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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유형 
 

A. 프리젠테이션 프레임  

i. 멀티미디어 데이터 프리젠테이션[코드-P] 

1. 학습 문제 제시 

2. 정답 제시 

3. 피드백 제시 

ü 국어과 읽기 지문 제시 

ü 음악과 감상곡 제시 

ü 미술과 감상 작품 제시 

ü 영어과 음성, 대화글 제시 

ü 수학과 도형의 합동 애니메이션 

ü 사회과 역사의 현장 동영상 

B. 메뉴 프레임 

i. 그래프 식 메뉴[코드-M1] 

ü 사회과 행정기관의 조직도 및 역할 그래프 

ü 수학과 도형의 포함관계 그래프 

ii.  테마파크 식 메뉴[코드-M2] 

ü 슬기로운 생활의 우리마을의 구성도 

ü 과학과 우주의 구성요소 

C. 질의/응답 프레임 

i. 모범 답안이 있는 질의/응답[코드-Q1] 

- 선다형 : 5지선다 

- 진위형 : Y/N 

- 연결형 : 항목 연결형 

- 단답형 : 정확한 정답, 유사 정답 

ü 과학과 우주에서 가장 큰 행성 찾기 

ü 단정한 옷차림일까요 ? 

ü 입체도형의 단면도끼리 짝짓기 

ü 음악을 듣고 사용된 가락악기 찾기 

ii.  모범 답안이 없는 질의/응답[코드-Q2] 

- 기술형 : 웹을 활용한 정보 수집 연동 

- 설문형 

ü 2000년 한국과 서울의 인구를 비교해 봅시다. 

ü 혹부리 영감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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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의사결정 프레임 : 사용자의 입력 값 분석해서 다음 프레임을 결정 

i. 제한적 시뮬레이션(조작을 통해 정답 요구) [코드-S1] 

- 조작에 대한 정오 판단 있음 

ii.  자유도가 높은 시뮬레이션(조작을 통해 체험 요구) [코드-S2] 

- 조작에 대한 정오 판단 없음 

ü 세 개의 분수를 큰 순서대로 바구니에 담아봅시

다. 

ü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서 동물의 모습을 

꾸며봅시다. 

E. 이벤트 감지 프레임 

i. 단순 아케이드 형[코드-E1] 

- 단순한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통해 목표 달성 

- 개념 학습 후 반복 강화 학습 시 활용 

ü 상하좌우버튼을 사용해서 학교 가는 길을 따라 

가 봅시다. 

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어지는 말 중에서 아래 문

장에 알맞은 것을 클릭하세요. 

ii.  어드벤쳐 형[코드-E2] 

- 주어진 복잡한 상황의 문제 해결 

- 교육적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습득 및 활용 

ü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우리나라를 구해 봅시다. 

ü ‘미나’를 찾아 수학 혹성을 탐험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