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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맥락과 학습자의 흥미를 무시하는 기존의 과학사 교육은 과학

의 본성(NOS)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륙이동설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맥락을 통해

NOS를 전달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 중

에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매체는 컴퓨터 게임이며,

그 중에서도 스토리가 주가 되는 장르는 롤플레잉게임(RPG)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에 10대 학생들의

게임 이용률은 91.9%나 되며, 그 중에서도 2순위가 RPG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륙이동설을 중심으로 과학사 롤플레잉 게임

(SHRPG)을 개발하고자 한다. 게임 개발을 위한 모델은 김상균

(2017)의 4F 프로세스를 적용했으며, 이 모델은 현황 분석, 목표

설정, 게임화 설계,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 분석 단계

에서는 선행 연구와 요구 분석을 하였고, 목표 설정 단계에서 교

육 게임화 범위를 대륙이동설의 역사에서 가능한 4 가지의 NOS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야기 구성 단계에서는 현대의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베게너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고 다시 현대로 돌

아오는 설정으로 구성하였으며, NOS 요소별, 그리고 재미 요소별

로 정리하였다. 메커닉스와 룰은 퀘스트, 보상, 퀴즈, NOS 점수와

랭킹을 포함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RPG Maker MV 툴을 사용

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과학교육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들

을 대상으로 한 2번의 알파테스트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번

의 베타테스트로 총 4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게임을 개발하였

다. 마지막 4차 테스트인 베타테스트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VNOS-C 사전·사후 설문, 만족도 조사, 면담을 통해 본 연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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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게임화가 추구하는 결과인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인

지 확인했다. 그 결과, SHRPG에서 의도한 NOS 요소 4 가지에 대

해 학생들이 게임의 스토리인 대륙이동설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4 가지 요소 중에서도 ‘창의력’요소에서 가장 뚜렷한 효

과를 보였다. SHRPG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스토리에서 가장 큰 재미를 느꼈으며, RPG 형식의 교육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여기서 학생

들이 말한 이해가 NOS 뿐 아니라 게임 속에 나왔던 많은 이론들

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통해 추

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과학의 어려운 이론을 게임을 통해

제시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 과학의 본성, 과학사, 스토리텔링, 롤플레잉게임, 대륙이동설

학 번 : 2017-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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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본성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국외 뿐 아니라 국내의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지침서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과학의 본성이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의 내용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

을 암시한다(이영희, 2017). 우리나라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공통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의 ‘역사속의 과학탐구’ 영역과 선택 과목인

‘과학사’에 핵심 개념으로 과학의 본성이 포함되어 있어 과학 이론이 과

거 역사 속에서 이뤄진 논의들을 통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과학사 교육을 보면, 도입된

과학사가 단순히 언급에 그치거나, 맥락과 동떨어진 이론 자체만을 중점

적으로 기술(김민나, 권상운, 이경호, 2012)하고 있어 과학의 본성에 오히

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학 개념을 보충하기 위한 읽기자

료 형태로 제시된 교사 위주의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기도 했

다(강유미, 신영준, 2011). 그리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사를 도입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과학사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이

봉우, 신동희, 2011),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자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서(강유미, 신영준, 2011), 학생들이 보다 실

제적으로 과학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

했다(정찬미, 신동희, 2015).

Millar와 Osborne(1998)은 Beyond 2000에서 맥락이 무시된 과학사 교

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과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러티브 형식의 설명적

이야기를 사용하여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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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내러티브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경우 학습자의 감정이입 및 공감, 몰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맥락적 이해와 상호의존성을 통해 학습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김재춘, 2009; 조철기, 2011). 그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맥락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적 태도 형성에도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Mello, 2001; Schiro, 1996)가 있다. 스토리 구조를 통해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바로 컴퓨터 게임이다(허희옥, 2006). 이

러한 게임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게임에서 내러티브가 가장 중요한 장

르는 롤플레잉과 어드벤처 장르이다(Rolling & Adams, 2003; 한국게임

산업개발원, 2005). 롤플레잉게임(RPG)은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역할놀이

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 주어지는 과제(Quest)를 해

결하는 방식의 게임이다(윤형섭, 2012). 내러티브 구조의 RPG, 모험 장

르의 교육용 게임의 경우 학습자가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이선영,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0

대의 게임 이용률은 91.9%나 된다. 10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유형은 1순위가 FPS나 TPS와 같은 슈팅게임이고, 2순위가 역할 수행게

임인 RPG였다(KOCCA, 2018). 그리고 게임 기반 학습 연구 유형을 분

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수의 수요자가 RPG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아케이드 장르의 게임이 많았다. 따라서 수

요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RPG 장르의 교육용 게임을 개발한다면 더 많

은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양수연, 최정원, 이영준, 2011). 여기에

더해 RPG에서는 사용자가 ‘선택’을 통해 스토리텔링에 영향을 주어 이

야기의 진행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지니고 있다. RPG

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시청각 효과와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맥락 속에서 기존의 교육적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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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가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주인공인 과

학자에게 공감과 몰입 뿐 아니라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

다. 또한, 현재까지 RPG가 과학교육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 이해를 위한 과학사

롤플레잉게임(SHRPG)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전공이 지구과학이

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 지구과학사를 선택했고,

김도욱(2015)의 연구 결과 시계열적으로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론의 정립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제를 선택했을 때 과학의 본성의 변화에 더 효과적

이라는 시사점이 있었으므로, 지구과학사 중에 적합한 것 중 하나인 대

륙이동설의 역사를 게임의 주제로 선택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륙이동설의 역사를 맥락이 풍부한 스토리텔링으

로 전달하여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재

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

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 이해를 돕기 위해 ‘대륙이동설의 역사’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과학사 롤플레잉게임(SHRPG)의 내

용과 특성은 어떠한가?

2) ‘대륙이동설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과학사 롤플레잉게임(SHRPG)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

3) ‘대륙이동설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과학사 롤플레잉게임(SHRPG)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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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의 본성과 과학사 교육

1. 과학의 본성

일반적으로 과학의 본성은 과학의 인식론과 과학의 사회학, 아는 방법

의 하나로서의 과학, 과학 지식과 발전에 내재한 가치와 신념을 의미한

다(Lederman, 1992). 과학의 본성은 지난 한 세기동안이나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과학자, 과학교육자 및 과학교육기관이 학생

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동의했다(Abd‐El‐Khalick,

Bell, & Lederman, 1998; Duschl, 1990; Meichtry, 1993).

과학의 본성의 구체적 정의나 의미에 대해 국외 및 국내 과학교육자

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논쟁이 있는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요소와는 무

관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ederman, 1992, 1999; Lederman

et al., 2002).

첫째, 과학 지식의 경험적 본성: 과학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자연의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과학적 주장의 타당성이 관찰을 통해 결정되

지만,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연 현상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관찰은

우리의 감각 기관 및 복잡한 도구로 걸러지고, 이론적 틀 안에서 해석되며,

과학 도구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가설들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과학의 관찰, 추론 및 이론적 본질: 학생들은 관찰과 추론을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관찰은 감각이나 감각의 연장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

는 자연 현상에 대한 서술로 관찰자들 간의 합의가 쉽지만, 추론은 감각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추론적, 이론적인 본질과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과 추론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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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학 이론과 법칙: 과학 이론은 잘 정립된, 고도로 구체화된, 내적

으로 일관된 설명체계이다. 이론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하나 이상의

관찰들을 더 큰 관점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연구 문제

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연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 이론은 직접적 검증

이 불가능하고, 간접적 증거를 통해 이론을 지지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이론에서 도출된 예측과 경험적 증거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론

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법칙은 관찰 가능한 현상 간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며, 이론은 관찰 가능한 현상이나 그러한 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추론적 설

명으로 이러한 구분은 관찰과 추론의 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들

은 종종 이론과 법칙의 관계에 대해 단순하게 이론이 법칙이 될 수 있다거

나, 법칙이 이론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념 모두

부적절하다. 이론과 법칙은 다른 종류의 지식이고, 이론은 법칙과 마찬가지

로 적합한 과학의 산물이다.

넷째, 과학 지식의 창의적 본성: 과학 지식의 발전은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 뿐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또한 큰 역할을 한다. 과학은 무

결점이고 완전히 합리적이며 질서 정연하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설명

과 이론의 발명을 수반하며, 과학자들에게는 많은 창의성이 요구된다. 추론

의 본성을 포함하는 과학은 현실의 충실한 복사본이 아닌 기능적 이론적

모델이다.

다섯째, 과학 지식의 이론 의존적 본성: 과학자들의 이론적 기반, 학문

적 규약, 신념, 배경 지식, 교육, 경험, 그리고 기대는 연구에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모든 배경 요소는 과학자들의 연구 문제, 연구 방법, 관찰하는

것과 관찰하지 않는 것, 관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을 형성한

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과학은 결코 중립적인 관찰에서 시작되지 않는

다. 관찰은 항상 특정 이론적 관점에서 나온 질문이나 문제와 관련된 의미

를 얻게 된다.

여섯째, 과학 지식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특성: 인간 기업으로서 과학은

더 큰 문화의 맥락에서 실행되며 과학자는 그 문화의 산물이다. 과학은 그

것이 속한 문화의 다양한 요소 와 지적 영역에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요소에는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정치, 사회경제적 요소, 철학, 종교 등이

있다.

일곱째, 과학적 방법의 신화: 과학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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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과학적 방법의 존재로 이는 과학을 할 때 모든 과학자가 따라야하는

요리법과 같은 단계적 절차가 있다는 신념에서 꾸준히 나타난다. 과학자들

이 관찰, 비교, 측정, 검증, 추측, 가정, 아이디어와 개념 도구 생성, 이론과

설명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의 발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일련의

방법이나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지식은 신뢰성과 지속성이 있지만 결

코 절대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으며, 사실, 이론 및 법칙은 변할 수 있다. 과

학적 주장은 생각과 기술, 이론의 발전으로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현존하

는 증거의 재해석을 통해 변할 수 있다.

출처: Lederman et al.(2002). p.499∼p.502.

이를 바탕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인

VNOS가 개발되었으며, 설문의 목적은 대규모 평가가 아닌 학생의 과학

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개별 교실에서의 조율

에 중점을 두고 있다(Lederman et al., 2002). 1990∼2009년 까지 국내외

를 합하여 VNOS의 사용 빈도가 다른 도구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는

결과(나지연, 송진웅, 2010)가 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법은 암시적(implicit)인 것과 명시적

(explicit)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Lederman, Abd-El-Khalick, Bell, &

Schwartz, 2002), 암시적 접근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활동의 본성에

대한 반성 없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

았던 반면에, 명시적 접근의 경우 교사가 과학의 본성을 학생에게 가르

칠 때 분명한 의도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학생들의 이해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통해 명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Abd-El-Khalick, 1998; Abd-El-Khalick et al., 1998).

