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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게임을 활용한 교육은 지금까지 많은 교수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

되고 연구되어 왔다. 이것은 놀이와 같은 즐거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

게 학습내용을 익힐 수 있는 게임의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가능성에 많

은 학자들이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게임을 주제로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정제된 결론을 얻기 힘들게 만든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게임에 노출되는 반면 학습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

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게임을 학습에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리교육과 관련해서 Walford(2007)는

현실의 역동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지리교육의 특성상 게임은 지리

교육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 수업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

다. 게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게임은 각각의 개념 모두에 다양한 해

석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의 넓은 범주 중 교수학습방법

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게임은 일정

한 규칙을 통해 승패를 가르기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보았고, 시뮬레이

션은 현실의 원리를 규칙을 바탕으로 모의로 구현해보고자 한 것으로 보

았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뮬레이션 게임의 여러 효과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것

은 인식된 현실성이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현실을 대체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업 상황에서 진행되는 단순화된 시뮬레이션 게임이

정말로 현실대체경험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한 사례는 찾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겪은 학습효과 등이 정말로 그것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감을 느껴

서 일어난 효과가 맞는지 시뮬레이션 요소를 제거한 게임 활동 및 전통

적 학습방법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을 설계하여 이에 대한 비교실험을 진

행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게임이 갖고 있는 요소의 다양성과 복



합성을 고려하여 실험 도구가 가진 게임 요소를 좀 더 통제한 실험을 설

계하고자 몇 가지 실험설계 원칙을 세웠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연구주제 및 측정하고자 하는 현실성이라는 지

표를 감안하여 이 학습방법을 적용할 학습 분야는 자연재해 중 하나인

도시홍수로 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된 학습 활동은 전통적인 설명식 수

업의 한 형태인 학습지 풀이 활동, 게임이면서도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

는 카드 맞추기 활동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중심활동인 홍수 시뮬

레이션 게임이다. 각 수업을 동질성이 확보된 서로 다른 집단에 실시하

였고 설문을 통해 인식된 현실성 및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 정도를 측

정하였다.

분석결과 각 유형별로 인식된 현실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이 주는 현실성의 정도가 다른 활동과 큰 차

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식 습득에 있어서는 학

습지 풀이 수업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지식습득에 있어서 학

습지 풀이 수업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원리 이해에 있어서 각 활동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게임 방식의 활동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원리를 습득하게 하

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식된 현실성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습효

과를 섣불리 현실감이나 현실 반영 효과 때문으로 연결하는 것을 경계하

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흥미도와 참여도를 유지하면서도

학습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게임의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장점

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도시 홍수 뿐 아니라 지리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적용에 대한 시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지리교육, 게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게임, 도시 홍수,

인식된 현실성.

학 번 : 2018-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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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프렌스키(Mark

Prensky)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하여 태어나면서

부터 디지털 환경을 경험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이전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행동양식은 완전히 다르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일에 몰입하는 특성을 보인다

고 하였다(Prensky, 2001). 이후 교육학자인 프렌스키가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필요한 변화된 교육방법을 제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는 기존의 교육방식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실패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임의 높은 흥미유발 효과와 지속적인 학습 참

여유도 효과에 주목하여 학습에 게임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Prensky, 2003). 이러한 프렌스키의 주장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게임을 활

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프렌스키 이전에도 많은 교수자들이 게임을 활용한 교수방법에 주목하

여왔다. 지금까지 등장한 게임기반학습(game-based learning), 게임화

(gamification), 학습게임(learning Game)등의 개념은 게임을 교수학습과

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여전히 그 정의가 모호하고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Whitton, 2009) 프렌스키가 주목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게임을 활

용한 교수학습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검증되어 왔고

(Randel et al, 1992; Plass et al., 2015) 최근 동기부여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그 효과성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e.g.,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소통, 협력 등(Qian and Clark, 2016).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교수방법은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미국은 1950년대

AHSGP(American High School Geography Project)을 통해 미국 지리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지리의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주요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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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전략 중 한 가지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선정한 바 있다. 영

국의 지리교육학자 렉스 월포드(Rex Walford, 2007)는 게임을 활용한 다

양한 지리교육 방법을 정리하여 『학교 지리교육에서 게임의 활용

(Using games in school geography)』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지리교육에 활용한 연구 사례가 상당 수 있어왔

다. 이 연구들은 게임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

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

지윤, 1991; 전봉식; 2001, 강영미, 2008; 박현경, 2012; 강태욱, 2017). 하

지만 이 연구들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다.

첫째, 상당 수 연구들이 연구 도구로 사용한 게임이 어떤 부분에 의해

게임으로 정의되는지 밝혀두지 않았다(전봉식, 2001; 강영미, 2008; 박현

경, 2012). 연구자가 생각한 게임의 속성이 무엇인지 밝혀 두지 않은 경

우 사용한 연구 도구의 효과가 정확히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

기 어렵다. 게임이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 활동인 것이 분명하지만 지

금까지 그 구성요소 및 정의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으므로

게임을 연구 도구로 사용한다면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해당 연구에서 사

용된 게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의하는 것이 향후 게임 방식의 교수

학습방법 연구를 지속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변수가 제대로 통제되었는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게임을 활용한 여러 차시의 교

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는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다(이자영, 2001; 강영미, 2008; 박현

경, 2012).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많이 사용하는 연구방법이지만 변수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게임’과 관련된 어떤 요인으로 인한 효과인지 파

악하기에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를 검토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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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게임의 속성 중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단

순화하여 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 활동을 설

계하였고 이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게임을 적용한 활동의 효

과를 좀 더 타당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 활동 진행 시간을 수업 내 하나

의 수업단락(segment) 정도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15분으로 제한하고

서로 다른 수업방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실

수업이 갖는 변수를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해 Anderson and

Burns(1989; 김혜숙, 2018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수업의 구성요소를 바

탕으로 설계한 활동을 분석하여 독립변수가 되는 수업유형을 제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에서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게임 활용 수업에 대한 연구와 관련한 좀 더 분석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활동은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활동이다. 시뮬레이션은 우리말로 “실제

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

이라는 뜻이다1). 시뮬레이션 게임은 앞서 언급한 시뮬레이션의 성격에

더하여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승패를 나누고자 하는 활동이라는 게임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의 주요 효과는 현실의 상황을 대체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Kapp et al, 2013; Kim et al, 2018).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교실에 적용되었을 때 그 효과가 충분하다면 학생들이 시뮬레이

션 게임을 통해 체험한 해당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적용된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에 대한 연

구들의 종속변수는 주로 학업성취도와 흥미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김수웅, 2005; 연수진, 2007; 박현경, 2012; Tsai et al., 2015;

Taillandier and Adam, 2018)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현실적 경험을 한 느

낌을 주었는지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을 포함하여 이를 비교할 수 있는 활동을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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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이것의 현실 경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식된 현실성

(perceived reality)(Potter, 1992)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설명식 교수방법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aria and Whiteley, 1990; Randel et al. 1992; Washbush

and Gosen, 2002). 때문에 인식된 현실성과 연계하여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 습득 능력과 원리 이해 부분에서도 검증을 실시하면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학습활동과 비교해서 전통적 교수방법에 대한 비교실험도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습내용은 여러 자연재해 중에서도 도시홍수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관련된 내용은 안전상 실제

체험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자연재해 관련 교육의 방향은 일방적이고

속수무책인 재해의 위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따

른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Mönter and Otto, 2018). 따라서 그 원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식의 활동을 자연재해 수업에 적용할 필요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5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5단원에서는 “자연재해

로 인한 피해는 인간 활동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는 내용이 성취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5 교육과정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사회① 교과서 중 7종에서 이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단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도시홍수 사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구정화

외, 2015; 김영순 외, 2015; 김진수 외, 2015; 모경환 외, 2015; 박형준 외,

2015; 이민부 외, 2015; 최성길 외, 2015). 이는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도

도시홍수 관련 내용을 인간과 자연재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사례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홍수 내용과

관련한 학습방법 연구는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지리수업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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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이 인식된 현실성에 주는 효과와 학습내용의 습

득 및 이해에 주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시뮬레이션 및 지리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문제를 둘러싼 개념과 논의들을 확인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실험 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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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게임을 활용한 학습

1) 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관련된 개념

게임을 학습에 활용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게임’

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디지털 기반의 비디오게임은

50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게임’의 원형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

라서 게임을 학습에 활용한 사례는 수 천년 전부터 전술적 사고를 훈련

하는데 체스, 장기, 차투랑가(Chaturanga)와 유사한 보드게임을 활용했던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Moore, 2015).

이후에도 많은 철학자, 교육자들이 교수법에서 게임의 가치에 대해 주

목하였다. 17세기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가 『놀이학교

(Schola Ludus)』에서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를 통한 배움

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도 현재의 게임기반 학습과 그 공통된 생각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적절한 활동으로

게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Hellerstedt and Mozelius, 2018). 현대

에 들어서 브루너(Jerome Bruner, 1966)도 게임은 학생들이 언어, 사회

조직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에 있어 관찰자에서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Cohen and Bradley, 1978).

교육에 게임을 적용한 많은 교수자, 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이와 관련

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였는데 게임기반학습(Game-based Learning),

교육게임화(Education Gamification), 기능성게임(Serious Game) 같은 것

들은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게임이라는 활동 자체의 다양

함, 복잡함만큼이나 그 의미를 특정하기 어려운데(Plass et al., 2015) 때

문에 관련된 개념들의 범주는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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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Kim 등(2018)은 게임화를 기능성게임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

였다. 게임화와 기능성게임은 사실상 동질한 것이며 이를 각각 교육게임

화의 좁은 범주와 넓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에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온 것은 교육게임화이며 게임을 교

육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은 기능성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좁은 범

주에서는 교육에 게임의 요소를 갖고 온 경우만을 교육게임화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범주에서는 게임의 요소를 교육에 갖고 온 것 뿐 아니라 교

육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기능성게임 모두를 교육게임화로 간주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게임기반학습의 범주에

속하는 많은 활동들도 넓은 범주에서는 교육게임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Plass 등(2015)은 게임화의 범주를 좀 더 제한적으로 보았다.

게임화는 보상시스템과 같은 게임적 요소를 통해 학습을 더 흥미롭게 만

드는 것을 의미하고, 게임기반학습은 여기에 인공적인 갈등과 플레이 규

칙을 포함하여 학습과정을 재디자인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는 게임화를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게임에 통용되는 방식을 통해 흥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Kim 등(2018)이 게임

기반학습까지를 게임화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게임화, 기능성게임, 게임기반학습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한 경우도 있다. Bhasin(2014)은 세 가지 모두 게임이 적용된 수준만 다

를 뿐,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진지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같

다고 하였다. 그는 재미나 경쟁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게임

을 하는 것과 직업과 관련한 학습 맥락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다

르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학습에 게임을 적용할 때 갖는 이점에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게임을 학습에 적용하여 학습성과를 이

끌어 내는데 있어서 이러한 개념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관련된 개념의 범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견해가 있고 또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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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수업 활동은 이들 중 어떠한 개념의 범주에 고정

시키기보다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속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교실내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게임

방식 활동은 Kim 등(2018)논의를 참고할 때 넓은 범주에서 교육게임화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Plass 등(2015)의 범주에 따르면 게임기

반학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구성요소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의 학습효과에 대해서 좀 더 분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구분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게임기반학습, 교육게임화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의

형태는 게임의 형태만큼이나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활용한 모든

교수학습활동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될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성격을 밝

히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게임을 활용한 여러 학습 개념들의 구성요소

에 대해서 밝혀왔다.

Plass 등(2015)은 게임기반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하면서 게임기반

학습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비게임과 게임간의

구분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면

서도 게임기반학습 설계자들이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디자인하는 과정

을 통해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고려가 결합된 최적의 학습

경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

들어진 최적의 학습 경험에 대해 이들은 “놀이 같은 학습의 마법 원

(magic circle of playful lear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이

러한 마법의 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게임기반학습 디자인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다만 Plass 등(2015)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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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학습경험을 설계하는데 있어 이 모든 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필

요는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 보상시스템이나 연주될 악보

는 게임 디자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러티브또한 최소화되거나

없을 수 있다고 하였다.

