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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 수업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의 학습 효과를 비교·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도시홍수를 

주제로 한 세 가지 활동, 즉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을 설계하였으며, 각 활동별로 

‘인식된 현실성’,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 ‘흥미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식된 현실성’에서 수업 활동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식 습득’에서는 학습지 풀이 활동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리 

이해’부분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과 학습지 풀이 활동이 거의 같은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도’는 두 게임 

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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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verify the learning effect of a simulation game activity in a 

geography class. To clarify the learning effect of a simulation game activity, three activities on the theme of urban 

flood, namely, workbook solving activity, card matching game activity, and flood simulation game activity designed. 

In addition, each activity was examined in terms of ‘perceived reality’, ‘knowledge acquisition and understanding of 

principles’, and ‘interest’. As a result of the study,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lass activities 

in ‘perceived reality’, there was a higher learning effect in workbook solving activity in ‘knowledge acquisi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understanding of principles’ section, simulation game activity and workbook solving activity 

showed almost the same learning effect, and ‘interest’ showed that both game activities were higher.

Key words: Geography education, Game, Simulation games, Urban flood, Perceiv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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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게임이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대체적으

로 검증되어 왔으며(Randel et al., 1992; Plass et al., 2015), 

최근에는 기존에 알려진 효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게임이 효과를 보이는 영역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소통, 협력 등을 망라한다(Qian 

and Clark, 2016).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교수방법은 전

통적인 교수방법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미국은 1950년대 AHSGP(American High School 

Geography Project)을 통해 미국 지리 교육과정의 타당

성을 검토하면서 지리의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주요한 6

가지 전략 중 한 가지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선정

한 바 있다(Walford, 2007). 또한 영국의 지리교육학자 

렉스 월포드(Rex Walford)는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지리

교육 방법을 정리하여 �Using games in school geography 

(학교 지리교육에서 게임의 활용)�를 2007년에 발간하기

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지리교육에 활용한 연구 사

례는 상당수 있어왔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여러 연구들(예: 전봉식, 2001; 강영미, 2008; 박현경, 

2012 등)은 연구 도구로 게임을 사용하는데 있어, ‘게임’

이라는 개념의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게

임이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 활동이며 여전히 게임이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지속되

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의미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연구들은 그러한 과정

이 없이 기존에 게임으로 알려진 도구, 프로그램, 활동 

등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게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예 : 

이자영, 2001; 강영미, 2008; 박현경, 2012 등)이 사전, 사

후 효과 검증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게임’과 관련된 어떤 요인으로 

인한 효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

를 검토하여 다양한 게임의 속성 중 검증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설계하였다. 또한 게임을 적용한 

활동의 효과를 보다 타당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 활동 

진행 시간을 수업 내 하나의 수업단락(segment) 규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15분으로 제한하고, 서로 다른 수

업방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교실수업이 갖는 변수를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

해 Anderson and Burns(1989; 김혜숙, 2018에서 재인용)

가 제시한 수업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수

업유형을 제외하고 기타 변수들에서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게임 활용 수업에 

대한 분석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게임 활동

은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활동이다. 게임의 다양한 

속성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

서 진행되는 교수학습방법에서 게임의 속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고,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게임이 공통적으

로 ‘규칙’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예: Kim et al., 2018; Sitzmann, 2011). ‘시뮬레이

션’ 역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이 정의들은 시뮬

레이션이 ‘현실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예: Walford, 2007; Sitzmann, 2011; 

Kapp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시뮬레이션 게임을 ‘현실의 원리에 기반하여 특정한 규

칙을 가지고 승패를 나누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시뮬레이션 게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현실의 상황

을 대체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Kapp et al., 

2013; Kim et al., 2018).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교실

에 적용되었을 때 그 효과가 충분하다면 학생들이 시뮬

레이션 게임을 통해 체험한 해당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적용

된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예: 김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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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llandier and Adam, 2018 등)의 종속변수들이 주로 학

업성취도와 흥미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시뮬

레이션이 실제로 현실적 경험을 한 느낌을 주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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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과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인식된 현실성(perceived reality)’(Potter, 1988)

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현실 경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이 전통

적인 설명식 교수방법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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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bush and Gosen, 2002). 때문에, 인식된 현실성과 

관련하여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지식 습득 능

력과 원리 이해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의 학습

효과를 전통적 교수방법과 비교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습내용은 여러 자연재해 중

에서도 ‘도시홍수’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는 안전상 실제 체험을 일부러 할 수는 없는 

주제이다. 또한 최근 자연재해 교육의 방향에 대해 속수

무책인 재해의 위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선택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을 이해하는 방

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Mönter and Otto, 

2018). 따라서 자연재해 수업과 관련하여 그 원리를 체

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식의 활동의 의

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5단

원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간 활동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성취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5 교육과정의 검정을 통

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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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도시홍수는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 인간과 자연재해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홍

수에 대한 지리교육 측면에서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홍수를 주제로 하여 기존 수업 

활동, 비(非)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활

동, 총 세 가지 활동을 설계하여, 각 활동이 인식된 현실

성에 주는 효과와 학습내용의 습득 및 이해에 주는 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기존 수업 활동으

로는 학습지 풀이 활동을 설계하였고, 비(非)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으로는 카드 맞추기 게임활동을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요소가 없는 게임활동을 설계한 것은 시뮬레

이션 게임 활동의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이다. 

II. 지리교육과 시뮬레이션 게임

1. 시뮬레이션 게임(simulation game)

게임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Kim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은 학자마다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의

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부분이 있지만, ‘목표’와 ‘규칙’이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합의가 이

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tzmann(2011) 역시 게임

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여

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게임이 “재미가 있고, 상호작용이 

있고, 규칙이 있으며, 목적이 있고, 경쟁이 있는, 그리고 

플레이어의 상상력을 촉진”(Sitzmann, 2011, 492)1)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시뮬레이션은 게임과 구별되는 활동임에도 게임의 

개념적인 정의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경우 게임과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2)이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 

및 분석은 현재 항공, 간호, 건축, 전자, 일기예보, 공학, 

응급, 항해,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기술 습득 및 안전을 고려한 

위험 상황 체험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Crookall, 2010).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뮬레이션의 속성은 ‘현실생

활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藤岡信勝, 1989; 서재천, 

1998에서 재인용; Walford, 2007; Sitzmann, 2011; Kapp et 

al., 2013; 조철기, 2015).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을 이

루고 있는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추출

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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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한다(藤岡信勝, 1989; 서재천, 1998에서 재인

용; 백영균, 2010).

