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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온라인 게임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협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플레이어와 직. , 

접 대면하여 상호작용하고 협동적인 환경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오

프라인 협동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탈출 게임이 인. 

기가 높은 이유도 오프라인 협동게임의 관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협. 

동게임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동 게임 디자인 패턴에 집, 

중되어 있는 연구에서 나아가 이를 체계화하여 게임 디자인에 적용할 ,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 . ,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을 제안하고 플레이어 간, 

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디자인에 적용 가능성 탐색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협동학습과 게임 디자인 모델 그리고 협동 게임 패턴관련   ,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협동게임 특성을 추출하고 요소를 정의하였다, .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의 요소를 협동게임의 조건 메카닉 다이내믹스 , , , 

및 에스세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헌고찰과 게임분석을 통하여 각 . , 

요소 간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오프라인 협동게임 . 

디자인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 모델을 활용하여 플레이어간의 교류와 신, 

뢰감을 향상시키는 수 있는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디자인을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델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방탈출게임 디자인을 . , 

위한 다양한 협동적 시나리오 발상을 사례로 제시하여 적용 가능성을 , 

보여 주었다. 

연구의 의의는 협동게임 조건을 게임 모델과 결합하여 협동의 조건과   , 

메카닉 다이내믹스의 관계를 분석하여 모델을 구체화하였고 다양한 게, , 

임 패턴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연구에서 제. 

안한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게임의 협동성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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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동 게임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협동게임 디자인 오프라인 게임 방탈출 게임: , , 

학  번 : 2015-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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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1. 1 

  전통게임은 주로 이인 이상의 플레이어가 대면하여 경쟁 또는 협력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디지털게임의 개발 초반은 기술적인 제. 

한으로 인하여 일인이 하는 게임이 주를 이루었다.1) 일인 게임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게임의 사교성과 플레이어간의 협동 또는 경쟁에서 

가져온 만족감이다 온라인 게임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이 한계점이 보. 

완이 되자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협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쟁게임과 비교하면 협동게임은 긍정적인 경험을 제. 

공하는 게임방식으로써 플레이어에게 협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만족감

을 줄 수 있고2) 또한 게임을 진행하며 서로의 관계 또는 신뢰감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 

디지털 온라인 협동게임이 발전함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게임 환경을   

구성하여 게임 플레이어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하는 게임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서로 대면 . 

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게임 상의 판타지한 환경을 플레이어, 

가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4)

1) Zagal, Jos Pablo, Miguel Nussbaum, and Ricardo Rosas. "A model to é
support the design of multiplayer games." Presence: Teleoperators &Virtual 
Environments 9.5 (2000): 448-462. 
2) Adams, Ernest. Fundamentals of game design. Pearson Education, 2014.
3) Zagal, Jos P., Jochen Rick, and Idris Hsi. "Collaborative games: Lessons é
learned from board games." Simulation &Gaming 37.1 (2006): 24-40. 
4) “ RPG ” Accessed June 10, 2018. 真人 实景体验游戏的发展情景
https://www.sohu.com/a/195096555_99975699

“‘ ’ ” Accessed June 10, 2018. ？实景游戏 是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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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동게임 디자인의 연구는 대부분 협동 게임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나,5) 이를 체계화하여 게임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게임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 

다루는 모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협동에 관한 얘기는 많이 언급되

지 않았다 협동게임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동게임 디자. , 

인 패턴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에 나아가 이를 체계화하여 게임 디자인, 

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협동게임 디자인 , 

모델을 제안하고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디, 

자인에 적용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chinaega.com/archives/117
5) Rocha, Jos Bernardo, Samue l Mascarenhas, and Ru i Prada. "Game é
mechanics for cooperative games." ZON Digital Games 2008 (2008): 72-80. 
Seif El-Nasr, Magy, et al.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cooperative 

game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0. 

Reuter, Christian, et al. "Game Design Patterns for Collaborative Player 

Interactions." DiGR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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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및 방법1. 2 

  본 연구범위는 플레이어들 대면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협

동게임으로 한다 또한 플레이어들이 협동성을 중요시 하는 오프라인 방. 

탈출 게임을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림 과 같이 크게 삼 단계로 구성된다  [ 1-1] . 

일 단계는 협력 및 협동학습이론과 게임 디자인 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 그리고 모델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를 한다.

이 단계 정의된 게임모델을 토대로 각 구성요소 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모델을 제안한다. 

협동학습이론과 협동게임의 이해를 토대로 협동게임의 기a) 

본조건을 정의한다. 

협동게임 패턴을 토대로 협동게임의 메카닉을 분석한다b) . 

협동게임 인터랙션을 통해 협동게임의 다이내믹스를 분석c) 

한다. 

협동게임 경험을 분석하여 협동게임의 에스세틱 부분을 분d) 

석한다.

문헌 고찰과 게임 분석을 통해 협동게임 모델의 각 구성요e) 

소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게임모델을 구체화하여 이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을 f) 

제안한다.

삼 단계에서는 제안한 모델 토대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을 사례 연구  

로 분석하고 협동을 증가한 수 있고 플레이어들의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 시나리오를 구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

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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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방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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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 고찰2 

협력과 협동학습2. 1 

협력의 이해2. 1. 1 

협력은 넓은 의미로 한 가지의 행위다 이 행위는 수익자에게 이익을   . 

제공하거나 공헌자와 수익자에게 모두 이익을 제공한다 협력은 각 객체. 

가 일정한 대가를 치루고 다른 객체를 돕는 행동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간단한 정의가 있다.6) 또한 협력은 친사회적인 행위로 인 혹은 인 이 2 2

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으로 진행된 

활동이라고 정의도 있다.

  협력은 생명체의 진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대 사

회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자 감정적인 수요이다 자연계에서 종족은 생. 

존과 번식을 위해 다른 경쟁종의 위협을 받을 때 종족 내부에서의 협력

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협력 행위는 동물뿐만 아니라 원시 인간 사회에. 

서도 보편적인 행위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가족을 단위로 남성은 식재료. 

를 마련하고 여성은 옷을 만들고 아이를 돌보며 삶을 이어갔다 원시 사. 

회 전체로 볼 때 집단으로 모여 사는 것을 통해 서로 도와 천재지변 맹, 

수 공격을 같이 이겨내는 등과 같은 협력 행동을 했다.7)

 

유아 교육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린 아이들  

6) Rand, Dav id G., and Martin A. Nowak. "Human coopera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7.8 (2013): 413-425. 
7) , and . " , The Theory, Form 武雪婷 刘衍玲 合作行为的理论 形式及其研究范式
and Research Paradigm of Cooperative Behav ior.” Advances in Social 

Sciences 6.10 (20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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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하여 놀도록 가르치는 데에 많은 연구를 하였다 협력은 교육적. 

인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8) 사람들이 구 

비해야할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협동게임에도 기본적으로 플레이. 

어의 협력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플레이어들의 사교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협동학습2. 1. 2 

  협력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학 및 심리학 발전의 이론에 

따라 효과적인 개념으로 교육학 분야에 협동이 도입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협동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로 학생들의 학습 효. 

율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협동 학습은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육 활동 대부분은 교실을 기반  (

으로 한다 의 일종으로 협동 게임과 비교했을 때 최종 목적은 다르지만)

협동 학습은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협동 게임은 즐거운 경험을 강(

조한다 이 두 가지 분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협동 학습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협동 게임은 플레이어 간  , 

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협동 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통하. 

여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협동 게임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협동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 

이 두 가지 활동 모두 상호 간 신뢰를 강화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협동 학습은 그룹 활동에 기반을 둔 교육 활동의 일종으로 동료 간의   

8) Chen Q in. Study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the Four-to-Six-Year Old  
Children in their Cooperative Behaviors. Di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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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상호 지원 활동이며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지녀 특정 학습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개발되었다 협동 학습은 목표 달성 과정. 

에서 각 그룹의 전반적인 성과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효과적인 목표 달. 

성을 위해 협동 학습은 교원이 적절하게 학습 과제를 할당하고 교수 과

정을 통제한다.9)

협동학습은 다양한 학술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그중 협동 학습이 학생  . 

들 간의 관련 내적 동기를 유발함을 주장하는 학자는 형제이다Johnson . 

형제의 이론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이 서Johnson

로 신뢰하며 재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0)   

   학습 동기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학습 활

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재적인 동기 부여 론에서의 학습 동기는 학. 

습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설명한다.11) 이  

이론의 창도자 형제는 학습 동기는 대인 관계 과정을 통해 생긴Johnson 

다고 설명했다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업에서 이익 . "

공동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익 공동체의 메커니즘은 협력적” . 

인 목표 구조 학습 작업의 분담 집단 보상 등 방식을 통해 실현시킬 , , 

수 있다.12) 협동적인 목표 구조의 생성은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개 . 

인의 성공이 팀의 성공에 달려있고 또한 학습 작업의 분담으로 모든 사, 

람이 스스로가 기여하는 부분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 

리고 집단 보상 제도를 통해 그룹의 성공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창출했다. . 

9) .王坦  论合作学习的基本理念. Diss. 2002.
10)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 idualistic learning . Prentice-Hall, Inc, 1987.
11) , and .盛群力 郑淑贞  合作学习设计. , 2006.浙江教育出版社
12)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US: Interaction Book Compan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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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같이 학습하는 것만으로 협동 학습의 효과가 

미미 하지만 이익 공동체 메커니즘을 수립하면 가장 효과적인 학 활동이 

가능하다. 협동 학습의 기본조건은 다섯 가지가 있다 긍정적 상호의존: 

개인 책임Positive Interdependence Individual Accountability/ （ ）， （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 Personal Responsibility Promotive Face to ）， （ （

소셜 스킬 그리고 그룹 처리 face Interaction Social Skills） ）， （ ） 

(Group Processing).13)

13)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 idualistic learning . Prentice-Hall, Inc, 1987.

긍정적 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팀 구성원은 한 명의 개인

으로서 게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 한다 개인의 성공이 그룹 전체의 성공을 가져 오지. 

는 않으며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특정 표준에 도달해야 성공할 수 있

다.

개인 책임 (Individual Accountability/Personal Responsibility): 협동 하에 

참가자들은 공통의 책임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각 구성원은 전체 그룹. 

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자신이 기여하는 동시에 다른 구성원도 똑같이 

기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 (Face-to-Face Promo tive Interaction): 팀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과제와 특정 생산을 성취하고 완수하려는 

각자의 노력에 대한 개인의 격려와 증진으로 정의된다. 이는 도움 응원  , 

및 칭찬 등을 포함한다.

소셜 스킬 (Social Skills): 팀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데 필

요한 스킬이 부족하면 협력 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효. 

과적인 협력을 하는 데에 있어 팀원 간의 의사소통 리더십 의사 결정, , 

에 대한 신뢰 갈등을 완화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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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협력 이론에서 특정 조건 하에 협동 노력이 경쟁적이고 개인주  

의적인 노력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요약하는 데에 전념했다. 

협동 게임의 목적은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적 노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력을 통해 사람들이 협업 경험을 만들어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의 조건 또한 게임의 협력을 위한 참고 가치가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협동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 및 상호 관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써 협동 학습을 활용한 게임 모델 구축, 

컴퓨터 기반으로 한 협동 학습 게임 및 실제 세계를 바탕으로 한 협동게

임 등을 포함한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교육 게임의 대부분은 교육 이론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14) 교육용 게임. 

의 디자인에서 플레이어들에게 공통의 목표만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지

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없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플레이어의 행동, 

을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15) 

14) Oksanen, Kimmo, and Raija H m l inen. "Game mechanics in the design ä ä ä
of a collaborative 3D serious game.” Simulation &Gaming 45.2 (2014): 255-278. 
15) Bluemink, Johanna, et al. "Group-level analysis on multiplayer game 

collaboration: how do the indiv iduals shape the group interaction?.”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18.4 (2010): 365-383. 