Kim 등(2018)은 교육게임화의 설계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게임화의 각 요소를 이야기(Story), 다이나믹스

(Dynamics), 메커닉스(Mechanics), 기술(Technology)로 보았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야기는 교육의 목적과 연계된 이야기를 의미하며 이

구성요소 설명

학습 메커닉스

(Learning Mechanics)

게임 플레이에 핵심적이며 학습자가 게임과정에서 반복하는

행동 또는 행동의 모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규칙을 통

해 구성될 수 있다.

미학적 디자인

(Aesthetic Design)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며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모습을

포함한다. 이것은 인지적 기능을 갖고 있어 게임상에 피드백

이 주어지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내러티브

(Narrative)

게임의 스토리라인이다. 내러티브를 통해 학습을 위한 맥락적

인 정보, 관련된 플레이 규칙, 캐릭터, 과제, 이벤트 그리고

보상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이들은 강력한 동기부여 기능을

갖고 있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만든다.

보상 시스템

(Incentive System)

많은 동기부여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점수, 별, 뱃지,

트로피, 파워업 그리고 다른 많은 보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노력을 지속하고 그들의 행동을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피드백하는 기능이 있다.

연주될 악보

(Musical Score)

게임의 배경 소리를 제공한다. 이것은 플레이어들을 특정한

이벤트나 중요한 순간에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위기나

실패의 순간, 특정한 과업의 성공이나 실패를 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내용 및 기술

게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기술을 의미한다. 게임의

요소 및 디자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처 : Plass 등(2015)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재구성

표 1. 게임기반학습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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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한다. 다이나믹스는 게임화 과정

을 통해 갖는 구체적인 재미 경험(PLEX: PLayful EXperience)2)을 의미

한다. 메커닉스는 게임내의 레벨, 뱃지, 포인트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

이나믹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기술은 이 과정에 동원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학습교구등을

의미하며 메커닉스를 학생이 상호작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한다. Kim 등

(2018)은 이러한 스토리, 다이나믹스, 메커닉스, 기술 각각이 교육게임화

에서 목표, 자발적 참여, 규칙, 피드백을 충족시킨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교육게임화의 이러한 요소들은 <표 2>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추상적
만질 수 없음

이야기(Story)

교육의 목적과 연계된 이야기

목적 : 교육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전

체적 흐름을 제시한다.

 다양한 재미로 분화

다이나믹스(Dynamics)

재미 경험(PLEX)

목적 :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다. 이야기의 재미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형태의 알고리즘, 데이터로 구조화

메커닉스(Mechanics)

게임 내의 레벨, 뱃지, 포인트 등

목적 : 다이나믹스를 구체적으로 실
현한다. 피드백과 보상을 제
공한다.

 학생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형태로 구현

기술(Technology)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학습교구

목적 : 메커닉스를 학생이 상호작용

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한다.
구체적

만질 수 있음

*출처 : 김상균 2014; Kim et al, 2018의 표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2. 교육게임화의 구성요소

본 연구의 게임 방식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게임 관련 학습

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개념적인 틀과 용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였다. 특히 게임방식의 수업활동의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Plass 등(2015)의 게임기반교육의 디자인요소를 기준으로 삼았다.

2) 기존 상업성 게임을 분석하여 인간이 경험 할 수 있는 재미 유형을 정리한 모델이다

(박성진·김상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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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

게임 분야의 연구자들 상당수는 게임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Whitton, 2009;

Sitzmann, 2011; Plass et al., 2015). 이는 게임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

고 또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Young et al. 2012). 시뮬레이션은 게임과 상당히 구별되는 활동임에

도 이러한 게임의 개념적인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게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초점에 맞추어 교수학습과정에서

사용된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각 개념이 어떠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정리해보고자 하

였다. 다양한 학자들이 각 개념에 대해 주장한 주요 속성을 정리하는 것

을 통해 실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의 설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 등(2018)은 게임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학자들이 제시한

게임의 특성을 종합하면 <표 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게임이 목표와 규칙이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합의

가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tzmann(2011)도 게임이 명확한 정의

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한

후 게임은 “재미가 있고, 상호작용이 있고, 규칙이 있으며, 목적이 있고,

경쟁이 있는, 그리고 플레이어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활동이다.”라는 정의

가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우리말로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실험

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3)이라는 뜻이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

및 분석은 현재 항공, 간호, 건축, 전자, 일기예보, 공학, 응급, 항해, 군사

3)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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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특정한 상황을 안전하게 체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

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Crookall, 2010).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서 의미하는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고가의 디지털 장비

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학교 교실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

다. 본 연구는 교실에서의 교수학습방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전문분야 교육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기기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교수학습활동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뮬레이션의 속성은 ‘현실생활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藤岡

信勝, 1989; 서재천, 1998에서 재인용; Walford, 2007; Sitzmann, 2011;

Crookall et al.
(1987)

leemkuil et al.
(2000)

Garris et al.
(2002) Schell(2008) McGonigal

(2011)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경쟁 경쟁 승패와 갈등

특정한 맥락에 
처함 판타지 게임 내부에 

존재하는 가치

협동 플레이어간 
연결

도전 도전
상호작용 피드백 시스템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미스터리

전략
보상
제한

조작
감각적 자극

일정한 형태의 
닫혀 있는 구조

출처: Kim 등(2018)의 연구결과를 연구자가 표로 재구성.

표 3. 학자들이 제시한 게임에 포함되는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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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 et al., 2013; 조철기, 2015).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을 이루고 있

는 구성요소와 그 관계를 추출하여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을 교수학습과

정에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藤岡信勝, 1989; 서재천,

1998에서 재인용; 백영균, 2010).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현실 생활을 모방한 원리를 제시한다는 속성을 갖

고 있고 시뮬레이션의 교수학습활동으로 인한 이점은 이러한 현실 모방

원리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점은 크게 다음

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이 안전, 비용 등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

해서 체험이 불가능한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

해 조철기(2015)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학습이 현실 생활을 단순화하여

현실상황에서는 위험성과 부적절함에 노출되는 사회적 책임 비용을 줄이

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현실에서처럼 문제에 직면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Alessi and Trollip(2001)은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학습동기를 부여받고 실제상황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의 세계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를 익히며, 현상의 특징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들이 실제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학습의 주요 원리를 은연중에 체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현실세계의 단순화가 학생들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을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변영계(2006)

는 시뮬레이션이 학습에 관련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삶의 상황이 학습 과정 설계자들이 기대하는 모

든 특성을 가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가능한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삶의 상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집단 학습에 쓰일 수 없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

성을 활용 가능한 정도로 감소시켜 단순화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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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의 성격 및 그 이점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생활을 모방한 것

으로 현실을 구성요소와 원리로 단순화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전,

비용 등의 부담 없이 현실대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하고 학

생들은 실세계의 다양한 원리를 직접 겪으며 익힐 수 있다. 여기에 시뮬

레이션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제공함으

로써 교수학습의 성공률을 높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은 게임과 그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

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게임과 시뮬레이션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한 속성

들을 종합하면 교수학습활동에서 ‘게임은 규칙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라

는 속성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을 시도한 많은 학자들 역

시 게임은 규칙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활동이고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원

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Grenyer, 1986; 조철기, 2015에서

재인용; 변영계, 2006; Walford, 2007; Sitzmann, 2011). 이에 덧붙여

Sitzmann(2011)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인

게임 요소인 규칙 및 경쟁과 결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학습상황에서 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규

칙’과 ‘경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학습상황이라도 여기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승패를 나누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은 게임 활동으로 간

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시뮬레이션의 정의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개념은 ‘현실 반영'이다. 즉, 규칙을 갖고 경쟁하는 과정에 있

는 것은 게임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방식이 현실의 특정한 상황이나

원리를 반영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시뮬레이션 활동으로 보

기는 어려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교수학습활동에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은 위에 언급한 게임과 시뮬레이션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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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규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활동 중에서도 현실의 원리가 반영된 것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현경(2012)은 시뮬레이션과 게임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

의 논의를 종합하여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뮬레이션과 게임의 특성이 혼

재되어 있는 교집합으로 보았는데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게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학습자가 현실과 유사하다고 느끼

는 가상의 상황에서 승리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

하면서 경쟁을 벌이는 학습방법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이 정의

는 조철기(2015)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시뮬레

이션 게임 활동의 정의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뮬레

이션 게임과의 비교를 위해서 설정되는 일반 게임 활동의 경우 시뮬레이

션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규칙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요소

는 있으나 현실을 반영한 원리는 갖고 있지 않은 게임 활동을 의미한다.

3. 선행연구 사례

교수학습활동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게임은 그 정의가

다양하여 이를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앞서 정의한 시뮬레이션 게임의 성격에 완전히 부합하는 연구를 찾는 것

은 어려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서 정의한 시뮬레이션 게임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리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효과

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들은 크게

개인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한 경우의

효과를 확인한 방식과, 컴퓨터 없이 게임판이나 학습지 등의 도구를 바

탕으로 설계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한 경우의 효과를 연구한

방식을 나눌 수 있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한 효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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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Tsai 등(2015), Kim and Shin (2016), 강태욱(2017), Taillandier

and Adam(2018), Pease et al(2019)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Tsai 등(2015)은 매년 태풍을 겪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학습방법의 하나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였

다. 이 게임에서 학생들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직면한 홍수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 놓이

게 된다. 개발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을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연구

자들은 토론, 질문, 웃음, 비명의 네 가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학생 관

찰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학생들은 게임에 대한 플레이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기존에 학습동

기가 낮은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동기가 유발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Kim and Shin (2016)은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시티

(Simcity)’를 대학교 학부 학생들의 도시지리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 학기에 걸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운 도시구조이론

을 적용하여 자신만의 테마를 가진 도시를 건설하고 최종 발표에서 학생

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만들어낸 가상도시에 대한 분

석 및 수업 경험에 대한 설문,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워드 클

라우드(word cloud)로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의 학습활동에 높은 참여와 흥미

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도시지리와 관련된 이론

들을 자신만의 도시를 개발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심시티를 활용한 도시지리 학습은 비판적 사고력과 지리적 창의

성을 신장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

이 높은 흥미 및 동기수준을 갖고 수업에 참여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실

제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된 게임을 접하면서 그 플레이하는 방식을 익히

는 것이 어려워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강태욱(2017)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인 ‘대항해시대2’를 활용하여 수

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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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연계된 과제를 제시하여 게임을 수업과정과 통합할 수 있는 활동

을 적용하였다. 각 수업과정에서 사전 및 사후 조사를 통해서 학습활동

에 대한 흥미도 및 학습내용의 숙지정도를 확인하였다. 수업 중 관찰을

통하여 교사가 의도한 학습과정을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였다. 이 수업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높은 흥미도 및 학습과제에 대

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게임내의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학생들이 마음을 뺏기는 모습도 관측되어 이를 활용한 수업에

서 교사의 학습조직 방식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Taillandier and Adam(2018)은 프랑스 올레론 섬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공학전공 학생들이 해안홍수와 관련한 위험관리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한 달여의 과정을 통해 이 게임을 체험하면서 해안지역의 홍수를 관리하

기 위한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실험 과정에서 사전, 사후 설문

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위험성에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고 해안 홍수와

관련된 학습내용들을 얼마나 습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

의 참여와 동기부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

였다. 상당한 수준의 학습내용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다른 방식

의 수업과 비교하는 방식의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Pease et al(2019)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시뮬레이션과 물 공급 문제

를 다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

석하였다. 에너지 공급 시뮬레이션은 미국의 에너지 수급상황을 조정하

면서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정도, 예산 모두를 만족시키는 에너

지 비율을 찾아가는 게임이다. 물 공급 시뮬레이션은 각자 역할을 나누

어 주어진 물 부족 상황에 대처해나가는 방식의 게임이다. 에너지 시뮬

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다소간 높은 학

업성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물 공급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이를 교실에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 18 -

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게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메커닉스

가 게임 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Tsai et al., 2015; Kim

and Shin, 2016; 강태욱, 2017; Taillandier and Adam, 2018). 이것은 현

실에 가까운 좀 더 복합적인 상황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게임 자체의 플레이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있었다(Kim and Shin, 2016; Michael et al, 2019). 또한 본래 학습

을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게임의 경우 학생들이 게임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강태욱, 2017).

컴퓨터 없이 게임판이나 학습지 등의 도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시뮬레이

션 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지윤(1991), 박현경

(2012), 한동균(2018)의 연구가 있었다.

