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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 기능성 게임의 학습효과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습효과 달성에 초점을 모은 나머지 흥미라는 게임 본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능성 게임의 교육적 방향성에 부합하면서 게임의 

몰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유지하면서 몰입을 도와주는 게임 요소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능성 게임의 새로운 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Abstractˇˇ A recent development of e-learning systems design has been made on 

gaming effects that enhance natural engagement with learning activities arising from 

the gaming experience. In so doing, at issue is how the learning objectives should be 

counterbalanced with the gaming effects that might move away people from the 

learning outcomes expected.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four-legged learning 

experience design framework that embraces these two goals (i.e., achieving learning 

objectives as well as better learning experience via playing games). An empirical 

study was carried out to validate this framework and how this framework would help 

HCI practitioners wa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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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시장조사에 의하면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세계시장 규모는 2007 년 15-20 억 달러에서 2011 년 

90-110 억 달러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년 

6 월 25 일). 특히 게임이 인지 능력 (cognitive 

capability), 운동 능력(motor skills), 의사 결정 능력 

(decision making),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representation and solving), 공간 지각 능력 (spatial 

cognition)의 향상과 같은 유용한 학습 효과 (learning 

effect)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능성 게임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지난 10 년간 이러한 게임의 긍정적 효과에 기반한 

기능성 게임과 교육용 프로그램(edutainment : education 

+ entertainment)이 다양하게 출시되었고, 관련 연구들도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능성 게임,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게임설계 프레임워크에 

학습효과(learning effect)라는 기능을 단순히 

접목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흥미의 유발 

(playability)이라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 실제로 학습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해서 기능성 게임 사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2].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능성 게임 설계자들은 

학습효과를 충족시키면서, 재미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설계 방법론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3].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효과를 유지하면서 

몰입을 도와주는 (Flow Learning) 게임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분석을 통해 기능성 게임의 새로운 

설계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표 1)를 정리하면, 기능성 게임 

사용자의 게임 경험으로의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요소 Reference 

도전(Challenge) [4], [5], [9] 

다양(Complexity) [8] 

재미(Enjoyability) [6], [9] 

임무(Game task) [5], [8] 

지시(Instructional guideline) [5], [8] 

난이도(Level of stress) [7], [8] 

연관(Relevant Information) 
[4], [5] 

만족(Satisfaction) [5] 

점수(Scoring mechanism) 
[4] 

피드백(Feedback) [9] 

경쟁(Competency) [5], [6] 

표 1 

Wouters et al. [8] 의 논문에 의하면 이중 게임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의 complexity, game task, level 

of stress, instructional guideline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방향과 비교하면서 상세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2.1 임무의 다양성 (Complexity)  

임무의 다양성 (complexity)은 기능성 게임에서 임무 

(task)를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하는 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Complexity 가 높을 경우 광범위한 

정보 처리 능력의 요구되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인지부하 (cognitive workload)를 느끼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complexity 가 낮을 경우, 단순한 게임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기능성 게임에 쉽게 흥미를 

잃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몰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한 임무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1), 기능성 게임 중 하나인  

‘마법천자문 DS’는 게임 수행 중 사용자가 다양한 임무를 

통해 하나의 학습목적(한문 공부)을 성취하도록 여러 

종류의 미니 게임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니 게임은 다양한 

태스크를 통해 사용자가 기능성 게임을 단순하게 느끼는 

것을 막고 흥미유발 및 학습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 



따라서 임무의 다양성은 기능성 게임 설계에 있어서 

흥미유발 및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으나, 어떤 수준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연구 및 실험적 결과를 

이용한 방법론은 많지 않다. 

 

2.2 의미 있는 임무를 통한 flow 경험 (Game Task)  

일본에서 성공적인 기능성 게임 중의 하나인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그림 2)에서 사용자는 여러 종류의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임무의 다양성 2.1 참조). 이 

기능성 게임은 단순히 임무의 다양성뿐 아니라, 각각의 

임무에서 의미 있는 임무수행을 통한 flow 상태 [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임태스크 설계가 적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과제 해결을 이어갈 수 있는 내적 

동기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의미 있는 임무를 통한 flow 경험은 기능성 

게임에서 사용자가 부여된 임무나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능성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기존 game task 의 개념에 스토리와의 

연관성을 더해 포괄적 이해를 제안한다. 연관성 없는 

단편적 임무나 과제 해결이 아닌 스토리와 융합된 연속적 

임무, 과제 해결을 통해 사용자가 보다 쉽게 몰입하고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한다. 

