기능을 갖춘 FLASH MX와 

PHOTOSHOP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본 논문의 내용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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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육부는 “앞으로의 교육은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

의 변화에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학생의 요구와 자신에게 필요한 학

습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지식과 정보를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하

여 생산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을 통하

여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

 또한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구안 적용할 것을 강조

하고 있고 최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등장한 구성주의에도 

“정보화 시대로 특징 지워지는 현 시대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는 교육이 요구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수업에서 

교사 일변도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과 학생,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모색되기에 이르 다. 

그러한 방법들 중 하나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학습자가 학습 시 실제의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부합되는 적절한 과제 즉 프

로젝트를 부여하고 학습자는 이를 학습의 주체가 되어 이행하는 과정에

서 스스로 학습에 동기를 부여받아 학습의 태도가 능동적이 되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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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이행에서 얻게 된 최종 결과물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학습법이다[2].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사의 창의적 융통성이 발휘된 교과 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존한 교사 주도적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정보의 창출이나 

습득, 그리고 기존 정보나 지식의 응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어려웠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이 많고 교육과정

의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재구성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가 현장에서 지역과 특성과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1].

 이렇듯 과거 교사 주도의 전통적인 수업은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 

하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아 흥미를 상실하는 문제점 대

두되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와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 국가 수준으로 

작성된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활동에서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되었

는가 보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참여하고 활동해 가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고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학

습자 개개인이 소외됨이 없이 학습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 및 교과와 관련된 학습내용을 웹상에서 보고 들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흥미

를 유발시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수업에서 

교사 일변도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과 학생,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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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윈도

우 기반으로 눈으로 보면서 프로그램과 사용자간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툴인 비주얼베이직 교과에 적용하 다. 또한 교육컨텐츠

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과거 교사주도의 전통적인 수업은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하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아 흥미를 상실하

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은 용량으로도 화려한 그래픽 및 동 상

을 표현 할 수 있고, 강력한 인터랙티브의 기능을 갖춘 FLASH MX와 

PHOTOSHOP 6.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즉,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설계하 고, FLASH MX와 PHOTOSHOP 6.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또한 비주얼베이직 교과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기존 학습방식에 비해 어떤 향을 가져왔으며, 

어떤 향을 미쳤는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변화 정도를 설문조사 실시

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70~80%로 전반적으로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학습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연구는 플래시와 포토샵을 이용한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을 설

계 및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시하고, 연구의 내

용과 구성을 살펴본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논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프로

젝트 기반 학습법의 정의 및 특성, 그리고 플래시와 포토샵의 소개 및 

특징과 비주얼베이직의 소개 및 특징, 그리고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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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3장은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설계하는데 있

어 필요한 대상교과 및 주제선정, 개발 환경 및 개발언어와 화면구성도

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4장은 시스템 전체 구성도와 구현된 예들과 시스템에 적용한 설문조

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5장은 결론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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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설계 및 구

현에 필요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개념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발생

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특

성 및 요소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그 

가치를 탐색해 본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수업원리 및 이점과 전

통적인 학습법과 프로젝트 학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플래

시 MX와 포토샵6.0의 소개 및 특징, 비주얼베이직 소개 및 특징과 비주

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설계 및 구현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다.

2.1. 프로젝트 기반 교육

 2.1.1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배경 및 정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1886년 실험학교를 세우고 교사에 의한 피동

적 교육이 아닌 활동을 통한 학습을 실현시키고자 시도한 J. Dewey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1920년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과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의 개방교육 등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법이 상세하고 분명하게 기술된 것은 W.H Kilpatrick이 

1918년에 컬럼비아 대학 논문집인 「Teacher's College Record」의 ‘프

로젝트법(The Project Method : The use of purposeful act in the 

educative process)'이다. 그는 프로젝트의 본질을 ‘전심을 다하는 유목적

적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목적 설정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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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스스로 내적 동기화 되어 활동에 전

념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 다. 이것은 또 작업이나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보다 깊이 있기 연구하는 교수‧학습방법

이란 측면에서 W.H Kilpatrick은 학생이 마음대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정

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현명한 지도하에 학생으로 하여금 목

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자는 의도 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는 학생의 흥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목적의식이 

결여된 교육과정 운 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통일성이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전인교육이 부상하면서 분절된 내용이나 지식보다는 

상호학문적, 다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진

보주의 철학에 기초한 C.G Katz와 S.C Chard의 ‘프로젝트 접근법

(Project Approach)'이 학교 교실현장에 보다 세련되게 개발되어 전 세

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대

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수업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성

주의 교육이론에 기초한 이탈리아의 Reggio Emilia라고 하는 유치원 프

로그램에 다시 적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

었는데, 이는 한국 열린교육에서도 크게 시사 받을 수 있는 수업방법으

로 대두되고 있다.

 C.G Katz와 S.C Chard는 프로젝트에 의한 학습활동이 학생의 학문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바람직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소집단의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정의[3]하 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용구는 프로젝트 수업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소집단(전체)의 학생들이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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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지향적 수업활동”이라고 

하 다[4].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볼 때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것은 개인(소집

단)의 학습자가 교육적 가치와 학습자의 흥미에 적합한 주제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교수‧학습방법[4]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교

육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성인들의 

평생 학습과도 관련지어서 프로젝트 학습이 유용함을 많은 실험 연구들

이 시사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여러 가지 학습 적용상의 한계점등을 

이유로 쇠퇴하 는데 그 이유로 Bagley는 프로젝트 학습 방법이 단편적

이며 통일성이 없고 학생들의 우연한 흥미에 의존하므로 계획성이 없으

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5]하

다. 사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만 초점을 맞

추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을 Kilpatrick

도 지적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 학습법은 학생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

의 교육 과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지도아래 아동으로 

하여금 유목적적인 활동을 이루어나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습자가 관

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소집단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

를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학습이므로 흥미

가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학습자의 

내적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사 중심의 학습에서의 동

기 유발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프로젝트 학

습이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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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으로 교사는 학생들에

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그

들의 학습을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 학생은 관련된 정보들

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탐지하며 그들이 

한 학습에 대하여 보고를 한다. 프로젝트 학습의 배경이 John Dewey의 

경험주의 학습이듯이 학습의 내용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학습은 상호 협력적인 학습 상황에서의 과제 해결을 통해 이루어진

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

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학습자에 의한 학습 과제의 자율적인 선택은 높은 

학습에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동기 유발과 관련

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것 즉 무엇을 학습할 지와 어떻

게 학습 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높은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고 Bruns, Glasser도 지적하면서 프로젝트 학습법을 통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관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진 활동을 포함시켜 학습 동기

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고심하는 

현재의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

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모든 과정이 학습자에 의해 계획되고 

조사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토론되고 정보를 수집, 분석, 결론을 도

출하여 그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 전달하고 결과물을 보고서 혹은 다

른 형태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이다. 즉 학생들

이 처음 학습의 과제를 선택하는 활동에서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내

고 보고하는 최종적인 과정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맡아한다. 다만 교

사는 프로젝트 학습 시 그 역할이 학습자 중심 교수 방법인 협력 학습에

서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잘 활동하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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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교수 목적에도 맞고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발견하여 

학생에게 제시하고 또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적절한 

피이드백을 주며 학생들과 함께 학습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을 연마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지식의 전수자라

는 과거의 전통적인 학습과에서의 교사의 역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위의 인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

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이며 학습의 내용 선

정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고려와 흥미가 충분히 반 되어야 한다는 점이

었다. 그러나 이때 교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과거 프로젝트 학습

법이 오해되어서 쇠퇴했던 원인이 되었던 학습 내용 전체를 학생의 관심

과 흥미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

적하면서 C.G Kats와 S.C Chard는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흥미가 절충적으로 반 될 수 있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

사는 먼저 학습 내용에 대한 주제망을 미리 구성하지만 수업 과정속에서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며 학습 방법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 

참여로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주도 면 한 계획을 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보조해 주면서 필요한 곳에서는 학습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융통성 있게 학습을 운 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C.G Kats와 S.C Chard의 지적처럼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여 개선

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프로젝트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인 과제 선택권을 부여해

야 하는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사용하려는 교사들이 깊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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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점이다[2].            

2.1.2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목적 

  

  프로젝트 학습법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의 정신 계발에 있다. 여기서 

정신이란 지식의 기능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심미적 감수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학습법의 목적은 C.G Katz와 S.C Chard

는 학습자에 대한 목적과 교사에 대한 목적[6]을 포함한다고 하 다. 먼

저 ‘지적 목적과 정신적 생활’로서 학생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긍정적인 학습 성향을 발전시킨다고 하 다. 프로젝트 학습법의 

목적 중 가장 먼저 주제에 관하여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소집단의 학생

들은 서로 각기 경험한 내용이나 생각하는 바를 토론함으로 많은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음을 들었다. 둘째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 언어적인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또래와의 토론과정에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어휘를 확장시켜 

나가는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또한 정서적 측면의 프로젝트 학습의 목적

이 될 수 있다[7].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을 C.G Katz와 S.C Chard

는 ‘생활로서의 학교’로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의 발달을 

돕는다고 하 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학생이 학급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공헌하도록 기대되고 격려될 때 형성된다고 본다. 

