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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MMORPG로 표되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게임아이템 유형을 보면 부분이 능력치와 련된 것들이 많다. 이것은 

게임아이템의 일부 기능만을 활용한다는 에서 보다 극 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성하고 그것에 유기 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하여 게임아이템을 인지심리학  으로 연구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 

"게임아이템의 인지 로세스와 지식표상 모델"이라는 것은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 과정을 게임아이템 사용자에게 용하

여 구조화한 것이다. 이러한 로세스와 지식표상 모델은 게임아이템의 명료화와 인과  이를 유도하기 한 것으로 

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I. 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게임에는 속성과 라미터를 가진 많은 게임아이템이 등장

한다. 근래 만들어진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게임아이템에 유료

화 정책을 으로써 이제까지의 것과는 다른 개념의 아이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온라인 게임아이템은 

게임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획득해야 하는 기획  기로에 서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아이템에 한 사용자의 인지심리학  

분석 모델에 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게임디자인에 

요한 단서를 제공해  수 있다. 첫 번째는 게임아이템의 명료

화(Transparent)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한 통제와 인과  

이의 유도이다.[1]

게임아이템의 명료화는 그것에 한 디자인 측면에서 효익 

메시지[2]를 의도 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업 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인지심리학을 용한 게임아이템 연구모델을 제

안하고 사례를 통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인지심리학 인 정보처리과정을 통하여 게임아이템

의 인지 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인지심리학

에서 증명된 성과들을 연구하고 게임아이템에 용하여 그것

의 심리학  분석모델을 정의 하고 '젤다의 설- 황혼의 공

주'를 정의된 로세스 모델에 용, 분석하고자 한다.

▶▶ 그림 1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Ⅱ. 게임아이템의 인지 프로세스와 지식표상 
모델

1. 표상의 개념과 게임아이템 표상의 정의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

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 를 연구하는 학문이다.[3] 인

지심리학에서 지식은 일반 인 데이터, 정보, 사실과 다르다. 

정보가 지식이 되기 해서는 어떠한 맥락(인과성 등)이 필요

하며 그것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처리가 되어야 비로소 지식

이 될 수 있다.[4] 이러한 지식이 장되거나 표 되는 방식을 

표상(表象: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를 들면 바나나를 

바나나 실물로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일, 노란색, 달

다 등의 심  표상을 통하여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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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이라는 것은 일반 으로 념을 가리키는 말이고 념

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을 표하는 것은 언어

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인지하는 상을 상징 인 언어 개념

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5]

'게임아이템의 인지'라는 것은 디자인된 게임아이템의 속성

과 요소(정보)를 사용자가 기억하고 문제해결을 하여 반응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게임아이템도 게임 이라

는 맥락 속에서 인지되기 때문에 표상의 형태로 기억되고 표

되므로 언어 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국 '게임아이템의 인지'라는 것은 실세계에서 사물을 인식

하는 것과 흡사한 표상 단계를 거칠 수 있으며 그것은 상징

인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게임아이템의 지식표상 모델
심리학자들은 지식을 조직화되어 기억에 장된 정보로 간

주하 고 이것에 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의미  지

식표상의 기본단 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6] 첫 번째는 개념을 표상의 단 로 보

는 유형과 두 번째는 명제를 표상단 로 본 모형이다. 이외에

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일차 으로 두 가지 유형을 

통해 게임아이템의 표상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할 두 가지 표  모델로 TLC( 계 망) 와 

ACT(명제망) 가 있다. TLC(Teachable Language 

Comprehender)는 상  개념과 하  개념과의 마디(node)와 

고리(link)로 구성되어진 계망 구조이다. 그림 2는 게임아이

템을 TLC 로 제시한 것이다. 각 노드는 계형태의 링크로 

연결된 형태이고 게임 UI와 유사한 구조이다.

▶▶ 그림 2. 게임아이템 TLC 예

그리고 ACT 모델은 보편 인 개념과 특정 사례를 구분하

여 연결하는 명제망 구조이다. TLC는 게임아이템의 개념  

분류의 계구조에 용을 할 수 있다면 ACT는 그것의 역할

과 문제해결과정에 합한 계구조 모형을 제시해 다. 