그룹 처리 (Group Processing): 그룹 내의 자체 평가를 의미하며 그룹의 

자체 평가는 그룹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팀원들 간의 좋은 협동 관

계를 유지하며 팀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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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수업에서 풍부하고 성과지향적인 소셜 활동 혹은 협동 활  Szewkis

동이 이루어지려면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 각  공동목표

(Common Goal), 긍정적 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조정과 의사소

통(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개인 책임(Individual Accountability), 인식

과 공동 보상 을 포함한다(Awareness) (Joint Rewards) .16)

16) Szewkis, Eyal, et al. "Collaboration within large groups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6.4 (2011): 561-575. 
17) Dillenbourg, Pierre. "What do you mean by collaborative learning?.” (1999): 
1-19.
18) Johnson, Dav id W., and Roger T. Johnson. "Making cooperative learning 

work." Theory into practice 38.2 (1999): 67-73. 
19) Raposo, A lberto Barbosa, et a l. "Coordination of collaborative activ ities: A 

framework for the definition of tasks interdependencies.” Groupware, 2001. 

공동목표 게임 중의 상황을 협동적으로 특화하기 위해 (Common Goal): 

공통 목표가 있어야한다.17)

긍정적 상호의존 긍정적 상호 의존성은 게임  (Positive Interdependence): 

플레이어들이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서로는 연결되어 "

있다는 인식 으로 정의된다" .18) 

조정과 이사소통 조정은 의사소통 및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협동 노력의 손실을 피하면서 상호 작용이 올바른 순서와 적시적소에 이

루어지도록 보장한다.19)

개인 책임 그룹 플레이어 과업을 수행하고 다(Individual Accountability): 

른 모든 플레이어가 그 결과를 관찰하면 동료들 앞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20) 이러한 방식으로 플레이어 모두의 협동에 대한 적절 

한 기여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개인의 역할이 강화된다.21) 

인식 협동 활동 시 성공적으로 동행하려면 그룹 구성원이 (Awareness): 

동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식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22)

공동 보상 모든 플레이어 같이 보상 또는 처벌을 받아야(Jo int Rewards):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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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들 간의 상호의존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형제의 협동  Johnson 

학습 조건과 게임의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협동학습 효과를 향상하

려고 제안한 등의 협동학습 조건은 협동의 의미에서 서로 표용 Szewkis

한다 따라서 이 두 연구에 제안한 협동학습 조건들을 서로 매핑한 뒤 . 

협동게임의 특성과 결합하여 협동게임의 조건을 정의하려한다.     

Proceedings. Seventh International Workshop on. IEEE, 2001.
20) Johnson, Dav id W., and Roger T. Johnson. "Making cooperative learning 

work." Theory into practice 38.2 (1999): 67-73. 
21) Slav in, Robert E. "Research on cooperative learning and achievement: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1.1 (1996): 43-69. 
22) Zurita, Gustavo, and Miguel Nussbaum.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wire lessly interconnected handheld computers.” Computers 
&education 42.3 (2004): 289-314. 
23) Zaga l, Jos P., Jochen Rick, and Idris Hsi. "Collaborative games: Lessons é
learned from board games." Simulation &Gaming 37.1 (2006):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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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게임과 게임 디자인 모델 2. 2 

협동게임의 이해2. 2. 1  

에서 게임을 이렇게 정의 하였다 자유롭게 받아들여  <Homo Ludens> , “
지는 규칙에 따라 그리고 필요성이나 물질적 유용성 영역 밖에서 시간, 

과 공간의 특정 한계 내에서 가시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놀이 . 

분위기는 황홀감과 열정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신성하거나 축제의 , 

분위기가 된다.”24)

다른 사람들과 진행하는 게임은 자연스러우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   

방식이다 원인은 주로 다섯 가지다 대항 협동 만남 친구들 . : 1. 2. 3. 4. 

이해하기 자신을 알아보기5. .25)

협동 게임 모드협동모드 는 디지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팀원  ( ,co-op)

과 협동하여 하나이상의 과 겨루는 모드이다 간단한 협동 게임은 대AI . 

부분 일 인 모드에서 수정되어 만들어지고 플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에 

따라 난이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네트워크 기술. 

의 발달로 디지털 게임에서 협동 게임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슈팅 게

임 스포츠 게임 실시간 전략 게임 등 대규모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 , 

임을 포함한 많은 유형의 게임에도 협동 모드가 추가되었다.26)

오프라인 협동게임은 주로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오프라인에  3 . 1. 

서 진행하는 보드게임 게임으로부터 발전해온 페인트볼2. FPS  게임 오프/

24) Hu izinga, Johan. Homo Ludens Ils 86. Routledge, 2014.
25) Schell, Jesse. The Art of Game Design: A book of lenses. AK Peters/CRC 

Press, 2014.
26) “ ” 合作游戏模式 Accessed June 21, 2018. https://zh.wikipedia.org/wiki/合作游
戏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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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게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이 게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CS 3. . 

곳에서 직접 대면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 문헌을 고찰 하였을 때 이러한 오프라인 협동게임의 모델을 연구  

하기 위해 참고 할 수 있는 게임 연구는 가지가 있다 첫째 디지털게3 . , 

임 디자인 모델 둘째 교육 분야의 협동학습게임 모델 마지막으로 협. , . , 

동게임 디자인 패턴연구가 있다.

게임 디자인 모델2. 2. 2 

표 과 같이 게임의 특성으로 레벨마다 다른 접근 방법이 있다 이  [ 2-1] . 

중 게임 디자인 패턴은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디자인 부분의 

재구성이라고 정의 되었으며 게임의 모델은 게임 또는 게임 경험 요소, 

의 개념적 모델로 정의되었다.27) 본 연구에서의 게임모델은 오프라인 게 

표 게임 요소의 레벨[ 2-1] 28)

27) Deterding, Sebastian, et al. "From game design elements to gamefulness: 

defining gamification."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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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맞춰 협동적 게임 경험중심으로 구성된 개념적 모델이다. 

  

게임 디자인 분야에 다양한 모델들 분석하여 모델로 디자인 하는 방법  

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협동게임의 디자인 모델을 정의하려한다. 

은 게임을 게임 메카니즘 스토리 설정 미학 표현과 기술 구현   Schell , , 

이 네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고 게임 모델29)을 제시 하였다 네 가지 요. 

소는 매우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미학 표현은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눈에 

띄며 기술 구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모델은 각 요소 사이의 연결성. 

을 강조한다.

MindTrek conference: Envisioning future media env ironments. ACM, 2011.
28) Deterding, Sebastian, et al. "From game design elements to gamefulness: 

defining gamification."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academic MindTrek 

conference: Envisioning future media environments. ACM, 2011.
29) Schell, Jesse. The Art of Game Design: A book of lenses. AK Peters/CRC 

Press, 2014.

게임 메커니즘 이는 게임의 프로세스와 규칙이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목: 

표를 달성하는 방법 및 이를 시도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한다.

스토리 설정 이는 게임의 일련의 이벤트로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 

따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 게임 메커니즘, . 

으로 스토리를 보강하여 스토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표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학 표현 이는 게임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 지에 관한 것이: 

고 게임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플레이어의 체험과 가장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 플레이어가 시각적인 외형이나 음성을 경험하고 체험. 

할 수 있게 하려면 미학 표현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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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모델구성[ 2-1] MPG 30)  

등 제안한 모델 은 게임에서 가장   Zagal MPG (Multi Player Game Model)

중요한 가지 디자인 요소를 정의하고 멀티 플레이어 게임의 특성을 정3

리한 후 요소와 특성의 연관성을 도출했다 디자인을 진행할 때 한 가지 . 

30) Zagal, Jos Pablo, Miguel Nussbaum, and Ricardo Rosas. "A model to é
support the design of multiplayer games." Presence: Teleoperators &Virtual 
Environments 9.5 (2000): 448-462. 

기술 구현 이는 하이 엔드 기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 

모든 재료와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의미하며 또한 사람들을 특정한 

작업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술 구현, . 

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 요소의 중간 매개체로 미학 표현으로 표현되고 

게임 메커니즘으로 보존되며 스토리 설명을 원활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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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연관된 특성들을 선택하여 결정한 후 디자인을 진

행하는 방식이다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모델에서 정의 한 . [ 2-1]

게임 요소는 플레이어 규칙과 목표 소품과 도구 , (Rules and Goals), 

이다 그리고 특성을 메타게임 (Props and Tools) . (Existence of 

협동 경쟁 사회적 상호작용 Meta-Gaming),  / (Cooperation/Competition), 

조정 (Social Interaction), (Coordination), 동시성 ( 소품과 Synchronicity), 

도구의 의존 이 특성들 모두 싱글 플레이어(Prop/Tool Dependence). 

가 아닌 다양한 플레이어가 함께 진행하는 멀티 플레이어 (single player)

이기 때문에 생긴 특성이다(multi player) .31)

  모델은 메카닉 다이내믹스 에스세틱  MDA (Mechanics), (Dynamics), 

로 구성된 게임 모델이다 이는 게임을 해석하고 분석하거나 (Aesthetics) .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 프레임에서는 게임 내의 한 . 

가지 경험 또한 한 가지 행위로 간주한다 그림 에 제시한 관점처럼 . [ 2-2]

게임 실제 상황에 적용된 이 모델은 다소 복잡하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할 시 게임 내 행위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여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

이다. 

그림 모델 중 디자이너와 플레이어의 관점[ 2-2] MDA 32)

31) Zagal, Jos Pablo, Miguel Nussbaum, and Ricardo Rosas. "A model to é
support the design of multiplayer games." Presence: Teleoperators &Virtual 
Environments 9.5 (2000): 448-462. 
32) Hunicke, Robin, Marc LeBlanc, and Robert Zubek. "MDA: A formal 

approach to game design and gam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A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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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각 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MDA .33)

모델이 강조하는 것은 에스테틱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이와 상응  MDA

하는 다이내믹스와 목표를 계획한 후 마지막으로 튜닝으로 실현할 수 있

는 메카니즘이다.

모델에서 상호 관계를 설명 할 때 게임의 기본 메카닉은 플레이  MDA , 

어가 어떤 게임 환경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게임이 이러한 환경에서 어, 

떤 제약규칙을 가지는 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이내믹스는 플레이어의 ( ) . 

선택 조작 및 상호 작용 등 플레이어가 게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다, . 

따라서 다이내믹스는 게임 설정에 의해 생성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의 

집합이다 이 프로세스는 디자이너의 제어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플레. 

Workshop on Challenges in Game AI. Vol. 4. No. 1. AAAI Press San Jose, CA, 

2004.
33) Hunicke, Robin, Marc LeBlanc, and Robert Zubek. "MDA: A formal 

approach to game design and gam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AAAI 

Workshop on Challenges in Game AI. Vol. 4. No. 1. AAAI Press San Jose, CA, 

2004.

메카닉 게임의 규칙을 포함하며 수치의 표현 방식 그리고 알(Mechanics): 

고리즘등 기본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다이내믹스 게임 다이내믹스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 중 메(Dynamics): 

카닉스와 플레이어가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이다 이는 다이내믹한 시스. 

템이다.      

에스세틱 게임 에스세틱은 플레이어가 다이내믹한 시스템에(Aesthetics): 

서 상호작용한 결과를 묘사하였다 즉 게임 에스세틱은 경험 또는 정서. 

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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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다이내믹한 시스템은 결국 플레이어의 경. 

험으로 이어진다 즉 플레이어는 다이내믹한 게임 경험 과정에서 다른 .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의 마지막 부분인 MDA 에스세틱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테마 소설과 같은 게임의 일부 특징 또는   , SF

일 인칭 디자인을 통해 게임을 디자인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보다 직접적

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즉 경험 지향적인 디자인 디자이너는 . , 

단순한 기능 요소 추가가 아닌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변화가 전반적인 경/

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본다.

  

협동게임 패턴2. 2. 3 

현재 디지털게임 연구 중 협동게임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게임 중의   

협동 디자인 패턴을 추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들은 게임을 . 

분석하고 게임에 나타나는 패턴을 도출하고 또 이 패턴들을 툴로 사용하

여 게임을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게임 패턴 바탕으로 새. 

로운 게임을 구성한다.

