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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컴퓨  게  다양   야 복  결과 로 컴퓨  게   는 다  지식과 경

험  로 다. 본 연 에 는 게    시간과 비용 그리고  난 도를 낮 어 보다 쉽게 게   

로 트 과  수  여 스크래치를 사용 는 게   과  보여 다. 스크래치를 사용 여 게  

심 능  직  만들어 보  게  개  과 과  원리를 체험 도록 다. 그리 여 컴퓨  게   원

리를 고 과 에  로그래 과 티미 어  능  보다 쉽고 재미 게 습  수 도록 다.

 끝난 후  통 여 과  검 다. 그 결과 스크래치를 사용  게   원리  습  게  

를 는  도움  주고 습  미를 진시키  수업  재미  만  여주는 것 로 나타났다. 또  

스크래치를 사용  게   원리  습  로그래  과목  습에도 도움  주는 것 로 나타났다.

주 어 : 게  , 게  로 트, 게  , , 용 게 , 스크래치

Abstract  Computer game is a result of integration of various academic areas, and the production of computer 

game requires knowledge and experience from various areas. This study demonstrates a game production 

process using Scratch. The intent was to experience the gam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roduction principle 

through actually building the core functions of a game using Scratch. As such, the computer game production 

principle was understood and it was made possible to learn more easily and more enjoyably the functions of 

multimedia and programming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process. As the result, the learning of game 

production principles using Scratch was found to enhance the interest of the learner, and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game structure and learning software/programm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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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체 콘텐츠산업의 10.9%

를 차지하며, 게임 산업의 종사자 수는 14.7%에 이른다.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체 콘텐츠 산업 비 52.2%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있다[1]. 이와 같이 게임 산업이 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임 제작의 과정은 수학, 물리, 서사, 미술, 컴퓨터,

로그래 , 음악 등의 다양한 학문 기 를 활용하는 융

복합 사고의 결과물이다. 컴퓨터 게임을 제작하는 방

법에 한 교육은 개별 수업 결과물의 집합만으로는

효과 으로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로인하여 로젝

트 심 교육이 요시 되고 있으나[2], 실제 교육 장에

서 로젝트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는 곳은 많지 않다[3].

이와 련하여 게임 련 학부 문학교의 학습자

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게임제작경험을얻

기 해 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본 논

문은 게임 제작 교육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교육 난이도

를 낮추어, 보다 쉽게 “게임 제작 로젝트 과정”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게임 제작 원리를 학

습하는 과정을 설계 구 하 다.

2. 련 연

본 연구는 학 는 문학교의 게임 제작 교육 과정

을 상으로 하 다.

2.1 게   로 트 

학 과정의 게임 제작 로젝트는 주로 게임 엔진

[Fig. 1]이나 게임 제작 툴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유니티[20], 언리얼[21],

RPG만들기[22]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기 해서는,

스크립트 언어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 하다[5].

2.2 게  엔진(Game Engine)

기존의 게임 제작 방식은 C, C++, Window API,

DirectX/OpenGL 등을 사용하며, 이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게임엔진은 GUI 기반으로 게임 소 트

웨어의 구성요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단가

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5], 모바일과 PC 등의 멀

티 랫폼을 지원한다[6]. 게임 엔진에서는 [Fig. 2]와 같

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한다. 문 인 지식이 부족한

신입생의 경우 로그래 언어의 기본 문법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7].

[Fig. 1] Unity Game Engine

[Fig. 2] Java Script Programming Language

2.3 스크래치(Scratch)

스크래치는 2007년 매사추세츠 공과 학(MIT) 미디

어랩의 Lifelong Kindergarten Group에 의해 개발된 교

육용 로그래 언어(EPL)이다. 스크래치는 동작, 제어,

형태, 찰, 소리, 연산, 펜, 변수의 8가지 기능별로 다른

색과 형태로 구분된 블록들을 쌓아 로그래 을 할 수

있다[23].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복잡한 로그래 에 한 지식

이 없이도 쉽게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8], 동시에 게

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로그래 에 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9]. 한 스크래치는 시각 요소의 객체를 사용

하여 교육 몰입도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고[10], 멀티미

디어의 활용이 가능하며, 무료 오 소스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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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ratch Tool

시뮬 이션을 사용한 교육은 실제 수업과 비슷한 효

과를 가질 수 있다[12]. 스크래치를 이용한 게임 제작은

실제 게임으로 유통하거나 배포하기 어려우나, 게임 개

발에 한 원리를 보여 수 있다.

