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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능성 게임의 정 인 향에 한 결과가 부각되면서 그에 한 연구와 개발이 활성
화 되고 있다. 기능성 게임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의도 인 목 을 가진 게임으로, 이용자에 한 
설득과 그에 따른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그러한 설득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기능성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선택  행 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  요소들
을 정리하고 이에 한 효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선택과 련한 

들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태도와 행 의 결과를 이론 으로 근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심리  거리 념을 심으로 그에 따른 행 에 을 두는 해
석수 이론을 용하여, 기능성 게임에 개 으로 용할 수 있는「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 model」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석수 의 개념
과 효과들을 히 용한다면 이용자들의 가치와 목  심의 설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
다. 한, 이러한 모델은 기능성 게임의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궁극 으로 그 효과를 증 시킬 
유용한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any of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various positive outcomes of serious games. 
However, relatively little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roles of user-centered factors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e of the main goals of serious games is the change 
of the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 towards a positive direction. To achieve this goal, 
psychological factors should be applied to the user's playing process in serious games. 
Inspired by construal-level theory(CLT), we propose a CLT applied model (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 considering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player's 
decision making The model will be useful not only to game developers or designers but 
also to game researchers as a valuable tool in persuasion and learning for serious gam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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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이 태동하면서부터 시작된 게임 독과 사회

 고립 등의 부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게임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사회 으로

도 도움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증 하고 

있다. 게임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논의는 련 학자들에게서 1990년 부터 

본격 으로 담론화 되었는데, 그로부터 게임이용의 

정 인 실증  연구 결과들에 한 발표가 증

하기 시작했다[1,2,3,4,5,6,7].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게임에 한 정  인식에 힘입어 게임이 생활 

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기 시작하 는

데, 기능성 게임은 그런 토양에서 새롭게 두되기 

시작한 역이다. 

기능성 게임이란 1970년  사회학자 Clark Abt

가 ‘Serious game’이라고 명명한 것에 기원을 두

고 있으며, 게임의 재미와 더불어 목  지향 인 

의도가 결합된 게임을 의미한다[8]. 기능성 게임은 

부분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으며 모든 연령 를 

상화 할 수 있기 때문에[9] 정부나 기업, 군사, 

보건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범 한 분야에

서 목표에 따라 교육과 설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하고 있다[9,10,11,12,13]. 재, 미국과 국, 스웨

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기능성 게임의 

력에 힘입어, 다학제간 융합 연구에 기반 하여 

극 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재 기능성 게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미국 정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미국 행

정부는 그 가능성에 힘입어 기능성 게임을 최우선

의 미래 략산업의 하나로 인식하여 국가 주도로

써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게임의 효과 인 특성을 

이용하여 산업 으로 그 가능성을 확 시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기능성 게임 회는 기능성 게임 산

업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 고 향후

에도 꾸 히 성장할 것으로 망하 다. 더불어, 

미국, 유럽, 아시아권의 기능성 게임의 로벌화 

략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15]. 

기능성 게임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연구개발을 

해 미국에서는 ‘Serious Games Initiative(SGI)’

를 심으로 ‘Serious Game Summit’  ‘Games 

For Health’ 등이 진행되고 있다[16]. 한편, 유럽에

서는 부분 국과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을 심으

로 진행 인데, 표 으로 국의 ‘Serious 

Games Institute(SGI)’가 있다[17,18]. 이러한 추세

에 힘입어, 최근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아시아 기

능성 게임 연맹(Asia federation for serious 

game)인 ‘SGSC(Serious Games & Social 

Connect)’을 발족하 다[19]. 국내에서도 기능성 게

임에 한 유용성을 인식하여 한국게임학회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심으로 그 기반을 마련 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학제  연구나 개발 략 등에서 

아직까지는 학문  논의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재 기능성 게임이 미국과 유럽을 심으로 활

발하게 연구와 개발이 진행 에 있지만 그 역사

의 일천성과 함께 여 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이다. 이에 따라, 기능성 게임의 효과를 고려한 효

율 인 기획 방안이나 개발법 등에 한 가이드라

인이 요구되고 있다[12,13]. 더불어, 최근 많은 연

구들이 기능성 게임의 정 인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능성 게임의 본질  목표인 행동 변화를 