이지윤(1991)은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우리나라 교사들의 인식을 조

사하는 한편 해외의 시뮬레이션 게임활용수업에 대한 각종 사례를 수집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업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게임으

로 개발하여 이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전통적 수업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

업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 게임을 경험한 학생

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해서 상당한 흥미를 보이고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 대조군에 대한 정확한 처치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실험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었다.

박현경(2012)은 기아 문제를 전하고자 세계 식량 계획(World Food

Plan)에서 제작한 ‘긴급구호팀 푸드포스’와 제 3세계 어부들의 힘겨운 삶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리브해의 어부 게임(Walford, 2007)'을

실시하고 설문을 통해 이것이 학생들의 상황이해도, 흥미도, 몰입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게임수업이 학생

들의 해당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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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을 활용한 학습활동을 높은 흥미

와 몰입도를 유지하면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도와 몰입

도의 경우 단일집단에 대한 사후 설문만으로 측정되어 다른 방식의 활동

과의 비교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동균(2018)은 글로벌 정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감

의 지리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는 “다른 사람, 공동체, 문화의 경험을 이해하

기 위해 공감에 사회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세갈(Segal, 2011;

한동균, 2018에서 재인용)의 사회적 공감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러한 사

회적 공감을 위한 지리수업 방식으로 무역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지

리수업을 방법을 설계하였다. 여기서는 무역 시뮬레이션 게임 및 공정무

역 시뮬레이션 게임을 중심으로 이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공정의 개념을

반영한 게임을 재설계하고 이를 다시 플레이해 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

쳤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토론과정을 분석한 결과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

이 촉발되는 여러 장면이 관찰되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수업 방식이 사회적 공감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없이 게임판이나 학습지등의 도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시뮬레이

션 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유형의 경우 교사들이 이를 직접 개발한 경우

(이지윤, 1991)가 있었으며 또한 기존의 게임의 경우에도 다양한 요소를

변경하여 수업에 활용(박현경, 2012; 한동균, 2018)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업 도중에도 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를 통한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방식(한동

균, 2018)도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그 게임 요소의 변경이 수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습효과로 학업성취도 및 흥미를 확

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박현경,

2012; Tsai et al., 2015; Taillandier and Adam, 2018). 그러나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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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

명하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자체로 흥미를 느낄 수 있

다. 또한 그 방법이 새로운 것이라면 신기효과(novelty effect)4)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증가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Kormi-Nouri et al.,

2005).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수업방법과의 비교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본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때,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다른 효과 및 이점들은

이 특성에 연결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학습

효과를 준 이유가 실제로 현실 대체하는 경험을 주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게임적 요소에 의해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것인지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게임을 활용한 활동의 다른 요소들을 좀 더 분리하는

한편,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현실감 측정을 위한 지표

인간이 매체를 경험하고 느끼는 현실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는 프레

즌스(presence)와 인식된 현실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각에 대한 선행연

구를 검토한 후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느끼는 현실 대체 효과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1) 프레즌스

프레즌스는 우리말로는 ‘실재감’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어딘가에 존재하

는 느낌 또는 지각(the sense of being there)’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강명

4) 실제로는 학습이나 성과에 주는 효과가 없는데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의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Pisapia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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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외, 2011). 그런데 연구에 따라 이를 ‘현존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상

당 수 있다. 프레즌스를 현존감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주로 최근 발달하

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분야에서 가상현실 경험자들이 느끼

는 현실적 체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소요환, 2010; 남선숙

등, 2017). 프레즌스를 실재감으로 번역하는 사례는 이러닝(e-learning)에

서 원격으로 떨어져있는 학습자들이 느끼는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에

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강명희 외, 2011).

현존감과 실재감은 ’어딘가 존재하는 느낌‘이라는 그 근본적인 개념에서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닝 분야에서도 이를 현존감으로

번역한 사례(e.g, 신나민, 2004)가 있고,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이를 실재

감으로 번역한 사례(e.g, 오병근, 2001)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개념을 도

입하여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

다. 그러나 현재 각 분야의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각 개념의 의미는 다

소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단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존감은 Slater and Wilber(1997)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위험성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산업 분야에서 대단한 발전가능성이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이후 텔레

비전, 영화, 라디오 같은 미디어가 전달한 현상을 경험하는 동안 일어나

는 심리적인 현상을 현존감으로 정의하게 되었다(남선숙 등, 2017). 현존

감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 TV와 같은 미디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였

으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여러 기술에 적용되었고

현재는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김성호·신

동희, 2007).

Banos 등(2004)은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미디어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에 따르면 미디어 형식은 감각 정보의 범위, 이용자들이 갖는 통제력의

정도를 말한다. 이용자 특성은 성별이나 나이, 이용자의 감각적, 인지적,

운동 능력, 성격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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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bert(2001)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현존감 분석시의 하위영역으로

는 공간적 현존감(Spatial presence), 가상 세계에 몰두(Quality of the

immersion), 실제성(Realness)을 들 수 있다. 공간적 현존감은 가상의 물

체가 실세계에 있는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가상 세계 몰두는 가상 세

계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제성은 가상환경 내부에 있는 가상의

객체 실제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학습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현존감을 연구한 사례로는 소요환

(2016)의 연구가 있다. 그는 몰입형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하는 시뮬레이

션 학습에서 학습 성과에 현존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 현존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학업성취도에 대한 역할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

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학습이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조작의 불편함이 학업성취

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현존감과 구분하여 실재감은 주로 이러닝(e-learning)의 학습효과를 논

의하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 또

는 지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인식이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도 각자 느끼는 실재감은

다를 수 있다고 한다(김지심·강명희, 2010).

Garrison, Anderson and Archer(2000; 주영주 외, 2010에서 재인용)는

실재감의 하위영역으로 교수실재감(Teaching Presence), 인지적실재감

(Cognitive Presence), 사회적실재감(Social Presence)을 제시하였다. 교

수실재감은 “교수설계 및 조직과 학습촉진에 관련된 전반적 교수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의미한다(Arnold and Ducate, 2006; 주영주 외,

2010에서 재인용).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은 에이전트, 운영자 등이

교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교육 환경과 차이가 있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습자들이 느끼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지

적실재감은 “학습자들이 지속적인 성찰과 담화를 바탕으로 의미와 지식

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Garris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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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augh, 2007; 주영주 외, 2010에서 재인용). 인지적실재감의 구성요소

는 학습내용의 이해, 지식창출의 정도, 학습관리의 차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정도가 있다. 사회적실재감은 “매체를 접할 때 학습자 자신이 그 상

대와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하는 느낌”을 의미

한다(Garrison and Arbaugh, 2007; 주영주 외, 2010에서 재인용).

Wang and Kang(2006)은 학습실재감(learning presence)을 특정 교수

학습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는 학습자의

내면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존재하면서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난다는 취지에서 학습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한

지표로 인식된다. 학습실재감의 하위영역으로 앞서 언급한 인지적실재감

과 감성적실재감이 있다. 감성적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 및 학

습상황, 내용에 대해 내면에서 인식하는 감성적 현민함으로 정의된다. 감

성적실재감의 구성요소로는 학습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 감정 표현,

감정 관리가 있다(김지심·강명희, 2010).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의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활용

한 사례로 강명희 등(2011)은 웹 기반 과학 실험 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인지적실재감을 측정한 바 있

다. 이 연구에서 학습 몰입은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적실재감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식된 현실성(perceived reality)

인식된 현실성은 본래 리얼리티 TV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로 TV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광

희, 1995). 이는 연구에 따라서 ‘현실 인식’(손현정, 2011)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Potter(1992)는 인식된 현실성의 세가지 차원으로 요술창문(magic

window), 동일시(identity) 및 유용성(utility)을 제시한 바 있다. 요술창

문은 매체 메시지 내에 현실 자체가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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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시는 등장인물이 시청자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시

청자가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유용성은 매체가 전달해준 교훈이

시청자들의 삶에 적용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

게임과 관련하여 인식된 현실성을 측정한 사례로 황하성·박성복(2011)

의 연구가 있다. 온라인게임의 중독 성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인식된

현실성을 측정하여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식된 현

실성이 온라인 게임의 중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그 하위요인 중 동일시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

로 유용성 차원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련 개념을 검토한 결과 현존감은 사용자의 실제 운동조작에 대한 내

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사용하고 있는 문항이 구체적 행동이나 동작

에 대한 실제 지각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인 경우가 많았다. 학습실재감

은 사용자의 학습, 관계 등 정서적인 내용에 대한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측정 지표도 학습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학습자의 학

습효과에 대한 내면적 상태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존감 또는 실재감보다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적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현실과 같다는 정도로

느끼는지에 대한 지표인 인식된 현실성을 종속변수로 삼는 것이 이 연구

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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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지리수업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이 인

식된 현실성에 주는 효과와 학습내용의 습득 및 이해에 주는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 각각의 특성을 확인하였

고 각 속성을 가진 수업 활동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을 설계하였고 시뮬레이션 게임과

는 다른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는 게임 활동으로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을 설계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수업방법과의 비교를 위해서 학습지

풀이 활동을 설계하였다. 각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에서 상세히 서술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각각

의 근거는 아래에 서술하였다.

<연구가설 1>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지 풀이

활동 수업 및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수업을 받은 학생들

에 비해서 인식된 현실성이 높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의 학습에서의 이점 중 하나는 현실 대체 경험을 하는 것이

고 인식된 현실성은 해당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이는 측

정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이 주는 현실 경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활동을 진행한 학생들은 다

른 방식의 활동보다 인식된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가설 2>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및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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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학생들은 학습지 풀이 활동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개념 습득 및 원리 이해도가 낮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많이 보고하

고 있고 이는 인식된 현실성과 연계하여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게임 방식의 활동이 기존의 전

통적 수업방법과 비교해서 지식 전달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들도 다수 보고되기 때문에(Faria and Whiteley,

1990; Randel et al. 1992; Washbush and Gosen, 2002)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과 카드 맞추기 게임 방식의 활동이 학습지 풀이

수업에 비해서 일반적인 개념의 습득능력 및 원리 이해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연구변수

1) 종속변수

(1) 인식된 현실성

인식된 현실성은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Potter(1992)는 인식된 현실성을 다음의 세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Ÿ 요술창문 –매체의 내용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믿는 정도.

Ÿ 동일시 – 매체의 등장인물이 시청자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지를 느끼는 정도

Ÿ 유용성 - 매체가 전달해준 교훈이 시청자들의 삶에 적용가능하다고

믿는 정도.

(2)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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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열(2005)은 가네(Gagne)의 행위에 따른 학습유형의 분류를 지리교

육에 받아들여 지리학습이란 과목내의 개념, 원리, 이론, 기능을 배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과목내의 개념, 원리,

이론, 기능을 배우는 것은 지리학습의 결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답형 문항은 지식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학습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

서답형 문항 중 완성형 문항은 “진술문을 제시하고 중요한 용어, 단어 혹

은 구나 절을 지운다음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들의 반응을 보는 형태”이다(서태열, 2005). 서답형의 완성형에서는 학생

들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만 답을 할 수 있어 추측에 의해 답을 쓰는 것

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서태열, 2005). 서답형 문항 중 단답형 문항

은 용어, 문장, 숫자 등 간단한 형태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험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사실적 지식 위주로 확인할 때 편리한 문항이

다. 단답형은 선다형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문항으로 피험

자가 직접 응답을 제시하는 문항이다(박주용·민경석, 2009). 본 연구에서

는 위의 서술을 참조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주요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성형, 단답형 문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답형 문항 중 서술형 평가는 “학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의

견 등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Back, 2000; 백성혜·류혜정,

201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Lee 등(2011)은 서술형 평가에 대

해 “학생이 문제에 제시된 현상의 원인과 결과 관계, 과학적 개념간의

논리적인 순서, 연관성과 위계 등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학생의 사고 과

정이 드러나는 평가”라고 하였다(백성혜·류혜정, 2014). 이러한 서술을

참조할 때 서술형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원리를 습득하였는

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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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활동 유형이다. 가

설 검증을 위해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방식 활동, 시뮬레

이션 게임 방식 활동, 이렇게 세 가지의 활동을 설계하였다. 실험연구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활동은 다음에 서술할 원리에 기초하였다.

