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 임 산 업

1. 서 론

인터넷의 확산은 게임 뿐 아니라 교수-학습의 형태와 교

사-학습자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 왔다. 인터넷을 활

용한 교육, 즉 e-러닝의 확산이 그 표적인 변화의 사례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기술, 통신 기술, 그리고 교수설계

기술의 총화로 여겨지는 e-러닝 환경은 그 유연성과 확산

성, 그리고 효율성으로 인해 미래의 주도적 교육형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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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e-러닝에서의 몰입 학습을 위해 게임의 재미(fun) 요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게임을 e-러닝에 접목시키는 본격적으로 시도에 앞서, 학습 전략으로서게임의 효

과성에 한 이론과관련선행 연구를분석하 다. 수용자가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로서커뮤니티 속성,

빠른 피드백, 그리고 스토리텔링요소가 제시되었다. 게임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는 개별학습의 경우는

인지유연성 이론, 구조주의학습이론, 성찰적 실천이론에 의해서, 협력학습의 경우는 사회문화적구성

주의와 상황주의 이론에 의해서설명될 수 있었다. 각 이론적관점별로관련선행연구사례분석을 통

해 이러한 이론적관점들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 게임이 갖고 있는 몰입 학습의 장

치들이 정규 교육 또는 e-러닝과 접목되기 위해서는 수업설계 전략이나 동기 전략에 한 연구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습을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입시 중심, 분과 교과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분석되었다.

ABSTRACT

Online games are getting more popular among today’s fun-seeking young students. The immersive

power of these Internet-based games is so strong that many educators consider the integration of the

games and learning to enhance learner motivation. However, the online games, which are primarily

aiming for ‘fun’, have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features and impa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so-called ‘educational’games. Therefo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nline game in regard to its impact on learning and fun should be essential.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will analyze relevant literature and theories from cognitive psychology, media and communication

theory, and Ludology to grasp  holistic understanding of online game phenomena, which will serve as

basis of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s emerg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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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e-러닝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

촉발 및 유지 전략의 부재가 바로 그 문제점이다[4]. 

역사적으로 게임은 교육과 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정

규교육 제도가 출현하기 이전, 심지어 문자나 언어가 만들

어지기 이전부터 인류는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하

고, 즐기며, 또 생활에 필요한 자연스런 학습(natural

learning)을 해 왔다는 사실에서 게임과 교육 간의 긴 한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8][41]. 그러나 교과 단위로

분절된, 지식 위주의 현행 학교 커리큘럼에 기반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규 교육 체제 하에서의 학습과, 실물적 접촉이

아닌 전자적 지각에 의존하는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 간

에도 자연스런 학습에서와 같은 시너지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첫째, 게임이 갖고 있는 몰입적 요소이 무엇인

지를 규명하고, 둘째, 게임의 이러한 몰입적요소가 학습에

미치는 향을 학습 심리학을 중심으로분석한 후, 셋째, 기

존의 학교 e-러닝 환경 속에서온라인게임을 접목시키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게임과몰입

2.1. 몰입을위한심리적조건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전

통적인게임 - 아케이드게임, 콘솔게임등 인터넷 출현이

전의 게임 - 에 해서 살펴보자.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 이

루어진 게임 관련 연구로서 선구적 시도이자,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Malone의 1981년 연구

에서 세 가지 요인이 제시된 바 있다: 즉, 환상(fantasy), 도

전(challenge), 그리고 호기심(curiosity) 등이 그것이다[41].

후속 연구들에서도 개 이와 유사한 요인들이 사람들을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Armory의 연구에서는호기심 - 내가 이것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이야말로 모든 게임 수용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동기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Armory, 1998). 무

언가 벌어질 것이라는 기 와 함께 그 실현의 지연

(suspense)을 통해 얻어지는 몰입감으로 인해 수용자들은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일단 이렇게 시작된 수용자들의 몰

입은 이‘무언가’의 질에 따라 그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9]. 