▶▶ 그림 3. 장검 ACT 예

그림 3은 그림 상단에 제시한 장검에 한 3가지 명제를 

ACT 모델로 구성한 것이다. 이 모델은 3가지 명제를 복된 

망으로 구성함으로써 일반 "장검"이라는 보편  개념을 "기사

가 사용하는, 큰 을 쓰러뜨리는 장검"으로 특정 사례화하여 

문제해결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추가로 ACT의 특징은 출발 

상태, 목표상태, 조작자 등이 잘 정의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에 

매우 합한 모델이다.[7] 

종합하자면 TLC는 아이템의 UI와 속성, 라미터와 련된 

지식표상 모델에 용할 수 있는 모델이며, ACT는 아이템을 

사용하고 활용하여 문제해결의 과정을 도식화하기 한 지식

표상 모델이 될 수 있다. 

3. 정보처리 패러다임과 게임아이템 인지프로세스
이러한 표상의 개념으로써 게임아이템 인지 로세스를 도

식화하기 해 심리학에서의 정보처리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자극(stimulus)을 입력(Input),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

(Mind), 다시 그것에 한 반응 는 내어놓음을 출력

(Output)이라는 기본 틀을 설정해 놓고 있다.[8]

▶▶ 그림 4. 마음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기본 틀

이러한 I-M-O의 과정을 게임의 특수성에 맞도록 입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I가 주어지면 O의 결과를 얻는 것은 형

인 게임 이의 형태이다. 여기서 M은 앞서 논의된 게임아

이템의 지식표상 모델이다. I가 게임콘텐츠라면 M은 콘텐츠를 

인지하는 메카니즘이고 O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interaction) 이다. M의 메카니즘을 이용해 I를 디자인하고 O

를 측했을 때 그것이 O´(사용자의 실재 이)와 얼마나 일

치하느냐가 본 연구의 심내용이다. 하지만, 지 의 논의는  

O≒O´를 확인하기 한 M의 성 단이 아니라 게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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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인지 로세스 모델 제시에 그 연구범 를 설정하고자 한

다.

▶▶ 그림 5. 게임아이템의 인지 프로세스

그림 5는 그림 4의 기본 틀을 게임에 용한 것이다. I는 

Product, M은 Cognitive Play, O는 Problem solving Play로 

각각 정의 할 수 있다. 앞서 게임아이템의 개념  지식표상과 

명제  지식표상 모델은 Cognitive Play에 그 로 용 된다. 

각각의 로세스는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 

Ⅲ. 게임아이템 인지프로세스를 통한 게임플레
이 유도 시나리오 사례

1.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소개
사례연구로 선정한 '젤다의 설- 황혼의 공주(이하 젤다)'

는 2006년 발매되어 2008년 4월 25일 재 일본 91만개, 국외 

322만개, 총 413만개가 매된 흥행작이다.[9] '젤다'는  체감

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매된 최신 게임이며 주인공 링크가 

악의 손에 떨어진 세계를 구하기 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

로 다양한 아이템을 습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이 결과 던 과 보스 은 특정 방법(디자인된 

유도 시나리오)을 통하지 않고는 클리어 할 수 없었고 특정요

소(수집, 기타이벤트)에서만 자유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어드벤처 게임의 특성상 앞에 말했던 O≒O´에 근 한 사

례로 단된다. 극단 으로 기획자가 기획한 로 413만 명의 

사용자가 모두 엔딩을 보았다면 동일한 이를 하 다는 말

이기도 하다.

[표 1] 선정 개임 개요 
게임 개발사 장르 랫폼 매량

젤다의 

설-황혼의 공주

ⓒ2006

nintendo

액션

어드벤처

WII,

GC

413

만개

2. 선정 게임의 게임아이템
'젤다'의 벨은 아이템과 그것을 사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퍼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아이템은 속성과 역할이 섞여 있어 

아이템이 무기가 되는 경우(부메랑이 무기가 되는 경우)도 있

고 무기이지만 특수 기능을 갖는 경우(폭탄으로 길을 뚫는 경

우)도 있다. 아래 표 2는 게임에서 가장 인 속성 분류표

이다.

[표 2] '젤다'의 게임아이템(일어명칭을 속성으로 풀어씀)
분류 아이템명

방어구 방패

무기 칼, 용자의 활, 폭탄, 일, 새총, 

기능아이템
낚싯 , 램 , 부메랑, 아이언부츠, 올라타는 팽이, 갈고리, 

피리, 자석, 옷

기타 아이템 돈주머니, 화살주머니, 채집 책, 지도, 나침반, 열쇠, 빈병

   

▶▶ 그림 6 '젤다'의 아이템들

3. TLC, ACT을 활용한 '젤다'의 게임아이템 지식표상 모
델 사례
3.1 TLC 지식표상 모델 사례

'젤다'의 게임아이템은 계 구조가 비교  단순하다. 이것

은 게임의 UI 특성과도 연 이 있는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템 창이 계가 없는 상태로 제시되어 있어 단순함

을 조장하고 있다. 각 아이템은 해당 아이템을 획득할 때부터 

아이템의 특성에 맞춘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퀘스트

가 개념  지식표상을 유도한다. 따라서 TLC구조 내에서 "이 

아이템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없다.

