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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motivation has been an important issue of elearning and smart learning. In this 

study, there are two important research questions: a) how smart learning application can increase 

learners’ motivation, and b) how an optimized smart learning application based on gamified collabo-

rative learning model can affect learners in different levels of learning motivation. The research is 

designed to investigate increase of learners’ motivation in an optimized gamified smart learning ap-

plication. 

A gamified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based on social play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There are two versions of learning in this application: In ‘Social’ version, learners were connected to 

the network system of the application, and they could give and solve questions with other learners. In 

‘Single’ version, they could only solve their own question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wo times 

to see if the ‘Social’ version could make a meaningful change in learning motivation compared to the 

change in the ‘Single’ version. 

Two groups of participants were to play the two versions of the application freely during 

seven days respectively. Their playing data were collected and compared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version and ‘Single’ version. In the first experi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

tween ‘Social’ play group and ‘Single’ play group. Feedbacks from the participants of the first exper-

iment implie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learning flow in ‘Social’ version, and additional 

gamification was needed to make the learning application look more attractive and fun. Thus, the 

application was modified after the first experiment. “Library” that functions for ‘anytime learning’ 

was adopted. Additionally, to advance aesthetic feature of games, fantasy and sensory curiosity that 

Malone (1980) suggested were applied to the second version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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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after the second experiment showed increase of learner motivation partially. 

However, participants who scored learning motivation under average in the pre-test showed statisti-

cally meaningful increase of learning motivation after the post-test. This is due to the additional gam-

ification features and the function that guarantees learning flow of ‘Social’ version. These modifica-

tions affected learners in low learning motivation group and the result implies that one of the premises 

that gamified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based on collaborative learning model can increase learn-

ing motivation is partially correct. 

 

Keywords:  

Game based learning, Gamification, Cooperative learning, Serious game,  

Self-determination theory(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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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세기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의식주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래로 인간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언제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으며 게임, 영화, 학습, 

SNS 그리고 각종 유틸리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스마트폰의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습환경에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새로운 교육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Welsh, Wanberg et al. (2003)은 e-learning 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e-learning 은 주로 인트라넷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와 지시를 개인들에게 

전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사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e-learning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인간의 교육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e-learn-

ing 보급률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e-learn-

ing 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11 년 국내 e-learning 수요시장은 총 2 조 4,1615 

억원이며 2010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3세이상 개인의 e-learning 이용현황은 52.8%로 전국민의 

과반수가 이용할 정도로 이미 e-learning은 평생교육의 개념 속에서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2012).  

 하지만 이러한 높은 e-learning 보급률과 차세대 교육방법으로서의 기대에 

반하여 사이버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학습을 중간에 그만두는 

중도 탈락률이 기존의 교실수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Keller & 

Suzuki, 2004;정선정, 2005). 기존 교실 수업과 달리 학습자 스스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혼자의 힘으로 학습을 진행 해야만 하기에 학습동기는 e-learning 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하병환, 2007).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혼자서 진행하는 e-

learning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존의 학습환경에 비해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Keller & Suzuk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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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earning 은 기존 e-learning 에 기본맥락을 두고 있는 학습 방식으로 

2009 년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smart learning 은 

아직까지 기존 e-learning 과 비교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고 콘텐츠 자체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구동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e-learning 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확인하기 힘들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에서는 smart learning 은 최근 스마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술적 용어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의 교육인 e-learning 과 m-learning (mobile learning)의 교육 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art learning 의 고유한 특색을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아직 

smart learning 은 초기 도입단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향아 & 

윤지현 (2012)은 smart learning 에 적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상호작용, UI/UX 구성, 

콘텐츠의 다양성 등이 매우 미흡하며 대부분의 경우 e-learning 콘텐츠를 단순히 

변환하여 적용하는 수준이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중요시 되는 상호작용이 화면의 

크기 제약으로 삭제되고 있어 smart learning 의 적용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e-learning 과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smart learning 은 아직까지 

기존의 e-learning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며 과도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learning 에서 문제시 되었던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상승시키는 부분과 새로운 smart 

learning의 환경에 적합한 상호작용, UI/UX를 갖춘 콘텐트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올바른 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는 smart 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서 

협동학습과 게임화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려 새로운 학습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Slavin 

(1987)은 “협동학습이란 작은 그룹 안에 속한 각각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협동학습의 적용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학습동기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 중 하나로 확인된다. 이지나 (2011)는 협동학습을 적용한 

도덕교과 수업에서 학습동기의 향상을 확인하며 김은주 & 도승이 (2009)는 협동학습의 

핵심 요인 중 사회적 요인이 협동학습에 대한 내재동기와 정적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정재은 (2013)은 협동학습이 적용된 수업이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협동학습이 학습자의 동기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협동학습이 적용된 수업의 

학습자들끼리 발생시키는 상호 작용들이 그들의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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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장점은 smart learning 에서 부족 시 되었던 

부족한 상호작용을 보완하여 학습동기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디지털 게임은 인간이 만든 다양한 컴퓨터 기반의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미디어 중 하나이다. Papastergiou (2009) 는 게임적 접근방법이 

게임이 아닌 접근 방법보다 학습자의 동기를 촉진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Przybylski, Rigby et al. (2010);Kong, Kwok et al. (2012) 은 비디오게임은 재미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엄청난 양의 목표에 연결된 행동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백영균 (2006)은 게임은 동기유발 요소로 인해 게임 속에 자신을 몰입 

시킴으로써 높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게임이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은 앞서 

e-learning과 smart learning 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근거이다. 또한 요즘의 학생들은 디지털환경으로 둘러 쌓여진 공간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새로운 경험을 얻어가고 있다. Prensky (2001)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디바이스와 환경에 익숙한 이러한 학생들을‘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디지털이 접목된 새로운 교육환경에 굉장히 친밀하다고 하였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고안된 게임기반의 학습 콘텐트는 기존의 교육과 비교하여 더욱 높은 몰입감과 

흥미요소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1. NCsoft 호두잉글리시  (좌), Nintendo두뇌트레이닝  (우) 

본 연구에서는 smart learning 환경에서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게임화된 영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 e-learning 과 같이 혼자 혹은 협동학습 방식으로 학습하는 

환경과 게임화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상승, 몰입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e-learning 에서 

학습자의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개인화된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smart learning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동기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어 

교육용이라는 외국어 교육을 학습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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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연구는 구성 개념 자체의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해서 동기상승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방미향, 2012).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 장면에서 동기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은 smart learning 환경의 새로운 

학습 방법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문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서 기존의 학습 근거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몰입 그리고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 2> 학습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협동의 유무, 게임화 방식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동기, 몰입, 성취도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경험하는가?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 하기 

위한 기본 이론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위치를 정리한다.  