한 이용자 심의 선택  행 나 심리  속성에 

을 둔 연구는 상 으로 미미하다. 구체 으

로 말하자면, 행동이나 인식 변화는 이용자의 선택

 순간에 개입을 통해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는

데, 행  선택을 한 단 과정에 향을  수 

있는 이용자 심의 심리  요인들을 고려한 근

법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의 미션 수행 과정에서 복

합 인 선택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 선택의 기

로에서, 이용자들은 다양한 수 의 심리  거리에 

따라 편향성이 개입된 자기 심 인 해석을 통해 

측하고 단하여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수 의 표상을 통한 선택  행 는 기능성 게임 

개발이나 디자인 시 그 개념이나 효과들을 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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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보다 정교화 할 수 있다. 기능성 게임의 효과를 

활성화 하는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게임의 설득과 학습의 효

과를 증 화하기 한 이용자 심의 심리  근

법  하나로, 기능성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의 의

사결정과정에 해석수 이론의 개념과 효과들을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우선, 

기능성 게임의 활용 황을 통해 기능성 게임의 

개념과 범 를 개 하여 효용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심 개념인 해석수 이론

과 심리  거리에 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 이

어서, 해석 수  이론에서 나타나는 효과성에 한 

선행 연구에 근간한 활용성을 도출하여, 최종 으

론 목표와 기능성에 기반 한 기능성 게임의 주요 

용 요인들과 해석수 의 용 가능 요인들을 취

합하여「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이용자 심의 심리  속성을 정교화 하는 

기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성 게임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능성 게임 활용 황  

2.1 기능성 게임 개념  범

기능성 게임은 기능 이며 목  지향 인 게임

으로, 보편  개념이나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

여 공유되고 있지만 연구자  개발자, 게임 사용

자마다 조 씩 다른 견해를 보이며 지속 으로 보

완되며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순어법

(oxymoron) 는 유의어 반복(tautology)과 같은 

상이 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기능성 게

임 용 분야는 범  할 뿐만이 아니라 확장의 

속성을 포함하는 수단으로 활용 인 것이다. 

기능성 게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Abt(1970)는 

기능성 게임이란 오락 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교

한 의도로부터 도출된 교육을 목 으로 한 세심하

게 고안된 게임이라고 하 으며[8] Zyda(2005)는 

재미와 더불어, 정부나 기업체의 훈련, 교육, 건강, 

공공 정책 그리고 의사소통 목  략을 한 구

체 인 규칙을 컴퓨터에 용한 정신 인 경쟁이라

고 하 다[11]. Michael & Chen(2005)은 기능성 

게임을 간단하게 엔터테인먼트, 흥미, 재미 등을 

일차  목 으로 삼지 않는 게임이라고 하 으며

[10] Sawyer(2007)는 기능성 게임이란, 컴퓨터로 

만들어진 게임이면 그 어떤 분야든지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진 않는 게

임이라고 하 다[16]. Susi(2007)는 기능성 게임은 

기업들과 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과

정에 활용가능한 과학 기술과 디자인이 용된 문

제해결법이 될 수 있다고 하 다[12]. 

Amato(2007)는 기능성 게임이란 상용화된 게임

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목 에 따라 이용자들의 변

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게임으로 보았다. 그리고 반

복 인 훈련을 통해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 다. 한 기능성 게임은 홍보나 고를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념 인 게임이나 정

치 게임 등의 기능성 게임을 통해 메시지를 효율

으로 달하여 사회 상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 다[20]. Alvarez(2007)는 기능성 게임

이란 컴퓨터 응용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기능성을 결합한 것이라고 하 다. 그

리고 교육과 학습, 커뮤니 이션, 즐거움을 동반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력을 얻을 수 있는 재

미와 의도성이 가미된 게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4]. Marsh(2011)의 정의에 따르면, 기능성 게임

이란,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 시뮬 이션, 가상환경 

그리고 실과 가상을 합성시킨 복합 실(mixed 

reality)  미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 다. 게

임이 제공하는 내러티  안에서 이를 통하여 상

호 향력을 주고받으며, 게임 속에서 행복의 감정

뿐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를 얻어갈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기능성 게임은 목  지향

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게임의 성공 여부는 

목  성취의 정도에 따라 별된다고 하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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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된 정의들의 심내용을 도출해보면, 기능성 

게임은 물리  환경의 보드 게임에서부터 가상공

간, 합성 실에 이르기까지 실과 가상공간을 모

두 아우르며, 정부나 기업, 건강, 군사, 교육, 사회

변화, 고 등의 분야에서, 즐거움의 수단인 동시

에 설득  교육의 도구로써 반복  훈련을 통해 

인식 변화나 행동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기능성 게임은 궁극 으로 목  달성의 효과를 

극 화 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 Marsh(2011)

가 언 한 정의에서처럼,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

능성 게임의 성공 여부는 이용자들의 목  성취 

여부에 의해 별할 수 있다. 