게임과 시뮬레이션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한 속성들

을 종합하면 교수학습활동에서 게임은 ‘규칙을 바탕으

로 한 경쟁’이라는 속성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교수학습활

동에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은 위에 언급한 게임

과 시뮬레이션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규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경쟁

을 하는 활동 중에서도 현실의 원리가 반영된 것을 시

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현경(2012)

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뮬레이션과 게임의 특성이 혼

재되어 있는 교집합으로 보았으며, 시뮬레이션과 게임

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시뮬레이션 

게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학

습자가 현실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가상의 상황에서 승

리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

서 경쟁을 벌이는 학습방법이다.”(박현경, 2012, 5) 본 연

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은 바로 이 정의

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게임과의 비교를 위

해서 설정되는 일반 게임 활동의 경우 시뮬레이션 요소

를 제거한 것으로, 규칙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라는 게임

의 요소는 있으나 현실을 반영한 원리는 갖고 있지 않

은 게임 활동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의 이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

션을 통해 안전, 비용 등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험이 불가능한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철기(2015)는 현실상황 자체를 과

제에 활용하는 경우 위험과 부적절함에 노출되는 사회

적 책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반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학습은 현실 생활의 단순화를 통해 안전하게 과

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현실에서처럼 문제에 직면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Alessi and 

Trollip(2001)은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학습동기가 

자극되고 실제상황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의 세

계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를 익히며, 현상

의 특징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들은 학생들이 실제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의 주요 원리를 은연

중에 체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현실세계의 단순화가 학생들의 이해를 도

움으로써 교수학습활동을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변영계(2006)는 실제 삶의 상황이 

학습 과정 설계자들이 기대하는 모든 특성을 가지는 경

우는 아주 드문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가능한 모든 특성

을 지닐 수 있기에, 학습 관련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제 삶의 상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집단 학습에 쓰일 수 없

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성을 활용 가능한 정도로 감

소시켜 단순화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2. 지리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

지리교육 분야에서 앞서 정리한 시뮬레이션 게임의 

‘규칙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및 ‘현실 반영’이라는 두 가지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은 Walford 

(2007)가 소개한 바 있는 ‘카리브해의 어부(Carribean 

Fisherman)’게임이다. 이 게임은 주사위와 기록지만을 사

용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규칙들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폭풍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물고기를 잡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한다. 학생들은 게임이 진행되면서 폭풍우에 

손상된 항아리를 구입하고, 배를 수리하고, 생활비를 위

한 대출을 받으면서 제3세계의 어부들의 실제 삶이 겉

보기와 달리 매우 팍팍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박현경(2012)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게임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학

생들의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흥미도와 몰입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카리브해 주민들의 실제 삶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존재하긴 하나, 앞 절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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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뮬레이션 게임에 가까운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

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한 만큼 각 연구들에서의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

한 정의와 그 적용 방식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앞서 내린 시뮬레이션 게임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

지 않더라도 지리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효과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들을 추가

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게임의 지리교육

적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1) 컴퓨터와 같은 디지

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

한 경우, 2) 디지털 기기 없이 게임판이나 학습지 등의 

도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

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시뮬레

이션 게임을 수업에 활용한 경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

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메커닉스가 게임상에 적

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예: Tsai et al., 2015; Kim 

and Shin, 2016; 강태욱, 2017; Taillandier and Adam, 

2018). 이것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적인 상황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기반 시

뮬레이션 게임의 경우 학생들이 게임 자체의 플레이 방

식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 역시 보고 되었

다(예: Kim and Shin, 2016; Pease et al., 2019). 또한 본래 

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게임들은 학생들이 게

임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강태욱, 2017). 

컴퓨터 없이 게임판이나 학습지 등의 도구를 바탕으

로 설계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유형에는 

교사들이 게임을 직접 개발한 경우(예: 이지윤, 1991)와 

기존 게임의 다양한 요소를 변경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예: 박현경, 2012; 한동균, 2018)가 존재했다. 또한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활동을 함

으로 이를 통한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방식(예: 한동

균, 2018)도 있었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 기반 시뮬레이

션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게임 요소의 변경이 수

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습효과를 학업성

취도 및 흥미라는 변수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

고, 실제로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학업성취도 및 흥

미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경, 2012; Tsai et al., 

2015; Taillandier and Adam, 2018). 그러나 학습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가 중요한 요

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내용의 학습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방법이 새

로운 것이라면 신기효과(novelty effect)3)로 인해 학업성

취도가 증가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Kormi-Nouri et 

al., 2005).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수업방식과의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

른 활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현실’을 반영

했다는 점이다. 다른 효과 및 이점들은 이 특성과 연관

되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시

뮬레이션 게임의 학습효과가 현실을 대체하는 경험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임적 요소에 의해서 발

생하는 것인지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

이 느끼는 현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분하여 진행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설계

1. 독립변수 설계

본 연구에서는 활동유형을 1) 학습지 풀이 활동, 2)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각 활동 유형의 효과를 객관적

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 유형의 특성, 즉 독립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일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 

활동 유형의 핵심적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

치되도록 설계하였다.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보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and Burns(1989)의 연구

를 김혜숙(2018)이 재구성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교실수업의 6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교과(subject matter), 학생활동(task demands) 수업형태

(instructional format), 집단배열(grouping arrangement), 수

업진행시간(time/pacing/coverage), 교사와 학생의 상호



지리수업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의 학습 효과: 도시홍수를 중심으로

―66―

작용(classroom behaviors and interactions)으로 이루어진

다. 이 중 수업형태(instructional format)는 수업 구성요

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부각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게임기반학습의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한 Plass et al. 