 

3 장에서는 협동학습과 게임화 이론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 하기 

위한 전략기획과 개발에 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에서 학습자의 동기, 학습몰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서술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것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 5 - 

 

제 2장 디자인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 

 

2.1. 협동학습 

 

 협동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 혹은 자연과 투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다. 전쟁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 상대방을 

제압해야 했으며 험난한 자연 속에서 사냥을 하고 채집, 수렵 생활을 할 때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수월했기에 인간은 협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집단으로 함께 활동할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에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19 세기에 와서 교실 상황에 

협동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Slavin (1987)은 “협동학습이란 작은 그룹 안에 속한 각각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함께 학습하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Johnson, Johnson et al. (1998)은 사회적 상호의존 이론입장에서 협동은 

개개인들이 용기를 가지게 하며 학생들의 배우기 위한 노력들을 수월하게 해주면서 

상호작용 안에서의 촉진을 결과로 가져온다고 하였다. Johnson & Johnson (1999) 또한  

계속해서 협동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협동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것은 각 

학생들의 성공을 가져오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형식들이 성과, 관계의 질, 참가자들의 심리적인 적응등과 같은 교육적인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학업적이고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긍정성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업동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점을 지니는데 Hänze & Berger (2007)은 

협동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만든 물리 수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생들이 더 큰 

흥미를 가졌으며 보다 큰 내재적 동기를 느꼈다고 하였다. 교실 수업상황에서의 

협동학습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지만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협동학습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성익 & 김연경 (2006)은 온라인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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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최은희 (2001)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 기반의 학습에서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는데 둘 간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듯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개발된 수업 및 프로그램이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항상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활용한 협동학습의 연구는 다른 콘텐트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도전이 계속 되고 있다. 이지선 (2008)은 컴퓨터기반의 웹 게임(놀이)으로 

가로세로 퍼즐 콘텐트를 개발하고 협동학습이 적용된 콘텐트를 플레이 한 학습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향상, 교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활용능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Paraskeva, Mysirlaki et al. (2010)는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이 학습자의 몰입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멀티 플레이 온라인 게임이 

학습결과를 이끌어내는 다방면의 학습시스템으로 접근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렬 & 장윤정 (2008)은 다중 참여 온라인 역할 수행게임이 대규모 상호작용이 가능한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의 기회 또한 확대시킨다고 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다중 참여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이 영어 학습장면에서 학습자의 듣기영역을 

제외한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의 향상 시켜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협동학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학습장면에 적용하기 위해서 협동학습에 

대한이론들을 정리하고 실제 교실환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agan (1998)은 

협동학습의 핵심 구성 요소로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의존, 개인적인 책임, 

동등한 참여 등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은 같은 

시간에 여러 명의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긍정적 상호 의존이란 자신의 

학습성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책임이란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이다. 마지막으로 동등한 참여란 학습에 참여하는 모두가 

동등하게 학습에 참여를 하여 참여자 모두 학습의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한다. 협동학습에 적용된 4가지 전략요소는 본 연구에 사용된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 할 때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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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게임기반의 교육 

 

2.2.1. 교육용 게임 

 

Prensky (2001)에 의하면 요즘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로 

게임, 컴퓨터,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등의 디지털 유비쿼터스 환경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이전의 세대와 상이한 경험으로 인해 생각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며 그들을‘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지칭하였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은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드리고 병렬처리와 멀티태스크가 가능하며 그들은 문자보다 

그래픽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이퍼텍스트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처럼 

선형적이지 않으며 (랜덤) 즉각적인 찬사와 빈번한 보상의 환경에서 자신의 일들을 더 

잘해내며 게임을 일보다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익숙해 하는 

여러 요소들은 여러모로 게임이 제공하는 특징과 많은 유사점이 보인다.   

교육과 게임을 접합 하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Prensky (2001)는 

게임기반의 교육은 재미와 몰입이며 진지한 학습과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융합이라고 하였다. 백영균 (2006)은 게임기반의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내용에 집중시키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진행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Garris, Ahlers et al. (2002) 이러한 게임기반의 

학습이 작동되는 흐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기반의 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2. 게임기반학습 모형 (Garris, Ahlers et al., 2002)  



 

- 8 - 

 

그림 2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학습모형은 학습 콘텐츠와 게임적인 특징을 

게임 사이클로 안으로 적용하여 디브리핑 후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게임 사이클 인데 유저 평가, 유저행동, 시스템 피드백이 계속 

순환되면서 반복된다. 이것은 곧 유저들의 플레이 경험은 반복되며 이러한 순환되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이 발생되어 결국 학습결과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게임기반의 

학습이라는 것은 교육과 학습을 융합시켜 학습자에게 게임의 경험을 제공하되 

결과적으로 학습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목표를 지닌 교수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2. 왜? 게임기반의 교육이 중요해 지는가? 

 

  게임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학교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며 게임은 21 세기에 가장 

막강한 디지털 콘텐트 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현상이다(Raessens, 2006). 이러한 게임은 이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떠나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게임이 교육에 효과적인 

미디어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Malone, 1980;Garris, Ahlers et 

al., 2002;백영균, 2006;Moreno-Ger, Burgos et al., 2008;Hak-Su, 2013) 

 게임이라는 미디어가 가지는 핵심 가능성은 즐거움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성 

이라는 면에 있다. 백영균 (2006)은 컴퓨터 게임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작용성인데 이것은 학습이 수동적인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게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는 게임 세계 

안의 오브젝트를 어떻게든 조작을 해야 한다. 이러한 플레이어의 조작 없이 게임은 

플레이 될 수 없기에 상호작용성은 게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장면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질문이나 시험을 보는 수준에서 

간단한 상호작용을 진행했고 e-learning 환경에서는 주로 인터넷 강의나 퀴즈 혹은 

간단한 수준의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몰입은 

단 방향으로 전달 받기만 하는 학습보다 교수자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 객체, 시스템들이 

학습자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여 단일 목표로 나아갈 때 학습자는 더 깊은 

몰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Bouhnik & Marcus 

(2006)은 온라인 학습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상호작용이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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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2012)는  상호작용은 학습 성과의 핵심요소이며 smart learning 환경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장면의 즐거움과 상호작용은 게임이라는 미디어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체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그것은 게임과는 다른 수준의 상호작용과 

즐거움을 제공 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에 익숙해졌고 학습을 포함한 콘텐츠를 바라보는 

사용자들의 수준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을 교육장면에 적용하여 

즐거움과 깊은 상호작용을 줄 수 있는 게임화된 학습 콘텐츠는 매우 가치가 있다.  

 

2.3. 기능성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자체 혹은 특색을 이용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 크게 

기능성게임(serious game)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이라는 2 가지 형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기능성 게임이란 본질적으로 게임이며 교육이나 기능의 달성을 

목표로 고안된 게임을 이야기 한다. Susi, Johannesson et al. (2007)는 “기능성 게임은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 목적을 위한 게임의 

사용”이라고 하였다. 게이미피케이션은 특정상황에서 사용자의 몰입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게임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Deterding, Dixon et al. (2011) 은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 게임 디자인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Deterding, Dixon et al. (2011)은 기능성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의 구분방법을 

이야기하며 기능성 게임은 게임이 되기에 모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은 단지 게임 디자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게임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 경험의 상승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게이피미케이션으로 구분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디자인의 요소를 

단순히 즐기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용장면에서 

사용자 경험을 상승시키기 위한 의도로 게임의 일부분을 사용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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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능성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 구분 (Deterding, Dixon et al., 2011) 

 

 Domínguez, Saenz-de-Navarrete et al. (2013)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좀더 좁게 

정의를 해보자면 유저경험과 몰입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게임이 아닌 소프트웨어 속으로  

게임적 요소를 통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게임적인 요소를 

적용한 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사용자의 몰입과 긍정적인 경험이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의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Chrons & Sundell (2011)는 사람들은 간단한 게임에 시간을 쓰는 반면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루한 행동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은 사람들을 

동기 부여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학습소재는 영어이며 구체적으로는 영어의 문장을 제대로 배열하는 

문장 맞히기 형태의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계속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배열하는 

과정은 학습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나 학습자입장에서는 지루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본 입장을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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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게이미피케이션 적용방식  

 

기능성 게임과 게이피미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는 

핵심 요소인 ‘게임적인 요소’와’게임이 아닌 상황’ 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게임적인 요소’를 확인 위해서 게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와 구성요소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 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과 게임 연구가들에 의해 

정리가 되어오고 있다. McGonigal (2011)은 게임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목표, 

규칙,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정의했다. 목표는 플레이어들이 명확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며 규칙은 제한된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규칙에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며 피드백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어떻게 규칙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참여는 게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꺼이 목표, 규칙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rules of play 

의 Salen & Zimmerman (2004)은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인공적인 

충돌에 참여하여 측정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플레이어라는 것은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사용자를 이야기 한다. 규칙이라는 것은 게임 

내부에서 따라야 하는 약속을 이야기를 하며 게임 안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설정을 해준다. 인공적인 충돌이라는 것은 게임 

안에서 사용자의 목표를 방해하는 적대세력이 등장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방해하여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 하며 마지막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라는 것은 게임 

안에서 유저 행동이 기록되어 어떻게 나의 행동이 게임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피드백 해주는 것을 이야기 한다. Kapp (2012)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기반의 메카닉스(Mechanics), 

미적특질(Aesthetic) 그리고 게임적인 사고 (Game Thinking) 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몰입, 

행동에 동기부여, 학습을 촉진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의 정의에서 

‘게임적인 요소’는 메카닉스, 미적특질, 게임적 사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메카닉스는 혼자서 게임적인 몰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요한 빌딩의 핵심요소인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며 게임뱃지, 레벨, 시간 제한 등의 구체적인 게임 요소로 예를 들었으며 

미적특질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콘텐트의 외관적인 보임새와 느낌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사용자에게 다가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Kapp, 2012). 