스크래치는 C, C++, C#, Java등의 텍스트 심의 로

그래 언어와는 다르게 [Fig. 3]과 같이 GUI형태의 직

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보자가 다루기 쉽고,

로그래 문법에 구애받지 않아 문법 오류를 걱정하

지 않아도 된다. 한 블록을 추가하면서 실행하여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결과에 한 가시성이 높아 컴퓨

터 로그램의 제작 원리를 학습하기에 합하다.

3. 게   원리 습   게

게임이 발 함에 따라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이 등장

하고 있지만, 재의 게임들은 과거의 게임의 형태를 차

용하여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13]. 게임의 제작 원리

를 설명하기 해, 기능과 구조가 단순하여 제작이 간편

한 고 게임 장르 에서, 횡스크롤 액션 게임과 액션

퍼즐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

로 구성하 다.

3.1 습 내용 계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소 트웨어로 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해서는 컴퓨 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14].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

를 제작하기 한 창의 인력 양성을 해서는 기능

기술 습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게임을 제

작하기 해 필요한 기능 에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극 활용하여, 게임의 제작 기술 습득 보다는 게

임의 제작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 을 맞추었다.

3.1.1 습 

주인공 캐릭터의 이동, 캐릭터와 물체의 충돌, 캐릭터

의 애니메이션, 난수를 이용한 확률 제어, 스 라이트의

복제, 배경음과 효과음, 몬스터의 인공지능, 변수를 이용

한 상태 표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3.1.2 습 경

교육에 사용된 로그램은 스크래치 2.0 오 라인 버

이다. 스크래치 2.0은 기존의 스크래치 1.4와 달리 웹에

서 로그래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 장의

환경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오 라인(off-line)에서 로그래 이 가능한 스크래치

2.0의 오 라인 에디터를 사용하 다. 게임 제작 랫폼

은 Window7 OS환경의 PC를 사용하 다.

3.1.3 습 내용

컴퓨터 게임을 구 하기 하여 기본 으로 필요한

핵심 기능을 모든 단원에 반복 으로 구성하고, 단원마

다 조 씩의 차이를 두어 부가 인 기능을 확장해가며

학습하도록 구성하 다.

게임 캐릭터 표 에 필수 인 이동, 충돌, 애니메이션

의 내용을 1∼3단원에 공통 으로 배치하 다. 수치연산

과 논리연산을 이용한 시간과 수 처리, 난수를 이용한

확률 제어, 스 라이트의 복제, 몬스터의 인공지능, 변수

를 이용하는 스킬과 아이템, 상태 표 과 처리, 그 외에

화면 효과나 사운드 효과 등에 필요한 기능은 단원별로

히 배분하여 학습량을 조 하 다<Table 1>.

Chapters Game Contents Learning Contents

1
Cat strolling on the

beach

Move, Collision, Animation,

Operation, Dimension

2
Flame-throwing and

flying dragon

Move, Collision, Animation,

Random, Copy, Sound, Status

3
Hungry shark on the

hunt

Move, Collision, Animation,

Random, Copy, A.I., Status

<Table 1> The design of learn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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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  계  

첫 번째 단원에서 해변을 산책하는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며, 게임에서 주인공 캐릭터를 조종하기 한

이동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충돌의 원리를 학습 한다. 두

번째 단원인 불을 쏘며 날아다니는 용에서는 주인공 캐

릭터가 불을 쏘는 기능을 추가하고, 몬스터를 복제하여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세 번째 단원인 사냥하는 배

고 상어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입력을 처리하는 방

법과 간단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 한다.