우리나라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

심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에서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한 소재

를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교수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선택 중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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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공통 과목인 과학 탐구 실험과 일반·진로 선택 과목인 과학사

에서는 과학의 본성을 내용 영역의 핵심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더

욱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과학 탐구 실험의 내용 체계에는 과학자들의 탐구실험에서 과학의 다

양한 본성이 발견되며, 과학 탐구 수행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을 경험하

도록 되어 있으며, ‘역사 속의 과학탐구’ 단원의 성취기준은 과학자들이

행했던 역사적인 실험들을 과학의 탐구 과정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과학

의 본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원은 ‘통합과학’에 제시된 과학사

와 관련된 과학자들의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

도할 수 있다. 특히 강의 위주로 과학의 본성이나 과학자의 탐구 방법을

설명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과학사의 성격은 과학의 본성 및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

으로. 과학의 역사는 서양 과학사와 동양 및 한국 과학사를 다루며, 과학

철학은 과학의 본성과 과학에 대한 철학적 및 역사적 접근, 과학과 사회

와의 관계를 다룬다. 과학사의 목표는 과학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과학의 방법에 대한 인식론적 주장을 이해하며 과학의 사회적

특성과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과학의 본성을 바

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단원의 성취기준은 자연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과 과학 이론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

에서 이루어진 논의들로부터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과학을 다른 학문

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그리고 융합과학의 성격에도 우주와 생명 영역에서는 우주의 탄생에

서부터 태양계의 형성 및 지구의 생명체 출현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주

요 과학 개념을 파악하고, 이 과정을 밝혀내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가졌

던 의문과 창의적 해결 방안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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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사를 통한 과학의 본성의 이해

역사적 고찰을 통한 과학 학습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학생들이 과학

사를 통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과거의 과학자들을 현재의 시간

상 유리한 시점에서 판단하지 않게 되며,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역할을

통해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단적 사실주의와 결정론에 대

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Irwin, 2000). 그리고 이론이 발달

해 온 역사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성숙한 과학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Solomon,

Duveen, Scot & McCarthy, 1992). Matthews(2004)는 20세기 가장 영향

력 있는 역사가로서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과학교육에 준 영향을

통해 과학사와 철학을 학교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함을 강조하고, 과학 교

육자들과 역사학자의 교류, 과학 교육자의 HPS(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과정 수료를 제안한다.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NRC, 1996)는 그 목적이 과학

적 소양의 달성이며, 과학의 본성은 과학 내용 표준에서 과학의 역사와

본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과학의 역사와 본성에는 레벨에 따라 인간의

노력으로서의 과학, 과학의 본성, 과학사, 과학 지식의 본성, 역사적 관점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을 배울 때 학생들은 과학이 역사

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공통 과목인 과학탐구실험

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실험을 체험함으로써 과학이 인간 노력의 산물이

자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계속 변한다는 과학의 본성을 인식하도록

역사 속의 과학탐구 영역에 과학의 본성을 핵심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으

며, 선택 과목인 과학사에도 핵심 개념으로 과학의 본성이 포함되어 있

어 과학 이론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뤄진 논의들을 통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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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과학사 교육의 한계

학생들이 과학사를 배울 때 대부분 읽기 자료나 강의의 형태로 수업

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

른 개념적 틀 안에서 해석하거나 예상하지 않는 경우, 역사적 서사를 현

재의 과학 지식과 관행을 통해 판단하여 역사적 과학 개념을 자연을 이

해하기 위한 초기 과학자의 앞선 생각이 아닌 그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Abd-El-Khalick, Lederman, 2000).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과학사 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 개

정 교육과정인 융합 과학에 도입된 과학사가 단순히 언급하는 것에 그치

거나, 맥락과 동떨어진 이론 자체만을 중점적으로 기술(김민나 등., 2012)

하고 있어, 오히려 과학의 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

의 흥미에 있어서도 과학사 내용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나는데, 단편적인 읽기 자료 형태의 제시나 교사 위주의 수업

은 흥미를 떨어뜨리게 된다(강유미, 신영준, 2011). 과학교육학자와 과학

사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도 과학사를 과학 교육에 활

용했을 때 과학의 본성의 이해에 대한 효과에는 동의했으나, 현재 교과

서에 제시된 과학사가 개념 이해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과 교사들

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과학사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로 인해 과학사가 학교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봉우, 신동희, 2011). 따라서 학생들이 과거 역사 속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함께 그 당시 과학자들의 논쟁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과

학사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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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사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자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원자 모형, 기체 반

응의 법칙, 분자설을 선정하여 그림 자료가 포함된 읽기 자료를 통한

소집단 토론 수업을 진행한 연구(강석진, 김영희, 노태희, 2004)

§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물질의 구성’ 단원 수업을 기원론적 접근으로

개발한 과학사 교재에 읽기 자료와 과학사 실험 따라잡기 1차시 이내

의 역할 놀이를 포함한 연구(유미현, 여상인, 홍훈기, 2007)

§ 중학교 3학년 ‘물질의 구성’ 단원을 대상으로 교과서에서 11개의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지에 쓰기, 조별 및 전체 학급 토론을 진행한

연구(김경순, 노정아, 서인호, 노태희, 2008)

§ 중학교 3학년 과학교과내용에서 선정한 과학의 본성 측면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학사 에피소드를 토론 자료로 활용하여 삽화가

들어간 학생용 활동지, 과학사 카드, 교사용 교수학습지도안으로 구성

된 수업 모듈을 개발한 연구(최준환, 남정희, 고문숙, 고미례, 2009)

§ 고등학교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등을 과학사의 소재로 활용하여 과학 개념들이 여러 과학

자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 제공, 읽기

자료 제시, 토론 활동, 과학사 속 실험 탐구 활동, 과학자에 대한 조

사와 발표를 진행한 연구(박기수, 유미현, 2013)

§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모형의 변천과 멘델레프 주기율표와 관련된

과학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두 종류의 과학사-역할놀이를 통해 더

적합한 주제에 대한 결론을 제공한 연구(김도욱, 2015)

§ 예비 생물교사를 대상으로 생명의 기원, 진화론, DNA 발견에 관한

생물학사를 활용하여 읽기 및 그림 자료가 포함된 활동지, 토론 활동

을 진행한 연구(김선영, 신길수, 2017)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과학사가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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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만, 읽기 자료를

벗어나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 중심의 능동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과학의 본성을 위한 과학사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선행 연구들

은 다음을 제안한다.

과학 지식은 발명되는 것이 아닌 발견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강하

게 자리 잡혀 있는데, 과학 이론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과

학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이

야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강석진 외, 2004).

과학사를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이봉우, 신동희, 2011), 학습자의 흥미

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자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서

(강유미, 신영준, 2011), 학생들이 보다 실제적(authentic)으로 과학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촉

진할 것이다(정찬미, 신동희, 2015).

학교 현장에서 과학사 수업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제한이 있

으므로, 어떤 과학사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김도욱

(2015)의 연구 결과,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하는 주

제를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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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토리텔링과 롤플레잉게임

1. 과학사와 스토리텔링

앞서 과학사 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듯이 기존 과학사 교육에서

과학사는 과학 개념 전달을 위한 보충 자료에 불과하고, 단순한 읽기 자

료나 교사 위주의 강의로 제시되어 그 맥락은 무시되었으며, 그로인해

학생들은 과학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과, 과학이 사회·문

화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다.

Millar와 Osborne(1998)은 Beyond 2000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과학 내의 사회적 과정에 대해 이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쟁점,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내러티브 형식의 설명적 이야기를 사용하여 과학을 둘러싼 맥락

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과학의 본성을 과학-종교

인터페이스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르친 연구(Bickmore et al.,

2009)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의 잠정성과 창의성을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를 보였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 결합된

합성어로 ‘스토리’는 텍스트와 같은 정태성에 주목하고, ‘스토리텔링’은

상호성과 같은 동태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텔링’은 ‘말하기’ 뿐 아니라

‘드러내다, 나타내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므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

기의 매체와 방식들을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쟈넷 머

레이는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대두로 이야기의 양방

향 소통을 강조했는데, 내러티브가 전통적인 언술을 대상으로 내적 구조

에 초점을 두었다면,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매체와 결합하면서 이야기하

기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광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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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허희옥, 2006).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조직하는 단위이며 방법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스토리를 들을 때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 구조와 상호작용

적으로 연계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생성해간다. 교육의 의미가 경험의 끊

임없는 재구성과 성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은 교육의 목적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함께 참여하며, 더 나아가 공유된 마음으로

결합하고 가치를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야기를 통해 외부 세상에 대

한 정보를 얻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셋째, 스토리는 실제 생활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을 담을 수 있

는데, 이러한 지식은 인간이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그가 속한 사회 속에

충실하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스토리 형식을 통해 일반화된 지식

을 그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맥락과 통합하여 재현함으로써, 그 이해

와 적용을 확장할 수 있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경험을 개념화하여 저장, 기억, 적용하는 지

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관심, 느낌, 공감을 포함하는 감성을 일깨운다. 스토

리텔링이 현재의 교육 현실이 지성과 감성을 이분화 하는 담론을 지양하고

통합된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학습 과정에서 지성과 감성의 통합을

이루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통합은 교육과 재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학습 환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말 또는 글로 표현된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언어발

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은 단순히 비언어적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 개별적으로 서술된 문장들을 의미 있는 형식으로

구조화하는 문장 구조 및 표현 방식의 학습으로 연결된다. 언어는 인간이

지각한 실재를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스토리텔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 스토리텔링은 작문 능력 향상 및 문학

적 소양을 기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여섯째,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기본 능력 중 하나인 상상력을 증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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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상력은 실존하지 않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마음속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힘이며, 인간의 경험을 종합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 이해, 창

조 등을 위한 역동적 능력이라는 점에서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분의 교육 현실에서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는 상상이라는 강력한 학습 도구를 활용하거나 배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스토리텔링은 상상력을 지원하고 상상력의 결과물이 실제 세계와 유

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치는 학습자의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여 학습 흥미를 높이고, 탈 맥락적인 정보를 그 정보가 사용되는 실

제적인 맥락과 연계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

면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재구성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컴퓨터 매체 활용으로 더욱 가속화되는데, 스토리 구조를

통하여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컴퓨터 게임이다.

컴퓨터 게임이 가지는 교육적 역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가

장 강력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장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여지가 많다.

출처: 허희옥(2006). p.199∼p.210.

이는 다음 스토리텔링 도구로서의 롤플레잉게임에서 조금 더 자세하

게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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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 도구로서의 롤플레잉게임(RPG)

스토리텔링이 여러 매체로 바뀌어 재현되면서, 그 자체가 지니는 표

현 양식과 전달 방식이 달라진다. 구비문학이 종이 매체를 거쳐 더 정교

한 사유를 표현하게 되었으며, 영상 매체로 표현되면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총제적이고 즉각적인 기법으로 전환되었다. 컴퓨터와 같은 디

지털 매체의 발달은 스토리텔링의 전환점을 제공하는데, 이전의 매체를

통해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청중과 독자에게 능동적인 창조성과 상호작

용성을 부여하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변모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은 그 표현방식의 속성으로 인해 인간 경험과 학습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개별학습 구성, 풍부한 학습 정보 제공, 학습자의 주의 집중

과 감성에 호소하는 상황 재현, 타인과의 생각 공유 및 상호작용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허희옥, 2006).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토리 구조

를 통해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바로 컴퓨터 게

임이다.

