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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CI 측면에서 게임 이는 게이머가 목표를 성취하기 하여 새로운 규칙을 떠올리거나 발견하여 재 직면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제해결 에서의 게임 이가 아닌 생태학  심리학에

서 유래가 된 행동유도성 입장에서 게임 이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스

마트폰 기반의 App 게임을 심으로 문 게임 이어의 게임 이  과정을 비디오 오디오 기기를 활용하여 

녹취를 실시하 다. 본 자료를 토 로 질  연구인 로토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행동유도성 기반의 게임

이는 선택과 계로 구성되며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 주의를 집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한 탐색  

측면의 행동과 차  측면의 행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 다. 이는 탐색, 행동, 변형의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게임을 개발할 때 게임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한 요한 디자

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ABSTRACT

In aspect of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gameplay is the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 that gamers encounter in order to generate 

or discover a new rule to achieve gamers' goal.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understand the gameplay in aspect 

of affordance from ecological psychology rather than the traditional problem solving theory. This research selects App. game based on smart 

phone. Expert gamer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We record all gameplay using audio and video device. We conducted protocol analysis 

as qualitative method based on the verbal report and action protocol during game playing. As result, gameplay based on affordance includes 

selection and relation. We found that subjects selected one thing at once with attention. Moreover, we found that there were two behaviors : 

exploratory action and performatory action. We believe that exploration, action, and transformation for affordance appea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mply to suggest design guideline for game design methodology when designers develop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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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태학  심리학 이론의 시원은 제임스 깁슨의 서 

‘시지각의 생태학  근’에서 처음 등장한다[1]. 그는 

본 이론에서 환경과 사람 혹은 동물 사이에 실행가능한 

속성인 행동유도성 개념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2]. 이는 

지각되는 물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정보와 그에 합한 

지각자의 행  능력과 제한사항을 정의하는 정보를 포

함한다[3]. 이러한 행동유도성 개념은 도날드 노만이 

HCI  인터 션 디자인에서 채택하여 제임스 깁슨이 

제안한 개념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도날드 노

만은 행동유도성을 사물에 한 사용자의 과거 경험이

나 선험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주장인 반면에 제

임스 깁슨은 이를 직 지각에 의한 행동잠재력으로 보

았다[4,5]. 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도날드 노만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실제 행동유도성과 지각된 행

동유도성으로 구분 지었다. 도구와 같은 물리  특성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실제 행동유도

성이며 도구의 외양에 잠재되어있는 특성이 어떤 작동

을 암시하거나 지각시키는 것을 지각된 행동유도성이

라고 하 다[5,6,7]. 

생태학 인 근은 기존의 인지과학자들이 주장하

는 인간의 인지  처리과정을 문제해결이나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으로 보는데 이에 한 주장을 완 히 부

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말해서 지각된 정보가 우리

의 뇌에서 표상되어 문제해결, 의사결정, 추론과 같은 인

지  처리과정을 거친다는 주장에 반 하고 의미가 인

간이나 동물과 생태 시스템 안에 존재하며 인간이나 동

물은 의미를 생태 시스템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7,8]. 

본 생태학  근에서 학습과 지각은 구분 짓는 과정

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상을 이해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환경에 맞추는 것이고 더 자세한 수 으로 그 차이를 구

분 짓는 것이다. 지각의 근본 인 기능은 어떤 환경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활동에 한 정보를 집어 올리는 것이

다. 다른 말로 행동유도성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몇몇 

행동유도성을 이용하도록 학습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의 지각을 훈련시켜서 행동유도성을 발견하도록 학습

해야만 한다[8]. 

최근 생태학 인 근은 인포테인먼트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여러 디자인 분야에 

이미 용되어 활발히 연구되었다[2, 3, 5, 9]. 한 게임

과 게임 이를 논의 할때 도 행동유도성의 개념이 사

용되었다 [8, 10, 11, 12, 13, 14] 그러나 게임 이에서 

이러한 행동유도성에 한 실증 인 연구보다는 부

분 연구자들의 주 인 고찰을 토 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과학 인 근거를 갖지 못하는 문제 을 갖고 있다. 

한 실증 인 게임 이 연구에 있어서도 통 인 

문제해결이론에 근거한 인지과학 인 근만 이루어져

서 생태학 인 근을 토 로한 게임 이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15, 16, 17].

본 연구는 생태학  근에서 게임 이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인간의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2.1. 상 게임

본 연구는 최근 유명한 스마트폰 앱 게임 푸딩몬스터

(Pudding Monsters)를 상으로 게이머의 행동유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딩몬스터 스마트폰 앱 게임
Fig. 1 Pudding Monsters's smart phone app game

푸딩몬스터는 젭투랩(zeptolab) 사에서 만든 스마트

용 앱 게임으로서 득 득한 젤리와 여러 사물들을 이

용하여 별을 먹는 퍼즐게임이다(그림1 참조). 