게임과 수용자 간의 단순한 상호작용 위주로 진행되던게

임으로부터 가상현실, 멀티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통신 기

술 기반의 온라인 게임으로 진화하면서, 몰입의 요소 또한

복잡해 졌다. 

멀티미디어 기술 발달로 인해 매체에 의해 매개되어진현

실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원격현전감(sense of

telepresence)의 체험은 중요한 몰입의 장치로 떠오르게 되

었다[29]. Steur에 따르면 이러한 원격현전감은 상호작용성

과 생동감에 의해 달성된다고 한다[40]. 컴퓨터 기술의 발달

에 따라 보다 감각적인 차원의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구

현할 수 있게됨으로써, 또‘실제 같은’(real) 과제와 감각적

내러티브 등에 의해 수용자의 인식이 보다 민감해 짐으로

써 그가 느끼는 주관적 정서인 실재감은 완성된다[5]. 여기

에게임특유의 승부욕과 성취감, 그리고게임네트웍을 중

심으로 구축되는 면 면 문화 현상들 또한 게임에 몰입을

하게만드는요인이 되고 있다[1]. 

게임은 또한‘수용자 자신’의 경험이 될 때 더욱 강력한

몰입을 유발한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인칭(first person)

시점과 공간적 스토리텔링의 전개를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촉발시킨다. Ryan은 Aarseth의 개념[7]을 일부 보완하여 상

호작용성과 수용자 시점을 중심으로게임에서의 몰입 모델

을 제시하 다[34]. 그녀에 따르면게이머의 참여 수준은게

이머의 감각적 위치에 따라 게임 외부(external)와 게임 내

부(internal)로, 또 역할 범위에 따라 탐색적(exploratory) 참

여와 존재론적(ontological) 참여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여

기에서 게임을 그 내-외부로 나누는 기준은 수용자가 게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실재감 여부와 관련된다. 역할 범위에

따른 구분은 수용자가 게임의 진행 과정에 있어 단지 탐색

적 역할만을 하는가, 아니면게임의 전개 과정 전체를 주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차원이 상

호 결합되면, 게이머의 참여수준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된다: 즉, 외부-탐색적, 외부-존재론적, 내부-탐색적, 내부-

존재론적 등이다. 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몰입의 수준이

낮은, 외부-탐색적인게임에 속한다. 마치천상에서지상을

바라보듯, 창조자의 입장에서게이머가게임을 벌이는 경우

를 외부-존재론적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인칭 전

투게임은 내부-탐색적게임이라 할 수 있다. 수용자가 바라

보는 모니터 화면은 그의 시선을 따라 함께 움직여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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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전히 주어진 전투 역을 벗어나지도, 새로운 길을

뚫어 내지도 못한다. 이와는 달리 내부-존재론적게임은 최

고 수준의 상호작용과 몰입을 제공한다. 이 부류의 게임으

로는 Combat Mission 게임 외에는 거의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Combat Mission 게임조차도 내부-

존재론적 게임으로서는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내

부-존재론적 게임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Murray가

상상하는 Holodeck에서나 가능할 것이다[44]. Holodeck에

서 여주인공 제인웨이는 홀로그램의 가상현실 프로그램인

벌레이 경과 사랑에 빠진다. 그들의 운명을건사랑은 여느

사랑과 다를바 없는 몰입 상태로 수용자인 제인웨이를 이

끌어 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이러한 다

양한 형태의 몰입감을 유발하게만드는가?

2.2. 게임의몰입유발요소

빠른 피드백은 전통적으로게임의 몰입을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요인이었다. 수용자의 행동은 즉각

적인 결과로 보상되어야 한다. ESA가 실시한 메타 연구에

의하면 게임 플레이어들 중 87%는 이 빠른 피드백에서 재

미(fun)의 72%를 찾는다고 한다([17]에서 재인용). 단순해

보이는 격투게임, 슈팅게임등이 그토록 인기가 높은 이유

는, 그 내용의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장르의게임이

갖는 빠른 피드백 요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

수용자의 플레이가 돈, 우승, 점수 등 명시적 보상으로 피드

백 된다는 점에서 보면, 승부 또는 경쟁 요소 등도 빠른 피

드백의일종이기 때문이다.