3.2.1 변  산책 는 고양

해변을 산책하는 고양이는 [Fig. 4]와 같이 걸어 다니

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며 게임 캐릭터의 구 원리와 제

작 방법을 학습한다. 더불어 컴퓨터의 기본 기능인 입력,

출력, 연산, 기억, 제어에 련된 개념을 연 지어 학습

할 수 있도록 하 다[16].

고양이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고양이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

에는 왼쪽을 바라보며,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오른쪽을 바라본다. 고양이가 배경에서 먼 곳으로 이동

할 경우 크기가 작아지고, 가까운 곳으로 다가올 경

우 크기가 커지게 하 다. 고양이는 배경이 되는 해

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 다.

해변을 산책하는 고양이에서는 키보드 입력에 따른

치의 이동과 방향 환을 다룬다. 이동 상태에서 스

라이트의 동작을 번갈아 표시하여 걸어 다니는 애니메이

션을 표 한다. 고양이는 일정 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정하여 충돌의 개념을 용하 으며, 고양이의 치에

따른 스 라이트의 확 ·축소를 이용하여 2차원 좌표계

에서 공간과 원근감을 표 하 다. 해변을 산책하는 고

양이의 스크립트는 [Fig. 5]와 같다.

[Fig. 4] Game screen of cat strolling on the beach

[Fig. 5] Cat Script

3.2.2  쏘  날아다니는 용

불을 쏘며 날아다니는 용은 횡스크롤 슈 게임으로

[Fig. 6]과 같이 용을 조종하며 날아오는 몬스터피하여

불을 쏘아 맞추는 게임이다. 용은 언제나 오른쪽을 바라

보며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스페이스 키를 르면 입에서 불을 발사하며, 불

에 맞은 몬스터는 사라지고 수가 10 오르게 된다.

몬스터는 화면 오른쪽에서 불규칙한 높낮이와 시간

간격으로 등장하여 왼쪽 방향을 보며 날아온다. 몬스터

와 용이 닿으면 용의 체력이 10만큼 깎이고, 체력이 0이

하가 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은

종료된다. 몬스터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등장

하며, 아이템을 먹으면 용이 발사하는 불이 일정 시간 세

갈 로 발사된다. 아이템은 등장 이후 무작 한 방향으

로 이동하며 화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부딪히면 튕겨 나

온다. 아이템은 일정 시간 이후 사라지게 된다.

불을 쏘며 날아다니는 용에서는 해변을 산책하는 고

양이에서 다루었던 이동, 애니메이션, 충돌의 기능을 다

시 한 번 복습한다. 구울 몬스터와 불의 오 젝트를 복제

하여 생성하는 과정에서 난수와 스 라이트 복제의 개념

을 학습하고, 수와 용의 체력 그리고 시간제한을 만드

는 과정에서 변수와 조건문 그리고 상태의 개념을 학습

한다. 아이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태 개념을 응용하

게 된다. 불을 쏘며 날아다니는 용의 스크립트는 [Fig.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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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ame screen of flame-throwing and flying 

dragon

[Fig. 7] Dragon Script

3.2.3 사냥 는 고  상어

사냥하는 배고 상어는 [Fig. 8]과 같이 상어를 이용

하여 물고기를 잡는 액션 게임이다. 상어는 마우스 포인

터를 따라서 360°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고기를

먹게 되면 수가 오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은 종

료된다. 물고기를 먹은 마릿수에 따라 게임의 엔딩의 내

용이 다르다.

물고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무작 한 치에서

무작 한 방향으로 최 20마리까지 생성된다. 평소에는

이리 리 헤엄을 치며 이동하도록 하 으며, 상어가 일

정거리 이하로 다가올 경우 반 방향으로 빠르게 도망

가도록 하 다. 물고기가 상어에게 닿으면 물고기는 사

라지고 수가 추가된다. 체 마리수가 20마리 이하가

되면 체 마리수가 20이 될 때 까지 물고기가 다시 생성

된다. 문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장하여 느린 속도로

불규칙하게 이동하며 상어를 향하여 먹물을 발사한다.