이러한 게임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스토리가 없는 경우에도 플레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케이드 장르이며, 게임에서 내러티브가 가장 중요한

장르는 롤플레잉과 어드벤처 장르이다(Rolling & Adams, 2003; 한국게

임산업개발원, 2005) 롤플레잉게임(RPG)은 스토리텔링과 역할놀이의 결

합으로 볼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 주어지는 과제(Quest)를 해결하는

방식의 게임이다(윤형섭, 2012). 역할놀이를 통하여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을 재연하는 경우 과학과 사회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교육부, 2007),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감정이

입적인 특징을 통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도욱, 2015). 또한, 내러티브 구조의 RPG, 모험 장르의 교육용 게임의

경우 학습자가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이선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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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에서는 사용자가 스토리텔링에 영향을 주어 이야기의 진행 방향

을 변경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의 극적·

감성적인 면을 컴퓨터 상호작용성과 결합한 것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이라고 하며, 게임 디자이너인 크리스 크로퍼드가 제안한 인터랙티브 엔

터테인먼트의 한 종류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파생된 새로운 분야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는 상호작용과 달

라지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스토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느

낌과 함께 흥미를 갖게 되며, 이는 내재적 보상이 되어 지속적으로 프로

그램을 활용하게 된다(남궁정, 2011).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캐릭터가 만

드는 선택에 관심을 갖는다(Crawford, 2015). 기존의 교육적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선택＇의 기회들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의 적용으로 얻을 수 있다.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

로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경험과 함께 창의력과 통찰력,

그리고 자연스러운 지식의 습득이 이뤄질 수 있다(남궁정, 2011).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던 순간들을 RPG에서

선택이 가능한 순간으로 담아낸다면, 과학자들의 고뇌를 학생들이 간접

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 미래이자 현재가 바뀔 수도 있었

음을 느끼게 된다. 즉, 학생들은 게임이 만들어 놓은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과학자(주인공)가 되어 과학의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단, 실제 역사의 경우 제한된 이야기와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자가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도 교육적 목표의 수렴을 위해 중간의 선택을

하나로 모아 [그림2-1]과 같이 선택 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억제 할 수 있다. 이런 묘기를 ’폴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야기 흐름

을 미리 잡아 놓은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학습자가 직접 결과를 선

택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종의 속임수로 볼 수도 있다(Crawford,

2015). 하지만 디지털 기기인 게임의 특성상 결과 뿐 아니라 학습자의

중간 선택이 저장 및 기록되므로 결과가 같더라도 중간 과정이 다른 학

습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중간 선택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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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폴드백을 적용한 선택 분기법

한국컨텐츠진흥원의 ‘2018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0

대의 게임 이용률은 91.9%나 되며, 10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유형은 1순위가 FPS나 TPS와 같은 슈팅게임이고, 2순위가 역할 수행게

임인 RPG였다(KOCCA, 2018). 그리고 게임 기반 학습 연구 유형을 분

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수의 수요자가 RPG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아케이드 장르의 게임이 많았다. 따라서 수

요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RPG 장르의 교육용 게임을 개발한다면 더 많

은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양수연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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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육용 게임의 개발연구

1. 개발연구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기에 앞서 개발연구의 정의와 필요성, 범위에 대

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Richey& Klein(2007)이 저술한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를 번역한 정현미, 김광수(2012)의 ‘교육공학

연구를 위한 설계·개발연구’를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설계·개발연구는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

을 이끄는 새로운(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교수적 산출

물과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은 교육공학 분야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설

계와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공통적으로 초기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측정 가능한 목표와 결과를 강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과 전략을 선

정하고, 프로젝트 종료 전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형성평가하고, 학습과 수행

결과물을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 설계와 개발활동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경

험적이다. 설계모형은 과학적 문제해결과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설계

와 개발과정 자체가 실증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형, 도구, 산출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교육공학 분야의 기본적 지식기반을 강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즉, 시청각 분야가 사고의 빈곤을

반영하는 유행을 좇는 풍조를 지양하고, 이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한 연구,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교수 자료 개발이 필요하

며, 실제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현장기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현장의 실제 활동에 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서 실제

활동과 연구가 충분히 조화를 이루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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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발연구는 활동과 관심사가 광범위하지만, 단순화하여 다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설계 및 개발 노력의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체 설계와 개발과정 또는 특정 설계와 개발과정 요소들에 대한 연구

이는 다른 사람의 설계와 개발 작업은 연구하는 상황이거나, 연구자가

설계와 개발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연구하는 상황일 수 있

다. 어느 경우든지, 설계와 개발을 하는 것과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구

별된다. 설계·개발연구는 다른 모든 연구처럼 지식 생산, 그 분야에 대해

좀 더 완벽한 이해, 예측능력을 추구하는데, 크게 산출물 및 도구 연구와

모형 연구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 중 산출물 연구에 해당

한다.

산출물 연구의 경우 흔히 전체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기록한다. 하지

만 일부 연구는 설계와 개발의 한 측면(예, 제작)에 집중하거나 특정 단계

(예, 요구사정)를 덜 강조한다. 근래 많은 연구들이 테크놀로지기반 수업의

설계와 개발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설계와 개발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 자

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산출물 연구는 전형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사

용된 설계와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하며, 최종 산출물을 평가한다.

현대 연구동향에서는 연구가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을 생성하는 것보

다 더 폭넓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맥락 특수적인 연구도 가

치 있게 여긴다. 설계·개발연구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 도는 맥락 특수

적인 결론에 대한 연구 모두를 포함한다. 이것은 산출물 연구가 일반적으

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설계와 개발 과정을 설명, 분석하고, 상당히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Richey& Klein(2007)은 산출물 및 도구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전략

에 대해 7 가지 예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고려사항에

주목하도록 제안한다. 그 중 산출물 개발과 관련된 것은 [표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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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산출물 연구 설계의 고려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법(Richey&

Klein, 2007/2012)

타당성

§ 산출물 명세서 결정을 위해 요구사정을 실행하라.

§ 산출물 프로토타입 작성을 위한 예비 연구를 하라.

§ 산출물 사용성 검사에서 산출물 사용 순서 효과를 피하라.

§ 면담 자료의 확증을 위해서 관련 문서 자료도 검토하라.

§ 형성평가시 교수자가 중립을 지켜라.

§ 교수자가 산출물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 산출물의 정교화는 반복된 검증에 근거하라.

인과적 추론

§ 산출물 설계를 학습자 성취와 관련지어 검토하라.

§ 산출물 설계를 학습자 태도와 관련지어 검토하라.

§ 산출물 설계를 산출물 사용성과 관련지어 검토하라.

§ 설계절차를 비용과 관련지어 검토하라.

§ 평가 측정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라.

일반화와

해석

§ 설계절차의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수집하라.

§ 강좌 기록일지로부터 수행 자료를 수집하라.

§ 비용효과성 증거를 제공하라.

§ 다양한 상황에서 산출물에 대한 형성평가를 시행하라.

§ 다른 상황에서도 산출물의 사용이 쉽도록 개발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 연구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라.

문제 예측과

대비

§ 산출물의 실행 가능성 검토를 위해 예비연구를 수행하라.

§ 교수 자료에서 형식적 언어보다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라.

§ 다양한 브라우저로 웹기반 프로토타입을 검사하라.

§ 기존 사용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을 최소화하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연구의 목적과 연계하여 실행 및 검토

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제5장의 논의에서 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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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게임화

교육 게임화는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게임 기반 학습(GBL), 게

임화(gamfication)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Bhasin(2014)은 교육 분야

에 있어 이 세 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세 가지 모두 게임이

적용된 수준만 다를 뿐, 기능적인 목적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

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교육 게임화는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들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는 것(Grove, 2011)으로 게임의 절차 및

기법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는

도구인 것이다. 즉, 게임의 요소를 이용해 재미없는 일, 지루한 작업, 어

려운 공부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상균,

2017). 특히, 교육에 있어서 현실의 교육 환경 및 교육 목적과 게임을 융

합하여 재미 요소를 통해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미 요소에는 지각

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이 있으며, 지각적인 것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인 요소, 인지적인 것은 스토리텔링 자체와 상호작용, 도전과제, 난이도,

그리고 보상 요소가 있다(안성혜, 송수미, 2009). 좀 더 세부적으로 기존

연구를 정리, 통합하여 Korhonen et al.(2009)이 개발한 PLEX모델은 인

간이 게임을 통해 느끼는 재미와 관련된 경험을 [표2-2]의 20개로 나누

고 있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재미 유형은 도전, 탐험, 휴식, 완성, 발견

이었다는 연구 결과(김형택, 2013)가 있다.

[표2-2] PLEX모델(Korhonen et al., 2009)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표현 판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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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게임화의 결과는 재미와 의미 측면에서 [표2-3]의 네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김상균, 2017).

[표2-3] 교육 게임화의 결과(김상균, 2017)

재미는 있으나 배운게 없는 수업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

재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수업 재미는 없었지만 배운게 많은 수업

이중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는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이

다. 재미와 학습 성과 향상이라는 교육 게임화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재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수업’이다. 이 경우 다음 학

습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동기가 결여되어, 이어지는

학습 과정에 악영향을 준다. 교육 게임화의 진행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야 한다. ‘재미는 없었지만 배운 게 많은 수업’의 경우는 전통적

교육 방식과 학습자들이 별반 차이를 못 느낀 경우이다. 재미가 없었다

는 것은 게임화 매커닉스와 룰이 교육에 적용되면서 게임의 재미를 이끌

어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배운 게 많은 수업’이라는 결과는 학

습자들이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으나 게임화를 추진한 교사의 노력에 반

응하여 학습에 좀 더 노력했음을 의미한다. 게임화 메커닉스와 룰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경우는 ‘재미는 있으나 배운 게 없는 수업’

이다. 게임화를 이용해 학습자들에게 재미를 주었지만, 학습 성과는 오히

려 감소한 경우이다. 게임 매커닉스와 룰은 잘 조합이 되었으나, 이러한

게임 요소가 교수법, 교육 컨텐츠와 융합이 안 된 결과이다. 프로젝트 진

행 절차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상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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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륙이동설의 역사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표2-4]과 같

이 고체지구 영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구과학Ⅰ의 내용 요소에 포함

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륙이동설을 이해한 후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 지구과학Ⅰ에서는 대륙이동설부터 판구조론까지의 탐사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학문의 변화 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표2-4] 2015개정 과학과 고체지구 영역 내용 체계표(교육부, 2015)

영

역

핵

심

개

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1∼3학년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고

체

지

구

판

구

조

론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

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

고 판의 경계에서 화산

과 지진 등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 화산 활동

§ 지진

§ 지진 대처

방법

§ 지진대

§ 화산대

§ 진도와 규

모

§ 판

§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 대륙 이동

과 판구조

론

§ 지질 시대

와 대륙 분

포

§ 지질도의

§ 기본 요소

§ 한반도의

지사

§ 한반도의

판구조 환경

지구 내부 에너지의 순

환이 판을 움직이는 원

동력이다.

§ 맨틀 대류

와 플룸구

조론

대륙이동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베게너는 많은 관찰 증거 뿐 아니

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활용하였고, 독일, 영국, 미국 등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해왔다. 하지만 당시 수축설 모형에 육교설을 덧

붙인 이론이 오랫동안 지구의 지질을 잘 설명해왔고, 대륙이 실제로 움

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베게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

륙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했다. 해저 확장설과 지자기학, 고지자기학을 거

쳐 판구조론이 정립되면서 베게너가 죽고 36년이 지나서야 대륙이동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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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전반적인 대륙이동설의 역사 속에는 극적인

스토리텔링과 함께 과학의 이론의존성, 가변성과 같은 과학의 본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게임에 포함된 대륙이동설의 역사에 대한 내

용과 과학의 본성과의 연계는 연구 방법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25 -

제 3 장 연구 방법

게임 개발을 위한 모델은 Figure Out, Focus, Fun Design, Finalize로

이루어진 김상균(2017)의 4F 프로세스를 적용했으며, 이 모델은 ADDIE

모형, 퍼듀대학의 개발 절차, PMI의 내용을 종합하고, 다양한 교육 게임

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반영하여 김상균(2017)이 종합한 모델이

다. 4F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각각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진다. 전체적

인 흐름은 [표3-1]과 같다.