(1) 독립변수 설계 원칙

각 활동 유형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실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 활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각 활동 방법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일치되도록 설계하였다.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Anderson and

Burns(1989)의 연구를 김혜숙(2018)이 재구성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여

기서는 교실수업의 6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교과(subject matter), 학생활

동(task demands) 수업형태(instructional format), 집단배열(grouping ar

rangement), 수업진행시간(time/pacing/coverage),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

용(classroom behaviors and interactions)으로 제시한바 있다. 각 구성요

소의 의미와 이에 적용한 실험설계 원칙을 서술하면 <표 4>와 같다.

이 설계원칙을 반영하여 각 활동 유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능한 구성요소별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하였

다. 각 활동 유형의 핵심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는 학

생활동과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지 풀이 활

동에서의 학생활동은 학생들 상호간 토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둠원간 논의를 통해 전략을 짜야하는 게임방식 활동에서의 학

생활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부

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개 닫혀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일반적 설명식 수업에서와 달리 게임방식 수업에서는 교사는 게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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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학습지 풀이 활동과 카드 맞추기

게임 간에는 교과, 집단배열, 수업 진행시간에서는 가능한 일치되도록 하

고 카드 맞추기 게임 및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간에는 수업 형태를 제외

한 모든 부분에서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학습유형을 결정하는 수업형태의 설계는 게임기반학습의 구성요소에 대

해 연구한 Plass 등(2015)의 연구를 따른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게임기

반학습의 구성요소는 학습 메커닉스, 미학적 디자인, 내러티브, 보상 시

스템, 연주될 악보, 학습할 내용 및 기술이다. 이 중 연주될 악보는 학교

수업 여건상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학습할 내용 및 기술은 수

업 요소 중 교과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수업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의미 반영된 실험 설계 원칙

교과 수업의 목적이 되는 교과

Ÿ 공통된 사전학습영상을 시
청하도록 한다.

Ÿ 두 게임 방식 활동에서 사용
되는 퀴즈는 같은 내용을 제
시하도록 한다.

학생활동
수업시간에 학생에 주로 요
구되는 학생활동

Ÿ 두 게임 방식 활동 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도록 한다.

수업형태
교사의 리더십과 다양한 자
원의 활용을 통해 결정되는
수업형태

Ÿ 보상 측면에서 같은 숫자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유형의 핵심적인 차이가 발
생하는 부분으로 세 유형 간에 다
양한 차이가 있다.

집단배열 교실에서의 집단 배열
Ÿ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수업진행시간
일정한 시간에 다루게 되는
교과 내용과 진행속도를 표
현하는 수업 진행시간

Ÿ 같은 시간동안 진행되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수와 학습과정에서 드러나
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Ÿ 두 게임 방식 활동 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도록 한다.

표 4. 수업 구성요소별 실험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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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 형태 부분은 수업 요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 부분으로 이것

은 이 부분에서의 메커닉스(Mechanics)설계가 결국 각 수업 유형 간의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설계상의 차이는 주로 적용된 규

칙으로 표현되며 다음 단락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여기까지 서술된 활동 유형 설계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앞으로 설계될

세 가지의 활동 유형은 Plass의 게임기반학습의 구성요소로 평가했을 때

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했다. 이것은 독립변수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Ÿ A활동은 기존의 설명식 수업을 상정한 것이다. 이 실험은 게임으로

볼 수 없거나 게임적 속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Ÿ B활동은 일반적인 게임수업을 상정한 것이다.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

야 하고 게임적 속성이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요소는 없어야 한다.

Ÿ C활동은 시뮬레이션 게임수업을 상정한 것이다. 경쟁적인 요소가 있

어야 하고 게임적 속성이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서술한 원칙과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 유형을 설

계하였다. 각 수업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에 서

술하였다.

활동 유형
기호

가정한 활동 유형
게임요소의
포함 여부

시뮬레이션
요소의 포함

A 설명식 수업 X 또는 △ X

B 게임 수업 O X

C 시뮬레이션 게임수업 O O

표 5. 활동 유형 별 게임, 시뮬레이션 요소 포함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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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지 풀이 활동

기존의 수업방법과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교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수업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개발된 학습 프로그램의 학습효과를 측정하

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에서 설명식 수업방법 또는 전통적 수업방법을 비

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수업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으로 진행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실험 연구

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길양숙(1999)은

중등학교 교사들의 수업방법 및 교수행동을 분석하여 설명 중심의 수업

이 가장 많이(43%) 관찰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연

구는 상당기간이 지난 연구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결과에

더하여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자문을 얻어 앞서 제시한 본 실험 연구

의 설계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진

행될 수 있는 수업활동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PPT: Microsoft Power Point)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교사가 설명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적절한 학습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이를 해결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그러

나 이 방식이 다른 중등학교의 모든 일반적 수업을 대표할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활동은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에 맞추

어 ‘학습지 풀이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활동은 15분간 진행되며 후술할 학습영상 제작에 사용된 PPT 슬라

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진행시의 주요 활동은 교사는 슬라이드 내용을 바탕으

로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이를 듣고 배부한 학습지에 빈

칸을 채우는 방식이다. 교사는 중간 중간에 학습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답을 이끌어 내었으며 참여활동이 활발한 학생들과 학습지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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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작성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였다. 지급되는 보상의 숫자

는 다른 두 게임방식 활동에서 지급되는 숫자와 같도록 하였다.

이는 비교실험을 위한 수업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대한 세부적

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수업내용이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본 학습지 풀이 활동의 세부적인 수업 과정은 사전에 계

획된 수업지도안[붙임 1] 및 수업 스크립트[붙임 2]를 따르도록 하였다.

사용된 학습지[붙임 3], 수업 지도안 및 세부 스크립트 역시 현직 중등지

리교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얻어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설명식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행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3)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과의 비교를 위해서 게임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서도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없는 게임 활동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실험 설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식의 게임이 필요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명과 단어가 적힌 카드를 뒤집어 가면서 짝

을 맞추는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을 설계하였다. 지리 교육에 활용되는

카드 게임으로는 스냅(snap), 루미(rummy :범주화하기), 카드분류(card

sorting) 활동 등이 있는데(조철기, 2015) 각 카드 게임 활동의 핵심적인

규칙은 카드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하는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카드 맞추기 게

임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들은 분단별로 나누어져 7～8명이 한 팀이 된다. 제시되는 전

체 카드의 개수는 20장으로, 10장의 카드에는 단어가 적혀있고 나머지

10장의 카드에는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팀

의 턴이 되었을 때 조원과의 토의과정을 통해 2장의 카드를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카드의 단어와 설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카드를 선택해야 한

다. 학생들이 카드를 선택하면 교사가 이를 교실전면에 비추어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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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에 반영한다. 카드에 적힌 개념은 학습영상에 등장하는 내용에

더하여 일부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고 본 실험의

다른 유형의 학습 활동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 역시 다른 활동 유형과 마찬가지로 15분간 진행된다. 시작 시에 학

생들에게는 PPT 슬라이드를 통해 <표 6>과 같은 규칙이 제시된다.

① 각 분단은 한 조가 됩니다.

② 조에서 한 명 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2장씩 공개합니다.

③ 뒤집은 두 장의 카드가 설명과 답에 해당하면 그 조는 1점을 얻습니다.

④ 두 장의 카드가 설명과 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뒤집습니다.

*카드는 5초간 공개합니다.

⑤ 모든 카드가 공개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조가 승리합니다.

표 6. 카드 맞추기 게임 규칙

이 활동은 PPT 프로그램의 트리거 기능5)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슬라이

드 화면에 구현된 카드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실제 카드를 사용

할 경우 카드의 내구성이나 교실의 변수 등으로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

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인 게임 진행 화면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카드 맞추기 게임 진행 화면 그림 2. 카드 맞추기 게임 진행 화면

(카드가 제거된 화면)

5) Microsoft Power Point에 탑재된 기능으로 슬라이드 상의 개체를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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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카드 맞추기 게임의 순서도(flow chart)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카드 맞추기 게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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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실험설계의 원칙에 비추어 이 카드 게임이 본 실험에 적합

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Ÿ 규칙을 바탕으로 모둠 간 경쟁을 하는 활동으로 게임으로 볼 수 있다.

Ÿ 게임 내부의 주요 메커닉스는 카드를 맞추어 포인트를 쌓아 승리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있는 다른 원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는 볼 수 없다.

Ÿ 비교할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방식의 모둠 구조 설정 및 보상지급

이 가능하다.

이 활동의 학습지도안은 [붙임 4]와 같으며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

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안면타당도 확인을 거쳤다.

(4)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본 연구에서 설계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은 도시홍수와 관련된

원리 중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 포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지표수 불투수

면적의 확대로 집중호수시 개발 이전에 비해 첨두유량(尖頭流量)6)이 증

가하는 원리를 게임으로 구현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홍수는 “호우의 강도, 지속시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천홍수(River Flood), 도시홍수(Urban Flood), 돌

발홍수(Flash Flood), 해안홍수(Coastal Flood)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7). 그 중 도시홍수에 대해서 “도시의 주차장, 건

물, 도로 등의 불투수 지역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특성으로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한 첨두홍수의 증가 및 도달 시간

6) 1일 또는 일정기간에 대해 시간에 따른 유량 곡선을 작성할 때 이때 유량이
가장 높은 지점을 첨두 유량이라 한다.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백
과사전(2019.12.02)

7) 한국수자원공사, https://www.water.or.kr/disaster/general/flood/info.do?seq=
1822&p_group_seq=1821&menu_mode=3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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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축, 도시 내수배제의 불량으로 인한 주택지, 상가 공장지 등의 침수

에 의한 피해가 지배적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도시홍수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로 김보경 등(2011)은 도시 홍수의 위험

요인을 도출한 연구에서 그 요인으로 강우량의 변동, 토지 이용 변화율,

인구밀도, 도시화 집중화를 들었다. 강정은·이명진(2012)은 도시 홍수 예

방을 위해 녹지를 비롯한 투수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역 개

발 제한 및 하수관거 증설, 저류시설, 펌프장 확보 등의 정책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창열·신상영(2014)는 불투수면이 도시 홍수에서 유

출 및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대상 인자임을 확인하였고 연구 대상

지역에서 불투수면 규제를 통해 유출체적의 약 20%, 첨두유량의 경우

약 15% 정도임의 유출체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도시홍수에 관

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 도시홍수의 위험성

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홍수와 관련한 학습 원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설계하였다.

홍수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책

또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Taillandier and Adam, 2018).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메커닉스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업 중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연구로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방

식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포장면적 증가에

따른 홍수가능성의 증가라는 하나의 원리만을 남기고 나머지 요소는 가

능한 제거한 게임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설계된 게임은 실제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가능한 활동이어야 수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본 연

구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형태를 구현

하고자 하였고 이 활동의 타당성에 대해서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안

면타당도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설계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 맞추기 게임과 마찬가지로 전체학생들은 분단별로 나누어져 7～8

명이 한 팀이 된다. 전체적인 과정 역시 카드 맞추기 게임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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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전면의 PPT 슬라이드를 통해 진행하고 조별로 선택내용을 교사에

게 전달하면 교사가 해당 요소를 클릭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

행한다. 집의 숫자에 따라 홍수를 일으키는 확률에 변화를 주는 메커닉

스를 구현하기 위한 주사위 2개를 준비한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아무것

도 쓰여 있지 않으며 비닐재질로 되어 있어 보드마카를 통해 각 칸에 새

로운 글자를 쓰고 지울 수 있는 주사위이다. 게임이 진행되는 슬라이드

<우리 마을의 홍수를 막아라>

여러분은 새로운 마을을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식구들이 살

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 주변의 땅을 포장하면,

비가 왔을 때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

니다.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최대한 마을을 개발해 보세요!

표 7.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사전 스토리

그림 4.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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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그림 4]와 같다. 게임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PPT 슬라이드를

통해 사전 스토리가 제시되고 이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제

시된다. 각각은 <표 7> 및 <표 8>과 같다.

게임이 시작되면 각 조는 1턴 마다 자신들의 마을의 한 개 구역에 집

또는 홍수터를 지을 수 있다. 각 조의 선택이 모두 끝나면 교사는 주사

위를 던진다.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두 개의 주사위 모두 홍수가 나오면

① 각 분단은 하나의 조가 됩니다.