게임의 기본적요소인 빠른 피드백에 더하여져서그 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미학적 또는 미디어적 요소들

이다. 게임의 실제성(reality)를 높여주는 가상현실 기술, 게

임을 단순한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두드리기로부터 벗어나

게 만들어 주는 판타지 게임 스토리텔링에 힘입은 바 크다

[4][28].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미학적요인에 있

어서의 몰입요인을 크게강화하 고, 이 점이 인터넷온라

인 게임을 과거의 비디오 게임이나 보드 게임과 차별화하

는요인이 되었다[2][3][12].  

온라인 게임의 몰입 요소 중 가장 최근에 나타난 기능이

자, 인터넷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요소는 사회적 상호

작용성이다. 기존의 비디오 게임은 사람과 기계(컴퓨터 또

는 콘솔)가 하는 제한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주로 이용한다.

반면 실제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경쟁하는, 즉 역동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롤플레잉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는 무한한 형태의게임전개가 가능해진다[18]. 도시를 세우

고 관리하거나(eg. SimCity, 삼국지),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eg. Where in the World is Carmen San Diego?), 기아로부

터 어린이들을 구하는 등 이제 게임을 매개로 창조된 수용

자 네트웍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사회로 부상하고 있다. 이

네트웍의 한 노드로서 수용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강한 사회적 소속감과 유 감을 누릴 수 있게된다.  

커뮤니티, 스토리텔링, 빠른 피드백 등 몰입 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성이 새롭게부각되고 있다.

리니지의 경우, 판타지적인 가상의 공성전 이야기의 주인공

이 되어(스토리텔링)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혈맹이 구성되

어 다른 혈과 경쟁을 벌일뿐 아니라 스스로의 문화와 의식

(ritual)도 만들어 낸다[6]. 상 는 나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 하겠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한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장감은 이완되지

않는다. 이요소들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1] 몰입 요소 간의 관계

요약하면, 최근의 인터넷 기반게임은 빠른 피드백, 승부

욕, 불가측한 우연의 개입 등 전통적인 몰입 요소들 외에,

커뮤니티적 상호작용 및 문화적 요소 등 새로운 사회문화

적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또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활

용한 빠른 피드백,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등이 서로 상호작

용하면서유례없이 강력한 몰입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게임과학습

학교 교육에서추구되는 학습 목표는 지식(knowledge)과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의 습득에 집중되어 있다

[17][31]. 이러한 전통적 학습 패러다임속에서자발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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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실천학습, 그리고 우연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학습

이 주로 이뤄지는 장은 중 미디어나 문화의 소비, 또래 동

료들 간의 놀이나게임등 학교 교육 외부의 비정규적 학습

경험들은 그 설 자리를 잃게되었다[18][31]. 이제게임과 학

습 간의관련성에 한 이론및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봄

으로써 학교 교육과 게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

겠다.

3.1. 게임의학습적효과: 개별학습의경우

3.1.1. 관련학습이론

게임이 개별 학습 상황에 미치는 향과관련된 이론으로

는 인지유연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 구조주의

학습 이론1)(constructionism), 그리고 성찰적 실천 이론

(reflective practice theory) 등이 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동과관련된 언

어 행위나 놀이의 상물(장난감 또는게임의 규칙)들을 놀

이의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연결시켜 간다. 이로써 학습자

는 그 상물들의 의미를 발견해낼 뿐 아니라 향후 학습 전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들을 다양하게 생성해 낼 수

있는 풍부한 다의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지유

연성 이론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학습 상황을 제공해 준

다[38]. 게임은 참여자들에게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경험을

시키면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습 효과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에서재인용). 