(2015)에 따르면, 게임기반학습의 구성요소에는 학습 메

커닉스(Game Mechanics/Learning Mechanics/Assessment 

Mechanics), 미학적 디자인(Visual Aesthetic Design), 내러

티브 디자인(Narrative Design), 보상 시스템(Incentive 

System), 연주될 악보(Musical Score), 학습할 내용 및 기

술(Content and Skills)이 있다. 이 중 ‘연주될 악보’는 학

교 수업 여건상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학습

할 내용 및 기술’은 수업 요소 중 교과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각 수업 유형 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수업형태에서의 ‘메커닉스(Mechanics)’라고 할 수 

있다. 메커닉스로 인한 설계상의 차이는 주로 게임 규칙

으로 표현되며,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세 가지의 학습활동 

유형, 즉 1) 학습지 풀이 활동, 2) 카드 맞추기 게임 활

동, 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을 Plass et al.(2015)의 

게임기반학습의 구성요소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

을 지니게 된다. 

1) ‘학습지 풀이 활동’은 기존의 설명식 수업을 상정한 것이

다. 따라서 이 활동은 게임적 속성이 없는 활동이다.

2)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은 일반적인 게임수업을 상정한 

것이다. 게임적 속성이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요소는 

없어야 한다.

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은 시뮬레이션 게임수업을 

상정한 것이다. 게임적 속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뮬레

이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위의 특성은 독립변수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활동 유형이 갖

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

능한 구성요소별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

생활동과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같이 각 활동의 핵

심적인 특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성요소도 있다. 예

를 들어 ‘학생활동’의 경우 ‘학습지 풀이 활동’에서의 ‘학

생활동’은 학생들 상호간 토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적인 반면, 게임방식 활동에서의 학생활동에서는 모둠

원간 논의를 통해 전략을 짜야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

와 학생의 상호작용’ 부분에서도 교사가 답이 정해진 닫

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 주로 이루

어지는 일반적 설명식 수업과 달리, 게임방식 수업에서 

교사는 게임 진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학습지 풀이 활동과 카드 

맞추기 게임 간에는 교과, 집단배열, 수업 진행시간을 

일치시켰고, 카드 맞추기 게임 및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간에는 독립변수인 수업 형태를 제외한 변수들을 통제하

였다. 세 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과 같다.

1) 학습지 풀이 활동

전통적 수업방법과의 비교연구는 많은 연구에서 진

행하고 있으나 전통적 수업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술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

기 힘들다. 전통적 수업방법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 학교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수업방

법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나라 학교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방식이 

무엇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길양숙(1999)은 중등학교 교사들의 수업방법 및 

교수행동을 분석하여 설명 중심의 수업이 가장 많이

(43%) 관찰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이루어진지 20년 이상 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자문

을 얻어 앞서 제시한 설계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업활동을 확정하고자 하

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Microsoft Power 

Point, 이하 ‘PP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교

사가 설명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학습지를 배부하여 학

생들이 교사와 함께 이를 해결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다른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모든 

일반적 수업을 대표할 수 있는 수업방식으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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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일반적 수업’ 등의 이름이 아닌, ‘학습지 풀

이 활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활동은 15분간 진행되며 후술할 학습영상 제작에 

사용된 PPT 슬라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

접 설명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가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학생들은 이를 듣고 배부

한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나가게 된다. 제시된 학습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자는 중간 중간 학습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답을 이끌어 내었으며 참여활동이 활발한 학생들과 

학습지를 우수하게 작성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

였다. 지급되는 보상의 개수는 다른 두 게임방식 활동에

서 지급되는 개수와 같도록 하였다. 

이는 비교실험을 위한 수업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 내

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수업내용이 지

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학습지 풀이 활동의 세부적인 수업 과정은 사전에 

계획된 수업지도안 및 수업 스크립트를 따랐다. 그리고 

사용된 학습지, 수업 지도안 및 세부 스크립트 역시 현

직 중등지리교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얻어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설명식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행하는 교수학

습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2)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의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려면, 

앞서 제시한 실험 설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게임 활동이

지만 시뮬레이션의 속성을 지니지 않는 게임 활동의 설

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명과 단어가 적

힌 카드를 뒤집어 가면서 짝을 맞추는 ‘카드 맞추기 게

임 활동’을 설계하였다.

카드게임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들은 

분단별로 나누어져 7～8명이 한 팀이 된다. 제시되는 전

체 카드의 개수는 20장으로, 10장의 카드에는 단어가 적

혀있고 나머지 10장의 카드에는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팀의 턴이 되었을 때 조원과

의 토의과정을 통해 2장의 카드를 선택하는데, 이때 선

택하는 카드의 단어와 설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학생들이 카드를 선택하면 교사가 이를 

교실전면에 비추어진 PPT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카드

에 적힌 개념은 표 2와 같다. 이 내용은 학습영상에 등

장하는 내용에 더하여 일부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관련

된 내용을 추가하였고 본 실험의 다른 유형의 학습 활

동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 역시 다른 활동 유형과 마찬가지로 15분간 

진행된다. 이 활동은 PPT 프로그램의 트리거 기능4)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슬라이드 화면에 구현된 카드를 이

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실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의 내구성이나 교실 상황에서의 변수 등으로 게임이 원

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

인 게임 진행 화면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앞서 제시한 실험설계의 원칙에 따르면 이 카드 게임

은 규칙을 바탕으로 모둠 간 경쟁을 하는 활동으로 게

표 1. ‘학습지 풀이 활동’ 학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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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도시

의 면적이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땅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         )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나. 포장된 땅은 흙으로 된 자연 상태의 땅에 비해서 빗물을 흡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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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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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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게임 내부의 주요 메커닉스

는 카드를 맞추어 포인트를 쌓아 승리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원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시뮬레이션으로는 볼 수 없다.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는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안면타당도 확인을 거쳤다.

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본 연구에서 설계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 포장이 이루어지면 지표의 불투

수면적이 확대되어 도시개발 이전에 비해 집중호우시의 

첨두유량(尖頭流量)5)이 증가하고, 이것이 홍수 유발 위

험성을 증가시키는 도시홍수 관련 원리를 게임으로 구

현한 것이다. 