이렇듯 게임에 들어가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또한 



 

- 12 - 

디자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Schell (2008)은 좋은 

게임을 디자인하기 위한 단순한 공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좋은 게임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보는 게임 디자인 각각의 요소를 ‘렌즈’라고 지칭하였다. 본 연구에서 게임의 

구성요소로 적용한 방식은 1차버전과 2차버전으로 나뉜다. 각 버전은 개발 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였으며 그것은 렌즈를 통해 상황을 바라보며 필요한 게임적 요소를 

적용한 Shell (2008)의 방법과 유사하다.  

 ‘게임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이 기존의 게임과 구분되는 

가장 큰 정의요소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부분적인 요소만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아닌 상황 이라는 것은 우리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평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될 수 있는 나이키사의 

‘나이키 +’를 예를 들어보면 본래 운동을 하는 게임이 아닌 상황에 나이키+ 시스템을 

적용하여 점수를 기록하고 기록된 점수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개개인의 운동 

퍼포먼스에 따라 레벨을 상승시키며 또한 다양한 뱃지도 획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게임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정리를 

하면 게임적 구성요소가 게임이 아닌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몰입을 만들어 

내어 더욱 더 운동에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나이키+ 시스템에 

대해서 Blohm & Leimeister (2013)는“나이키는 지구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를 게임으로 

변환시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림 4. Nike 사의 Nike +(게이미피케이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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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기 결성성 이론: SDT (Self Determination Theory)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동기상승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자기결정성이론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았다. 김아영(2010)은 동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행동을 시작시키고， 방향을 결정하며,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 이라고 하였다. 20 세기 동기에 관한 연구는 1900 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야와 접근방식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기를 접근하는 방식중 하나는 동기의 원인이 인간의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내재적 동기요인’과 외부로부터 온다는 ‘외재적 동기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Ryan & Deci (2000)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내재적 동기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재미가 있거나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며 외재적 동기는 분리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아영 (2010)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양분된 기존의 동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기결정성 이론이 동기를 각각 세분화하여 하나의 연속체 개념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으며 이 유형들의 관계는 상관 혹은 예측 가능하다 라고 하였다. Ryan & Deci 

(2000)은 사람의 동기 수준 즉, 자기결정 정도에 따라 자기 조절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동기의 타입으로 구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5. 자기 결정성의 연속선상에서 보여진 동기 타입 (Ryan & Dec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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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타입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결정성의 연속선상에서 자기 결정성 정도에 

따라서 동기는 무동기 (Amotivation), 외적동기 (Extrinsic Motivation),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3가지 상태로 구분이 되고 조절 스타일에 따라서 무조절 (Non-

Regulation),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내적 조절 

(Intrinsic Regulation) 타입으로 구분 되며 각 동기의 유형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무동기  

무동기는 자율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무동기 상태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무동기의 상태에서 

학습자는 무기력을 느끼며 학습을 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상태다.  

 

(2) 외적 동기 – 외적조절 

외적조절은 외재적 동기 유형 중에서 자율성이 가장 약한 상태로 외부의 자극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동기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외적조절에 속해진 사람은 보상을 

얻기위해서 행동하거나 혹은 특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움직이려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특정 성적을 얻게 되면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하는 경우가 해당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외적 동기 – 부과된 조절 

부과된 조절 유형은 자기조절로 행동을 포함시키려 하지만 자기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명예를 획득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조절을 하는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Ryan & Deci, 2000) 때문에 아직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동기로 움직이는 상태로 보기가 힘든 유형이다.  

 

(4) 외재적 동기 - 확인된 조절  

확인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 유형 중에서 행동의 의지를 전적으로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더라도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유형을 이야기 한다. 

행동이 자신에 의해서 가치화 되어 내면화의 깊은 수준에 있어 특정행동을 하는것의 

가치와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기 힘든 상태이다(이미봉, 2003).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돕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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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행동을 하지만 남을 돕는 과정의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5)  외재적 동기 – 통합된 조절  

외재적 동기의 분류에서 통합된 조절 유형은 가장 자율성이 높은 상태이며 내재적 

동기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민희 & 정태연 (2007)은 “내재적  

동기는  그  행동을  하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목적이지만,  통합적  동기는  다른  

목적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점이  내재적  동기와  다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통합된 조절은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조절과 확연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아영 (2010)은 통합적 조절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결정동기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6) 내재적 동기 – 내적조절  

Ryan & Deci (2000)는 내재적 동기는 어떤일을 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재미가 

있거나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며 흥미, 기쁨, 유능감을 느낌 그리고 긍정적인 

감성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가장 자기 결정성이 높은 동기 

유형이다. 내재적 동기의 예로는 과정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인데,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도전한다.” 와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와 같은 예가 대표적이다.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 이론(SDT)은 동기를 표현하는 포괄적인 이론이기에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을 접속한 온라인 교육과 게임 쪽에서도 

적용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yan, Rigby et al. (2006)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본으로 한 비디오 게임의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SDT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 Chen & Jang 

(2010) 은 온라인 교육에서 SDT가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2개의 검증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험을 했었고 방미향 (2011)은 영어교육용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블렌디드 러닝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동기상승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SDT 를 사용하여 동기의 상승을 확인하려고 한 이유는 동기를 무동기부터 내재적 

동기까지 세분화 시켰으며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동기수준을 관찰 해볼 수 있어 동기 

상승을 확인하는 실험 장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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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본 연구의 위치  

 

그림 6. 본 연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 분류표 

 

그림 6에서 본 연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용 콘텐츠를 분류 하였다. 

가로축은 교육 타입 즉, 순수 교육으로부터 기능성 게임 (교육용 게임)으로 구분을 

하였고 세로축은 학습 참가자가 혼자인지 아니면 다수인지에 따라 구분 하였다. 

게이미피케이션의 분류 기준은 ‘게임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게임이 아닌 상황’에 

게임적인 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게임적인 구성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 예를 들어서 목표, 규칙, 피드백 시스템, 충돌, 정량한 

가능한 결과 등등의 요소가 존재하는가로 확인했으며 후자의 경우는 앱스토어 항목에서 

게임이 아닌 교육 카테고리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중 게임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접하는 핵심 시스템이 게임이 아닌 

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좌표 평면의 위치에 따라서 ①번은 순수 교육용 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학습 할 수 있는 영역이며, ②번은 게임자체 혹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영역, ③번은 순수 교육이면서 혼자 하는 



 

- 17 - 

공부하는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번은 게임 혹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여 혼자 

학습하는 콘텐츠로 구분을 하였다.  

