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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놀이를 학문적인 관점으로 승화시킨 로제 카이와 (R.Caillois)의 이론

을 기반으로 유아의 한글 학습의 동기부여를 위한 재미 요소를 찾아보는 것으로부

터 시작한다. 놀이의 궁극적 목적에는 즐거움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놀이와 학습, 이 두 가지 요소는 

융합을 통해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연구하는 게임 기반 학습 이론 GBL(game 

based learning)의 중요한 요소이다. 유아가 한글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이다. 유아는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몰입을 위해 재미를 학습과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먼저 효과적인 놀이 특성 요소가 적용된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 사례를 분

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례의 선정 기준으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준삼

아, 2014년 4월 22일을 시점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유아용 한글 기능성 모

바일 게임 영역에서 10000개 이상 다운로드 한 게임을 토대로 다운로드 횟수와 사

용자의 평가 별점에 따라 20개의 한글 모바일 기능성 게임을 선정하였다.  현재 시

중에 출시되어 있는 다양한 유아용 한글 학습 놀이 콘텐츠의 사례를 R.Caillois가 

제안하는 놀이의 네 가지 분류와 속성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곤(Agon), 미미크리

(Mimicry), 일레아(Alea), 일링크스(Ilinx)로 분석하고 그 고유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그 특성 네 가지가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 살

펴 본 결과, 선정된 사례 중 게임의 규칙과 의지가 최대로 포함된 아곤(Agon)의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각각 하나의 놀이 요소가 적용된 것보다는 네 

가지 놀이 특성이 고루 분포된 경우에서 유희성과 함께 높은 몰입도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용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 콘텐츠가 놀이의 

속성이 반영된 재미의 요소를 학습에 접목하는 기반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R.Caillois, 놀이유형, 모바일 기능성 게임, 몰입, 한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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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최초로 놀이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학자는 호이징하(J. 

Huizinga)이다. 그는 놀이가 일상생활과는 다른 의식을 동반하는 

자발적인 행위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많은 역사

가들과 심리학자들은 놀이가 인간의 정신을 사회에 있어서 최고

도의 문화 활동으로 발전시키며, 또한 개인에 있어서도 정신교육

과 지적 발달의 주요 원동력의 하나라고 말한다. 

이처럼 인류의 지적 발달을 위하여 놀이는 필요한 요소이며, 

특히 4-5세의 유아는 놀이를 통해 인지가 발달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많은 학습을 경험하게 되며 한글교육도 대부분 이 시기에 

시작하게 된다. 유아에게 한글 학습을 더욱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놀이이며, 그것은 유아에게 몰입감을 선사한

다.

몰입은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가상의 콘텐츠가 현실의 세계

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그 안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행

위를 말한다. 이런 몰입의 기본 의미는 비단 놀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놀이에서의 몰입 과정을 교육에 적용하

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설계하게 된다고 구성주의 교육학자

들은 말한다.1) 이러한 학습과 놀이의 개념을 접목한 기능성 게임

(serious game)은 학습 주제와 놀이의 몰입에 의한 체험이 연결

되어 학습자 스스로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지식으로 습득된다.

놀이를 학문적으로 정의한 호이징하(J. Huizinga)의 이론에 덧

붙여, 또 다른 프랑스 놀이 이론가인 로제 카이와(R.Caillois)는 

놀이의 본질과 함께 놀이의 분류를 아곤(Agon), 알레아(Alea),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스(Ilinx)2)의 네 가지 범주를 제안하

* 이 논문은 2014년 교육부 BK21 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수연 (제1저자) / 김재웅 (교신저자)

1)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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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이론을 토대로 현재 출시된 다양한 기능성 게임의 속성

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유아용 한글 기능성 게임은 주로 인터넷과 앱 혹은 모바

일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니키즈’, ‘깨비키즈’, 등 

포탈 유아교육사이트에서 각 사이트 당 약 600개가 넘는 다양한 

한글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

용이성이 편리하여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는 

‘한글왕 코코몽’, ‘쏙쏙 한글교실’ 등 더욱 다양한 유아용 

한글 앱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중이다. 웹과 모바일 모두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