등은 기존 협동게임 비디오 게임과 게임에 있는 게임 디자인 패  Rocha

턴을 탐구하여 협동 게임 도전 원형을 제안하였다 협동의 기능성 구조. 

를 알아보았고 게임 중 공통된 디자인 패턴을 상보성 (Complementarity), 

능력 사이의 시너지 효과 (Synergies between abilities), 다른 플레이어에

서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Abilities that can only be used on another 

공동 목표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 player), (Shared goals), (Synergies 

같은 팀의 선수를 위한 특별 규칙 between goals), (Special rules denote 

이 rules that are used to enforce cooperation within teams) 6가지로 제

안하였다.34)

34) Rocha, Jos Bernardo, Samuel Mascarenhas, and Rui Prada. "Game é
mechanics for cooperative games." ZON Digital Games 2008 (2008):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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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리한 협동 디자인 패턴은 게임과 게임 그  Rocha MMORPG FPS 리

고 콘솔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게임의 디자인 패턴을 정리하였다. Seif 

등은 협동게임을 평가하기위해 등 제안한 디자인패턴에 기El-Nasr Rocha

반을 둔 개의 협동게임리뷰 그리고 개게임의 심층 분석으로 새로215 , 14

운 디자인 패턴 카메라 세팅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 (Camera Setting), 

공유 퍼즐 공동 캐릭(Interacting with the same object), (Shared puzzle) 

터 단독 플레이어 위한 특수 캐릭터 (shared characters), (Special 

발성 제한된 자원characters targeting lone wolf), (vocalization) (limited 

을 추가하였다resources) .35) 

등의 협동게임 인터랙션 패턴 연구에서는 시간 공간 플레이어   Reuter 

기능적 이 가지 접근으로 협동게임의 인터랙션을 분석하고 패턴을 정리4

하였다 보강 희생 재보급 보호 .  (Strengthening), (Sacrifice), (Resupply), 

구원 통용 평형화 분리(Protector), (Savior), (Currency), (Parallelization), 

된 게이트 집합 게이트 등의 패턴을 제(Separate Gate), (Gathering Gate)

시하였다.36)

등은 디자인 패턴이 원격게임플레이어 게임경험의   Beznosyk 영향을 탐

색하기 위해 개의 디자인 패턴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긴밀하게 연결한6

게임과 느슨하게 연결한 게임으로 분(closely-coupled) (loosely-coupled) 

류하였다. 연구는 제한된 자원 상보성 (Limited Resources),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Complementary), (Interaction with The Same 

공유 퍼즐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사용할 수 있Object), (Shared Puzzles), 

는 능력 마지막으로 공유 (Abilities That Can Be Used on Other Players) 

목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Shared Goles) . 가지의 디자인 패턴을6 선정 

35) Seif El-Nasr, Magy, et al.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cooperative 

game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0.
36) Reuter, Christian, et al. "Game Design Patterns for Collaborative Player 

Interactions." DiGR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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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조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상보성과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이 두 가지 실험 중 피 실험자는 게임 과정 중 높은 즐

거움의 수치를 나타냈다 게임 디자이너들 고도의 협동을 추구 하는 게. 

임을 디자인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두 가지 유형의 디자인 패턴을 비. 

교해보면 긴밀하게 연결한 게임은 더 높은 협동성을 보인다 .37) 이 실험은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이지만 현실 게임에서의 결과로도 의미 있

다 오프라인 협동게임은 이 관점을 활용하여 두 플레이어의 밀접한 협. 

동을 유도하기 위해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또는 책임 롤 등을 배분하여 /

플레이어들한테 효율적인 협동을 유도하고 좋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등 보드 게임 분석에서 얻은 협동게임을 디자인하는 경험적 교  Zagal 

훈38)은 다음과 같다:

37) Beznosyk, Anastasiia, et al. "The influence of cooperative game design 

patterns for remote play on player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10th asia 
pacific conference on Computer human interaction. ACM, 2012.
38) Zagal, Jos P., Jochen Rick, and Idris Hsi. "Collaborative games: Lessons é
learned from board games." Simulation &Gaming 37.1 (2006): 24-40. 

교훈 개인적 효용과 팀 효용성 사이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 모든 1 " ”,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이익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교훈 모두가 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팀2 

과 함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지만 팀 내에서 소통을 통하여 팀 플

레이어가 팀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교훈 플레이어는 자신의 결정이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한3 

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결정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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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가지 디자인 과제 숙련된 플레이어가 팀 플레이어를   : 1. 

대신 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려면 게임에서 협동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각 플레이어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  2.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플레이어에게 성공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 

이다 경험은 매번 다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디자인 과제는 더 . 3. . 

나은 협동을 달성하기 위해 등 의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Zagal . 

등은 디자인 과제 의 해결이 가능한 디자인 패턴이 다음과 같다  Zagal 1

고 언급했다 각 플레이어에게 다른 능력이나 역할이 부여한다 각 . 1. . 2. 

플레이어는 자신이 보유한 자원이나 정보만 볼 수 있으므로 플레이어들

은 정보 교환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게임에서 단서를 . 3. 

각자 다른 구역에 분산시킨다 단서는 누구나 찾을 수 있고 함께 단서. , 

가 유용한지에 대한 여부를 토론할 수 있다.39) 그 중 교훈 및 과 2, 3, 4 

제 의 디자인 패턴 은 모두 구체적인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으1 1, 2, 3 

며 과제 은 구체적인 디자인 패턴이 아니라 달성해야 할 지침으1, 2, 3 

로 볼 수 있으므로 과제 을 협동 게임의 독립적인 조건으로 분1, 2, 3 

석한다. 

  앞서 고찰한 협동게임 패턴 연구들은 각각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각으  

로 협동게임을 분석하였다 도출 된 패턴들은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며 . 

개념이 유사한 패턴을 통합하여 협동게임 패턴 유형을 도출 할 수 있다. 

협동게임의 이런 패턴들은 게임의 메카닉을 종합하여 연구한 것이며 협

동게임의 메카닉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 

39) Zagal, Jos P., Jochen Rick, and Idris Hsi. "Collaborative games: Lessons é
learned from board games." Simulation &Gaming 37.1 (2006): 24-40. 

교훈 플레이어들이 사심 없는 결정 을 하도록 하기 위해 협동 게임4 “ ”
은 플레이어들에게 다른 역량이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 22 -

제 장 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 정의3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오프라인 협동 게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MDA

사용한다.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MDA :

이는 메카닉 인터랙션과 게임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이자 디1. , 

자이너가 디자인한 게임의 메카닉가 어떻게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고 또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협동게임모델을 설명할 때 최종적인 목표는 플레이어들이 게임경험을 2.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의 중요

성을 배우고 서로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점은 모델의 최. MDA

종목표인 경험구성과 일치한다. 

그림 모델로 협동게임 분석하는 방법[ 3-1]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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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게임에 있어서 협동하는 행위가 하나의 게임행위이자 실제 3. 

일어나는 행위로 분석하였을 때 다이내믹스의 개념과 적합하게 부합하다

고 생각하여 이 모델을 기본모델로 선택하였다.

  구성에 따라 협동게임에 맞게 각 구성을 그림 과 같이 분석MDA [ 3-1]

고자 한다 먼저 기존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협동 게임 패턴을 분석. 

하여 실제 협동게임에서 협동 메카닉을 분석한다 다음 협동게임에서 발. 

생하는 플레이어의 협동행동을 분석하여 협동적 상호 작용의 유형을 탐

구한다 그리고 . 게임 경험 프레임으로 협동게임 경험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을 구축할 시 문제가 발  

생한다. 모델은 게임경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각 부MDA . 

분은 강력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경험지향형 디자인 사고방향을 제시한

다 하지만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로 사용하게 되면 각 부분의 구성요소. 

를 규명할 수 있고 각 부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각 부분 별 요소가 혼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이 체, 

계적이지 않다 이로 인하여 디자이너에게 체계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는 . 

데 한계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 협동경험과 협동게임 다이내믹스의 연

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협동게임 패턴의 연구 분야에서는 패턴을 정리하  

고 패턴으로만 게임 디자인하는 것은 게임 플레이어간의 협동적 상호작

용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패턴들을 활용하여 . 

협동성을 향상한다는 일반적인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규명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패턴으로 게임 메카닉을 분석 또는 정리하기 때. 

문에 한 가지 패턴을 통해서도 게임 디자인에 있어 다양한 협동적 상호

작용과 연관하여 디테일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델에 새로운 연. 

관관계를 도입하여 디자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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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게임 패턴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조건의 개념을 도입하여 게임 

메카닉을 정리하고 디자이너에게 이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협동. 

학습이론 고찰과 협동학습게임이론을 종합하여 협동게임의 관점으로 각 

조건을 재정의 한다 협동게임 조건과 협동게임 메카닉의 각 요소의 의. 

미적 연결을 분석 한다. [그림 에 제시한 구조로 오프라인 협동게임3-2]

의 모델을 제안하고 본 모델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협동게임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협동게임 조건 개입된 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 분석 방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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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게임의 조건3. 1 

협동 게임은 플레이어 간의 상호 협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로 플레이  

어 간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서로의 신뢰 관계의 생성은 협동 

학습 조건에 반영 될 수 있다 협동 학습이론 중 형제의 이론은 . ‘ Johnson

근본적으로 학생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향상시키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

의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는 협력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였다 협동 게임의 특성상 상호 도우는 게. , 

임을 통해 상호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협력적인 공동체를 형

성하는 방법으로 플레이어의 게임 협력 경험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많은 게임 경험의 이론에서 플레이어들에게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한 목표를 부여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은 형제의 협동 학. Johnson

습의 조건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협동 게임에서는 협동의 조건을 이해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  

며 동시에 학습 효율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게임의 조건을 플레이어한테 즐거운 경험을 주는 것이 목적

이다 따라서 협동 학습 게임과 협동 학습게임의 기본 조건의 개념을 . 

그림 과 같이 종합하고 협동학습과 협동게임의 차이를 고려함으로[ 3-3]

써 오프라인 협동 게임에서 협동 효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기본 조건을 

정리하려한다.

조건 긍정적 1. 상호 의존(P 과 공동 목표ositive Interdependence) 

및 공동 보상(Common Goal) (Joint Reward)

앞서 언급했듯이 협동 학습에서 그룹 구성원은 상호 의존적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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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그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40) 이는  

협동 게임에서 강조해야 할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동시에 개인 간. 

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공통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게임에는 공통 보상이나 실패로 . . 

인해 팀 플레이어가 더 강한 상호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등 제시한 교훈 도 긍정적 상호작용 개념에 포함된다 게  Zagal 1 . 

임에서도 공동된 목표를 포함하여 또한 팀 단위로 보상 받는 방식이 플

레이어한테도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팰로우쉽 같은 경험을  (Fellowship) 

형성할 수 있다.

40)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 listic learning. Prentice-Hall, Inc, 1987. 

P.75-80 

그림 각 학자들 제안한 조건을 매핑한 결과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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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개인 책임  2. (Individual Accountability)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일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 게임  . 

에서 각 플레이어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각 역할은 게임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션을 완료하려면 모. 

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역할에 밀접하게 연결되

며 또한 개인이 팀 전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력이 없는 플레이

어에게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모면할 수 있다.

조건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 3. (Promotive Face to face Interaction)（ ）

  협동 학습에서는 학생들 간의 대면 촉진적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의존 효과로 . 

인하여 학생들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41) 따라서 협동 

게임의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의 디자이너는 최대한 많이 플레이어들이 ,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고 상호 의존 및 지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조건 소셜 스킬 과 의사소통 4. (Social Skills) (Communication)

협동 학습에서 기술 된 소셜 스킬은 의사소통의 기초 역할을 한다 보  . 

다 효과적인 협동 학습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셜 스킬이 필요하다.42) 게임 경험에서 플레이어의  

소셜 스킬을 양성하는 것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원활한 협력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각 플레이어에게 서로 다. 

른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도록 

41)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 listic learning. Prentice-Hall, Inc, 1987. 

P.82

42)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 listic learning. Prentice-Hall, Inc, 198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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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할 수 있다 소셜 스킬은 의사소통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의사소통. 

