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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특정한 게임 요소가 개인별로 얼마나 다른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 다수는 단순히 특정 게임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만으로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의 특성이나 게임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게임 요소가 

주는 효과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별 게임이 갖는 다양성과 이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게임 요소와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시리어스 게임이 주는 효과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단 

개선 게임에서 게임 요소가 주는 효과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연구를 위해 제작한 식단 개선 

게임에 3가지 게임 요소를 적용한 3가지 게임을 제시했다. 

적용하는 게임 요소는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관련된 게임 요소로 각각 ‘게임 

캐릭터의 외형 선택’, ‘획득 점수에 따른 점수 표시’, ‘다른 사람과 

결과 공유’를 선정했으며, 개인적 특성으로는 플레이어 유형을 

선정했다. 선정한 게임 요소들이 실제로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를 확인하고, 게임 요소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 참가자가 

가진 플레이어 유형이 어떤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를 탐색했다. 

결과적으로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이 인식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은 확인했으나, 게임 요소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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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플레이어 유형과 게임 요소 간의 관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어 : 시리어스 게임, 기능성 게임, 헬스 커뮤니케이션, 매체 

연구, 게임 연구 

학   번 : 2015-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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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비디오 게임은 이제 보편적인 매체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보다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이다(Przybylski, Rigby, & Ryan, 2010). 유희로서의 

목적 외에 교육, 정보 전달, 광고, 메시지 전달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리어스 게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리어스 게임이 효과적인 교육이나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리어스 게임의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며,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게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시리어스 게임을 다룬 연구들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리어스 게임이 학습이나 설득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연구에 따라 그 결과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드스멧과 동료들은 건강한 생활 촉진(healthy 

lifestyle promotion)에 대한 시리어스 게임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했다(DeSmet et al., 2014). 드스멧과 동료들은 치료, 예방, 

전문 교육과 관련된 시리어스 게임을 메타분석한 라마니와 보렌의 

연구(Rahmani & Boren, 2012), 비만 예방에 집중한 가이와 

동료들의 분석 연구(Guy, Ratzki-Leewing, & Gwadry-Sridhar, 

2011), 특정 세대 집단에 집중한 구스와 동료들의 연구(Guse et 

al., 2012), 건강 식단, 육체 활동, 질병 자기 관리에 대한 시리어스 

게임 연구들을 다룬 바라노스키와 동료들의 분석 연구(Baranowski 

et al., 2008) 등 기존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분석한 연구들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의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스멧과 동료들이 수행한 

메타분석은 52개 게임에 대한 61가지 평가를 수행한 54개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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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했는데, 시리어스 게임은 다른 컴퓨터로 전달되는 건강 

개선 조치들(computer-delivered intervention)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연구들 간의 결과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 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다르푸르 이즈 

다잉(Darfur is dying)’이라는 시리어스 게임을 다룬 두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다르푸르 이즈 다잉’은 2006년 출시된 시리어스 

게임으로,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일어난 인종학살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1. 게임은 이 지역의 난민촌을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다. 펭과 리, 히터의 연구 (Peng, Lee, & 

Heeter, 2010)에서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제시 

방식(presentation mode)에 따라 매체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르푸르 이즈 다잉’을 플레이하는 것과 ‘다르푸르 이즈 

다잉’을 플레이한 영상을 시청하기, 그리고 같은 내용에 대한 글 

읽기라는 세 가지 상황에서 역할 수용(role-taking)과 도우려는 

의지(willingness to help)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다. 한편 

스타인만과 메클러, 옵위스(Steinemann, Mekler, & Opwis, 

201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르푸르 이즈 다잉’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 유무와 세 가지 제시 방식에 

따라 2x3 형태의 조건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글, 상호작용하는 그림과 글, 게임 플레이, 그리고 

상호작용이 없는 글, 상호작용이 없는 그림과 글, 녹화된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총 6개의 조건에 대한 차이를 확인했다. 두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시 방식에 따른 역할 수용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펭과 동료들의 경우에는 역할 

수용이 게임 플레이 조건, 게임 시청 조건, 글 읽기 조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타인만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하는 

                                            
1 http://www.gamesforchange.org/game/darfur-is-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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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호작용 없는 글이 높은 역할 수용을 나타냈고, 게임 플레이와 

게임 시청 순으로 가장 낮은 역할 수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같은 

게임을 이용한 두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게임 매체 이용자, 즉 

플레이어의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다르푸르 이즈 다잉’의 게임 화면 

 

 

 양식성 

텍스트 그림과 텍스트 영상 

상호작용성의 

유무 

상호작용 

없음 

텍스트 캡쳐된 

게임화면 

녹화된 게임 

플레이 

상호작용 

있음 

상호작용하는 

텍스트 

상호작용하는 

캡쳐된 

게임화면 

게임 플레이 

표 1. 스타인만과 동료들의 변수 구분(Steinmann, Mekler & Opw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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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어스 게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참여자들 간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임은 

주로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이나 설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휘튼(Whitton, 2012)은 학습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의 잠재적인 

내적 동기부여 능력을 논의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게임이 

존재하며 여러 유형의 플레이어가 모든 게임에 대해 동일하게 

동기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게임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게임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르지와 

바실레바, 만드릭(Orji, Vassileva, & Mandryk, 2014) 역시 단일한 

설득 전략이 사람들에 따라 효과 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게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설득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더 효과적인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Kaptein, Ruyter, Markopoulos, & Aarts, 2012). 

시리어스 게임을 연구한 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임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펭과 동료들, 스타인만과 동료들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매체인 글이나 영상과 비교해 시리어스 게임의 

특징으로 꼽는 것이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제시 

방식(presentation mode)이다. 그러나 게임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게임 매체의 일반적인 특징만으로는 오히려 개별 연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시리어스 

게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양한 매체이며, 해당 게임이 

어떤 방식의 게임인지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5 

예컨대 프랑스의 게임 연구소인 루도사이언스(LudoScience)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시리어스 게임을 ‘시리어스 게임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사이트에 정리하고 

있다(http://serious.gameclassification.com). 이 사이트에서 

정리한 시리어스 게임은 총 3362개이며, 이 게임들을 분류하기 

위해 게임 목적에 따른 8개 분류, 대상 시장에 따른 14개 분류, 

대상층(연령과 직군)에 따른 11개 분류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게임플레이 규칙에 따라서도 게임을 분류하고 있는데, 

선택, 이동, 회피, 창조, 파괴 등 게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게임 벽돌(game brick)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정리하고 

있다(Djaouti, Alvarez, Jessel, Methel, & Molinier, 2008).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시리어스 게임들을 상호작용성과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으로 함께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시리어스 게임 관련 연구가 시리어스 게임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다른 매체와 비교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게임 요소의 

효과나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으나 이런 

연구들을 일반화하는 것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시리어스 

게임이 효과를 주는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리어스 게임의 

구체적인 특징과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효과를 더 깊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시리어스 게임에 대한 

선행 연구의 흐름과 한계를 정리하며, 그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려 한다. 

기존 시리어스 게임의 연구 경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 시리어스 게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다. 두번째로, 다른 매체와 비교해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특징이나 플레이어의 특성에 따라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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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있다. 

시리어스 게임 연구 중 다수는 특정 시리어스 게임을 

적용해보고, 해당 게임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였다(Mlimperos, Downs, Divory, & Davidbowman, 2013). 

예를 들어 바라노스키와 동료들(Baranowski et al., 2003) 의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콰이어 퀘스트(Squire’s 

quest)’라는 식단 개선 게임을 장기적으로 플레이하게 하고 이것을 

교육에 접목해 그 결과를 확인한 연구였다. 펭(Peng, 2009) 의 

연구 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이트웨이 카페(Rightway 

Café)’라는 식단 개선 게임의 효과를 확인했다. 소에카료와 반 

우스텐도르프(Soekarjo & van Oostendorp, 2015)는 15개의 

시리어스 게임 논문을 리뷰했는데, 이 중 8건의 연구는 시리어스 

게임에 대한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았고, 7건의 연구는 아무 조작 

없이 실험 전 설문과 실험 후 설문만 시행한 통제 집단을 설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시리어스 게임이 효과적인 매체일 수 있으며, 

해당 게임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군을 설정하지 

못한 연구의 경우 결국 해당 시리어스 게임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통제 집단을 설정한 경우는 다른 매체와 비교해 게임이 

가지는 주된 특징을 상호작용성(interactivtiy)과 

양식성(presentation mode)으로 보고 다른 매체인 글이나 이미지, 

영상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소에카료와 반 

우스텐도르프(Soekarjo & van Oostendorp, 2015)의 연구는 

‘엔터시티즈(EnterCities)’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리어스 게임의 설득 효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 

형태의 정보를 제공했다. 웡과 동료들(Wong et al., 200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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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어스 게임에서 상호작용성과 매체 풍부성(media richness)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과 게임의 플레이를 녹화한 리플레이 

영상,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와 텍스트를 비교했다.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시리어스 게임이 가져오는 효과 

중 게임이라는 형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리어스 게임이 가져오는 효과가 게임의 매체로서의 

특징과 게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매체와의 비교는 게임 매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링과 차킨스카, 

리터필드(Haring, Chakinska, & Ritterfeld, 2011) 가 지적했듯이, 

상호작용성이나 다중 양식(multi-modality)와 같은 몇 가지 매체적 

요소를 공유한다는 점만으로 게임 효과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시리어스 게임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시리어스 게임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든 원인이 된다. 결국 왜 사람들이 

게임을 재미있게 느끼며 그것이 학습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며, 게임 매체가 갖는 

다양한 요소들이 가져오는 차이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개별 게임의 구체적인 특징들과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 

사용자, 즉 플레이어의 속성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특정한 게임 요소들의 효과나 플레이어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호작용성이나 제시 방식보다 더 구체적인 변수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체로서의 특징만을 확인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베일리와 와이즈, 볼스(Bailey, Wise, & 

Bolls, 2009) 의 연구에서는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마케팅에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오비스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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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니치(Orvis, Horn, & Belanich, 2008)는 게임 난이도의 조절 

방식이 과제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버크와 동료들(Birk 

et al., 2015)은 소셜 게임에서 플레이어 유형과 성격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욕구 충족과 내적 동기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게임을 단순히 상호작용성이 

부여된 매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특정한 요소나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게임의 특징과 플레이어의 특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여전히 해당 게임이나 사용자를 벗어났을 때에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특징이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인적 특성들은 특정 게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게임의 

요소들 역시 어떤 게임에 적용되었는지, 그 요소가 잘 적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게임 

요소가 있지는 않을 것이며, 어느 게임에나 공통적인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확인하기도 힘들다.  