은 내용으로 다른 캐릭터의 사용,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의 일부 

변형 등 비슷한 유형을 가진 게임 콘텐츠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

다. 게다가 일부는 기능성 게임의 특징인 놀이의 즐거움과 학습

콘텐츠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학습만 강요하거나, 학습은 

배제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즐거움을 통한 몰

입으로 학습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능성 게임의 순수한 목적이 잘 

적용된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놀이의 이론가인 호이징하(J. Huizinga)가 정의하는 

인간과 놀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용과 비판을 통

해 넓게 발전시킨 로제 카이와(R.Caillois)가 제시하는 놀이의 

네 가지 분류와 속성을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다양한 유아

용 한글 학습 놀이 콘텐츠의 기능성 게임과 특징 및 취약점을 비

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아용 한글 기능성 

게임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낸다는 이론이다. 구성주의교육이론에 따르면 교사의 역할은 피교육자가 사

실이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위키백과

2) Roger Caillois, 『놀이와 인간』, 이상률, 문예출판, 1994,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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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놀이의 이론적 고찰

2.1. 놀이의 정의

놀이를 이론적으로 풀어낸 학자는 요한 호이징하(J. Huizinga)

이다. 놀이에 대한 호이징하(J. Huizinga)의 관점은 여러 면에서 

놀이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는 놀이에 

대하여 독창적인 이론으로 풀어낸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호이징하, 1938)에서 놀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놀이는 허구적인(Fictive) 것으로서 일상생활 밖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놀이하는 자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로 간

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 이익도 효용도 없는 

행위로서, 명확하게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해지며, 주어진 

규칙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데, 기꺼이 자신을 신비로 둘

러싸거나 아니면 가장(徦裝)을 통해 평상시의 세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집단관계를 생활 속에 생기게 한다.3)

그는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것’이

며, 인간의 원초적이고 투쟁적인 경쟁본능, 전쟁, 시, 예술, 종

교 등의 문화가 놀이로부터 근원 되었다며 그 중요성을 재정의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류의 기원을 노동이 아닌 놀이에서 찾았

으며, 놀이에 비추어 현대 문화를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로제 

카이와 (R.Caillois)는 호이징하(J. Huizinga)의 놀이이론을 비

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놀이의 사회학을 구성하려 하였다.4)  

로제 카이와(R.Caillois)는 ‘놀이는 본질적으로 생활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고 주의 깊게 구별된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시간

과 공간의 명확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5)라고 말한다. 이렇

게 일상과 구별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놀이는 자유롭고 

3)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연암서가, 

2010, p. 57

4) 김겸섭, 「놀이학의 선구자 호이징하와 까이와의 놀이담론 연구」, 인문연구 

54호, 2008

5) Roger Caillois, 『놀이와 인간』, 이상률, 문예출판, 199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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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활동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원천으로 정의된다. 따

라서 놀이는 자발적이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즐거움을 위

해서 존재한다. 그 즐거움 안에서도 놀이는 자의적인 규칙이 존

재하며, 규칙의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즉석에서 

찾아내고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로제 카이와(R.Caillois)는 본질적으로 놀이를 다음과 같은 활

동이라 정의한다.6) 그가 분류한 놀이의 본질들은 놀이의 내용 보

다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놀이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본

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1. 자유로운 활동: 놀이하는 자는 강요당하지 않는다.

2. 분리된 활동: 처음부터 정해진 명확한 공간과 시간의 범위 내

에 한정되어 있다.

3.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게임의 전개가 결정되어 있지도 않

으며, 결과가 미리 주어져 있지도 않다.

4. 비생산적인 활동: 재화도, 부도, 어떠한 새로운 요소도 만들

어 내지 않는다.

5. 규칙이 있는 활동: 약속에 따르는 활동이다.