푸딩몬스터를 선택한 이유는 퍼즐 어드벤쳐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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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게임 이 속도가 느리며 행동유도성에서 

탐색  측면의 행동과 수행  측면의 행동이 모두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8]. 반면 액션 게임 장르의 경우 게

임 진행이 무 빠르기 때문에 탐색  측면의 행동을 

찰하기 어렵다. 즉 로토콜 실험에서 구두조서가 생성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한 의도로 게임을 진행하고자 

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 

이 진행 속도가 이어의 의지 로 이가 가능한 

퍼즐 게임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2. 피험자

본 연구는 각 게임의 게임 문가를 5명 모집했다. 평

균연령은 22.5세이며 여성 게이머 3명, 남성 게이머 2명

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경험한지 3년 이상이다. 이들은 

본 게임을 3달간 꾸 히 이를 한 게임 문가들이

다. 본 게임 문가를 모집한 이유는 본 게임을 주로 이

용하는 유 층이기 때문이다. 

그림 2. 딩몬스터 16단계 끈끈이 셋의 주문 
게임 이

Fig. 2 The order of three sticky at the 16th step in 
'Pudding Monsters' gameplay

2.3. 연구 차

피험자를 상으로 행연습을 실시하 다. 행연

습은 구두 생성을 돕기 하여 10~20분간 실기 하 다. 

이후 구두조서를 게임 이간 생성하고 이를 비디오, 

오디오로 녹취  화면을 녹화하 다. 실제게임 이 

시간은 8분~10분 정도 소요 되었다. 1단계 냉장고 탈출

에서 상세 1단계 ‘함께 붙어요’ 부터 25단계 ‘아이스 트

랙’까지 실시하 다. (그림2 참조). 녹화  녹취된 상

에 한 로토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해서 각 

게임에 한 코딩스킴을 우선 개발하 다. 코딩스킴을 

근거로 두명의 연구자가 각각 코드를 짜서 둘 간의 합치

도가 80% 이상 되는 코드만 채택하 다.  

Ⅲ. 연구결과

3.1. 분석 틀 (코딩 스킴)

게임 이를 실시하고 난 뒤 게임 문가를 상으

로 본 게임에 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어떠한 행

동을 실시하 는지, 어떤 상들이 있는지, 어떠한 략

과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했는지 조사하 다.

표 1. 푸딩 몬스터 코딩스킴
Table. 1 The coding scheme of 'Pudding Monsters'

분류 분류 설 명

상

Pu Pudding 

Pu_sn Snooze Pudding

Pu_st Sticky Pudding

Pu_st Way Sticky Pudding Way

Fs_obj.

3Stars, Coffee Cup, Books, Pen 

stand, Tool box, Log, Clock. etc : 

Fixed State  

Com Combine

Final Com Final Combine and Clear

행동

Mv Move

Mv_tool
Move using tools, such as sticky 

collide, turn, etc.

Com_Mv After Combine, and Move

EA Exploratory Action

PA Performatory Action

TA Transform Action

목표

(방법)

G1 Combine with 3 stars

M1 Mv → FS_Obj.

M2 Mv → Pu_st Way 

M3
Mv for avoiding against another 

pu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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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표1과 같은 푸딩몬스터 게임의 코딩 스킴

을 개발하 다. 표1은 푸딩 몬스터 게임의 코딩스킴이

다. 본 게임을 행동을 유발하는 상, 그 상을 통해 수

행하는 행동, 사용하는 략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상

세히 설명해 두었다. 

상은 총 7가지로 분류된다. 본 게임의 메인 캐릭터

인 푸딩, 보조 캐릭터들인 잠자는 푸딩, 끈끈이 푸딩, 끈

끈이 푸딩이 지나간 끈 끈 한 자취, 여러 고정된 사물

들, 푸딩들을 합쳐 놓은 합체물, 게임의 목표로서 게임의 

보상을 높여주는 별 에 푸딩들의 최종 합체물들로 구

성된다. 

행동은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것, 다른 사물을 이용해

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푸딩을 합쳐 

놓고 이를 다시 이동하는 행동이 있다. 한 행동유도성

을 발견하기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탐색  행동, 

이어가 발견한 행동유도성을 행하는 수행  행동이 있

다. 새로운 행동유도성을 나타나게 하기 하여 변형  

행동을 한다[8].

목표는 별 3개를 모두 얻으면서 푸딩을 합치는 것이

다. 방법은 고정된 사물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

으로 회  하는 것, 득이 캐릭터가 지나간 자취(길)에 

푸딩을 붙여서 자신이 원하는 치와 방향을 만드는 것, 

최종 목표인 별을 얻기 하여 다른 푸딩과 합치되지 않

도록 피하는 것이다. 