2.2 기능성 게임 활용 분야 

기능성 게임 연구와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응용성은 진 으로 확장되고 있다. Zyda(2005)는 

기능성 게임을 공공 정책, 국가의 방어 체제나 훈

련, 의료  건강 리 분야, 의사소통 략 부문, 

교육 분야로 구분하 고[11], Michael & 

Chen(2006)은 군사, 정부, 교육, 기업, 의료, 정치, 

술 게임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12] 이외에도 

Bergeron(2006)[22], Despont(2008)[23], Alvarez 

& Michaud(2008)[24] Djaouti et al(2011)[25], 

Garcia Ruiz et al.(2011)[26], M. Ma et 

al.(2011)[27], Eui Jun Jeong & Hye Rim 

Lee(2013)[13] 연구에서 기능성 게임에 한 응용 

분야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자들이 제안한 기

능성 게임 활용 분야를 종합하여 보면 [Table 1] 

과 같다. 

이러한 기능성 게임 활용 범 를 토 로 정리하

여 보면, 기능성 게임은 거시 으로는 정부용, 군

사용, 보건/의료용, 기업용, 교육용으로 분류가 가

능하며, 세부 으로는 과학, 생태학, 사회인식변화, 

종교, 정치, 인류학, 고, 정보, 문화 술, 종교 등

의 분야로 다양하게 생될 수 있다. 거시  

의 5가지 범주의 정부, 군사, 보건/의료, 기업, 교육

용 게임의 효과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정부를 한 기능성 게임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수 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질병 발발이나 생물

학  에 한 응법, 건강 리 정책 교육, 도

시계획, 교통 리, 소방 활동, 산 리, 도덕  책

임감 훈련법, 방어 운 법 등이 그에 해당된다[10].

[Table 1] Serious Games classification

Researcher Classification 

Zyda, 2005

Healthcare, Public policy, 

Strategic Communication, 

Defense, Training & Education

Chen & 

Michael, 

2006

Military, Government, 

Educationals, Corporate, Art, 

Healthcare, Political, Religious.

Bergeron, 

2006

Activism, Advergames, Business 

, Exergaming, Health & 

Medicine, News, Political

Despont, 

2008

Advert, Institutional Serious 

Games, Business, Learning.

Alvarez & 

Michaud, 

2008

Defense, Training & Education 

Games, Advertis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Health, 

Culture, Activism

Djaouti et 

al, 2011

State & Government, Military, & 

Defense, Healthcare, Education, 

Corporate, Religious, Culture & 

Art, Ecology, Politics, 

Humanitarian, Advertising, 

Scientific Research 

Garcia Ruiz 

et al., 2011 

M. Ma et 

al., 2011

Education, Training, Engineering, 

Healthcare, Military Applications, 

City Planning, Production, Crisis 

response

Eui Jun Jeong 

& Hye Rim 

Lee, 2013

Public policy, Military, 

Healthcare, Education, Corporate  

  

둘째, 군 에서 게임을 사용한 훈련법은 4천년 

 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게임은 인디아

의 Chaturanga 라는 보드 게임과 국의 Wei 

Hei 라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12]. 군사용 게임

은 군 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용 분야로는 항공기술력, 

투력, 지도력, 실행력, 함선 조종력, 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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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학, 정보통신, 공학기술, 비행기술력, 재원조

성, 범죄수사, 군사 기  작 , 군사정찰, 투 의

식 고양, 정치학, 건강  양 지식 습득, 언어  

언어학, 의학 기술력 등이 있다. 더불어 군 에서

는 상용화된 쟁 게임인 ‘WarCraf’나 ‘Doom’을 

군사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10]. 

셋째, 보건/의료 기능성 게임은 방과 치료를 

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효과도 지속

으로 검증되고 있다. 천식이나 당뇨, 암 등의 질

병을 가진 환자들의 상태가 기능성 게임으로 호

되었다고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보건 의료용 기능

성 게임은 세부 으로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그 

범 를 살펴보면, 신체 단련, 건강  자발  자기

리 교육, 주의산만요법, 의료 문가 교육, 질병 

 험요인 방, 자주  질병 리, 회복  재활, 

인지력 증진, 정신질환  정신 리, 진단도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29]. 

