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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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했으며 현재까지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긍정적이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놀이문화로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게임 산업 인프라가 확장
되고 문화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 핵심 장르(수익기반)의 개발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 
소재와의 융합, 순기능 등의 접근이 활성화 되어서 다양한 게임소재에 의한 유저층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더 
다양한 대상층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게임 소재를 기반으로 쉬운 몰입성에 의한 게임 디자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게임 디자인 접근의 확장은 게임 산업 인프라가 확장되기 위한 시발점이며 이를 위해서 학술적 기반 및 
교육 프로세스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순기능 소재중에 
창의력 소재를 기반으로 디자인 접근 교육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 방식에 있어서 캡스톤 디자인 교육 내용을 응
용한 교육 프로세스를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 창의력 게임, 순기능 게임, 교육 프로세스, 디자인 접근, 캡스톤 디자인

Abstract  The domestic game industry has constantly developed in a short time by concentrating on online 
games, and keeps growing as a highly added value industry. Also, in the social aspect, it has been seeking 
various alternatives to place online games as positive and new play culture in the digital era by avoiding 
negative criticism on game addictivenes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of the game 
industry and developing it as a type of culture is not simply to develop the existing core genres (on the basis 
of profits), but to promote the approach of mixture with various contents and of positive functions and thereby 
enlarge users through various game genres. That is, it is to design games with positive themes and easy 
immersion by targeting a variety of game users. Such expansion of game design approach is a starting point to 
develop the infrastructure of the game industry. In the aspect, train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n the basis 
of academic and educational process is of significance. Therefore, this work was intended to suggest examples 
of design approach education based on creativity subject among various subjects with positive functions, and 
then propose an education process to which Capstone design education contents were applied. 

Key Words : creativity game, positive game, education process, design approach,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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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게임은 , 내외 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

을 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련 랫폼의 확장과 신 기

술력의 등장으로 구 가능범 가 상당히 넓어졌다. 한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7호(2012.8)

230

그래픽 성능처리의 향상으로 비주얼 측면에서도 게임컨

셉에 한 리소스 용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앞으로

는 게임 경쟁력의 비교 우 의 하기 해서 요한 것

은 최신의 기술력, 우수한 그래픽만을 을 둔다고 해

서 성공한 게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좋은 기술과 화

려한 비주얼과 함께 조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로 사

용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게임에 한 소재 즉, 디자인 

근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게임 산업 역

시 지속 으로 성장하기 에서는 게임 기술 개발 이외

에 게임디자인 근에 한 문성이 요한 이슈이다. 

특히, 게임에 한 디자인 근 부분은 게임에 커다란 흐

름 구성에서 부터 세부 시스템 구조 설정까지 차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게임개발 기술은 차 

평 화를 이루게 되고 다량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시

에서 타 게임과 비교해서 우의를 하기 해서는 게

임의 시작 인 디자인 근의 요성을 의미한다. 그리

고 디자인 근의 확장은 게임 산업 인 라가 확장되기 

한 시발 이며 이를 해서 학술  기반  교육 로

세스에 의한 문 인력 양성은 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2011년 한민국 게임백서에서 국내 게임 련 교육기

의 황을 보면 고등학교4곳, 문 학( 문학교)29곳, 

학교26곳, 학원 8곳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랫폼

별 게임 공 학과의 교육 분야는 주로 온라인게임

(64%, MMORPG 심), 모바일게임(66.7%)으로 편 되

었음을 알 수 있다[3]. 이 게 볼 때, 국내 교육기 에서 

기존 핵심 장르(수익기반)의 교육 근 이외에 다양한 순

기능  콘텐츠 융합에 의한 소재 등으로 디자인 근 교

육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제하에 본 연구는 이와 련

하여 다양한 순기능 소재 에 창의력 소재를 기반으로 

디자인 근 교육에 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 방식에 있

어서 창의력 공학설계법이 용된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종합설계) 교육 내용을 응용한 게임 

디자인 근 교육 로세스를 제시해 보았다.

2. 캡스톤 디자인의 개념

캡스톤 디자인은 2000년  반 국내 공학 교육 로

그램들이 공학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학계와 산업체에

서 심이 증 되었으며 재까지 국내외 공학교육과정

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주제에 한 문

제분석에서부터 솔루션을 제안하는 로세스로서 운

되고 있다[1][7].