② 각 턴에 참가자들은 집 또는 홍수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③ 집이 만들어지면 주사위의 면에 쓰여진 홍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④ 홍수터가 만들어지면 주사위 면에 쓰여진 홍수의 숫자가 하나 줄어듭니다.

⑤ 만일 홍수가 일어나면 각 조에서 건설한 집 절반이 부서집니다.

⑥ 부서진 집은 해당 턴에 문제를 맞추면 하나씩 복구할 수 있습니다.

⑦ 최종 턴 까지 집을 가장 많이 세운 팀이 승리합니다.

*부서진 집은 집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음.

표 8.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게임 규칙

개체명 도안 설명 및 관련 규칙

집

Ÿ 도시 내에 건설되는 모든 종류의 건물을 상정

한 것이다. 집의 숫자는 승리를 평가하는 기

준이 된다. 집을 건설시 홍수주사위의 면에

홍수를 하나씩 기입한다.

홍수터

Ÿ 홍수 예방 효과를 주는 홍수터를 상정한 것

이다. 홍수터를 건설시 홍수주사위 면에 쓰여

진 홍수 중 하나에 X표시를 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한다.

부서진

집
Ÿ 홍수의 피해를 입은 집을 상정한 것.

표 9. 선택지에 따른 객체 도안 및 관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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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일어난다. 홍수가 일어나면 이미 지어진 집의 절반이 부서진다

(집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 내림한 숫자의 집이 부서지는 것으로 함. 예)

3개일 경우 1개만 부서짐). 각 선택지에 따른 효과와 선택지가 게임의

진행 화면에 표현된 형태는 <표 9>과 같다. 각 형태의 도안은 무료 아

이콘 사이트8)를 이용하여 최대한 단순화된 도안을 구한 후 이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홍수가 일어나 부서진 집이 있는 경우에는 각 조는 부서진 집을 복구할

수 있다. 부서진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맞추어야 한다. 이에 출

제되는 문제는 학습영상으로 제시된 PPT 슬라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에 제시되는 카드 내용과 같은 내용이며

단답형 또는 OX방식으로 출제하였다. 이 활동 역시 15분간 진행되며. 최

종적으로 부서지지 않은 멀쩡한 집의 숫자가 가장 많은 조가 승리한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게임의 순서도는 [그림 5]와 같고, 전체 활동의 학습

지도안 내용은 [붙임 5]와 같다.

8) Nounproject, https://thenoun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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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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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된 활동 유형 비교

최종적으로 설계된 각 활동을 진행 과정 및 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

내면 [그림 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시간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5분 영상시청 영상시청 영상시청

  

15분

학습지 풀이 활동
(14분)

규칙설명(1분) 스토리 설명(30초)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14분)

규칙 설명
(1분 30초)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13분)

활동 종료 및
학습지 평가(1분)

  
학습지 작성

우수자 보상 지급
활동 종료 및 승리
모둠 보상지급

활동 종료 및 승리
모둠 보상지급

그림 6. 각 활동 유형의 시간 흐름에 따른 활동 내용 비교도

또한 이를 앞서 제시한 수업 구성요소 별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앞서 언급한 Anderson and Burns(1989; 김혜숙, 2018에서

재인용)의 수업 구성요소를 기본적인 구성 틀로 삼고 Plass 등(2015)의

게임기반학습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수업형태의 특징을 구분

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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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수업

구성요소

① 교과

Ÿ 학습지 및 PPT
슬라이드에 학
습내용 포함

Ÿ 카드를 맞추기
위한 내용 및
정답에 학습내
용 포함

Ÿ 복구 기회를 얻
기 위한 퀴즈
내용에 학습내
용 포함

Ÿ 게임 메커닉스
에 학습한 요소
포함

② 학생활동
설명을 듣고
학습지 작성

조원과 의견 공유
결정한 내용을
교사에게 이야기

조원과 의견 공유
결정한 내용을
교사에게 이야기

③ 수업형태 학습지 설명 수업 카드 맞추기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Plass
등
(2015)
의

게임
기반
교육
요소

학습
메커닉스

Ÿ 발표 학생 및
학습지 작성 우
수학생에 보상

Ÿ 카드를 맞추면
조의 점수 증가

Ÿ 점수가 높은 팀
이 승리

Ÿ 승리 조에 보상

Ÿ 집과 홍수터의
숫자에 따라
주사위에 적히
는 홍수 증가

Ÿ 집의 숫자가 높은
것이 승리조건

Ÿ 승리 조에 보상

미학적
디자인

영상과 같은 PPT
술라이드 사용

게임 진행 화면에
색채를 사용. 이외
에 특별히 없음

게임 진행 화면에
가능한 추상화된 단
순한 도안을 사용

내러티브 없음 없음 상황 부여

보상
시스템

Ÿ 수업 계획에 따
라 총 7∼8개
지급

Ÿ 승리조 1팀 전
원(7∼8명)에게
과자 지급

Ÿ 승리조 1팀 전
원(7∼8명)에게
보상 지급

④ 집단배열
6∼8명씩 3분단

배치
6∼8명씩 3분단

배치
6∼8명씩 3분단

배치

⑤ 수업진행시간 15분 15분 15분

⑥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질문과 대답 선택과 반영 선택과 반영

표 10. 수업 구성요소 별로 비교한 각 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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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학습 영상

본 실험에서 각 수업은 공통적으로 연구자가 제작한 5분간의 학습영상

을 시청하고 진행된다. 이것은 실험연구에 있어 모든 내용을 매번 교사

가 직접 설명하는 경우 변수의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된 지식을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있어서 관련내용 지식을 영상매

체를 통해서 미리 갖게 하는 방법은 다른 학습방법 검증연구에서도 활용

되고 있다(노태희 외, 2002; Telner et al, 2010). 또한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실 학습에서 게임 활동 이전에 어느 정도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이 진

행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학습 영상은 PPT의 추가 기능인 오피스 믹스(Office Mix)9)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영상 내용은 PPT를 이용해 제작한 수업용 슬라이드를 기반

으로 하여 강의자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직접 녹음,

제작하였다. 영상의 내용은 현재 시중에 출시된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연재해 도시 홍수에 대해서 한 수업

차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하

였다.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안면타당도 확인을 거쳤다. 이 영상의 화

면 및 스크립트는 [붙임 6]과 같다.

(2) 사회수업과 게임에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 및 인식

지리수업에서 게임 방식 활동 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

9) Microsoft Office의 추가 기능으로 교사가 대화형 수업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슬라이드에 교수자의 강의를 녹음하여 이를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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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학생들의 사회교과 호감도, 사회

교과에 대한 자신감, 게임에 대한 선호도, 게임 시간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급별로 분류된 학생들이 동질집단인지 확인하고자 이 내용을 포

함시켜 설문[붙임 7]을 실시하였다.

(3) 교사 변수

연구자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균일한 처치를 위해서는 교사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활동 방법의 차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발생

하는 교사 행동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나 교사의 옷차림 등 외적인 부분

이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가능한 균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실험이 진행된 2일간 연구자는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

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교사의 수업 태도와 관련하여 수업에 대한 성실도

및 교사 친절도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로 답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3.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연구가설 1>의 검증을 위해서 인식된 현실성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

다. 설문문항은 앞서 검토한 Potter(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광희

(1995)가 개발한 인식된 현실성에 대한 측정도구를 연구 과제에 맞게 변

용하여 학생들이 현실 경험을 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

다. 개발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검사결과 설문 영역

별로 요술창문 .830, 동일시 .823, 유용성 .835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해서는 학습한 개념에 대한 형성평가를 같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붙임 7]은 수업 중 언

급되는 지식 습득을 측정하는 단어 퀴즈로 서답형 단답형 3개 및 완성형

문항 2개를 출제하였다. 각 내용은 학습영상에서 언급된 바 있는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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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터, 제방, 포장, 집중호우였다.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 1개를 출제하였다.

이 내용은 영상 말미에 제시한 물음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포장된 주

차장 사진(A)[그림 7]과 포장사이에 땅을 드러낸 방식으로 만들어진 주

차장 사진(B)[그림 8]을 비교하여 땅을 드러낸 방식으로 만들어진 주차

장이 왜 홍수를 예방하는데 더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본 학습 활동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원리인 지표의 포장면적 증

가로 인한 도시홍수 발생의 가능성을 이해했을 경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였다.

단어 퀴즈는 연구자와 중등지리교사 1인이 채점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6점 만점으로 연구자가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직교사 3인이 채점하

였다. 채점 기준에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채점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따랐다. 점수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 협의하고 가능한

의견이 다수인 쪽의 견해를 따랐다. 최종적으로 반영된 채점 기준은 <표

11>과 같다.

그림 7. 포장된 주차장을 나타낸

사진(A)

그림 8. 땅을 드러낸 방식으로

포장된 주차장을 나타낸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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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내용

2점

B의 지표특성 또는 상대적인 A의 지표특성의 서술
* 흙, 토양, 자연 특성은 2점.
* 나머지 형태적 특성만 있는 경우 (틈, 공간) 1점.
* ‘땅’으로 표시한 경우는 문맥에 따라 논의.

2점
'흡수', '스며든다'등 특성으로 인한 효과 서술
* 그냥 빠진다, 흘러간다 등 표현이 모호한 부분은 1점 또는 논의

2점 위의 서술에 더하여 빗물이 강으로 천천히 간다는 내용 서술

표 11.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총 6점)

2) 연구 대상

본 실험의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중학교 3학년 학생 139

명 이었다. OO중학교는 교육과정상 사회1의 수업이 2학년에 이루어지고

본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지리 부분의 내용 지식은 사

회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상급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설문참여를 거부한 학생,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학생, 검사 문항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 지각 등으로 수업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26명을 제외하고 11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활동 유형별 학생들의 숫자는 <표 12>와 같다.

활동 유형 남 여 계

학습지 풀이 수업 15 21 36

카드 맞추기 게임 수업 17 26 4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18 16 34

전체 50 63 113

표 12. 연구 대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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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실험 절차

본 실험은 2019년 11월 11일～11월 12일 실시되었다. 개발된 활동 유

형인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활동을 6개 학급에 두 학급씩 무선배치 하였다. 연구자가 6차시의 수업

을 모두 실시하였고 해당 교과 시간의 지도교사가 참관하였다. 지도교사

는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각 수업은 공통적으로 5분간의 학습영상을 시

청한 후 15분간 서로 다른 방식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총 20분의 수업

활동 종료된 이후 약 7분간에 걸쳐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각

페이지를 해결하는 시간은 일정한 시간제한을 두었다. 설문 순서대로 동

질성 검사 문항은 1분,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 측정문항은 3분, 이후

문항에 대해서는 3분을 부여하였다.