6. 허구적인 활동: 현실생활에 비하면 이차적인 현실, 또는 명백

히 비현실이라는 특수한 의식을 수반한다.

2.2. 놀이의 분류 

놀이는 그 수가 많고 방대하다. 호이징하(J. Huizinga)는 놀이

의 기본적 성격에 대하여 어떠한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잊고 완전

히 사로잡힌 자유로운 행위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 간단한 정

의만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을 드러내는 놀이는 수많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 기준이 혼자 하는가, 여럿이서 하는가, 놀이의 

도구가 있는가, 놀이가 행하여지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분류

될 수 있다.

6) ibid. 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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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카이와(R.Caillois)는 놀이의 체계적 분류를 본질적으로 

시도한 학자이다. 그는 놀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 

우연, 모의, 현기증이라는 네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네 

개의 역할 중 무엇이 우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아곤

(Agon, 그리스어로 시합, 경기를 뜻함), 알레아 (Alea, 라틴어로 

요행, 우연을 뜻함), 미미크리(Mimicry, 영어로 흉내 모방, 의태

를 뜻함), 일링크스(Ilinx, 그리스어로 소용돌이를 뜻함)로 구분 

지었다. 아래의 <그림 1>7)은 놀이를 규칙성과 사람의 의지를 포

함하여 네 가지 분류로 보여주고 있다.

가. 아곤(Agon) 경쟁

이 유형에 속하는 놀이는 모두 경쟁이라는 특징을 취한다. 경

쟁이란 이긴자의 승리에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다.8)

나. 알레아(Alea) 우연

아곤과는 정 반대로 놀이하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은 결정, 그

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결정에 기초하는 모든 놀이를 

지칭한다. 의지를 포기하고 운에 자신을 맡기는 놀이, 즉 우연놀

이가 이에 해당 한다.9)

다. 미미크리(Mimicry) 모의

모든 놀이가 환상(illusion)이라고 말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약속에 의해 정해지고, 몇 가지 는 허구의 닫힌 세계를 일시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가

공의 환경 속에서 활동을 전개하거나 운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

7) 최유찬, 「컴퓨터게임의 이해」, 서울 문화과학사, 2000

8) Roger Caillois, 『놀이와 인간』, 이상률, 문예출판, 1994, p. 39

9) ibid. p. 44



297

라, 그 자신이 가공의 인물이 되어 그것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

으로 성립된다. 미미크리(Mimicry)는 흉내 내거나 가장하여 노는

데 규칙이 있을 수 없지만 어떤 것을 따라하고 싶은 의지가 반영

된 놀이의 개념이다. 놀이하는 자가 가면을 쓰거나 가장하고 있

다는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즐거움을 일으킨다

는 것이 재미의 원리인 것이다.10) 

라. 일링크스(Ilinx) 현기증

일링크스 (Ilinx)는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맑은 

의식에 일종의 패닉(panic) 상태를 일으키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놀이는 일시적으로 현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종의 경련(가슴 졸임), 실신상태(흥분) 또는 크게 놀라는 

상태(얼떨떨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11) 일링크스(Ilinx)는 

일상에서 구조화된 안정적인 사고의 패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아찔함으로 지각의 혼란을 동반한 즐거움

이다. 놀이하는 자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가 반영될 수 

없으며 일정한 규칙이 따르지도 않는다.12) 현대에서 일레아

(Alea)란 게임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여되는 도전과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유저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몰입감을 경험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10) 안상혁, 「로제카이와의 놀이론을 통한 온라인 게임 고찰」,디자인학연구 통

권 제55호,2004,2

11) Roger Caillois, 『놀이와 인간』, 이상률, 문예출판, 1994, p. 52

12) ibid.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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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아_운