은 소셜 스킬로 분류 된다.

조건 그룹 처리 과 의식 5. (Group Progress) (Awareness)

협동 학습에서 그룹 내 자체 평가는 그룹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각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룹 내에서 , . 

이루어지는 자체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룹 구성원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의식 의 개념이 그룹의 자체 평가(Awareness)

에 포함된다 게임에서 각 플레이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 플레이어. 

의  태도43)를 알기 위해서도 그룹의 내부 평가가 필요하다.

43) 그룹에 기여했는지 또는 각 역할의 책임을 수행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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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 3. 2 (Mechanics)

게임 디자인 패턴은 게임을 묘사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또는 창조하  “
는 도기다 게임 패턴과 게임 메카닉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라보는 시각.” 
과 범위에 있다.44) 메카닉은 패턴에 포함되었고 패턴은 메카닉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협동게임 디자인 패턴을 통해 게임의 메카닉을 분석

하려고 한다.

협동게임의 메카닉을 패턴으로 표 과 같이 분석하여 상보성 서포  [ 3-1] , 

트 공동목표 공동 보상 동일한 물체와 상호작용 평형화 게이트 제한, , , , , , 

된 자원 그룹결정 정보 자원 비대칭 이 가지로 정리한다, , / 10 .45) 또한 게 

임 패턴 중 오프라인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 

서포트 이 패턴 은 많은 와 게임의 특화된 게임 스킬들이 MMORPG MOBA

포함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게임 중 이러한 스킬의 디자인을 참고하되 이

와 같이 적합한 규칙을 수립하여 플레이어가 이 설정을 믿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44) J rv inen, Aki. "Games without frontiers.”ä  VDM, Verlag Dr. Muller (2009). 
45) 문헌으로 조사된 협동 게임 패턴 중 디지털게임에만 특화된 패턴들을 배재 

하고 정리하였다. 

Rocha, Jos Bernardo, Samuel Mascarenhas, and Rui Prada. "Game mechanics é
for cooperative games." ZON Digital Games 2008 (2008): 72-80. 
Seif El-Nasr, Magy, et al.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cooperative 

game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0. 

Reuter, Christian, et al. "Game Design Patterns for Collaborative Player 

Interactions." DiGRA. 2014.
Beznosyk, Anastasiia, et al. "The influence of cooperative game design 

patterns for remote play on player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10th asia 
pacific conference on Computer human interaction. ACM, 2012.

Zagal, Jos P., Jochen Rick, and Idris Hsi. "Collaborative games: Lessons é
learned from board games." Simulation &Gaming 37.1 (2006):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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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 등의 정의에 따르면 플레이어들이 제(Complementarity) : Rocha 

어한 캐릭터가 일정 수준의 상보성을 갖도록 보장하는 패턴이다 그의 . 

등Rocha
Seif 

등El-Nasr
등Reuter 등Beznosyk 등Zaga l

상보성 상보성 상보성 교훈 4, 
패턴 1

서포트

다른 
플레이어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보강 희생, , 
재배급 모호, , 

구원

다른 
플레이어들
한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목표

공동 목표 공유퍼즐
공유 

퍼즐공유 /
목표

공동 
목표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통용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평형화 평형화 패턴 3

게이트
분리된 게이트

집합 게이트

공동보상
같은 팀의 
선수를 위한 
특별 규칙 

교훈1,3 

제한된 
자원

제한된 
자원 제한된 자원

그룹결정 교훈 2

정보 자월 /
비대칭 패턴 2

표 협동게임 디자인 패턴 정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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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와 복잡한 게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패턴의 핵심MMORPG FPS

은 모든 사람이 캐릭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패턴은 각 플레. 

이어에게 서로 다른 캐릭터를 부여하고 각 캐릭터가 미션을 수행함에 있

어 상보성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등이 요약한 교훈 . Zagal

는 이 문제를 광범위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팀 플레이어가 사심 4 . 

없는 결정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캐릭터와 능력을 도입하였다.

서포트 등 는 다른 플레이어한테 작용하는 능력은 협Support): Rocha （

력을 향상시키고 격려할 수 있다고 했다 등의 연구는 이런 다른 . Reuter 

플레이어를 돕는 패턴을 타인을 강화하는 보강 다른 플레이어를 치유‘ ’, 
하는 재배급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보호 플레이어의 게임 생명‘ ’, ‘ ’, 
을 구하는 구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 ‘ ’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서 디지털 게임의 특성을 제거. 

하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작용되는 보호 구조 치료 및 기타 방법으로 , ,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을 증가시키는 게임패턴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것. 

을 오프라인 게임에서 플레이어간의 상호 도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상

의 생명 시스템과 치유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동목표 플레이어들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게 하기 위(Common Goals): 

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등은 플레이어들에게 공동한 목표를 . Rocha 

설정하는 것은 협동을 유도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Seif 

등El-Nasr 의 연구에서는 플레이어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여 협력을 강

화 할 수 있는 공유 퍼즐 을 추가했다 따라서 공동목표는 플레이어에게 ‘ ’ . 

동일한 게임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Interaction with Same Objects): 등Seif El-Nasr 의 

연구에서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은 여러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물체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등의 정의에서 통용 의 개. Reuter ‘ ’
념 단일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없는 동시에 하나이상의 물체 조작 을 " ”：

제출했다 따라서 이 두개의 정의를 결합하면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 

작업을 설정하므로 여러 사람이 같은 물체 또는 여러 개 같은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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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물체와 상호작용하도록 설정한다 이 패턴의 의도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플레이어들이 함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물체와 

상호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의사소통으로 적절. 

한 전략과 공동한 멘탈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평형화 이 개념은 등과 등의 패턴에서 언급(Parallelization): Reuter Zagal 

되었으며 이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세분화하여 플레이어들

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확장하면 . 

예를 들어 오프라인 게임에서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의 수를 , 

증가시켜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평형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게임 환경의 여러 구역에 개인이 수행

할 수 있는 미션을 분산하거나 미션의 수를 늘려 플레이어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게이트 이 개념도 등과 등의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Gate): Reuter Zagal 

이는 플레이어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게임을 계속 할 수 없는 것

을 의미하고 분리된 게이트 와 집합 게이트로 구분된다.46) 이 개념은 방  

탈출 게임에서 종종 사용되지만 방 탈출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를 분산시

키기 위해 이런 게이트를 설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게임의 

범위를 제어하기 위해 이런 게이트를 설정한다.

공동보상 등의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이는 팀의 (Joint Reward): Zagal 

이익을 균등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팀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이고 모. 

든 사람이 성공하면 팀은 성공하는 것이며 오직 개인만의 성공은 없다, 

고 정의된다 그리고 등의 교훈 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작업이 . Zagal 1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발하고 심지어 개인의 

이기적인 결정이 팀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팀 플레이어들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며 함께 승리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데 

46) 분리 게이트 ( 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를 다른 구역에 분산시키는 separate gate)

것이고 집합 게이트 는 플레이어들은 특정 구역에 모이는 것이(gathering gat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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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념할 수 있게 한다.

제한된 자원 이 게임은 디지털 게임에서 실체 게임으(Limited Resource): 

로의 전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한된 자원을 제공하여 플레이어들이 ‘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도록 격려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이는 ’ . 

오프라인 협력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정된 자원을 제공한다. . 

방 탈출 게임에서는 광원을 제한할 수 있고 오프라인 게임에서는 탄, CS

약이나 갑옷을 제한 할 수 있고 보드 게임에서는 더 복잡한 자원 교환, 

이 있을 수 있다.

그룹 결정 등의 교훈 에서 플레이어가 팀의 (Group Decision): Zagal 2 

의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는 이 플레이어를 설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 팀

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정보 자원 비대칭 각 플레이어는 서/ (Information/resource Asymmetric): 

로 다른 자원이나 정보를 할당하고 자신의 정보만 볼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이나 자원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환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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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스 3. 3 (Dynamics)

등은 협동 게임에 대한 플레이어 상호 작용을   Reuter “여러 참가자가 

공동 목표에 이익 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조정하는 동시 작

업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몇 가지 작은 조치로 구성 될 수 있다 각 . . 

액션은 일반적으로 다른 플레이어 나 게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

며 플레이어마다 해당 배급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정의를 했다” .47)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를 이용하여 협동적인 게임플레이를 다이내믹스  

로 분석하려고 한다 다이내믹스에는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 포함되고 . 

플레이어와 게임세계의 인터랙션도 포함된다 단 후자는 다른 플레이어. 

한테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정의에서 플레이어의 협동 상태를 분류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분은 플레이어 상호 작용 행동이. 

고 다른 부분은 플레이어의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플레이어의 상호 . 

작용 행동의 기본이며 플레이어의 상호 작용 행동에는 협동적인 상호 작

용과 플레이어와 게임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포함된다 협동게임의 다이. 

내믹스 분류는 그림 와 같다[ 3-4] .

등은 협동 게임에 대한 플레이어 상호작용을 연구함에 있어 플  Reuter 

레이어 상호 작용을 공간 시간 플레이어 및 기능 이 네 가지 진입점을 , , 

통해 분석했다. 공간 차원은 게임 세계의 고정된 위치 내에서 상호 작용

의 발생 여부와 플레이어간의 근접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같. 

은 장소와 다른 장소로 분류될 수 있다 시간 차원은 상호 작용의 지속 .  

시간으로 정의된다 플레이어 차원은 플레이어가 자발적 또는 강제로 상. 

호 작용할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적 제약 사항에는 자유 전환 . 

역할과 고정 역할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48) 등 지적하듯이 공 Reuter ‘

47) Reuter, Christian, et al. "Game Design Patterns for Collaborative Player 

Interactions." DiGRA. 2014.
48) Reuter, Christian, et al. "Game Design Patterns for Collaborative Player 

Interactions." DiGR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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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시간 플레이어 기능적 차원은 게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 ‘ ’, ‘ ’, ‘ ’
척도다 이 정의 중 시간부분을 플레이어 협동적 인터랙션 지속시간을 .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디지털 게임에서의 인터랙션 시간에 따라 협동의 

유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오프라인 게임에서는 협동적 인터랙션 지

속된 시간보다 지속하는 단계가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 시. 

간의 척도를 협동행동이 동시 진행여부로 기준을 정의 하였다. 

이러한 상호 작용 외에도 어떤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통을 통해 전략을 세우거나 아이디어를 교류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협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외의 심리적 활동은 협동 게임의 다이내믹스 분. 

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동게임의 행동적 분류에 따라 다이내믹스는 각 진입점마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진입점에 각 카테고리를 조합하면 가지 . 16

행동적 디이내믹스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간 차원 에서 분리되. ‘ ’

그림 협동게임 다이내믹스 분류[ 3-4] 



- 36 -

고 시간 차원 에서 동시 수행되며 플레이어 차원에서 자발적이며 기능‘ ’ ‘ ’ ‘
적 차원에서 자유로운 롤은 한 가지 협동게임의 행동적 다이내믹스 종류’
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통한 협동은 목적에 따라 새로운 의견 창출 정보 교환  , , 

전략 수립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등 가상 멀티 플레이어 게임에서 개인과 상호 작용하여 그  Bluemink 

룹 공동 작업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약 시간 지속되는 언어 증강 게임 실험을 진행했다1 .49)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대화와 협동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 멀  

티 플레이어 소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를 개발했다 게임 과정의 'eScape' . 

비디오 데이터 학생의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상호 작용의 본질, 

을 연구했다 결과는 학생의 대화는 주로 질문 내용 진술 지시 또는 명. , , 

령 및 응답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대화의 목적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며 분류의 규  , 

칙은 대화의 속성이다 협동의 특정한 경우에 대화의 목적에 따라 분류. , 

할 수 있다 그들은 세 가지 범주 즉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의견을 . , 

생성 할 수 있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이 요소들과 위의 . 