프로젝트 학습법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또 ‘교실 안에서의 지역사회 분위기’로서 학교에서의 학습과 학생의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과 연결시킨다. 교육과정의 한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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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자유롭게 하여 학교 경험이 삶에서 분리된 것이 아닌 실제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학습의 내용은 학생들

의 실제 생활과 접한 사건이나 주제와 같은 것을 선택하여 교육과정과 

긴 하게 재구성하여 확산적이고 통합된 사고력을 증지 시킬 수 있다.

 교사에 대한 목적은 ‘도전으로서의 지도’로 교사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부족한 시설

과 학습자료, 과 학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학습법

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도전의

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학습법의 목적을 C.G Katz와 S.C Chard

는 ‘활동의 균형’으로서 체계적 교수(systematic instruction)나 자발적 놀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프로젝트 활동으로 보완하고 강화한다고 하

다. 현재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실제를 전적으로 대

치하고자 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교육을 좀더 풍부하

게 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능력계발을 자극하고 숙달하도로 도울 수 있

다. 즉, 놀이중심의 접근법 및 교사 중심의 교수를 사용한 접근법을 보완

하여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이루게 한다[4].

 이상과 같은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전개해 가

는 과정에서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학생이 지식과 기능을 포괄한 정서

적, 도덕적, 심미적으로 통합된 사고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근본목적으

로 한다. 학생이 활동을 선택하고 제안하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자

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설정하여 탐색‧탐구하고 발표함으로써 학습하는 

방법과 사고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도 주제학습 채택의 목

적이라고 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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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특성 및 요소

                             

 프로젝트 학습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2].

 첫째, 집단 토의 활동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소집단 혹은 학급 전

체가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은 소집단으로 이

야기를 나눌 때 학습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생각을 

지도하여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소집단 토의를 통해 학생

들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Leith는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개인 또는 집단별로 책임을 분담하여 활동

함으로써 또래 학습자와 교사와의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

진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 작용은 협력 학습에서도 밝혔듯이 문

제 해결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장 활동으로 현장 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쌓아나가게 하며 학교 안에서 학습한 것을 학교 

밖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과 관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주변 상황과 가장 접하게 연관된 

사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

여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습이 학습자 개개인에게 유의미하

게 될 수 있다.

 셋째, 표현 활동으로 학생들은 학습의 주제와 관련된 학교 밖에서의 개

인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검토하고 조직적으로 정리하며 스스

로의 경험 혹은 견해의 차이를 논의하여 조사해야 할 질문 사항 등을 작

성한다. 이러한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활동은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고 

조직화하는 학습 방법을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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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조사 활동으로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여 학

습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러한 조사 활동도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Jantzen에 따르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학생들은 실제 살아 있는 모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 가족, 또는 학습의 내용과 관련

된 다른 학교 밖의 사람들을 면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 활동을 통

해서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러한 다

른 사람 즉, 한 학급의 구성원 및 학교 구성원 혹은 나아가 이웃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주변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

게 해준다.

 다섯째, 전시 활동으로 이 활동은 다른 과제 학습 활동과는 구분되는 

프로젝트 학습의 유일의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소집단으로 서로 구성원간에 

협동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등에 전시하거나 학생들이 최종 결과물에 대해 발표를 함으로써 

각각의 활동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나 발표를 위한 

작품이나 결과물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학습자도 함께 참여시킴으

로써 발표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심화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전시 활동이 학생들의 과제 수행 활동에 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Arvey는 "학생들은 그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들의 최

선을 다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학생들은 그들의 작품을 디자인하거나 

포스터로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작품들을 동료에게 

발표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하 으며, 또한 Pardes는 전시 활동

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들이 작품을 전시해야 할 때 그들의 작업에 대해

서 더 책임성 있게 임할 수 있다.”고 서술하 다.

 이러한 최종 결과물의 전시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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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더 철저하고 책임성 있게 임하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프로젝트는 

일련의 활동들을 조직하고 추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나 문

제를 필요로 하며 둘째, 이러한 활동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일련

의 기사나 보고서, 도표 등의 최종 결과물로 제작되어야 한다. 셋째, 프

로젝트는 교실과 실생활의 경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학습법의 특성으로 논의되고 있는 학습자의 조건으로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는 문제, 접근, 결과물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는 제기된 문제들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다른 사람

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자는 교사의 평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상 학습자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학

습 활동을 해야 한다. 발표 시 어떤 보고서의 유형을 택할지, 누구 앞에

서 발표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4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수업원리 및 이점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은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계획하는 교육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활동을 통

해서 학습한다고 가정하며 동시에 이때의 활동은 인지적 학습을 설명하

고 강화하며 내면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개인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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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획득된 기능들을 응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듯 프로젝

트 학습법은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성주의의 이론과도 일맥

상통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구성주의는 인식론에 근거를 둔 학문으로 학습은 일상 학습상황에서 다

양한 정보를 접했을 때 일어나며 학습자는 학습현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

를 적용해 보고 의미를 분석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다.

 구성주의 교육이론에서 교사의 역할은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사태에서 

교사는 학습환경의 조성자이자 안내자이며, 학생과의 동료 학습자로 불

릴 수 있는 코치로서의 교사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 환경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신빙성 있는 학습 

과제를 제공해주는 진정한 학습의 촉진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구성

주의적 학습활동에서는 학습의 주체자가 학생이며 교사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찰자, 학습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사가 관찰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학습법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역할에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학습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함께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과 같다[4].

 위의 프로젝트 학습법에 대한 특성 및 요소들을 살펴볼 때 프로젝트 학

습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 될 수 있

다[2].

 첫째,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선택되고 학습자는 수업 시간이

외에도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학습에 더 

재미를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둘째, 문제 해결력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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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 성공적으로 복잡한 문

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과

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활동은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고양시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은 문제를 조사하고 해

결책을 찾아가면서 중요한 원리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도서관이나 주변 정보원을 탐색하는 기술이 증대된다.

 두 번째 지적한 문제 해결력 증대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의 프로젝트들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백과사전 등의 

활자화된 정보원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CD-ROM, 인터넷 등의 부가

적인 정보원들을 사용하게끔 해준다.

 넷째, 협렵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집단 학습의 필요는 학생들이 의사 소통 기술을 개

발하고 연습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동을 바탕으로 하

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팀의 모

든 구성원들은 자기가 완수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되는데 자신이 프로젝트

의 주어진 임무를 해내야만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 나오므로 학생 스

스로 집단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해주고 있다.

 다섯째, 자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켜 준다.

 잘 시행된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시간 계

획에 맞도록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게 시간과 다른 자료들을 잘 배

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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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전통적인 학습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과의 비교

 앞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입장이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지식의 전수라는 전통적인 학습법에서의 그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 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접근법 및 기본 입

장의 차이는 최근들어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교육의 풍토와 더불어 전통

적인 학습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프로젝트 학습법을 

주목받게 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전통적인 학습과는 학습관, 학습의 방식, 학습의 

내용, 학습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강조점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에 개입을 적게 하므로 말을 적게 하며 학생

들과 더불어 공동 학습자로서 많은 발견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과제에 

대해 덜 전문적이 되며 학습자는 과제 해결을 위한 팀 학습을 통해 팀워

크를 경험하고 지필 고사나 지식 중심의 평가보다는 수행 평가에 의존하

며 학습 시 다양한 매체와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첫째, 전통적 교육(Traditional Education)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다루

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Project-Based Education)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

해를 강조한다.

 둘째, 전통적 교육은 고립되어진 지식에 대한 학습 기술을 개발하고, 프

로젝트 기반 교육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전통적 교육은 다루는 범위나 순서는 고정된 교육과정에 의거하

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에 따른다.

 넷째, 전통적 교육은 분리된 교과에만 기반을 두지만, 프로젝트 기반 교

육은 통합 교과적인 성격을 띤다.

 다섯째, 전통적 교육은 교사는 강의자,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이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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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기반 교육은 교사는 정보제공자, 동료, 학습 활동에 공동 참여자

이다.

 여섯째, 전통적 교육은 평가는 보여지는 점수, 성취도 중점이고 프로젝

트 기반 교육은 학습의 과정 및 결과 모두에 중점을 둔다.

 일곱째, 전통적 교육의 교수자료는 교과서 혹은 교사가 개발한 연습 활

동지이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교수자료는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

뷰자료, 기록, 학생들에 의해 개발된 다른 자료들을 포함하며 다양하다.

 여덟째, 전통적 교육은 기술적인 장비의 사용은 부분적이고 교사의 제

시를 위해 유용할 때 사용되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기술적인 장비의 

사용이 중요하며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학생들의 발표에 유용하게 사

용된다.