이런 점에서 림페로스와 동료들은 시리어스 게임 연구에서 

게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게임 요소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게임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게임의 맥락과 관련된 다양한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Mlimperos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시리어스 게임의 설득 및 교육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게임 요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는 그것이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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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게임 매체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과, 이를 플레이하는 개인의 특성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정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른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도 예측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그 게임에서 효과적이었던 구성 

요소과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게임 구성 요소들 중, 서로 비교 

가능한 게임 요소들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려 한다. 게임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게임 장르의 단위에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배경설정이나 

시청각적 요소들도 게임의 특징을 형성한다. 그런데 게임 요소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요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된 게임이어야 하며,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른 요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연구에 적절한 게임 요소를 

선정해 실제 게임에 적용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게임 요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인적 특성과 게임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고, 게임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통해 시리어스 게임에서 게임 

요소와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 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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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메리카 아미’의 홍보 사진 

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시리어스 게임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용어는 2002년 미국 

정부에서 모병 홍보를 

목적으로 ‘아메리카 

아미(America’s Army)’를 

개발하고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에서 시리어스 게임 

이니셔티브(Serious Games 

Initiative)를 설립하며 널리 퍼지게 되었다(Susi, Johannesson, & 

Backlund, 2007). 

시리어스 게임은 주로 훈련, 광고, 교육 등의 목적을 가진 

게임으로, 군사, 정부, 교육, 기업,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리어스 

게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정해진 개념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거나, 같은 개념을 다르게 부르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Susi, Johannesson, & Backlund, 2007; 한혜원, 

2010) 먼저 시리어스 게임의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리어스 게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1970년에 출판된 

앱트의 ‘시리어스 게임(Serious Games)’으로, 교육, 과학, 정부, 

산업에 대한 아날로그 게임(보드 게임, 롤플레이 등)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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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어스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묶었다(Bogost, 2007; 한혜원, 

2010). 앱트는 시리어스 게임에 대해 “놀이를 우선으로 플레이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명백하고 면밀하게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게임”으로 정의했다(Abt, 1970; Bogost, 2007에서 재인용). 

마이클과 첸(Michael & Chen, 2005)은 시리어스 게임을 ‘오락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우선적 목표인 게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군사, 정부, 교육, 기업 홍보,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소에카료와 반 

우스텐도르프(Soekarjo & van Oostendorp, 2015)의 연구에서는 

데이비드와 유사하게 시리어스 게임을 오락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돼 게임의 즐거움 요소를 가지며 교육적 요소 역시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수시와 동료들(Susi et al., 2007)은 시리어스 

게임이 교육에 유익한 장점은 사용자를 관여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수시와 동료들은 시리어스 게임을 ‘사용자를 관여하게 해서 순수한 

오락 외의 정의된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기여하는 게임’으로 

정의한다. 또 교육이나 의료,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리어스 게임의 특성상 상업적인 오락 게임도 사용되는 목적이 

달라진다면 시리어스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준과 이혜림은 기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성과 

의도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리어스 게임의 핵심 개념을 

정의한다(정의준 & 이혜림, 2013). 여기서 의도성은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능적 목적이 의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우연히 기능적 목적을 발휘하는 

게임과 시리어스 게임을 구분하고 있다. 목적성은 정부나 기업, 

건강 등 구체적 분야에 대한 학습성이나 유용성을 가지려는 목적을 

위해 설득의 과정이 기획된다는 의미이다.  

학자들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시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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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일반적인 게임의 차이를 나누는 데 그 게임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게임의 내부 요소의 차이로 시리어스 게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목적이 순수한 오락 외의 행동, 지식, 

태도의 변화 같은 목표인지가 시리어스 게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시리어스 게임의 유사 개념들 

한편, 시리어스 게임과 유사하거나 겹치게 사용되는 개념들로 

이러닝(E-learning),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게임 기반 

학습(game-based learning), 디지털 게임 기반 학습(digital 

game-based learning), 설득적 게임(persuasive games) 등이 

있다(Susi et al., 2007; Bogost, 2007). 이러닝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향상 학습, 컴퓨터 기반 학습, 상호작용적 기술, 원격 학습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Hodson et al., 2001). 에듀테인먼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주로 비디오 게임 요소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노린 교육 방식이다(Susi et al., 2007). 하지만 대부분의 

에듀테인먼트가 상업적 게임보다 지루한 게임 플레이와, 반복 

학습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교육 방식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게임의 열등 인자를 물려받은 후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Charsky, 

2010; Papert, 1998). 게임 기반 학습은 관여, 동기, 역할 놀이, 

반복성 등의 가치를 통한 학습 활동으로, 대체로 시리어스 게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Corti, 2006). 디지털 게임 기반 학습은 

디지털 게임만을 영역으로 한다는 점 외에는 게임 기반 학습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된다(Susi et al., 2007). 설득적 

게임(persuasive games)은 보고스트(Bogost, 2007)가 제시한 

개념으로 보고스트는 시리어스 게임을 상업적 비디오게임 산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지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게임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개념은 게임이 가진 절차적 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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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적 게임이 시리어스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진전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은 

설득적 게임을 시리어스 게임의 하위 개념으로 본다. 소에카료와 반 

우스텐도르프 (Soekarjo & van Oostendorp, 2015)는 설득적 

게임이 시리어스 게임의 하위 분류라고 말하며 시리어스 게임은 

재미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게임으로, 설득적 게임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태도나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구체적인 맥락과 목적이 다를 

뿐 전반적으로 시리어스 게임의 틀 안에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구분 없이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시리어스 게임이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드스멧과 동료들은 시리어스 

게임의 학습 효과에 대한 이론을 세 가지 갈래로 정리했다(DeSmet 

et al., 2014). (1) 개인적으로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 몰입(immersion or transportation) 상태를 만듦으로써 학습 

효과가 생긴다. (2) 플레이어가 능력과 도전 사이의 균형을 

경험하면서 높은 집중 상태인 플로우(flow)를 만듦으로써 학습 

효과가 생긴다. (3) 숙달(mastery), 자율성(authonomy), 

연결성(connectedness), 각성(arousal), 환기(diversion), 

환상(fantasy), 도전(challenge) 등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학습 효과가 생긴다.  

이 논문은 이 갈래들 중 게임이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학습 효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갈래의 경우 (1) 캐릭터나 이야기가 없는 게임도 

게임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몰입 상태를 만든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리어스 게임이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며, 

(2) 반대로 플로우를 만들어낼 만한 도전이 없는 게임의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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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점에서 두번째 설명 역시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게임 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학습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이나 

플로우만으로 게임의 학습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게임 요소가 시리어스 게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이 각각 다른 개인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접근이 상대적으로 게임 요소와 플레이어 특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적절하다.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게임의 학습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펭(Peng, 2009)에 의하면 게임이 주는 재미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자극해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을 끌고 교육적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자신을 관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컴퓨터 

게임의 재미 요소가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관련 지식에 대한 

기억을 오래 지속하게 했다는 점이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개리스와 동료들(Garris, Ahlers, & Driskell, 2002)은 

게임을 통한 학습 모델을 제시하며 게임 요소가 즐거움, 흥미, 

사용자 행동 같은 반응을 유도하고, 적절한 게임 요소와 학습적 

내용이 결합되었을 때 스스로 동기유발된 게임 플레이가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또한 라이언, 릭비, 프지빌스키(Ryan, Rigby, & Przybylski, 

2006)는 자기 결정 이론(Social Determination Theory)를 

기반으로 게임의 욕구 충족을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기 결정 

이론에서 이론화한 욕구인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이 게임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 플레이를 예측할 수 있다. 유능감은 비디오게임에서 

주어진 도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임 요소와, 자율성은 

게임 전략, 캐릭터 성장, 이동, 선택에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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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관계성은 사회적 연결성을 제공하는 게임 요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특정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시리어스 게임이 주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시리어스 게임의 어떤 부분이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게임 요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게임 요소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제 2 절 시리어스 게임의 게임 요소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 게임 

요소가 더 효과적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덜 효과적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게임 

요소를 어떻게 정의해서 실험 연구에 사용했는지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게임 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나아가 여러 게임 

요소들 간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게임 요소를 선정해야 할 

것이므로, 어떤 수준에서 게임 요소를 정의해야 할 지 정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구성 요소는 여러 차원에서 규정되며, 어떤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칙인 반면 어떤 것은 포괄적인 해석 

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스퍼 율은 게임의 특징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Juul, 2004). (1) 규칙, (2) 다양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결과, (3) 결과의 가치화, (4) 플레이어의 노력, 

(5) 결과에 대한 애착, (6) 협상가능한 결과이다. 예스퍼 율의 게임 

특징은 게임을 정의하고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지만, 개별 특징들은 경우에 따라 적용을 해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들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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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제시한 게임의 정의를 확인하기보다는, 율이 제시한 게임의 

정의 내에서 작동하는 게임 요소를 확인할 것이다.  

 디터딩과 동료들(Deterding, Dixon, Khaled, & Nacke, 

2011)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정의하면서, 게임 디자인 요소의 수준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다. 

 

단계 설명 예시 

게임 인터페

이스 디자인 

패턴 

알려진 문제에 대한 흔하고 

성공적인 상호작용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솔루션, 프

로토타이핑에 대한 적용 포

함 

뱃지, 리더보드, 레벨 

게임 디자인 

패턴과 메카

닉 

흔히 게임플레이에 대한 게

임 디자인의 일부분으로 반

복되는 부분 

시간 제한, 제한된 자

원, 턴(turns) 

게임 디자인 

원리와 휴리

스틱 

디자인 문제에 접근하거나 

디자인 솔루션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적 가이드라인 

지속하는 플레이, 명확

한 목표, 다양한 게임 

스타일 

게임 모델 게임 구성요소나 게임 경험

에 대한 개념적 모델 

MDA, 도전·환상·호

기심, 게임 디자인 원

자, 게임 경험 핵심 요

소(CEGE) 

게임 디자인 

방법론 

게임 디자인 특징적 실행과 

과정 

플레이테스팅, 플레이

중심 디자인, 가치 고

려 게임 디자인 

표 2. 디터딩과 동료들이 구분한 게임 디자인 모델의 단계 

 

율의 정의는 게임을 구성하는 개념적 모델에 해당하므로, 

디터딩과 동료들의 기준에서는 게임 모델에 해당하는 기준들이다. 

이런 점에서 디터딩과 동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게임 인터페이스 

디자인 패턴’과 ‘게임 디자인 패턴과 메카닉 수준의 요소들’이 이번 

연구의 관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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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니케와 르블랑, 주벡은 게임 디자인 과정을 MDA 

프레임워크로 설명한다(Hunicke, LeBlanc, & Zubek, 2004). 