분류 항목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

협동게임 중 협동적인 게임 패턴 및 협동 인터랙션 표 와 같은   [ 3-2]

분석을 통해 협동게임 패턴과 협동게임 다이내믹스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49) Bluemink, Johanna, et al. "Group-level analysis on multiplayer game 

collaboration: how do the indiv iduals shape the group interaction?.”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18.4 (2010): 36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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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름
서술 장르 패턴

주요 플레이어 협동상호작용 

공간 시간
플 레 이

어

기능

적

World 

of War 

Craft, 

Bizzard

대형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인 

는 캐릭터 WOW

설정 및 캐릭터간의 

보완과 같은 복잡한 

협동 방법을 

사용한다.

대형 

멀티 

플레

이어 

온라

인 

게임

공동목표
분리 /

근접
동시

자발적/

의무적

롤 

배정

공동 보

상

분리 /

근접
동시

자발적/

의무적

상보성
분리 /

근접
동시

자발적/

의무적

평행화 근접 동시 자발적

그룹결정
분리 /

근접
동시

자발적/

의무적

Brother

s:A 

Tale of 

Two 

Sons, 

Starbre

eze 

Studios 

AB

게임은 인 모험퍼2

즐게임이다 이 게임. 

의 특징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다

른 역할 형님과 동(

생 을 수행하도록 하)

는 것이다 두 명의 . 

플레이어는 제공되

는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판타지 어

드벤처를 시작한다.

인 2

협동 

어드

벤처 

퍼즐

게임

공동목표
분리 /

근접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롤 

배정

같은 물

체와 상

호작용

분리 /

근접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게이트 분리
단 계

별
의무적

상보성
분리 /

근접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서포트 근접 동시 의무적

ibb & 

o b b , 

Sp a rp

weed ,  
Codegl

ue

이 게임은 간단한 

인 협동 2

게임이다 두 명의 . 

플레이어는 서로 

상대방의 

스프링보드가 

되어 협동하는 

게임이다.

인 2

협 동 

퍼 즐

게임

공동목표
분리 /

근접
동시

자발적/

의무적

자

유 

롤

공동보상
분리 /

근접
동시

자발적/

의무적

상보성
분리 /

근접
동시 의무적

같은물체

와 상호

작용

분리 /

근접
동시 의무적

서포트 근접 동시 자발적

표 협동게임 패턴 및 협동 상호작용 분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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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 MMORPG World of War craft 

그림 대형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3-5] 50)

협동적인 디자인 패턴으로 이 게임을 분석하면 서로 다른 플레이어에   

대해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여 특정 미션예 팀 던전 등을 완수하게끔 ( . )

하는 것이다 이 미션은 플레이어수가 적어도 통과 할 수 있지만 참여자. 

수를 늘리거나 참여도를 높이면 임무 완수 과정이 빨라지고 이 던전을 

50)  World of War Craft, Bizzard 

We 

Were 

Here 

,Total 

Mayhe

m 

Games

의 We Were Here

두 명의 플레이어는 

버려진 성안에 다른 

부분에 갇혀있고  

서로 음성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며 

퍼즐을 풀어 가는 

게임이다.

인 2

온라

인 

협동 

방탈

출 

게임

공동목표 분리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롤 

배정

상보성 분리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게이트 분리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정보 비

대칭
분리

동 시 /

단 계

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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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할 수 있는 확률 증가한다 그 외에 게임에 길드 등 복잡한 메커니. 

즘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소셜 인터랙션을 향상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논의하지 않는다.

게임 2: Brothers: A Tale of Two Sons

이 게임은 인 모험퍼즐게임이다 이 게임의 특징은 두 명의 플레이어  2 . 

가 서로 다른 역할 형님과 동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명의 플( ) . 

레이어는 제공되는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판타지 어드벤처를 시작한

다 두 플레이어 사이의 상호 작용은 주로 서로 당기고 둘 사이의 균형. 

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협동 어드벤쳐 퍼즐게임 [ 3-6] Brothers:A Tale of Two Sons51)

물리적 장면의 한계로 인해 주요 장면은 모두 동일한 미션이 주어진  

다 이 미션을 완료 하려면 두 명이 서로 다른 작은 미션을 수행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벼랑을 통과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 이 벼랑을 통과 하려. , . 

면 동생이 난간의 작은 틈을 통과하고 풍차를 사용하여 벼랑 반대편에 

도착하여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두 명이 동시에 항. 

51) Brothers: A Tale of Two Sons, Starbreeze Studio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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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양쪽 끝에 서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물리적인 도. 

전을 통해 협동하고 있다 그리고 형제 캐릭터 설정 상 동생이 형님에. , 

게 의지하게 할 수 있다. 

게임 3: ibb & obb

게임의 미션은 블록을 물리치고 블록에서 나온 금화를 먹어 높은 점수  

를 얻는 것이다 게임은 두개의 세계를 중간선으로 구분하고 두 명의 플. 

레이어는 이 두 세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스크린 중간선의 상단(

과 하단).

그림 인 협동 퍼즐게임 [ 3-7] 2 ibb & obb52)

게임은 블록을 하나의 세계에서 물리칠 수 있으나 다른 세계에서 물리  

칠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 두 명의 플레이어의 협동을 증가하였다 게임. 

의 디자인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두개의 세계에서의 물리적 협동에 응용

되고 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같은 세계에 있을 때 금화를 획득하지 . (

52) ibb & obb, Sparpweed , Codeg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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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두 명의 플레이어는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다.) .

게임 4: We Were Here

의 두 명의 플레이어는 버려진 성안에 갇혀있다 플레  We Were Here . 

이어 은 작은 외딴 부분에 갇혀있고 플레이어 가 플레이어 을 찾는 1 2 1

게임이다 모든 방에서는 서로의 음성으로만 대화가 가능하고 지혜와 소. 

통 능력으로 게임을 완료하여야 한다 게임의 디자인은 협동의 요소를 .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게임의 힌트는 한 플레이어에게만 주어지고 서로. , 

의 소통을 통하여 퍼즐을 풀어야 한다.

그림 인 온라인 협동 방탈출 게임 [ 3-8] 2 We Were Here53)

이 부분은 주로 두 명의 플레이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두 플레  

이어의 소통과 협동을 촉진시킨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끊임없이 음성으. 

로 서로의 환경 혹은 힌트를 설명하여야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

게임은 또한 일종의 물리적 협력을 사용한다 즉 한 플레이어가 스위  . 

53) We Were Here ,Total Mayhem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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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속적으로 눌러야 다른 플레이어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그러. 

나 전체 게임 프로세스 중 마지막 부분에서 두 플레이어가 재결합하는 

것 외의 부분에서는 서로의 설명에 의존하여 다른 플레이어의 환경 설정

과 해결해야 할 퍼즐 혹은 힌트를 추측해야한다 설명을 명확하게 해내. 

지 못한 환경에서는 비교적 강한 좌절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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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세틱 3. 4 (Aesthetics)

디지털 게임 경험은 단일한 구성의 컨셉이 아니다 많은 게임 경험 프  . 

레임 중 소셜 인터랙션은 중요한 한축으로 단독 분석을 하였다 이는 팰. 

로우쉽 과 비슷한 정의를 갖고 있다 게임의 소셜 인터랙션을 향상시키. 

기 위해 플레이어들의 경쟁 협동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 .54) 본  

연구 에서 추구하고 싶은 협동적인 경험은 바로 이 소셜 인터랙션 중 협

동과 연결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 

  

게임의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에서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을 연구  

하기 위해 게임 경험을 분류하였다 경험 프레임웍에서 게임의 경험 . MDA

은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게임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험을 8

포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플레이어의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플레이어 상호 작용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 

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의 모델은 또한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 PLEX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하고 분류하였으며 그중에 팰로우쉽 (fellowship)

과 같은 정서적 경험이 포함되었고 팰로우쉽은 우정 연대감(friendship), 

친밀함 등이 포함된다 의 프레임웍에서 (communality), (intimacy) . PLEX

팰로우쉽은 참가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혼자서 “
완료하기 어려운 조건을 정의한다 라고 설명한다” .55)

54) Sweetser, Penelope, and Peta Wyeth. "GameFlow: a mode l for evaluating 

player enjoyment in games.” Computers in Entertainment (CIE) 3.3 (2005): 3-3. 
55) Arrasvuori, Juha, Marion Boberg, and Hannu Korhonen. "Understanding 

Playfulness-An Overview of the Rev ised Playful Experience (PLEX) 

Framework." Proc. of Design &Emotion 2010 Conference, Design and Emotion 
Socie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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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 개발3. 5 

조건과 메카닉 의 상관성3. 5. 1 (mechanics)

관계 긍정적 상호의존과 공동목표1: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 ’
어들의 긍정적 상호 의존 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 ’
다 공동 목표수립은 여러 협동 게임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며 공. ‘ ’ , 

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팀 플레이어간의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형성할 

수 있다.56) 은 긍정적 상호의존을 결과 상호 의존  Johnson (outcome 

과 방법적 상호의존 두 가지interdependence) means interdependence) （

로 분류하였다 결과 상호 의존은 모든 플레이어 같은 결과를 추구 할 . 

때 발생하는 상호 의존성을 말한다 결과 상호 의존은 목표 상호 의존과 . 

보상 상호 의존 두 가지로 분류한다 모든 플레이어 특정 목표에 달성하. 

였을 때에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목표 상호 의존

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는 공동 목표의 설정에 나타나는 효. 

과와 매우 흡사하다. 

관계 긍정적 상호의존과 같은 물체의 상호작용2: 

팀의 플레이어 같은 물체의 상호 작용 을 통해 과업 을 수행하는   ' ' (task)

중 플레이어들의 긍정적 상호 의존 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 '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협동게임 패턴은 . 

모든 플레이어의 참여가 과업 완료를 위해 중요하다 즉 플레이어(task) . , 

들이 합심하여 동일한 물체와의 상호작용 하여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긴밀한 상호 연결성과 개인의 행동이 팀의 공통적

56)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Interaction Book Compan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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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 

팀 플레이어의 상호 의존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축구 경. 

기와 마찬가지로 팀원과 동일한 공이 상호 작용하는 동시에 팀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는 상호 의존적이다.

관계 긍정적 상호의존과 게이트3: 

모든 플레이어들이 게이트로 인해 분리 혹은 집합이 되며 서로의 힘  ‘ ’
과 정보를 결합하며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 긍정적 상호 의존 이 형성‘ ’
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 게이트 패턴은 분리된 게이트. ‘ ’ 
와 집합 게이트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물리적으로 플. 

레이어를 분리하거나 집합하지만 협동 게임을 디자인 할 때 두 가지 게

이트의 의미는 다르다 분리된 게이트는 플레이어들이 다른 공간에서 서. 

로 다른 과업 을 수행하게 하고 개별 플레이어가 작업을 완료해도 (task)

팀의 성공을 달성할 수 없으며 모든 플레이어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공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된 게. 

이트는 개별 플레이어의 자신의 방의 성공만으로 팀의 성공을 달성할 수 

없고 모든 분리된 플레이어들이 특정 과업을 완료해야 팀의 성공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이는 플레이어 간의 상호 의존성을 향상

할 수 있다 집합 게이트는 모든 플레이어를 같은 공간에 집결하게 하고 . 

같이 특정 퍼즐을 해결했을 때에만 공간을 탈출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플레이어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문제를 . 

풀 수 있도록 하며 플레이어 간의 목표 상호 의존성을 향상시킨다.

관계 긍정적 상호의존과 공동보상4: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동 보상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 ’
긍정적 상호 의존 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 공동‘ ’ . 

목표와 마찬가지로 공동 보상을 설정을 설정하여 플레이어들이 팀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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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상을 받고 팀이 실패하면 팀 전체가 보상을 잃게 되는 것을 인식하

게 한다 따라서 개인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게임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보상이 설정되면 팀 플레이어들 더욱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

다.57) 협동학습 이론에서 공동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공동 보상을 설정 

하는 것과 동일하며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며 

보상 상호 의존도 역시 결과 상호 의존의 한가지라고 언급되었다 플레. 

이어들이 함께 노력 하에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만 공동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보상 상호 의존이 형성시킬 수 있다 공동 보. 

상은 또한 플레이어들이 상호 의존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축구. 