동전앞 뒷면

룰렛

주사위

복권

미미크리_모의

가면무도회

소꿉장난

연날리기

아곤_경쟁

체스/바둑

달리기

가위바위보

경기, 스포츠

일링크스_현기증

비경기 스포츠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그네

규칙

의지 탈의지

탈규칙

그림 1. 놀이의 네 가지 분류

2.3. 놀이의 규칙과 의지

<그림 1> 에서 모든 놀이는 의지/ 탈 의지 그리고 규칙/ 탈 규

칙 등 인간의 의지와 규칙성에 의해 두 개의 상반된 극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놀이의 잠재된 의식이 한가지로 통제되지 않고 

어떤 일시적인 기분이 표출되는 원리를 파이디아(Paidia)13)라고 

13) '어린이다운 것을 나타내는 놀이'라는 의미의 그리스 어로 놀이 본능의 자발

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말로 정의되어 루두스의 상대적 개념이 된다. 즉흥과 

환희의 원초적인 힘으로 직접적이고 무질서한 흥분에서 볼 수 있으며 즉흥적

이고 불규칙이라는 특징이 그 본질이다.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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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또 하나의 잠재된 의식인 루두스(Ludus)는 뛰놀고 즐기

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에 반하여 끝없이 새로운 임의의 장애물을 

제공한다. 놀이의 자발적 속성으로 흥분하고, 소란을 피우고 싶

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본능인 파이디아(Paidia)에게 루두스

(Ludus)는 규칙을 부여하고 놀이의 기본적인 범주들로 하여금 순

수성과 탁월성을 주는 데 전반적으로 작용한다.14) 아래 <표 1> 

은 루두스(Ludus)와 파이디아(Paidia)의 조합을 규칙과 의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놀이의 특성이다.

놀이유형 규칙 의지

Agon(경쟁) o o

Alea (우연) o x

Mimicry(모의) x o

ilynx(현기증) x x

표 1. R.Caillois의 놀이 유형별 특성

결국 루두스(Ludus)는 원초적인 욕망에 새로운 임의의 장애물

을 제공하여 자의적으로 설정된 장애를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맛

보는 즐거움으로 파이디아(Paidia)를 길들이고 더욱 풍부하게 만

드는 원천이다.15) 

2.4. 놀이와 게임

인간 발달을 이끄는 원동력인 놀이 활동은 단순히 혼자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데, 일반

적으로 놀이는 그것이 주위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반향을 일으킬 

때야 비로소 절정에 달한다. 놀이가 주는 이런 흥분과 열광이 사

람들의 도취를 지속시키고 고취시킨다. 가르비(Garvey)는 놀이를 

특별한 목표나 목적이 없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16)이라  

14) Roger Caillois, 『놀이와 인간』, 이상률, 문예출판, 1994, p. 58

15) 조성배, 「체험형 디지털 제품 디자인의 놀이적 특성 고찰」, 한국디자인트

렌드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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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면서, 놀이는 본질적으로 재미에 대한 욕구에 의해 야기된

다고 말한다.

놀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었던 게임은 

놀이의 한 형태이며 놀이와 같이 참가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준

다. 더 나아가 게임은 놀이보다 더 목표 지향적이고 보다 진지함

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게임은 참가자의 역할, 제한 설정, 

기대행동, 게임 방법을 결정하는 규칙들이 있다.17) 많은 학자들

은 게임 안에서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 셔록 

(Serok)과 블럼(Blum)은 인생이 게임에 비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규칙, 순응, 집단 표준의 수용, 부당한 침해에 대한 대응과 

같은 사회적 기본 요소가 놀이 과정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8)

2.5. 기능성 모바일게임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이란, 사용자에게 게임 플레이의 재

미와 유의미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안적 게임이다. 기능성 

게임이 재미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업용 게임과

(entertainment game)과는 구분되고, 학습효과만을 중시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교육용 콘텐츠(edu-contents)와도 구분된다.19) 존 

듀이(J. Dewey)는 도덕적 가치와 학습도구로서의 게임기능을 강

조하고, 게임은 강력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20) 