 

2.3 임무의 난이도 (Level of Stress) 

임무의 난이도 (Level of stress) 는 기능성 게임 

태스크의 다양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에 대한 

과부하로 일어날 수 있는 사용자가 느끼는 

좌절(frustration)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임무의 난이도(Level of stress)가 높을 때, 사용자는 

기능성 게임을 진행하고,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사용자의 좌절을 

증대시키고 기능성 게임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어져, 

사용자가 내적 동기부여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반대로 임무의 난이도 가 낮을 때, 사용자는 임무 및 

과제의 진행을 단순 작업의 반복으로 인식하고 몰입하지 

못한다 [10]. 

예를 들면 (그림 3) 'Delta Force'라는 게임을 이용한 

연구에서, 임무의 난이도 (level of stress)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에 몰입했다[9]. 

따라서 기능성 게임 사용자의 임무나 과제 해결 효율을 

높이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무의 난이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4 임무수행 가이드라인 (Instructional Guideline)  

임무수행 가이드라인은 기능성 게임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임무정보 또는 진행 관련 정보이다. 

순차적 임무정보 제공을 통해 사용자는 기능성 게임에서 

점진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배제하면서, 불연속적 

정보들로 인한 정보과다 (information overload)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정보축적 속도조절(pacing), 

집중력(focusing attention) 강화, 인접 영역 지식 활성화 

등의 순기능을 보인다 [2].  

그림 3 

그림4 

그림 2 



예를 들면 (그림 4 참조), '마법천자문 DS'는 사용자가 

처음 천자문을 학습할 때 회색 음영을 따라 천자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사용자가 천자문에 

익숙해지면 회색 음영은 사라지고 음영 없이 천자문을 

입력하도록 한다. 이러한 순차적 임무를 통해 사용자는 

천자문 학습에 몰입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기능성 게임의 학습효과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사용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구성된 임무수행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이 본 연구에서 검증할 학습효과를 

유지하면서 몰입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기능성 

게임들과 그렇지 못한 기능성 게임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위에 언급된 필요조건들과 몰입간의 상관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몰입을 통한 flow learning 기반 기능성 게임 

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Nintendo DS 기반 기능성 게임 중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그리고 ‘두뇌 트레이닝’을 사용한다. '레

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은 제안된 네 가지 필요요소를 모두 

잘 갖추었고, ‘두뇌 트레이닝’은 위의 네 가지 요소중 '임무의 

난이도'와 '임무수행 가이드라인'만을 갖춘 게임이다. 본 실험

에서는 이들간 차이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한 사전실험 

(pilot study)을 시도했다.  

 

3.1 피실험자 

총 10명의 20대 (남자 8명, 여자 2명)의 한양대 산업공학

과 학생들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피실험자는 사용되

는 기능성 게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

집했다. 

 

3.2 실험계획 

본 실험은 one-way between-subjects design 으로 설계

했다.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위의 

네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진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을 

사용했다. 두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요소 중 '임무의 난이도'와 

'임무수행 가이드라인'만을 갖춘 '두뇌 트레이닝'을 사용했다. 

종속변수로는 기능성 게임 사용을 마친 피실험자의 flow 

experience를 측정해 몰입 및 내적 동기부여 충족 여부를 조

사했다. 

 

3.3 실험절차 

피실험자들은 실험참가 동의서 및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

은 후 사용성평가실험실에서 20분 동안 주어진 게임을 수행

하였다. 실험 직후 flow experience 설문지를 [3] 이용해 

flow 경험을 조사했다. 

  

4. 실험결과 

피실험자들이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 (이하 

‘레이튼’)과 ‘두뇌 트레이닝’에 네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느끼는지 One-Sample T test 를 통해 

분석했다. 

요소 레이튼 두뇌 트레이닝 

임무의 다양성 + − 

의미 있는 임무를 

통한 flow 경험 
+ − 

임무의 난이도 + + 

임무수행 가이드라인 + + 

[표 2] 게임요소 분석. +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위 분석 결과를 통해 피실험자들이 ‘레이튼’에 대해 네 

가지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두뇌 트레이닝’의 경우 피실험자들은 ‘임무의 

난이도’와 ‘임무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요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flow experience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피실험자들의 몰입 

정도를 각 게임의 네 가지 요소 반영 정도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  

위 그래프 (그림 5)는 5 점 척도로 측정된 피실험자의 몰입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값 3.00 에 대해서 One-Sample 

T test 한 결과이다. 피실험자들은 ‘두뇌 트레이닝’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소가 잘 반영된 ‘레이튼’을 

그림 5 



사용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및 추후과제 

본 실험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유지하면서 몰입을 

도와주는 게임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네 

가지 게임의 요소 (임무의 다양성, 의미 있는 임무를 통한 

flow 경험, 임무의 난이도, 임무수행 가이드라인)를 갖춘 

게임인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마을’이 두 가지 요소만을 갖춘 

‘두뇌 트레이닝’과 비교할 때 사용자의 몰입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 위의 게임 요소의 분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작은 샘플사이즈 (10 명)로 인하여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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