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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자신의 스트레스 등으로 자신의 친족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노인학대 문제를 알아야 할 때,
이 사이트는 노인학대란 무엇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
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1. 기획목적



2. 사이트 설계 (첫 페이지)

첫 페이지는 플래시를 이용한
메인 프레임과 배경 음악을 사
용한 버튼 프레임으로 제작 하
였습니다. 

메인 프레임에는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한 Skip단추를 넣
었습니다.

버튼 프레임은 배경음악을 넣
기 위해서 제작하였으며 높이
를 0으로 줘서 프레임을 감췄
습니다.



2. 사이트 설계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는 3개의 프레임

-메뉴 프레임

-메인 프레임

-주소 프레임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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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트 설계 (메인 페이지)

사이트의 메인 모습



2. 사이트 설계

메뉴 프레임은

로고 이미지, 처음으로, 노인학대란,

발생요인, 예방수칙, 관련기사, 관련

영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마우스

가 텍스트 위에 올려져 있으면 텍스

트 색, 위치가 변하게 제작 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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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트 설계

버튼 프레임은

한남대학교 로고 이미지와

사이트 제작자의 소개, 그리고

E-mail 주소로 작성 하였습니다.



2. 사이트 설계

메인 프레임은

① 처음으로

② 노인학대란?

③ 발생요인

④ 학대 예방 수칙

⑤ 관련기사

⑥ 관련영상

구성 되어 있으며, 메뉴 프레임의

텍스트 클릭할 경우 그에 해당된

프레임으로 이동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3. 사이트 소개

<① 처음으로> 프레임은 사

이트를 만들게 된 기획 목적

과 사이트의 소개, 그리고 정

보 사이트로 구성 되었으며

정보 사이트는 그림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링

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3. 사이트 소개

<②노인학대란?> 프레임은

노인학대의 정의란 무엇이고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분류해보았습니

다,



3. 사이트 소개

<③발생요인>프레임은 노

인학대가 발생하는 요인에

관하여 노인과 관련된 요인,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가족

상황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

로 분류하였습니다.



3. 사이트 소개

<④학대 예방 수칙>프레임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10대 수

칙에 관해 작성 하였습니다.



3. 사이트 소개

<⑤관련기사> 프레임은 노

인 학대에 관련된 기사를 작

성하였으며, 노인 학대에 대

한 생각을 작성 하였습니다.



3. 사이트 소개

<⑥관련영상> 프레임은 노인

학대에 관련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했습니다.



4. 제작 과정

첫 번째 페이지는 adobe 

flash사용 방법을 몰랐기 때문

에 포토 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플래시 효과를 나타

나게 만들었습니다.



4. 제작 과정

플래시만 사용하려 했지만 뭔

가 부족한 느낌을 받아서 배경

음악도 삽입해 보았습니다. 

배경 음악을 넣기 위해 프레임

을 두 개로 만들었고, 배경 음

악 프레임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높이를 0으로 줘서 숨

겼습니다 . 배경음악
프레임



4. 제작 과정

사이트의 처음 화면은 포토샵의

흑백 효과를 이용하였고, 돋보기

를 추가해서 누르면 원본 화면이

뜨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4. 제작 과정

대부분 글씨체들은 포토샵을 이

용하여 제작 되었으며, 인터넷에

서 아쿠아 글씨체, 스펀지 글씨체

등 글씨 효과 주는 법을 보고 제

작 하였습니다.



4. 제작 과정

사이트 의 글씨들은 처음에는

글씨만 사용하려 했지만 글씨만

으로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노인 캐릭

터를 찾은 후에 포토샵을 이용해

서 글씨에 효과를 주고 캐릭터와

결합시켰습니다.



4. 제작 과정

이미지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

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서로 다른 위치, 효과를 줘서 두

개 만들어서 드림 위버의 롤 오버

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우스
올라가면



4. 제작 과정

이 홈페이지는 대부분 수업시간

에 배운 기법과, 수업 자료를 토

대로 제작 되었으며, 수업 자료

들은 전부 수정을 통해서 사용 하

였습니다.



5. 마침

여러분의 조그만 관심이 세상을 변화 시

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노인학대

를 막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

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5.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