이들은 게임이 제작되어 소비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각 단계를 역학(mechanics), 동역학(dynamics), 

미학(aesthetics)로 명명하고 있다. 여기서 역학은 알고리즘 

단계에서 게임의 특정 구성 요소, 게임에서 가능한 행동을 정의하는 

규칙이다. 동역학은 이런 역학들을 통해 구성된 플레이 과정이며, 

미학은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감정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연구 역시 역학 단위의 세부적인 규칙을 

조절함으로써 달라지는 미학, 즉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게임 

요소는 게임의 일부분으로서 플레이어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규칙이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게임의 단일한 효과를 확인하거나 

게임의 매체적 특성에 집중한 연구는 게임이라는 매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간과하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시리어스 게임 연구 흐름에서 다른 매체와의 차이를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매체 내에서 게임 요소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효과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만 현재까지의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이러한 게임 

요소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 학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의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한다기보다 경험적으로 게임 요소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개별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명칭 역시 게임 요소(game elements), 게임 

특징(game feature), 게임 특성(game attribute)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에서 어떤 요소를 연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이 판단하기에 시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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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주로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리어스 게임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해당 게임의 

특징으로서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번 

연구에서 적용하려 하는 게임 요소에 참고로 삼으려 한다. 

황과 마미키나(Hwang & Mamykina, 2017)는 ‘몬스터 

애퍼타이트(Monster appetite)’라는 식단 개선 게임에서 게임 내의 

메시지 프레이밍과 게임 속 캐릭터의 모습을 주요 게임 요소로 

보고 개선 효과를 연구했다. 몬스터 애퍼타이트는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게임 속 캐릭터가 점점 뚱뚱해져 결국에는 터질 수도 

있는 게임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이득에 집중하는 긍정적 메시지 

피드백과 비용에 집중하는 전복적 메시지 피드백이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캐릭터와 결합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더 개선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몬스터에게 가능한 높은 

칼로리를 주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본래 목적과 반대되는 

전복적인 게임 방식과 함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게임 요소라고 언급하지는 않으나, 기존 식단 개선 

게임에서 사용한 방식을 참고해 메시지 제시와 변화하는 게임 속 

캐릭터의 모습이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게임 요소라고 판단했다. 

오비스와 동료들(Orvis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난이도, 사실성, 상호작용성과 같은 게임 특성이 게임을 

통한 학습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과제 수행력과 동기 

부여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이도 조절 전략을 확인해보려 

했다. 이 연구에서는 총 10번의 시행에서 정적인 난이도, 점증 

난이도, 낮게 시작해 참가자에게 맞춰지는 난이도, 높게 시작해 

참가자에게 맞춰지는 난이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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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난이도에서 수행력과 동기가 

상승함으로써 난이도 조정 간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다. 해당 

연구에서 밝힌 대로 적절한 난이도는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난이도 

조정 전략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난이도 변화가 

사람들에 따라 더 효과적이거나 덜 효과적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일리와 와이즈, 볼스(Bailey et al., 2009)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를 대변하는 아바타(avatar)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게임 요소로 선정했다. 이들은 광고게임(advergame)을 통한 

상호작용적 마케팅에서 아바타 변경 가능성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1) 주어진 아바타로 플레이 (2) 여러 

선택지 중에 고를 수 있는 아바타로 플레이 (3) 스스로 디자인한 

아바타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룹을 나누고, 어떤 방식이 

가장 즐거움을 주는지를 확인했다. 이 논문에서는 아바타와의 

동일시가 게임의 몰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광고게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았다. 

아바타와의 동일시가 동기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Birk, Atkins, Bowey, & Mandryk, 

2016). 이런 점에서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다루어 볼 가치가 

있으며, 특히 플레이어의 성격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이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McLeod, Liu, & Axline, 2014)에서 아바타 변경 

가능성이 개인적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한편 게이미피케이션은 비게임적 맥락에서 게임적 요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Deterding et al., 2011). 재미를 통해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게임의 속성은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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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나 브랜드 충성도, 건강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다(Hamari, Koivisto, & 

Sarsa, 2014). 게이미피케이션에서는 게임이 아닌 곳에서 재미를 

통해 매출이나 참여, 교육 효과 향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게임 요소를 도입한다. 바꿔 말한다면 게임으로부터 분리된 

개별적인 게임 요소들이 비게임의 맥락에서도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요소는 전체적인 게임 

경험에 추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게임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험 연구에 적용하기 적절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 

하마리와 동료들(Hamari et al., 2014)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사용한 24개의 연구를 분석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동기 

부여 유도 요소를 통해 심리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행동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동기 부여 요소를 10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점수, 

리더보드, 뱃지, 레벨, 이야기/테마, 명확한 목표, 피드백, 보상, 진행, 

도전의 10가지 요소 중 점수, 리더보드, 뱃지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요소였다.  

메클러와 동료들(Mekler, Brühlmann, Opwis, & Tuch, 

2013)은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 점수, 뱃지, 

리더보드가 이미지 주석 입력 과제에서 사용자의 수행 능력, 내적 

동기, 인지된 자율성과 인지된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의 적용이 내적 동기와 인지된 

자율성, 인지된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진행 상황에 대한 지표와 안내 역할을 

함으로써 수행 능력에서는 큰 향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뱃지는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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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또한 활발했다.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었다(Hamari et al., 2014). 데니(Denny, 

201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에 질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온라인 학습 도구인 피어와이즈(PeerWise) 

시스템 상에서 뱃지를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다. 1031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 뱃지 

요소를 적용했을 때, 답변의 수준 하락 없이 더 많은 학생 참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니나우스와 동료들(Ninaus et al., 2015)은 작업기억 훈련 

과제(working memory training task)에 대한 실험에서 게임 

요소인 진행 상황 막대, 레벨 표시, 주제 설정을 적용해 수행 

능력과 인지된 몰입(flow)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인지된 몰입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행 능력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적용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로 연구 대상이 된 게임 요소들은 게임 속 

캐릭터나 아바타, 그리고 그 아바타의 변경 가능성, 게임 난이도, 

점수, 리더보드, 뱃지와 같은 요소들, 레벨, 주제 설정, 진행 상황 

표시 막대 등이 있었다. 나열한 요소들은 모두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한 게임 요소가 왜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게임 

요소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일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통해 위의 게임 요소들을 분류해 

해당 분류 안에서 선별된 일부 요소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게임 요소를 분류한 여러 이론적 

틀을 살펴보고 이번 연구에 가장 적절한 이론을 선정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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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연구에 사용할 게임 요소를 선정할 것이다. 

 

 

제 3 절 게임 요소의 분류 

 

단일한 게임 요소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다른 매체와의 

비교 연구와 달리 게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요소가 가져오는 

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것이 개별 게임 

요소의 효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시리어스 게임이 효과를 얻는 

이유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준을 갖고 요소를 

분류해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드와 동료들(Wood et al., 2004)은 ‘오락 

기계(amusement machine)’로서 비디오 게임이 슬롯 머신과 같은 

도박과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관점을 갖고, 중독 예방의 

관점에서 비디오 게임의 구조적 특징을 분류했다. 우드와 동료들이 

게임의 특징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1) 소리 (2) 그래픽 (3) 

배경과 설정 (4) 게임의 지속 시간 (5) 플레이 빈도 (6) 향상 비율 

(7) 유머의 사용 (8) 조작 선택 (9) 게임 역학 (10) 승리와 패배 

요소 (11) 캐릭터 발전 (12) 브랜드 신뢰 (13) 멀티플레이어 

요소로서, 게임의 특징과 사용자의 심리적 특징이 혼재된 분류였다. 

킹과 동료들(King, Delfabbro & Griffiths, 2009) 역시 

우드와 동료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독 예방의 관점에서 게임의 

요소를 분류했다. 게임요소의 유형을 (1) 사회적 요소 (2) 조작과 

통제 요소 (3) 내러티브와 정체성 요소 (4) 보상과 처벌 요소 (5) 

표현(presentation)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 하위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사회적 요소는 비디오 게임의 친교적 측면을 일컫는 

것으로 사회적 유용성 요소, 사회 구성과 제도적 요소, 리더 보드 

요소, 지원 연결망 요소가 포함된다. 조작과 통제 요소는 게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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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력 요소, 저장 요소, 플레이어 관리 요소, 통제불가능 요소가 

포함된다. 내러티브와 정체성 요소는 플레이어가 게임 내의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 요소이다. 아바타 생성 요소, 이야기 

전달 장치 요소, 테마와 장르 요소가 여기에 속한다. 보상과 처벌 

요소는 플레이어가 능숙한 플레이에는 보상을 받고 패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을 통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한 요소이다. 일반적 

보상 유형 요소, 처벌 요소, 메타 게임 보상 요소, 간헐적 보상 

요소, 부정적 보상 요소, 승리 접근(near miss) 요소, 사건 빈도 

요소, 사건 지속 요소, 지출 간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현 

요소는 게임의 미적인 부분과 관련된 요소로서, 하위에 그래픽과 

소리 요소, 프랜차이즈 요소, 노골적 내용 요소, 게임 내 광고 

요소를 포함한다. 킹과 동료들의 연구는 도박 요소 분석에 기반해 

게임의 심리적 구조 유형을 분류한 연구인 만큼 다른 분류에 비해 

보상과 처벌을 통한 강화 요소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리브스와 리드(Reeves & Read, 2009)는 게임의 10가지 

구성 요소로 (1) 아바타를 통한 자기 재현 (2) 3차원 환경 (3) 

내러티브 맥락 (4) 피드백 (5) 평판(reputation) 및 순위와 레벨 

(6) 시장과 경제 (7) 명확하고 강제적인 규칙 하의 경쟁 (8) 팀 

(9) 쉽게 형성되는 유사 커뮤니케이션 체계 (10) 시간 압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경우 게임 내에서 흔히 존재하지만, 

게임 외부에 있을 때에도 '게임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은 아니며, 

게임 장르나 디지털 매체 여부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Deterding, 2011). 

라이언, 릭비, 프지빌스키(Ryan et al., 2006)는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하위 이론인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를 기반으로 게임을 통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 욕구를 확인했다. 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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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로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을 

제시하는데, 라이언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욕구는 

게임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 플레이를 예측할 수 있다. 탐보리니와 

동료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 Organ, 2010)은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욕구의 충족과 즐거움의 관계를 

타당화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를 통한 욕구의 만족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연결되는지 측정했다. 게임의 조작 방식을 통해 

자율성과 유능감의 충족을, 사회적 플레이 맥락을 통해 관계성의 

충족을 측정한 이 연구는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욕구의 충족이 매체 이용의 즐거움과 연결되는 모델을 도출해냈다.  