기존 학습장면의 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①번과 ③번 영역은 주로 e-learning 이나 

기존 Computer based learning (CL) 환경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졌고(한병래 (2002); 

Rienties, Tempelaar et al. (2009);방미향 (2012)) ④번 영역에서는 기능성게임과 일반 

게임 장면에서의 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Malone (1980); Habgood & 

Ainsworth (2011); Przybylski, Rigby et al. (2010); (Przybylski, Rigby et al., 

2010)) ②번 영역에서는 주로 PC기반의 기능성 게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었는데 (Kong, Kwok et al. (2012); Vos, van der Meijden et al. (2011); 

Admiraal, Huizenga et al. (2011)) 게임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Gamification 에 대한 

동기 상승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반의 smart learning 환경이 구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기존의 학습 

콘텐트들에 비교하여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협동학습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smart learning 장면에서 자기결정성이론 (SDT)을 측정도구로 사용한 동기 상승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게임화와 협동학습을 동시에 적용하여 제 2외국어 학습에 

적용한 사례는 더욱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으로 변해가는       

e-learning 환경의 최근 경향인 smart learning 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상승을 확인 

하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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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교육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협동학습 이론과 게임화 이론 2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는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3.1. 1차버전 개발에 대한 연구 방법론 

 

3.1.1. 게임화의 1차적용  

 

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일단 교육자체가 주는 본연의 기능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학습장면을 기본적으로 먼저 정의 하고 그 위에 게임적 요소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림 7 은 국내 앱스토어 교육카테고리에서 영어학습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습 콘텐트 이고 ‘영어문장카드’는 아이들이 카드의 이미지를 보면서 

영어 문장을 학습하는 도서이다. 이 두 가지 학습콘텐츠는 문장을 배치하거나 이미지 

혹은 한글을 보고 영어 문장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그림 7. 기존의 문장구조 학습방법 (Pattern 2000(좌), 영어문장카드(우))  

영어 학습용 어플리케이션 및 교재 (Pattern 2000 (좌), 영어문장카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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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된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학습 방식도 그림과, 한글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들어가는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림 8.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영어 문장 맞히기의 기본 UI 

 

그림 8 은 본 연구에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플레이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경험해야 하는 ‘문장 맞히기 기본 UI’이다. 본 UI의 시스템은 그림과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을 배치하는 형식의 학습방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똑같지는 

않지만 기존의 순수 영어학습용 앱이나 오프라인 교재에서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장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게임이 아닌 상황’으로 정의한 부분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1차 버전에서 적용한 게임의 구성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정의로부터 나온 Salen & Zimmerman (2004) 의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인공적인 충돌에 참여하여, 측정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시스템이다.”라는 정의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였다. 왜냐하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잘 들어나있는 정의이며 1차 미적인 요소나 UI의 완성도없이 시스템만으로 

학습자의 동기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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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버전에 적용한 게임의 구성요소는 ① 플레이어, ② 측정 가능한 결과, ③ 

인공적인 환경, 규칙 ④ 충돌로 정의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9. 1차 버전에서 게임화의 적용 요소 부분  

 

① 번에서 ‘플레이어’는 사용자들의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②번에서 레벨, 턴, 

랭킹 등이 표시가 되어 있어 ‘측정 가능한 결과’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은 ‘인공적인 환경’ 안에서 ‘규칙으로 조절 되고 있다. (③번) 그리고 

나와 함께 학습사람들과 협동과 랭킹의 간접경쟁을 하고 있다(④번). 이것은 내가 빨리 

정답을 만들어 내어 높은 점수를 받아 상대방보다 랭킹을 올려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발생 시켜야 한다. 이것을‘충돌’로 

설정을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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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협동학습의 1 차 적용 

 

 1차 실험의 연구는 학습자가 협동학습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혼자서 학습하는 버전의 플레이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학습을 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 해야 하는지가 고려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Kagan (1998)이 

제시하였던 협동학습의 핵심 요소인 긍정적 상호작용, 개인적 책임감, 동등참여, 동시 

다발적 상호작용 등 의 4 가지 협동학습 요소들을 적용하였다.   

 

(1) 긍정적 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긍정적 상호의존은 집단내의 학습의 목표 혹은 성과가 소속된 학습자들간에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룹간의 전체 점수를 비교하여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 그룹에 소속된 학습자들은 같은 목표와 성취결과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Kagan(1998)은 “긍정적인 

상호의존이 형성되면 학생들은 같은 편 이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며 서로 

협동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둠이 작성한 보고서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모둠의 

모든 친구들이 맡은 부분을 잘해오길 바라면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돕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림 10. 긍정적 상호의존을 위한 시스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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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은 나와 함께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며 

코멘트를 주는 부분이며 이것을 주는 이유는 ②번, ③번의 스코어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2) 개인적인 책임감 (Individual Accountability) 

개인적 책임감은 함께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각자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소규모의 그룹학습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직무와 책임이 몰리거나 반대로 특정인은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는 바 없이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협동학습의 본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책임감을 협동학습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림 11. 개인적 책임감을 위한 시스템 요소  

 

본 연구에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안에서 각자의 책임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스템 

요소로 ‘팀 포인트’ 라는 것을 적용하였으며 상대방의 역할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남기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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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Simultaneous Interaction) 

협동학습이 기존의 학습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발생했던 과거의 수업과 달리 함께 학습을 하는 동료들과 넓고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Kagan(2002)는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 순간에 활동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2.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 요소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일단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내가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가로 전략의 방향을 잡았고 최대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다. 또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순간에도 다른 친구가 나에게 새로운 

문제를 보내줄 수가 있어서 함께 접속하여 문제를 푼다면 많은 수의 학생들과 한 순간에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② 번 항목은 

내가 문제를 풀고 난 즉시, 2명의 학습자들이 나에게 문제를 보내준 상황이다.  

 

(4) 동등한 참여 (Equal Participation) 

개인적 책임감과 마찬가지로 협동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학습에 

참여해서 학습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습의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학습과는 상관없는 다른 직무를 할당 받을 수 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학습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에 각각의 학습자는 협동학습에 참가를 

해야 한다. Kagan(2002) 은 동등한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얼마나 동등하게 

참여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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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등한 참여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 

동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차용된 시스템에서 ‘턴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즉, 내가 한번의 학습과정을 마무리하면 상대방도 같은 학습과정을 마무리 

해야지 한번의 차례가 끝난 것으로 처리를 한 것 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학습과정을 

경험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게 고안 되어 있어서 협동학습에 참여한 

모든 학생은 예외 없이 같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1.3. 게임, 협동학습 디자인 전략 매트릭스  

 

게임의 정의를 적용한 5가지 요소와 협동학습의 4가지 핵심요소를 적용하여 

1차 버전의 기획을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전략이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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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차 버전의 게임화와 협동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전략 표 

 

그림 14 에서 협동학습의 4 가지 요소와 게임의 정의에서 나온 5 가지 요소를 

합하여 오른쪽 끝의 ①, ②, ③, ④ 로 연결되는 세부 시스템을 디자인하였으며 세부 

시스템들은 그림 15의 게임화된 협동학습모델에서 제시한 사용자들과의 게임적 경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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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  

 

 

그림 15. 본 연구에 적용한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 

 

그림 15는 본 연구의 주제인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학습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다. 디자인 전략에서 교육용 

콘텐츠, 게임요소, 협동학습 기반의 온라인 소셜 환경을 적용하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학습자는 교육 콘텐츠를 학습 하지만 그 경험 자체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게임적인 경험으로 제공되기에 결과적으로 학습 동기의 향상을 가져오도록 

설계 되었다. 