구조주의(constructionism) 학습 이론은 지식은 교사로부

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구축된다는 구성

주의 학습 이론(constructivism)을 기반으로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임이나 놀이 등 학습자가 그의 외부에 존재하

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때에 특히 잘 일

어나는 학습 현상을 설명한다[30]. Papert는 학습은 놀이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며, 학습자 자신에 의해 통제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놀이의 상물 제작 또는 게임

과제 수행 과정 사이에 놓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성

찰을 하게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재미 또는 내적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된다. 

Schon의 고전적 저작인 반성적 실천자(Reflective

Practitioner) 이론에서 교수-학습 환경의 설계는 상황과의

반성적 화로 이해된다. 그는 특정한 분야에서 예술적 또

는 기예적 작업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성적 실천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는 어떤 분야에 입문한

초보자들은 자신의 실천 결과와 성공적인 거장들의 실천

결과 간의 조화와 합치성을 발견해내기 위해 반성적 실천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성적 실천은 생각과 실천, 또는

행동을 반성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주는 적극적 행위일 뿐

아니라 보다 전문적 수준을 지향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적극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게임은 고수와의 경합을 통해서, 또 반복되는게임플

레이 사이에 이러한 반성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3.1.2. 실증연구결과

학자들은 아이들이게임을 통해 도 체 무엇을 배우는 가

에 관심을 가져왔다. 부분의 게임들이 장애나 도전을 극

복하면서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게

임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

으로 기 했었다[36]. 이 연구에서는 탐험적 시나리오를 따

라 가면서 그 진행 과정에 있어 수용자들이 높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게임이나 어드벤쳐 게임을 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26][33]. 연구 결과는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NESTA Futurelab

연구에 따르면 게임의 과정에서 습득한 직관적 문제해결

능력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생성

이나 안 규명 과제로의 전이가 거의 되지 않았다[17].

다른 연구에서는 게임을 통해 컴퓨터 매개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Mackereth는 컴퓨터게임에서얻은 정

보 수집 과정에 한 스킬은, 실제 생활에서 자주 겪게 되

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보수집 및 처리 과정과 형태

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5]. 문

제를 하는 태도에서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도 드

러났다. 나아가 컴퓨터 게임을 접하지 못한 아동들의 경우

는 전자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스킬들, 예를 들면 역동

적인 시각적 변화, 다중 정보 흐름의 병렬 처리, 그리고 컴

퓨터 상에서 제시된 비구조화 문제해결(ill-structured

problem-solving) 과정에서필수적인 능력에 있어서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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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tructionism은 구조주의 또는 구성주의로 번역 가능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일반적인구성주의(constructivism)과의 차

별화를 위해구조주의로 부르기로 함.



평소 즐기는 아동들에 비해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보

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집에서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와 컴퓨터 간의 조기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성장 후에도 컴퓨터에 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용 태도를 기르게 된다고 한다[13]. 즉,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얻게 되

는 시행착오의 경험은 문제 해결 원리를 체험적으로 터득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결과는 컴퓨터를 마치 책처럼 선형

적, 순차적으로만 사용하는 데서 오는 지루하다는 느낌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을 익히는 학습자 태도에 부정적

향을 끼치게 한다는 Facer 등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15].  게임을 통해 비선형적, 상호작용적 컴퓨터 매체에

한 친숙성이 높아지게 되면, 향후 컴퓨터를 활용하는 상

황에서자신감이 강화되며, 따라서장기적으로 디지털 리터

러시(literacy)를 개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

능해진다. 