4) 분석방법

수업유형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종속변수 별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각 집단별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샤폐(Scheffe)

의 후속검사(Scheffe post-hoc test)를 실시하였다. 일부 항목은 분산 동

질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웰치

(Welch)의 분산분석(Welch’s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고 던넷의

T3 후속검사(Dunnett’s T3 post-hoc test)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추가로 활동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내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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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분석

1. 통제변수에 대한 동질성 분석

1) 동질성 검사 결과

각 실험 집단별 동질성을 사회과목 호감도, 사회과목 자신감 정도, 게임 선

호도, 게임 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그 결과 활동 유형

별 각 집단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각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항목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사후 검정

사회수업
호감도

학습지풀이활동(a) 36 3.89 1.635

.642 .528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3.51 1.609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3.76 1.232

사회과목
자신감
정도

학습지풀이활동(a) 36 4.11 1.769

1.538　 .219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3.44 1.906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3.71 1.268

게임
선호도

학습지풀이활동(a) 36 5.22 1.838

.221 .802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5.02 1.793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5.26 1.504

게임
시간

학습지풀이활동(a) 36 3.08 1.442

1.390　 .253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2.79 1.712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3.38 1.436

표 13. 동질성 검사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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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수업태도 동질성 검사 결과

학습 유형을 진행한 교사에 대해 느낀 태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는 <표 14>과 같다. 그 결과 수업 유형별 각 집단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없어 학습 유형을 진행 교사의 태도에 대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2. 활동 유형이 인식된 현실성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활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지 풀이 활동

및 다른 게임 방식의 활동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인식된 현실성

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식된 현실성과 그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활동

유형에 따라 인식된 현실성의 각 영역 및 총점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활

동 유형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 영역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항목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확률(p) 사후 검정

교사
친절도
인식

학습지풀이
활동(a)

36 6.25 1.052

.139 .871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6.12 1.276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6.15 1.105

교사
성실도
인식

학습지풀이
활동(a)

36 6.31 1.009

.281 .756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6.12 1.199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6.21 1.122

표 14. 교사태도 설문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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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활동 유형에 따라서 인식된 현실성 하위영역인 요술창문,

동일시, 유용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식된 현실성

총점에서도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

구가설 1>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을

통해 제시된 학습내용을 학습지 풀이 방식이나 카드 맞추기 게임 방식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에 비해서 특별히 더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않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세 집단의 인식된 현실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그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총점에서 학습지 풀이 활동이 카드 맞

영역 활동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사후 검정

요술창문

학습지풀이
활동(a)

36 12.31 5.047

0.353 .703 a=b=c
(Scheffe)

카드맞추기
게임활동(b)

43 11.56 4.136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11.53 4.266

동일시

학습지풀이
활동(a)

36 13.67 4.256

1.543 .218 a=b=c
(Scheffe)

카드맞추기
게임활동(b)

43 12.42 3.917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12.09 3.872

유용성

학습지풀이
활동(a)

36 15.47 3.851

2.528 .084 a=b=c
(Scheffe)

카드맞추기
게임활동(b)

43 13.67 3.822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13.97 3.424

인식된
현실성
총점

(요술창문+
동일시,+
유용성)

학습지풀이
활동(a)

36 41.44 11.527

1.483 .231 a=b=c
(Scheffe)

카드맞추기
게임활동(b)

43 37.65 10.943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37.59 10.454

표 15. 인식된 현실성 전체 및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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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게임 활동 및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보다 각각 3.79, 3.85 높

게 나타났다. 즉, 적은 차이지만 학습지 풀이 수업의 평균값이 게임 활동

들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

습지 풀이 활동을 통해 인식한 현실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원인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실험 설계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게임 방식의

수업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정확히 게임 방식 수업의 어떤 요

소에서 오는 효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설계를 하고자 가능한 단순화하고 통제 가능한 실험 도구를

설계하였다. 때문에 본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홍수를 겪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나, 홍수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등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현실 상황을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의 효과를 충분히 전달 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 매체들이 주는 현실감은 교실

에서 수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은 부분이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진행하는 게임이 현실을 반영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학습지 풀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학습에서 진행하는

교사 주도의 설명 방식도 학생들에게 상당한 현실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학생들이 실험과정

에서 학습주제와 관련 있는 매체에 노출된 정도에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험과정 중에 제시된 매체에는 언어,

그림, 사진이 있는데 에드가 데일(Edgar Dale)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에 비추어 보면 이 중 가장 구체성이 높은 매체는 학습영상

및 수업용 PPT슬라이드에 사용된 사진자료이다. 세가지 수업유형에서

학습영상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학습지 풀이 수업에서는 PPT슬라

이드를 다시 한 번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학습영상에 사용된 사진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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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유형보다 더 오랜 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전반적인 현

실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Crookall(2010)은 시뮬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무엇

이든 다른 무언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사용

하는 외부의 시뮬레이터의 어떠한 객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

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뮬레이션

이 학생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꼭 게임을 통해 체험하

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읽고 학습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고 어쩌면 이를 체험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각

활동 유형이 준 현실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 활동 유형이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지 풀이 활동 및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수업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단어 퀴즈 및 서술형 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평가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활동 유형에 따라 단어 퀴즈 및 서술형 점

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각 활동 유형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

영역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단어퀴즈 점수 분석결

과는 <표 16>과 같다.

항목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사후 검정

단어퀴즈
점수

학습지풀이
활동(a) 36 4.14 1.313

9.120* 0.000
b = c < a
(Dunnett
T3)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2.70 1.684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3.24 1.437

* p < .001

표 16. 단어퀴즈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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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에서 단어퀴즈 점수는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

에 Welch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 유형에 따라서 단

어 퀴즈 점수에 유의한 차이(F=9.120, 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서 Dunnett T3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지 풀이 활동

은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및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과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활동에서 수행한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지 풀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유사한 형태로

학습지에 직접 적어본 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 방식이 단어퀴즈 결과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에

게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학습지 풀이라는 방법이 갖는 효과성과 그

에 비해서 갖는 게임방식 활동의 한계점을 부각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과 카드 맞추기 게임의 결과

간의 비교에는 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카드 맞추

기 게임에서 그 답과 문항이 수차례 반복해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 홍

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는 그 개념의 뜻에 대해서 학습영상 이후에

는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단어 퀴즈의 평균이 홍수시뮬레이션 게임이

0.5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카드 맞추기 게임과정에서 제시

된 개념은 10가지이고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나타난 개념은 5가지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이 더 설문문항에 집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개념을 숙지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

다. 하지만 그 개념의 뜻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시뮬레이션

게임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영상에서 배운 개념을 체험하면서 꽤 효과적

으로 습득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서술형 문항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 서술형 문항 점수(F=3.311, p <

.05)에는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사후분석 샤페 검정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술형 문항 점수 분석결과는 <표

17>와 같다.



- 54 -

항목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p) 사후 검정

서술형
문항
점수

학습지풀이
활동(a)

36 3.14 1.726

3.311* 0.040 a=b=c
(Scheffe)

카드맞추기게임
활동(b)

43 2.23 1.660

홍수시뮬레이션
게임활동(c)

34 2.94 1.575

* p < .05

표 17. 서술형 문항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습지 풀이 활동을 통해 원리를 이해한 정도

와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을 통해 원리를 이해한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어 퀴즈 점수와 서술형 문항 점수에 대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이 학습지 풀이 활

동에 비해서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서술형 문항 분석결과에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이

학습지 풀이 활동에 준하는 원리 이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리를

되새기고 깨닫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인식된 현실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

습효과가 이를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 자

체가 학습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

기위한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

다.

4. 학습자들의 서술내용 내용분석

활동 유형별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

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간에는 인식된 현실성 및 원리 이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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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식 습득에 있어서는 학습지 풀이 활동의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학

생들이 활동에 대한 감상을 작성한 3번 문항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이상호(2007)의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분석의 방법을 일부 참고하여 분석

기준 설정, 코딩(coding)10)과 결과 해석 과정을 거쳤다.

사전에 선정한 분석기준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식된 현실성이 드

러난 문장을 찾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문장 중에 ‘위험성을 느꼈다’와 관

련된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 인 지식 습

득 및 원리 이해도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배웠다’와 관련 내용을 하

나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는 코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술이 있을 경우 코더(coder)와 협의를 통해 기준

으로 포함시켰다. 내용분석에 참여한 코더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3명이었

다. 코더간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되 연구자가 아

닌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다.

설문지의 3번 문항 내용은 “오늘 진행한 활동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였고, 실험에 참여한 113명의 학생 중 이에 응답한 학생은

83명이었다. 미리 선정된 기준 및 여러 번 등장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기준으로 설정된 분류들은 재미있다(35명, 31.0%), 알게 되었다·배웠다

(23명, 20.4%), 색다르다(7명, 6.2%), 위험을 느꼈다(5명, 4.4%), 재미없

다·지루하다(6명, 5.3%), 유익하다(5명, 4.4%)가 있었고 나머지 내용은 기

타로 처리하였다. 하나의 대답에 2가지 반응이 확인되는 대답(15명,

13.3%)은 전체적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유형별로도 그 비중에 큰 차

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 유형에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재미있다는 서술은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에서 가장 많이(15명, 34.9%)

나타났고 학습지 풀이 활동에서 가장 적게(8명, 22.2%)나타났다. 해당 집

단의 비율을 감안할 때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과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10) 내용분석에서 분석단위를 분석기준에 맞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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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 나타난 비율(12명, 35.3%)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었다. 재미있

다는 서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Ÿ 재밌었고 또 해보고 싶은 활동이다.(학습지 풀이 활동)

Ÿ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학습지 풀이 활동)

Ÿ 게임이 없었으면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나름 재미있었다.(카드 맞추

기 게임 활동)

Ÿ 오늘 내용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영상도 보고 카드 뒤집기 게임도 해

서 재밌었다.(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Ÿ 그 게임이 재미있었다.(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Ÿ 재미있고 활동도 재미있었어요!(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알게 되었다·배웠다의 범주에 들어가는 서술은 학습지 풀이 활동에서

가장 많이(10명, 27.8%)나타났고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 가장

적게(5명, 14.7%) 나타났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서술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었다.

Ÿ 오늘 수업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학습지 풀이 활동)

Ÿ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학습지 풀이 활동)

Ÿ 카드 뒤집기를 보고 생각난 게 많아서 지식이 쌓인 기분이다.(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Ÿ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은 알지 못했는데 새롭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Ÿ 홍수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다. 이 교육으로 잘 알게 됨.(홍수 시뮬레

이션 게임 활동)

Ÿ 홍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콘크리트는 홍수가 났을 때 물을 흡수 못

하니 흙으로 만든 주차장도 알게 되었다.(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위험성에 대해서 느꼈다는 범주에 들어가는 서술은 학습지 풀이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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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명(8.3%),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에서 2명(4.7%),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 3명(8.8%)이 나타났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서술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Ÿ 자연재해 중 하나인 '홍수'에 대해 더 알게 됐다. 우리 주변에서도 홍수

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학습지 풀이 활동)

Ÿ 우리 주변에 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학습지 풀

이 활동)

Ÿ 홍수의 위험성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대처방안을 생각해봐야 겠

다.(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Ÿ 우리도 언젠간 홍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Ÿ 홍수의 위험성을 몰랐는데 그 위험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아 뜻 깊었

던 것 같다.(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Ÿ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위험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대비

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전반적으로 진행된 수업활동에 흥미를 느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고

그 비율은 학습지 풀이 방식보다 게임 방식의 활동에서 더 높게 나타나

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게임방식 활동의 주요 이점인 흥미유발 효과

가 여기서도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거나 배웠다는

방식의 서술은 학습지 풀이 방식의 활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이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습활동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활동의 원형

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를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하

지만 나머지 게임 방식의 활동들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

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앞서 원리 이해도를 분석한 부분에서

세 집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도 학습의 느낌을 상당부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

로 홍수의 위험성에 대한 응답을 한 학생들의 수는 각 집단별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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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또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러한 응답을 나타냈다. 이것은 현재

시도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활동이 주는 인식된 현실성이 다른 학습

유형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온 인식된 현실성 분석 결과

를 뒷받침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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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혼재되던 게임, 시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교수학습방법으로서 게임 방식 활동의 분

석을 위한 게임 및 시뮬레이션의 속성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리된

게임의 속성은 규칙을 통한 경쟁 활동이며,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원리가

반영되었다는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고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러한 게임과

시뮬레이션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았다. 이어서 기존의 많은 게임

기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정확한 게임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는 문제의식을 갖고 Plass 등(2015)의 게임기반 교육의 디자인 요소 및

Anderson and Burns(1998; 김혜숙, 2018에서 재인용)의 수업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각 요소를 최대한 통제한 실험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지리교육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

한 결과 그 학습효과의 검증은 학습 동기나 흥미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뮬레이션의 주요 속성은 현실의 원리반영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의 의

견이 모아짐에도 시뮬레이션 게임의 현실 체험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실제로 현실감을 줄 수 있는

지, 그 학습효과가 현실감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홍수를 주제로 하여 학습지 설명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세 가지 유형의 학습 활

동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식된 현실성과 지식 습득 및 원리이해

정도를 측정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은 전통적 수업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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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풀이 활동 및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는 일반적 게임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학생들에게 현실

감을 준다고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하나는 학습지 풀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학습에서 진행하는 활동

방식도 학생들에게 상당한 현실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원리를 적용하여 게임을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그 활

동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현실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실

험 연구를 위한 다양한 메커닉스의 제한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현실감

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과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는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은 전통적 수업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학습지 풀이 활동과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지식 습득 부분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지식 습득 부분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 활동이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도구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습지 설명 활