3.1.5. 소셜 버전의 전체 흐름도 

 

 1차 버전의 플레이는 학습자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로 문제를 내고 

맞추는 과정을 플레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플레이어는 출제자 풀이자로 나뉘어져 

출제자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리고 대기후 풀이자가 문제를 풀게 되면 

해당 문제의 답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 준다. 그 다음 

풀이자는 출제자의 코멘트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해서 정답을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출제자 풀이자의 역할을 바뀌게 된다. 해당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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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차 버전의 소셜 플레이 버전의 전체 흐름도 

3.1.6. 싱글 버전의 전체 흐름도 

 

 싱글버전은 협동학습이 적용된 소셜버전이 사용자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제작 되었다. 1 차 버전에서 사용했던 싱글 플레이는 소셜 버전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출제해주고 코멘트를 주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혼자서 문제풀이를 

계속할 수 있는 풀이자의 역할만 존재하는 버전이었다. 해당 버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 1차 버전의 싱글 플레이 버전의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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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차버전의 개발 

 

1차 버전은 게임적인 플레이의 핵심 요소만을 개발하였고 실험 이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차 버전을 만들었다. 2차 버전과 1차 버전에서 소셜 버전과의 

차이는 게임적인 요소의 보강으로 좀더 게임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은 요소로는 다른 학습자가 없어도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싱글 플레이의 

요소를 결합 시켰다. 왜냐하면 1 차 실험 결과 학습자들의 동기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싱글버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게임 같은 경험과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학습환경의 결핍이 참여자들의 

학습동기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2.1. 게임화 요소의 추가  

2 차 버전은 제작은 게임적인 외관의 모습을 갖추는 데 집중을 하였다.      

Kapp (2012)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터페이스와 콘텐트의 외관적인 

보임새 등으로 언급된‘미적특질’이 게이미피케이션 사용자에게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1 차 실험 이후 학습자들의 피드백은 게임 같은 느낌이 부족하며 

플레이 할 때 학습의 항상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흥미와 몰입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학습자 주요 코멘트  

“다른 이들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같이 하는 이가 내준 문제에  

오랜 시간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 저로선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흥미가 떨어지더군요” 

“그래픽적인 요소를 보강하고 해설을 좀 더 보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으로서의 흥미요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는 피드백이 재미있었다. 경쟁심이 생겨서 수시로 하게 됩니다" 

표 1. 1차 실험버전의 주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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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적인 느낌과 호기심을 보강하기 ‘미적특질’ 측면에서 게임구성요소 추가가 

필요했는데 Malone (1980)이 제시하였던 게임의 특색 중 판타지(Fantasy) 와 감각적 

호기심 (sensory curiosity)을 집중적으로 적용 하였다. 판타지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가상의 게임세계에서 보여 주어 사용자에게 환상적인 느낌을 주려 하는 

것이고 감각적 호기심은 게임 안에서 사용자의 몰입과 흥미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Malone (1980)은 판타지는 컴퓨터 게임을 더욱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며, 

일반적으로 판타지를 담고 있는 게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인 물체들의 

이미지를 자극하거나 보여준다고 했다. 이러한 판타지 적인 발상은 마법을 쓰거나 괴물 

등이 등장하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하기 힘든 많은 장면들이 묘사될 수 있는데 

이미 다양한 게임에서 적용되고 있는 요소이다. 2차버전에서 핵심적으로 판타지 요소를 

사용한 것은 게임의 캐릭터와 배경을 사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스터디 빌딩이라는 

곳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 

친구들을 초대하며 이사를 오기도 하고 방을 삭제하면 내쫓기기도 한다. 빌딩의 

옥상에서는 갤러리가 존재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카드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 해당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8. 판타지(Fantasy)를 적용한 대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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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ne (1980)은 또한 감각적 호기심은 빛, 사운드의 패턴 혹은 다른 환경적인 

자극들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 게임은 감각적 호기심에 오디오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어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감각적 호기심은 첫 번째로 

플레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꾸미기 형태로 두 번째는 판타지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보상의 형태로 마지막으로 게임 안에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디오와 시각적인 자극은 

게임 안에서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환경에 적절한 배경음악 그리고 내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효과와 사운드 효과들이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추가되었다. . 

 

 

그림 19. 감각적 호기심(sensory curiosity)을 적용한 대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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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협동학습 시스템의 보완 

 

1차버전에서 학습을 하는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했다. 결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 번째 리뷰 단계를 삭제하고 다음 턴에서 

상대방의 학습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것으로 턴을 주고 받는 절차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관련 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 20. 2차버전의 학습 플로우 

 

또한 소셜 버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친구가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면 나도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라는 학습의 항상성이 지지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는 도서관 콘텐트를 추가로 구현 하였다. 게임 내의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게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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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제작 및 구현  

 

(1) 통신 

Facebook에서 오픈 프로젝트로 만들어 이용 중인 Thrift의 serialize 와 dese-

rialize를 이용했다. Google 사에서 사용중인 Protocol Buffer 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속도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는 Thrift 를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C#을 

지원했기 때문에 서버,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사용 중인 C#언어와의 호환도 결정적인 

선택 이유였다. 

 

(2)  서버 

서버는 크게 게임 서버, 로그인 서버, 랭킹 서버, 로그 서버, DB 서버, 캐시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indows 의 iis 를 기반으로 C# 언어를 이용해 asp.net 

모델로 제작되었다. 서버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EC2, ELB, VPC, Route53, CloudFront, 

S3를 이용해 세팅했다. 이유는 모바일 앱을 서비스했을 때 몇 명의 유저가 접속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가 필요했다.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기 위해 서버구조는 최대한 단순화 했으며 

No-Sql DB인 MongoDB의 Sharding 을 적용해서 무한대로 수평 확장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추가적인 장점은 한 번 OS 및 서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으면 

한번의 실행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만큼의 서버 세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버구조의 전체 모습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OS 소프트웨어 명칭 및 비고 

웹 서버 Windows Server 2008 IIS, Asp.net 게임 로직처리 

캐쉬 서버 Linux Couchbase 세션 정보등 임시 저장 

DB 서버 Windows Server 2008 MongoDB Sharding 

Load Balancer Amazon ELB   

표 2. 서버 구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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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이언트 

Unity3D 엔진과 C# 언어를 이용했다. Unity3D 엔진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한 

번의 프로그래밍으로 여러 플랫폼에(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쉽게 이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Java Script 언어는 빠르고 자유로운 코딩이 가능한 반면 

런타임 데이터 형식 체크에 엄격하지 않아 안정성이 떨어져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아 C# 언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용된 유니티 플러그인으로는 페이스북 

로그인에 이용된 Prime31, UI 프레임웍 제작에 NGUI,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에 

2DToolKit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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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및 분석 

 

4.1. 1차 실험 

 

4.1.1. 실험 개요  

 

3 장에서의 전략과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협동학습 기반의 게임화된 영어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실험은 학습자의 태도와 관련된 학습동기부여, 학습 몰입에 

관련된 접속빈도, 플레잉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시험 

점수 3 가지의 지표를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소셜 버전과 혼자서 학습하는 싱글버전 에 

적용하여 각 버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3. 실험 1에 대한 구분 

4.1.2. 실험 방법 설계 

 

(1) 실험 참가자  

 국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생 43 명이 참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39 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컴퓨터 관련 계통이었고 함께하는 

학습과 혼자 하는 학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실험의 

가설과 목적은 알지 못했다.  

 

 

 

플레이 유형 설명

싱글버전 싱글 플레이 혼자서 계속 플레이 가능

소셜버전 멀티 플레이 사람들하고만 플레이 가능 (혼자서는 플레이 불가)

[독립표본 T검정]

①학습태도: 동기측정(SDT)

②몰입: 접속빈도, 플레이시간

③학업 성취도: 시험

측정항목

[대응표본T검정]

①, ②, ③번에 대해서

사전, 사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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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절차 

 실험은 소셜버전과 싱글버전 2 가지의 버전을 만든 후 각각의 버전을 2 집단으로 

나누어서 초반 약 20 분 정도 플레이 방법을 알려 준 뒤 각 집단은 1 주일 간의 자유 

플레이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었으며 되도록 하루에 1 번 정도는 

접속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였다. 20 분 이상 플레이 하여 실험에 

정상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은 소셜버전 19 명, 싱글버전 20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림 22. 1차 실험의 흐름도 

 

(3) 측정도구  

① 학습동기 – 학습자의 동기부여 검사 (설문조사)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학습 동기의 변화는 SDT를 따른 설문지로 측정 되었다. 