펭과 동료들(Peng, Lin, Pfeiffer, & Winn, 2012)은 기존의 

자기 결정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욕구인 유능감(competence)과 자율성(autonomy)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임 요소를 제시했다. 게임에서 자율성을 

충족시켜주는 요소는 게임의 전략이나 캐릭터의 성장 · 이동 · 

선택에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요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캐릭터 외모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보상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다른 NPC(Non-

player character: 다른 플레이어가 조작하지 않는 게임 내 

캐릭터)와 대화할 때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제시했다. 이런 

요소들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 주는 

요소들이다. 게임에서 유능감을 충족시켜주는 요소는 게임에서 

제시되는 도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플레이어의 수행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적인 난이도 조정, 

플레이어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각적 수치, 

플레이어의 성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뱃지가 제시되었다. 

이런 요소들은 플레이어가 적절한 노력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능감을 충족시킨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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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충족 요소 유능감 충족 요소 

캐릭터를 개인화할 수 있는 

선택지들(외모, 성별 선택)이 

가능함 

플레이어의 수행 능력에 따라 

동적인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종류의 

보상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음  

플레이어가 게임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웅 

수치(heroism meter)’가 나타남 

다른 NPC와 대화할 때 

선택지를 통한 대화 가능 

다양한 종류의 

성취(achievement) 뱃지를 

제공함 

표 3. 펭과 동료들이 제시한 욕구 충족적인 게임 요소(Peng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라이언과 동료들이 자기 결정 이론과 인지 

평가 이론을 통해 제시한 기준으로 게임 요소를 분류하려 한다. 이 

기준을 선택한 것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의 요소와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게임 요소를 확인해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일관된 차원에서 

구체적인 게임 요소들을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 요소를 실험에 적용해야 한다. 분류된 게임 요소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은 

요소들인 경우 이번 연구에서 게임 요소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우드와 킹의 연구는 게임에 적용되는 요소들을 

자세하게 분류해 나열하고 있으나 게임 사용자의 심리적 차원과 

제작 방식에 적용되는 차원이 혼재되어 있다. 리브스와 리드가 

정의한 구성 요소 역시 해당 구성 요소를 지니지 않은 게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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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10개의 요소 간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없어서 게임 요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라이언과 동료들의 연구의 경우 심리적 욕구라는 차원에서 

게임 요소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정 욕구를 만족하는 

게임 요소를 기준으로 실험할 게임에 맞는 게임 요소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되기 적절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임 요소가 아니라도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바탕으로 요소를 분류할 수 있었다.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욕구가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검증되었다는 점도 분류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 

된다. 자기 결정 이론은 행동에 대한 내적/외적 동기를 모두 다루는 

동기 이론으로 널리 연구되었으며 기존에 스포츠나 퍼즐놀이 같은 

활동에도 적용되어 연구되었다(Deci & Ryan, 2000). 자기 결정 

이론은 내적 동기와 관련되어 가장 실증적으로 잘 연구된 심리학 

이론 중 하나이며, 비디오 게임의 동기 심리학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Deterding et al., 201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욕구를 기준으로 한 게임 요소를 제시하려 한다.  

다음으로 어떤 게임 요소를 선정할 것인지 논의한다. 먼저 

기존에 사용되었던 게임 요소들을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이번 연구에 적합한 게임 요소를 

선택하려 한다. 기존에 게임 요소를 다룬 연구들이 자기 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욕구와 해당 게임 요소의 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류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분류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탐보리니와 동료들의 연구나 펭과 동료들의 연구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실험 연구에 사용한 게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게임 요소를 분류해보고자 한다. 

 

게임 요소 출처 관련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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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시 선택지 

제공 

펭과 동료들, 2012 자율성 

아바타의 변경 

가능성 

베일리와 동료들, 2009; 펭과 동료

들, 2012. 

자율성 

보상 선택 가능 펭과 동료들, 2012 자율성 

캐릭터 모습의 

변화 

황과 마미키나, 2017 유능감 

난이도 조절 오비스와 동료들, 2008; 펭과 동료

들, 2012 

유능감 

점수 펭과 동료들, 2012; 메클러와 동료

들, 2013 

유능감 

뱃지 펭과 동료들, 2012; 메클러와 동료

들, 2013 

유능감 

레벨 니나우스와 동료들, 2015 유능감 

진행상황 표시 

막대 

니나우스와 동료들, 2015 유능감 

리더보드 메클러와 동료들, 2013 관련성, 유능

감 

타인과 플레이 탐보리니와 동료들, 2010 관련성 

표 4.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게임 요소 분류 

 

이를 바탕으로 각 욕구 별로 한 가지씩 게임 요소를 선정하

고, 선정한 게임 요소들이 개인적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이와 관련해 시리어스 게임에서 개인적 특성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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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려 하는지 제시할 것이다. 

 

 

제 4 절 개인적 특성과 시리어스 게임 

 

성격 등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기존 연구의 엇갈린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아닌 다른 매체 

연구에서도 개인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 시리어스 게임 역시 그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에(Soekarjo & van 

Oostendorp, 2015),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된 주제이다. 특히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격과 플레이어 

유형이 시리어스 게임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피버와 존슨, 가드너(Peever, Johnson, & Gardner, 2012)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게임 장르 선호에 대해 연구했다. 

설문을 통해 5가지 성격 특성과 게임 장르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향성(extraversion)은 파티, 음악, 캐주얼 게임과 정적인 

관계를, 롤플레잉, MMORPG, 액션 롤플레잉, 턴제 전략, 실시간 

전략 게임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성실성의 경우 스포츠, 

레이싱, 비행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격투 게임 장르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개방성의 경우 액션 어드벤처 장르와 플랫포머 

장르에 대한 선호와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선호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으며, 특정 장르의 게임의 완성도나 

재미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성격과 게임의 

관계를 깊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지아와 동료들(Jia, Xu, Karanam, & Voida, 2016)의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동기 부여 요소가 어떤 성격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된 선호를 확인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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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외향성일 경우 점수, 레벨, 리더보드 등에 더 

동기부여가 되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바타에 덜 동기부여가 

된다. 또, 감정적 안정성(신경증의 반대)과 몇 가지 동기부여 방식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지아와 동료들의 연구는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적용해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요소와 성격의 관계를 엄밀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실제로 해당 요소를 사용한 

결과가 아니라 요소를 적용한 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선호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것이 시리어스 게임의 맥락에 적용되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해당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시리어스 게임 상황에서 실제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오르지와 동료들(Orji, Vassileva & Mandryk, 2014; Orji, 

Mandryk, Vassileva, & Gerling, 2013)는 게이머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시리어스 게임의 설득 효과가 강해질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설득 기술 

전략(Persuasive technology strategy)에 따라 설정한 여러 가지 

게임 방식을 스토리보드로 만들었다. 각 스토리보드가 의도한 설득 

전략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해 8가지의 스토리보드를 사용했다. 

사용된 설득 전략은 협동(Cooperation), 경쟁과 비교(Competition 

and comparison), 맞춤화(Customiz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칭찬(Praise), 보상(Reward), 

자기관찰과 제안(Self-monitoring and suggestion), 

시뮬레이션(Simulation)이었다(그림3). 각 스토리보드가 서로 다른 

게이머 유형의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인지된 

설득력(perceived persuasiveness)를 통해 측정했다. 7가지 분류의 

브라이언 헥스 모델(BrianHex Model) 게이머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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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형(Achiever)에게는 협동 전략이, 저돌형(Daredevil)에게는 

시뮬레이션 전략이, 친교형(Socializer)에게는 협동 및 경쟁과 비교 

전략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3. 경쟁과 비교 스토리보드 예시(Orji, Vassileva & Mandryk, 2014) 

또한, 오르지는 참여자들의 성격과 게이미피케이션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도 같은 방식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이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Orji, Nacke, & Di Marco, 2017; Orji, Tondello, & 

Nacke, 2018). 오르지와 동료들의 연구는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를 

확인할 때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실제 게임이 아닌 스토리보드의 형태로 

인지된 설득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 적용했을 때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기보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개선 효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과 송, 그리고 텡(Park, Song, & Teng, 2011)은 온라인 

게임 플레이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를 연구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게임 동기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관계(relationship), 

모험(adventure), 도피(escapism), 휴식(relaxation), 

성취(achievement)의 다섯 가지 플레이 동기를 도출하고 이러한 

동기 및 플레이 시간과 선호 장르를 5가지 성격 요소가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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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피버와 동료들의 

연구와 달리 성격이 플레이 시간이나 선호 장르를 예측할 수 

없었다. 친화성은 관계 동기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외향성은 휴식 동기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외향성과 

친화성은 또한 모험 동기, 성취 동기 및 회피 동기와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 역시 피버와 동료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각자 

다른 게임을 플레이한 결과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임이 가져오는 효과를 통제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플레이어의 게임 동기와 성격이 서로 관계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플레이어 유형과 

성격이 서로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버크와 동료들(Birk et al., 2015)은 소셜 게임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욕구 충족이 내적 동기 부여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개인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 욕구 충족과 동기 부여의 

관계가 잘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 특성이 조절 

변수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했다(그림 4). 욕구로는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의 욕구와 함께 현존감(presence)과 직관적 

통제(intuitive control)를 측정했다. 개인적 특성의 측정을 위한 

변수는 성격에 대해서 5가지 성격 요인(Five Factor Models)을, 

플레이어 유형에 대해서는 브라이언헥스 모델(BrianHex Model)을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유능감에 대해서는 지휘형(masterminds)과 

개방성(openness)이, 관련성에 대해서는 성취형(achievers)이 

조절 효과를 보였다. 또 현존감에 대해서는 정복형(conqueror)이, 

직관적 통제에 대해서는 저돌형(daredevil)과 

외향성(extraversion)과 개방성이 조절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자율성과 관련된 조절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게임 요소 선정의 기준이 된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과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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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버크와 동료들의 연구는 이번 연구의 모델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하지만 버크와 동료들의 연구는 기존에 플레이한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욕구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어떤 게임 요소가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상용 게임 대신 실제 여러 가지 게임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시리어스 게임을 제작해 구체적인 게임 

요소와 개인적 특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것이다. 