넷째,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훈련은 1990년 부

터 사용되어왔으며 기에는 CD-ROM을 이용하

지만 차 으로 인터넷을 활용하 다. 기업용 

기능성 게임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며 기업 심

의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다. 직원들의 동 능력을 

비롯하여 기업 내 친목도모를 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직무내용에 련된 특정기술 능력과 

자원과 시간을 조직 으로 리 할 수 있게 도와

주며 략 인 목표 설정  커뮤니 이션 기술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12,30].

다섯째, 게임을 통한 교육은 계획 설계 능력, 구

성주의  의 비  사고, 문제 해결을 한 

략  사고, 의사결정능력, 상 기술 등의 다양

한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다[31]. 기능성 

게임은 교육의 부분에 있어 이상  교육을 실 시

키기 한 패러다임을 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32]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게임과 연계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이 게 기능성 게임은 필요가 요구되는 그 어떤 

분야에서든 용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기능성 게임

의 주요 장 은 반복 인 훈련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렴한 비용으로 개

인무형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게임 과정에 

설득  메시지를 노출시켜 인식을 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강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

안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

안으로 이용자 심의 심리  속성을 용할 수 

있는 해석수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해석수 이론 개념  효과 

3.1 해석수 과 심리  거리 

해석수 이론은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시

의 선택  소비 심리에 한 설명력을 정교화 한 

표 이론으로[33], 그 용 범 가 고 마  

분야를 넘어서 게임효과성 등의 연구와 목되며 

진 으로 확장되고 있다[34]. 해석수 이론은 개

인의 상 해석수 과 하 해석수 의 사고 에 

따라서, 복합 인 심리  거리를 용함으로서, 일

상의 단과 측, 평가 부분에 향을  수 있다

고 추론한다. 하 해석수 은 구체 이고, 비구조

이며, 맥락 인 이차 이고 부수 인 속성에 주목

하며 보다 지엽 인 처리 과정 방식(local 

processing style)에 을 두게 된다. 반면, 상  

해석수 은 추상 이며, 구조 으로 본질 인 속성

에 주목하며 로벌한 처리 과정 방식(global 

processing style)에 을 두고 있다[35,36]. 

이러한 상   하  해석수 은 심리  거리에 

따라 의사결정이나 행동 실행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석수 의 심리  거리란, 자기 심 인 

편향성이 개입된 개념을 의미하는데, 재의 자신

을 기 으로 개인 이며 지극히 주 인 경험에 

의해 형성 되어있는 심  거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  거리는 재 4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것은 시간  거리(temporal: present vs future), 

공간  거리(spatial: nearby vs far away), 사회

 거리(social: ingroup vs out-group), 발생확률

 거리(hypothetical: likely vs unlikely)이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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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al level & Psychological distance

첫째, 시간  거리란 가까운 재나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나 상에 해 표상하는 상자의 지

각된 심리  거리를 의미한다. 둘째, 공간  거리

란 근처에 있다거나, 아주 멀리 있는 장소 등의 물

리  공간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  거리란 안면

이 있는 정도의 외집단이나 친한 친구와 같은 내

집단에 한 사회 으로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

끼는 사회  계성에 근간한 심리  거리이다. 마

지막으로, 발생 확률  거리란 발생할 확률이 높거

나 낮음에 따라 느끼는 심리  거리를 의미한다

[36].  

사람들은 일상에 직면한 여러 선택  상황에서 

심리  거리를 통해 상에 해 다양한 수 의 

해석을 용할 수 있다. 해석의 수 에 따라 정신

 지평을 확 할 수 있으며, 심리  거리를 용

하여 단과 측, 평가, 행동 부분에 향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사람들은 상이나 

사건에 한 정신  표상을 할 때 해석수 에 의

한 매개나 조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해석

수 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에 향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에 따라 해석수 이론의 다

양한 개념들과 효과들은 기능성 게임 이용 시 직

면하는 선택  행 에서도 유사하게 용할 수 있

을 것이다. 