3.2. 분석 결과

모든 피험자 5명의 모든 이과정을 모두 본 논문

에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

성이 높고 구두조서량이 풍부한 피험자 한명을 선택하

다. 본 피험자의 게임 이 총 25단계 가운데 게임의 

난이도가 복잡한 8단계(퍼즐조각), 14단계(왕복 여정), 

16단계(끈끈이 셋의 주문)를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표2 참조).

1-8단계의 퍼wmf조각은 17 간 수행이 되었다. 최  

푸딩 2개, 잠자는 푸딩, 사물 2개, 별 3개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푸딩(Pu)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4개이지만 3방

향은 열러 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잠자는 푸딩

(Pu_sn)이 있는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잠

자는 푸딩의 치는 제한사항이면서 이동해야하는 방

향을 허용하는 행동유도성을 갖고 있다. 푸딩 3개가 하

나로 합쳐진 후 이동은 4방향이지만 이 가운데 3방향은 

열려 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커피 잔(FS_Obj.)은 향

후 이동할 방향을 환해 주는 행동유도성을 갖는다. 

본 단계에서는 탐색  행동(EA)은 4번 수행  행동

(PA)은 5번 발생하여 별 3개 에 푸딩 6개를 합쳐서 올

려놓았다. 

1-14단계 왕복 여정은 38 간 수행하 다. 최  푸

딩 하나, 끈끈이 푸딩 둘, 사물 2개, 별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끈끈이 푸딩(Pu_st)을 가방(FSObj.)쪽으로 

이동한다. 가방은 방향을 바꾸는 행동유도성이 있다. 

이를 반 편에서 한번 더 반복하고 끈끈이 푸딩을 상

편 끈끈이 푸딩이 지나간 자취(끈 이는 길)로 이동한

다. 이러한 끈 이는 길이 방향을 바꾸는 행동유도성

을 갖고 있다. 이를 한번 더 반복하고 정 가운데 있는 푸

딩에 변형을 가한다(TA). 별들이 치한 가운데이면서 

끈끈이가 지나간 길 로 치를 변형하여 게임의 목표

를 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끈끈이 푸딩이 이동 할 수 

있는 방향이 처음에는 4개에서 2개, 3개에서 2개로 순

차 으로 게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본 단계

에서는 사물(가방)이 지닌 방향 환의 행동유도성

(M1) 뿐만 아니라 사물을 이동시킨 결과물(끈끈이의 

끈 한 길)이 지니는 방향 환  방향진행의 행동유

도성(M2)을 탐색(EA)하고 수행(PA)하며 변형(TA)하

는 것이 발견되었다.   

1-16단계 끈끈이 셋의 주문은 17 간 진행되었다. 최

 푸딩 3개, 사물 7개(통나무 4개, 책 3개)가 별 3개를 둘

러싼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른 단계보다 난이도

가 높은 단계이다. 먼  재일 가운데 치하고 두 통나무 

사이에 이동할 공간이 있는 끈끈이 푸딩(Pu_st)를 이동

시키고 다시 방향을 환한다(M1). 이어서 에 있던 끈

끈이 푸딩을 이  끈끈이 푸딩이 지나간 끈 한 곳까지 

이동한다(M2). 

두 번째 이동한 끈끈이 푸딩과 첫 번째 이동한 끈끈

이 푸딩의 합체를 막기 하여 첫 번째 이동한 끈끈이 

푸딩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 다(M3). 이때 새로운 행

동유도성을 찾기 한 변형이 실시된다(TA). 이러한 변

형이 한번 더 반복한 후에 마지막 끈끈이 푸딩을 이동하

여 별 3개가 있는 곳 에 끈끈이 푸딩 3개를 합쳐 놓는

다. 본 단계는 사물을 이용한 방향 환 행동유도성

(M1), 사물이 지나간 결과물을 이용한 행동유도성(M2), 

끈끈이 푸딩의 속성에 변형을 주는 행동유도성(M3)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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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분: )

상(EA)
행동
(PA)

목표 / 
방법

설명 구두 조서

2:32 
2 Pu + Pu_sn + 2  FS 
Obj + 3stars

　 　 1-8 단계 : 퍼즐 조각 　

2:37 Pu → 2Pn_sn (EA) Mv (PA) 　 Pu : 가용방향 4개,  2Pu_sn : 제한사항( 치) 　

2:39 Com 　 　 　
이걸 먼  붙여서 깨운 뒤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2:42 Com → Fs Obj. (EA) Com_Mv (PA) M1 Com :  가용방향 4개, Fs Obj. : 제한사항 (방향) 　

2:44 Pu →2 Pn_sn (EA) Mv (PA) 　 Pu : 가용방향 4개,  2Pu_sn : 제한사항( 치) 이것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2:46 Com 　 　 　 　