한편, 랑케스와 동료들(Lankes, Hochleitner, Rammer, 

Busch, & Mattheiss, 2015)의 경우 오르지와 동료들의 2014년 

연구(Orji, Mandryk, et al., 2014)를 기반으로 브라이언 헥스 

모델의 게임 플레이어 유형 중 두 가지 유형인 

지휘형(masterminds)과 수색형(seekers)에 적합한 게임 디자인을 

제시했다. 문제 해결을 즐기는 지휘형에 적합한 디자인으로는 퍼즐 

게임 방식의 게임을, 발견과 탐험을 즐기는 수색형에 적합한 

디자인으로는 많은 정보가 숨겨진 곳에서 탐험을 유도하는 게임 

디자인을 제시했다. 랑케스와 동료들의 연구는 플레이어 유형에 

적합한 게임 디자인을 제시한 점에서 개인적 특성과 게임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려는 이번 연구와 취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랑케스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게임 디자인 제안까지만 진행되었고 

실증적 확인을 할 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로 

게임 디자인을 적용해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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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버크와 동료들의 예측 모델(Birk et al., 2015) 

 

지금까지의 개인적 특성과 게임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개인적 특성으로 주로 성격과 플레이어 유형을 사용했으며, 욕구 

충족이나 선호의 관점에서 게임이 이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게임을 플레이한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하거나, 실제 게임이 아닌 영상이나 시나리오 

제시만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즉, 실제 시리어스 게임 상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게임 요소가 개인적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게임 요소와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했을 때 실제 

시리어스 게임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플레이어 유형 

이번 연구에서는 게임 요소를 기준으로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려 한다. 앞에서 선정한 세 가지 게임 

요소를 적용한 식단 개선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 유형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게임 요소가 주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른 개인적 특성이 아닌 플레이어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설명력과 유용성 면에서 플레이어 유형이 게임 요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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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플레이어 

유형은 실제로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주로 하며 어떤 

행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플레이 방식과 게임 요소 간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으며, 게임 

요소와 플레이 유형 간의 관계는 시리어스 게임은 물론 상업용 

게임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어들의 유형 간 차이에 대한 연구는 게임 환경에서 

복잡한 행동과 상호작용의 창발을 이해하고 사용자들을 서로 

구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Yee, 2006a). 플레이어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틀의 4가지 유형이다. 바틀은 

1996년 MUD 게임(Multi-User Dungeon 게임. 문자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의 형태)의 플레이를 사람(players)과 

환경(world), 개인활동(acting)과 상호작용(interacting)의 두 

축으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어 유형을 

성취형(achievers), 친교형(socializers), 탐구형(explorers), 

킬러형(killers)의 4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Bartle, 1996; 김영용, 

2014). 바틀의 4가지 유형은 이후 많은 게임 및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에서 플레이어 분류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바틀의 유형 분류는 

이후 연구에 기초를 제공했으나, 실증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이 유형이 서로 독립적임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다른 

모티베이션을 하나의 분류에 집어넣었을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예를 들어 바틀은 탐구형의 특징으로 세계를 탐험하는 성향과 

게임의 메카닉을 분석하는 성향을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 동기가 

서로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Yee, 2006a; Orji 

et al., 2014). 

이(Yee, 2006a)는 바틀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다수의 플레이어들의 참여하는 역할 수행 게임) 플레이어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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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분류했다. 이는 MMORPG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해 이용자들의 동기 유형을 파악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 3달 기간으로 여러 번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통해 

MMORPG 이용자들의 동기 유형을 도출했다. 이 때 도출한 5가지 

유형은 성취형(achievement), 관계형(relationship), 

조작형(manipulation), 몰입형(immersion), 

도피형(escapism)이었다(표5).  

2007년 이(Yee, 2006b)는 바틀의 플레이어 유형과 기존 

설문에서 얻는 질적 정보를 바탕으로 동기에 대한 40개의 문항을 

작성했고 이를 통해 동기 요인을 5개에서 10개로 확장했다. 이 때 

도출된 요인들은 각각 발전형(advancement), 

메카닉형(mechanics), 경쟁형(competition), 친교형(socializing), 

관계형(relationship), 협동형(teamwork), 발견형(discovery), 

역할놀이형(role-playing), 맞춤형(customization), 그리고 

도피형(escapism)이었다. 이후 2차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형(achievement), 친교형(social), 몰입형(immersion)의 3개 

유형을 도출했다(표4). 이가 사용한 설문은 ‘온라인 게이밍 동기 

척도(Online Gaming Motivation Scale)’를 통해 참조할 수 

있다(Yee, Duchenaut & Nelson, 2012). 이의 유형은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양적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낵, 베이트먼과 만드릭(Nacke, Bateman, & Mandryk, 

2014)은 신경생물학(neurobiology) 관점에서 특정 장르에 

한정되었다는 기존 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브라이언헥스 모델(BrianHex 

Model)을 제시했다. 브라이언헥스 모델에서는 플레이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성취형(achievers), 친교형(socializers), 

정복형(conquerors), 저돌형(daredevil), 지휘형(master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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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형(seekers), 그리고 생존형(survivors)이다(표5). 이 모델 

역시 설문을 통해 측정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타당한 

모델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Busch et al., 2016). 

 

 

유형 설명 

관계형(relationship)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려는 욕구,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 

조작형(manipulation) 다른 이용자를 대상화하는 경향, 다른 

사용자를 자신의 개인적 이득과 만족을 

위해 조작(조종)하려는 경향 

몰입형(immersion)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 타인이 되는 

것을 즐기는 정도, 세상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즐기고, 세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역사를 가진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즐김 

도피형(escapism) 가상의 세계를 일시적으로 현실의 

스트레스왕 문제를 피하거나 잊거나 

도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도 

성취형(achievement) 힘을 주는 아이템을 축적하고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가상 환경의 맥락에서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도 

표 5. 이의 플레이어 5 유형(Yee,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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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하위 유형 키워드 

성취형 

(achievement) 

발전형(advancement) 
진전, 힘, 축적, 

신분 

메카닉형(mechanics) 
숫자, 최적화, 본뜸, 

분석 

경쟁형(competition) 
타인에 대한 도전, 

도발, 지배 

사회형(social) 

친교형(socializing) 
평상 대화, 타인 

돕기, 친구 만들기 

관계형(relationship) 
개인적인, 자기노출, 

지원 주고 받기 

협동형(teamwork) 
협업, 집단, 집단 

성취 

몰입형(immers

ion) 

발견형(discovery) 
탐험, 전승, 숨은 것 

찾기  

역할놀이형 

(role-playing) 

줄거리, 캐릭터 

역사, 역할, 환상 

맞춤형(customization) 
외모, 장신구, 

스타일, 색 꾸미기 

도피형(escapism) 
휴식, 현실 도피, 

현실 문제 회피 

표 6. 이의 플레이어 3 유형(Yee,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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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성취형(achievers) 목표 지향적인 동기를 가지고 장기적인 

성취를 원한다. 완벽한 승리나 축적되는 

결과에 만족한다. 

친교형(socializers) 서로 이야기하거나 서로 돕고, 신뢰하는 

사람과 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복형(conquerors) 도전 지향적으로, 쉽게 이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버거운 적이나 상대 

플레이어와 악전고투해 얻어내는 승리를 

좋아한다. 

저돌형(daredevil) 위험 부담이나 아슬아슬함을 즐긴다. 

스릴과 흥분을 찾으며 고속이나 

어지러운 상태를 주는 게임 활동을 

즐긴다. 

지휘형(masterminds)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퍼즐이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찾는 활동을 좋아한다. 

수색형(seekers) 흥미 메커니즘에 의해 동기 부여, 게임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며 경탄의 순간을 

즐긴다. 

생존형(survivors) 가상 세계에서 생존이나 공포와 관련된 

경험을 즐긴다. 

표 7. 브라이언 헥스 모델의 플레이어 유형(Nacke, Bateman & 

Mandry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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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플레이어 유형 중 이(Yee)가 사용한 

세 가지의 플레이어 유형 분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의 

유형은 하위 유형에서 충분히 많은 게임 플레이 방식을 다루면서 3

가지 유형으로 잘 범주화한 유형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선행 연구

에서 바틀의 모델이나 브라이언헥스 모델에 비해 실증적인 검증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7개의 유형을 가진 브라이언헥스 모델은 

실증적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수로 인해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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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설 제시 

 

이번 연구에서는 시리어스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욕구 

충족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른 게임 요소들과 이(Yee)가 제시한 플레이어 유형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리어스 게임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게임 요소와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활발히 연구된 분야이며, 정치적 

견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식단 개선을 소재로 한 

시리어스 게임을 제작해 가설을 확인해보려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 이론에서 제시한 욕구의 

충족이 매체 이용의 즐거움과 연결되며, 비디오게임에 대해서도 

즐거움과 미래 플레이에 대한 욕구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시리어스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는 정도와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이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식과 지식의 변화를 확인하려 한다. 인식과 지식의 

변화의 구체적인 변수는 펭의 2009년 식단 개선에 대한 시리어스 

게임 연구를 참고했다(Peng, 2009). 이 연구에서 펭은 라이트웨이 

카페(Rightway Café)라는 시리어스 게임을 통해 지식과 인식의 

변화를 연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인지된 

이익(perceived benefits), 인지된 장벽(perceived barriers), 개선 

의도(intention)에 대한 항목과 지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먼저 즐거움이 지식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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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2: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이익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3: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장벽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4: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의도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5: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지식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게임 요소에 대한 플레이어 유형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에 대한 게임 요소를 부여한 

게임들과 해당 게임 요소가 주어지지 않은 통제 조건의 게임 

조건에 대해 플레이어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플레이어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조절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먼저 독립 변수로 설정한 네 가지 조건의 게임 조건과 즐거움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게임 

요소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각 조건의 게임이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2-1: 자율성 조건의 게임은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2: 유능감 조건의 게임은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3: 관련성 조건의 게임은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42 

 

이가 제시한 3가지 플레이어 유형을 사용해 플레이어 유형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이의 유형은 통계적인 검증을 거쳤고 

설문을 통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에서 플레이어 

유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이상혁 & 김은미, 2012). 이가 제시한 

3가지 플레이어 유형은 몰입형, 성취형, 사회형이다. (1) 몰입형은 

발견형, 역할놀이형, 맞춤형, 도피형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몰입형이 강한 플레이어는 게임 속의 이야기나 역할놀이를 즐기고, 

경쟁보다는 편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캐릭터의 외모를 꾸미는 데 

상대적으로 큰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봤을 때, 

대화에서 많은 선택이 가능하거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부여되는 자율성 조건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성취형은 경쟁이나 큰 보상에 관심이 많으며, 

게임에서 자신이 진전하고 있는 느낌을 얻는 것을 즐긴다. 이에 

따라 게임 조건에서 점수나 뱃지, 진행상황 표시 등을 통해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더 즐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사회형은 현실의 친구들은 물론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나 대화를 즐기는 유형이다. 사회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거나 타인의 플레이를 보는 것을 더 즐길 

것이라고 보인다. 이 때문에 사회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플레이나 타인의 결과를 확인하는 게임 요소가 적용되는 관련성 

조건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3-1: 자율성 조건에서는 몰입형 성향과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3-2: 유능감 조건에서는 성취형 성향과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3-3: 관련성 조건에서는 사회형 성향과 게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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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위의 가설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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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디자인 

 

연구를 위한 게임 디자인 

가설 검증을 위해 식단 개선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을 

제작하고 가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 요소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식단 개선은 시리어스 게임에서 활발히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며 식단 개선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미 여러 종류의 

시리어스 게임들이 제작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의로 게임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식단 

개선 시리어스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작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식단 개선 게임의 특징을 참고했다(표6).  