 아홉째, 전통적 교육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상호 경쟁하면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교사로부터 학습 내용을 전수 받지만,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학생들은 그룹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학습, 서로의 학습에 도움을 주어가

면서 정보를 조직, 종합한다.

 열번째, 전통적 교육은 학습자는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내용을 암기, 

반복하고, 간단한 과제를 부여받아 이를 완성하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제를 정의하고 긴 

시간동안 독립적으로 과제에 대한 수행 활동을 한다.

 열한번째, 전통적 교육은 학습의 단기 목표는 사실, 용어 등에 대한 지

식, 고립된 기능의 습득이며, 프로젝트 기반 교육은 학습의 단기 목표는 

복잡한 사상이나 과제의 이해와 적용, 통합적인 기능의 습득이다.

 열두번째, 전통적 교육은 학습의 장기 목표는 지식을 확장시키고 성취

도 평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학습자의 양성이

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장기 목표는 심도 있는 지식을 획득, 지속적이

고 자율적인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성향을 지닌 학습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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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교육법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법과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학습자에게 학습 활동의 적용을 통하여 전통적인 

교육법보다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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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래시 MX 프로그램

 

 플래시는 웹용 동 상을 만들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며 벡터 드로잉

(vector drawing) 이미지 처리 방식으로 표현되는 매트로 미디어사의 멀

티미디어 웹 저작도구로서 본 장에서는 플래시의 소개 및 특징에 대하여 

서술한다.

2.2.1 플래시 MX 소개

 

 플래시(Flash)는 1997년 1월, 웹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FutureSplash 

Animaotr가 출시되어 비로소 ‘Flash'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후 얼마되지 않아 사운드의 지원과 저장 파일 형식이 추가되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단정된 Flash2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8년 5월에 플래시 

3.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1999년 6월에는 강력한 액션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웹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터랙티브의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것을 새롭게 재편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패

널’ 윈도우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선보이고 무비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비탐색창 기능 등이 추가된 플래시 5.0이 2000년 9월에 발표

되었다. 지금은 플래시 6.0격인 플래시 MX가 등장해 패널의 수를 줄이

고 패널의 구도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레이어 폴더 기능등이 추가되어 전 세계 인터넷 유저가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래시는 컴퓨터 사용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웹 전반에 걸쳐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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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 무비들은 인터넷의 상호 작용성을 한층 강화하 고, 수많은 기업이 

앞다투어 플래시 컨텐츠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플래시를 이용하면 적은 용량으로도 화려한 그래픽 및 동 상을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용 컨텐츠에 다양하게 쓰여 플래시는 웹페이

지에 올려지는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쉽게 해주고 파일의 크기를 최소한 

줄여주며,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버튼 등을 만

들어주고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웹 페

이지를 만들 수 방법을 제공해 준다. 

 또한 플래시로 할 수 있는 여러 웹용 컨텐츠 중 교육 컨텐츠는 플래시

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로 기존의 교

육 컨텐츠는 학습 장면을 동 상으로 보여주거나 강의 내용을 사운드로 

들려주는 것에 불과하 지만 플래시의 등장으로 네티즌들의 강의 참여가 

쉬워졌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올려진 

일반 교육컨텐츠의 정지화면과는 차별성을 두어 애니메이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사용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하여 게임을 하는듯한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다[9,10].

2.2.2 플래시의 특징

 플래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

 (1) 벡터 그래픽 기반의 플래시

 플래시는 적은 용량을 가지고 안티얼라이징(Anti-alasing : 계단현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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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능)된 최상의 화질을 가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벡터이미지란 

이미지의 선과 면, 점의 정보가 모두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기억되어 있

는 이미지이다. 즉 선의 양 끝점의 좌표값의 기억으로 이미지의 확대, 축

소해도 그 이미지의 정보나 용량에는 변함이 없다.

(2) 애니메이션 기능

 플래시는 책을 만들 듯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만들 듯 

살아 움직이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3) 용량(속도)의 효율성

 플래시는 자체적으로 뛰어난 압축기술을 가지고 있어 용량 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플래시의 심벌 기능은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즉 한번 심벌로 저장된 이후에는 100번 심지어 1000번

을 다시 쓴다 해도 그 용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4) 스트리밍(Streaming) 기술

 스트리밍이란 전송된 만큼의 정보를 보여주는 동안 다음 정보를 불러들

여 순차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만든 실시간 재생 기술이다. 이것은 

용량이 많은 무비를 차근차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기다리

는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다. 이 스트리밍 기술을 잘 이용하면 아무리  

용량이 큰 무비라도 로딩 시간 없이 바로 재생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무

비가 로딩되는 시간에 그 뒤의 무비정보를 계속 불러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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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랙티브(Interactive) 기능

 웹에서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일 것이다. 보여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에 보여질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플래시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상호작용 뿐 아니라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강력한 인터랙티브를 구현할 수 있다.

(6)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플래시는 여러 일반 이미지 프로그램과 훌륭한 호환성을 가진다.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플래시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Macromedia사

는 전체 플래시 파일포맷(SWF)을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들은 여러 프로그램과 플래시를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mp3 압축 엔진 장착

 보다 나은 음질을 위해 고성능 mp3 오디오를 통합하 다. 그리하여 플

래시에서 사용되는 사운드는 swf로 전환할 때 mp3로 변환된다. 

(8) 쉬운 사용법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용자에게 어려우면 그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플래시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웹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이

다.

 플래시는 이러한 특징외에 플래시 무비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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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중의 하나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 액션스크립트의 사용으로 

사용자는 키보드의 자판이나 무비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발생하는 상호 

작용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효과적인

성과물이 나오며 애니메이션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그만 움직임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가

져올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9]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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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토샵6.0 프로그램

 포토샵은 2D 그래픽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어도비사에 의해 개발된 

이미지 편집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본 장에서는 포토샵의 소개 및 

특징에 대하여 서술한다. 

2.3.1 포토샵의 소개

 지금은 우리에게 스타워즈 시리즈와 쥐라기 공원 등과 같은 헐리우드 

블럭버스터 화의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제작사로 너무나 유명한 조

지 루카스 감독의 ILM(Industrial Light-Magic)에 몸담고 있는 존 놀

(John Knoll)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형 토마스 놀 (Thomas Knoll)과 

함께 자신들의 사용할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제작

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의 원형이다.

 프로그래머인 토마스 놀은 포토샵의 원형을 프로그래밍했고, 특수효과

에 익숙했던 존 놀은 포토샵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준 플러그인의 제

작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이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

두자 두 형제는 이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기로 해서 맨 처음 바니 스캐너

라는 35mm필름 스캐너의 번들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상용화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은 1990년 2월, 마침내 어도비

사와의 계약 체결로 포토샵 1.0 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1990년 2월에 포토샵1.0으로 소개된 포토샵은 2.0버전

을 거쳐 , 1993년 2월 2.5버전에서 윈도우 버전이 함께 발표되었고, 3.0에

서는 SGL와 썬 마이크로시스템사 등의 웍스테이션용 버전까지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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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0을 거쳐 5.0, 5.5, 지금의 6.0에 이르게 되었다[12].

 어도비 포토샵(AdobePhotoshop)은 매킨토시와 윈도우 기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이미지 편집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미지 편

집 애플리케이션은 포토샵뿐만 아니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포토

샵은 전세계 시장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대단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사랑 받고 있으며, 상품

디자인, 편집디자인, 웹문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

된 기능은 드로잉과 이미지 리터칭(Image Retouching)이라고 할 수 있

다. 사진의 합성 및 보정이나 수정작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그 

역의 한계를 넘어 DTP, 2D,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웹디

자인에 이르기까지 전 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포토샵이 많

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포맷의 지원으로 타 프로그

램간의 파일 교환이 자유롭고,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Plug-Ins 안에 추

가/확장시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즉각적인 기능

의 개선 등을 들 수가 있다[13].

2.3.2 포토샵의 특징

 

  포토샵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

(1) 호환성 및 인터페이스

어도비포토샵의 가장 큰 장점은 쉬운 사용자환경과 어도비사에서 만들어

내는 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및 인터페이스 유사성이다. 이는 포토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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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어도비사에서 나온 다른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2) 이미지 편집이론

 포토샵은 다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처럼 사진 및 기타 스캔한 그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미지를 리터칭하고 특정한 효과를 적용하고, 그림간의 

세부사항을 교환하고, 콘트라스트와 텍스트를 삽입하고, 색 균형을 조정

하고, Grayscale(회색음 )로 스캔한 이미지에 색을 추가할 수 있다.

(3) 유연성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기계적인 작업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러

운 이미지 조작을 위한 기능이 많이 있다. 단지 0과 1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로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포토샵은 직선하나 원하나를 그릴 때에도 우리의 눈에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4) 확장성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다보면 꼭 필요하다 싶은 기능이 빠져있거나 모자

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도 다음 버

전이나 가능해지는 불편함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

한 기능을 포토샵에서는 언제나 원하는 기능과 옵션을 추가 할 수 있다.