교육용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경우 담론 수준

에서는 다양한 원리나 이론이 전개될 수 있지만 실증 연구

로 그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이분야에

있어서보다 과학적이고 엄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게임의학습적효과: 협력학습의경우

3.2.1. 관련이론

게임에의 몰입이 사회성 함양을 저해할 것이라는 중적

견해와는 달리, 컴퓨터게임은 사회성의 함양, 의사소통 기

술의 발달, 그리고 동료와의 팀 활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28]. 컴퓨터게임을 통해서로 토론하고

물건을 교환하며 게임이나 점수 등을 팔고 사는 초기 단계

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놀이터 문화와 유사하다. 따라서 놀

이의 과정에서아이들은 놀이 자체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의 도 있는 교감을 체험하게 된다

[60]. 나아가 놀이를 통해 참여자 또는 학습자들 각각의 서

로 다른 생각들을 조장하고 자극하게 된다. 비고츠키에 따

르면 이러한 놀이의 상호 자극적 기능은 학습자들로 하여

금 학습 내용의 다의적 측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45], 이때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획득하는 방법, 의

미를 교환하고 생산하는 방법 등을 체험적으로 습득하게

된다[23].

특정한 맥락에서발생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학습을 바

라보는 시각은 사회문화적[23][46], 상황학습적[11][20] 접근

을 하는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접근 방

식에 의하면 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에게서 뿐 아니라 그들

의 문화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process)이다. 상황 학습과

분산인지 이론에 의하면 지식은 개인들 내에 존재할 뿐 아

니라 그들 사이의 담론과 그 담론들을 있는 사회적관계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리적 도구및 그 생산체제, 그리

고 기술 등에분산되어 있다[20][24].

Gee는 게임과 학습에 한 흥미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

다. 즉 상업용게임을 통해서어린이들은 소위 기호적 역

(semiotic domains)이라 불리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 다. 이 기호적 역은 의미를 갖는 텍스트들의 집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적 용어 등 어떤

사회적 집단의 문화를 표하는 문자나 제스처, 그림 등 특

정한 유형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18]. 게임은 어린

이들에게 있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도 있는 반면, 이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기호적 역을구축한다. 

학습은 이들 기호적 역 내의 체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자 새로운 기호들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컴퓨터

게임은 일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

실시간 상호작용 전략게임 등 독특한 특징을 갖는 여러 장

르 게임들로 구성되는 기호적 역이다. 게임에 제시되는

콘텐츠들은 정적인 객체가 아니라 게임의 시작과 동시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수용자들 사이에서 타협되고 조정되

며 변형되는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 된다. 게임은 실천공동

체가 되는 매개로서기능할 수 있다[46]. 

수용자들은게임의‘내부적 설계 문법’또는 콘텐츠가 제

시되는 규칙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외부적 설계 문법’즉

수용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든

행위들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와 패턴을

결정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점차 실제 사회를 사

실적으로 모사해 사는 시뮬레이션 또는 롤 플레잉 게임의

확산은, 게임에서의 무의식적 학습이현실 세계로 전이되는

효과를 높일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47]. 

3.2.2. 실증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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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습이나 실천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연륜이 오래

지 않은 결과, 이들과게임의 효과성에 한 실증 연구도 부

족한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어린이

들이 보낸 시간을분석해 보면, 실은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19].

Fromme은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동료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16], Tobin은 남자 어린

이들의게임은 단순한 장난치기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의 성격을 강하게갖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42]. 어린이들

이 실제 게임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은 동료들 사이에서의

소속감, 또래집단 내에서의권력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떤요인들이 상업용게임속에서수

용자들 간에 토론과 협력을 통한 학습 경험이 발생하는지,

몰입과 동기를 유지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A Tale In The Desert (ATITD)(www.atitd.

com)는 연구자들로부터 특별한관심을 끌 수 있었다. 왜냐

하면‘사회적 실험’으로 불린 이 게임에는 전투 장면이나

경쟁 장치가 없이 오직 예술과건축물, 그리고 사상에 한

내용만으로 가득한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이다[17]. 이 게임

에는 또한 종결부가 없어 완성을 향한 도전감도 주지 않는

다. 유일한 참여 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 밖에는 없다. 그런

데 놀랍게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게임의 목표로 하는 게임

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닌텐도의 Animal Crossing 여러 개

의 가상의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게임 수용자는 은행

출을 갚고 부를 늘리기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게임에서수용자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상