3.2 해석수 이론 효과  활용성 

심리  거리와 해석수 은 가깝거나 먼 에

서 상에 한 결정이나[38] 미래를 측하는 것

에 한 행동 속성[39], 소비자 선택 행  속성

[40], 자기 조   통제[41] 등의 다양한 역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석수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  양상을 설명해  수 있는 개념

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심 개념인 심리  거

리와 해석수  사이의 인지  연상 작용은 습

이며 무의식 인 양상을 의미하는 휴리스틱 과정 

이론(heuristic processing theory)을 근거로 확장

되어 왔다[42,43].  

휴리스틱 과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심

리  거리와 상과의 인지  조화(congruence)를 

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지  조화 

작용은 방 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해석 수  이론의 표 연구자

인 Liberman, N., & Trope, Y. (2008)은 해석 수

에 한 실험에서 뇌의 신경 연결망이 두뇌 외

피의 계층  구조의 상  심에 치한 추상  

해석 작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작동하는 것을 

밝 내었다[42]. 심리  거리와 해석 수 이 불일

치 할 때 보다는 일치할 때, 인지  연상 작용은 

더욱 자연스러운 유창성(fluency)을 보여  것이

다. 이러한 효과는 암묵  연상 실험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McCrae, S. M., 

Liberman, N., Trope, Y., & Sherman, S. J. 

(2008)가 진행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가깝거나 먼 

상의 조화로운 한 에 해 부조화스러운 것들 

보다 빠른 매칭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43].

이와 더불어, 상자들의 심리  거리와 해석에 

한 부분은 내  연상 작용과 외  단이나 

결정 부분에 모두 연 성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의식 인 심리를 측정하는 내  연 성 테

스트로(Implicit Association Test) 입증되었다. 해

석 수 을 용한 매칭 실험에서 4가지의 심리  

거리(temporal distance, spatial distance, social 

distance, and hypothetical distance) 모두 상  

수 의 자극은 먼 거리의 자극과 병행  계성을 

보여 주었으며, 하  수 의 자극은 근거리의 자극

과 병행 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실험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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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상이 불일치하기보다는, 맥락  이거나 

일치성이 높을 때 보다 본질 이며 심 인 선택

에 주목 하 다고 보고하 다. 이는 참가자들의 내

재된 심리  거리가 상  수 과 하  수 에 모

두 향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44,45]. 

앞서 언 한 심리  조화와 심리  거리, 해석 

수  간 효과들은 설득과 행동변화에 직 인 

련성이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효과들을 게임 

이용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목표 지향  메시지

에 개입 한다면, 기능성 게임의 최우선  목표인 

설득  용이 효과를 증강 시킬 수 있다. 맥락  일

치성과 조화성이 메시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비교  최근 진행된 Katz & Byrne(2013)의 모

바일 련한 연구에서는 설득  효과 기반으로, 해

석 수  이론을 용한 결과 상  수 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추상 인 메시지가 설득  용

이 효과를 증  시켰으며, 하  수 의 해석을 

용하는 사람들은 구체 인 내용의 메시지가 보다 

효과 이었다고 나타났다[46]. 앞선 해석 수 에 

한 연구 결과들과 맥락 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

이다. 

이를 토 로 기능성 게임 효과 증 를 한 응

용 방안을 들어 보자면, 하  수 의 해석을 용

하는 게임 이용자들을 해서는 게임의 미션 수행 

시 선택  상황에 직면하 을 때, 발생확률이 높거

나 시간 으로 바로 직면한 상황들을 설정하여 설

득  메시지를 개입한다면 그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구체 인 목표 설정을 선호

하는 하  수 의 해석을 하는 개인들과는 달리, 

추상  목표 설정을 선호하거나 보다 심리 으로 

멀게 느껴지는 메세지는 상  수 의 사람들에게 

효과 일 수 있다. 따라서 기능성 게임 개발 시 앞

서 논의한 인지  조화 효과나 매칭 효과를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능성 게임은 목  지향성에 따라 지식 

달과 설득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

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목표 성취를 한 

과정은 자기 통제나 조 과 같은 개인  속성에 

향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단기 이며 즉각 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장기  목표를 한 헌신의 정도

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력에 

한 딜 마는 자기통제와 한 련이 있다

[41,47,48]. 

3.3 목표 성취를 한 자기 통제  자기 

   조  향력 

해석수 이론에 따르면 성공 인 자기통제는 개

인의 해석수 과 깊은 련이 있다고 간주한다[56]. 