 포토샵의 이러한 특징외에 이미지 작업을 하다보면 ‘해상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 해상도라는 것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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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촘촘하게 모여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의 수가 많다

는 것이고, 픽셀의 수가 많은 만큼 더 세 하게 표현된 이미지라는 말이

다. 이렇게 픽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일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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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주얼베이직(Visual Basic)

 비주얼 베이직은 윈도우 기반의 비주얼한 언어로 코드를 일일이 직접 

기술하지 않고도 마우스를 사용해 프로그램의 뼈대를 잡을 수 있게 해준

다. 즉, 비주얼 베이직은 눈으로 보면서 프로그램과 사용자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이다. 본 장에서는 비주얼베이직의 

소개 및 특징에 대하여 서술한다. 

2.4.1 비주얼베이직의 소개

 1960년대 다트마우스 대학의 케머니와 크루츠라는 두 명의 교수에 의해 

개발된 이래 Gw-Basic에서 Quick-Basic으로, 다시 비주얼 베이직

(Visual Basic)으로 발전했다.

 발전 과정은 비주얼베이직 1.0은 단순한 기능뿐이었으며 비주얼베이직 

3.0은 개발도구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비주얼베이직 4.0은 3.0에 비해 

다양한 도구와 기능이 제공됐으며 비주얼베이직 5.0은 원시코드를 컴파

일해주는 기능을 지원했다. 5.0에서는 아주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으면서 

기존 사용자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했다. 현재 비주얼베이직의 최

종 버전인 비주얼베이직 6.0은 5.0에 비해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많은 발

전이 있다. 

 비주얼 베이직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언어

이다. 비주얼 베이직은 교육용 언어인 "베이직((Basic)언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베이직의 실제 뜻은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 비주얼 베이직은 명실상부한 비주얼 툴이다.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주얼 툴이라는 것 자체부터 이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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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툴’은 원래 정확히 말하자면 ‘비주얼 개발 툴(Visual 

Development Tool)'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시각적인 개발 도

구라는 말이다. 또한 만약 비주얼 툴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비주얼 베

이직의 기본을 익히고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시간이 극히 짧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이다. 비주얼 베이직의 개발환경은 초보자라도 손쉽게 접근하고 익숙해 

질 수 있으며, 동시에 강력한 성능을 과시하기 때문이다[15]. 또한 비주

얼베이직은 윈도우 환경에서 가장 편리하면서도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 개발 도구이며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 훨씬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플래시와 포토샵을 이용한 프로젝트 중심 비주

얼베이직 설계 및 구현”을 했을 때 학습자에게는 시각적이며 초보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더욱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로 집

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툴이다.

2.4.2 비주얼베이직의 특징

 비주얼베이직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비주얼(Visual)이란 눈에 보인다는 뜻으로, 그래픽 인터페이스(GUI)환경

을 제공하며, 실행 결과를 미리 보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비주

얼 베이직은 윈도우의 GUI덕분에 Toolbox를 사용하여 화면에 다양한 폼

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화면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코

딩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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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Event) 위주의 프로그래밍 언어

 이벤트 위주의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이벤트를 이용

하여 자신이 원하는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벤트(Event)란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각종 사건으로, 

'마우스가 클릭 된다(Click)', ' 자나 그림이 입력된다(KeyPress)', '표시

한 내용이 변한다(Change)', '윈도 크기가 변한다(Resize)' 등이 이에 해

당한다.

 (3)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램(OOP ; Object Oriented Programming)으로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언어를 지원하며 다른 언어나 개발도

구에서 사용되는 객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베이직에 기초를 둔 언어

 비주얼베이직은 베이직 문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쉽고, 단기간에 익

숙해 질 수 있다.

(5) 높은 개발 생산성

 비주얼베이직 개발 통합환경을 통해 인터페이스 구성하고, 이벤트에 근

거한 코드를 채워넣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데 걸

리는 시간이 단축되며, ActiveX 컨트롤을 사용해서 복잡한 기능을 블랙

박스화한 코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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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 및 인터넷 관련 프로그래밍이 용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컨트롤과 객체를 지

원하고 윈도NT와 IIS와 연동하는 많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빠르고, 높

은 품질의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7)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편집, 테스트, 디버깅이 간

편하다.

2.5 용어의 정의

2.5.1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C.G Kats와 S.C Chard가 제시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활동으

로 여기서 ‘프로젝트’란 ‘한명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이행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로 정의되며, 학습자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

동과 노력을 몇 일에서 몇 주 동안 지속해 나가는 집단 탐구과정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관련 지식과 기능 및 인지적, 정서적 발달은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 학습법은 교사가 학습의 중심방향은 설정하기는 하되 활동 

과정에서 각 학생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교사와 아동 상호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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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전통적 수업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에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 다음 일정한 시간표에 의해 운 하는 것

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행 되어져왔던 방법으로 학습내용 선정, 방법 및 

교수-학습 방법을 교사가 미리 학습 단원 및 관련 학습 요소르 결정한 

다음, 주간 교육계획안과 세부적인 학습내용과 방법을 수립하여 이에 따

라 교사 주도적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2.5.3 구성주의

 구성주의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가 세상과의 경험을 통해서 스

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구성주의는 

종래의 행동주의에 기초한 객관주의적 입장의 교수 설계가 많은 제한점

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왔으며 전통적 교수 설계 이론을 탐

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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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

의 설계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특징, 플래시와 

포토샵, 비주얼베이직의 특징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방법론

은 구성주의를 따른다. 구성주의의 제 이론에는 인지적 융통성 이론과 

상황학습, 도제학습, 정착수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수 설계는 ‘도제학습’에 중점을 두어 설계한다.

3.1 교과주제 및 대상 선정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래시를 이용하여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설계하고 학습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프로젝트 기반 교육에 

알맞은 교과 주제를 선정하 다.

선정된 교과주제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 : 비주얼베이직

 나. 대상 : 대학생 2학년

3.2 교육과정 분석

  3.2.1. 단원의 개관

  

 교육용 컨텐츠는 학습의 과정은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또한 충분히 상

호 작용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각종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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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게 된 다양한 유형의 교수 매체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및 정보통

신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도 기

존의 전통적인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효과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

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에 적합하고 상호

작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3.2.2. 단원의 목표

 (1) ‘Chapter1 입출력 학습’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 학습을 각 과목에 대한 총점, 평균, 학점이 출력되도록 성적을 계산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입력과 출력의 기초를 다진다.

 (2) ‘Chapter2 MSFlexGrid 컨트롤 실습’은 번호, 이름, 난수를 

MSFlexGrid에 넣고 콤보박스 컨트롤의 값에 따라 MSFlexGrid에 정렬하

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정렬학습의 기초를 다진다.

(3) ‘Chapter3 입출력과 MSFlexGrid를 이용한 성적표 프로그램’은

Chapter1의 입출력 학습과 Chapter2의 정렬학습을 복습할 수 있는  

Chatper로서 이름, 국어, 어, 수학, 총점을 입력받아 이름, 국어, 어, 

수학, 총점을 이름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입

력, 출력, 정렬 학습을 한다.

(4) ‘Chapter4 데이터컨트롤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Chapter 

1,2,3의 모든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Chapter로서 이름과 반, 성적들을 

입력해서 레코드의 추가, 삭제 등을 하고 데이터 컨트롤을 움직여 가면

서 입력했던 자료들이 기억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으

로서 입력, 출력, 정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어 배웠던 

것을 총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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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의 개발 환경 및 개발언어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의 개발환경은 <표 3.1>과 같다.

              

       <표 3.1>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 개발 환경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의 개발 언어는 플래시에서 제공하는

ActionScript로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ActionScript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플래시의 ActionScript는 웹에서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

한다.

 나. ActionScript에 있는 마우스 이벤트등의 여러 기능은 일반 Gif, jpg

이미지와는 달리 이용자들과 다양한 상호 대화성을 가지게 하고 학습자 

위주의 설계를 할 수 있다.

 다. 학습자의 마우스 이벤트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학습 효

과를 높일 수 있다.

 

구분 개발 환경

O/S ●Windows 98/2000/XP

CPU ●Pentium 4   1.7GHZ

System

 

●RAM:256MB ●HDD:40GB

●Tool : Flash MX, Photoshop 6.0, Visual 

Basic 6.0

●Borwser : Internet Exploler5.0

●Sound Card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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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면 구성도

 본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 교육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

여 제작하 다.

 가. Best Quality : Graphic Identity(Symbol, Logotype 등 그래픽 요소

의 통일성)를 적극 활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로 타 교육컨텐츠와 차별화를 

극대화하며, 최적화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강한 시각적 효과

와 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하 다,

 나. User Interface의 체계화 : 사용자 통제가 용이하여야 하며 교육용 

컨텐츠를 이용하는 학습자 및 교수자들이 하이퍼링크를 주도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 진행이 적합하도록 구성하

다.

