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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된 무선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출퇴근, 심시간, 여가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게임, 동 상 시청, 쇼핑, 학습,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모바일기기를 이용

하여 즐기는 사용자가 증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수열 문제 풀이에 한 학습 효과

를 검증하기 해 여러 종류의 수열 문제들로 구성된 기능성 게임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계  구 하 다. 한 장된 수열 게임 이용자의 기록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상으로 사용자들의 

분포와 이에 따른 학습 효과를 분석하 다.

1. 서론

   최근 리 보 되고 있는 모바일기기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성능화, 력화, 소형화

가 이루어지면서 리 보 되고 있으며, 여론 조사 결과 

체 국민 76.0%가 교통으로 출퇴근이나 거래처 이동

할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모바일기기의 기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한 최근 게임의 재

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훈련, 치료 등의 특별

한 목 으로 사용되는 기능성게임(Serious Game)이 미국, 

유럽, 일본을 심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숫자, 낱말, 퍼즐 등으로 구성되어 뇌를 자극

하는데 효과 인 것으로 알려진 닌텐도 DS의 두뇌 트

이닝과 Wii Fit, NHN의 The 인, 한자마루 등이 인기

를 끌고 있다[2]. 이러한 기능성게임의 미국시장 규모는 

2005년 5천만 달러에서 2011년 3.6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국내 기능성 게임 시장은 2009년 약 2,000억 원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2012년 5,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3]. 더욱이 차세  컴퓨터를 신할 디바이스

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폰의 보 으로 인해, 기능성 게

임 시장은 더욱 다양한 목 과 사용자를 상으로 확 ,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한 놀면서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 놀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블루오션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최근 장

르 간 융합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4]. 미국은 이미 어

린이, 청소년, 학, 일반인을 한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컴퓨터 게임

이 교육용도뿐만 아니라 의학 치료용으로도 용되고 있

다[5]. 이러한 컴퓨터 게임은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고[6], 일반 교육에도 강력하고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7, 8]. 

  수열은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기본 역으로, 지

능검사 문항에 나오기도 하며 규칙 찾기 등에도 등장한다. 

학생들은 수열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논리 으로 정당화할 

수학  정리를 발견하는 직 과 통찰이 필요하다[9]. 한 

모바일 게임 콘텐츠를 통한 컴퓨터 교육과정이 교육 으

로 정 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10]. 본 논문은 유

사한 종류의 수열 문제들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열 게임이 사용자에

게 어떠한 학습 효과를 주는지를 분석하 다. 

2. 모바일 수열 게임 설계  구

   일반 인 지능검사  성검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수열은 보통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차례로 나열되는 자연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6개의 기본

수열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한 37개의 문제 형식  랜덤

하게 문제의 유형  형식을 선택하고 랜덤 수로 문제를 

생성한 후에 사용자가 문제를 맞히면 6 을 가산하고 틀

리면 10 을 감산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두뇌트 이 ”를 

설계  구 하 다.

   “당신의 두뇌트 이 ”는 (그림 1)과 같이 사용자에게 

수열 문제를 보여주고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4개의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로 총 3분간 많은 수를 얻어야 

하는 기능성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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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10 20 30 40  이상

평균 수 69.27 73.10 71.11 64.42 

실행횟수 1,528 3,090 1,303 291 

백분율 24.60% 49.74% 20.98% 4.68%

<표 3> 연령별에 따른 평균 수 분석

유 형 문제 구성

Type 1 제곱수, 피보나치 수열

Type 2 두 변수들의 덧셈, 뺄셈, 곱셈 

Type 3 세 변수들의 덧셈, 뺄셈, 곱셈 

Type 4
4개의 변수에 한 덧셈, 곱셈, 뺄셈 

연산을 이용한 연 성 찾기

Type 5
3개의 변수에 한 덧셈, 곱셈, 뺄셈 

연산을 이용한 연 성 찾기

Type 6
6개의 변수에 한 덧셈, 곱셈, 뺄셈 

연산을 이용한 연 성 찾기

<표 1> 기본 수열 문제 유형

(그림 1) “당신의 두뇌트 이 ” 게임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기 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각각 개발하 다. 사용자가 “당신의 

두뇌트 이 ” 어 리 이션 게임을 통해 기록한 결과 

수는 모바일 폰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후 무선 네

트워크를 사용해서 PHP File의 형태로 게임 서버의 데이

터베이스에 (그림 2)와 같이 장되며, 수열 문제 기반의 

기능성게임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회원 정보  게임 

결과 정보를 (그림 3)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 다. 