기능성 게임은 특정한 목  지향성을 지닌 게임으

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습 화 하도록 하는 것

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에서는 자기통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조 에 

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요한데, 이는 

해석수 이론 연구 분야에서 한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7,48]. 자기조 이란 개인의 통제 

능력에 한 역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인의 통제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통제는 거 하며 즉각 인 욕

구나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으로 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으로 바람직한 행동 결과를 가능하

게 도울 수 있는 주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다[49].

강화 에 지 모델(Strength Energy Model)에 

따르면[50], 자기조 이란 행동이나 습  등의 결

과로 나타나는 반응들을 억제하고 극복하기 해 

동원되는 보편화된 정신 인 강도 혹은 에 지 등

의 내  자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자원은 유한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갈되기 때문에 취약해 진

다. 자기통제자원의 고갈은 자기조 의 실패로 이

어지며 결국, 유혹이나, 충동, 노력에 의해 형성된 

습 에 항하는 노력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Baumeister 외 연구자들은 자기조 자원을 

근육에 비유하여 설명하 다. 근육이 요구하는 힘

과 에 지는 어느 시 에 도달하게 되면 피로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통제 한 제한된 기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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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49,51]. 자기

통제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휴식과 회복기를 거쳐

야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조 의 실패는 자기통제자원의 고갈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자아고갈 상(ego-depletion)

으로 설명될 수 있다[51]. 인간의 의지에 따른 인

지  작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기 

통제는 곧 자기조 의 실패로 이어지며, 자아 고갈 

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근시

안 인 하  해석 수 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41]. 

성공 인 자기통제는 정 인 삶과 범 하게 

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원인을 악하고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은 요하다. 목표 성취 과정에서도 주요한 향을 

 수 있는 표 요인이기 때문이다[50]. 따라서 

해석수 이론의 심 개념인 심리  거리를 조작하

여 기능성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용 한다면 기

능성 게임 그 자체로 발 될 수 있는 효과와 통합

되어 상승효과를 보여  수 있을 것이다. 상  해

석 수 의 사람들은 하  수 의 해석을 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본질 이고 체계 이며, 상  가치

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목표 련된 특징들에 주목

한다. 그에 따라 의도된 게임의 미션 수행 과정 속

에서 상이나 사건에 한 선택 시, 상  수 의 

해석을 강화시켜 효용을 극 화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성공 인 자기통제를 해서는 개인의 해석

수 을 높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47,48]. 하  수

의 해석을 더 많이 용하는 개인들은 자기 통

제를 약화시켜 충동 인 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순

에 한 선택 시 즉시  욕구와 같은 충동성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미래의 기회를 박

탈하면서, 요한 문제들에 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우선순 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장기  의 신념변화와 이를 한 

상 해석수 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해석수 이론과 더불어, 강화 에 지 모델의 자기

조 이나 통제에 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기능성 게임 개발 시 필수 으로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4. 해석수  모델 : 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  

4.1 목표와 기능에 기반한 기능성 게임의 

   주요 용 요인 

기능성 게임은 기능성 콘텐츠(Serious contents)

로서, 설득과 학습을 한 목 성과 기능성 심의 

내재된 사고방식(mind-set)을 특정 목 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이번 장에서는 기능

성 게임 효과 증  방안을 한 기  요인들에 

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게임의 규칙으로, 이어는 게임 규칙

을 통해 게임과 유  상호성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는 도 이다. 이어들은 게임이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서, 성취와 보상

을 통해 충족감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도 은 

다양한 수 의 게임을 창조하기 한 근간을 제공

하며, 이는 이어들에게 강력한 즐거움과 동기, 

몰입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는, 선택  행  실

을 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내 (implicit) 목표와 외 (explicit) 목

표로 분류될 수 있는데, 내  목표는 기술과 능력 

증진, 지식 습득, 간  경험을 얻어 가는데 그 목

을 두고 있으며, 외 인 목표는 모든 게임의 고

유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유희  행 를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기능성 게임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다[52].

넷째, 상호작용성은 이어들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행 를 의미한다. 게임 개발 시 의도된 인

공지능 소 트웨어가 제공하는 시각 , 청각 , 물

리  행  등과 같은 효과에 의해 이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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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간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28]. 상호  

반응력을 통한 소통  행 는 게임 공간 내에서 

능동  행 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며, 보다 자연스러운 인지  유창성을 제공해  

수 있다. 이러한 게임에서 습득한 경험을 통해 자

기 계성(self reference)을 증가될 수 있는데 게

임 이용자는 자신과 련성이 높을 때, 게임이 제

공하는 콘텐츠의 습득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53]. 