[표3-1] 4F 프로세스(김상균, 2017)

현황 분석

(Figure Out)
▶

목표 설정

(Focus)
▶

게임화 설계

(Fun Design)
▶

마무리

(Finalize)

STEP1

기존 교육프로

그램 분석

STEP3

교육 게임화

범위 설정

STEP5

이야기

구성

STEP7

프로토타입

제작

STEP2

대상 학습자

특성 분석

STEP4

목표 재미와

동기 설정

STEP6

메커닉스와

게임룰 설계

STEP8

게임 적용 및

수정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게임화할 교육컨텐츠

의 범위와 함께 교육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게임화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재미 경험에 대

한 선호도나 게이머 유형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구성한 후 이를 게임으로

표현하기 위해 메커닉스와 룰을 설계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서 설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작동 가능한 형태의 게임을 구현하여 실제 플

레이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각 절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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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현황 분석

1. 기존 교육프로그램 분석

이 단계는 이미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다뤄진 부분으로 연구

의 필요성과 함께 선행 연구를 분석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과학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교육한 사례와 교육 게임화 사례의 효

과와 제언을 요약하면, 과학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러티

브 형식의 전달이 효과적이며, 과학사가 학교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 위주가 아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보다 실제적으로 과학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주어

지고, 과학자들의 논쟁과 그들이 겪었던 탐구과정, 인지적 활동을 경험한

다면 학생들의 NOS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

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재미를 통해 강력한 몰입을 유도하는 게임이라는

방식과 스토리를 통해 과학사 속 많은 논쟁 속에 있었던 과학자가 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교 수업에서 쉽게 활용되어 NOS이해

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게임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게임에서 내러티브가 가장 중요한 장

르는 롤플레잉과 어드벤처 장르이며, 내러티브 구조의 롤플레잉과 어드

벤처 장르의 교육용 게임의 경우 학습자가 맥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지, 정의, 행동적 요인의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 하지만 게임기반학습 연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RPG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게임기반학습 연구는 아케이

드 게임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RPG 장르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학습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27 -

2. 대상 학습자 특성 분석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사 RPG를 통해 과학의 본성 이

해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공

통 과목인 과학탐구실험과 선택 과목인 과학사에서 핵심 개념으로 과학

의 본성이 포함되어 있어 과학 이론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뤄진 논의들

을 통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적절하며, 과학사 제시 방식인 RPG에 있어서도 한국컨텐츠진흥원의

‘2018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0대의 게임 이용률은

91.9%나 되고, 10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유형 2순위가 역할

수행게임인 RPG였다.

과학의 본성과 대륙이동설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앞서 이론적

배경의 제1절과 제4절에서 각각 자세히 다룬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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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목표 설정

1. 교육 게임화 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 게임화할 교육 컨텐츠의 범주는 Lederman et al. (2002)

이 정리한 과학의 본성 요소 중에서 창의성, 이론 의존성, 사회·문화적

특성, 잠정성이다. 게임의 유형은 RPG, Adventure로 목표 플레이 시간

은 고등학교 수업 1차시에 해당하는 50분이다. 교육 게임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3-2]과 같다.

[표3-2] 교육 컨텐츠의 범주인 과학의 본성 요소(Lederman et al., 2002)

NOS요소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창의성

과학이 완전히 합리적이며 질서 정연하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설명과 이론의 발명을 수반하며, 과학자들에게는 많은

창의성이 요구됨

이론 의존성

과학자들의 이론적 기반, 학문적 규약, 신념, 배경 지식, 교

육, 경험, 그리고 기대는 과학자들의 연구 문제, 연구 방법,

관찰하는 것과 관찰하지 않는 것, 관찰의 해석에 영향을 미

치는 사고방식을 형성함

사회·문화적

특성

과학은 그것이 속한 문화의 다양한 요소 와 지적 영역에 영

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요소에는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정

치, 사회경제적 요소, 철학, 종교 등에 제한되지 않음

잠정성

과학 지식은 신뢰성과 지속성이 있지만 결코 절대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으며, 생각과 기술, 이론의 발전으로 나타난 새로

운 증거나 현존하는 증거의 재해석을 통해 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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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재미와 동기 설정

본 연구에서 핵심적 재미 요소는 [그림3-1]의 안성혜와 송수미(2009)

의 분류에서 스토리텔링 자체에 해당하며, 이는 인지적 요소에 해당한다.

스토리텔링 외에도 도전과제 및 보상을 인지적 요소로 시청각 요소를 지

각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포함하는 구체적 재미 요소는

이야기 구성 단계에서 PLEX 모델로 분류한다.

[그림3-1] 안성혜와 송수미(2009)의 재미 요소 분류

동기(Motivation)는 학습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게임화에서 게

임을 교육에 접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김

상균, 2017).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수업 설계에 많이 쓰

이는 Keller(1999)의 ARCS모델을 게임 속 요소로 포함시켰다.

- Attention & Relevance (주의집중, 관련성) :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궁금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을 통해 놀라움을 느끼도록 유

발하고, 영상, 소리 자료를 통해 주의를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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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ce (자신감) : RPG 구조상 학생이 직접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통해 베게너와 주인공이 역할을 수행해

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 Satisfaction (만족감) : 게임 속 역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NOS

점수와 수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여 학생의 만

족감을 높여준다.

[그림3-2] 게임 속 요소로 포함된 Keller(1999)의 ARCS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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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게임화 설계

1. 이야기 구성

1) 참고 문헌

대륙이동설의 역사 속 베게너의 삶을 RPG 속 이야기로 담기 위해 참

고한 문헌은 [표3-3]과 같으며, 이 중에서도 저자 김병노(2016)의 동의를

구해 저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게임 속 베게너의 삶에 대한 스토리로

대부분을 구성했다.

[표3-3] 이야기 구성에 참고한 문헌

김민아 (2015).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사례에서 드러난 과학 활동에서의 이론

선택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병노 (2016).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작은길

양승훈 (1996). 과학사와 과학교육. 민음사.

좌용주(2010). 베게너가 들려주는 대륙이동이야기. 자음과 모음

최덕근(2015). 내가 사랑한 지구. Human Science

Giere, R. N., et al. (2014). 과학적 추론의 이해. 소화.

Greene, M. T. (2015). Alfred Wegen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Wegener, A. and 김인수 (2010). 대륙과 해양의 기원. 나남.

스토리를 요약하면 현대에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베게

너가 되어 대륙이동설을 연구하게 된 배경과 과정, 학회에서의 논쟁, 적

대적이거나 지지해주는 과학자들과의 만남, 전쟁 중 책의 발간, 미국에서

쏟아진 비판, 그린란드에서의 사망을 경험하고, 현대로 다시 돌아와 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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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스토리 요약
재미

요소

현대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대륙 이동과 판구조론을 배움

지진이 일어나 주인공이 정신을 잃음
공감

1930
베게너의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그린란드에서 죽기 전

에 과거를 돌아봄
판타지

1908
마르부르크에서 세계지도를 보고 과거에 대륙이 붙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도전

1910

대학 도서관에서 대서양 양쪽의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육교의 증거로 제시하는 논

문을 읽고, 이를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보고 다른 증거

들을 찾기 시작함

과거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었고, 그것이 분리되

어 흩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도전,

경쟁

1912

지질학회 연례총회에서 대륙이 과거에 하나로 붙어 있

었다는 첫 번째 발표를 하지만 소수의 동의, 보다 많

은 적대적인 반대 의견, 훨씬 더 많은 무관심을 받음

공감

1914∼

1915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팔과 목에 총상을 입고 병가를

받는 동안 연구를 계속하여 1915년에 [대륙과 해양의
고난

너의 죽음 이후 기술과 이론의 발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스토리는 다음 단락의 재

미 요소와 NOS 요소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이야기 흐름과 재미 요소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하여 PLEX모델(Korhonen et al., 2009)의 20

가지 재미 요소 중에서 해당되는 요소를 이야기의 진행 흐름에 따라 정

리하면 [표3-4]와 같다.

[표3-4] 이야기 흐름과 재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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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이라는 책 발간. 전쟁 중이라 주목을 받지 못함.

1919∼

발간된 책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하며 대륙이동설을 발전시켜나가지

만,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여 많은 조롱

과 무시를 받고 대학에서 사직 권고를 받게 됨.

도전,

발견

1926

미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발표에서 지질학자들에게

이방인인 기상학자이자 패전국인 독일 사람인 베게너

는 쏟아지는 비판을 받게 됨. 영어를 잘 하지 못한 베

게너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함.

고난

1930
그린란드에서 섬의 한가운대에 있는 대원들에게 보급

품을 전달하기 위해 다녀오던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함
공감

현대

현대로 돌아온 주인공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다시

보게 되고, 베게너의 죽음 이후 기술과 이론의 발전으

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완성

3) 이야기 속 과학의 본성 요소

① 창의력과 상상력의 요구(추론, 설명적 발명 포함)

베게너가 세계지도를 보고 두 대륙의 해안선이 닮아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대륙이동설의 증거(지질학적 증거 및 고생물학적 증거 등)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주인공이 세계 지도를 보고 해안선을 가위로 잘라

맞춰보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베게너가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었다가 분리되었다는 추론을 하면서,

거대한 하나의 대륙에 ‘판게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과정(플레이어가 직접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나온다.

베게너가 주장을 하는 것이 반드시 증거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으며,

설명적 발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대륙이동의 힘에 대해서 이

극력과 조석력을 제안하지만, 제프리스가 계산한 결과 두 힘은 매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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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밝혀져 대륙이동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음을 게임 속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장인이자 기후학의 대가인 쾨펜과 함께 고기후학에 빠지게 되는데, 빙

하의 흔적이 현재 열대 또는 아열대에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 과거 대륙

의 모습을 재현한다.

② 주관성(개인적 배경, 편견 및 이론에의 의존성)

당시 미국에는 불변설, 유럽에는 수축설이 많은 과학자들(지질학자들)

이 믿고 있는 이론이었다. 심지어 두 이론은 대조적이고, 베게너가 제시

하는 증거들에 의해 반박되는데 게임 속에서 주인공이 직접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찾으며, 증거 하나당 카드 한 장을 습득하게 된다.

같은 증거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달랐는데,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같은

화석을 통해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대부분의 다른 지질학자들은 육교

설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단절된 채 저마다 연구를 하고 있

던 시대였고, 베게너는 기상학자(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졸업

후 기상학자로 근무했고, 대학에서 기상학을 가르침)로 당시 지질학자들

에게 이단아, 비전문가 취급(자기들 분야에서 말 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

을 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게임 속에서 다양한 과학

자들을 만나게 되어 설득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베게너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

론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③ 사회·문화적 특성(사회·문화적 가치의 반영)

1915년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에 대한 증거와 통찰을 담아 [대륙과 해

양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지만,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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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못한다. 전쟁 중에 베게너도 팔과 목에 총상을 입지만, 그 때 오

랜 병가를 얻어 대륙이동을 연구하여 책을 발간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학회에서도 패전국인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게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론보다는 베게너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

④ 잠정성(가변성, 일시성)

베게너가 살아 있을 당시에 대륙이동설은 인정받지 못했고, 조롱거리

가 되기도 했지만, 홈스의 맨틀대류, 링컨의 고지자기 증거, 헤스의 해저

확장설, 바인과 매튜의 지자기 줄무늬와 해저확장의 연관 등을 거쳐 과

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게

임 속 주인공이 베게너의 삶을 살다가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알게 되는

내용이다.