측정도구는 한국형 자기조절 척도를 (김아영, 2002) 기본으로 하여 지순정 (2011)이 

제작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총 23 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DT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동기군을 직접 비교하는 것과 하나의 수치로 통합된 자율성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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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동기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Ryan (2002)은 개인의 자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 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RAI = 2 x 내재적 원인 + 확인된 원인 – 부과된 원인 -2 x 외적 원인” 

 

자율성 지수는 자기 결정성 연속선상에서 내재적인 쪽에 가까운 요인들의 강도와 외재적 

인 쪽에 가까운 요인들의 강도간의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율성 지수 (Relative Autonomy Index: RAI) 라고 부른다 (김아영, 2002)  

 

②  학습 몰입도 (어플리케이션 내부 기록)  

학습 몰입도는 크게 2 가지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자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접속 빈도측정이며 두 번째는 해당 플레이 

기간 동안 얼마나 플레이를 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총 플레이 시간이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회수, 시간만큼 자동으로 측정이 되도록 했다.  

 

③  학습 성취도 (Test 용 어플리케이션 시행)  

학습 성취도는 학습자들이 플레이 했던 영어카드 30장의 내용을 영어학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0장의 내용 중 핵심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요소를 응용하여 20 문제를 

개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Test 버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제작하여 최대 제한 

시간 25 분 안에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Test 버전을 플레이 할 동안에는 감독자가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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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실험 결과  

(1) 학습동기 

대응표본T 검정으로 확인한 5개 학습동기의 사전, 사후 변화는 유의미한 통계적 

변화는 없었다. 자율성 지수에서도 통계적 유의미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이한 점은 

사후의 평균데이터가 사전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를 발견 하였다. 

타입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무동기_사전 2.281  19.000  0.601  

-1.867  0.078  

무동기_사후 2.544  19.000  0.611  

외적조절_사전 2.930  19.000  0.639  

-0.791  0.439  

외적조절_사후 3.009  19.000  0.592  

부과된조절_사전 2.737  19.000  0.865  

-0.567  0.578  

부과된조절_사후 2.807  19.000  0.898  

확인된조절_사전 3.447  19.000  0.560  

-0.685  0.502  

확인된조절_사후 3.523  19.000  0.537  

내적조절_사전 3.015  19.000  0.771  

1.322  0.203  

내적조절_사후 2.865  19.000  0.737  

 T-Test *P<0.05 **P<0.01 

표 4. 소셜버전 5개 동기군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타입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무동기_사전 2.333  20.000  0.675  

-0.330  0.745  

무동기_사후 2.383  20.000  0.605  

외적조절_사전 3.067  20.000  0.571  

-1.240  0.230  

외적조절_사후 3.225  20.000  0.708  

부과된조절_사전 2.667  20.000  0.787  

0.902  0.379  

부과된조절_사후 2.533  20.000  0.798  

확인된조절_사전 3.446  20.000  0.505  

1.229  0.234  

확인된조절_사후 3.341  20.000  0.500  

내적조절_사전 2.783  20.000  0.693  

0.745  0.465  

내적조절_사후 2.707  20.000  0.745  

T-Tes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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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싱글버전 5개 동기군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타입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소셜버전_자율성지수_사전 .8810 19 1.87358 

1.405  0.177  

소셜버전_자율성지수_사후 .4278 19 1.93377 

싱글버전_자율성지수_사전 .2125 20 2.20288 

1.287  0.213  

싱글버전_자율성지수_사후 -.2284 20 1.80166 

T-Test *P<0.05 **P<0.01 

표 6. 소셜, 싱글버전의 자율성지수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2) 학습몰입  

 

 학습몰입에 의해서 조사된 데이터는 접속빈도와 플레이 타임 이였다. 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접속빈도의 데이터가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구분_소셜_싱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접속회수 

소셜버전 19 24.947  18.082  

3.631  **0.002  

싱글버전 20 9.450  4.489  

플레이타임 

소셜버전 19 74.263  49.218  

0.735  0.469  

싱글버전 20 63.500  42.131  

T-Test *P<0.05 **P<0.01  

표 7. 소셜, 싱글버전의 학습몰입 독립표본 T검정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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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 성취도  

 

 사전, 사후를 비교한 대응표본 T 검정에서 학업 성취도의 싱글, 소셜 각각의 

버전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 하였지만 싱글과 소셜 두 버전과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타입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소셜버전_영어점수_사전 38.947  19.000  25.363  

-3.741  **0.001  

소셜버전_영어점수_사후 59.474  19.000  24.146  

싱글버전_영어점수_사전 33.000  20.000  23.642  

-4.765  **0.000  

싱글버전_영어점수_사후 61.000  20.000  35.229  

T-Test *P<0.05 **P<0.01 

표 8. 소셜, 싱글버전의 영어점수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타입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영어점수_사후 

소셜버전 19.000  59.474  24.146  -0.157  

0.876  

싱글버전 20.000  61.000  35.229  -0.158  

T-Test *P<0.05 **P<0.01 

표 9. 소셜, 싱글버전의 사후 시험점수 독립표본 T검정 실험 결과 

 

4.1.4. 인사이트 및 보완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업 성취도 3 가지 부분의 통계데이터 분석에서 접속 빈도 

이외에 싱글 버전과 소셜버전의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셜 버전이 접속 

빈도가 높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주거나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접속 빈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싱글버전과 소셜버전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가 없었던 

이유를 사용자들의 설문조사와 사용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소셜 버전에서 개선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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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았다. 긍정적인 부분은 학습자들간의 함께 공부할 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반면에 부정적인 피드백은 문제를 풀고 싶어도 친구가 

없거나 상대방이 자기 턴에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을 때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린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또한 그래픽이나 UX 

측면에서 프로토타입 수준의 실험제품 이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미를 가지고 플레이 

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의견과 특히 게임으로 보기가 힘들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1 차 실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 차 실험을 위한 콘텐트를 개발하였다.  

 

4.2. 2차 실험 

 

4.2.1. 실험 개요  

 

1 차 실험에서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언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의 항상성을 보장해주는 것과 추가적으로 게임요소들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 차 버전을 개발 하였다. 1 차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지표는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 몰입에 관련된 접속빈도, 플레이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시험 점수 3 가지의 지표를 1 차 버전에서 

개발된 소셜, 싱글 버전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2 차버전 사전, 사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0. 실험 2에 대한 구분 

 

4.2.2. 실험 방법 설계 

 

(1) 실험 참가자  

측정항목 플레이 유형 설명

싱글버전 싱글 플레이 혼자서 계속 플레이 가능

소셜버전 멀티 플레이 사람들하고만 플레이 가능 (혼자서는 플레이 불가)

2차버전 복합형태 
혼자서도 플레이 가능하며 복합형태로 플레이가능

+ 게임 그래픽적인 요소를 삽입

①학습태도: 동기측정(SDT)

②몰입: 접속빈도, 플레이시간

③학업 성취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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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생 총 24 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나 

실험종료 후 제대로 실험에 참여했다고 판단된 인원은 18 명이었다. 기본적으로 약 

20 분 정도는 함께 강제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최소 플레이 타임을 20 분 기준으로 

기준 미달인 참가자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1 차 실험 때와 비슷한 컴퓨터 관련 계통이었고 간단한 실험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실험의 가설과 목적은 알지 못했다.  