그림 7은 유도시나리오 샘 에서 다룰 조작아이템의 개념 

계구조로 각 해당 아이템의 개념차이에 한 일반 인 데이

터들이 분류되고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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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조작아이템의 위계구조

3.2 ACT 지식표상 모델 사례연구

사용자는 각 아이템의 기능과 속성에 한 데이터들을 

이를 통해 TLC 모델처럼 지식으로 기억한다. 이 게 기억된 

지식은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수많

은 명제들로 변한다. 이것은 지식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하나의 지식은  다른 지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10] 

"아이템의 역할을 악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오"라는 I가 제시

되면 사용자는 TLC와 같은 아이템 지식을 통해 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 명제가 만들어 진다. 이것은 일

반개념의 TLC를 특정사례화하는 과정이며 ACT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 ACT 모델은 O´로 출력되어 문제 해결 

여부를 단하게 된다. 

"나는 로 올라가기 해 화를 부메랑으로 끄고 램 로 

켜서 계단을 만들었다." 라는 명제를 로 들자. 여기서 논항

은 다음과 같다. "1)나는 로 올라가기 해 계단을 만들었

다.", "2)나는 화를 부메랑으로 끄고 램 로 켰다."

▶▶ 그림 8. 특정사례화된 게임아이템 ACT모델

그림 8은 " 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문제를 풀 때의 기본수

의 명제에 한 ACT 모델이다. 이것은 불을 끄고 켤 수 있

는 부메랑과 램 의 개념  표상이 문제해결을 한 명제로 

구조화되는 것을 보여 다.

4. 지식표상 모델을 통한 명료화와 유도 시나리오
지식표상 모델의 명료화는 이를 한 문제해결 명제를 

빠르게 생성하고 구조화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다. 명료하

지 않은 아이템의 속성을 통해 명제를 정리하고 '참'을 단하

는 과정은 이를 일 되지 않게 함으로써 유기 인 이 

연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 지식표상 모

델로 속성과 역할이 분명해진 아이템은 I가 주어졌을 때 신속

히 O≒O´형태의 이를 하게 한다.

▶▶ 그림 9. 문제 상황 스테이지 예시

그림 9는 앞쪽의 2층 높이의 단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이다. 이때에 그림 8과 같은 ACT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림 10. 그림 9의 도식화

그림 10은 그림 9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A,B,C는 화이고 

C만 불이 켜져 있다.  A'는 A, B'는 B에 불이 켜질 때 계단처

럼 로 올라오며 C'는 C의 불이 꺼질 때 올라온다. D는 불을 

켤 램 의 기름을 충 시킬 수 있는 기름통이다. 앞쪽의 2층 

높이의 GOAL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A', B', C'를 모

두 올려서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나 C'가 GOAL과 같

은 높이까지 솟아올라 C'에도 못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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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게임 플레이 시나리오 사례

그림 11은 게임에서 I-M-O 과정을 거치면서 그림 10의 문

제를 풀어나가는 로세스이다. 물론 그림 11의 로세스는 

본 연구자의 표상 능력 안에서의 결과이다. 모든 사용자가 이

게 이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다만 어떤 

로세스를 따랐던 간에 O''에 도달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개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도 시나리오가 가능한 벨구조라는 

이 가장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그림 11에서 " O''와 최종 

ACT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말은 타당하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게임을 심리학 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토

로 게임에 한 학문 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첫 

발걸음으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게임을 이하는 과정을 

심리학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러

한 분석 모델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게임기획 인 다양한 요소

를 첨가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객  데이터로 재생산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모델 제시를 해 인지심리학의 일부

분인 표상 개념만을 연구 하 고 '젤다'라는 단일 게임의 사례

를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 다양한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과 명

료화(Transparent)에 한 정확한 정의를 보여주지 못한 

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유도시나리오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개인별 표

상능력의 차이[11]와 화자와 청자 사이의 표상의 발 과 해석

의 차이[12]가 작성된 유도시나리오의 표성을 희박하게 한

다는 이다. 기획을 통한 M에 한 철 한 명료화를 보장한

다고 하더라도 그 명료화에 한 사용자의 주 성은 상  

이 시나리오를 만들며 이것을 본 논의의 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 해 다양한 심리학  증명방

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연구 과제가 있으며 기본수 의 표상능

력을 활용하고 테스트하여 보다 명료한 유도시나리오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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