물정보포털 MyWater 홈페이지(www.water.or.kr)에서

는 도시홍수에 대해서 “도시의 주차장, 건물, 도로 등의 

불투수 지역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홍수의 특성으로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한 

첨두홍수의 증가 및 도달 시간의 단축, 도시 내수배제의 

불량으로 인한 주택지, 상가 공장지 등의 침수에 의한 

피해가 지배적이다.”6)라고 서술하고 있다. 도시홍수와 

관련된 연구들 역시 불투수면의 증가가 도시홍수를 유

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보경 외, 2011; 강정은·

이명진, 2012; 박창열·신상영, 2014). 본 활동은 도시홍수

에 관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투수면의 증가

로 인해 도시홍수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원리를 

체험 가능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설계한 것이다.

홍수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책 또한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Taillandier 

and Adam, 2018).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는 매우 복잡한 메커닉스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업 중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의 효과를 정

확히 검증하기 위해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홍수가능

성의 증가라는 하나의 원리만을 남기고 나머지 요소는 

가능한 제거한 게임을 설계하였다. 또한 설계된 게임은 

실제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가능한 활동이어야 수업 활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이 활동의 타당성에 대해서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안면타당도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2. ‘카드 맞추기 게임’ 카드 내용

단어 설명

구로구 9명의 현명한 노인이 있다는데서 유래한 지명

고척동 높은 곳에 생긴 마을이라는 ‘고좌리’에서 유래한 지명

배수구
땅위에 흐르는 물 또는 지하수를 배수하기 위해 

만드는 수로

아스팔트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로 도로포장에 

사용한다.

제방
물이 넘쳐 흐는 것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 쌓은 둑.

집중호우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콘크리트
시멘트, 자갈, 흙을 섞어서 굳힌 것. 건축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한강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하천

홍수
강이 범람하여 건물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현상.

홍수터 홍수시 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곳

 그림 1. 카드 맞추기 게임 진행 화면

그림 2. 카드 맞추기 게임 진행 화면 (카드가 제거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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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 맞추기 게임과 마찬가지로 전체학생들은 분단

별로 나누어져 7～8명이 한 팀이 된다. 전체적인 과정 

역시 카드 맞추기 게임과 마찬가지로 교실 전면의 PPT 

화면을 통해 진행하고 조별로 선택내용을 교사에게 전

달하면 교사가 해당 요소를 클릭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집의 개수에 따라 홍수를 일으키

는 확률에 변화를 주는 메커닉스를 구현하기 위한 주사

위 2개를 준비한다. 이 주사위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으며 비닐재질로 되어 있어 보드마카를 통

해 각 칸에 새로운 글자를 쓰고 지울 수 있다. 게임이 

진행되는 슬라이드 화면은 그림 3과 같다. 게임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PPT 슬라이드를 통해 사전 스토리가 

제시되고 이어서 규칙이 제시된다. 

게임이 시작되면 각 조는 1턴 마다 자신들의 마을의 

한 개 구역에 집 또는 홍수터를 지을 수 있다. 각 조에

서 하나의 집을 건설 할 때마다 교사는 준비된 주사위

의 한 면에 ‘홍수’라고 적는다. 반대로 집이 부서질 경우 

주사위 면의 ‘홍수’를 지운다. 각 조의 선택이 모두 끝나

면 교사는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두 

개의 주사위 모두 ‘홍수’가 나오면 홍수가 일어난다. 홍

수가 일어나면 이미 지어진 집의 절반이 부서진다(집의 

개수가 홀수일 경우 내림한 숫자의 집이 부서지는 것으

로 함. 예를 들어, 3개일 경우 1개만 부서짐). 

홍수가 일어나 부서진 집이 있는 경우 각 조는 부서

진 집을 복구할 수 있다. 부서진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

는 문제를 맞추어야 한다. 이때 출제되는 문제는 학습영

상으로 제시된 PPT 슬라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카

드 맞추기 게임 활동에 제시되는 표 2의 카드 내용과 같

다. 그리고 단답형 또는 OX방식으로 출제되었다. 이 활

동 역시 15분간 진행되며. 게임이 종료되면 부서지지 않

은 멀쩡한 집의 숫자가 가장 많은 조가 승리한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각 활동을 진행 과정 및 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또한 앞서 제시

한 수업 구성요소에 따라 각 활동별로 비교하자면 표 3

과 같다. 이는 전술한 Anderson and Burns(1989; 김혜숙, 

2018에서 재인용)의 수업 구성요소를 기본적인 구성 틀

로 삼고 Plass et al.(2015)의 게임기반학습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수업형태의 특징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2. 종속변수

설계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종

속변수는 1) 인식된 현실성, 2)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

도, 3) 흥미도 이다. 

그림 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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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활동 유형의 시간 흐름에 따른 활동 내용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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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현실성(Perceived reality)’은 본래 리얼리티 

TV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로 TV의 내

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김광희, 1995). 

이는 연구에 따라서 ‘현실 인식’(손현정, 2011)으로 번역

되기도 한다. Potter(1988)는 인식된 현실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요술창문(magic window), 동일시(identity), 그리

고 유용성(utility)을 제시한 바 있다. 요술창문은 매체 메

시지 내의 현실성을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일

시는 등장인물이 시청자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지를 시청자가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유용성은 

매체가 전달해준 교훈이 시청자들의 삶에 적용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는 서답형 문항을 통해 측

정이 이루어진다. 서태열(2005)은 가네(Gagné)의 행위에 

따른 학습유형의 분류를 지리교육에 받아들여 지리학습

이란 과목내의 개념, 원리, 이론, 기능을 배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목내의 개념, 원리, 이

론, 기능을 배우는 것을 지리학습의 결과로 추구해야 할 

것이며, 서답형 문항은 지식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학습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 

서답형 문항 중 완성형 문항은 “진술문을 제시하고 

중요한 용어, 단어 혹은 구나 절을 지운 다음 이를 완전

한 문장으로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반응을 보

는 형태”(서태열, 2005, 443)이다. 서답형의 완성형에서

는 학생들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만 답을 할 수 있어 추

측에 의해 답을 쓰는 것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서

태열, 2005). 서답형 문항 중 단답형 문항은 용어, 문장, 

숫자 등 간단한 형태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은 피험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사실적 지식 위주로 확인