디스콜 (Discoll)은 학습이란 개인의 경험을 통한 변화라 정의하

고, 게임과 학습을 연결하는 게임기반학습(GBL-Game based 

learning)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게임의 본질인 재미를 통한 몰입

을 학습에 동기부여를 하기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교육

16) Beach, F. Current concept of play in animals, American Naturalist, 1945

17) Schaefer, C,  Reid, S, 박성옥 외 옮김, 『게임놀이와 아동심리치료』, 창

지사, 2010, p. 22

18) ibid. p23

19) 한혜원, 「기능성 게임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 인문콘텐츠 19호, 2010

20) 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 편저, 『교육용 게임 시장 분석 및 개발 전략』, 정

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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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게임에 기반을 둔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지 않

고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 게임을 인식한다. 기능성 게임은 게임의 속성인 재

미라는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 교육적 콘텐츠를 접목하

여 학습의 효과 달성에 그 목적을 둔다.

모바일(mobile)의 사전적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고 빠

르게 이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는 접근 용

이성이 높고, 간편하며, 휴대하기 편한 특성을 가진다. 기능성 

게임 분야에서도 모바일 게임의 가능성이 특히 커지고 있는데 휴

대폰 단말기의 경우 다양한 멀티미디어 능력과 사용자의 실시간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

다.21) 이런 모바일 기기의 특징이 교육용 기능성 게임과 결합되

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기능성 게임을 즐

길 수 있다는 것이 모바일 기능성 게임의 큰 장점이다. 

3. 놀이유형에 따른 유아용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 분석  

3.1. 연구 대상 선정 및 분석

본 연구는 2014년 4월 22일 기준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유아용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 영역에서 아래의 <표 2>와 같이 

10000개 이상 다운로드 한 기능성 게임을 바탕으로 다운로드 횟

수와 사용자의 평가 별점에 따라 20개의 게임을 사례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게임 20개의 평균 별점은 5점 만점에 

4.01 점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모든 게임을 직접 시연 한 후 연구자는 게임의 놀이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네 개의 특성을 가진 게임 요소로 분류하여 각각의 

속성이 제일 많은 부분을 2점, 보통1 점, 없음 0점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네 개의 요소 뿐 만 아니라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이

루고 있는 것도 같이 분류하였다. 

21)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대한민국 게임 백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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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게임이름 Download

별

점

아

곤

미미

크리

알

레

아

일링

크스

1
필기공주와 함께하는 

한글공부
100000이상 4.2 2 0 0 0

2 한국어 한글필기 100000이상 4.2 0 0 0 0

3
재미나라 리듬고고 

한글동요
100000이상 4.1 0 1 0 1

4 한글왕 코코몽 100000이상 4.1 2 1 0 0

5 말해봐 뽀로로 100000이상 3.8 0 2 0 0

6 브루미즈 한글 레이싱 100000이상 3.8 2 1 1 1

7 쏙쏙 한글교실 100000이상 3.6 1 1 0 0

8
유아를 위한 한글 

그림퀴즈
50000이상 4.4 1 0 0 0

9 가나다 한글놀이 50000이상 4.1 0 1 0 0

10 한글 맞추기 50000이상 4.1 1 0 0 0

11 깜부 한글놀이 50000이상 3.8 1 0 1 0

12
포포야 동물 한글 

낱말카드
10000이상 4.2 1 0 0 0

13 한글따라쓰기 10000이상 4.1 0 0 0 0

14 한글색칠놀이 10000이상 4.1 0 0 0 0

15
클래비 알쏭달쏭 

한글놀이
10000이상 4.1 2 0 0 0

16 typing cony lite 10000이상 4.1 2 0 1 0

17
한글영어단어쏙쏙-첫발

자국편
10000이상 4 0 0 1 1

18 한글이랑 놀자 10000이상 4 1 0 0 0

19 한글아 놀자 10000이상 3.7 0 0 0 0

20
한글 숫자 따라 쓰기 

읽기듣기공부
10000이상 3.7 1 0 0 0

표 2. 유아용 한글 기능성 게임이름과 다운로드 수, 별점에 따른 

순위와 놀이특성 유형의 속성 점수

    