다. Design Concept : 화면 디자인은 화면 내용의 판독이 용이하여야 하

고 잘 조직화되어 있어야 한다. 비슷한 유형들은 묶어 그룹으로 제시하

여야 하며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의 분리시 진행이 적절해야 한다. 데

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의 사이즈를 최

소화 하고 동일한 이미지를 가능한 재사용하 다. 또한 초기 Intro화면과 

메인메뉴화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화면은 느낌을 통일시켰다. 

 프로젝트 중심 비주얼베이직은 학습 정보의 주제에 따른 문서별 연결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연결 구조를 갖는다.

∙계층적 구조 : 전체 학습 정보 기본 주제를 표시하고 있는 첫번째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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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서 각 주제별 하위목록이 표시된 두 번째 페이지로의 연결, 구체

적인 학습 내용이 기술된 하위 문서로의 순차적인 연결은 계층적인 구조

를 갖는다.

  

∙거미줄 구조 :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주제의 문서로 연

결이 가능한 구조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문서들은 하이퍼텍스

트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미줄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거미줄 

구조가 문서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원하는 문서나 사이트로 어디서나 

직접 연결이 되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다소 복잡해지면 현재 문서가 어

떤 경로로 거쳐 왔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16].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구조와 거미줄 구조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설계했

다.

  화면의 크기는 <그림 3.1>과 같이 메인메뉴화면으로 650  500 픽셀

을 full screen site로 한다.

              

                  <그림 3.1> 화면의 크기

500

650



주요 컨텐츠주요 컨텐츠

텍스트

버튼들

제 목로고

주요 컨텐츠주요 컨텐츠

텍스트

버튼들

제 목로고

- 39 -

 레이아웃은 화면의 기본적인 구조적 요소로서 인터페이스 상에서 나타

난 메뉴와 버튼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느 환경에서도 사용

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17].

 -비디오와 문자가 동시에 Screen 상에 표현될 때 문자는 빈 공간이    

  많은 부분의 화면에 쓰도록 한다.

 -화면에서 비슷한 형태의 제시물은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낸다.

 -문장의 위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정렬보다는 왼쪽    

  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2>는 본 논문의 레아아웃 화면을 예시한다

                 

                     <그림3.2>레이아웃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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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스템 구현 및 적용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이론에 근거하여 구현한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설계 및 구현 시스템은 PHOTOSHOP은 

이미지의 수정 및 보정 작업을 했으며 나머지 모든 컨텐츠의 내용은 

FLASH MX로 구현하 다. 구현한 프로그램들은 부록에 첨부하 다. 

4.1 시스템 전체 구성도

 Intro 화면은 전체 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비주얼베이직 교육컨텐

츠 환  메시지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고 ‘skip' 메뉴가 링크되어 있다. 홈 

메뉴화면은 4개의 Chapter로 되어 있어 각 Chapter를 선택하면 그 안의 

내용을 보여준다.

 또한 홈, 다음, 시작, 멈춤 버튼을 이용하여 주제 내에서 이동할 수 있

도록 하여 정보 활용이 보다 수월하다.

(1) Intro 화면

 Intro화면은 컨텐츠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으로 간단한 환  메시지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2) Chapter1 입출력 학습

 Chapter1 입출력 학습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

학습을 각 과목에 대한 총점, 평균, 학점이 출력되도록 성적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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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비주얼 베이직의 컨트롤인 툴박스의 

내용도 살피고, 폼디자인 및 폼 구성표와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고 코

드도 제공한다.

(3) Chapter2 MSFlexGrid 컨트롤 실습

 Chapter2 MSFlexGrid 컨트롤 실습은 번호, 이름, 난수를 MSFlexGrid

에 넣고 콤보박스 컨트롤의 값에 따라 MSFlexGrid에 정렬하는 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것이다. Chapter1에서 쓰인 컨트롤외에 더 필요한 컨트롤을 

알려주고, 폼디자인 및 폼구성표와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고 코드도 제

공한다.

(4) Chapter3 입출력과 MSFlexGrid를 이용한 성적표 프로그램

 Chapter3 입출력과 MSFlexGrid를 이용한 성적표 프로그램은 이름, 국

어, 어, 수학, 총점을 입력받아 이름, 국어, 어, 수학, 총점을 이름순

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Chapter3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알려준 컨트롤들을 사용하고 폼디자인 및 

폼 구성표와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고 코드도 제공한다.

(5) Chapter4 데이터컨트롤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Chapter4 데이터컨트롤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이름과 반, 

성적들을 입력해서 레코드의 추가, 삭제 등을 하고 데이터 컨트롤을 움

직여 가면서 입력했던 자료들이 기억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작성

하는 것이다. Chapter4에서 필요한 컨트롤을 알려주고 폼디자인 및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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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표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컨트롤과 데이터 그리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와 데이터베이스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

는 비주얼데이타 관리자를 사용한다. 마지막엔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

고 코드를 제공한다.

 <표 4.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주단

원에서 소단원으로 또 소주제들로 이동이 가능하며 텍스트, 그래픽, 애니

메이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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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시스템 전체 구성도

Intro 화면<그림 4.2>

 메인 

 메뉴

<그림

  4.3>

Chapter1

①성적계산 프로젝트 보기<그림 4.4>

②성적계산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구성표<그림 4.5>

③비주얼 베이직 기본적인 툴박스의 설명과 Chatper1에서 필요한 

컨트롤 설명

④성적계산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및 컨트롤 배치

⑤이벤트 핸들러 정의

⑥코드 제공<그림 4.6>

Chapter2

①그리드 정렬하는 프로젝트 보기<그림 4.7>

②그리드 정렬하는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구성표<그림 4.8>

③그리드 컨트롤 등록하는 절차 설명<그림 4.9>

④Chapter2에서 필요한 컨트롤 설명

⑤그리드 컨트롤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및 컨트롤 배치

⑥이벤트 핸들러 정의

⑦코드 제공<그림 4.10>

Chapter3

①점수표 프로젝트 보기<그림 4.11>

②점수표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구성표<그림 4.12>

③Chapter3에서 필요한 컨트롤 설명

④점수표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및 컨트롤 배치

⑤이벤트 핸들러 정의

⑥코드 제공<그림 4.13>

Chapter4

①데이타 컨트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보기<그림 4.14>

②데이타 컨트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구성

표<그림 4.15>

③Chapter4에서 필요한 컨트롤 설명

④데이타 컨트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폼디자인 및 컨

트롤 배치

⑤데이타베이스의 정의 및 필드 정의

⑥테이블 설계 설명

⑦비주얼데이타 관리자 사용법<그림 4.16>

⑧필드추가 및 테이블 작성법 

⑨코드 제공<그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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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은 소 단원에서 소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쉽고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하 다.

<그림 4.1> 전체화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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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현 예

 <그림 4.2>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화면 중의 하나인 Intro 화면으로 간

단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skip’버튼이 있어 마우스를 갖다대면 하이

퍼링크하여 메인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2> Intro 화면

 'skip'버튼은 아래와 같이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on (release) {

gotoAndStop(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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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는 메인화면으로써 Chapter1 입출력 학습, Chapter2 

MSFlexGrid 컨트롤 실습, Chapter3 입출력과 MSFlexGrid를 이용한 성

적표 프로그램, Chapter4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

램의 메뉴가 있고, 각 Chapter에는 'start'버튼을 눌러 하이퍼링크하면 그

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3> 메인 메뉴

 Chapter1 ‘start’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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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2 ‘start’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Chapter3 ‘start’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Chapter4 ‘start’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그림 4.4>은 Chapter1 입출력 학습으로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기

본적인 입력과 출력학습을 각 과목에 대한 총점, 평균, 학점이 출력되도

록 성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비주얼 베이직의 

컨트롤인 툴박스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도록 하 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요구나 활용수준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홈, 다음, 시작, 멈

춤 버튼을 넣었으며 Rollover하면 버튼이 확대되 보이도록 하 다. 또한 

[성적계산 프로젝트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성적계산하기 위한 비주얼 베

이직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으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다.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3", 1);

}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4", 1);

}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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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Chapter1의 성적계산 프로젝트 보기 화면

  <그림 4.4> ‘홈’ 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그림 4.4> ‘다음’ 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on (release) {

gotoAndStop(5);

}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1”,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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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작’ 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그림 4.4> ‘멈춤’ 버튼은 아래와 같은 액션으로 하이퍼링크 하 다.