경기 중 월드컵의 트로피 혹은 상금을 제공도 팀원들에게 같이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보상을 줌으로써 서로의 같이 성공하면 보상을 받

을 수 있고 같이 실패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의식을 강화하며 긍정적

인 상호의존성을 향상시킨다.

관계 5: 개인 책임과 게이트

게이트는 개개인의 분리하여 과업을 수행 또는 같은 공간에 갇혀 같  ‘ ’
이 과업을 수행하는 패턴으로써 플레이어들의 개인 책임을 분할하고 이

러한 게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듯이 분리된 게이트를 사용하면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책

임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게이트를 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 

제로 설정하면 정보 교환을 통해 가장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서로 격

려해야 한다 이 점은 정보 비대칭에서 설명 동시에 집합 게이트에서 . ( ) 

사람들을 모으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강제적인 규칙 설정으로 각 

플레이어가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공헌을 하게 한다. 

관계 6: 개인 책임과 상보성

57) Slav in, Robert E. "Group rewards make groupwork work."  Educational 
Leadership 48.5 (1991):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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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성 패턴은 플레이어에게 과업을 배분하여 개인 책임 을 심어줄  ‘ ’ ‘ ’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 상보성 은 각 플레이어에게 ‘ ’
팀에게 유익한 과업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할당하여 각 플레이어가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개인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긍정적 . 

상호의존의 분류 중 역할 상호의존도 존재한다 개인 책임은 긍정적 상. 

호의존형성의 한 가지 조건이다.58) 그리하여 게임 책임과 관련이 있는  

메카닉은 긍정적 상호의존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 책임과 만 연

관되는 부분을 따로 설명하려 한다.

관계 촉진적 상호작용7: 과 서포트 

  서포트는 플레이어들이 서로 돕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 ’
칙으로서 플레이어들이 서로 도울 가능성을 높이며 촉진적 상호작용 을 ‘ ‘
형성한다. 서포트 의 협력게임 패턴에 포함된 내용은 다른 플레이어한데 ‘ ’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이다 이 설정은 플레이어한테 다른 사람. 

을 더 쉽게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을 준다 도움의 과정에서 플레이. 

어간의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59)

관계 촉진적 상호작용8: 과 정보 자원 비대칭 ／

플레이어 들 정보 자원 비대칭으로 정보교환 또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 / ’
촉진적 상호작용 이 증가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 위에서 ‘ ’ . 

언급했듯이 분리된 게이트는 정보 비대칭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협동게임의 정보 자원 비대칭은 플레이어들이 협상을 통해 문. /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플레이어에게 상호간의 영향을 증

58)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Interaction Book Company, 1989.
59)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 idualistic learning . Prentice-Hall, Inc,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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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기 위해 디자인하였다 각 플레이어 다른 종류의 정보를 보유함으. 

로써 함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다 이 과정에서 촉진적 상효작용을 촉진시킨다 협상은 적극적인 대인 . .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요구하며 이는 다음 조건 소셜 스킬과 상호 관

련성이 있다.

관계 촉진적 상호작용9: 과 제한된 자원 

  팀의 플레이어들이 제한된 자원 으로 인해 전략을 논의하고 서로의 ‘ ’
경려로 촉진적 상호작용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 ’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은 플레이어의 선택범위를 한정한다 플레이어들의 . . 

집중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게임진행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제한적인 무기 또는 제한적인 빛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플레이어들 합리적으로 이러한 자원을 재분배하며 모여서 좋은 전략

은 상의하는 행위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면 촉진적 상화 . 

작용의 조건을 구성한다.

관계 소셜 스킬과 자원 정보 비대칭10: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소  셜 스킬 과 촉진적 상호작용은 강한 상호 관계 

가 있다 촉진적 상호작용에서 논의 되었듯이 플레이어들이 문제나 어려. 

움을 겪을 때 촉진적 상호작용은 플레이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

상하게 하고 이 상호 협의 과정은 의사소통에 포함된다.

팀의 플레이어들이   ‘자원 정보 비대칭/ 으로 인해 전략을 토론하는 과정’
에서  소셜 스킬 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 ’
다. 정보 비대칭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행동을 유도며 협상 또는 

정보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의 신뢰감을 향상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플레. 

이어들은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게임하는 것을 배우며 소셜 스킬을 높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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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소셜 스킬 과 제한된 자원11: 

  팀의 플레이어들이 제한된 자원 으로 인해 전략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 ’
소셜 스킬 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 ’ . 팀의 

플레이어가 협동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셜 스킬을 갖추지 못할 시 해당  

팀의 협동 활동 성적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셜 스킬도 효과. 

적인 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팀의 플레이어가 팀의 전. 

반적인 전략을 토론하거나 게임의 어떤 기술이 게임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 토론하는 과정에 소셜 스킬에 더 몰입한 수 있다.60) 앞서 설명 

하듯이 제한된 자원은 합리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며 모여서 좋은 전략

을 상의 하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소셜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된다 .

관계 그룹 처리 와 그룹 결정12: 

그룹결정 을 통하여 팀의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의견을 창출하는 기회  ‘ ’
를 제공하여 팀의 그룹 처리 의 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를 ‘ ’
연결할 수 있다 그룹결정은 게임에서 모들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의견을 .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플레이어 통일하게 한 . 

결정을 찬성하는 시 결정이 실행되며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그룹의 결정

에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플레이어들은 . 

자연스럽게 다른 플레이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그룹처리를 

위하여 진행을 돕는다.

관계 그룹 처리 와 평형화13: 

평형화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팀 플레이어들은 최선의 전략을 세울   ‘ ’
수 있으며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룹처리 와 연관이 된다‘ ’ . 

60)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Interaction Book Company, 1989.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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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화의 협동게임 패턴은 플레이어들에게 협력하도록 강요하지 않지만 

각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힘능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자신이 이 /

그룹에 속한 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한 사람도 이 작업을 수행할 .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면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팀 플레이어들의 팀워크를 향상시킨다. 

  협동게임의 조건과 협동게임의 메카닉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 3-9]

와 같다.

그림 협동게임 조건과 협동게임 메카닉의 관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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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과 다이내믹스의 상관성3. 5. 2 

본 모델중의 메카닉의 카테고리인 패턴은 협동게임 메카닉을 대표하  ( ) 

는 일련의 집합이다 하나의 패턴은 많은 메카닉을 대표할 수 있다 따. . 

라서 그림 에 설명하듯이 한 가지 패턴은 특정한 다이내믹스와 [ 3-10] 

대응하지 않는다 모델의 각 구성 연결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한 가. MDA

지 특정한 메카닉은 특정한 다이내믹스과 연관된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 

하여 본 모델을 사용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다이내믹스를 설정하여 게임 

환경과 결합하여 이 게임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긍정적 상호작용의 조건을 목적으로 한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이 카테고

리 중 많은 종류의 메카닉스와 포함되어있다 같이 상호작용하는 물체: 

를 근접한 곳으로 설치 또는 분리된 곳으로 나누어서 설치 이 상호작용; 

하는 물체를 단계별로 상호작용하기 설정 또는 같은 시간 공통으로 상호

작용 등 만약 근접한 곳에서 단계별 자발적인 롤 배정된 다이내믹스의 .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근접한 곳에서 단계별 자발적인 롤 배정된 같은 물

그림 협동게임 패턴과 메카닉 및 다이내믹스의 관계설명[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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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상호작용하는 메카닉이 확정된다.

다시 말해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협동게임 패턴과 협동적   [ 3-11]

상호작용의 조합은 게임 환경과 결합하여 새로운 게임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플레이어들 게임 중 특정한 다이내믹스를 . 

유발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게임의 메카닉과 다이내믹은 특정한 게임. 

을 규명하며 모델의 논리와 같이 서로의 인과관계도 정리 되어 있MDA

다 즉 메카닉으로 인해 다이나믹스가 형성 된 수 있으며 또한 이 특정. , 

한 다이내믹스는 플레이어들의 게임경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 협. 

동패턴들은 특정한 협동게임 조건을 달성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조

건들 의해 새로운 메카닉도 디자인 할 수 있다.

그림 새로운 협동게임 메카닉 과 다이내믹스의 관계설명[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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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접근 방법의 패턴3. 5. 3 

앞서 연구내용 바탕으로 새로운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을 그림   [ 3-12]

과 같이 구성하였다. 협동게임의 조건별 관련되는 협동게임 패턴이 존재

하고 각 패턴마다 다양한 메카닉을 대표하며 각 메카닉 별 연관되는 특, 

정한 협동적 다이내믹스도 있다 이 논리토대로 정리하면 협동게임 조건.   
기준으로 가지 디자인 접근방법을 추출 할 수 있다5 .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긍정적 상호작용의 접근은 각 플레이  [ 3-13]

어를 상호 의존적으로 이 그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을 형성

해야 한다. 

그림 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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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 책임의 접근은 모든 플레이어가  [ 3-14]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일정 역할을 맡음으로 참여도를 향상 시킨다.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 3-15]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의 접근은 디자

이너가 최대한 많이 플레이어들이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고 상호 의존 

및 지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림 접근 긍정적 상호작용[ 3-13] 1   

그림 접근 개인 책임[ 3-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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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셜 스킬의 접근은 원활한 의사소통  [ 3-16]

으로 원활한 협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룹처리의 접근은 그룹 내에서의 자  [ 3-17]

체 평가는 그룹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각 플레이

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 

그림 접근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 3-15] 3  

그림 접근 소셜 스킬[ 3-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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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협동게임 관점에서 기존게임을 분석.

다섯 가지 접근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 환경와 연결2. （

하여 게임 메카닉 구성과 다이내믹스의 각 요소의 조합을 ) 

이루어 게임 시나리오 디자인.

각 접근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 조합 조절하여 연결할 수 3. /

있는 게임으로 발전.

협동게임의 다섯 가지 접근법은 협동게임 조건을 기준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협동게임 조건은 협동적인 플레이어 환경을 구축하는 . 

기본적인 요소다 협동게임의 조건을 충족할수록 협동행동이 효율적으로 . 

발생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협동게임을 디자인 할 시 우선 . 

그림 접근 그룹 처리[ 3-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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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게임의  조건에 따라 게임을 분석하여 부족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건을 선택한 뒤 디자인을 진행 한다 다섯 가지 조건 중 목표로 . 

두는 부분을 선택한다. 그 후 협동게임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여 협동게임 

다이내믹스와 기존 게임의 게임 환경과 결합시켜 해당 게임의 새로운 

메키닉을 구성한다 해당게임의 새로 디자인된 메카닉으로 이루어진 . 

특정한 다이내믹스도 존재하며 두 가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게임 

시나리오를 디자인 할 수 있다. 각 접근과 연관된 협동게임 디자인 

패턴마다 다양한 다이내믹스와 조합을 이루어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시나리오를 튜닝하여 최종적인 게임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을 사례로 본 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게임 협동적인 시나리오를 디자인하여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한다. 

그림 협동게임 모델 사용하는 방법[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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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디자인4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한계점4. 1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닫힌 공간에 들어가 공간 내의 주어진 단서를   

추리하여 탈출하는 일종의 놀이 공간이다 오프라인 방 탈출 게임은 디. 

지털 게임 장르 중 탈출 게임을 물리적 공간에 재현한 것으로 이야기 , 

진행에 맞춰 단서를 찾아 탈출해야 하는 게임이다.61) 이 게임은 관찰력 

과 창의력을 발취하여 팀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친구 동료 혹은 가족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 , 

임으로 많은 인기를 끌 고 있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독특한 비즈니. 

스 모델로 운영하며 년에 아시아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였고 2012-2013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62) 전 세계적으로 약 개 나라105

여 개의 방 탈출 룸이 운영되고 있다7000 .63)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플래시게임에서 발전하였으나 실존공간에서   

진행하고 최소 명이 같이 진행하는 게임이다 단독으로 플레이하는 플2 . 

래시게임보다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도 많이 적용된다 현제의 오프라인 . 