 

게임 이름 사용 연구 설명 

라이트웨이 카페 

(Rightway Café) 

Peng, 2009. 플레이어가 식단과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 

놀이 게임. 맞춤형 

아바타 생성, 체중 

변화에 따른 피드백 

요소 

몬스터 애퍼타이트 

(Monster Appetite) 

Hwang & 

Mamykina, 

2017. 

플레이어가 괴물 모습의 

아바타를 위한 간식을 

선택.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요소 

뉴트리셰프(NutriChef) Laporte, 

Zaman & De 

Groof, 2013. 

플레이어가 식단 계획을 

수립하면서 음식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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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포 키즈 

(Nutrition 4 Kids) 

같은 영양군에 속하는 

음식들을 맞추는 

방식으로 지식을 쌓는 

퍼즐 게임 

슈퍼 이티오베 

(SuperETIOBE) 

Baños et al., 

2012. 

플레이어가 탐정이 되어 

영양 섭취나 육체 

활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어드벤처 게임 

스콰이어 퀘스트 

(Squire’s Quest!) 

Baranowski 

et al., 2003. 

가상 세계에서 기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하는 게임을 통해 식단 

개선을 유도하는 게임 

표 8. 기존 연구에 사용했던 식단 관련 게임들 

 

식단 개선 게임 사례와 기획 내용 

기존 게임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건강한 식단 선택을 했을 

경우 승리하거나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식단에 대한 지식 획득, 

행동 개선,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라이트웨이 카페, 슈퍼 

이티오베, 스콰이어 퀘스트 등 많은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간단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세 가지 

게임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게임을 디자인했다. 디자인한 게임은 

<School Meals Simulator>라는 제목의 게임이며, p5.js를 이용해 

웹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 게임에서는 참여자의 

몰입을 돕기 위해 플레이어는 임시로 한 고등학교의 식단 구성을 

맡게 된 영양사로서, 정규직을 얻기 위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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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내러티브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게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어는 주어진 음식들을 선택해 권장 영양소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어진 음식들은 크게 주식, 곡물류, 

야채류, 음료, 후식류의 5개 분류로 나누었으며, 각 분류마다 

날짜에 따라 2~4개의 후보가 나타나도록 했다. 권장 영양소는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당의 섭취량을 판단했다. 

각 음식마다 다섯 가지의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권장영양소의 기준은 17~19세 하루 1인 권장 섭취량의 

40퍼센트로서, ‘2015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참고해 권장 섭취량을 설정했다. 

주로 남성의 권장섭취량이 더 크고 여성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남성의 권장섭취량보다 10퍼센트 높은 정도를 성공적인 식단의 

최대값으로, 여성의 권장섭취량보다 10 퍼센트 낮은 정도를 

성공적인 식단의 최소값으로 설정했다. 음식이 가진 영양소의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와 미국의 

USDA 영양 데이터베이스(https://ndb.nal.usda.gov/ndb/), 

뉴트리셔닉스 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https://www.nutritionix.com/database)를 이용했다. 

주된 목표가 건강한 식단에 대한 학습이기 때문에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음식의 각 영양소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했다. 모든 음식 구성을 마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과 

함께 5가지 기준이 권장 범위 내에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플레이 할 때 이러한 음식 선택 플레이를 세 

번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게임 시작시 플레이어는 기본적인 배경 이야기와 함께 게임 

방법에 대한 안내를 텍스트를 통해 전달받는다. 이후, <그림5-1>과 

같이 후보군의 메뉴들이 주어진다. 후보군의 메뉴들은 크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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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류, 채소류, 음료, 후식류의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 각 

분류별로 2~4개의 후보 음식이 주어지며, 플레이어는 각 분류당 한 

가지씩 음식을 골라야 한다. 이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메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메뉴를 고를 때는 화면 상단에 

‘미션’의 형태로 특별한 목표를 제시한다. ‘미션’의 내용은 주로 

특정 영양소를 권장량 내로 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강조된 

해당 영양소의 권장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인지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플레이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이다. 선택을 

마치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림5-2>와 같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한 음식들의 조합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앞 단계에서 제시했던 

미션의 성공 여부를 알려준다. 더불어 영양과 관련된 지식을 제시해 

자연스러운 학습을 유도했다. 결과 제시가 끝나면 다음 게임 

플레이로 진행된다. 같은 방식으로 세 번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하루의 실험이다. 하루 동안 주어지는 음식은 세 번의 플레이 동안 

같으며, 미션은 매 플레이마다 변경된다. 이것은 해당 음식들에 

대해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보고 이를 통해 달라지는 결과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영양 정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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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메뉴 구성 화면 

 

그림 5-2.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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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적용된 게임 요소에 따른 세 가지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나뉜다. 

(1) 자율성과 관계된 게임요소는 ‘아바타 꾸밈 가능성’이다. 

자율성은 게임 내에서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플레이어가 원하는 선택을 만들어 가는 요소를 제공하면서 충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펭과 동료들 및 베일리와 동료들의 연구를 

참고해 게임에서 주어지는 캐릭터의 외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요소를 제공해 자율성의 충족을 확인할 것이다(Peng et 

al., 2012; Bailey, Wise & Bolls, 2009). 펭과 동료들이 제시한 

게임 요소들 중 성장과 관련된 보상의 선택과 다른 캐릭터와의 

대화에서의 선택지 제공은 실험에 사용할 게임의 주제나 게임 

방식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요소일 것으로 예상해 제외했다. 

‘아바타 꾸밈 가능성’ 요소는 게임에 등장하는 아바타를 게임 

플레이 전에 꾸밀 수 있는 요소이다. 이 조건에서는 첫날 게임 

플레이 전에 아바타의 성별(gender)와 외형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가지의 성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외형은 ‘눈의 색’, ‘머리 모양’, ‘피부 색’, ‘상의’, 

‘하의’, ‘신발’의 6가지였으며 각각 5개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선택할 수 있는 외형은 성별에 따라 달라졌다(그림6-1). 다른 

조건에서는 주어진 외형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아바타의 성별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 제작 후 다른 요소가 없다면 조건을 

통한 자극이 매일 주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음식의 서빙 화면과 결과 화면에서 아바타가 간단한 대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지정한 외모의 아바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그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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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아바타 꾸밈 조건의 게임 시작 화면 

 

그림 6-2. 아바타 꾸밈 조건의 게임 진행 화면 

 

(2) 유능감과 관계된 게임 요소는 ‘누적 점수 제공’이다. 

유능감은 게임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게 

만듦으로써 충족된다. 이 연구에서는 펭과 동료들 및 황과 

마미키나의 연구 등을 참고해 게임에 성공할 때마다 획득하는 

점수에 대해 시각적, 청각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51 

요소를 통해 유능감의 충족을 확인할 것이다(Peng et al., 2012; 

Hwang & Mamykina, 2017). 펭과 동료들이 제시한 게임 요소들 

중 동적인 난이도 조정은 제작 비용의 문제로 제외했으며, 뱃지 

요소는 관계성의 충족과도 관련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아래의 

‘리더보드를 통한 점수 공유’ 요소와도 연관되어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 ‘누적 점수 제공’을 통해 의도한 것은 게임에서 이룬 성공적 

결과에 대해 더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이 조건에서는 게임 

플레이 후 권장 섭취량에 맞는 조건인 경우마다 별 모양의 보상이 

적립되도록 했다. 적립되는 별들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누적해서 플레이를 통해 얻은 별과 지금까지 얻은 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조건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적용되지 

않았다(그림7).  

 

 

그림 7. 점수 누적 조건의 게임 요소 적용 화면 

 

(3) 관련성과 관계된 게임 조건은 ‘게임 결과의 공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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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은 타인과의 연결이나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통해 

충족된다. 일반적으로 리더보드는 자신의 플레이 결과를 공유하는 

요소로서 주로 게임이 끝난 후에 점수 등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비교해 확인하는 요소이다. 리더보드는 이전 게임 연구 및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동기 부여 요소로 

제시된 게임 요소이다. 일반적인 리더보드가 점수에 따라 랭킹을 

부여해 보여주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점수 요소는 제외하고 

임의로 준비된 다른 사람들의 메뉴와 결과를 참여자가 선택한 

메뉴와 결과와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능한 관계성의 요소만을 

부여하고자 했다. ‘게임 결과의 공유’ 요소를 통해 자신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에서는 처음 아바타가 주어질 때 자신의 별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플레이 종료시마다 자신의 결과와 함께 같은 조건 

상에서 선택된 다른 결과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들은 

실제 다른 사람의 결과는 아니며 미리 만들어진 결과들을 사용했다. 

한 화면에서 자신의 별명 및 결과와 함께 두 개의 추가적인 별명과 

결과가 나타나게 했다(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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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결과 공유 조건의 게임 요소 적용 화면 

실험 과정 

3가지 게임 요소가 각각 적용된 세 가지 게임과 이 요소들이 

적용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게임으로 총 4가지 집단의 게임을 

사용했다. 참여자들은 4개 집단에 임의로 할당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4개 집단에 다양한 성격과 플레이어 유형을 가진 

참여자가 필요하며, 이들이 일주일 간 매일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실험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사전 설문에서 성격과 플레이어 유형, 식단 개선 

의지와 식단에 대한 지식을 설문으로 제출한 후 게임을 플레이했다. 

이후 2일부터 6일까지는 매일 제시되는 게임을 하루에 한 번 

플레이했으며, 7일차에는 게임을 플레이한 후 사후 설문을 통해 

게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후 식단 개선 의지 및 식단에 대한 

지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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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모집 

사용자 조사연구 참여자 사이트 

‘모집(http://mozip.snu.ac.kr)’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17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 

지원자들이 사이트 가입에 사용한 메일로 실험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사후 설문까지 완료한 사람은 총 

90명이었다. 사후 설문까지 참여를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실험 

참여비로 10,000원이 지급되었다. 

 

독립변수 

독립 변수는 총 네 가지 조건 집단으로서, 앞서 제시한 

자율성 조건, 유능감 조건, 관련성 조건의 세 가지 욕구 충족 

조건과 세 조건 중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은 통제 집단이다. 