 <그림 4.5>는 Chapter 1의 2번째 화면으로 성적계산 프로젝트를 만들

기 위해 필요한 폼 디자인 구성표를 Motion Tween으로 동적인 효과를 

주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5> Chapter1의 성적계산 프로그램의 폼 디자인 구성표 화면

on(release) {

tellTarget("control1"){

play();

}

on(release) {

tellTarget("control1"){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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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은 Chapter1의 마지막 화면으로 성적계산 프로젝트를 만들

기 위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6> Chapter1의 마지막 화면으로 코드제공

 <그림 4.7>는 Chapter2 MSFlexGrid 컨트롤 실습으로 번호, 이름, 난수

를 MSFlexGrid에 넣고 콤보박스 컨트롤의 값에 따라 MSFlexGrid에 정

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Chapter1에서 쓰인 컨트롤외에 더 

필요한 컨트롤을 알려주고, 폼디자인 및 폼구성표와 이벤트 핸들러를 정

의하고 코드도 제공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요구나 활용수준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홈, 다음, 시작, 멈춤 버튼을 넣었으며 Rollover하면 버튼

이 확대되 보이도록 하 다. 또한 [그리드 정렬하는 프로젝트 보기]버튼

을 클릭하면 그리드 정렬하기 위한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

하거나 열으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를 실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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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Chapter2의 그리드 정렬하는 프로젝트 보기 화면

 <그림 4.8>은 Chapter 2의 2번째 화면으로 그리드 정렬하는 프로젝트

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폼 디자인 구성표를  Motion Tween으로 동적인 

효과를 주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8> Chapter2의 그리드 정렬하는 프로그램의

                     폼 디자인 구성표 화면



- 52 -

 <그림 4.9>는 Chapter2의 그리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Motion Tween으

로 동적인 효과를 주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9> Chapter2의 그리드 추가하는 방법 설명

 <그림 4.10>은 Chapter2의 마지막 화면으로 성적계산 프로젝트를 만들

기 위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0> Chapter2의 마지막 화면으로 코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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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은 Chapter3 입출력과 MSFlexGrid를 이용한 성적표 프로

그램으로서 이름, 국어, 어, 수학, 총점을 입력받아 이름, 국어, 어, 

수학, 총점을 이름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하는 것이다. Chapter3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알려준 컨트롤들을 사용하

고 폼디자인 및 폼 구성표와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고 코드도 제공한

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요구나 활용수준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홈, 다

음, 시작, 멈춤 버튼을 넣었으며 Rollover하면 버튼이 확대되 보이도록 

하 다. 또한 [점수표 프로젝트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점수표를 정렬하기 

위한 비주얼베이직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으라는 대화상자가 나

타나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다.

           <그림 4.11> Chapter3의 점수표 프로젝트 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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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는 Chapter3의 2번째 화면으로 점수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폼 디자인 구성표를 Motion Tween으로 동적인 효과를 주

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2> Chapter3의 점수표 프로그램의 폼 디자인 구성표 화면

 <그림 4.13>는 Chapter3의 마지막 화면으로 성적계산 프로젝트를 만들

기 위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3> Chapter3의 마지막 화면으로 코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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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는 Chapter4 데이터컨트롤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

램으로 이름과 반, 성적들을 입력해서 레코드의 추가, 삭제 등을 하고 데

이터 컨트롤을 움직여 가면서 입력했던 자료들이 기억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데이터그리드에는 자료와 연계되어 나타나

고 서로 ‘반’필드를 연결해서 ‘반’이 동일한 레코드는 전부 그리드에 표시

되게 된다. Chapter4에서 필요한 컨트롤을 알려주고 폼디자인 및 폼 구

성표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컨트롤과 데이터 그리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와 데이터베이스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

는 비주얼데이타 관리자를 사용한다. 마지막엔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

고 코드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요구나 활용수준에 알맞게 선택

할 수 있는 홈, 다음, 시작, 멈춤 버튼을 넣었으며 Rollover하면 버튼이 

확대되 보이도록 하 다. 또한 [데이타 컨트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

로젝트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성적표를 추가, 삭제등을 하기 위한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으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원하

는 방식을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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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 Chapter4 데이터컨트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보기 화면

 <그림 4.15>은 Chapter4 의 2번째 화면으로 데이타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폼 디자인 구성표를 Motion Tween으로 동적인 효

과를 주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15> Chapter4의 폼 디자인 구성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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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6>은 데이터그리드와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 비주얼 

베이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주얼 데이터 관리자를 사용하는 방법

을 설명하는 화면이다.

               <그림4.16> 비주얼 데이터관리자 사용방법 설명

 <그림4.17>는 Chapter4의 마지막 화면으로 데이터그리드를 이용한 데

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7> Chapter4의 마지막 화면으로 코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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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용

 비주얼베이직 교과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기존 학습 

방식에 비해 어떤 향을 가져왔으며,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4.3.1 적용 대상 및 적용방법

 적용대상은 비주얼베이직 수업을 듣는 대학생 2학년 41명을 대상으로 

하 고 적용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학습자료인 비주얼베이직 교육컨텐츠

를 보도록 하 다. 

4.3.2 적용 결과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이용한 후의 측정 결과는 

다음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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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문조사 측정 결과  

 

설문 내용 반응 항목 명수
비율

(%)

1.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

업보다 배우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1)그렇다 29 70

 2)그렇지 않다 1 2

 3)두 수업이 비슷하다. 11 27

2.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다음의 절

차나 내용에 호기심을 느꼈습니까?

 1)느꼈다. 32 78

 2)느끼지 못했다. 4 10

 3)모르겠다 5 12

3.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 수업을 한 

후 스스로 학습내용에 만족을 느꼈습니

까?

 1)느꼈다 29 70

 2)느끼지 못했다. 4 10

 3)모르겠다. 8 20

4.플래시를 이용한 수업이 단순한 글이나 

정지된 그래픽을 통한 설명보다 이해하기

가 더 쉬웠습니까?

 1)이해하기가 쉬웠다 32 78

 2)이해하기가 어려웠다. 3 7

 3)모르겠다 6 15

5.향후에도 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중

심 학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까?

 1)생겼다. 30 73

 2)생기지 않았다. 5 12

 3)모르겠다. 6 15

6.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한 후 관련성이 있는 다른 단원에도 학습

에 흥미를 느꼈습니까?

 1)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한 단원만 흥미를 느꼈다.
26 63

 2)관련이 있는 다른 단원에도 흥 

 미를 느꼈다.
7 17

 3)모르겠다. 8 20

7.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1)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흥미로 

 왔다.
30 73

 2)학습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8 20

 3)학교에서 하기 힘든 학습을 여 

 러번 반복해 볼 수 있다.
3 7

8.수정을 한다면, 어떤점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폰트 5 12

 2)레이아웃 3 7

 3)디자인 21 51

 4)내용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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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이용한 후의 설문조사 측

정 결과의 응답자수는 41명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보다 배우는데 효과가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1)그렇다라는 응답이 70%, 2)그렇지 않다가 2%, 3)두 

수업이 비슷하다가 27%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학습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다음의 절차나 내용에 호기심을 느꼈습

니까? 라는 질문에 1)느꼈다가 78%, 2)느끼지 못했다가 10%, 3)모르겠다

가 12%로서 차시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 수업을 한 후 스스로 학습내용에 만족

을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1)느꼈다가 70%, 2)느끼지 못했다가 10%, 

3)모르겠다가 20%로서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플래시를 이용한 수업이 단순한 이나 정지된 그래픽을 통한 설명

보다 이해하기가 더 쉬웠습니까?라는 질문에 1)이해하기가 쉬웠다는 응

답이 78%, 2)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 3)모르겠다는 응답이 15%로

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향후에도 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1)생겼다가 73%, 2)생기지 않았다가 12%, 

3)모르겠다가 15%로 학습의욕이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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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한 후 관련성이 있는 다른 단

원에도 학습에 흥미를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에 1)플래시를 이용한 프로

젝트 수업을 한 단원만 흥미를 느꼈다 63%, 2)관련이 있는 다른 단원에

도 흥미를 느꼈다 17%, 3)모르겠다 20%로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7. 플래시를 이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는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1)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흥미로왔다 

73%, 2)학습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20%, 3)학교에서 하기 힘든 

학습을 여러번 반복해 볼 수 있다 7%로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는 정도가 

71%로서 학습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수정을 한다면, 어떤점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에 1)폰트 12%, 2)레이아웃 7%, 3)디자인 51%, 4)내용 29%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디자인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비주얼베이직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

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아보니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보다 70%가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학습효과가 높

으며, 78%가 차시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비주얼베이직 수업을 한 후 학습에 대해 70%가 만족감을 대부분 느꼈으

며, 플래시를 이용한 수업이 단순한 이나 정지된 그래픽보다 이해하기

가 쉬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78%로 많았다. 또한 향후 플래시를 이용

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설문자는 전체 설문

자의 73%로 이로인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었으며, 플래시를 이용

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는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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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흥미로왔다는 반응이 전체 설문자의 73%로 대부분 전반적으로 비주

얼베이직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학습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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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의 모색을 시도하는 교육 여

건에 부응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 스스로 해

결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인 프로젝트 기반 교육법을 비주얼

베이직 수업에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력을 신장시키고자 하 다. 따라서 Flash의 교육적 요소를 활용하여 학

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주얼베이직 교과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기반 학

습법이 기존 학습방식에 비해 어떤 향을 가져왔으며, 어떤 향을 미

쳤는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수업보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전체 설문자의 73%가 학습 효과가 높으며, 또한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흥미로왔다는 반응이 전체 설문자의 73%로 대부

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비주얼베이직 교과를 통한 프로젝트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보다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전통적인 교육은 흥미를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프로그램과 

사용자간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인 비주얼베이직을 교과

에 적용하고, Flash의 Action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주고 화면

을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디자인 하여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었다.