역으로 지금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인 수축설이나 불변설이 게

임 속 100년 전 배경에서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분위기를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경험적 특성(관찰 기반)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인

베게너가 찾는 증거들 중 많은 것들이 관찰을 기반으로 한 것들인데, 예

를 들면, 베게너가 그린란드 탐험을 하는 동안 얻은 자료들이 기상 연구

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때 관찰한 자료 중에 같은 지점의 위

도와 경도가 변했다는 사실이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생각하게 되는 것

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로 다른 학술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얻은 경우

도 많았지만 화석이나 지질구조, 빙하의 흔적 등 관찰을 기반으로 대륙

이동설을 발전시켜 [대륙과 해양의 기원]을 총 4판까지 개정했다는 사실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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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커닉스와 게임룰 설계

메커닉스는 게이머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동을 주도하는 요소로 도전,

기회, 경쟁, 협동, 피드백, 자원 획득 등이 있다(Werbach & Hunter,

2012). 본 연구의 메커닉스 요소는 퀘스트와 보상이다. 퀘스트는 구체적

인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제공되는 게임 상의 과제로 한 번에

하나의 퀘스트 만을 제시한다. 보상은 특정 퀘스트를 완수한 경우 수집

할 수 있는 아이템(카드, 배지)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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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마무리

1. 프로토타입 제작

1) 개발 툴 : RPG Maker MV

게임 개발 툴은 RPG Maker MV를 사용했는데, 이 툴은 개발자가 프

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칩셋(지도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이미지 파일)을 오픈 소스로 구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잘 다룰 줄 아는 전공자들이 개발하여 무료

로 배포하는 다양한 기능(플러그인)을 가져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3-3] RPG Maker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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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맵(지도) 제작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이동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야기

구성 단계에서 계획한 흐름대로 총 19개의 지도를 구성했다. 2018년의

교실과 1930년의 그린란드, 다시 1908년으로 돌아가 1930년 그린란드에

서 죽음을 맞이하기 까지 마르부르크, 대학 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세계

지도와 유럽지도, 뉴욕, 그리고 다시 2018년 학교의 교실, 복도, 도서관,

교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1910년 마르부르크 대학 도서관이

[그림3-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3-4] 마르부르크 대학 도서관

3) 이벤트 제작

제작한 지도에 배경 캐릭터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캐릭터, 물건 등을

배치하여 구성한 이야기를 내래이션이나 대화를 통해 포함시켰으며, 적

재적소에 배경음악과 효과음, 아이콘의 표시, 화면의 색 변화와 흔들림과

같은 시청각 효과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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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적용 및 수정

제작된 프로토타입은 2번의 알파테스트와 2번의 베타테스트, 총 4번의

테스트를 거쳤으며, 각 테스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알파테스트

알파테스트는 내부 테스트라고도 하며, 새로운 게임을 외부에 공개하

기 전에 개발 조직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테스트를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료 연구자 및 과학교육 전문가가

직접 플레이 한 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했으며, 이 때 [표3-5]의 5

개 요소를 평가했다.

[표3-5] 알파테스트 요소

플레이어 적합성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이 플레이할만한

수준의 게임인지 평가

플레이 시간
고등학교 수업 1차시에 해당하는 50분 내

에 플레이하기에 적당한지 평가

프로토타입 완성도
프로토타입으로 학생들이 플레이가 가능

한지 평가

재미 수준 목표한 재미가 제공되는지 평가

의미 수준
과학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스토리를 통

해 전달되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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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타테스트

베타테스트는 새로운 게임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사용

자 층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게임화

의 결과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이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 전과 후에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게임 플레이 후

게임에 대한 만족도 설문과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3-6]

과 같다. 베타테스트 분석 결과를 통해 스토리 구성, 매커닉스, 룰과 같

은 교육 게임화 절차를 재검토했다.

[표3-6] 베타테스트 항목

과학의

본성

검사

§ 과학의 본성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 변화

§ 과학 지식의 가변성에 대한 이해도 변화

§ 과학 지식의 이론의존성에 대한 이해도 변화

§ 과학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변화

§ 창의력과 상상력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 변화

게임

만족도

설문

§ 재미에 대한 리커트척도 체크*

§ 재미있다고 답한 경우, 재미를 느낀 부분이나 이유 서술

§ 재미없다고 답한 경우, 이유 서술

§ 공감이나 몰입에 대한 리커트척도 체크*

§ 공감이나 몰입이 어려웠던 경우, 이유*

§ 일반 교육과 비교한, RPG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

§ RPG 교육에 대한 재참여 의사

§ 기타 의견

반구조

화된

면담

§ 과학의 본성에 대한 답의 재확인, 의미 확인

§ 과학사 롤플레잉게임 경험에 대한 의견, 재참여 의사

게임 속 과학의 본성 요소에 대한 맥락적 이해

§ 게임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부분

§ 알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필요한 수정 사항

§ 게임의 재미, 공감, 몰입 요소

§ 게임의 매커닉스나 룰의 수정(시청각 요소, 보상, 퀴즈, 랭킹)

*2차 베타테스트에 추가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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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검사: VNOS-C 설문

VNOS-C

사전 설문
→

과학사 롤플레잉

게임 플레이
→

VNOS-C

사후 설문

플레이 직전

25분 동안 실시
50분 이내 실시

플레이 직후

25분 동안 실시

[그림3-5] VNOS-C 사전·사후 검사

Lederman et al. (2002)에 의해 개발된 개방형 검사지로 응답자가 자

신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기술한다.

여러 연구를 통해 검사지의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총 10개의 문항 중

에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5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설문 시간은 문항

당 5분으로, 총 25분이 주어지며, 사전과 사후 설문 사이에 게임 플레이

외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 설문 직후에 게임 플레이,

플레이 직후에 사후 설문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Lederman et al.(2002)이 제시한 준거인 초보적

(naive) 관점과 전문적(informed) 관점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비율을 표

로 구성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분석은 초·중등교

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료 연구자 3명에 의해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며, 분석자간 일치도가 90%를 넘을 때까지 반복한다.

② 게임에 대한 만족도 설문

만족도 설문 항목은 과학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였으

며, 학생들의 재미에 대한 만족도와 RPG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익

명으로 조사하고, 그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함께 서술하도록 한다. 1차

베타테스트 결과를 참조하여,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본연구자가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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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차 베타테스트에는 공감과 몰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설문 결과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료 연구자 3명이 협의를 통해 게임의 스토리와 동기유발 요소 및 재미

요소를 점검, 수정한다.

③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중 원하는 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게임을

플레이한 후 VNOS-C 사전·사후 설문 결과를 바로 정리하여 연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1인당 1-2회, 1회당 20-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했다. 면

담은 설문 답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의미를 확인했으며, 설문을 통해서는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진행했다. 알파테스트에서 동료 연구자와

과학교육 전문가가 과학의 본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협의한 내용을 학

생의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제안했다. 게임이 전반적으로 공

감이나 몰입이 되었는지, 게임의 매커닉스와 룰에 대한 것과 게임의 재

미요소에 대한 것도 의견을 물었으며, 학생 입장에서 게임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 외의 다양한 자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는 설문 결과와 함께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료 연

구자 3명이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 게임화 절차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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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게임 적용 및 수정

이 절에서는 2번의 알파테스트와 2번의 베타테스트, 총 4번에 걸쳐 이

루어진 게임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표4-1]은 게임 적

용 순서, 시기, 테스트 종류, 적용 대상 및 과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4-1] 게임 적용 및 수정 과정

순서
적용

시기

테스트

종류
적용 대상 및 과정

1차 테스트 5월 알파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7명의 동료 연

구자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 한 후 평가와 협

의를 거쳐 게임 수정

IRB 승인 5월 베타 승인번호 IRB No. 1805/003-020

2차 테스트 6월 베타

A고등학교 2학년 이과 지구과학 교과 선택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게임 플레이 전후

VNOS-C 설문, 만족도 조사, 활동지, 인터뷰

결과를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3명의

동료 연구자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분석

3차 테스트 8월 알파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초·중등교사 자격증

을 소지한 6명의 동료 연구자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 한 후 평가와 협의를 거쳐 게임 수정

변경 IRB

승인
10월 베타 승인번호 IRB No. 1805/003-020

4차 테스트 10월 베타

B고등학교 2학년 이과 학생 14명을 대상으

로 게임 플레이 전후 VNOS-C 설문, 만족도

조사, 인터뷰 결과를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3명의 동료 연구자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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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테스트 및 수정

1차 테스트는 알파테스트로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료 연구

자 7명이 직접 플레이 한 후 플레이어 적합성, 플레이 시간, 재미 수준,

의미 수준 등에 대해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

프로토타입 완성도와 플레이어 적합성에 대해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

생이 플레이할만한 수준의 게임인가에 대해 7명 모두 동의하였고, 플레

이 시간에 있어서도 동료 연구자들의 플레이 시간이 25분∼45분으로 고

등학교 수업 1차시에 해당하는 50분 내에 플레이하기에 적당하다는 합의

에 도달했다.

재미 수준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완성도와 몰입도, 흥미 요소가 높았다

는 것에 동의했으나, 부분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 해당 사항을

수정하였다.

의미 수준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의도한 과학의 본성 5 가지 요소인

경험적 특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요구, 주관성, 사회문화적 특성, 가변성

이 모두 잘 드러난다는 점에 대해 7명 모두 동의하여 게임 효과 및 오타

와 같은 사항만 수정 후 고등학생들에게 2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2차 테스트 과정 및 결과 분석

2차 테스트는 베타테스트로 A고등학교 2학년 이과에서 지구과학을 선

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표집 했으며, 연구 참여자는 총 22명

이다. 학급은 두 개 반이 섞여있지만,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지질학 및 NOS에 대한 사전 지식에 있어 변수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VNOS-C

사전 검사
→

게임

플레이
→

만족도

설문 조사
→

VNOS-C

사후 검사
→ 면담

[그림4-1] A고 대상 게임 적용 과정



- 45 -

1) VNOS-C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그림4-2] A고 대상 VNOS-C 사전·사후 검사 결과

① 잠정성

사전 검사에서 “변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14명/22명인 63.6%에

서 사후 검사에서 22명/22명으로 100% 변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4D

학생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변한다.”

고 했지만, 사후 설문에서는 “기본 전제가 뒤집힐 만큼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단순히 “변할 것이다.”라는 답이 왜 변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덧붙여 정교화 된 경우가 5명이었다. 4C 학생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변한다.”라고 답했지만, 사후 설문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론이 나타나면 변한다.”라고 답했다.

② 주관성

사전 검사에서 실험 환경의 차이나 자료의 오류, 불확정한 변수 때문

이라고 답한 학생이 7명이고, 나머지 15명/22명인 68.2%의 학생이 이미

전문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답을 한 2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20명/22명인 90.9%의 학생이 가치

관의 차이, 배경지식의 차이, 견해와 해석 의 차이, 관점의 차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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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차이 때문이라는 답을 했다. 2B 학생의 경우 사전 설문에서 “실

험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후 설문에서는 “지지하거나 믿는

이론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③ 사회·문화적 영향

사전 검사에서 보편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이고, 나머지 13명/22명

인 59.1%의 학생이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 “사회·문화적 가치가 주

입되어 있다.”고 답하여 이미 전문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 검사

에서는 5명은 사전과 차이가 없이 4명만 바뀌어 총 17명/22명인 77.3%

의 학생이 전문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전에 “보편적이다.”라고 답

한 1명의 학생(2D)이 사후에 “사회·문화적 가치가 주입되어 보편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답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초보자적 관점으로 분류했다. 사전에 보편적이라고 답했지만, 사후에 보

편적이지 않다고 답한 학생 1명(4C)도 “보편적이지 않지만, 보편적이어

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전문가적 관점으로 분류했다.