동과 설문지의 매체 형태는 같기 때문이다. 연습한 활동을 그대로 유사

하게 반복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카드 맞추기

게임과 비교하여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관련 개념에 노출된 정도가

높지 않은데도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의 단어 퀴즈 점수가 높게 나온 것

은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개념 습득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과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는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은 전통적 수업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학습지 풀이 활동과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었다. 학생들이 교사가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원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현실감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습효과나 참여효과를 현실감에 연결하여 해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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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 자체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실험도구의 타당성이 충분한 정도로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험도구를 구성하는 과정에 현직 지리교사들의 자문을

얻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실험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각에 대해 충

분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좀 더 타당한 실험설계를 위해서

지리교육 및 도시홍수와 관련된 연구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검토를 받

고 실험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도시홍수의 세부적인 요소를 과연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오개념의 발생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다각도로 비판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진 여러 가지 단순화에 대해서 그 이점이 단순화로 인한 문제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학습 활동의 어떤 수업도 완전한 수업을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본 실험연구 의도가 통제된 실험을 추구하기 때문이지만, 실제

현장의 어떤 수업도 5분 정도의 영상을 시청하고 15분 가량의 한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치지 않는다. 특히 설계한 게임 활동에서

는 디브리핑(debriefing)11)이 빠져있다. 디브리핑의 중요성은 게임관련

학습연구에서는 항상 강조되고 있다(Crookall, 2010). 따라서 디브리핑을

포함한 다른 수업 활동을 설계에 포함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의 동질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11) 학습에 게임을 적용한 분야에서 디브리핑은 각자 겪은 게임 상황을 공유하

면서 그들의 게임 경험과 성찰내용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Taillandier and

Ada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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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카드 맞추기 활동을 진행한 2번째 집단은 전반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호감도나 게임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으나 이 차이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이는

본 실험 결과를 일반화해서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

는 물론 연구자의 역량의 부족이나, 교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한

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학급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1개 학

교 내에서 3개의 집단을 확보할 수 있는 실험장소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때문에 집단의 동질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실

험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이러

한 현상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양적 연구를 위한 여러 가

지 방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수업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주는 현실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활동에서 구성된 메커닉스가 너무 단순

하기 때문에 현실감에 차이가 없는 것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교실 수

업상황에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일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게임을 구성하는 메커닉스와 관련해서 이를 어떤 방향

(메커닉스 자체의 숫자, 메커닉스간 연결 숫자)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더

현실감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수업내의 시뮬레이션 과정에 현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매체들을 동원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소

그 맥락은 다르나 최근의 VR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용자에게 좀 더

현실감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자 것은 학습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지표

로 받아들여진다(소요환, 2016). 교실 내의 연구에서도 시뮬레이션 게임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감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지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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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더 많은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Plass 등(2015)

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기술 및 지식이 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나머지

구성요소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진행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리교육의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본 실험과는 전혀 다른 실험 설계가 필요할 것이므

로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 활용 연구가 이루어져 그

사례가 점차 누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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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붙임 1] 학습지 풀이 활동 수업 지도안

교과 사회 학년 2

학습주제 인간�활동이�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

학습목표 도시의�발달이�홍수�위험의�증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이해할�수�있다.

성취기준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을� 비

교하여,� 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줄일�수� 있는�방안을�모색한다.

교수학습자료 학습영상,� 학습지,� 상품

단계

(소요시간)

교수-학습�활동

교사 학생

도입

(5분)

-� 본� 차시�학습내용을�소개한다.

-� 학생들이� 사회1� 5단원� 수업� 중에�

배웠던� 관련� 학습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한다.

-� 교사는� 본� 차시� 학습내용을� 바탕으

로�제작된�학습영상을�보여준다.

-� 학생들은� 사회1� 5단원에서� 학

습한�학습내용을�떠올린다.

-�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학습영

상을� 시청하면서� 도시� 홍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어떠

한�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

록�한다,

전개2

(15분)

-�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배부하

고� 학습영상과� 같은� 내용의� PPT를�

다시� 한� 번� 활용하면서�학습지의�빈

칸을�채워가는�활동을�진행한다.

- 학습지를�수거한다.�

- 학습지�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학습지

의�빈칸을�채울�수�있도록�한다.

- 학습지를�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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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습지 풀이 활동 수업 스크립트

계획
시간

내용 슬라이드 화면

00:00
(학습지 배부)
교사 : 지금부터는 시청한 PPT를 다시한번 되짚어 가면서

학습지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 하천이 범람하여 건물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현
상을 뭐라고 했었죠?

학생들 : (대답)
교사 : 네 홍수라고 했었죠. 처음으로 대답해준 학생 감사합

니다. (보상지급)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문제 중에
서 1-다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라고
적으면 되겠죠?

교사 :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뭐라고 했었죠?

학생들 : (대답)
교사 : 네 집중호우라고 했었죠? 이렇게 도시에서 집중호우

가 내리는 경우에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 : 그래서 이렇게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
니다. 여러분 배수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경
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배수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홍수 예
방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들이에요.

3:00 교사 : 자 그런데 도시를 개발하고 여러 시설을 설치하면 물
도 잘 흘러내려가고 좋은 것일 텐데, 도시가 개발되
면 오히려 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었죠?

교사 : 이 슬라이드에서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쪽에
이 도로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건 뭐죠?

학생 : (대답)
교사 : 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였죠. 여러분 학습지의 1-가

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보세요.
교사 :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주차장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것은 뭐라고 했었죠? 우리 학교도 다 이걸로 지어
져 있어요.

학생 : (대답)
교사 : 네 콘크리트 이었죠. 이제 1-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겁

니다. 같이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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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자 이렇게 도시가 포장이 되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비가 내렸을 때 물이 흙에 스며드는데,

교사 : 바닥이 포장이 되면 비가 바닥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을 타고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죠.

교사 : 그래서 도시개발 이전에는 이렇게 땅이 흙으로 된 경
우가 많고 비가 내려도 50%정도가 땅으로 흡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빗물이 지하를 통해서 천천히
땅으로 가죠.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고 포장된 면적
이 넓어지면 빗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15%정도로
줄어들고 빗물이 하수도나 표면을 통해서 빠르게
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사 : 그래서 과거에 개발이 되기 전에는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빗물을 땅이 흡수했다가 천천히 강으로 보
내니까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비가 강으로 바로 흘러드니까 홍
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7:30 교사 : 그런데 우리가 포장을 하는 게 일부러 홍수를 일으키
려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땅을 포장하
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었어요? 학습지에 2번 문제
가 있죠. 시간을 1분정도 줄테니까 한번 적어봅시
다.

(1분부여)
교사 : 네 누가 작성한 내용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

요?
학생 : (대답)
교사 : 네 훌륭합니다. (보상지급) 말해준대로 바닥이 포장되

지 않으면 비가 오는 경우에 통행이 대단히 불편하
고 또 맑을 때는 흙먼지가 엄청 날리겠죠.

교사 :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흙
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 쌓은 둑을 뭐라고
했었죠?

학생들 ; (대답)
교사 : 네, 제방이었죠. 학습지에 1-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겁

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천에도 제방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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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교사 : 그리고 다음으로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천 주
변에 비워둔 땅을 뭐라고 했었죠?

학생들 : (대답)
교사 : 네 홍수터라고 했었죠. 이 홍수터의 개념이 약간 어

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
물이 넘치려고 할 때 이 옆쪽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서 강물이 넘치면 이쪽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집들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사 : 자 다음으로 아까 영상에 등장한 이 내용이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알겠나요? 이 내용은 3번과 관련이 있
습니다. 3번도 시간을 1분정도 줄테니까 한번 해결
해 보기 바랍니다.

(1분부여)
교사 : 자 3번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4개정도 문항이 있는데 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저 학생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
기 위해 도시의 면적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땅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네 그렇죠.
포장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다음으로 포장된
땅은 흙으로 된 자연 상태의 땅에 비해서 빗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네 낮다. 포장된 땅은 흙으로 된
자연 상태의 땅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물을 강으로
흘려보낸다. 따라서 빗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속도가
빨라지면 홍수가 일어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결과적
으로 도시가 개발될수록 홍수가 일어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네 훌륭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보상지급)

13:30

15:00

교사 : 자 마지막으로 4번도 적어봅시다. 시간을 약간 주도
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내용은 여기까지입니
다. 학습지를 제출해 주세요.

(학습지 수거)
(1분 이내에 학습지를 육안으로 평가하여 우수 학생에게

3~4개의 상품 지급)



- 76 -

[붙임 3] 학습지 풀이 활동 학습지

인간�활동으로�증가하는�

자연재해의�피해
( )반 ( )번 이름( )

1.� 용어해설

가.(� � � � � � � � � � � � )� :� 석유를�정제하고�난� 뒤� 나온�물질.� 건축�재료나�도로포장에�이용함.

나.(� � � � � � � � � � � � )� :� 시멘트에�모래와�자갈을�섞어�만든�것.� 건축이나�도로포장에�쓰임.

다.(� � � � � � � � � � � � )� :� 하천이나�호수의�물이�흘러넘쳐�주변지역에�피해를�입히는�재해.

라.(� � � � � � � � � � � � )� :� 홍수가�났을�때를�대비하여�하천�주변에�비워�둔� 땅�

마.(� � � � � � � � � � � � )� :� 물이�넘쳐흐르는�것을�막거나�물을�저장하기�위하여�흙이나�돌,� 콘크리트�

등으로�막아�쌓은�둑.

2.� 도시를�아스팔트,� 콘크리트�등으로�포장하면�어떤�편리한�점이�있을까요?�

→

3.� 도시가�개발됨에�따라�도시의�홍수�위험이�높아지는�원인�

� � � (알맞은�답을�선택하거나�빈칸을�채워봅시다.)

� 가.� 도시의�인구가�증가하면�더�많은�사람이�거주하기�위해�도시의�면적이�넓어지고�그�과정에서� �

자연�상태의�땅이�아스팔트,�콘크리트�등으로� (� � � � � � � � � )되는�면적이�늘어나게�된다.

� 나.� 포장된�땅은�흙으로�된�자연�상태의�땅에�비해서�빗물을�흡수하는�능력이� (� 낮다� /� 높다� ).

� 다.� 포장된�땅은�흙으로�된� 자연�상태의�땅에�비해서� (� 빠른� /� 느린� )속도로�물을�강으로�

흘려보낸다.

� 라.� 빗물이�강으로�흘러드는�속도가�빨라지면�홍수가�일어날�위험성이� (� 증가한다� /� 감소한다� ).

→�결과적으로�도시가�개발될수록� (� � � � � � � � � � )가�일어날�위험성이�증가할�수� 있다.

4.� 영상에�등장한�도시에서�발생하는�홍수의�피해를�줄이기�위한�대책으로는�어떤�것이�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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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수업 지도안

교과 사회 학년 2

학습주제 인간�활동이�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

학습목표
도시의� 발달이� 홍수� 위험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해할�수� 있다.

성취기준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수학습자료 학습영상,� 파워포인트,� 상품

단계

(소요시간)

교수-학습� 활동

교사 학생

전개

(5분)

-� 본� 차시�학습내용을�소개한다.

-� 학생들이� 사회1� 5단원� 수업� 중

에� 배웠던� 관련� 학습내용을� 떠

올릴�수� 있도록�한다.

-� 교사는� 본� 차시� 학습내용을� 바

탕으로� 제작된� 학습영상을� 보여

준다.

-� 학생들은� 사회1� 5단원에서� 학습

한�학습내용을�떠올린다.

-�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학습영

상을� 시청하면서� 도시� 홍수가� 자

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

다,

전개2

(15분)

-� 카드�맞추기�게임을�통해�학습내용을�되새길�수�있도록�한다.

<카드� 맞추기�게임>�게임방법

(1) 각 분단은 한 조가 됩니다. 
(2) 조에서 한 명 씩 돌아가면서 카드를 2장씩 공개합니다. 
(3) 뒤집은 두 장의 카드가 설명과 답에 해당하면 그 조는 1점을 

얻습니다.
(4) 두 장의 카드가 설명과 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뒤집습니다. 
(5) 모든 카드가 공개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조가 승리합니다.

-� 학생이� 선택한� 카드를� PPT화면

에�반영한다.

-�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은� 모둠

에�보상한다.

-� 선택한� 카드를� 교사에게� 이야기

한다.

-� 조원과의� 협력해� 가면서� 가장� 많

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노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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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수업 지도안

교과 사회 학년 2

학습주제 인간활동이�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

학습목표
도시의� 발달이� 홍수� 위험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할�수� 있다.