할 때 편리한 문항이다. 단답형은 선다형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문항으로 피험자가 직접 응답을 

제시하는 문항이다(박주용·민경석, 2009).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서술을 참조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주요 지식을 확

인하기 위한 도구로 완성형, 단답형 문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답형 문항 중 서술형 평가는 “학생이 답이라

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의견 등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Back, 2000; 백성혜·류혜정, 2014에서 재인용, 

594)으로 정의할 수 있다. Lee et al.(2011)은 서술형 평가

에 대해 “학생이 문제에 제시된 현상의 원인과 결과 관

표 3. 수업 구성요소 별로 비교한 각 활동 유형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① 교과
∙ 학습지 및 PPT 슬라이드에 학습내용 

포함

∙ 카드를 맞추기 위한 내용 및 정답에 

학습내용 포함

∙ 복구 기회를 얻기 위한 퀴즈 내용에 

학습내용 포함

∙ 게임 메커닉스에 학습한 요소 포함

② 학생활동 ∙ 설명을 듣고 학습지 작성
∙ 조원과 의견 공유 후 결정한 내용을 

교사에게 이야기

∙ 조원과 의견 공유 후 결정한 내용을 

교사에게 이야기

③ 수업형태 학습지 설명 수업 카드 맞추기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1) 학습 메커닉스
∙ 발표 학생 및 학습지 작성 

우수학생에 보상

∙ 카드를 맞추면 조의 점수 증가

∙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

∙ 승리 조에 보상

∙ 집과 홍수터의 숫자에 따라 주사위에 

적히는 홍수 증가

∙ 집의 숫자가 많은 팀이 승리

∙ 승리 조에 보상

2) 미학적 디자인 ∙ 영상과 같은 PPT 슬라이드 사용
∙ 게임 진행 화면에 색채를 사용. 

이외에 특별히 없음

∙ 게임 진행 화면에 가능한 추상화된 

단순한 도안을 사용

3) 내러티브 없음 없음 상황 부여

4) 보상 시스템 수업 계획에 따라 총 7∼8개의 보상 지급 승리조 1팀 전원(7∼8명)에게 보상 지급 승리조 1팀 전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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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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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학적 개념간의 논리적인 순서, 연관성과 위계 등

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학생의 사고 과정이 드러나는 

평가”(백성혜 ·류혜정, 2014에서 재인용, 594)라고 하였

다. 이러한 서술을 참조할 때 서술형 문항을 통해 학생

들이 학습을 통해 원리를 습득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답형 문항

의 세 가지 유형을 사용하여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

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흥미도’는 기존 연구에서도 다루어지는 

요소이지만, 게임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도 하고 학습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 재확인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통제한 변수는 크게 1) 학습영

상, 2) 사회수업과 게임에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 및 인

식, 3) 교사 변수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학습영상’의 경우, 각 수업은 공통적으로 연구

자가 제작한 5분간의 학습영상을 시청하고 진행된다. 이

것은 학습 내용을 매번 교사가 직접 설명하는 경우 실

험연구에 있어 변수의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된 지식을 동일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한 프로그램

의 효과검증에 있어서 관련내용 지식을 영상매체를 통

해서 미리 접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학습방법의 검증연

구(예 : 노태희 외, 2002; Telner et al., 2010)에서도 활용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실 학습에서 게임 

활동 이전에 어느 정도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

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학습 영상은 PPT의 추가 기능인 오피스 믹스(Office 

Mix)7)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영상 내용은 PPT를 이용

해 제작한 수업용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하여 강의자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직접 녹음, 제작

하였다. 영상의 내용은 현행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내

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연재해 도시 홍수에 

관한 한 수업차시에 해당하는 내용 지식을 담을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현직 중등지리교사 3인의 안면타당도 

확인을 거쳤다. 학습 영상에서는 표 4와 같은 방식을 통

해 실험 설문지에서 묻고 있는 5개의 단어를 직접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포장 면적 증가로 인해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는 원리는 영상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원리가 설명된 슬라이드는 표 5와 같다.

둘째로, ‘사회수업과 게임에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 및 

인식’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

소들에는 학생들의 사회교과 호감도, 사회교과에 대한 

자신감, 게임에 대한 선호도, 게임 시간 등이 있다. 세 

표 4. 개념 지식 제시 슬라이드

제시 내용 집중호우가 내리는 실제 거리 사진 및 집중호우의 정의 제시

설명 내용
교사 :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이 집중호우 현상은 도시에서 

홍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표 5. 원리 설명 슬라이드

제시

내용

포장되기 이전의 바닥으로 빗물이 흡수되

는 일러스트 이미지 제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바닥에 빗물

이 흡수되지 않고 흐르는

일러스트이미지 제시

도시개발 이전 흙으로 된 땅에서는 빗물이 지하를 통해 

천천히 강으로 흘러가는 이미지와,

도시개발 후 포장된 바닥에서는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강으로 흘러가는 이미지를 비교 제시 

설명 

내용

교사 :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바닥들의 

문제점은 바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포장되기 전의 흙바닥은 이렇게 

빗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교사 : 반면에 포장된 이후에는 

빗물은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교사 : 따라서 도시가 개발되기 전의 풀밭, 숲 같은 곳에는 

흙으로 된 땅이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빗물이 

천천히 강으로 흘러들었던 반면, 

     도시가 개발된 후에는 도시의 많은 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강으로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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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집단들이 동질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

소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 집단별 사회교과 호감도, 사회교과 자신감 

정도, 게임 선호도, 게임 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각 집단 간 동질성

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 변수’의 경우, 연구자에 의해서 수

업이 진행되었는데, 균일한 처치를 위해서는 교사 변수

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활동 방법의 차이로 인해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교사 행동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나, 

교사의 옷차림 등 외적인 부분이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가능한 균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실험이 

진행된 2일간 연구자는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교사의 수업 태도와 관련하

여 수업에 대한 성실도 및 교사 친절도에 대해 리커트 7

점 척도로 답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수업 

유형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태도에 대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4. 실험절차

우선, 독립변수인 ‘활동 유형’이 종속변수인 ‘인식된 

현실성’에 미치는 효과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앞서 검토한 Potter(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

광희(1995)가 개발한 ‘인식된 현실성’에 대한 측정도구를 

연구 과제에 맞게 변용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실 

경험을 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개발

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설문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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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되었다. 각 영역별 설문 문항은 표 6과 같다.