④ 창의력과 상상력의 사용

사전 검사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지만 19명의 학생이 가설을 세우는 단계, 스스로 질문을 던

질 때, 실험 계획을 할 때, 등 연구 초기단계에 사용한다는 의미의 답을

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단계에서 필요하

다는 답을 했다. 사후 검사에서 창의력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답

한 학생은 4명/22명으로 13.6% 뿐 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과 동일한

답을 했다. 사후에 전문가적 관점으로 변한 학생 중 3C 학생은 “가정”에

서 “연구 과정에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로,

4C 학생은 “가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론을 이끌어내기 까지 모

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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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익명, 대상 총 22명 중 20명 답변

[그림4-3] A고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재미있다>

§ 스토리 구성이 좋았다.

§ 캐릭터가 이야기를 끌어나간 것이 재미있었다.

§ 근거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다.

§ 베게너의 행적을 따라가며 과학을 익히는 과정이 재밌었다.

§ 단순히 “여기에 있으니 클릭하세요.”가 아닌 스스로 찾아보며 모험한 것

이 재밌었다.

§ 지구과학을 어려워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게임을 좋아하는 나에게 최적의 공부 시스템이다.

<재미없다>

§ 텍스트가 많다.

§ 역사를 따라가는 만큼 변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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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PG를 통한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 익명, 대상 총 22명 중 19명 답변

[그림4-4] A고 대상 RPG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좋다>

§ 집중이 잘 된다.

§ 책을 읽는 것보다 흥미롭다.

§ 결론이 아닌 과정을 배운다.

§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의 연결된 지도처럼 배울 수 있다.

§ 심오한 내용을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좋다.

§ 어려운 내용을 좀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 주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유익하다.

<별로다>

§ 텍스트가 많다.

§ 설명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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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은 VNOS-C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를 정리하여 이를 토

대로 게임을 적용한 연구일 이후 2주 이내에 진행되었으며, 게임을 플레

이 한 22명의 학생 중 지원한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의 핵심은 “NOS 검사와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학생 의견을 참고하여

게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이다. 면담 결과를 4개로 범주화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학의 본성에 대한 답의 재확인, 의미 확인

NOS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학생이 진짜 의도한 의

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1)에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분

석을 위해 실시하였다.

② 게임 속 과학의 본성 요소에 대한 맥락적 이해

스토리 구성 단계에서 각각 의도한 NOS요소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

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VNOS-C 설문 결과에 따라 질

문하였다. 초보적 관점에서 전문가적 관점으로 변화가 있었던 학생은 게

임 속 어떤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는지, 초보적 관점에서 변화가 없었

던 학생은 의도한 부분에서 왜 알지 못했는지를 확인했다. 변화가 있었

던 학생들의 경우 스토리 구성 단계에서 의도한 부분을 집어냈지만, 변

화가 없었던 학생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알지 못했다거나 용어나 내용이 어려워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의

이유를 이야기 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게임을 통해 알아야 할 과학

의 본성 요소를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주길 요구했다. 3D 학생의 경우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대사로

대놓고 강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으며, 4A 학

생도 “좀 더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 50 -

③ 게임의 공감과 몰입

게임의 공감과 몰입에 대해서는 8명의 학생 중 6명의 학생이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1C 학생은 “베게너가 비난 받을 때 안타까웠어요. 공

감은 잘 되었어요. 몰입은 좋았어요.”라고 했고, 나머지 학생도 비슷한

정도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1A 학생의 경우, “후반부에서는 좀 어려워서

공감이 힘들었어요. 초반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개

가 좀 빨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하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어

나 내용이 학생에게 어렵게 다가온 경우 NOS 요소에 대한 이해 뿐 아

니라 공감과 몰입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3D

학생도 “공감을 하기에는 내용이 많고, 나오는 용어나 지식이 생소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④ 게임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게임의 매커닉스와 룰, 재미 요소에 관해서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반응이었지만,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미니게임의 삽입, 캐

릭터 음성의 삽입, 전투 시스템의 삽입 등이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텍스트가 많다는 점이 재미를 반감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라는 의견은 빠지지 않았다. 1A 학생의 경우 “이 게임을 본인이 직접 뜯

어 고친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틀을 바꿔도 상관없어요.”라는 질문

에 대해 “저는 지금 형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으며, 2B 학생의 경우 “역사 게임, 과학 게임이

라서 처음엔 기대가 없었는데,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잘 아는

게임 형식이라서, 전혀 거부감도 없고 재밌어서 지금 형식이 좋은 것 같

아요. 다만, 게임 중간에 모르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만 좀 알 수

있도록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새로운 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2D 학생의 경우 “아쉬움조차 없었어요. 공부를 게임으로 해서 되

게 저는 많아도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후에 다시 “글자가 줄었

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

게임에 대해 다양한 추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8명의 학생 중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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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공통적으로 바란 것은 “멀티엔딩”이었다. 학생들이 말하는 멀티

엔딩이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결말, 평범한 결말, 불행한 결

말로 나뉘는 것처럼 다양한 결과와 중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게임오

버”되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었다. 실제로 연구 당일 “진엔딩”을 보겠

다며 게임을 2∼3번 정도 다시 시도한 학생이 몇 명 있었다. 이는 게임

개발 시 염두에 두었던 내용으로 교육적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위한 “폴

드백”의 속임수에 학생들이 넘어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

해서는 3차 적용 후 검토할 때 대안을 마련했으며, 제언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핵심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4A 학생의 경우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긴박감을 조

성하고, 전투와 위기감, 다양한 선택지, 멀티 엔딩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잃으면 안되는 게 스토리!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잃으면 안돼요.”라고 답

했다.

5) 분석 결과

VNOS-C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진행한

면담을 참고하여 과학의 본성을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 1인과 교육게임화

를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 1인이 함께 분석 및 정리한 사항은 [표4-2]와

같다.

[표4-2] 게임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

스토리 구성 텍스트가 많다.

모험(과정) 내용 및 용어가 어렵다.

게임 형식(RPG) NOS 요소의 명시 요구

공감과 몰입 멀티 엔딩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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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테스트 및 수정

3차 테스트는 알파테스트로 2차 테스트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교

육 전문가 2인과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6명의 동료 연구자가 함

께 게임을 플레이하며 게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n 검토 및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잘못된 개념 및 오타 수정

-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 쓸 것

- 내용 지식과 관련된 텍스트를 줄일 것

- 창의력이 연구의 시작 단계 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사용된다는 사

실을 게임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변경할 것

- NOS 요소를 좀 더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해 NOS와 관련된 장면의

마지막마다 NOS Quiz를 넣어 NOS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

- 멀티 엔딩 대신 획득한 NOS 점수를 통해 랭킹이 달라지도록 하여

경쟁요소를 포함할 것

n 논의 결과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게임 속 텍스트에서 ‘문헌’이나 ‘킴벌라이트’처럼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책’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암석’과 같은 쉬

운 용어로 대체하였고, NOS와 무관하게 내용 지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지질학적 증거에 대한 텍스트는 최대한 줄였다.

창의력이 연구의 시작 단계 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사용된다는 사

실을 게임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게임 속 베게너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사

용하는 순간에 “창의력의 구슬”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도록 변경했으며,

획득한 아이템은 게임 속 동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NOS 요소를 좀 더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해 삽입한 NOS

Quiz는 총 8 개로 각 10점씩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점수 20점

을 포함하여 최대 100점을 얻을 수 있다. 퀴즈의 내용은 [표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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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게임 속 NOS 퀴즈

Q1&Q2. 대학 도서관 - 창의성 (20점) : OX 퀴즈

§ 과학은 완전히 이성적이며 질서정연하다. (X)

§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창의력

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O)

Q3. 전쟁 - 사회문화적 영향 (10점) : OX 퀴즈

§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

철학 및 종교 등의 영향을 받는다. (O)

Q4. 집(다 만나고 온 후) - 주관성 (10점)

§ 베게너가 만난 과학자들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고도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유를 고르면? ②

① 자료가 부족했거나 과학자가 실수를 했다.

② 과학자의 관점, 배경지식 등에 차이가 있었다.

Q5. 뉴욕 가기 전 - 창의성 (10점)

§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 창의력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단계는? ④

①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가설 설정에만 사용한다.

③ 일부 단계에서만 사용한다.

④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한다.

Q6. 뉴욕 학회 후 - 사회문화적 영향 (10점)

§ 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과학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똑같다(보편적 가치를 반영한다).

② 그 당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Q7&Q8. 도서관 - 가변성 (20점) : OX 퀴즈

§ 과학은 확실하고 절대적이다. (X)

§ 과학 이론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변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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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NOS 점수에 따라 학생들의 랭킹이 정해지는데, 스토리가 끝

나면 게임 속에서 랭킹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구자가 따로 만들

어놓은 사이트가 게임 데이터를 받아 게임화면에서 뜨도록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림4-5]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체 점수와

랭킹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5] NOS 점수와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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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테스트 및 결과 분석

4차 테스트는 베타테스트로 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

로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집 했으며, B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명이 참

여했다.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VNOS-C

사전 검사
→

게임

플레이
→

만족도

설문 조사
→

VNOS-C

사후 검사
→ 면담

[그림4-6] B고 대상 게임 적용 과정

1) VNOS-C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그림4-7] B고 대상 VNOS-C 사전·사후 검사 결과

4차 테스트 결과, 대상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 요소 2 가지, 잠정성, 주

관성에 대한 사전 이해도가 이미 높아 그래프 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학생들의 사후 설문 내용에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포함한 맥락적 이해

가 나타나는 구체적 문장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함께 2차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지 못했던 창의력과 상상력의 사용에 대한 이해에서 사전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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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후 검사에서 대상 학생들의 4

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도는 100% 전문가적 관점이었다.

① 잠정성

전문가적 관점의 학생이 사전 검사에서 11명이었던 것이 사후 검사에

서는 14명이었다. 이미 사전 이해도가 높지만, 사후 검사에서 게임을 통

한 이해를 나타내는 구체적 문장이 포함된 학생들이 많았다.

3C

4C

2D

[그림4-8] B고 대상 VNOS-C 사후 잠정성 요소 설문 내용

② 주관성

주관성에 대한 것도 잠정성과 마찬가지로 사전 이해도가 높아 사전

검사에서 11명이었던 전문가적 관점의 학생이 사후 검사에서는 14명이었

다. 다른 요소들에 비해 사전 설문 내용에서 견해의 차이,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정확한 표현을 통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게임이 학생들의 주관성 요소 이

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학생들의 면접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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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문화적 영향

사전 검사에서는 과학이 보편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으로, 과학에

사회·문화적 가치가 주입되어있다고 답한 학생은 5명이었다. 사후 검사

에서는 14명의 학생 모두가 전문가적 관점으로 변했다. 이 부분에 있어

서는 사전과 사후의 차이도 크지만, 사후 설문 내용에 게임을 통한 맥락

적 이해를 나타내는 표현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B

7B

5C

2D

6D

[그림4-9] B고 대상 VNOS-C 사후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설문 내용

④ 창의력과 상상력의 사용

과학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다. 14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의 학생

(7C)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3명의 학생이 모두 연구를

시작하기 전이나, 가설을 세울 때만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후 검

사 결과 14명의 학생 모두가 모든 과정, 모든 단계에서 사용한다고 답하

여 게임을 통한 이해의 효과가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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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4B

2D

5C

[그림4-10] B고 대상 VNOS-C 사후 창의력과 상상력의 사용에 대한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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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익명, 대상 총 14명 모두 답변

[표4-4] 만족도에 대한 리커트 척도 결과

5단계척도 매우재미있음 재미있음 보통 재미없음 매우재미없음

체크한인원 8 5 1 · ·

만족도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리커트 척도 결과 보통에 체크

한 인원만 1명으로 재미없음에 체크한 인원은 없었다. 재미있다고 체크

한 93% 학생 중에서도 매우 재미있다고 체크한 인원이 57%로 절반 이

상이었다. 14명의 설문 모두 “재미있다”는 의견을 남겼는데, 그 중 한 명

의 설문에만 “재미없다”는 의견이 재미있다는 의견과 함께 쓰여 있었다.