방과 상품 및 메일등을 주고받아야 하며, 아이템에 접근

하기 위한 암호를 얻어내야 하고, 서로의 마을과 집(게임속

에 있는)을 방문해야만 한다.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신뢰를

얻는 등 사회적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롤플레잉게임과 MMORPG의 확산은

특히 문화적/사회적/협동학습적 관점에서 큰 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향후게임관련연구의 주요주제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들 연구에서알 수 있는 것은 컴퓨터게임과 학습을 연

결시키는요인으로서, 전통적인 수용자와 컴퓨터 간 상호작

용 외에, 토론, 협력, 사후 성찰 등 동료들 간의 문화적 및 사

회적 상호작용적 학습 환경이 점차 더 중요시 되어 가고 있

다는 점이다. 앞으로 인터넷 사회를 살아갈 어린 학생들은

이미 게임이라는 사회적 장(field)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즐

기며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44].

4. 게임기반학습의구현사례

4.1. 게임과학교교육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 교육에서의 긍정적 효과와는

달리현행 학교교육 체계와게임(교육용이 아닌일반게임)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에게일반게임을 교실에서실제로 사용해 보았는지

또는 향후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연구가 실시

되었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 교사들은 특정한 일반 컴퓨터 게임이 학교 커리큘럼에

적절한 것인지, 담겨 있는 내용이나 정보가 올바른 것인

지를 판단하지 못했고,

- 컴퓨터게임이 갖는 잠재적인, 또는현재적인 교육적 가

치들을 학교 내외의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으

며,

- 교사 자신이게임을 이해하고 친근하지 못한 편이고, 이

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학습 등 시간 확보가 어려웠고,

- 교육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

음으로 인해 수업시간을 낭비하게된다는 점 등 정규학

교 교육과 게임이 접목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들

이었다[22][27]. 

일반 오락용게임을 그 본래 목적과는 달리 교실 학습 환

경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학습자나 교사 모두에게 있어 많

은 준비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새로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탐색적 설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실험 연구가

실행된 바 있다. Squire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시뮬레이

션게임을 수업에 사용한 사례 연구를 몇 번에 걸쳐 시도하

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게임 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학습자들은 인위적인 통제에게임의 흥미를

상당 부분잃고 있는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교과 이외의 학

습을 게임을 통해 시도하게 된다면 명확한 수업 내용을 갖

고 평가도 이 범위에서 실시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시도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낭비인 것으로 여겨졌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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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간만이 아니었다. McFarlane과 동료들은 교사

와 학부모들이 게임의 교육적 효능으로서 전략적 사고, 기

획력, 의사소통 능력, 숫자 계산능력, 협상 스킬, 집단 의사

결정 능력, 자료 분석 능력 등에서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시험에서 이러한 유용한 능력

들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게임을 사용

하는 것을 반 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27]. 이 점은 게

임이 실 생활을 모사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 커리큘럼은 탈

맥락화, 분절화된 교과 중심 교육임으로 인해 생기는 본원

적인 모순으로 작용한다[35].

결국 현재의 학교 교육 커리큘럼과 평가 준거 하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거는 기 와

역할이 전통적인 학습 목표 범주로 제한되어 있는 전제 하

에서 게임이 학교 교육과 공식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

을 것이다. 

4.2. 학습과게임, 그리고수단으로서의‘재미’

전통적인 에듀테인먼트 게임의 정당성은 학습에 재미

(fun) 요소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에 있어 게임의

재미 또는 동기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에 해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Rieber 등은 동기에만 집중하는

연구태도는게임의 역할을 단지 사탕발림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미없는 수학이나 딱딱

한 사회 과목을 그저 삼키기 쉽게만들어 주게된다면 동기

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보다 큰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32]. 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 탈 없이 제 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다. “재미없는 학습”에 한 보상으로 사용되는 게임의 남

용은“학습은 본래 재미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강화하는 부

정적조건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 전략은 학습

콘텐츠를 게임 형태 속에 몰래 끼워 넣는 방법, 즉 stealth

education이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학습자는 부분 자신

이 참여하는 활동의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교육적 목적이 막상 학생 자신에게는 별다른