3.2. 아곤(경쟁)의 게임  

아곤(Agon)의 게임에는 항상 목표가 있다. 바로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다. 아곤(Agon)의 게임은 규칙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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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일종의 협약과 같

다. 아곤(Agon)의 게임과 같이 학습에도 목표가 있다. 학습자는 

게임을 경험하며 경쟁을 통해 규칙을 제어하고, 보상을 통한 강

화를 받으며, 몰입의 과정으로 게임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며 학습을 완성해 간다. 

아곤(Agon)의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게임으로는 ‘필기공주와 함

께하는 한글공부’, ‘한글왕 코코몽’, ‘브루미즈 한글 레이

싱’, ‘클래비 알쏭달쏭 한글놀이’, ‘typing cony lite’, 

‘한글퍼즐’이었다. 이 기능성 한글 게임들은 일정한 규칙의 제

약을 해결하면 스티커나 별, 힌트 등의 강화를 위한 보상이 주어

졌고, 주어진 규칙을 사용자의 의지로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의 

학습 게임으로 레벨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림 2> 의 ‘클래비 한글놀이’는 모바일 시장에서 다운로드 

10000 회 이상, 평점 4.1의 만족도를 받은 유아용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은 한글 학습자에게 모바일 터치 기능

을 활용하여 글씨를 정확하게 스크린에 쓰면 게임이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되며, 단어와 관련된 그림을 맞추면 효과음으로 규칙에

서 이겼다는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임

을 성공하게 되면 클래비 캐릭터를 획득하는 보상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게임 안에서 주어진 규칙을 스스로의 의지로 극

복하고 더 높은 몰입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림 2. 클래비 한글놀이의 게임 메인화면과 게임 규칙 통과 후 받는 보상

  

3.3. 알레아(운)의 게임 

아곤(Agon)의 게임과는 정 반대로 놀이를 하는 사람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일레아(Alea)에 의해 자신을 맡기는 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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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포기하고 운에 자신을 맡기는 놀이, 즉 우연 놀이가 이에 

해당한다.22) 게임의 규칙은 있지만 놀이하는 자의 의지가 반영되

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일레아(Alea)는 게임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부각된다.

한글 모바일 기능성 게임 중 일레아(Alea)의 요소가 많이 부각

된 게임은 '브루미즈 한글  레이싱', '깜부 한글놀이' '한글 영

어단어 쏙쏙 첫 발자국편' 이었다. 그 중 'typing cony lite' 게

임은 제시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입력할 때 점수가 획득되는 게

임으로 단어 중간 중간 규칙을 통과한 후 주어진 보상이 아닌 게

임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나오는 일레아(Alea)적 요소인 물

음표나 행운의 점수를 우연히 획득하게 되어 게임의 몰입감을 높

인다.

‘브루미즈 한글 레이싱’은 모바일 기반의 기능성 한글 게임

으로 자동차로 한글 도로를 질주하면서 각각의 글자요소들을 획

득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단어를 구성하는 경쟁적인 아곤(Agon)

의 요소와 도로를 질주하면서 우련히 마주치는 별과 같은 여러 

가지 행운의 일레아(Alea)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게임이

다. 이런 일레아(Alea)적 요소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에게 몰입

의 즐거움을 부여한다. 

그림 3. 브루미즈 한글 레이싱의 일레아(우연)적 요소인 별

  

22) Andrew Rollings, David Morris, 『Game Architecture and Design』, The 

Coriolis Group,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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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미크리(모의)의 게임

미미크리(Mimicry) 놀이는 주어진 규칙에 의해 정해진 허구의 

세계 안에서 그 자신이 가공의 인물에 어울리게 행동하고 활동해 

나아간다.  게임의 세상 속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다른 역할의 

인물이 되어 일어나는 결과는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즐

거움을 주는 핵심요소이다.