 셋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 참여를 이

끌어 내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용량이 큰 이미지나 소리 파일을 작은 용량의 쇽웨이브파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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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웹에서 빠른 속도로 로딩하고 학습할 수 있다.

  

 자기 학습의 개별화를 이룰 수 있고, 향상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컨텐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완해야 할 점

으로 디자인을 보완하라는 것이 전체 설문자의  51%로 가장 많은 가운

데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웹디자인의 능력이 부족하다. 대개 교사의 힘으로만 교

육컨텐츠를 설계하는 경우 전문적인 웹디자인 교육을 거치지 않아 전문

디자이너가 설계한 웹과 비교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

 둘째, 통합적인 교육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 개인 뿐 아니라 여러 

시도단위의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교육컨텐츠가 중복이 되어 비슷한 

내용이 개발되어 인력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컨텐

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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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Based

Instruction in Visual Basic Courses

Min - Jeng Kim

Major in Computer Science

    General Graduate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Doo-Soon Park)

 Ministry of Education asserts "Future education not only have to 

raise the ability of students for projecting and organizating their 

demands, but also make them adjust themselves to sudden social 

changes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oriented knowledge 

aquisition." Also, recently appeared constructivism makes clear 

"Present period which is specified with learner plays a part about 

own education. In the same time period, education require to 

impliment environment which take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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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nswering such education paradigm, group education is 

important up. One of the such ways is the project-based instruction.

 Project-based instruction is the learning that subltes teacher the 

student, students and teachers.

 But, so far, education is the teacher-leading education, which decides 

instruction a course and depend on textbook in lot of parts. Such 

education makes difficult in creation or learning acquirement of new 

information, and existing information or practical application of 

knowledge. As a result, it makes difficulty in bringing up ability 

coping with new change. Like this, the traditional instruction is rised 

the point of issue which lose interest because of non motive induction 

in teacher-leading uniform instruction. To conquest these problems, 

management of the planning which develops a course of study, 

studying contents which is related with a course of study and 

interaction-possible multimedia contents, is necessing by inducting the 

interest of students and raising the effect of studying. The 

project-based instruction studied is this thesis is able to make 

students study through interaction between student and students, 

teachers and students.

 We applied the developed system to visualbasic-instruction which is 

a program developed using window-based tools. Using animation 

positively, using FLASH MX and PHOTOSHOP 6.0 the program is 

strong in interactiv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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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FLASH MX Source)

• Intro 화면

'skip' 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125);

}

• 메인메뉴 화면

Chapter 1 ‘start' 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2", 1);

}

Chapter 2 ‘start'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3", 1);

}

Chapter 3 ‘start'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4", 1);

}

Chapter 4 ‘start'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5", 1);

}

• Chapter1 버튼들

홈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1", 

125);

}

다음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7);

}

시작버튼

on(release) {

tellTarget("control2"){

play();

}

}

멈춤버튼

on (release) {

tellTarget("control2"){

st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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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1 코드제공 화면 

//LoadVars()오브젝트 액션

myObj = new LoadVars();

myObj.onLoad = function(success) 

{

if (success) {

star = myObj.star;

} else {

wrong_mc.gotoAndStop(2);

}

};

System.useCodepage=true;

myObj.load("close.txt");

//스크롤바 액션

righ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scroll += 1;

}

lef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scroll -= 1;

}

• Chapter2 버튼들

홈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1", 

125);

}

다음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10);

}

시작버튼

on(release){

tellTarget("mscontrol2"){

play();

}

}

멈춤버튼

on(release){

tellTarget("mscontrol2"){

stop();

}

}

• Chapter2 코드제공 화면 

//LoadVars()오브젝트 액션

myObj = new LoadVars();

myObj.onLoad = function(success) 

{

if (success) {

s t a r 1 = 

myObj.star1;

} else {

wrong_mc.gotoAndSto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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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useCodepage=true;

myObj.load("close1.txt");

//스크롤바 액션

righ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1.scroll += 1;

}

lef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1.scroll -= 1;

}

• Chapter3 버튼들

홈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1", 

125);

}

다음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5);

}

시작버튼

on(release){

tellTarget("sortcontrol1"){

play();

}

}

멈춤버튼

on(release){

tellTarget("sortcontrol1"){

stop();

}

}

• Chapter3 코드제공 화면 

 

//LoadVars()오브젝트 액션

myObj = new LoadVars();

myObj.onLoad = function(success) 

{

if (success) {

s t a r 2 = 

myObj.star2;

} else {

wrong_mc.gotoAndStop(2);

}

};

System.useCodepage=true;

myObj.load("close2.txt");

//스크롤바 액션

righ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2.scroll += 1;

}

left_btn.onRelease = 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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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2.scroll -= 1;

}

• Chapter4 버튼들

홈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장면 1", 

125);

}

다음버튼

on (release) {

gotoAndStop(5);

}

시작버튼

on(release){

tellTarget("dbcontrol1"){

play();

}

}

멈춤버튼

on(release){

tellTarget("dbcontrol1"){

stop();

}

}

• Chapter4 코드제공 화면 

//LoadVars()오브젝트 액션

myObj = new LoadVars();

myObj.onLoad = function(success) 

{

if (success) {

s t a r 3 = 

myObj.star3;

} else {

wrong_mc.gotoAndStop(2);

}

};

System.useCodepage=true;

myObj.load("close3.txt");

//스크롤바 액션

righ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3.scroll += 1;

}

left_btn.onRelease = function() {

star3.scroll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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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VISUALBASIC SOURCE)

• Chapter1 비주얼베이직 소스 

Private Sub Command1_Click()

Dim K, Sum, Avg, Grade

Sum = 0

lblGrade.ForeColor = vbBlack

If Text1(0) = "" Or 

IsNumeric(Text1(0)) Then

   Text1(0).SetFocus

   Text1(0).SelStart = 0

   Text1(0).SelLength = 

Len(Text1(0))

   Exit Sub

 End If

 For K = 1 To 3

  If Not IsNumeric(Text1(K)) Or 

Val(Text1(K)) < 0 Or 

Val(Text1(K)) > 100 Then

   Text1(K).SetFocus

   Text1(K).SelStart = 0

   Text1(K).SelLength = 

Len(Text1(K))

   Exit Sub

  End If

  Sum = Sum + Val(Text1(K))

Next K

Avg = Sum / 3

Select Case Avg

  Case Is >= 90

    Grade = "A"

  Case 80 To 89

    Grade = "B"

  Case 70 To 79

    Grade = "C"

  Case 60 To 69

    Grade = "D"

  Case Else

    Grade = "F"

    lblGrade.ForeColor = vbRed

 End Select

 

 lblTot = Sum

 lblAvg = Format(Avg, "0.0")

 lblGrade = Grade

End Sub

• Chapter2 비주얼베이직 소스 

Option Explicit

Option Base 1

Private Sub Combo1_Click()

With MSFlexGrid1

 Select Case Combo1.ListIndex

   Case 0

     .Col = 0

   Case 1 To 2

     .Col = 1

   Case 3 To 4

     .Col = 2

  End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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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Combo1.ListIndex = 0 Then

   .Sort = 3

  Else

    .Sort = Combo1.ListIndex

  End If

  End With

End Sub

Private Sub Form_Load()

Dim i As Integer

Dim name

name = Array("Kim", "Park", 

"Lee", "Hong", "lee", "KOO", 

"choi", "CHO", "hong", "Kang")

With Combo1

 .AddItem "번호순"

 .AddItem "이름 오름차순"

 .AddItem "이름 내림차순"

 .AddItem "난수 오름차순"

 .AddItem "난수 내림차순"

 .ListIndex = 0

End With

With MSFlexGrid1

 .Rows = 11

 .Cols = 3

 .FormatString = "번호|이  름|난수

"

 For i = 1 To 10

  .TextMatrix(i, 0) = i

  .TextMatrix(i, 1) = name(i)

  .TextMatrix(i, 2) = Int(Rnd() * 

10 + 1)

 Next i

End With

End Sub

• Chapter3 비주얼베이직 소스 

Option Explicit

Dim i As Integer

Private Sub cmdexit_Click()

Dim result As Integer

result = MsgBox("정말 종료하시겠

습니까?", vbYesNo + vbQuestion, 

"종료확인")

