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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방적인 시청각위주의 교육보다는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다양한 시나리오의 상황설계와 반복적 교육이 가능한 기능성게임은 콘텐츠 활용 및 확산에 용이
하다. 인지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아동기, 청소년기의 안전교육의 효과는 타 연령대에 비하여 가
장 효과가 높다. 이에 기능성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안전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과 구성요소를 제
시하고자한다. 

ABSTRAC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hat can be effectively education rather than one-sided audiovisual-oriented 

education. Serious games capable of contextual design and iterative training of various scenarios are easy to 

use and spread contents. The effects of safety educ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which are the most 

active periods of cognitive development, are most effective compared to other age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guideline and components of the contents development for youth safety education 

using functional gam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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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에서는 안전실천에 향을 미치는 역량의 
변화, 발전에 따라 유가기-아동기-청소년기-성
인기-노년기의 구분으로 6개 대분류, 23개 중분
류, 68개 소분류로 나누어 생애주기 및 안전 분
야별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안
전공단, 소방 방재청,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한 정의, 분류에 맞추어 이해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사고율 저하는 기대만큼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재난안전교
육의 경우 교육과정에 도입 및 과외 활동에 도
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자원 봉사가와 함께 
학교수업과 프로젝트 지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 위기 및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재난대응에 대하

여 통합관리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의 경
우 국가전략차원에서 위기 관련 기술과 인식을 
장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법에 부응하는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은 토론기반 훈련, 

테이블 탑 훈련, 라이브 훈련 등 여러 상황에 대
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
련을 구성하여 훈련참가자들이 위기상황에서 자
신의 역할을 충분히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
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해외의 경우 강제적 조항과 시뮬레이션 기반
의 체험적 훈련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효
과가 높은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일방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효과성부분이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교육콘텐츠의 활용성 
및 효과를 높여주고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체험콘텐츠 개발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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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게임의 체험학습이론 

체험학습은 경직된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시뮬레
이션 기반의 체험의 장을 넓혀 직간접으로 얻은 
경험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학습의 정보를 받아들
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재미와 오락성을 
기반으로 하는 G-learning에 응용되는 학습방법 
중 하나이다.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G-learning은 
그림 1과 같이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시
나리오 기반으로 빠르게 상황인식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며 반복적 교육을 통하여 인지제고를 
높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교육, 컴퓨터 사이언스, 게임의 상호작용. 

2. 안전교육 게임 디자인 

안전교육에 대한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기능성 
게임개발을 위해서는 ECRS (Effectivity, Convnience, 

Repeatability, Spontanety)의 모델이 적절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참여와 조작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미션을 수행
하도록 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상황인식, 역할
인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
용 게임의 설계요소에 해당되는 목적, 도전, 행위, 

보상의 네 단계를 기반으로 각각의 연령별 타겟 
층의 특성에 맞추어서 게임이 디자인되어져야한
다. 유아동의 경우 행위에 대한 보상에 집중하므
로 네 가지 단계 중 보상의 단계에 좀 더 집중
되어져야하며, 중고등의 경우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도전, 의지 등의 행위 단계에 다양한 시뮬
레이션을 적용하여 디자인이 이루어져한다. SNS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결과나 과정을 지
켜볼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공유의 게임디자인도 
같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각각의 단계에서 변화
와 확장을 통한 게임 디자인이 이루어져야겠지
만, 타겟층의 특성에 맞추어 레벨디자인 별로 동
상, 텍스트, 인터렉션 등이 디자인이 요구된다.

III. 안전교육기능성게임 디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콘텐츠의 경
우 다양한 상황설정과 청소년 인지 시스템에 맞는 
시각 시스템 도출, 교육 정보시스템제공, 적극적
인 참여를 위한 인터랙션 요소를 최대한 사용하
여 콘텐츠의 주목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반복적 훈
련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져
야한다. 첫째 타겟 어디언스 (Target atudience)

는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인지를 시킬 
것인가? 세 번째, 학습자들은 이전에 안전정보에 
대하여 인식이 있는가? 네 번째 타겟층의 멀티미
디어적 요소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가? 와 같은 
기본적인 선호도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이 
후 안전정보디자인을 위한 핵심요소로 다음 표 
1과 같은 정보, 관리, 시각적인 요소가 게임디자
인 단계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표 1. 안전교육콘텐츠 주요요소.

정보유형 콘텐츠의 종류

관리단계 동기 대비 대응 복구

정보기능 정보전달

정보체계 위계와 순서

시각요소 
동 상, 색채, 텍스트 등 

멀티미디 요소 

V. 결  론

각각의 단계에서의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타겟 연령층의 관심단계를 조사하여 
관심단계 역에 변화와 확산을 구체화시킨다. 

둘째 안전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타겟 층의 인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져야한다. 특히 게임
세대인 청소년의 경우 행위위주의 미션을 즐겨하
므로 이에 맞는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인터렉
션이 중요하다. 인터렉티브 디자인은 사용자 스
스로 정보를 탐색,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청소
년의 인식구조에 맞추어 인지상황에 대한 정보
를 시각화시켜주어야 한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에 익숙한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 위기상황인식,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시각화
의 구체적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반복적 
학습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시켜주어 
선순환구조의 디자인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자
인 전략이 아닌 문헌리뷰를 바탕으로 하여 전략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
으로 후속적인 연구로 제시된 디자인 전략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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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용자의 피드백이 반
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 도출될 것으
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Mary Ulicsak, Futurelab, Games in Education: 

Serious Games, pp.20, 2010,

[2] 김광명, 고 준,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활용
한 초등학생 안전 교육용 보드게임의 개발, 

한국디자인학회, Vol.30 No.2, pp.101-121, 

2017.05.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네트워크 기반 어린이 
보행안전게임 프로토타입 개발, 2017.

[4] 손정욱, 신승우, 이준성, 건설안전교육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 적용에 대한 연구, 한
국건설관리학회, Vol.15 No.1, pp.21-27, 2014.01

[5] 김미정, 정희진, 청소년안전교육을 위한 안전
정보디자인 활용 사례 연구, Vol.21, No.3, pp. 

91-101, 20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