‘지식 습득 및 원리이해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학습한 

개념에 대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우선 수업 중 언급되는 지식 습득을 측정하는 

단어 퀴즈로 서답형 중에서도 단답형 3개 및 완성형 문

항 2개를 출제하였다. 각 내용은 학습영상에서 언급된 바 

있는 홍수, 홍수터, 제방, 포장, 집중호우에 관한 것이다. 

또한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술형 문

항 1개를 출제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영상 말미에 제시

한 질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포장된 주차장 사진

(A)[그림 5]와 포장사이에 땅을 드러낸 방식으로 만들어

진 주차장 사진(B)[그림 6]를 비교하여 땅을 드러낸 방식

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왜 홍수를 예방하는데 더 좋을

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본 학습 활동의 핵

표 6. 인식된 현실성 측정 문항

영역 문항내용

요술

창문

주변에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강 옆을 지날 때 무섭다는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수업을 들은 후 동네 주변에 홍수위험이 있는 곳을 더 신경 

쓰게 될 것 같다.

동일시

내가 만약 그런 홍수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

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도 홍수가 일어날까 무섭다.

나에게 홍수가 일어난다면 하는 가정 하에 대처방안을 생

각한다.

유용성

홍수 대비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다. 

주변의 홍수 대비책인 제방, 하수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뀌었다. 

홍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이다.

그림 5. 포장된 주차장을 나타낸 사진(A)

그림 6. 땅을 드러낸 방식으로 포장된 주차장을 나타낸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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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원리인 지표의 포장면적 증가가 도시홍수 발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채점기준은 표 7과 같다.

단어 퀴즈는 연구자와 중등지리교사 1인이 채점하였

다. 서술형 문항은 6점 만점으로 연구자가 마련한 기준

을 바탕으로 현직교사 3인이 채점하였다. 점수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 협의하고 가능한 의견

이 다수인 쪽의 견해를 따랐다. 

본 실험은 2019년 2학기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

중학교 3학년 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도시 

홍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데, 시뮬레이션 게

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중학교에서 최상급 학년인 3학

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설문참여

를 거부한 학생,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학생, 검사 문항

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 지각 등으로 수업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26명을 제외하고 

11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세 가지 활동 유형(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 활동)은 6개 

학급에 두 학급씩 무선배치되었다. 연구자가 6차시의 수

업을 모두 실시하였고 해당 교과 시간의 지도교사가 참

관하였다. 참관한 지도교사는 모두 동일 인물이었다. 각 

수업은 공통적으로 5분간의 학습영상을 시청한 후 15분

간 서로 다른 방식의 활동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

다. 총 20분의 수업 활동이 종료된 이후 약 7분간에 걸

쳐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각 페이지마다 일정

한 시간제한을 두었다. 설문 순서대로 동질성 검사 문항

은 1분,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 측정문항은 3분, 이후 

문항에 대해서는 3분을 부여하였다.

수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일부 항목은 분산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Welch의 분산분석

(Welch’s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고 던넷의 T3 사

후검정(Dunnett’s T3 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수집

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추가로 활동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내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활동 유형이 인식된 현실성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 집단이 학

습지 풀이 활동 및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집단보다 인

식된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활동 유형이 학생

들의 인식된 현실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인식된 현실성 하

위영역인 요술창문, 동일시, 유용성 모두에서 활동 유형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식된 현실성 

총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을 통

해 제시된 학습내용을 학습지 풀이 방식이나 카드 맞추

기 게임 방식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에 비해서 특별히 

더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세 집단의 인식된 현실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그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총점에서 학습지 풀이 활동이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및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보다 각각 3.79, 3.85 높

게 나타났다. 점수만 봤을 때 학습지 풀이 수업의 평균

값이 게임 활동들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지 풀이 활동을 통해 

인식한 현실성이 도리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다양하게 추측해볼 수 있

다. 우선 실험 설계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가 게임 방식 수업의 어떤 요소에서 기인

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수업 요소 

표 7.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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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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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해 가능한 단순하고 통제 가능한 실험 도구를 

설계하였다. 때문에 본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한하게 되었다. 즉 실제 홍

수를 겪을 때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나 홍수를 막기 위

해 실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한함으로 현실 상황

을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크게 약

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현

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설계상의 제약 때

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성 역시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생략된 현실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겠지만, 본 연구의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 시

뮬레이션 게임이 추구하는 본연의 장점이 실험 설계상 

제대로 발휘되지 못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반대로 학습지 풀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학

습에서의 교사 주도의 설명 방식이 학생들에게 생각보

다 큰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okall(2010)은 시뮬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면

서 “그 무엇이든 다른 무언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사용하는 외부의 시뮬레이터의 어

떠한 객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Crookall, 2010, 904)8)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설명대로 시뮬레이션이 학생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일어

나는 것이라면 학습지 풀이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체

험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에드가 데일(Edgar Dale)의 경험

의 원추(Cone of Experience)(Dale, 1954)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이 학습지 풀이 활동에서 학습 주제와 관련된 매

체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학습지 풀이 활동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

다. 실험과정 중에 제시된 매체에는 언어, 그림, 사진이 

있는데 이 중 가장 구체성이 높은 매체는 학습영상 및 

수업용 PPT슬라이드에 사용된 사진자료이다. 세 가지 

수업유형에서 학습영상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학

습지 풀이 수업에서는 PPT슬라이드를 다시 한 번 사용

하면서 학생들이 학습영상에 사용된 사진에 다른 학습 

유형보다 더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현실성을 예상보다 

높게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각 

활동 유형이 제공하는 현실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

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진 요소인 흥미도 역시 활동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9). 인식된 현실성과는 달리 흥미도에서는 학습지 풀