If result = vbYes Then End

End Sub

Private Sub cmdInput_Click()

Dim kor, eng, mat As Integer

i = i + 1

kor = Val(Text2.Text)

eng = Val(Text3.Text)

mat = Val(Text4.Text)

With MSFlexGrid1

 .AddItem ""

 .TextMatrix(i, 0) = i            '

번호

 .TextMatrix(i, 1) = Text1        

'이름

 .TextMatrix(i, 2) = Val(Text2)   '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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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Matrix(i, 3) = Val(Text3)   '

영어

 .TextMatrix(i, 4) = Val(Text4)   '

수학

 .TextMatrix(i, 5) = CStr(kor + 

eng + mat)    '총점

 

 End With

 Text1 = ""

 Text2 = ""

 Text3 = ""

 Text4 = ""

 Text1.SetFocus

 End Sub

Private Sub cmdSort_Click()

cmdInput.Enabled = False

cmdSort.Enabled = False

With MSFlexGrid1

 .Col = 1

 .Sort = 1

End With

End Sub

• Chapter4 비주얼베이직 소스

Dim WithEvents adoPrimaryRS As 

Recordset

Dim mbChangedByCode As 

Boolean

Dim mvBookMark As Variant

Dim mbEditFlag As Boolean

Dim mbAddNewFlag As Boolean

Dim mbDataChanged As Boolean

Private Sub Form_Load()

  Dim db As Connection

  Set db = New Connection

  db.CursorLocation = adUseClient

  d b . O p e n 

"PROVIDER=MSDataShape;Data 

PROVIDER=Microsoft.Jet.OLEDB.3.

51;Data Source=C:\Program 

Files\Microsoft Visual 

Studio\VB98\exam.mdb;"

  Set adoPrimaryRS = New 

Recordset

  adoPrimaryRS.Open "SHAPE 

{select 이름,반,국어,영어,수학 from 

성적 Order by 이름} AS 

ParentCMD APPEND ({select 이름,

반,국어,영어,수학 from 성적 Order 

by 이름 } AS ChildCMD RELATE 

반 TO 반) AS ChildCMD", db, 

adOpenStatic, adLockOptimistic

  Dim oText As TextBox

  '입력란을 데이터 제공자에 바인딩

하십시오.

  For Each oText In Me.txtFields

    Set oText.DataSource = 

adoPrimaryRS

  Next

   mbDataChanged = False

End Sub

Private Sub Form_Resize()

  On Error Resume Next

  '폼의 크기가 변경되면 표 형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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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변경됩니다.

  grdDataGrid.Width = 

Me.ScaleWidth

  grdDataGrid.Height = 

Me.ScaleHeight - grdDataGrid.Top 

- 30 - picButtons.Height - 

picStatBox.Height

  lblStatus.Width = Me.Width - 

1500

  cmdNext.Left = lblStatus.Width 

+ 700

  cmdLast.Left = cmdNext.Left + 

340

End Sub

Private Sub 

Form_KeyDown(KeyCode As 

Integer, Shift As Integer)

  If mbEditFlag Or mbAddNewFlag 

Then Exit Sub

  Select Case KeyCode

    Case vbKeyEscape

      cmdClose_Click

    Case vbKeyEnd

      cmdLast_Click

    Case vbKeyHome

      cmdFirst_Click

    Case vbKeyUp, vbKeyPageUp

      If Shift = vbCtrlMask Then

        cmdFirst_Click

      Else

        cmdPrevious_Click

      End If

    Case vbKeyDown, 

vbKeyPageDown

      If Shift = vbCtrlMask Then

        cmdLast_Click

      Else

        cmdNext_Click

      End If

  End Select

End Sub

Private Sub Form_Unload(Cancel 

As Integer)

  Screen.MousePointer = 

vbDefault

End Sub

Private Sub 

adoPrimaryRS_MoveComplete(ByV

al adReason As 

ADODB.EventReasonEnum, ByVal 

pError As ADODB.Error, adStatus 

As ADODB.EventStatusEnum, 

ByVal pRecordset As 

ADODB.Recordset)

  '이 레코드 집합의 현재 레코드 위

치를 표시합니다.

  lblStatus.Caption = "Record: " & 

CStr(adoPrimaryRS.AbsolutePositio

n)

End Sub

Private Sub 

adoPrimaryRS_WillChangeRecord(B

yVal adReason As 

ADODB.EventReasonEnum, ByVal 

cRecords As Long, adStatu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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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DB.EventStatusEnum, ByVal 

pRecordset As ADODB.Recordset)

  '유효성 검사 코드를 넣는 위치입니

다.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할 때 이 

이벤트가 호출됩니다.

  Dim bCancel As Boolean

  Select Case adReason

  Case adRsnAddNew

  Case adRsnClose

  Case adRsnDelete

  Case adRsnFirstChange

  Case adRsnMove

  Case adRsnRequery

  Case adRsnResynch

  Case adRsnUndoAddNew

  Case adRsnUndoDelete

  Case adRsnUndoUpdate

  Case adRsnUpdate

  End Select

  If bCancel Then adStatus = 

adStatusCancel

End Sub

Private Sub cmdAdd_Click()

  On Error GoTo AddErr

  With adoPrimaryRS

    If Not (.BOF And .EOF) Then

      mvBookMark = .Bookmark

    End If

    .AddNew

    lblStatus.Caption = "레코드 추

가"

    mbAddNewFlag = True

    SetButtons False

  End With

  Exit Sub

AddEr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Delete_Click()

  On Error GoTo DeleteErr

  With adoPrimaryRS

    .Delete

    .MoveNext

    If .EOF Then .MoveLast

  End With

  Exit Sub

DeleteEr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Refresh_Click()

  '이것은 다중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에만 필요합니다.

  On Error GoTo RefreshErr

  Set grdDataGrid.DataSource = 

Nothing

  adoPrimaryRS.Requery

  Set grdDataGrid.DataSource = 

adoPrimaryRS("ChildCMD").Underly

ingValue

  Exit Sub

RefreshEr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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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ub cmdEdit_Click()

  On Error GoTo EditErr

  lblStatus.Caption = "레코드 편집"

  mbEditFlag = True

  SetButtons False

  Exit Sub

EditEr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Cancel_Click()

  On Error Resume Next

  SetButtons True

  mbEditFlag = False

  mbAddNewFlag = False

  adoPrimaryRS.CancelUpdate

  If mvBookMark > 0 Then

    adoPrimaryRS.Bookmark = 

mvBookMark

  Else

    adoPrimaryRS.MoveFirst

  End If

  mbDataChanged = False

End Sub

Private Sub cmdUpdate_Click()

  On Error GoTo UpdateErr

  adoPr imaryRS.UpdateBatch 

adAffectAll

  If mbAddNewFlag Then

    a d o P r i m a r y R S . M o v e L a s t        

      '새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End If

  mbEditFlag = False

  mbAddNewFlag = False

  SetButtons True

  mbDataChanged = False

  Exit Sub

UpdateEr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Close_Click()

  Unload Me

End Sub

Private Sub cmdFirst_Click()

  On Error GoTo GoFirstError

  adoPrimaryRS.MoveFirst

  mbDataChanged = False

  Exit Sub

GoFirstErro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Last_Click()

  On Error GoTo GoLastError

  adoPrimaryRS.Move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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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DataChanged = False

  Exit Sub

GoLastErro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Next_Click()

  On Error GoTo GoNextError

  If Not adoPrimaryRS.EOF Then 

adoPrimaryRS.MoveNext

  If adoPrimaryRS.EOF And 

adoPrimaryRS.RecordCount > 0 

Then

    Beep

     '끝 밖으로 옮겨서 되돌립니다.

    adoPrimaryRS.MoveLast

  End If

  '현재 레코드를 표시합니다.

  mbDataChanged = False

  Exit Sub

GoNextErro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cmdPrevious_Click()

  On Error GoTo GoPrevError

  If Not adoPrimaryRS.BOF Then 

adoPrimaryRS.MovePrevious

  If adoPrimaryRS.BOF And 

adoPrimaryRS.RecordCount > 0 

Then

    Beep

    '끝 밖으로 옮겨서 되돌립니다.

    adoPrimaryRS.MoveFirst

  End If

  '현재 레코드를 표시합니다.

  mbDataChanged = False

  Exit Sub

GoPrevError:

  MsgBox Err.Description

End Sub

Private Sub SetButtons(bVal As 

Boolean)

  cmdAdd.Visible = bVal

  cmdEdit.Visible = bVal

  cmdUpdate.Visible = Not bVal

  cmdCancel.Visible = Not bVal

  cmdDelete.Visible = bVal

  cmdClose.Visible = bVal

  cmdRefresh.Visible = bVal

  cmdNext.Enabled = bVal

  cmdFirst.Enabled = bVal

  cmdLast.Enabled = bVal

  cmdPrevious.Enabled = bVal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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