다섯째, 내러티 는 효과는 시공간을 월한 문

화  맥락 속에서 존재해온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말을 결부시키거나, 상에 한 이해력을 도모

하여 과정을 해결하는 인지  과정에서 도움을 얻

을 수 있다[28,54]. 여섯째, 게임은 기술  다 모

드(multi-modality)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의

미는 최첨단의 디지털 기술과 그래픽 등의 디자인 

요소가 목되어 시각, 청각, 각 등 복합 인 감

각을 제공하는 다양한 양식 는 양상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용자들에게 실재와 

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몰입력을 높이는 동력

으로 작용한다[28]. 재 게임은 술의 장르에 포

함되고 있으며, 뛰어난 상미나 청각미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설득과 인식을 환하는데 도움

을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54, 55] 기술  부

분에서도 신 을 기해야 할 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일곱째, MMORPG와 같은 게임의 구 성은 사

회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사용자 간 호혜 계

를 통해 여러 의 사회  향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 속에서 타인들과의 력

과 교류를 통해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며, 공

동체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의 구조 내에서 특수한 경험(specific 

experience)을 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

자는 게임 속에서 다양한 역할 경험을 할 수 있으

며, 실을 반 하기도 하고 환상을 실  시킬 수

도 있는 공간을 항해하며 특수한 리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게 게임 이용자는 게임이 제공하는 

특수한 경험 체계를 통해 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다[28,53]. 종합 으로 이용자를 고려한 기능성 

게임의 개발  디자인 과정에는 게임의 상업  

흥행 요인에서 비롯된 게임의 재미 요인과 더불어 

8가지 요인인 게임 규칙, 도  요인, 달성 가능한 

목표, 상호작용성, 내러티 , 기술  다 모드, 사회

 기능, 특수한 경험 체계는 필수 으로 용 되

어야 할 것이다. 

4.2 해석 수  이론에 근간한 기능성 게임 

    효과 증  방안 

기능성 게임의 본질 인 목표는 설득과 학습을 

통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인식, 행동 변화를 야기하

는 것이다. 그 효과를 증 하기 해서는 게임이라

는 인지  행 에 설득  메시지를 효과 으로 개

입시키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해석수 이론의 

심리  거리나, 해석 수 에 따른 향력을 가미하

여 기능성 게임을 디자인 하는 것은 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능성 게임에서 이용자

들이 마주하는 복합 인 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해석 수  이론의 다양한 향 요인을 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자기 심 인 해석 수

을 용하여 게임 내에서 측과 단, 평가에 

근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  해

석 수 을 높여주도록 내러티 를 구성한다거나, 

앞 서 언 한 콘텐츠와 심리  거리의 조화나 매

칭 효과를 용한다면[43,44,45,46] 목  지향성에 

따른 기능성 게임의 효과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

을 것이다. 

해석수 을 통한 선택을 용하는 것은 특정한 

결정 과정의 근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수 이나 심리  거리 효과를 고려한 기능성 게임 

개발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지  순환 

과정을 활성화 시키며 목표 심의 지식과 행동 

결정 시행 능력을 효과 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

는 기능성 게임 이용자의 지각된 행 에 직  혹

은 간 인 향력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이용자들을 상 수 의 해석수 으로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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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

는 속성을 게임에 용하는 것은 목  성취 부분

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 수 의 

해석은 선택과 행동 부분에 있어서 자기 통제력과 

자기 조 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41].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근

거로 기능성 게임의「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을 제안하 다. 이 모델의 

심 인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는 기능성 게임은 앞서 논의 한 것처럼, 다

양한 분야세 해 용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기

능성 게임 개발 시 보건 의료용 게임과 같은 특정 

목 에 따라 8가지 구성 요인인 게임 규칙, 도  

요인, 달성 가능한 목표, 상호작용성, 내러티 , 기

술  다 모드, 사회  기능, 특수한 경험 체계는 

공통 으로 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높은 효

과를 주기 해서는 기능성 콘텐츠로서 설득과 학

습을 상황별 맥락에 따라 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연구결과의 게임 메커니즘의 다양

한 방식이 용될 수 있다.