 

2. 실험 절차 

 

 2 차 버전을 1 주일 동안 자유 플레이 하도록 유도 하였다. 1 차 실험과 

어플리케이션만을 달리하고 다른 조건은 최대한 같게 설정을 하였다. 

 

 그림 23. 2차버전의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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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1 차 실험 때와 같은 도구인 동기부여 설문지, 게임 데이터 로그 등을 

사용하였다.  

4.2.3. 실험결과 

 

(1) 학습동기 

 대응표본 T 검정으로 확인한 5 개 학습동기의 사전, 사후 변화는 내적 조절 

영역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자율성 지수에는 1 차 실험에서와는 달리 사후 

테스트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 적정수치인 P < 0.05 수준에서의 

유의함은 발견되지 못하고 P< 0.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타입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무동기_사전 2.296  18.000  0.604  

0.676  0.508  

무동기_사후 2.222  18.000  0.548  

외적조절_사전 3.343  18.000  0.795  

1.144  0.269  

외적조절_사후 3.259  18.000  0.776  

부과된조절_사전 2.519  18.000  0.707  

-0.533  0.601  

부과된조절_사후 2.593  18.000  0.860  

확인된조절_사전 3.542  18.000  0.559  

-0.231  0.820  

확인된조절_사후 3.559  18.000  0.648  

내적조절_사전 3.000  18.000  0.758  

-2.349  *0.031  

내적조절_사후 3.270  18.000  0.705  

     T-Test *P<0.05 **P<0.01 

표 11. 2차버전 5개 동기군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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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소셜버전_자율성지수_사전 0.896 20.000 1.825 

1.618 0.122 

소셜버전_자율성지수_사후 0.395 20.000 1.888 

싱글버전_자율성지수_사전 0.049 22.000 2.218 

1.584 0.128 

싱글버전_자율성지수_사후 -0.450 22.000 1.975 

2차버전_자율성지수_사전 0.338 18.000 1.995 

-1.779 0.093 

2차버전_자율성지수_사후 0.988 18.000 1.695 

T-Test *P<0.05 **P<0.01 

표 12. 2차버전의 자율성지수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2) 학습몰입  

 학습몰입에 대하여 조사된 데이터는 접속회수와 플레이 타임 이였다. 소셜버전, 

싱글버전, 2 차버전을 플레이한 (a), (b), (c) 3 집단의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일원분류 

분산분석을 (one-way ANOVA) 시행 하였다. 접속 회수에 대한 차이분석은 F 값은 

6.438, 유의확률 P 값은 0.003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되었다. 사후 

분석에서는 싱글버전과의 접속회수에 소셜과 2 차버전이 차이가 발견이 되었다. 

플레이타임에 대한 차이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의 

차이는 2 차버전, 소셜버전, 싱글버전 순으로 나타났다.  

타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접속회수 

소셜버전 (a) 19 24.9474 18.08152 4.14819 

6.428 **0.003 

[Dunnett T3] 

(a)>(b) 

(c)>(b)  

싱글버전 (b) 20 9.4500 4.48946 1.00387 

2차버전  (c) 18 20.0556 15.42524 3.63576 

합계 57 17.9649 15.09963 1.99999 

플레이타임 

소셜버전 (a) 19 74.2632 49.21816 11.29142 

.522 .596 

[Scheffe] 

(c)>(a), (b) 

싱글버전 (b) 20 63.5000 42.13075 9.42072 

2차버전 (c) 18 80.8889 66.36609 15.64264 

합계 57 72.5789 52.63586 6.97179 

*P<0.05 **P<0.01 

      종속변수: 접속회수, 플레이 타임  

표 13. 2 차버전의 학습몰입에 대한 one-way ANOVA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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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2 차 실험집단 내부에서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여서 P 값이 0.005 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되었다.  

 

타입구분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 

2차영어점수_사전 71.111  18 36 

-3.227  **0.005  

2차영어점수_사후 87.222  18 35 

*P<0.05 **P<0.01 

표 14. 2차버전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4.3. 1차 2차 실험 정리 및 분석 

 

 1 차 실험을 통해서 소셜버전이 접속회수에 있어서 싱글버전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학습동기나 성취도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차 

실험을 통해서 싱글과 소셜버전이 통합되었으며 게임적 그래픽요소가 추가된 2 차 

버전이 학습자의 동기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2 차 실험에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자율성 지수가 1 차 실험과는 달리 (P value <1.0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보여주었지만) 2 차 실험에서는 자율성 지수는 모두 양의 

방향으로 증가를 하였다. 이 부분은 2 차 버전이 1 차버전과 달리 사용자의 동기 

전반적으로 동기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실험이 끝난 이후에 한가지 더 고민을 해보았다. 실험을 시작할 때 학습자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본인의 의사가 실험 결과 값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이었다. 그래서 2 차 실험 때 받았던 설문조사 내용 중에 “영어 공부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검토 해보았고 분명히 영어공부를 할 계획이 

있었던 참여자들의 데이터들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통계 검정을 다시 

시행 하였고 결과는 표 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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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구분 항목 평균 N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영어 

공부계획있음 

(a) 

자율성지수_사전 1.042  

6.000  

1.614  

0.587  0.583  

자율성지수_사후 0.735  1.538  

영어 

공부계획없음 

(b) 

자율성지수_사전 -0.014  

12.000  

2.136  

-2.625  *0.024  

자율성지수_사후 1.114  1.819  

 

*P<0.05 **P<0.01 

표 15. 학습계획 여부에 대한 자율성 지수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항목 평균 N 평균 t값 유의확률 

플레이타임 

영어공부계획있음(a) 6 57.1667 -1.077 .297 

영어공부계획없음(b) 12 92.7500 -1.195 .253 

접속회수 

영어공부계획있음(a) 6 18.1667 -.358 .725 

영어공부계획없음(b) 12 21.0000 -.344 .739 

*P<0.05 **P<0.01 

표 16. 학습계획에 대한 학습몰입 독립표본 T검정 실험 결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한 학습몰입에 대한 지표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오히려 학습계획이 없던 집단의 자율성지수가 상승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 

(표 15)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2 차버전이 낮은 동기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자율성 지수의 사전 평균인 0.33 을 기준으로 하위집단 (a), 상위집단 (b)로 정의를 

하였고 두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 검정을 다시 시행하였고 결과는 표 1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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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구분 항목 평균 N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하위집단 (a) 

자율성지수_사전 -0.790  11 1.259  

-2.407  *0.037  

자율성지수_사후 0.377  11 1.177  

상위집단 (b) 

자율성지수_사전 2.110  7 1.624  

0.388  0.712  

자율성지수_사후 1.947  7 2.017  

*P<0.05 **P<0.01 

표 17. 자율성 지수 (a), (b) 집단 대응표본 T검정 실험 결과 

 

표 17 에서의 결과는 하위집단에서 자율성 지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반면에 상위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했다. 이것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인데 낮은 학습동기 상태에 있던 학습자들에게 동기상승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항목 타입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자율성지수_사전 

하위집단(a) 11 -.7898 1.25930 -4.262 *.001 

상위집단(b) 7 2.1101 1.62448 -4.017 *.002 

자율성지수_사후 

하위집단(a) 11 .3769 1.17696 -2.100 .052 

상위집단(b) 7 1.9473 2.01748 -1.867 .096 

영어점수_사전 

하위집단(a) 11 73.6364 39.05707 .366 .719 

상위집단(b) 7 67.1429 32.51373 .382 .708 

영어점수_사후 

하위집단(a) 11 83.6364 35.57323 -.534 .601 

상위집단(b) 7 92.8571 35.92320 -.533 .603 

플레이시간 

하위집단(a) 11 78.4545 67.08556 -.189 .852 

상위집단(b) 7 84.7143 70.36030 -.187 .854 

접속회수 

하위집단(a) 11 18.8182 13.33280 -.416 .683 

상위집단(b) 7 22.0000 19.25271 -.383 .710 

*P<0.05 **P<0.01 

표 18. 자율성 지수 (a), (b) 집단의 독립표본 T검정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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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서 2 차실험에서 자율성 지수 하위집단(a) 와 