게임도 원래 디지털 게임 방식의 연장선으로 대부분 인 풀 수 있는 문1

제로 구성되어있다.64)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장점을 보완하여 플레이 

61) 방 탈출 카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 .” Accessed June 20, 2018. 
방탈출 카페https://ko.wikipedia.org/wiki/ _

62) Nicholson, Scott. "Peeking behind the locked door: A survey of escape 

room facilities.” White Paper available at http://scottnicholson. 

com/pubs/erfacwhite. pdf (2015).

63) “Escape Room Directory.” Accessed October 21, 2017. 

http://escaperoomdirectory.com/old.html.

64) “ESCAPE ROOM DESIGN: DESIGNING FOR THE GROUP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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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 협동하여 게임 풀이를 하면서 서로의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플레

이어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적인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디

자인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특성 분석4. 2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발전 과정4. 2. 1 

는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라이브 액션 역할 놀이   Nicholson

디지털 방탈출 게임 퍼즐 룸과 보물  찾기 (Live-Action Role-Playing), , 

인터랙티브 극장과 하운티드 하우스(Puzzle Hunts& Treasure Hunts), , 

어드벤처 게임쇼와 영화 그리고 테마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으로 발전 해

왔다고 주장한다.65)

  또한 조사의 의하면 현재 방탈출 게임의 테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

다 표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 [ 4-1]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방에 사용한 

도구로 분류하면 순 퍼즐 추리게임 전자 기계 게임 스마트 게임 그리, , 

고 컨셉 전시 게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수 십년 동안 발전해왔었던 디지털 게임 플랫폼에서의 방탈출 게임은   

코드 숨겨진 키 및 퍼즐과 도구 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를 모방하여 , 

게임을 제공하였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제작자는 차원 물체로 게. 3

임 규칙을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재현해야한다 게임 발전으로 모든 . 

IND IVIDUAL.” Accessed June 10, 2018. 
http://blog.nowescape.com/escape-room-design-designing-for-the-group-over-the

-ind ividual/

65) Nicholson, Sco tt. "Peek ing behind the locked door: A survey of escape 

room facilities.” White Paper available at http://scottnicholson. 

com/pubs/erfacwhite. pd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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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구들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 할 때 게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특성 분석4. 2. 2 

 

게임의 특징들 모여서 오감자극 규칙 환상   (Sensory stimuli), (rules), 

미스터리 통제 그리고 도전 을 (fantasy), (mystery), (control), (challenge)

포함한 어포던스 관점 을 형성할 수 있다(affordance dimensions) .66)

등은  Garris 어포던스 관점 (dimensions)으로 게임경험을 접근하여 표[

의 프레임을 제시 하였다4-2] .67) 이 프레임웍으로 게임을 묘사할 수 있 

고 게임의 특성도 파악 할 수 있다.

66) Tan, Ed S., and Jeroen Jansz. "The game experience." Product experience. 
2008. 531-556.

67) Garris, Rosemary, Robert Ahlers, and James E. Driskell.(2002) Games, 

motivation, and learning: A research and practice model. Simulation 

&gaming, 33(4), 441-467. 

순 퍼즐 추리게임 전자 기계 게임 스마트 게임 컨셉 전시 게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초기에 발전

한 게임 형식이

다 단순 추리 위. 

주의 게임진행으

로 열쇠를 찾아 

퍼즐을 풀어나갈 

단계다.

방에 간단한 전자

기기 장비와 도구

들이 배치 되어있

고 독립적으로 존

재한다 각종센서.(

로 인해 작동되는 

장치들)

현대적인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여 

중앙 소프트웨어

로 각 기기들을 

연결시키고 통제

한다.

홀로그래픽 디스

플레이 그리고 모

션감지 센서등 기

술 적용이 많은 

체험위주의 게임

방.

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종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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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탈출 게임경험특성을 표 의 프레임으로 분석하였다[ 4-2] .

환상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 (Fantasy): [ 4-3]

플레이어들이 다른 세상 시기에 도달하는 것처럼 상상하게 해준다 하지/ . 

만 세팅의 완성도가 떨어진 경우 몰입을 방해 할 수 있다 디지털 방탈. 

출 게임에서는 다양한 환경을 자유롭게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단서 또는 스토리의설명은 대부분 편지  /

쪽지 형식으로 되어있다 반면 디지털 게임인 경우 나타나거나 사건. NPC

을 촉발하여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규칙 표 에서 분석 한 것처럼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는 디(Rule): [ 4-4]

지털 게임처럼 항상 유효한 조작에 즉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어렵다 또. 

한 관리자가 모니터로 플레이어 게임 진행 파악도 한계가 있다.

Fantasy 상상 또는 판타지 텍스트 테마 혹은 캐릭터, 

Rules 명확한 규칙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에 대한 피드백, 

Sensory 극적인 시각 및 청각 자극

Challenge 어려움과 불확실한 목표의 달성의 최적화된 수준

Mystery 최적화 된 정보 복잡성

Control 적극적인 학습자 제어

표 어포던스 관점으로 게임경험을 접근한 프레임 [ 4-2] 

구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환경 세팅 실제 존재한 게임공간 제공

스토리 설명
영상 편지등으로 스토리 단서 전달  퍼즐 등을 / 

통해 스토리 전달

표 환상의 관점에서 게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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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게임의 목표의 구조를 설명한다 목표가 뚜렷하면 게임 동기도   . 

강해지고 더 좋은 게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뚜렷한 목표도 게. 

임 플레이어한테 게임 조작의 피드백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오프라인 / . 

방탈출은 무한하게 탐색 가능한 루트 중 정답 을 찾는 게임이다 이 과“ ” . 

정에 플레이어들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레이. 

어들의 만족감도 정답 을 찾을 때 얻어진다 디지털게임과 비교했을 때 “ ” . 

다른 점은 정답 확인 과정을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으로 유도하는 것이“ ” 
다 유효한 오브젝 또는 게임 도구를 터치하였을 때 즉시 시각적으로 그. 

의 상응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정답 과 무관한 경로는 반응이 없는 것“ ”
으로 제한하여 플레어들한테 게임에 적합한 멘탈 모델을 형성하게 한다. 

현재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힌트제공 시스템은 게임 관리자가 모니  

터로 게임진행을 파악하고 플레이어 관리자한테 도움을 청하면 힌트 제

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자가 계속 모니터를 지켜. 

보지 않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

다.

오감자극 플레이어한테 풍부하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Sensory Stimuli): 

할 수 있는 오감 자극은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종류의 게임을 [ 4-5]

통해 다양한 오감 자극을 줄 수 있다.

구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기본 룰
닫힌 공간에 들어가 공간 내에 주어진 단서를 추

리하여 탈출

피드백

제공

직접적인 게임 피드백 열린 잠물쇄 또는 간접적( ) 

인 피드백 효과음으로 제공( )

힌트 제공 무전기 스크린등의 형식으로 힌트제공 이루어짐

표 규칙의 관점에서 게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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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인 경우 게임 환경에 있는 오브젝과 직접 상호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촉각 후각 등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도전(Challenge): 게임의 프레임은 표 와 같이 플레이어한테 절차적[ 4-6]

으로 높아지는 난이도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난이도 한. 

번 설정하면 바꾸기 어렵고 플레이어들 한번 선정한 방도 게임 중 바꿀 

수 없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플레이어들한테 제공  

하고 처음 게임해본 사용자한테 난이도 낮은 게임부터 권한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는 디지털게임의 난이도의 통제를 연상하고   

간단한 문건 찾기 단순한 퍼즐 등 문제부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설( , )

계한다 실제 방탈출 게임은 게임 특성상 한 번에 많은 게임을 경험하기 . 

어렵고 한 번에 게임 은 주로 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사전 예약해야하( 1

고 금전적인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출시한 게임의 난이도를 ) 

바꾸기도 힘들다.

미스터리(Mystery): 신비스러운 마법 세계 등을 의미하는 것 보다 광범위

한 의미에서의 미스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표 과 같이 예측 불. [ 4-7]

가한 게임세계의 미래 그리고 정보 불일치로 인한 놀라움 등을 의미한 

구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시각 게임 환경에서 보이는 것들 전부 진실 

촉각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촉감자극으로 분위기 형성

청각
게임 진행 중 배경음악이 항상 같이 있고 일부 장치룰 촉

발하였을 때도 상응한 청각 피드백이 같이 나옴
후각/

미각

방의 자연스러운 냄새    - 

향 음식을 활용한 문제- /

표 오감자극의 관점에서 게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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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 새로운 공간을 나타남으로 놀라움을 주는 . 

반면 디지털 게임의 공간 구성은 대부분 일치하게 설정된다.

통제 게임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표 에 제시한 것처럼 (Control): . [ 4-8]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게임 캐릭터로 변신해 직접 오브젝을 조작하면

서 체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은 반면 디지털게임은 전체를 

내려다보며 게임 세계를 통제하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는 사물의 사용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이랑 연결시켜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는 장치를 직접 만져보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물건과 조합( ) 

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생각 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 또한 단순 게임 . 

통제로 바라볼 때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는 게임 환경에 있는 모들 

물건들이 힌트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임 경험

구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난이도 여러 난이도의 방이 존재함

난이도

배치

간단한 물건 찾기 단순한 퍼즐 등 문제부터 어렵( , ) 

고 복잡한 문제로 설계

표 도전의 관점에서 게임[ 4-6] 

구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미래예측
새로운 공간이 나타날 때 참신하게 예측할 +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할 때 놀라움

불일치 정보로 인한 대

조

일상적인 환경으로부터 반전된 비밀 통로를 

발견하여 신기한 경험

퍼즐의 해결방법
퍼즐 은 물건의 응용 부터 어려운 수수께기 

풀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표 미스터리의 관점에서 게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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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다 그리하여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플레이어들은 더 쉽게 거짓. 

된 단서에 현혹될 수 있다.  

  등 진행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찰 실험 중Pan

에 리더십 강해야 사람은 게임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 독단적인 

명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 이 밝혔다 리. 

더가 열어 명이 있을 시 리더의 역할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꿔지고 전

문가가 없을 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 리더가 된다 또한 다른 사. 

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같이 협동 할 수 있는 기초다 방 탈출 게임. 

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이 의식 수집(Verbal Communication) (Awareness 

을 주도하였다 협력의 즐거움을 올리기 위해 비언어적 교류의 Gathering) . 

필요성도 강조한다.68)

리더가 아닌 사용자는 게임 파악이 늦어지거나 게임 하는 즐거움이 적  

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이 플레이어의 협동이 요구한 게. 

68) Pan, Ru i, Henry Lo, and Carman Neustaedter. "Collaboration, Awareness, 

and Communication in Real-Life Escape Rooms." Proceedings of the 2017 

Conference on Designing Interactive Systems. ACM, 2017

구분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캐릭터 조작 게임 캐릭터와 게임 플레이어가 동일 함

조작object 
사용 방식 다양함- object

장치를 만져보고 파악- 

게임 파악
플레이어 많을 때 게임 전체 진행상황 파악 , 

어려움

게임 참여도
리더가 게임을 주도-

협동게임 진행-

표 통제의 관점에서 게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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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라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게임하여 협동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에 

의해 게임의 즐거움도 많아진다 하지만 원래 플래시게임의 구조나 모듈. 

의 끼어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을 디자인하면 이인이상 그룹을 위해 만들

어진 게임이 아니고 개인을 위해 만들어둔 게임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을 . 

위해 만들어진 문제는 다른 같이 풀고 싶은 사람한테 불친절하고 개인의 

영웅주의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게임이기 때문이다.

위 연구 중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게임경험 특징 그리고 인 오프라  2

인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로 다시 디자인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디자인 개발4. 3 

대상선정 및 분석4. 3. 1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의 사례를 디자인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 테마는 탐험가들 피라미드 밀실을 탈출 하는 테마. 

다 연구하기위해 이 테마를 간소화하였다 기존 게임 환경과 세팅은 그. . [

림 과 같다4-1] .

플레이어들 주변에서 탐색하고 가방을 발견하였다 가방 안에는 1. . 

탐험가가 남겨둔 이집트 글자표 그리고 탐험 다이어리가 있다.

근체의 파인 벽안에 손을 넣으면 힌트가 나타난다 힌트와 글자표2. . 