이 활동에 비해 두 게임 활동 유형들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시뮬레이션 활

동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후술할 학생

들의 서술내용 분석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표 8. 인식된 현실성 전체 및 하위영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영역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요술창문

학습지 풀이 활동(a) 36 12.31  5.047

0.353 .703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11.56  4.136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11.53  4.266

동일시

학습지 풀이 활동(a) 36 13.67  4.256

1.543 .218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12.42  3.917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12.09  3.872

유용성

학습지 풀이 활동(a) 36 15.47  3.851

2.528 .084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13.67  3.822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13.97  3.424

인식된 현실성 총점

(요술창문+ 동일시+ 유용성)

학습지 풀이 활동(a) 36 41.44 11.527

1.483 .231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37.65 10.943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37.59 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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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유형이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 집단이 학

습지 풀이 활동 및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집단보다 지

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에 있어 적어도 ‘낮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했다. 게임 활동이 재미는 있으나 학습 효과는 

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학생들의 단어퀴즈 점수, 즉 서답형 

문항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0, 서술형 문항 점수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과정에서 단어퀴즈 점수는 분산의 동질성이 가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Welch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 유형에 따라서 단어 퀴즈 점수에 유의

한 차이(F=9.120,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해서 Dunnett T3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습지 

풀이 활동 집단은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및 홍수 시뮬

레이션 게임 활동 집단보다 단어퀴즈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과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활동에서 수행한 활동의 영향을 많

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지 풀이 수업에서는 학

생들이 관련 내용을 유사한 형태로 학습지에 직접 적어

본 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 방식이 단어퀴즈 결과에 많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

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학습지 

풀이라는 방법이 갖는 효과성과 그에 비해서 갖는 게임

방식 활동의 한계점을 부각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시뮬레이션 게임 방식 활동과 카드 

맞추기 게임의 결과 간의 비교에는 꽤 주목할 만한 점

이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카드 맞추기 게임에서 그 

답과 문항이 수차례 반복해서 제시되었던 것에 반해,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는 개념의 의미가 학습

영상 이후에는 부서진 집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1차례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홍수 시뮬레이션 집단

의 단어 퀴즈 평균은 카드 맞추기 집단보다 0.54점 높

았다. 개념의 뜻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시

뮬레이션 게임 과정에서 학습영상에서 배운 개념을 체

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했다는 결과는 의미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서술형 문항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집단별 차이

가 유의한 것(F=3.311, p<.05)으로 나타났으나, Scheffé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1). 

그리고 점수상으로도 시뮬레이션 게임 집단(2.94)은 카

드 맞추기 집단(2.23)에 비해 학습지 풀이집단(3.1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2는 서술형 문항 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채점 기준을 참고할 때 0~1점 구간은 문제 사진을 보고 

지표와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3

점 구간은 본 문제가 지표의 특성과 연관이 있음을 어

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점은 본 문제가 

지표의 특성과 연관이 있으며 지표의 특성이 흡수력의 

표 9. 흥미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학습지 풀이 

활동(a)
36 4.14 1.854

4.380 0.015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4.95 1.396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5.15 1.305

Scheffé test a < b = c

표 10. 단어퀴즈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학습지 풀이 

활동(a)
36 4.14 1.313

9.120 0.000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2.70 1.684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3.24 1.437

Dunnett T3 test a > b = c

표 11. 서술형 문항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활동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학습지 풀이 

활동(a)
36 3.14 1.726

3.311 0.04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b)
43 2.23 1.660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c)
34 2.94 1.575

Scheffé test 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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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카드 맞추기 활동

에 비해서 학습지 풀이 활동 및 홍수 시뮬레이션 활동

의 4점의 분포 비율이 15%가량 높은 수준에서 각각 

52.8%, 50.0%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채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학습지 풀이 활동과 비슷한 수준

으로 지표의 특성 및 흡수력이 홍수와 연관이 있다는 

원리를 파지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강으로 

유입되어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까지를 서술한 

학생이 극히 적은 것은 전반적인 활동 설계상의 문제로 

보이며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서술형 문항 점수의 분산분석 결과 및 점수 분포 결

과는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이 학습지 풀이 활동에 준하

는 원리 이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학생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리를 되새기고 깨닫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인식된 현실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실적 인식 없이도 시뮬레이션 게

임을 플레이 하는 것 자체에 학습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다른 요인과 관련한 더욱 세부적인 분석을 위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학습자들의 서술내용 내용분석

활동 유형별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학습지 풀이 활

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간에

는 인식된 현실성 및 원리 이해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식 습득에 있어서는 학습지 풀이 활동의 효과

가 오히려 더욱 높았고, 흥미도는 게임 활동 유형들이 

학습지 풀이 활동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활동 감상 문항에 대한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

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이상호(2007)의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분석의 방법을 일부 참고하여 분석기준 설정, 코딩

(coding)9)과 결과 해석 과정을 거쳤다. 

우선 사전에 선정한 분석기준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

수인 인식된 현실성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문장 중에 ‘위험성을 느꼈다’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지식 

습득 및 원리 이해도와 관련하여서는 ‘알게 되었다, 배

웠다’와 같은 표현을 하나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외

에는 코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술이 있을 

경우 코더(coder)와 협의를 통해 기준으로 포함시켰다. 

내용분석에 참여한 코더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었다. 코더 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

되 기본적으로 다수결을 따랐다. 

설문지의 서술 문항 질문은 “오늘 진행한 활동에 대

한 감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였고, 실험에 참여한 

113명의 학생 중 이에 응답한 학생은 83명이었다. 미리 

선정된 기준 및 여러 번 등장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기

준으로 설정된 표현들에는 재미있다(35명, 31.0%), 알게 

되었다·배웠다(23명, 20.4%), 색다르다(7명, 6.2%), 위험

을 느꼈다(5명, 4.4%), 재미없다·지루하다(6명, 5.3%), 유

익하다(5명, 4.4%)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기타로 처리하

였다. 