상위집단(b)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업성취도인 영어점수와 학습몰입도 지표인 

플레이시간과 접속회수에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자율성 지수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험시작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인 (a), (b) 가 실험 이후에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변화가 되었다. 세부적인 수치를 살펴 본다면 

하위집단 (a)의 자율성 평균값이 -0.7898 에서 0.3769 로 상승한 반면에 상위집단인 

(b)의 자율성 평균값은 2.1101 에서 1.9473 으로 약간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 협동학습 기반의 게임화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 혼자서 학습하는 싱글버전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학습동기, 몰입, 

성취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연구질문은 연구의 핵심 주제로 설정된 

학습동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낮은 수준의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준 것을 확인하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2 차 버전의 어떤 부분으로 학습동기가 

상승했는지를 파악하기 (a) 집단의 10 명에게 플레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재 시행 

했으며 결과는 그림 24 와 같다.  

 

그림 24. 2차 플레이 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항상 공부할 수 있는 부분’ 과 ‘게임 같은 느낌’ 

동등하게 나왔다. 좀더 세부적인 조사를 위해서 주관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요 코멘트들을 받게 되었다.  

 

 

1 항상공부

(도서관)

30%

2 게임같은느낌

30%

3 

항상공부+게임

느낌

40%

1 항상공부 (도서관) 2 게임같은느낌 3 항상공부+게임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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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a) 집단 학습자 코멘트  

"먼저 랭킹이라는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이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콤보도 깨지지 않게 더욱 더 신중하게 되었고요. 그런점이 맘에 

들었습니다." 

 

"단계가 끝난 후 다음단계로 시작할 때, 형용사, 부사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가 설명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친구들과 경쟁? 같은걸하면서 그전에 생각했던 교육용 게임과는  

다르게 진짜 재미있었다." 

 

"서로 문제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경쟁하는듯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와우 업적이나 마비 저널처럼 달성한? 이룬? 문제를 금화 몇 개 받고 풀었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ㅋㅋ” 

 

표 19. 2차 (a) 집단 학습자 코멘트 

 

코멘트 조사 결과를 보면 2 차 버전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게임의 다양한 

요소들 (경쟁, 보상, 게임의 피드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차 실험에서 

동기상승의 핵심적인 영향이 게임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결론짓기는 확실치가 않으나 

게임적인 구성요소들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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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존 e-learning 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학습자의 중도 

이탈률 문제를 다루기 위해 smart learning 환경에서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두 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협동학습이 적용된 게임화된 학습 어플리케이션이 낮은 학습동기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한 점이다. 이것은 본 연구를 통해서 

제작된 협동학습 기반의 게임화된 어플리케이션이 smart learning 환경에서 실험의 

목표로 설정하였던 동기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인되었으며 

특히, 게임 메카닉스와 미적특질이 함께 적용되고 학습의 항상성이 보장된 2 차버전이 

낮은 동기 수준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결과는 기존 많은 동기상승 연구들이 

참여자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실험의 처치에 따라서 결과를 구분했던 것과 비교하여 

학습동기의 상승전략은 학습자들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는 본 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제품이 상용마켓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연구와 개발을 병행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5.  국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마켓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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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은 데이터 통계 툴인 Flurry Analytics 로 2 차 버전의 데이터를 1 개월 

추적하여  살펴 본 것이다. 측정 당시 2 차버전의 전체 회원수는 약 20 만명이었으며 

Flurry 에 등록된 다른 앱들의 중 가장 높은 데이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임 카테고리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았다. (Flurry 는 50 만개 정도의 APP 데이터를 매일 

추적하고 있다.) 2 차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캐치잇잉글리시) 은 한번 접속에서 플레이 

하는 플레이 타임 평균 수치가 (Median Session Length) 게임보다 더 높게 기록이 

되었으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retention 데이터 중 recent 

user percentage (계정을 만들고 최근 1 주 이내 접속한 사용자의 수치)가 게임보다 약 

2 배 정도 높게 확인이 되는 등 학습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게임 평균보다 높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연구의 목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이 실험을 떠나서 일반 상용화 장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26. 게임과 비교한 2차버전의 Flurry Bencmar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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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기존의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고안된 수업과 콘텐츠가 학습자의 

동기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이전 연구에서 확인을 하였지만 smart 

learning 환경에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SDT 를 

기본 측정 도구로 동기상승을 확인한 점은 SDT 연구의 한 측면으로도 의미를 가진 

것이라 판단한다.   

 

5.2. 연구의 활용분야 

 

본 연구는 앞으로 계속 개발될 디지털 교육용 콘텐츠의 학습장면에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되어 학급이나 

친구들이 함께 학습을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원이나 기타 학습을 위해서 

모인 모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게임에 익숙한 게임 세대의 

학생들에게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자유플레이 시간을 기본으로 시행이 되었다. 각각의 참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했고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컨트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과값을 도출 하는 상황에 실험에서 의도되지 않았던 불순물이 들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 차실험에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이 의도된 추가기능 (학습 항상성, fan-

tasy, sensory curiosity) 외에 1 차 실험에 비해서 UI/UX 의 전반적인 콘텐트 완성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의도된 추가기능으로 인해서 모든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의 N 수는 20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실험으로 다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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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앞으로의 연구 과제 및 방향 

 

앞으로의 연구 과제 및 방향을 크게 3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게임적인 요소가 낮은 학습자의 동기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학습자 타입과 환경을 달리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낮은 수준의 동기수준을 가지고 있던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학습자 타입도 내향적, 외향적, 수동적, 적극적 등등의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 혹은 학습교재들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간이 짧았고 실험참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기간, 참여자들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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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학습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 e-learning 과 smart learning 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학습자의 동기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smart learning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연구의 핵심 문제는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과 협동학습 (collaborative learning)이론을 적용하여 

고안된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이 smart 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의 동기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게임화된 협동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그 안에서 영어문제를 출제하고 그것을 푸는 과정을 여러 

사람들과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것을 ‘소셜버전’이라고 지칭을 하였고 제작된 

‘소셜버전’이 혼자서 플레이 하는 ‘싱글버전’보다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 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인 

접속규칙만을 가진 채 7 일간의 자유플레이를 하도록 유도되었고 플레이 기간 안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셜버전’과 ‘싱글버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1 차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의 동기수준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고 접속빈도의 

차이만을 확인하였다. 1 차 실험의 피드백들은 소셜 버전이라도 하여도 항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의 항상성이 중요하며 좀더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보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게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었다. 2 차 실험에서 제작된 2 차 버전은 항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도서관’을 어플리케이션 내부 기능에 추가하였으며 게임의 

미적 특질(aesthetic)를 높이기 위해 Malone (1980) 제안하였던 fantasy 와 sensory cu-

riosity 를 적용하여 추가 게임화를 진행 하였다.  

2 차 실험 이후 전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향상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험 참가자들의 사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위 집단에 있던 낮은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던 그룹이 실험 이후 학습동기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게임적인 추가 요소와 학습의 항상성을 보장해 준 요소들이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한 것이며 본 연구의 가장 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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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던 협동학습기반의 게임화된 영어학습 어플리케이션이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분 적으로 확인 한 것이다.  

 

핵심어: 게임 기반의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협동학습, 기능성 게임, 자기결정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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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배덕자 여사님! 언제나 사랑하며, 감사하며, 많이 그리워질 당신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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