 

매개변수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을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의 

결과를 매개할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은 

일주일 동안의 참여를 마친 후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총 6개 

문항의 7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이 항목들은 송과 펭, 리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즐거움 측정 항목을 번역해 사용하였다(Song, 

Peng & Lee, 2011) 

 

조절변수 

플레이어 유형(player taxonomy)은 이와 동료들(Yee, 

Duchenaut & Nelson, 2012)이 제시한 온라인 게이밍 동기 지표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 지표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몰입형(immersion), 성취형(achievement), 사회형(soci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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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유형에 각각 4가지 문항이 있다. 참가자들은 실험 시작 첫날 

플레이어 유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종속변수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통해 식단 개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했다. 식단 개선에 대한 인식은 

모두 7점 척도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 식단 개선에 대한 

자기효능감 5개 항목, (2) 식단 개선으로 인한 인지된 이익 5개 

항목, (3)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장벽 4개 항목, (4) 식단 

개선에 대한 의도 5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펭의 연구(Peng, 

2009)를 참고하되 당시의 연구보다 축약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식단에 대한 지식은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양소에 

대한 지식과 음식들이 가진 영양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항목들은 제시된 문항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5개의 답변 중 질문에 맞는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인 경우 1점을 부과하고 오답인 경우 

0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합산해 계산하였다. 

 

추가변수 

잠재적 변수로 게임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총 7개 

문항으로, 함께 게임 속 정보가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지, 게임 속 

정보가 도움이 되었는지, 게임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사후 설문에서는 주관식 설문을 통해 실험에 

사용한 게임의 개선점과 평소 즐기는 게임에 대해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이는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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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과  

 

제 1 절 통계 분석 
 

실험 종료 후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임의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후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1) 임의 배정 확인 

참여자 90명은 각각 통제집단 17명, 자율성 집단 29명, 

유능감 집단 20명, 관련성 집단 24명으로 나뉘었다. 실험이 4개의 

집단으로 임의 배정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4개의 집단이 서로 

이질적이지 않은 집단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구통계학적 

지표로 수집한 성별과 나이를 통해 4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 그룹의 나이는 유의확률 0.489, 

성별의 유의확률은 0.726으로 나타났다. 즉 4개 그룹들은 서로 

동질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집단 내 표본이 서로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은 공변량 없이 분석이 

가능했다. 

  

(2) 즐거움(매개 변수)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변화(종속 

변수)의 관계 

가설1은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이 식단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변화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종속 변수 각각에 대해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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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2: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이익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3: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장벽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4: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의도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1-5: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지식의 

변화는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통계 분석 결과,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자기 효능감의 

변화 사이에서는 정적인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R = .452, R2 

= .204, B = .554, SE = .117, 유의확률 < .001). 또한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개선 의도의 변화와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R = .339, R2 = .115, B = .425, SE 

= .126, 유의확률 = .001), 게임에 대해 느낀 즐거움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장벽의 변화에 있어서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 = .256, R2 = .066, B = .291, SE = .117, 유의확률 

= .015). 즉 세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했을수록 식단 개선에 대해 높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앞으로 식단을 개선할 의도가 더 크며, 식단을 개선하는 데에 

느끼는 장벽도 낮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이익의 변화(R = .203, R2 

= .041, B = .170, SE = .087, 유의확률 = .055)에 대해서는 약한 

유의 관계만이 나타났고, 식단 개선에 대한 지식의 변화(R = .095, 

R2 = .009, B = .147, SE = .165, 유의확률 = .373)에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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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기존 관련 연구에서 시리어스 

게임 효과의 주된 예측 변수였던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이번 

실험에서는 일부 변수만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게임 요소의 유무(독립 변수)와 식단에 대한 즐거움(매개 

변수)의 관계 

  

독립 변수로 설정한 네 가지의 게임 조건의 유무와 즐거움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다. 이는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게임 요소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가설2-1: 자율성 조건의 게임은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2: 유능감 조건의 게임은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3: 관련성 조건의 게임은 통제 조건의 게임과 비교해 

게임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 집단에 속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변수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생성된 3개의 

이분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즐거움을 종속 변수로 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 집단의 경우 소속 여부와 

즐거움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 = .306, SE 

= .305, 유의확률 = .318). 이는 유능감 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B = .272, SE = .329, 유의확률 = .411). 관련성 

집단의 경우에는 즐거움에 대해 약한 유의관계가 나타났다(B 

= .574, SE = .316, 유의확률 = .073). 가정과는 달리 게임 요소가 

적용된 집단이 게임 요소가 없는 집단에 비해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게임 요소가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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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각 게임 요소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으면 집단 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역시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추가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탐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4)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의 

확인 

가설1과 가설2를 종합했을 때, 이번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게임 요소 조건들과 식단 개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변화를 다룬 

종속 변수들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매개 변수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 효과 외에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직접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 변수가 다변량의 

범주형 변수일 때 매개 변수가 있는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은 

헤이스와 프리쳐가 제시한 바가 있다(Hayes & Preacher, 2014).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해 매개 변수가 있는 모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 

먼저 각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직접 효과를 확인했다. 

종속 변수 중 식단 개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성 집단(B = -.379, SE = .341, 유의확률 = .270), 유능감 

집단(B = -.290, SE = .367, 유의확률 = .432), 관련성 집단(B = 

-.131, SE = .358, 유의확률 = .716) 모두 유의미한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식단 개선 의도의 변화에 대해서 역시 

자율성 집단(B = -.527, SE = .365, 유의확률 = .152), 유능감 

집단(B = -.604, SE = .393, 유의확률 = .128), 관련성 집단(B = 

-.506, SE = .383, 유의확률 = .190) 모두 유의미한 직접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이익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성 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직접 효과가 있었다(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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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SE = .251, 유의확률 = .046). 유능감 집단(B = .144, SE 

= .270, 유의확률 = .597)과 관련성 집단(B = -.238, SE = .264, 

유의확률 = .370)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장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성 집단(B = .615, 

SE = .334, 유의확률 = .069), 관련성 집단(B = .652, SE = .351, 

유의확률 = .066)은 약한 유의 관계가 있었고, 유능감 집단(B 

= .089, SE = .360, 유의확률 = .804)의 경우 유의미한 직접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식단 개선과 관련된 지식의 

변화의 경우에는 자율성 집단(B = .144, SE = .483, 유의확률 

= .766), 유능감 집단(B = -.234, SE = .521, 유의확률 = .655), 

관련성 집단(B = -.003, SE = .508, 유의확률 = .996) 모두 

유의미한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간접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식단 개선에 대한 의도 변화에 있어서는 자율성 집단(b = .139, 

BootSE = .153, 95% 5000 Bootstrap CI = [-.124; .490]), 

유능감 집단(b = .124, BootSE = .159, 95% 5000 Bootstrap CI 

= [-.196; .453]), 관련성 집단(b = .106, BootSE = .084, 95% 

5000 Bootstrap CI = [-.017; .633])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이익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성 

집단(b = .056, BootSE = .072, 95% 5000 Bootstrap CI = [-

.057; .234]), 유능감 집단(b = .050, BootSE = .073, 95% 5000 

Bootstrap CI = [-.088; .214]), 관련성 집단(b = .106, BootSE 

= .084, 95% 5000 Bootstrap CI = [-.029; .297])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단 개선에 대한 인지된 장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성 

집단(b = .076, BootSE = .088, 95% 5000 Bootstrap C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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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274]), 유능감 집단(b = .067, BootSE = .096, 95% 5000 

Bootstrap CI = [-.097; .291]), 관련성 집단(b = .142, BootSE 

= .106, 95% 5000 Bootstrap CI = [-.016; .393])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단 개선에 대한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성 집단(b 

= .045, BootSE = .076, 95% 5000 Bootstrap CI = [-

.087; .229]), 유능감 집단(b = .040, BootSE = .080, 95% 5000 

Bootstrap CI = [-.086; .246]), 관련성 집단(b = .084, BootSE 

= .110, 95% 5000 Bootstrap CI = [-.092; .353])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효과가 매개 변수를 통하지 않고 나타났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에 의한 직접 효과 역시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의한 간접 효과 역시 

이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림 9-1. 게임 요소 조건이 즐거움을 매개로 자기효능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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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게임 요소 조건이 즐거움을 매개로 의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림 9-3. 게임 요소 조건이 즐거움을 매개로 인지된 이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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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게임 요소 조건이 즐거움을 매개로 의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림 9-5. 게임 요소 조건이 즐거움을 매개로 인지된 장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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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게임 요소 조건이 즐거움을 매개로 지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5) 조건에 따른 플레이어 유형의 조절 효과 

가설3은 독립 변수로 주어진 각 게임 요소 조건에서 플레이 

유형이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가설2에서 확인했던 

조건과 즐거움의 관계에서, 플레이어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설2에서 사용했던 

분석에서 가설3-1, 3-2, 3-3에 해당하는 조절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가설3-1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절 변수로서 몰입형 성향 점수를 분석에 추가하고, 몰입형 성향 

점수와 자율성 조건의 상호작용 변수를 함께 추가해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아래 가설들을 검증했다. 

 

가설3-1: 자율성 조건에서는 몰입형 성향과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3-2: 유능감 조건에서는 성취형 성향과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3-3: 관련성 조건에서는 사회형 성향과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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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설3의 세 가지 가설 모두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먼저 가설3-1의 경우 몰입형 성향 변수는 종속 변수에 대

해 B = .054, SE = .045, 유의확률 = .232로, 몰입형 성향과 자율

성 조건의 상호작용 변수는 B = -.100, SE = .067, 유의확률 

= .144로 종속 변수인 즐거움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

했다. 가설3-2의 경우에도 성취형 성향(B = .027, SE = .043, 유

의확률 = .532)과 상호작용항(B = .021, SE = .114, 유의확률 

= .857) 모두 즐거움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

막으로 가설3-3 역시 사회형 성향(B = .011, SE = .034, 유의확률 

= .757)과 상호작용항(B < .000, SE = .063, 유의확률 = .999) 모

두 종속 변수인 즐거움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가설3-1, 가설3-2, 가설3-3에서 모두 제시한 조절 변수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설이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

가 일부 나타났을 뿐, 연구를 통해 확인하려 했던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효과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즉, 게임 요소가 적

용된다는 점이 독립적으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게임 요

소와 플레이어 성향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 2절 질적 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위해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험 마지막에 주어진 주관식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추가 모집했으며, 이에 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6월 24일에서 6월 

30일의 기간 사이에 총 13명(남성 6명, 여성 7명)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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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긍정적 효과 

13명 중 8명이 식단을 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거나, 

생각과 다른 영양정보들을 알게 되어 지식적 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3명은 실제로 좀 더 나은 식단을 선택하려 했다고 

응답했다(P6, P8, P9).  