매력도,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Stealth education에

서는 학습 활동이 마치 탐험과 발견, 그리고 모험을 위해 진

행되는게임처럼 느껴지며, 학습이라는 본래의 의도는 철저

하게 감추어진다. 학생들은 이런 활동에 쉽게 매력을 느끼

며,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좋은 예는

“Where in the World is Carmen San Diego?”이다. 이 게임

에서 학생들은, 또는 게이머들은 탐정이 되어 활동하는 과

정에서 역사와 지리, 읽기, 수학,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등

에 해“부지불식간에”공부하게 된다.  이 게임은 이

stealth education의 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은 학습 목표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한 의식적 성찰과는 다른 인지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유의미 학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찰의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교육 심

리학, 특히 인지주의 및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제기되고 있

다. 반면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또는 게임의 라운드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별도의 의식적 성찰의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경험 속에서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이론사이

의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의식되지 않는 학습’의 역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는 현

상임에 틀림없지만, 이 부분에 한 체계적 연구결과는 거

의 없다. 학습은 인지적 과정이지만, 이 인지 과정에는 의식

된 인지(perceived cognition)와 의식되지 않는 인지(non-

perceived cognition) 등 두 가지서로 다른 기제가 존재한다

고 한다[36]. 그러나 후자의 역에서의 축적된 과학적 지식

은 부족한 형편이다[46]. 앞으로 온라인 게임과 학습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반 연구 역

이라고 생각된다. 

5. 요약및결론

본 연구에서컴퓨터와 학습 간의관련성에 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 다.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컴퓨터를 활

용한 교육은 학습과관련을 맺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커리큘럼과게임의 몰입요소와의 부조화, 학부모나 교사의

게임에 한 태도와 지식의 부족 등은 학교 내에서기존게

임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게임 기반 몰입

형 e-러닝 설계를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수준에서 패러

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스토리텔링

이 매력적이고 상호작용성이 높으며 제작 비용이 충분했다

하더라도 게임이 가져야 할 실제성이 결여된다면 기 한

만큼의 몰입 학습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학교 교육이 주는 제약 조건이 비교적 적은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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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 상황에서는 게임을 통한 다양한 경험학습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실현

해내기 어려웠던 실천 공동체 등 구성주의적, 상황적 학습

환경은, 오히려게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구축해 나갈 수

도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게임을 통해 전투와

사냥을 위한 삶의조건을 마련해 갔듯이, 미래 우리의 아이

들은 게임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스

킬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게임과 학습의 결합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이론과 관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개인별 학습에서 사회적 협력학습으로, 인지적 학습

에서정서와 태도까지도 고려하는 감성 학습으로, 받아먹는

교육에서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고 나아가 지식을 생산하는

생비자(prosumer)로서 학습자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

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게임 망국론으로 회귀해 버

리거나 아니면 사탕바르기 식의 부자연스럽고 재미도 없는

‘교육 전용’게임을 양산하게될 지도 모른다.

분과 학문 중심의 커리큘럼과 시험 비 교육 등현행 교

육 체제가 안고 있는구조적요인이온존하는 상태에서, 삶

의 모습을 모사하는‘자연스런 학습’인온라인게임의 교육

과의 이종 교배의 성공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다. 오히려게임기반 학습은 기존 학교교육에서잘 다뤄내

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 방식들, 즉 협력학습이나 실천공동

체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해내는 장치로서 보다

큰 학습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동안게임을 연구해 왔던 다른 학문분과들, 즉 디

지털 스토리텔링 이론, 새로운 학제적 분과로서의 게임학,

실천공동체 이론 등에서 이뤄낸 높은 수준의 이론적 성취

를 흡수하면서, 우리 컴퓨터 교육 분야가 갖고 있는 ICT 교

육 및 이러닝 교수설계 이론을 접목시키는 이론화 작업 또

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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