      

 (그림 2) “당신의 두뇌트 이 ” 결과 기록 장 과정

  

 (그림 3) “당신의 두뇌트 이 ” 데이터베이스 설계

3. 모바일 수열 게임의 학습 효과 분석

   본 연구는 모바일 수열 게임 사용자의 사회학  분류

와 학습 효과 분석을 해서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게임사용자  성별, 나이  직업 등을 불성실하게 기록

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동일 사용자가 최소 5번 이상 게임

을 수행한 512명의 기록인 6,212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 

성 별 남 자 여 자

평균 수 65.67 76.10 

실행횟수 2,837 3,375

백분율 46% 54% 

<표 2> 성별에 따른 평균 수 분석

<표 2>는 “당신의 두뇌트 이 ”의 게임 사용자의 남

녀 성별에 따른 분석이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수열 게임에 

한 평균 수가 더 높고, 실행 횟수도 여자가 8% 정도 

더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게임 사용자의 연령별 기록에 한 분석이

다. 연령별 게임 이용 횟수는 20 , 10 , 30 , 40  이상

의 순으로, 20 가 수열 게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 역시 20 , 30 , 10 , 40  이상의 

순으로 좋은 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는 게임 사용자의 직업별 기록에 한 분석이

다. 실행횟수는 상 으로 모바일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간  제약이 은 학생이 가장 많이 실행하 고, 

리직이 가장 게 사용하 다. 직업별 평균 수는 농축

어업 직업이 186.46으로 가장 높은 평균 수를 얻었지만 

상 으로 실행횟수가 어 객 인 데이터로써는 신뢰

할 수 없다고 단된다. 따라서 실행횟수 150회 이상을 기

으로 단할 때 업직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기록한 

것으로 단되고, 자 업이 가장 낮은 평균 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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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수 40.02 40.84 49.41 50.23 84.22 

실행횟수 512 512 512 512 4,164 

백분율 8.24% 8.24% 8.24% 8.24% 67.03%

직업별 평균 수 실행횟수 백분율

등학생 62.20 220 3.54%

학생 77.18 423 6.81%

고등학생 67.55 782 12.59%

학생 57.47 1,748 28.14%

농축어업 186.46 26 0.42%

의료인 57.94 215 3.46%

자 업 47.48 273 4.39%

사무직 73.86 728 11.72%

리직 36.44 18 0.29%

공무원 59.82 88 1.42%

서비스업 71.83 381 6.13%

연구원 69.39 174 2.80%

업직 121.45 166 2.67%

운수업 51.68 38 0.61%

무직 98.70 932 15.00%

<표 4> 직업별에 따른 평균 수 분석

<표 5> 반복횟수 따른 평균 수 분석

<표 5>는 5회 이상 수열 문제를 반복해서 수행한 사용

자 512명을 상으로 분석한 평균 수를 보여주고 있다. 1

회, 2회는 상 으로 평균 수가 낮았는데, 이는 게임 

환경과 문제 유형에 한 응 기간으로 단된다. 3회, 4

회는 어느 정도 사용자가 게임 환경에 응하고 문제 유

형에 한 응 기간으로 단되며, 5회 이상의 경우는 문

제 유형에 한 응이 완료되고 반복 학습 결과 평균 

수가 월등하게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 수열 기능성게임의 반복 수행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수열의 기본 문제 유형을 빠르게 악하고 정답을 유추해 

내는 능력의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열 문제 풀이 능력 향상을 한 기능성 

게임 “당신의 두뇌트 이 ”를 모바일기기 기반으로 설계 

 구 하고,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해 5번 이상 게임을 

수행한 사용자 512명의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 다. 게임 

기록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0 정도 더 높은 평균 수를 얻었고, 연령별에 따른 분류

에서는 20 가 가장 우수한 평균 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 반복횟수에 따른 분류에서는 실행횟수가 5

회 이상인 사용자 평균기록이 다른 실행횟수에 비해서 월

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은 모바일 

수열 기능성게임의 반복 수행을 통해서 빠르게 수열의 기

본 문제 유형을 악하는 능력과 논리 으로 해결하는 직

과 통찰 능력에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수열 문제 학습 게임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하고 일반인을 상으로 게임을 배포하여, 

사용자의 게임 기록 데이터에 의거한 객 인 데이터 분

석을 진행했다는 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매번 새롭게 변하는 문제를 가

지고 일반인을 상으로 실험이 실행되었다는 이다. 추

후 사용자 기록 데이터를 더 보강하고 ANOVA 분석을 

통해 모바일 수열 기능성게임의 학습 효과와 사용자의 성

별, 나이, 직업  반복횟수와 수열 유형별 정답률을 분석

하여 상 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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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민경, 한건우, 이  “컴퓨터 학습을 한 퍼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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