재미를 느낀 요소에 있어서는 스토리, 게임 형식, 쉬운 이해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그림4-11] B고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재미를 느낀 부분

다음은 실제 만족도 설문 결과 학생들이 익명으로 답한 원문을 그대

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한 의견에 스토리와 게임 형식, 쉬운 이해를

모두 서술한 학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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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한 반응이나 스토리

§ 베게너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시간 같아서 되게 신기했고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

§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여러 이론들과 그 이론들이 당시에 어땠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중간 중간에 퀴즈가 있어서 더 재밌었다.

§ 베게너의 일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 베게너의 일생에 대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연스레 많은 것을 알게 되

어 좋았고, 내가 직접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 직접 캐릭터를 조종하며 내용을 알아가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과학 이론을 재밌게 알아갈 수 있었다.

§ 게임이 아기자기하고 내용이 알기 쉽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 스토리 형식처럼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

§ 퀄리티가 실제 학교 수업에 써도 될 만큼 좋았다.

§ 내용도 빠삭하게 들어가 있고, 이해하기도 쉬웠으며, 게임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 게임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재미있었다.

§ 스토리가 재미있음

§ 베게너의 삶을 체험하는 기분이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 긴 설명(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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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육보다 집중이 더 잘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음

§ 좀 더 재미있게 과학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 더 이해가 잘되고 관심이 많이 간다.

§ 집중이 더 잘되고 이해도 빠르게 되었다.

§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았다.

§ 더욱 이해가 쉽고 집중이 잘된다.

§ 어려운 과학 이야기가 재미있게 다가왔다.

§ 게임하듯이 과학 이론을 배울 수 있어서 이해도 쉽고 빠르게 되어서 좋

았다.

§ 이해가 훨씬 잘돼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게임을 통한 교육이 더 이해가 잘되는 것 같다.

3) RPG를 통한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 익명, 대상 총 14명 모두 답변

RPG를 통한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진행되었

으며, 14명 학생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으며, 집중이 잘되고, 재미있

으며, 이해가 쉽다는 의미의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그림4-12] B고 대상 RPG 교육경험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다음은 실제 만족도 설문 결과 학생들이 익명으로 답한 원문을 그대

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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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는 시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이렇게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재밌는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그냥 들었으면 지루했을 텐데 게임을 통해서 해서 집중이 잘 되었다.

§ RPG가 재미있음

§ 뭔가 과학자의 삶에 빨려 들어가서 과학자의 심리까지 공감이 되고 재미

도 있어서 공부인데도 즐겁다.

4) 공감과 몰입, 재참여 의사: 익명, 대상 총 14명 모두 답변

[표4-5] 공감과 몰입에 대한 리커트 척도 결과

5단계척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체크한인원 7 7 · · ·

공감과 몰입에 대해서는 14명 모두가 “높음” 이상의 답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은 “매우 높음”에 체크하였다. 공감과 몰입에 대한 구체적

인 의견에 대해서는 면담이후 질문하여 정리하였다. 재참여 의사에 대해

서는 14명 모두가 재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을 남긴 학생도

있었는데, “게임에 대한 정성이 확 느껴질 만큼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

았어요. 덕분에 오늘 배운 내용은 평생 가져갈 것 같습니다. 좋은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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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은 VNOS-C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를 정리하여 이를 토

대로 게임을 적용한 연구일 이후 1주 이내에 진행되었으며, 게임을 플레

이 한 14명의 학생 중 자원한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진행

된 면담의 내용은 게임 속 과학의 본성 요소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대한

것, 게임의 형식, 재미, 공감, 몰입에 대한 의견과 재참여 의사에 대한

것, 게임의 매커닉스나 룰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게임 속 과학의 본성 요소에 대한 맥락적 이해

본 연구에서 게임을 개발한 목적이 과학의 본성 4 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게임의 어떤 부분에서 각 요소를 알 수 있었는지 질문

했다. 게임 개발 절차에서 스토리를 구성할 때 의도한 부분과 일치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먼저, 창의력과 상상력은 추론과 설명적 발명을 포함하여 베게너가 대

륙이동설을 생각하게 된 계기부터 베게너의 주장에 많은 설명적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여러 증거를 통해 과거 대륙의 모습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면담에서 학생들이 이야

기한 게임을 통해 이해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그 창의력 구슬을 얻었습니다. 라고 뜨는 부분, 그리고 약간 아 그렇

구나. 라거나 아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 이렇게 말해봐야

겠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부분” (6C)

"일단 대륙이 처음에 이동했다는 거를 알아차렸을 때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쪽 경계면이 같다는 그 처음 부분에 거기서도 사용한 것

같고, 이 가설을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창의력과 상상력

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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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증명해내고 증거 찾을 때 막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하고 딴 데서 공부를 하고 찾으러 나갔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머리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 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C)

둘째, 주관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반영의 경우 함께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에서는 도서관 자료 검색, 학회 발표, 다른 과학자들과의 논

의, 당시의 전쟁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면담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한 게임을 통해 이해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베게너가 나중에 내가 독일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같은 증거였음에도 육교설을 주장하는 부분

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 그게 그 1차 세계대전,

전쟁 그거 나올 때" (6C)

"미국에서 처음 발표를 했을 때 패전국인 독일 사람이라는 점에서 살

짝 무시한다는 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터무니없

다는 소리로만 생각을 했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던 것

같아요." (6D)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말했을 때 그 때 추

세가 육교설이었잖아요.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약간 자기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부분이요." (4C)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거기에서 다 달랐고, 보는 관점도 다 달

랐는데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수축설이나 육교론 같은 게 있

었는데 전부다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가 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하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그거는

그 세계대전 때 베게너가 대륙이동설 발표를 시도를 했는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부

분에서." (4B)



- 65 -

셋째, 가변성은 현대의 고등학생이 과거의 베게너가 된 후 다시 현대

로 돌아와 기술과 이론의 발전으로 대륙이동설이 인정받게 되었음을 알

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면담에서 학생들이 이야기

한 게임을 통해 이해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마지막 엔딩 부분이었나?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찾아가지고 발표하는

장면에서 느꼈어요." (7B)

"그 베게너가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되게 유명

한 과학자가 돼요." (7C)

"처음에 육교설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밝혀

져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보니까 밝힐 수 없었던 것도 점점 밝혀지고

그런 점에서 과학이 변하는 것 같아요." (6D)

“과거에는 육교론 같은 게 주를 이뤘다가 나중에 베게너가 죽은 다음

에 대륙이동설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대륙이 뭐 육교로 이어져있었

다? 수축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가 점차 바뀌어

서 대륙이동설이 인정받은 거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B)

② 게임의 형식, 재미, 공감, 몰입에 대한 의견과 재참여 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설문에서 질문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

인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했다. 먼저, 교육용 게임이면서 RPG라는 형식

의 게임을 접해본 느낌에 대해 물었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게임

을 좋아하지만 RPG 형식은 처음인 학생, RPG 형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주제로 한

이 RPG형식의 교육용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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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 본 게임보다 뭔가 쉽고 대신에 지식 전달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으로 듣는 것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게임이 더 만들어지면 좋은 것 같아요.” (6C, RPG를 접해

본 학생)

“아 근데 엄청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뭐라 해야 하지. 베

게너의 일생을 잘 풀어놨다고 해야 하나? 알기 쉽게. 이 스토리랑 롤

플레잉 게임이라는 형식이랑 매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7B, 게

임을 좋아하지만, RPG는 해본 적 없는 학생)

“교육용 게임을 처음 접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게임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7C, 게임을 좋아하지만, RPG는

해본 적 없는 학생)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재밌고 몰입도 잘되고 베게너의 삶이라는 주제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감동도 있었고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집중도 잘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6D,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이론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수업 시간에 들으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으로 하니까 더 쉬워진 느낌이랄까” (4D, 퍼즐이나 스도쿠

만 해 본 학생)

다음으로, 재미와 공감, 몰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에서 이미 조

사한 부분이지만, 게임 속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점을 느꼈는지 알기 위

해 질문했다. 재미와 공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재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직접 찾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도서관에서도 직접 찾고 그런 것! 대신

에 힌트가 너무 쉬워요.” (6C)

"자유를 찾고 모험적인 부분이 재밌었어요. 약간 재미없는 과학을 게

임으로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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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너의 삶을 아예 다뤘다는 점에서 스토리가 좀 감동적이다 보니

까 거기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6D)

"선택지가 많고 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그 당시에 그렇게 말

했을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4C)

"막 조사하고 싶은 것 앞에서 엔터를 누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냥 사소한 막 의미 없는 것도 막 문구가 뜰 때 재밌었어요." (3C)

"스토리로 이렇게 하고 제가 게임을 하면서 찾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

라서 도서관에서도 책 찾는 것 재밌었고 그랬어요." (5D)

"제가 직접 캐릭터를 가지고 자료를 찾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재미있

었고 그리고 과학자의 일생에 대해 제가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4B)

공감과 몰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베게너에 대한 집중이 잘 됐어요. 막 수업을 하면 막 지루해가지고

안하는데 이거는 제가 막 베게너를 조종하면서 보니까 집중할 수 있었

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회에서 사람들이 막 베게너를 안 믿고 믿으면

과학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거기서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안타깝고 그

랬어요.” (7B)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계속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 자기 몸도 바치고

해서 인상 깊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린란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기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과학의.. 과학을 연구하다가

죽은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7C)

"누가 말로 해주는 거였으면 집중이 안 됐을 텐데, 제가 그 게임 캐릭

터 입장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니까 몰입이 잘 되었어요."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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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판게아를 배우고 대륙이동설을 배우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막 몰라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공감이 되었

어요.” (5D)

다른 주제로 과학사 RPG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을 1부터

100까지 수치화하여 표현하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80부터

100까지 다양한 수치화 함께 이유를 말했는데, 100이라고 한 학생은 게

임으로 공부하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이고, 가장 낮은 80이라고 한 학생

은 나머지 20의 요인에 대해 시험 공부할 시간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90이라고 답한 대부분의 학생은 나머지 10의 요인에 대해 “내용이

너무 심오해지면 안 할 것 같다.”, “피곤할 때는 텍스트를 읽지 않고 패

스할 것 같다.”, “평소에 게임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말했

다.

③ 게임의 매커닉스나 룰에 대한 의견

게임의 내용적인 부분은 앞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게임의 매커닉스나

룰에 요소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생들에게 게임의 시청각 요소, 보

상, 게임 속 퀴즈, NOS 점수와 랭킹에 대한 생각과 함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었다.

