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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프레임 작성 
A. 스토리보드코드,스토리보드유형코드 – 표지작성에 준한다. 

B. 프레임일련번호 – 2단계 깊이를 갖으며 ‘04-11’ 형태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뒤의 ‘11’은 앞의 프레임 ‘04’에서 파생된 11번째 프레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 프레임유형코드 – 하나의 프레임 유형 코드를 입력한다. 

D. CP, CPM, 디자이너, 차시주제 – 표지작성에 준한다. 

E. 이미지 – 이미지 컨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CMS 에 등록된 멀티미디어 데이

터 파일명을 입력한다. 

F. 음향/배경음악 – 음향/배경음악 컨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CMS에 등록된 멀

티미디어 데이터 파일명을 입력한다. 

G. 나레이션 –  나레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여자/남자/어린이 목소리를 명시한

다.) 

H. 첨부파일 –  현재 프레임의 ‘화면설명’란에 모든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TXT’ 파일에 입력해서 첨부한다. 예를 들어 퀴즈 창은 하나인데 퀴즈 창에 

출제해야 할 문제가 10문제라면 10문제 전체를 ‘화면설명’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TXT’ 파일에 문제들을 입력해서 첨부한다. ‘TXT’ 파일의 이름은 프

레임 일련번호 뒤에 ‘01’,’02’,’03’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한다. 또한 동영

상을 프리젠테이션 해야 할 경우 CMS 에 등록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파

일명을 입력한다. 

I. 화면설명 –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 플래시의 동선, 화면 배치

에 관한 설명을 입력한다. 화면 설명시 화면의 특정 부분을 클릭했을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동하라는 말은 ‘@프레임번호’이라고 줄여서 입력한다. 예를 들어 

‘13프레임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은 ‘@13’으로 표기한다. 

J. 검색어 – 현재 프레임의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명사 형태로 3개 입력한다. 

K. 네비게이션 체크 – 화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려하여 필요한 네비게이

션 단추들을 체크한다. 프레임 템플릿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네비게이션 단추

는 ‘화면 설명’란에 입력한다. 

L. 바탕화면 – 화면 배치, 캐릭터, 배경 및 동선 등을 디자이너가 알아볼 수 있도

록 최대한 간결하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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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코드  스토리보드유형코드  

프레임일련번호  프레임유형코드  CP  CPM  디자이너  

차시주제  이미지 

 

음향/배경음악 

 

나래이션 

 

 

화면설명 

 

첨부파일 

이전화면 다음화면 처음화면 
새 로 고 침 

(다 시 시 작) 
사운드 

(On/Off) 
동영상 

(Play/Stop) 
종료 기타 

네비게이

션 선택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