를 조합하여 암호를 알아낸다.

방 우측 비밀 서랍에서 열쇄를 발견한다3. .  
열쇄로 중아에 위치한 박스를 열고 버튼을 누른다4. .

문이 열린다5. . 

같이 문을 통과하여 에 진입하여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 입6. ROOM2

력하여 방을 탈출한다. 



- 67 -

위 협동게임 조건의 틀로 이게임을 분석하면   :

긍정적 상호의존의 조건에서 방 탈출 게임이란 형식에서 플레이어에게   

명확한 공동목표방 탈출 를 제공하고 동시에 팀 전체를 하나로 보상한( )

다.69) 따라서 팀 플레이어들 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가 만족 시 

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팀으로 구성하여 공동 목표와 공동 . 

보상을 주어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임이 혼자 힘으로 문제 풀고 싶

은 사람이 많다 이 문제점을 보완 하기위해 공동목표와 공동보상 뿐만 .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 긴밀한 팀 협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개인 책임의 조건에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주로 해결하는 문제 등

을 구성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각 플레이어의 역할을 규명하지 

않는다. 그룹의 인원이 많아지거나 게임 자체가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

69) 방 탈출하면 팀 전체의 성공이고 탈출 실패하면 팀 전체의 실패이다.

그림 기존 게임 환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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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면 개인 영웅주의의 생각의 플레이어들 혼자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게임 풀이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다.70) 그러면 게임은 더 이상 협동 

하는 게임이 아니라 경쟁게임이 될 수 있다.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의 조건에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대면을 통  

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따로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 하지 않

는다.

소셜 스킬의 조건에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은 주로 대면하여 대화하  

고 대화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인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게임 플레. 

이어의 서로간의 교류와 토론을 유도하는 시도도 할 수 있다.

그룹 처리의 조건에서 방 개수가 많은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인 경우   

플레이어 서로 흩어져서 게임 풀이를 하면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뭐하는

지 모를 수 있고 게임의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

시나리오 디자인4. 3. 2 

접근 긍정적 상호작용으로1: 접근 하여  시나리오 구성

표 긍정적 상호작용의 접근에서 같은 물체와 상호작용 패턴을   [ 4-9] ‘ ’
선정하여 디자인하였다 근접 동시 의무적롤 배정 근접단계별 의무적. ‘ / / / ’, ‘ / / /

롤 배정 분리 동시 의무적 롤 배정 분리단계별의무적롤 배정 이 ’, ‘ / / / ’, ‘ / / / ’ 
네 가지 다이내믹스와 결합하여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연결과 사도를 통. 

하여 기존 게임에서 한사람이 손을 넣으면 힌트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선

택하여 재구성 하였다 조건을 목표로 두어 패턴으로 접근하여 협동적 . 
다이내믹스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 시나리오를 디자인 할 수 있4

70) “How to design an escape room.” Accessed October 21, 2017. 
https://www.fastcompany.com/3053917/how-to-design-an-escape-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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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접근 2: 개인 책임으로 접근 하여  시나리오 구성

근접 동시 의무적 롤 배정1. / / /

두 사람 동시에 장치에 손을 넣어야 

힌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접 단계별 의무적 롤 배정 2. / / /

한사람 손을 넣으면 힌트 반을 초간 5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같은 동작을 

하면 다른 반쪽 힌트를 초간 볼 수 5

있으며 번가라 작동 시켜야 힌트를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분리 동시 의무적 롤 배정3. / / /

두 사람 동시 떨어지는 공간에서 

같이 작동시켜야 힌트확인 가능하다.

분리 단계별 의무적 롤 배정4. / / /

다를 장치에서 힌트를 확인할 수 있

다.

표 긍정적 상호작용 [ 4-9] 접근의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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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임 책임의 접근에서 상보성 패턴을 선정하여 디자인하였  [ 4-10] ‘ ’ 
다 롤 배정하는 다이내믹스와 결합하여 시도를 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 . 

방탈출 게임에서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힌트는 모니터로 전달하거나 전

화 무전기로 전달한다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탐험가와 / . 

탐정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보유하며 책임감을 

심어 주고 서로 의지하게 한다.

접근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으로3: 접근 하여  시나리오 구성

표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 접근에서 서포트 패턴을 선정하여   [ 4-11] ‘ ’ 
디자인하였다 분리 동시 자발적 롤 배정 과 근접 동시 자발적롤 배정 의 . ‘ / / / ’ ‘ / / / ’
다이내믹스와 결합하여 시도를 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 . 

탐험가 숨겨진 힌트 칩 주위 : 
반경에 위치하면 탐험가 밴드 0.5m

진동하기

탐정 원 할때 버튼을 눌러서 관련 : 
힌트 밴드로 얻기

플레이어한테 책임감을 심어주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시나리오다 역할을 .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탐험가 와 탐정으로 나눴다 탐험가는 숨겨진 2 . 

힌트 칩 주위 반경에 위치하면 탐험가 밴드 진동하기 탐정은 힌트를 0.5m

원할 시 버튼을 눌러서 관련 힌트 밴드로 얻는다.

표 개인 책임 [ 4-10] 접근의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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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 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분리. /

근접의 접근으로 플레이어들이 서로 돕는 것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서

로 격려하고 의지하게 한다.

접근 소셜 스킬로4: 접근 하여  시나리오 구성

표 소셜 스킬 접근에서 정보 자원 비대칭 패턴을 선정하여 디  [ 4-12] ‘ / ’ 

분리 동시 자발적 롤 배정1. / / /
한 플레이어는 다른 공간에 갇히고 
다른 플레이어가 추리하여 문을 
열어야 구원이 가능한 시나리오

근접 동시 자발적 롤 배정2. / / /
도움 시스템을 도입하여 두 사람이 
가까이 있을 시 게임의 힌트를 
제공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

표 대면 촉진적 상호작용 [ 4-11] 접근의 시나리오 구성

의견 창출1. 
게임 시작 전 플레이어별 서로 다른 
단서를 주어 정보를 교환하고 
추리해야 풀 수 있다.

정보교환2. 
플레이어가 각각 다른 방에 있어 
서로 대화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표 소셜 스킬 [ 4-12] 접근의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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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하였다 의사소통적 다이내믹스와 결합하여 시도를 했다 기존의 오. . 

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 기본적인 대화의 조건을 구비 하였다 새로운 . 

시나리오에서 정보교환 과 의견 창출의 접근으로 플레이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또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창출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접근 그룹 처리로5: 접근 하여  시나리오 구성

표 그룹 처리 접근에서 평형화 패턴을 선정하여 디자인하였  [ 4-13] ‘ ’ 
다 분리 동시 자발적롤 배정 과 근접 동시 자발적롤 배정 다이내믹스. ‘ / / / ’ ‘ / / / ’ 
와 결합하여 시도를 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에서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 중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극대화하기 . 

위해 플레이어들이 팀으로 구성되고 팀 단위로 결정을 한다는 개념을 강

화하려고 한다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팀으로 . 

게임을 진행하게끔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분리 동시 자발적 롤 배정1. / / /
용기에 담아야할 물건을 방 곳곳에 
숨겨두며 인이 달성할 수 있지만 다1
른 플레이어와 같이 수행하면 쉬워진
다.

근접 동시 자발적 롤 배정2. / / /
용기에 있는 대량의 물건을 다른 것
으로 이동해야하며 인이 달성할 수 1
있지만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수행하
면 쉬워진다.

표 그룹 처리 [ 4-13] 접근의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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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 했던 접근별 시나리오를 디자인한 후 게임 흐름에 맞춰 다  

시 튜닝하여 새로운 오프라인 협동형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를 그림 [

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4-2] .

그림 협동모델을 적용한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 구성 예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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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탈출 게임 제품 시스템 디자인4. 4 

  위 시나리오 바탕으로 그림 과 그림 에 제시한 두 가지 인식 [ 4-3] [ 4-4]

모듈로 구상된 시스템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인식모듈로 구축한 . 시스템 

은 플레이어한테 단서를 다르게 주어 단서를 결합해야 문제를 풀 수 있1

다 시스템 는 두 사람 같이 인식하여야 단서가 보이는 시스템이다 인. 2 . 

식 모듈 는 다른 곳에서 동시 장치를 작동 한다 플레이어 동시 다른 곳B : 

에서 본인 인식되며 버튼을 눌러야 장치가 작동된 수 있다( ) .

 그리고 역할을 구분하기 위 해 그림 의 두 가지 기능이 다른 밴 [ 4-5]

드를 디자인 할 수 있었다. 탐험 밴드 착용한 플레이어는 숨겨둔 칩 RFID

범위 안에 있으면 밴드가 진동으로 이 곳에 게임 관련된 물건이 0.5m 

숨어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힌트 밴드는 플레이어 힌트 요청 시 힌트가 . 

그림[ 4-3]제품 시스템밴드와 인식모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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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 입력되어 플레이어한테 전달한다.

그림 제품 시스템 탐험 벤드와 힌트 밴드 시스템[ 4-5] | 

그림[ 4-4]제품 시스템밴드와 인식모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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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본 연구   는 오프라인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협동게임 디자인 모델을 

제안하여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디자인에 적

용 가능성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디자이너가 플레이어에게 이러. 

한 경험을 제공 하기위하여 협동게임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

요한지 알아내기 위하여 모델을 기반으로 게임 경험 형성과정을 분MDA

석을 하였다 문헌고찰과 게임 분석을 통해 각 모델의 각 구성을 정의하. 

고 각 요소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부분을 연결시켜 오프라인 협. 

동게임 디자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모델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방탈출 게임을 한 사례로 분석하고   

디자인 하였다 게임모델에 정의한 조건으로 현재게임의 부족한 부분을 . 

분석하여 접근방법별 새로운 게임 시나리오를 디자인 하였다 또한 이 . 

시나리오들을 구현 할 수 있는 제품시스템을 디자인 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협동게임 조건을 게임 모델과 결합하여 협동의 조건과   , 

메카닉 다이내믹스의 관계를 분석하여 모델을 구체화하였고 다양한 게, , 

임 패턴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사례로 오프. 

라인 방탈출 게임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각 접근별 다양한 협동적인 시

나리오를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 , 

게임의 협동성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협동 게임을 디자인할 수 ,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오프라인 협동게임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된 게임  

디자인결과물의 협동성 향상효과를 검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본 모델을 적용한 디자인 결과물의 협동성 변, 

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제안한 오프라인 협동 게임 . , 

디자인 모델을 오프라인 협동게임 뿐만 아니라 디지털게임까지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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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협동게임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 

협동게임 패턴을 창출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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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ffline Collaborative Game 

Design Model Based on 

Collaborative Learning and MDA 

Model

Piao Xianmei

Industrial Design

Colla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nline games develop, games that can provide collaboration with 

multiple players are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offline collaborative games in which players interact 

face-to-face with each other and obtain satisfaction in a collaborative 

environment. The reason why the offline escape room games are 

getting so popular recently is also related to the increasing interest in 

online collaborative gam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games bett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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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applied to game design by systematizing the researches focusing 

on collaborative game design patter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collaborative game design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offline games 

and aims to explore applicability to game design that can enhance 

interaction within multiple players.

  The research is to extract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games and 

to define elements of the model through studying previous research on 

collaborative learning, game design model, and collaborative game 

design pattern. The elements of a collaborative game design model are 

composed of collaborative game conditions, mechanics, dynamics, and 

aesthetic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ele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game analysis. We proposed this offline 

collaborative game design model through the process above. In order to 

test the usability, we applied this model to the case study of an offline 

escape room game design which can improve the communication and 

trust among the players. Through the case study, we can know that 

this model could be applied to present various collaborative scenarios 

for offline game design.

  It is meaningful that the collaborative game conditions are combined 

with the game design model in this research,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llaborative conditions, the mechanics and the dynamics    

is analyzed. The model is specified through this process and various 

game patterns are systematically explained. By using the proposed 

model, people can expect to improve the collaborative nature of 

existing games or to design new types of collaborative games.  

keywords : Collaborative Game Design, Offline Games,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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