“일반 게임이랑 비교해도 시청각 요소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상이

있어서 더 열심히 보게 되어서 좋아요. 그리고 내용 전달하기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정을 한다면 추리적인 요소가 더 있었으

면 좋겠어요.” (6C)

"시청각 효과는 베게너가 불쌍하다는 느낌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게임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없어요. 이정도면 중학생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B)

"보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중간에 나오는 배경음도 좋았고 되게 다

매치가 잘 되었어요. 수정을 한다면, 반짝 거리는 효과 같은 걸로 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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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7C)

"좀 더 다른 아이템이 많은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청각적인 부분도 되게 상황

에 맞게 잘 들어간 것 같았고, 그 외에도 딱히 뭔가 단점이라고 보일

만한 것도 없었고, 시각적인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잘되어

있었고 거기에서도 딱히 단점이라고 보일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게임을 만드신다면, 다윈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

요.“ (6D)

이와 같이, 게임 요소들이 잘 매치가 되어 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학생은 없었고,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요소에 대한 의견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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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종 게임 개발

4F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된 프로토타입의 게임은 4번의 테스트를 거

쳐 [그림4-13]과 같은 사양의 게임으로 최종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게임의 텍스트는 모두 한글이지만, 게임의 텍스트만 모두 추출하

여 영어로 번역한 버전의 게임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게임의 용량은 압

축을 풀었을 때 267MB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 화질의 영화 한

편의 용량이 1.4GB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크기로 USB 메모리나

인터넷 드라이브, 메신저를 통한 휴대가 간편하다. 모바일 버전도 따로

제작되어 현재 Android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추후 iOS에서도 가능

하도록 변환할 수 있다.

[그림4-13] 최종 게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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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2015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공통 및 선택

과목에 포함된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륙이동

설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하는 롤플레잉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다. 교육을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 결과는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상균(2017)의 4F 프로세스를 적용하

여 게임을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개발된 게임은 다양한 환경 및 사양

에서 쉬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개발 단계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대상 학습자를 분석하여

요구 사항을 확인하였다. 과학사를 통한 과학의 본성의 이해에 대한 효

과는 검증되었으나, 기존 과학사 수업의 강의식 또는 단순 읽기 자료 형

태의 전달 방식을 통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맥락을 강조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였다. 게임의 다양한 장르 중

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주가 되는 게임은 롤플레잉과 어드벤처 장르이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대륙이동설의 역사가 포함할 수 있는 NOS요소

의 4 가지인 창의성, 이론 의존성, 사회·문화적 특성, 잠정성을 고등학교

수업 1차시에 해당하는 50분에 플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목표 재미

와 동기를 함께 설정하였다.

게임화 설계 단계에서는 베게너와 대륙이동설을 다루는 문헌을 참고

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각 이야기 흐름 속에서 NOS 요소와 재미 요소

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메커닉스 요소는 퀘스트, 보상, NOS

점수, 퀴즈, 랭킹이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RPG Maker MV라는 툴을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2번의 알파테스트와 2번의 베타테스트,

총 4번의 테스트를 거쳤다. 알파테스트 과정에서는 연구실 내부에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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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적합성, 플레이 시간, 프로토타입 완성도, 재미 수준과 의미 수준

을 평가하여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 베타테스트 과정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 검사 도구인 VNOS-C 사전·사후 설문, 게임 만족

도 설문,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도출된 해석 및 논의 사항과 함께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게

임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상균(2017)의 4F 프로

세스의 절차에 따라 게임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대상 학습자 특성 분석을 통한 요구사정을 실행하

였으며, 산출물의 정교화를 위해 4번의 테스트를 통한 반복된 검증을 실

시했다. 산출물이 게임이라는 특성상 플레이 과정에 있어 교수자의 훈련

이나 사용 순서에 따른 효과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지니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계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평가자의

역할도 했다. 이 속에서 개인적인 편견이 자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

해 다수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

으며,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료의 신뢰를 위해 여러 연구에

서 그 타당도가 확보된 VNOS 설문과 준거를 활용하였다.

둘째, 인과적 추론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목적

은 고등학생의 NO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의 스토리 구성 단계에서 의도한 NOS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Lederman et al.(2002)이 정리한 과학의 본성

요소에 따라 게임 속에서 그 실제 사례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맥락에 따

라 드러나도록 포함시켰으며,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하여 PLEX모델

(Korhonen et al., 2009)의 20 가지 재미 요소 중에서 해당되는 요소를

이야기의 진행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게임의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등학생 및 초·중등 교사자격증이 있는 동료 연구자 및 과학교육전문가

가 직접 플레이하여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거쳤다.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있어 키보드 방향키와 스페이스 바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키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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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마우스 좌 클릭만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라 어려움은 없

었다. 학생들 중에서 게임을 처음 접해본 학생(6D)이 있었는데, 그 학생

도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용어나 설명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4번의 테스트를 거

쳐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설계 과정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1

인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그 시간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게임 개발 툴인 RPG Maker MV의 경우 개발자가 프로

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

과 그림 파일을 오픈 소스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화와 해석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절의 한계에서 다

루겠지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기록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평가 및 사용이 쉽도록 하

였다. 또한, 최종산출물인 게임이 2D로 구성되어 있어 요구하는 PC의 사

양이 매우 낮고, 267MB라는 작은 크기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USB 메모

리나 인터넷 드라이브, 메신저를 통한 휴대가 간편하다. 플레이 시간도 50

분 이내이므로 고등학교 수업에서 교사들이 1차시만의 적용이 가능하며,

게임 속에 포함된 퀴즈의 점수화 및 랭킹까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게임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넷째, 문제 예측과 대비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2D

로 구성된 게임으로 사양이 매우 낮지만, 4번의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집, 연구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양의 컴퓨터

가 사용되었다. 테스트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용어나 과정에 있어서는

안내가 추가되었고, 마지막 4차 테스트에서는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

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4차 테스트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계적 개발 과정을 통한 SHRPG 개발 특성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과학사 교육에서 무시했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게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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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결합하여 과학사 롤플레잉게임(SHRPG)을 개발했다. 스토리는

베게너의 창의성과 많은 과학자들의 논쟁이 포함된 대륙이동설의 역사이

며, 현대의 고등학생이 베게너가 되어 대륙이동설을 직접 주장하는 경험

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퀘스트, 보상, 퀴즈 및 경쟁 요소를

통해 학습자가 스토리를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차시 수업의 보상이나 테스트로 연계

할 수 있다.

둘째, 과학의 본성 4 가지 요소의 이해도 변화에 대한 것이다. 두 번

에 걸친 베타테스트에서 학생들의 잠정성과 주관성에 있어 사전 이해도

는 이미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두

요소를 대륙이동설을 통해 구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

고, 이는 사전과 사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나머지 두 요소에서도 그

러했다. 이해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창의력 요소였다. 1차 베

타테스트에서 과학자들이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창의력을 사용한다는 사

실에 대한 이해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고, 창의력의 구슬이라는 아이

템의 도입과 게임 내 명시적인 퀴즈 도입 등 게임 수정을 통해 2차 베타

테스트에서 전문가적 관점인 학생 비율이 사전 0%에서 사후 100%로의

큰 변화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강석진 등(2004)은 학생들에게 과학 지

식이 발견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 과학 이론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과학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본 연구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게임의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교육을 게임을 통해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배움과 함께 학생들의 재미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리커트 척

도와 설문, 면담을 통해 확인한 학생들의 재미에 대한 반응은 확실히 긍

정적이었다. 재미를 느낀 요인에 있어서는 스토리, 게임 형식, 쉬운 이해

순이었다. RPG를 통한 교육 경험에 대해서도 쉬운 이해, 재미, 집중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베게너에게 충분히 공감이나

몰입을 할 수 있었고, 재참여 의사도 매우 높았다. 게임 요소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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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가 잘 되어 큰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학생은 없었고, 좀 더 추가되

었으면 하는 요소에 대한 의견만 있었다.

교육 게임화의 결과는 재미와 의미 측면에서 4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

다. 이중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는 당연히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으로 재미와 학습 성과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본 연구

는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미에 대한 만족도도 높

았으므로,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과학의 본성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사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국내 선행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읽기 자료를 벗어나 학생의 흥미

를 유발하고, 학생 중심의 능동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발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HRPG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교수 학습 자료이며, 학습자

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자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으면서, 학생들이 보다 실제적(authentic)으로 과학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 해석 과정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은 50분 이내의

분량으로 고등학교 1차시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과학의 본성 요소 중에

서도 4 가지만 다루고 있다. 추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과학사의 스

토리텔링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과학의 본성 요소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A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같은 서울시

소재의 B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수

업의 효과를 전체 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SHRPG를 적용한 결과는 통제 집단 없이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통제 집단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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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게임화의 목적

이었지만, 학생 면담 결과, 게임 속 스토리에 해당하는 다양한 과학 이론

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이 많았다. 지식적인 부분의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알 수 없지만, 추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과학의 어려운 이론을 게임을 통해 제시하는

연구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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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of science (NOS) has been emphasized over the past

100 years, and it specifies the nature of science through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common and elective subjects of science curriculum

in 2015 revised Korean high school. However, the existing science

education in Korea ignores the context and it can reduce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by the lecture-type teacher-oriented class, which may

interfere with the understanding of NOS. Therefore,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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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s to convey the NOS element through the rich context of

storytelling. The theme of the story was a history of continental

drift, in which the debate of many scientists and Wegener's creativity

was outstanding. Of the various media that deliver storytelling, the

most powerful medium that leads to personal immersion is computer

games, and the main genre of storytelling is role-playing games

(RPG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teenagers' game utilization rate was 91.9% in 2018,

with RPG ranked second among th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develop the science history role playing game (SHRPG)

focusing on continental drift. The game development model is based

on Kim's (2017) 4F process, which consists of the Figure Out, Focus,

Fun Design, and Finalize. In the analysis phase,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needs analysis were performed. In the goal setting stage, the

range of education game was included in the history of continental

drift, with four possible NOS elements. At the stage of composition

of the story, the basic setting is that the main character, a modern

high school student, lives the Wegener's life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returns to the modern time. The story was extracted

from the NOS elements of Lederman et al. (2002), namely creativity

and imagination demand, subjectivity, socio-cultural personality and

tentativeness, which are all possible factors in the story from the

continental drift theory. The book, which became the basic framework

of the story, is [Wegener's continental drift] by Kim (2016). The

story was organized by NOS element and fun factor. The mechanics

and rules included quests, rewards, quizzes, NOS scores and rankings.

At the finishing stage, prototypes were created using the RPG Maker

MV tool. Two alpha tests were conducted for science educators and

fellow researchers in the lab, and two beta tests for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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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ere conducted, and a final game was developed after the

total of four tests. In the final 4th beta test, we have confirmed that

this study has achieved "Enjoyable and Meaningful class" as the

purpose of gamification through VNOS-C pre- and

post-questionnaires, satisfaction surveys, and interviews with high

school students. As a result, the students understood the elements of

NOS in the context of continental drift, and there was the greatest

change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creativity is required at every

stage of research." Satisfaction with SHRPG was also very high. The

students had the greatest fun in the story, and most common opinion

was that RPG format education was easy to understand. The SHRPG

has helped students to understand not only the NOS but also the

knowledge of various theories in the game. And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re - participation intention were very high. Therefore,

I suggested a follow-up study that presents difficult scientific

theories through SHRPG format.

keywords : nature of science, history of science, storytelling,

role-playing games, continental drift

Student Number : 2017-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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