2:46 Com → Fs Obj.(EA) Com_Mv (PA) M1 Com: 가용방향 4개, Fs Obj. : 제한사항 (방향) 　

2:47 Final Com Com_Mv (PA) 　 　 붙이고

2:49 　 　 G1 　
이번건 아까 꺼랑 다르게  별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했어요

4:53 
1Pu + 2Pu_st +  
2Fs_obj + 3stars

　 　 1-14 단계 : 왕복 여정 　

5:00 　 　 　 　
어떻게 해야 별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5:08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4개, FsObj.:제한사항(방향) 　

5:11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4개, FsObj.:제한사항(방향) 　

5:12 Pu_st→Pu_st way(EA) Mv_tool (PA) M2 Pu_st : 가용방향2개, Pu_st way : 제한사항 (방향) 　

5:16 　 　 　 　 별 많이 먹고 싶은데

5:17 Pu_st→Pu_st way(EA) Mv_tool (PA) M2 Pu_st : 가용방향2개, Pu_st way : 제한사항 (방향) 어떻게 안돼네요

5:21 Pu → Pu_st way(TA) Mv (PA) 　 Pu : 가용방향4개, Pu_st way : 제한사항 (방향) 　

5:23 Pu_st→Pu (EA) Mv (PA) 　 Pu_st : 가용방향3개, Pu:제한사항(방향) 　

5:23 Com 　 　 　 　

5:24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3개, FsObj.:제한사항(방향) 　

5:24 Pu_st → 2Pu (EA) Mv_tool (PA) 　 Pu_st : 가용방향2개, 2Pu:제한사항(방향) 　

5:25 Final Com 　 G1 　 별 많이 먹을 수 있게  어요

5:31 　 　 　 　
녹색이 득이 같은 기능이  있
길래 그냥 한바퀴 몇번 돌려서 
득이를 남겨놓았어요

6:16 
3Pu_st + 7Fs_obj  + 
3stars

　 　 1-16 단계 : 끈끈이 셋의 주문 　

6:20 　 　 　 　 먼  이 끈끈이를 먼  보낸  뒤에

6:22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4개, FsObj.:제한사항(방향) 　

6:23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3개, FsObj.:제한사항(방향) 　

6:24 Pu_st→Pu_st way(EA)  Mv_tool (PA) M2 Pu_st : 가용방향3개, Pu_st way : 제한사항 (방향) 하나씩

6:27 Pu_st→FsObj. (TA) Mv_tool (PA) M1, M3 Pu_st : 가용방향2개, FsObj.:제한사항(방향) 　

6:28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4개, FsObj.:제한사항(방향) 올라오게 하고

6:29 Pu_st→FsObj. (TA) Mv_tool (PA) M1, M3 Pu_st : 가용방향3개, FsObj.:제한사항(방향) 　

6:30 Pu_st→Pu_st way(EA)  Mv_tool (PA) M2 Pu_st : 가용방향2개, Pu_st way : 제한사항 (방향) 　

6:31 Pu_st→FsObj. (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4개, FsObj.:제한사항(방향) 　

6:32 Com 　 　 　 별을 많이 먹을 수 있게

6:33 Pu_st→FsObj.(EA) Mv_tool (PA) M1 Pu_st : 가용방향3개, FsObj.:제한사항(방향) 　

6:33 Final Com 　 G1 　 　

표 2. 푸딩 몬스터 게임 이 분석표
Table. 2 The Analysis Table of the Gameplay of Pudding Mo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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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5명의 문 게임 이어를 상으로 스마

트폰 앱 게임 가운데 최근 인기 있는 푸딩 몬스터 퍼즐 

게임에서 행동유도성을 심으로 연구 하 다. 구두 조

서를 통해 도출 되지 못한 내용을 악하기 하여 게임 

이 직후 사후 조서를 실시하여 게임의 목 을 악

하고 이러한 목 을 성취하기 한 세부 방법을 악하

다. 이와 함께 각 상을 통해 발생하는 행동유도성을 

악 하 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8]에서는 연구자의 주 인 

경험을 반추하여 연구를 진행한데 반해 본 연구는 실

증 인 실험을 통해 게임 이에서의 행동유도성을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게임 이를 탐색  행

동, 차  행동으로 구분 짓고 탐색, 행동, 변형을 발

견하 다. 게임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변형  행동유

도성이 새롭게 도출 되는 것을 발견하 다. 본 연구는 

퍼즐 게임으로 한정해서 연구 되었다. 액션류의 게임

의 경우 탐색  행동 보다는 수행  행동이 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게이머가 탐색 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게임을 하면서 구두로 표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게임을 개발할 때 게임 이 설

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한 요한 디자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요한 시사 을 제공하는 실용  공헌도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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