재미있다는 서술은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35.3%, 12명)을 보였고, 카드 맞추기 게

임 활동이 엇비슷한 비율(34.9%, 15명)로 나타났다. 학습

지 풀이 활동은 확연하게 낮은 비율(22.2%, 8명)을 보였

다. 재미있다는 서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표 12. 서술형 문항 점수 분포

점수
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0
16.7% 

(6명)

30.2%

(13명)

14.7%

(5명)

1
0.0%

(0명)

0.0%

(0명)

5.9%

(2명)

2
13.9%

(5명)

20.9%

(9명)

8.8%

(3명)

3
8.3%

(3명)

14.0%

(6명)

17.6%

(6명)

4
52.8%

(19명)

34.9%

(15명)

50.0%

(17명)

5
0.0%

(0명)

0.0%

(0명)

0.0%

(0명)

6
8.3%

(3명)

0.0%

(0명)

2.9%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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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었고 또 해보고 싶은 활동이다.(학습지 풀이 활동)

게임이 없었으면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나름 재미있었다.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재미있고 활동도 재미있었어요!(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알게 되었다·배웠다의 범주에 들어가는 서술은 학습

지 풀이 활동에서 가장 많이(10명, 27.8%) 보였고,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에서 가장 적게(5명, 14.7%) 그리

고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은 그 중간(8명, 18.6%)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서술은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학습지 

풀이 활동)

카드 뒤집기를 보고 생각난 게 많아서 지식이 쌓인 기분이

다.(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콘크리트는 홍수가 났을 때 물

을 흡수 못하니 흙으로 만든 주차장도 알게 되었다.(홍수 시

뮬레이션 게임 활동) 

전반적으로 진행된 수업활동에 흥미를 느꼈다는 응

답의 비중이 높았고 그 비율은 학습지 풀이 방식보다 

게임 방식의 활동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앞서 나온 흥미도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게임방

식 활동의 주요 이점인 흥미유발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거나 배웠다는 방식의 

서술이 학습지 풀이 방식의 활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습활동이라고 할 때 떠올

리는 활동의 원형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를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머지 게임 방식

의 활동들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알

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앞서 원리 이해도를 분석한 

부분에서 세 집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도 학생들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느낌을 받

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수업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활

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혼용되

던 게임, 시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교수학습 맥락에서의 게임 및 시뮬레이션의 

속성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게임기반 교수학습

에 대한 연구들이 세부요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

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업 구성요소에 대한 파악 

및 각 요소를 최대한 통제한 실험을 설계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리교육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학습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습 동기나 흥미도를 다루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의 주요 속성은 현실의 원리반영으

로 볼 수 있음에도 시뮬레이션 게임의 현실 체험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

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현실감을 주는지, 그리고 그 학습

효과가 현실감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욱 명확한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이 아닌 형태의 게

임과의 비교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홍수를 주제

로 하여 학습지 설명 활동,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 홍수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 세 가지 유형의 학습 활동을 개

발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인식된 현실성과 지식 습득 

및 원리이해 정도, 그리고 흥미도를 측정 하였다. 이러

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은 전통적 수업방식으로 

볼 수 있는 학습지 풀이 활동 및 비(非)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인 카드 맞추기 게임 활동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에

게 현실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이는 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

나는 학습지 풀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학습에서 진행

하는 활동 방식도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현실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원

리를 적용하여 게임을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현실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물론 실험 설계상 다양한 메커닉스를 제한함으로 학

생들에게 충분한 현실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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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두 유형의 게임 활동들은 전통적 수업방식

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학습지 풀이 활동보다 높은 흥미

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재현된 것이

며, 흥미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

하면(우연경, 2012) 교수학습에 있어 시뮬레이션 게임의 

가능성을 재확인 시켜준다. 

세 번째, 게임 유형의 활동들, 특히 시뮬레이션 게임 

활동이 전통적 수업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학습지 

풀이 활동만큼의 원리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과

정에서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습득하였다. 현실감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시뮬

레이션 게임의 학습효과가 현실감에 기반하기보다는 게

임을 플레이 하는 것 자체에서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나온 흥미도와 관련

된 효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리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 방

식이 전통적 수업방법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하나

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시뮬레이션 게임의 한계

와 가능성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전술했듯 실

험 연구상 설계된 메커닉스의 단순성으로 인해 현실감

에 차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시뮬레이션 

게임의 현실감이 약해진 것인지 불명확한 지점이 존재

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현실감이라는 속성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감 증

대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밝히기 위해서는 불

명확한 지점을 해소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리교육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소재로 하여 시

뮬레이션 게임의 효과에 대한 효과검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Plass et al.(2015)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기

술 및 지식이 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나머지 구성요소들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주제인 자연재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그 주제에 적절한 실험 설계

가 필요할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의 교

수학습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여러 주제에 대

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 활용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

는 바이다. 

주

1) “entertaining, interactive, rule-governed, goal-focused, competitive, 

and they stimulate the imagination of player”(Sitzmann, 2011, 492).

2) 네이버 국어사전, “시뮬레이션”, https://ko.dict.naver.com, 2020

년 7월 14일 최종접속.

3) 실제로는 학습이나 성과에 주는 효과가 없는데도 새로운 기술

이 도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의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Pisapia et al., 1993). 

4) Microsoft Power Point에 탑재된 기능으로 슬라이드 상의 개체

를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5) “1일 또는 일정기간에 대해 시간에 따른 유량 곡선을 작성할 

때 이때 유량이 가장 높은 지점을 첨두 유량이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첨두유량”, https://terms.naver.com/, 2020년 7월 14

일 최종접속).

6) https://www.water.or.kr/disaster/general/flood/info.do?seq=1822

&p_group_seq=1821&menu_mode=3

7) Microsoft Office의 추가 기능으로 교사가 대화형 수업 프레젠

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슬라이드에 교수자의 강의를 녹

음하여 이를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8) “However, as the philosophy of simulation attests, anything can 

simulate anything else; simulation is all in the mind, not in some 

intrinsic quality of the objects that we employ in the simulator.” 

(Crookall, 2010, 904).

9) 코딩은 내용분석에서 분석단위를 분석기준에 맞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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