 

실험에서 주어진 조건의 효과 

자신이 참여한 집단의 조건이 효과적이었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인터뷰 참여자(7/13)들이 자신이 플레이한 

조건의 게임 요소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점수 누적 

조건’ 집단인 경우 6명 중 5명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해 대체로 

효과적으로 인식된 게임 요소였다. ‘아바타 조건 집단’의 경우 5명 

중 1명이, ‘결과 공유 조건 집단’은 2명 중 1명이 게임 요소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대체로 아바타 조건의 경우 “처음 옷을 

선정하는 것 외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수록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했다(P9, P13). 결과 

공유의 경우 다른 사람의 결과가 별로 관심이 가지 않고,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는 요소로 받아들였다(P1, P3) 

 

실험에서 주어지지 않은 다른 조건의 선호 

점수 누적 조건이 아닌 다른 집단에 속한 7명 모두 점수 

누적 조건의 게임 요소가 비교적 효과적인 게임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매일매일의 플레이가 기록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느끼게 된다는 점(P2, P8, P9)과 누적을 

통해 명목적인 호칭이 바뀌는 것이 잘 하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P5, P12, P13)이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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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요소의 맥락적 측면 

“경쟁형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해서 이기려는 

플레이어, 그리고 육성형 게임에서 내 캐릭터가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는 플레이어가 ‘강해지는 것’과 ‘캐릭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연관시키는 맥락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P13)”는 

참여자의 인터뷰처럼, 참여자들은 보상의 유무보다 보상이 주어지는 

맥락이나 내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점수 누적 조건을 

선호한 편이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조건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레벨업이나 강해지는 게임 요소를 선호하는 참여자인 

경우에도 본 실험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명시적 보상이기 

때문에 점수 누적의 요소를 덜 선호하기도 했다(P6, P11). 반대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명시적 보상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P5). 세계나 가상의 인물에 

몰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 명시적인 성취는 일종의 게임 속 

인물이 성공해 나가는 과정의 내러티브가 되어 몰입을 돕는 도구가 

되는 면이 있었다(P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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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논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시리어스 게임의 효과 여부나 특정 게임 

요소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레이 성향과 게임 

요소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플레이 

성향이 가지는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어스 게임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시리어스 

게임에서 의도한 효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에 따라 즐겁게 느끼는 

게임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 선정한 게임 요소 외에 전체 게임에 포함된 

요소들이 줄 수 있는 영향도 참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참여자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크게 (1) 게임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의 부족과 (2) 게임 플레이 성향의 복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와 주관식 설문을 통해 확인한 참여자들의 

반응에서는 식단의 다양성이나 조리 과정, 스토리나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결과에 대한 보상 요소 등을 통해 재미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부재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임 요소 역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 요소가 되기보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은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플레이 성향과 선호하는 게임 요소는 일 대 일 

관계로 쉽게 연결하기 힘든 측면이 많았다. 몰입형 성향의 

플레이어가 여러 이유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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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평소 즐겨하는 게임에서 나타나는 플레이 성향과 실험에 

사용한 게임에서 플레이 성향이 다르며 이에 따라 선호하는 게임 

요소가 달라지기도 했다. 평소 즐겨하는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이나(P6), 이야기 위주의 게임(P8, P13)과 실험에서 사용하는 

게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다른 요소가 더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점도 가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계 

이 연구의 목적은 게임 요소와 개인적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게임 요소와 개인 특성을 엄밀히 분류하는 것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게임 요소와 플레이어 특성 

각각에 대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별도의 연구가 되고, 

이를 위한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분류를 취사선택하는 데 그쳤다. 기존의 게임 요소 

분류와 플레이어 유형 분류가 불완전한 면이 있고, 적용되는 게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의 정의에 기반해 기존 분류를 검증하고 새로이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연구에서 핵심이 된 아이디어는 게임 요소를 모듈화해 각 

요소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부족했던 점은 게임 

요소를 통한 조작화가 적절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해 이론상으로는 의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가정한 게임 요소를 사용했으나, 이론상으로 

검증된 것과 별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게임 요소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했다. 연구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련성과 관련된 게임 요소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요소들이 실제로 해당 욕구만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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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 해당 욕구 충족에만 해당하고 다른 욕구 충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게임 요소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가설 검증이 어려웠다. 기존 문헌에 

근거한 조작화가 이번 연구에서 특히 불충분했던 이유는 실제 게임 

요소가 주는 효과가 특정 장르나 특정 게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문제 해결 위주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게임 요소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논문에서 게임 요소를 선정할 때 많이 참고했던 펭과 

동료들의 연구(Peng et al., 2012)에서 사용한 게임은 

운동게임(exergame)인데 반해, 이번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게임은 계산을 통한 문제 해결 요소 위주의 게임인 점도 게임 

요소가 주는 효과가 원하던 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의도한 방향으로 게임 요소가 작동하는지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통계적 검정력 부족 또한 이번 

연구의 한계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각 조건의 표본이 50명 

이상이어야 충분한 검정력을 가질 수 있다(Simmons, Nelson, & 

Simonsohn, 2011).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4개 조건에서 9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건당 50명이라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표본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가설과 이론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통계적 검정력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표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둘 중 어느 쪽이 원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통계적 검정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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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주일이라는 실험 기간이 실제 개선에 영향을 주고 

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을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보다 장기간의 실험 기간을 통해 행동이나 지식, 인식 

개선 효과를 연구한다(Baranowski et al., 2003; DeSmet et al., 

2014). 기술적 한계로 참여자들이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대와 총 

접속 시간 등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 확인을 위해 장기간의 

실험이 필요하며, 플레이 시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 제언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어 유형 분류 면에서는, 

기존에 흔히 쓰이는 분류들이 실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개념적인 

분류이거나(Bartle, 1996) 자기보고 설문을 통한 분류(Yee, 

2006a)라는 점이 플레이어를 면밀하게 분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보고를 위한 설문은 연구자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도출해내지 못한 기준은 반영되기 어려우며, 기존 분류는 

대체로 특정 장르의 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게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플레이어 성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과 게임 요소에 대한 

플레이어의 취향이나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유형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 완성된 형식의 게임을 이용하거나 더 다양한 게임 

요소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게임 

요소들, 예를 들어 참여자의 캐릭터나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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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과 관계 맺는 요소들,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캐릭터의 

성장이나 보상 등은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는 

게임 요소들이었다. 플레이어가 어떤 요소를 선호하는지를 통해 

플레이 성향을 재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번 연구와 같이 자기 

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게임 요소를 분류한다면 게임 플레이를 통해 

만족되는 욕구를 측정하면서 게임 요소를 엄밀히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이번 연구와 같이 여러 집단으로 게임 요소를 나누어 

실험하기보다 여러 게임 요소가 적용된 게임을 사용하게 한 후 

참여자들이 선택한 게임 요소를 통해 재구성된 게임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게임 요소와 플레이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요소들 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게임 요소가 

작동하는 규칙의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지를 기준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게임 요소들을 분류했다. 그러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실제로 이 요소들이 같은 위치에서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아바타의 외모를 꾸미는 상호작용은 게임 초반에만 

주어지고, 결과에 대한 누적치나 다른 사람들의 결과는 매번 

플레이를 마칠 때마다 보이는 점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는 이번 

연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언제 

보이는지,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기준으로 게임 

요소를 구분한다면 게임 요소 간의 비교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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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s of 

serious games, but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how 

different effects of specific game elements exert on individuals. 

Many of the studies on the effects of serious games have 

simply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games. It is 

pointed out that this type of research alone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Although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confirm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game 

factors, empirical studies on how the effects of gam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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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 with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insufficient. Given the 

diversity of individual games and the diversity of people who 

play them,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game 

element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contribute to 

interpret the causes of the effects of serious games.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how the effects of game elements 

vary in individual traits in the serious game for promoting 

healthy eating. A serious game about healthy eating is 

developed for the study. And three game versions are 

presented with a game element respectively. The game 

elements to be applied are game elements related to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hich are the three desires 

suggested in the self - determination theory. They are 

'choosing the appearance of game character', 'score display 

according to acquired score' and 'sharing results with others'. 

And the player type was selected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We checked whether the selected game elements actuall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and explored how the player 

type of the player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the game elements. As a result, we found that enjoyment of the 

gam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change, but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ame element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qualitative research h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er types and game elements can 

affect the outcome. Finally, we discussed how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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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verify this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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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가설1 – 종속변수들에 대해 매개변수(즐거움)이 미치는 영향 

종속 변

수 

자기 효능

감의 변화 

개선 의도

의 변화 

인지된 

장벽의 

변화 

인지된 

이익의 

변화 

지식의 

변화 

B .554 .425 .291 .425 .147 

SE .117 .126 .117 .126 .165 

β .452 .339 .256 .203 .095 

유의 확

률 
.000*** .001*** .015* .055† 

.373 

R2 .204 .115 .066 .041 .009 

†p < .1; *p < .05; **p < .01; ***p< .001. 소수점 세 자리 반올림. 

 

 

<부록2> 

가설2 – 매개변수(즐거움)에 대해 독립변수(게임요소의 유무)가 미

치는 영향 

독립 변수 B SE β 유의 확

률 

R R2 

잔차 -.312 .242  .201   

자율성 조

건 

.306 .305 .144 .318 

.194 .037 
유능감 조

건 

.272 .329 .114 .411 

관련성 조

건 

.574 .316 .255 .073
† 

†p < .1; *p < .05; **p < .01; ***p< .001. 소수점 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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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가설3-1 검증을 위한 선형 회귀 모형 - 자율성 조건에서 즐거움에 

대한 몰입형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SE β 

유의 확

률 

R R2 

잔차 -.966 .594  .108   

자율성 조건 1.517 .875 .713 .087
† 

.251 .063 

유능감 조건 .248 .329 .104 .453 

관련성 조건 .579 .316 .257 .070
† 

몰입형 .054 .045 .170 .232 

자율성 x 몰

입형 

-.100 .067 -

.606 

.144 

†p < .1; *p < .05; **p < .01; ***p< .001. 소수점 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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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가설3-2 검증을 위한 선형 회귀 모형 - 유능감 조건에서 즐거움에 

대한 몰입형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SE β 유의 확률 R R2 

잔차 -

.630 

.563 
 

.266   

자율성 조건 .285 .309 .134 .360 

.210 .044 

유능감 조건 .012 1.423 .005 .993 

관련성 조건 .523 .329 .232 .116 

성취형 .027 .043 .075 .532 

유능감 x 성

취형 

.021 .114 .107 .857 

†p < .1; *p < .05; **p < .01; ***p< .001. 소수점 세 자리 반올림. 

 

 

<부록5> 

가설3-3 검증을 위한 선형 회귀 모형 - 관련성 조건에서 즐거움에 

대한 사회형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 B SE β 유의 확률 R R2 

잔차 -.404 .384  .296   

자율성 조건 .295 .310 .139 .344 

.198 .039 

유능감 조건 .271 .333 .113 .417 

관련성 조건 .553 .712 .246 .439 

사회형 .011 .034 .040 .757 

관련성 x 사

회형 

.000 .063 .000 .999 

†p < .1; *p < .05; **p < .01; ***p< .001. 소수점 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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