성취기준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인한� 피해가� 증가하거나�감소한� 지

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한다.

교수학습자료 학습영상,� 파워포인트,� 주사위,� 상품

단계

(소요시간)

교수-학습�활동

교사 학생

전개

(5분)

-� 본� 차시�학습내용을�소개한다.

-� 학생들이� 사회1� 5단원� 수업� 중에�

배웠던� 관련� 학습내용을� 떠올릴�

수�있도록�한다.

-� 교사는� 본� 차시� 학습내용을� 바탕

으로� 제작된� 학습영상을� 보여준

다.

-� 학생들은� 사회1� 5단원에서� 학

습한�학습내용을�떠올린다.

-�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학습영

상을� 시청하면서� 도시� 홍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어떠

한�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

록�한다,

전개2

(15분)

- 홍수�시뮬레이션�게임을�통해�도시홍수의�원리에�대해서�학습한다.

<홍수� 시뮬레이션�게임>�게임방법

①�각� 분단을� 1조로�편성하고�조별�각�자리를�칠판에�표시한다.

②�한명씩�돌아가면서�퀴즈�또는�게임을�통해�개발� 기회를�얻는다.

③�개발기회에는�집�또는�홍수터를�만든다.�

④� 집� 숫자가�늘어나면�주사위의�면에�쓰여진�홍수의�숫자가�늘어난다.

⑤�반대로�홍수터를�설치하면�주사위�면에�쓰여진�홍수의�숫자를�하나�줄인다.�

⑥� 만일� 홍수가�일어나면�각�조별로�집의�절반이�사라진다.�

⑦�최종� 턴(약� 6턴)까지�건물을�가장�많이� 세운팀이�승리합니다.�

⑧�승리� 조에�간단한�보상을�준다

-� 학생이� 선택한� 내용을� PPT화면에�

반영한다.

-�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은� 모둠에�

보상한다.

-� 선택한� 내용을� 교사에게� 이야기

한다.

-� 조원과의� 협력해� 가면서� 최종턴

까지� 가장�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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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학습영상 캡쳐화면 및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인간 활동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건물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
기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
나요?
(클릭)네 바로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집중호우’라고 하는
데요.
이 집중호우 현상은 도시에서 홍수를 일
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
시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겠죠? 그래서
도시에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릭)
사진과 같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빗물이 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어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수구가 잘 설치되었다고
해도 도시의 개발이 진행되면 (클릭) 점
점 홍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어
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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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는 자동차도 다녀야 하고 건물도
세워야겠죠? 그래서 도시의 땅은 (클릭)
(클릭) 사진과 같이 단단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과 도로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이 이
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식으로 도시가 ‘포장’된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도시를 홍수의 위
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바닥들의 문제점
은 바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
는다는 것입니다.
포장되기 전의 흙바닥은 이렇게 빗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복클릭)반면에 포장된 이후에는 빗물
은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가 개발되기 전의 풀밭, 숲
같은 곳에는 흙으로 된 땅이 있어서 내리
는 비를 흡수하여 빗물이 천천히 강으로
흘러들었던 반면 (클릭) 도시가 개발된
후에는 도시의 많은 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클릭)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강
으로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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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시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 그림
과 같이 (클릭) 원래는 일어나지 않던 홍
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도시의 바닥을 포장하는 것은(클릭) 사람
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만
일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다면 (클릭)여러
분은 비가 올 때마다 질퍽질퍽한 길을 다
녀야 하고, 도로에서는 (클릭)차들이 일으
키는 엄청난 흙먼지를 매번 들이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수가 일어
나는 것을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 쌓은 둑을 ‘제
방’이라고 하는데요.(클릭) 이렇게 강변에
설치된 제방은 강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홍수터를
만들어서 홍수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터는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하
천 주변에 비워둔 땅을 말합니다. (클릭)
(클릭) 이 사진은 홍수터의 모습을 나타
낸 그림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하
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우선적으로
이 홍수터로 흘러들어 (클릭) 홍수가 일
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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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다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
차장을 대신해서
(클릭) 사진과 같이 빗물을 흡수할 수 있
는 바닥을 가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두 사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비교
해보기 바랍니다.
(5초대기)
차이를 알 수 있겠나요?

오늘은 홍수라는 사례를 통해 인간 활동
에 의해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홍수 말고도 인간
활동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킨 사례
는 많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없는 마구잡이 개
발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그 피해가 사람
들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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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실험 설문지

<지리 수업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지리 수업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

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 수업, 특히 자연재해 수업과 관련하여 효

과적인 수업 방법을 어떻게 개발할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서는 여러분에게 앞서 진행된 지리 수업 활동과 관련된 설문 문

항이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제시되는 과제 및 설문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연구 참여 여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끼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분은 ‘연구 참여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설문지를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는 중학교 지리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

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동의 여부를 해당란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하승우

(전화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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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읽고�해당하는�번호에�표시해주기�바랍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

2. 나는 학교 수업 중 사회수업을 좋아한다.

3. 나는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데 자신이 있다.

4. 나는 평소 게임(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 보드게임 등 본인

스스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를 포함)을 좋아한다.

5. 본인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나요?(게임을 매일하는 것이

아닐 경우 평균적인 시간을 선택 할 것)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 ③ 1~2시간 ④ 2~3시간 ⑤ 3~4시간 ⑥ 4시간 이상

※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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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문항의�빈칸을�채우시오.

1.� 하천이나�호수의�물이�흘러넘쳐�주변지역에�피해를�입히는�재해를�무엇이라고�

하나요?� (� � � � � � � � � � � � )�

2.� 하천의�물이�흘러넘칠�때를�대비하여�하천�주변에�비워�둔� 땅을�무엇이라고�하

나요?� (� � � � � � � � � � � � � )

3.� 물이�넘쳐흐르는�것을�막거나�물을�저장하기�위하여�흙이나�돌,� 콘크리트�등으로�

막아�쌓은�둑을�무엇이라고�하나요?� (� � � � � � � � � � � � � � )

4.� 땅에�건물을�세우거나�그� 위로�사람들이�통행하기�위해�아스팔트나�콘크리트로�

덮는�것을�가리켜�지표를� (� � � � � � � � � � � � )한다고�이야기� 한다.

5.� 여름철�순간적으로�많은�양의�비가�단시간에�내리는�것을�의미하는�

� � � (� � � � � � � � � � )는� 도시홍수를�일으키는�주요�원인이다.

6.� 다음은�주차장의�서로�다른�두� 가지�형태의�포장�방식을�나타낸�사진입니다.� A

와� 비교했을�때� B형태의�포장방식이�왜� 홍수를�예방하는데�좋을지�근거를�들어�

간단히� 아래에�적어봅시다.

※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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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읽고�답해주기�바랍니다.

1.� 오늘�들은�수업과�관련된�아래� 문항을�읽고� 해당하는�곳에�∨표시해�주세요.

2.� 오늘�수업한�교사와�관련된�아래�문항을�읽고� 해당하는�곳에�∨표시해�주세요.

3.� 오늘�진행한�활동에�대한�감상을�자유롭게�적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1
주변에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강� 옆을� 지날� 때� 무

섭다는�생각이�더�많아질�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수업을� 들은� 후� 동네� 주변에� 홍수위험이�

있는�곳을�더� 신경�쓰게�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만약� 그런� 홍수피해를� 입는다면� 어떻

게�행동할까�하는�생각이�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에게도�홍수가�일어날까�무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에게� 홍수가� 일어난다면� 하는� 가정� 하에�

대처방안을�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홍수�대비책의�필요성에�대해서�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변의�홍수�대비책인�제방,� 하수구에�대한�

이미지가�좋게�바뀌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

은�수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항 전혀�아니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2-1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학생들을� � 친절하

게�대하였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수업에� 최선을� 다

하였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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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imulation Game

Method Activity in Geography

Class

: Focus on urban flood

Seung-woo Ha 

Geograph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se of games in education has been tried and studied by many 

teachers and researchers. Many scholars also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advantages of the games as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can be 

learned naturally with a pleasant, play-like process.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concept of games, empirical studies in the 

games as teaching-learning method have been difficult to draw refined 

conclusions. Nevertheless, students are now exposed to games more than 

ever before, while their interest in learning is falling gradually. In these 

recent situations, it will be meaningful to find ways to use gam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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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geography education, Walford(2007) 

states that games are valuable as a useful tool for geography educ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geography that requires understanding the dynamic 

situation of re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imulation games 

in geography class. Games, Simulations, and Simulation games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for each and every concept. This study limited these concepts 

to the contents that are applied as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mong 

the wide categories of games. In this standard, this study defined ‘Game’ as 

a competing action to win or lose based on a certain rule, and  

‘Simulation’ as having properties that reflect the principle of reality. Finally, 

‘Simulation game’ was defined as concepts that have both characteristics and 

this follows Park’s(2012) definition of simulation game as follows: “a 

method of learning that competes while solving a given task in order to 

reach the goal of victory in a hypothetical situation in which the learner 

feels like reality,” 

 Among the several effects of simulation games, what we tried to verify in 

this study is ‘Perceived reality’. There are lot of researches that tell us 

about benefits of simulation game. Hence,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perceived reality. We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simulation game in the 

classroom is really realistic. To do this, we designed a game activity 

without simulation elements and a learning activity corresponding to the 

traditional learning method. We also established some experimental design 

principles to design this experiment that to have more control over the game 

elements of the experimental tools.

 Considering the research theme of simulation game, the field of learning to 

apply this learning method is urban flood. The learning activities design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1)Worksheet Solving activity - a form of 

traditional explanatory instruction, (2)Card matching activity – a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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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game’ properties but not simulation, (3)Flood simulation game - a 

simulation activity with the property of 'game' and a central activity of this 

study. Each experiment class was conducted in a different group with 

homogeneity, and the degree of perceived reality, knowledge acquisition, and 

understanding of principles were measured.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ived reality of 

each type. This means that the degree of realism given by simulation game 

activity may not be much different from other activities. Next, in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worksheet Solving activity had a high result. This 

is the result of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worksheet Solving activity is 

effective in acquiring knowledge. Final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tivity types in understanding principl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that game-based activities do not lose their ability to learn 

principles compared to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learning effects of simulation games may not 

come from the feeling of experiencing reality. On the other hand, this is the 

result of highlighting the strengths of the game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enables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learning while 

maintaining high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ese results support the 

argument that attempts are needed to apply simulation games not only to 

urban flooding but also to various areas of geography education.

keywords : Geography education, Games, Simulation, Simulation

games, Urban flooding, Perceived reality.

Student Number : 2018-23724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게임을 활용한 학습
	1) 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관련된 개념
	2) 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구성요소

	2.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
	3. 선행연구 사례
	4. 현실감 측정을 위한 지표
	1) 프레즌스(presence)
	2) 인식된 현실성(perceived reality)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2. 연구변수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3.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2) 연구 대상
	3) 현장 실험 절차 
	4) 분석방법


	IV. 결과 분석
	1. 통제변수에 대한 동질성 분석
	1) 동질성 검사 결과
	2) 교사 수업태도 동질성 검사 결과

	2. 활동 유형이 인식된 현실성에 미치는 영향
	3. 활동 유형이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4. 학습자들의 서술내용 내용분석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붙임
	Abstract


<startpage>12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6
 1. 게임을 활용한 학습 6
   1) 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관련된 개념 6
   2) 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구성요소 8
 2.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 11
 3. 선행연구 사례 15
 4. 현실감 측정을 위한 지표 20
   1) 프레즌스(presence) 20
   2) 인식된 현실성(perceived reality) 23
III. 연구설계 25
 1. 연구가설 25
 2. 연구변수 26
   1) 종속변수 26
   2) 독립변수 27
   3) 통제변수 43
 3. 연구 방법 44
   1) 측정 도구 44
   2) 연구 대상 46
   3) 현장 실험 절차  47
   4) 분석방법 47
IV. 결과 분석 48
 1. 통제변수에 대한 동질성 분석 48
   1) 동질성 검사 결과 48
   2) 교사 수업태도 동질성 검사 결과 49
 2. 활동 유형이 인식된 현실성에 미치는 영향 49
 3. 활동 유형이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52
 4. 학습자들의 서술내용 내용분석 54
V. 결론 59
 1. 요약 및 결론 59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61
참고문헌 64
붙임 72
Abstract 8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