캡스톤이란 사  의미는 건축에서 벽이나 건조물의 

꼭 기에 얹힌 즉, 건축에서 기둥 등의 구조상에서 가장 

정 에 놓여 장식, 상징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갓돌이나 

석을 의미하며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

업 장 응능력을 갖춘 창의 인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

하기 해 공학계열의 학생, 교수  장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문가와 함께 실제 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과

정을 통하여 산업 장의 수요에 합한 창의  엔지니어

를 육성하는 종합설계 교육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동 력능력의 향상, 

진행되는 과정에 한 문서화와 발표를 통한 의사 달능

력의 향상, 설계능력의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 시

키는 것이다[4].

2.1 캡스톤 디자인 응용 디자인 

    접근 교육 프로세스 안

본 장에서는 형성평가 기반의 캡스톤 디자인 과목 설

계 단계를 게임 로세스에 맞게 부분 응용하며 각 단계

별 교육 방법에 한 내용을 창의공학설계 과정 교육 내

용을 용한 창의력 게임 소재 근 디자인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캡스톤 디자인 세부 단계별 목표[2]
세부 단계 단계별 목표

주제선정

-주제선정

-문제  정의

- 상 결과물 설명

범 설정

-제약조건 작성

-요구사항 분석

-일정 작성

도메인분석  

-배경지식 조사

-표  기술  사용 가능 기술 조사

-결과물 기능 작성

시스템설계

-문제  공식화

-문제해결 솔루션(알고리즘 개요)

-S/W 아키텍처 작성

-시스템 분해

- 별 세부 역할 할당

세부설계  

타탕성 분석

- 안 작성

-타당성 분석

-선정 솔루션을 고려한 시스템 세부 설계



창의력 기반 게임을 위한 디자인 접근 교육 사례

231

[그림 1] 창의력 기반 게임 소재 디자인 접근 프로세스(안)

형성평가란, 학습을 형성하는 평가로서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공 으로 도달하도록 교수 담당자가 이끌어 주

는 것으로서 평가를 한 과정보다는 각 단계별 학습자

가 필요한 능력을 발휘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

고 있고 이에 따른 캡스톤 디자인 설계 교과목은 로젝

트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그룹을 구축하여 

자체 으로 선정된 주제에 따라서 목표 과정을 제안  

완성하는 것이며 이와 련한 캡스톤 디자인의 세부 단

계별 목표내용은 <표 1>과 같다[2]. 주제선정 단계에서

는 그룹별로 진행할 소재를 선정  련된 문제 을 정

의하며 최종 상 결과물의 범 를 결정하도록 한다. 범

설정단계에서는 실제 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 인 제약조건을 분석  해결 을 찾고 체 인 

요구사항을 분석 하며 일정을 조율한다. 도메인 분석단

계에서는 주제에 련된 배경지식  동향을 조사에 보

고 련된 기술  로젝트에 필요한 세부기술을 조사

하게 된다.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는 문제 에 한 솔루

션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 트웨어 아키텍처를 작성하

고 실제 그룹에서 작업할 세부 역할을 결정한다. 세부설

계  타당석 분석 단계에서는 안  타당성 분석을 통

해서 고려된 시스템 세부를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창의력 기반 게

임 소재 근 로세스는 캡스톤 디자인 교육 련 단계

를 응용하여 세부 단계별 목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통

해서 <표 2>와 같이 디자인 근 교육 가이드를 제시하

다. 

 <표 2> 디자인 접근 교육 프로세스 가이드
단계별 목표 디자인 근 교육 가이드

주제선정

상 결과물

-디자인 근 주제 범주 제시

 (교수 담당자)

-CO-WORK을 통한 주제 련 아이디어 

도출 실습(교수담당자, 학습자)

-실습 상 결과물 제시

 (교수 담당자) 

제약조건 작성

요구사항 분석

일정 작성

-구  소 트웨어 제시(학습자)

-소재의 구  제약조건 작성(학습자)

-게임 요구사항 분석(학습자)

-게임 결과물 련 일정(학습자)

배경지식 

근성

가치성

결과물 기능   

-게임 배경지식 조사

 (교수 담당자, 학습자)

-게임 근 용이성(학습자)

-게임 재미성(학습자)

-게임 결과물 기능  활용(학습자) 

S/W 아키텍처 

별 세부 역할

-게임설정  실행 구조도(학습자)

-세부 기능 정리(학습자)

-게임 연출 내용(학습자)

-그룹별 역할 내용 정리(학습자) 