미미크리의(Mimicry) 요소가 적용된 게임들은 선정된 사례 중 

'말해봐 뽀로로', '재미나라 리듬고고 한글동요', '한글왕 코코

몽', '브루미즈 한글 레이싱', '쏙쏙 한글교실', '가나다 한글놀

이' 등이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의 사용자가 자신이 그 게임안의 

플레이어가 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미크리(Mimicry)의 요

소가 적용된 게임은 아이들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나 브루미즈

와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적용된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친숙한 캐릭터들이 

편하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몰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례로 선정 된 모

바일 기능성 게임 중 ‘말해봐 뽀로로’는 가장 미미크리

(Mimicry)적 게임의 유희적 요소의 특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말해봐 뽀로로’는 뽀로로가 사는 세계와 일원이 되어 뽀로로

와 대화하며 한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임으로 뽀로로 캐릭터

가 사는 가상의 세계에서 뽀로로와 상호작용으로 사용자는 마치 

뽀로로 친구인 것처럼 뽀로로와 대화를 하는 유희와 놀이를 통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4. 가상의 세계의 일원이 되어 

그 안의 약속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안녕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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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미미크리(Mimicry)적 요소를 포함한 ‘재미나라 리듬 

고고’는 남자와 여자 아이 캐릭터가 율동하며 부르는 한글동요

를 따라 부르며 노래로 한글을 배우는 게임이다. 게임적인 요소

의 특징인 아곤(Agon)의 경쟁이나, 우연의 일레아(Alea) 적인 몰

입을 위한 특성은 없지만, 사용자는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캐릭터 주인공으로 녹아들어 한글 동요를 부르는 동안 한글을 익

힐 수 있는 재미와 놀이의 게임이다. 

3.5. 일링크스(현기증)의 게임   

일링크스 (Ilinx)는 일상의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사고 패턴에

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아찔함이다. 지각의 

혼란을 동반한 즐거움으로 사용자는 게임 안에서 통제가 불가능

하고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며 일정한 규칙이 따르지도 않는다. 

선정된 사례연구의 20개의 기능성 모바일 게임에서 일링크스

(Ilinx)적 요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링크스

(Ilinx)적 놀이특성의 게임으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인 ‘한글 영

어 단어 쏙쏙-첫발자국편’은 다른 게임요소와는 다른 신체 활동

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게임은 핸드폰을 흔들면 단어의 등

장과 함께 읽어주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단어공부 카드와 같은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지만, 학습자에게 단순히 모바일 기기를 시

각적으로 도구뿐만 아니라, 흔드는 신체 활동도구로 사용하는 재

미를 가진 유희 요소의 특징을 나타낸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게임의 몰입을 위한 유희성의 요소를 로제 카이와

(R.Caillois)의 놀이 이론에 따른 4가지 놀이요소로 살펴보았다. 

선정된 사례에서 아곤(Agon), 일레아(Alea),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스(Ilinx)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 혹은 두 개, 많게는 네 

개의 놀이요소가 포함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을 찾아 볼 수 있었

다. <그림 5>는 다운로드 횟수와 평점에 따라 선정 된 20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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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모바일 기능성 게임을 로제 카이와(R.Caillois)의 놀이 유형

에 따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게임을 규칙과 의지의 요소

에 따라 아곤(Agon), 일레아(Alea),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

스(Ilinx) 각각 특성이 포함된 정도를 2*2 matrix 포지셔닝 맵으

로 나타내고 있다. 사례의 대부분은 규칙과 의지 안에 경쟁을 통

해 강화를 받고 그 다음 일을 수행해 나가는 아곤(Agon)의 특성

을 가진 게임이 12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일레아(Alea)의 요소 4개, 미미크리(Mimicry)적 요소 4개

로 동일한 개수를 이루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글 영어단어 

쏙쏙' 과 '브루미즈 한글 레이싱' 2개의 게임이 일링크스적

(Ilinx) 요소의 부분에 미약하게나마 속해 있었다.

