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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개발을 위한 기초 학습용 앱의 구현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학습용 앱의 용도 외에 게임적 요소를 접목하여 학습의 효과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용 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디자인적 요소와 게임 기능의 확대 후 안드로이드 마켓에 배포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과정은 게임 앱 설계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학습용 게임 앱 개발의 학습 모형을 제시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키워드: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Smart Phone), 학습용 게임 앱(Learning Game App)

I. 서론

게임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일종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경제

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저급한 오락으로 취급받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저변에 부정적 요소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문
화적 가치와 청소년들의 지적, 정서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기 위한 향후 게임 산업 정책의 당면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게
임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도의적으로 동참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긍정적 목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본 연

구는 안드로이드폰 게임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학습용 게임 앱의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학습용 게임 앱의 구현 사례를 소

개하였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학습용 앱의 특징은 학습자 주도

의 반복적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의지가 

부족하여 도중에 포기하거나 쉽게 싫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앱의 기능을 접목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게임적 요소 등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습용 게임 앱을 개발하였다.

II. 앱 설계

1. 시스템 설계

학습용 게임 앱인 짝 맞추기 카드게임의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

다.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게임 뷰 호출, 핸들러 메시지 처리, 게임 

종료 처리 등을 수행한다. 게임 시작을 위한 인트로 화면 뷰에서는 

핸들러를 사용하여 다이얼로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뷰

에서는 배경이미지와 카드이미지 처리,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의 

사운드 처리, 카드배치의 랜덤처리, 터치입력 처리, 짝 맞추기 상

태 처리, 게임초기화 등이 이루어진다. 게임 상태 스레드에서는 카

드 3쌍을 다 맞출 때까지 시도 횟수, 경과 시간, 게임 상태 등의 

게임로직을 관장하도록 한다. 게임 종료화면에서는 게임 결과에 

대한 정보 즉 시도 횟수, 게임 경과시간, 게임 재시도 여부의 다이

얼로그 화면을 띄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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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현 및 실행결과

1. 게임 로직  

그림 2. 게임 준비 상태

Fig. 2. Screen of Game Ready

 

-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인트로 화면의 게임 준비상태에서 

모든 카드가 뒷면인 백사이드 이미지로 되어있도록 한다[그림 

2]. 
- 화면의 임의의 영역을 터치하면 배경음악과 게임 시작을 묻는 

다이얼로그 화면이 뜨고 시작을 선택하면  100ms 정도의 짧

은 시간동안 카드의 배치상태를 보여준 다음[그림 3], 카드의 

백사이드 이미지로 다시 되돌린다[그림 2]. 

그림 3. 카드 배치 화면

Fig. 3. Screen of Card Layout

-  화면의 여백을 터치하면 게임의 시작을 묻는 다이얼로그 화

면이 나타난다[그림 4]. 

그림 4. 게임 시작 화면

Fig. 4. Screen of Game Start

- 첫 번째 카드가 선택되고 두 번째 카드가 선택되었을 때 짝이 

맞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맞지 않으면 백사이드 이미지로 

되돌린다[그림 5]. 

그림 5. 게임 상태 화면

Fig. 5. Screen of Gaming

- 이미 짝을 맞춘 카드는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 3쌍의 카드 모두 짝을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처리하되 그 때

까지의 시도 횟수와 경과 시간을 표시하도록 한다[그림 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2. 7)

357

그림 6. 게임 결과 화면

Fig. 6. Screen of Gaming Result

- 짝을 모두 맞추면 모두 맞추었다는 이미지 화면과 함께 게임

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6].
- 게임이 다시 시작되면 최초의 상태로 게임 초기화 되도록 한다.  
-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 준비상태로 되돌린다[그림 2].

2. 이미지

이미지 리소스는 배경이미지와 3쌍의 카드이미지를 처리하되 

카드이미지는 매 게임 시 마다 레이아웃이 랜덤하게 바뀌도록 처

리하여 종전 게임에서 카드의 위치를 기억한 것이 무의미 하도록 

한다[그림 7]. 

그림 7. 무작위 카드 배치 

Fig. 7. Random of Card Layout

3. 사운드 

사운드 리소스는 게임 중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

드를 맞추기 위하여 터치했을 때의 터치 효과음과 한 쌍을 맞추었

을 때의 효과음을 서로 다르게 처리하여 즐거움을 유발하도록 한

다[그림 8].  

그림 8. 사운드 리소스

Fig. 8. Resorce of Sound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학습용 앱을 구현한 내

용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용 게임 앱을 소개하였다. 학

습의 효과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게임적 요소를 적용하였다. 향
후 상용화를 목표로 게임의 기능을 더욱 보완한다면 안드로이드 

마켓에 배포하여 유료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를 통하여 학습용 게임 앱 개발의 학습 모형을 제시한 사례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앱 설계 개발의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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