타당성 분석

선정 솔루션을 

고려한 시스템 

세부 설계

-게임제작 목   근 이유 등의 타당

성 분석(학습자)

-구 련 세부 시스템 설계문서

 (학습자)

한, 주제선정, 범 설정, 도메인분석, 시스템 설계, 

세부설계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의 디자인 근 교육 

가이드는 교수담당자와 학습자의 업무로 구분하여 가이

드를 제안 하 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로세스 마다 개

인  그룹이 진행해야 할 과제에 있어서 캡스톤 디자인

에서 사용되는 5W1H, 마인드맵(Mind Map), 인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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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PMI 기법 등의 정량 인 근 방법을 활

용하여 [그림 1] 과 같이 디자인 근 로세스 안을 완

성하 다.

3. 디자인 접근 교육 사례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는 제시한 디자인 근 로세

스 안을 통해서 실제 학습자를 상으로 진행한 교육사

례이다. 게임디자인 학과 3학년 공자를 상으로 동계 

계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4주 동안 진행한 수

업 과정이며 교수 담당자는 산업체 경력  교육 경력 다

년자로서 해당 수업에 합한 교수 담당자가 진행하 다. 

제시되는 로세스 단계별 과정은 수업에 용된 정량

인 기법과 결과 내용을 으로 기술하 다. 

3.1 창의력 기반 게임 주제 선정 및 기술

창의성(Creativity)이란  “새로우면서도(novel) 한

(appropriate)산출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창의성은 꾸 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 으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5]. 

[그림 2] 디자인 접근 교육 사례의 수업 목표

본 단계는 수업의 시작 단계로서 교수 담당자는 디자

인 근 련 수업 주제 범주를 제시하도록 하며 본 수업

의 게임 주제(목표)는 [그림 2]와 같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으로 주제에 하여 5W1H를 통

한 개인 발상 실습을 통해서 개인별 실습을 진행한 후에 

<표 3>과 같이 제시된 개인 발상 가이드 의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그룹별로 진행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표 3> 5W1H 개인 발상 가이드
구분 개인 발상 가이드

WHEN 게임을 주로 즐기는 시간 때

WHERE 구동 하드웨어

WHAT 창의력 기반 게임 소재 근

WHO 게임 이용하는 주요 타켓층

WHY 게임의 재미성

HOW 체 인 게임 시스템-게임구성요소

 

다음으로 그룹별로 발표한 주제에 일부를 인스토

 기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통의를 통해서 구체화 시키는 

실습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교수 담당자와 CO-WORK를 

통하여 창의력 게임 소재에 하여 의에 나아가며 최종

으로 게임 소재를 결정하도록 한다[그림 3]. 

[그림 3] 주제 선정 및 기술 실습 프로세스

3.2 구현 현실성 체크 및 범위 설정

해당 단계는 선정된 창의력 련 소재에 하여 이를 

실제 제작 하는데 있어서 게임의 랫폼에 합한 구  

소 트웨어를 선택해 보며 제안된 게임 소재의 실제 구

 시에 제약 조건을 체크해보며 이를 통하여 게임 제작 

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해결 을 제시한다. 즉, 

디자인 근에 한 소재 근이지만 실제로 제작되기까

지 한 실 가능한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다. 한, 디

자인 근과 련된 결과물에 한 일정  최종제작까

지 필요한 일정을 수립한다. 본 단계에서는 제약조건  

요구사항에 한 해결 을 체크리스트 기법을 통하여 제

안하는 게임소재와 체크리스트 항목이 응하도록 각 항

목의 의미와 내용을 세분화해 간다. 다음으로 P-M-I 기

법을 활용하여 게임 소재의 장, 단 을 찾아보고 안 

을 제시해 본다. P-M-I 기법은 Chartes S. Whiting이 창

안한 것으로서 Plus(좋은 , 좋아하는 이유, 정  측

면), Minus(나쁜 , 싫어하는 이유, 부정  측

면),Interesting(흥미, 재미) 즉, 좋은 -나쁜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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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서 발상의 기를 만들어 가는 기법으로서 문

제와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가시화해서 한 에 보이게 

하거나,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6].