둘째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해석수  이론의 

용방안으로, 이는 게임을 디자인 할 때 이용자들

의 의사결정 과정 부분에서 선택에 한 옵션 사

항으로 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미션 수행 시 

직면할 다양한 상황들에서 규칙이나 도 , 목표 설

정 부분에 내러티 와 맥락 인 조화를 고려한 시

간 , 공간 , 사회 , 발생확률  심리  거리 별 

속성들을 용하는 것이다[56]. 이러한 이용자의 

심리  속성을 정교하게 용한 근법은 목  성

취하는 과정을 도울 것이고 자기 통제력이나 상

해석 수 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해석 수 의 인지  조화 효과나 매칭 효과를 고

려한다면 설득력 증 에 더욱 효과 이다. 

셋째, 해석수 을 고려한 이용자 심의 의사결

정과정에 한 설득  개입은 이용자들의 측과  

단, 평가 부분에 정 인 결과를 가져다  수 

있다. 자기통제나 조 , 상  해석 수 의 강화 방

안은 곧 기능성 게임의 최종 목표인 마음가짐이나 

인식, 행동 변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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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심의 심리  근법을 

정교화 한 근법  하나로, 기능성 게임 이용자

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해석수 이론의 개념이나 효

과성을 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 제시

된 「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에서와 같이, 기능성 게임의 의사결정과정 

디자인 시 심리  거리 등의 다양한 속성들을 고

려한다면, 기능성 게임의 효과를 극 화 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다수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기능성 

게임들은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 행동변화 이

론 등 사회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생된 다양한 

이론들을 특정 목 에 맞춰 용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13,28,29]. 하지만 기존 이론들은 개인의 

행동 변화나 설득을 해 이용자 심의 심리  

속성 즉, 개별 인 개인의 해석에 한 정교한 속

성을 다루는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하 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기능성 게임 효과 증 화를 한 

심리  속성을 정교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CLT in process-outcome serious games 

model」을 제안하 다. 이 모델은 앞 서 도출된 

거시  의 정부용, 군사용, 보건/의료용, 기업

용, 교육용과 세부  분야인 정치, 인류학, 고, 

정보, 커뮤니 이션, 문화 술, 종교, 사회변화, 과

학, 생태학 등의 분야에서 그 목 성에 따라 게임 

기획 단계에서 이용자 효과를 고려한 심리  속성

을 반 하는 단계에서 용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은 기능성 게임

의 개  범 를 아우르는 것으로, 향 후 에는 특

정 목 에 따라 기능  측면을 세분화 하여, 그 효

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처럼, 기능성 게임 개발이나 디자

인을 할 때, 심리학  요인으로서 해석수 이론을 

용하는 것은 효과 인 근법이 될 수 있다. 첫

째, 무의식  양상을 담은 해석수 은 보다 정교한 

설득  효과를 보여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정

에서 해석 수 을 개입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 

향상의 효과를 증강 시킬 수 있다. 무지의 상태에

서 깨달음을 주어, 인식의 환을 통한 행동 실행

력을 기존의 기능성 게임 효과에 비해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해석수 이론은 기능성 게

임의 심 목표와 심리학 인 측면 사이의 갭을 

연결해주는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해

석수 이론이 개입된 이용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행태를 찰한다면, 기능성 게임 연구자  개발자

들은 기능성 게임 디자인을 한 특징들을 식별하

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향 후 목표와 

련된 동 연구와 개발 부분에 있어 요 핵심 

향 변수들을 추출하여 보다 명확한 개발 지침이

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제기된 문제들인 기능성 게임의 

효과를 고려한 효율 인 기획 방안이나 개발법 등

에 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있어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기능성 게임은 학습과 설득을 한 수단으로, 우

리 사회에 유용한 수단으로 태동하면서, 게임 독 

등의 효과를 역으로 활용하여 착한 독, 좋은 게

임을 표하는 게임의 장르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

에 국내에서도 기능성 게임의 엄 한 학제  연구

와 효과성 연구를 통해 사회에 정 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 인 개발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이용자 심의 근법에 

용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

들은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와 개발자 상호 호

혜  에서 기능성 게임의 향 요인들에 한 

식견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종합 으로 해

석 수  이론에 근간한 잠재  기능성 게임 개발 

용 요인들은 이용자의 심리 , 인지  측면을 실

생활로 이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바람직

한 행동을 습 화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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