그림 5. 유아용 한글 기능성 모바일 게임의 게임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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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일링크스(Ilinx)의 현대적 해석은 

게임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끊임없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도중 

유저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몰입

감을 경험하고, 게임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일링크스(Ilinx)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게임 요소는 모

바일 기능성 게임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른 아곤(Agon)

이나 미미크리(Mimicry) 일레아(Alea)적인 게임 요소들과 함께 

작용하면서 게임의 몰입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며 게임의 유희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에서 순간적인 아찔함

을 느끼는 활동을 동반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브루미

즈 한글 게임 레이싱'의 경우 사용자가 브루미즈 주인공이 되어 

한글 레이싱을 모바일 기기로 조정하면서 한글을 획득한 후 점수

를 얻는 규칙과 더불어 레이스 중간 중간 나오는 행운의 포인트

를 더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순간적으로 아찔한 재미를 갖는 

일링크스적(Ilinx) 요소가 더해지면서 20개의 사례 중 가장 몰입

도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바일 기능성 게임이었다.

아곤(Agon)의 경우 게임의 정해진 규칙을 경쟁을 통해 쟁취하

는 유희 요소가 다른 게임의 요소와 더해질 때 보다 흥미로운 게

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특히 네 가지 요소가 고루 분포하는 

경우 게임의 재미를 배가하여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또 한 가지 높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게임 중에

서도 아곤(Agon)의 게임이 가장 많이(20개 중 12개)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놀이가 가진 규칙을 통과해야 주어지

는 보상에 의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이며, 학습자가 경쟁을 통해 

획득 후 얻어지는 강화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는 반대로 놀이의 네 가지 속성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임의 경우 학습자의 흥미를 전혀 유발하지 않았으며 몰입도 또

한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기능성 모바일 게임의 유희적 목

적을 위해 놀이의 속성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기능성 모바일 게임에서 학습의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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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요소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게임의 유희성을 위한 로제 카

이와 (R.Caillois)의 놀이 특성의 네 가지를 적절하게 모두 적용

한다면 학습자의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더욱 증가시키는 기능

성 게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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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angul serious mobile game 

for Infant based on R. Caillois's theory

 Sooyeon Lee, Jaewoong Kim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 R.Caillois about element of 

play which is motivated to infant for studying Hangul. The ultimate 

goal of play has to be accompanied by pleasure. And learning means 

permanent changes from experiences for the individual's. Play and 

learning, these two elements are united to the genre of serious game 

since the GBL (game based learning) was lead. Most importantly, in 

order to achieve their own Hangul learning is the fun. Coupled with 

fun and learning has an important issue for flow because 

concentration is low in infants than adults. In this case study is 

to know about fun factor has been applied effectively to Hangul 

serious mobile game. 20 Infant Hangul mobile serious games of Google 

Android mobile game section were selected as a case study based on 

more than 10,000 downloads and user's review rate by April 22, 2014. 

After that is currently available on the market can play a variety 

of cases of infant learning Hangul from previous research of 

R.Caillois offers four categories of play. R.Caillois of Agon, 

Mimicry, Alea, Ilinx have unique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Hangul four are present any role in 

Hangul serious mobile games. As a result of the cases selected and 

the rules of the game will include a maximum of two of the most 

common types of Agon. Each attribute of the play, rather than one 

single factor is applied to four kinds of game play performance when 

properties are  distributed to experience together gave the best 

flow. As a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 based research for infants 

Hangul serious mobile game reflects the properties of the elements 

of a fun game that you want to combine learning.

keyword: R.Caillois, type of play, mobile serious game, flow, 

Hangul learning



312

이수연

    중앙대학교 첨단영상 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211-601

    Tel : 02-792-2210

   sooy800@naver.com

김재웅

    중앙대학교 첨단영상 대학원 교수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 02-820-5418

   kjw@cau.ac.kr

논문투고일 : 2014.05.01

심사종료일 : 2014.05.30

게재확정일 : 201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