3.3 도메인 분석(접근성 및 게임성)

해당 단계에서는 게임 소재의 배경지식, 근성  재

미성, 게임 결과물의 기능(활용)에 한 부분을 으

로 진행하도록 한다. 게임배경지식에서는 창의력 련 

순기능 요소를 용시킬 수 있는 교육지식 배경, 용 

랫폼의 황 등의 학술 , 산업 , 문화  배경지식을 조

사해 본다. 다음으로 게임소재의 실제 구  시에 해당 

랫폼에 합한 GUI 근성  창의력 향상과 함께 게임의 

재미요소에 한 그룹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게임 재미성  근 용이성을 한 발상 기법으로는 마

인드 맵 기법을 통하여 해결 방식에 한 체계 인 근

이 가능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마인드 맵 기법은 

1970년   토니 부잔(Tony Buzan)에 의하여 창안된 

것으로 '사고력 심의 두뇌 개발 로그램'이며 학습자

가 주제와 연 된 내용에 하여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

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빈 종이에 정보를 연

결시켜 나가는 방법이다[5].

[그림 4] 마인드 맵 사례[9]

다음으로 게임 결과물 기능(활용)에 하여 게임소재

의 몰입요소(FLOW description)  순기능의 요소

(POSITIVE element)를 키워드로 하여 그룹별 실습을 진

행한다.  

3.4 시스템 설계(게임연출)

해당 단계에서는 게임의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이

단계 의 게임 몰입요소  순기능 요소를 실제 제작 했을 

때 필요한 이어 심의 규칙  구  시스템을 체계

화 하는 과정이다. 우선 으로 MDA 기법에 의하여 게임

의 규칙과 시스템을 기술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MDA은 Mechanics, Dynamics, Aesthetics의 약자로서 ' 

로빈 후니크(Robin Hunicke)외2 명이 제시한 게임 체계

화 기법으로서 게임디자이  에서 규정한 규칙들이 

시스템으로 구 되고 유 는 구축된 시스템의 다양한 기

능에 의해서 몰입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즉, 미 요소(Aesthetics)는 사용자가 게임을 하게 되는 

몰입요소이며, 역동성(Dynamics)이란 게임 이 규칙

의 다양성이며, 역학성(Mechanics)이란 게임에 구 되어 

있는 기능  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된 

시로서 [그림 5]는 본 수업과정에서 제시되는 창의력 게

임소재로 선정된 '폴리오미노 퍼즐'을 활용하여 공간개

념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두뇌게임의 한 MDA 

실습에 한 시 내용이다.

[그림 5] MDA 사례 예시

이를 참고하여 그룹별로 게임설정  실행 구조도 실

습, 세부 기능, 게임 연출 부분을 나 어 그룹별 역할 규

정하여 각 내용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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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게임설정 및 실행 구조도 예시

3.5 세부설계 및 타당성(개발 구조화)

앞에서 기술된 단계에서부터 문제정의를 통한 주제선

정을 통해서 게임 소재 결정, 아이디어 련 구 실 성 

체크  보완, 게임 도메인 분석에 의한 게임 근성  

게임 재미성 련 기술, 이후 세부 인 시스템 설계를 통

해서 체 인 디자인 근 실습을 완료하면서 해당 단

계는 실제 게임을 제작하기 한 게임 문서를 작성하기 

한 타당성 검토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추가 확장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게임 개발을 하기 한 실제 

구 련 세부 시스템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으로서 순기

능성의 유형, 순기능의 목 성, 게임 몰입성, 게임의 규

칙, 게임의 주요 시스템, 게임구 기능목록, 게임 리소스 

목록, 체 GUI구조, 각 GUI기능, 입력UI 기능정의, 게임 

연출, 게임 사운드, 게임 튜토리얼, 등의 세부 인 목록에 

한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한, 게임의 목   

근 이유와 련된 마   수익부분역시 측 기 안

을 기술하여 게임 실습을 완성시키도록 한다.

3. 결론

최근에 창의성과 련한 교육부분은 아동교육에서부

터 요한 선행 교육과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있는 유아  등학교 상의 창

의력 련 게임 소재의 근은 유아  등학생 입장에

서 게임의 순기능 역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게임의 특수성을 반 한 창의성 개발 이라는 인터 티  

미디어 교육 콘텐츠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 

최근 게임의 과 몰입 보다는 순기능 측면에서의 게임 소

재의 요성이 강조되고 확장되는  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학설계 기반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을 응용한 

창의력 기반 게임 소재 디자인 근 연구는 학술  측면

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 방향

은 제시된 교육 련 연구를 보다 발  시켜서 수익기반 

장르의 교육 로세스 이외에 게임의 순기능  교육측

면에서 도움을  수 있는 교육 로세스를 문화 시킬 

수 있는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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