사냥하는 배고 상어에서는 기본 인 기능인 이동,

충돌, 애니메이션을 다시 다루고 있지만, 이동 방식이 다

른 단원과는 다르게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를 이용한다.

난수를 이용한 오 젝트의 복제와 물고기의 인공지능의

구 그리고 상태의 처리 등을 학습한다. 사냥하는 배고

상어의 스크립트는 [Fig. 9]와 같다.

[Fig. 8] Game screen of hungry shark on the hunt

[Fig. 9] Shark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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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에  사

본 교육 과정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설문을 실시하 다.

4.1  상

학과 문학교 기 에 게임 제작 과정의 교육생

이 가장 많은 한국IT직업 문학교 게임스쿨 1학년생 128

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1일 5시간, 주1회 교

육으로 3주간, 총 15 시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설문을

실시하 다.

4.2  도

설문 내용은 주 정[17]이 만든 설문과 백재순, 오규

환, 고민진, 홍이경이 만든 설문[18] 그리고 김치훈, 박성

일이 만든 설문[19]을 토 로, 교육의 상과 내용에 맞

추어 수정하여 사용하 다. 총 31개의 항목을 리커드 5

척도로 측정한 뒤 평균을 내었다.

4.3 결과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를 포

함하여 17개 항목에서 4 이상의 수가 나왔으며, “수

업시간은 당하 는가?”를 포함한 12개 항목이 3 이

상의 수로 나왔다. “그래픽 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

는가?”와 “수업 이 에 로그래 의 구조를 잘 이해하

고 있었는가?”의 2개 항목의 평균은 3 이하로 낮게 나

왔다<Table 2>.

게임 제작 원리의 학습과 련된 항목으로는 “이 수업

의 학습활동은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 “학습내용을 달하기 하여 소 트웨어의 사용이

하 는가?”, “이 수업이 기획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수업으로 게임의 논리 구조

를 분석하는 것에 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가?”, “C언어 보다 스크래치가 게임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는가?”, “C#언어 보다 스크래치가 게임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의 6개 항목의 모두 평균 4 이

상의 높은 수가 나왔으며, 로그래 언어 학습과

련된 질문인 “이 수업이 로그래 과목의 학습에 도움

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항목에서도 평균이 4 이

상의 수가 나왔다.

Contents of question Average

Helped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4.31

Class proceeded interestingly 4.23

Fun of learning method 4.21

Class satisfaction 4.20

Appropriate software use 4.20

Helpful to me 4.18

More helpful than C# language 4.17

Helpful for definition of game rules 4.15

Related to game structure 4.15

More helpful than C language 4.13

Helpful for project subject learning 4.07

Helpful for logical structure analysis 4.06

Interest level for game production learning 4.06

Fun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4.05

Easy understanding of learning themes 4.04

Helpful for programming subject learning 4.01

Interest in logical structure analysis 4.00

Class time 3.85

Easy-to-understand progress 3.81

Active participation 3.79

More effective than Flash 3.76

Understanding of programming structure 3.74

Mathematical knowledge was helpful 3.72

It was easy to learn the functions 3.64

Can build a game with Scratch 3.49

It is easy to build a game 3.45

Acquired mathematical knowledge 3.44

Scientific knowledge was helpful 3.42

Acquired scientific knowledge 3.34

Helpful for graphics subject learning 2.83

Understanding of programming structure beforehand 2.73

<Table 2> Survey Results

5. 결론

스크래치를 이용한 게임 제작 원리의 학습은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학습에 흥미와 재미를 수 있으며 학습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 트웨어와 로그래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교육과정을 이용하여

학 문학교 학생들의 게임 제작 로젝트에 한

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만 “그래픽 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수가 낮게 나온 것은, 스크래치를 이용한 게임 제작 원리

의 학습이 그래픽 련 지식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크래치의 그래픽 기능이

단순하여 실제 게임 그래픽 련 수업과 연 성이 떨어

지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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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업 이 에 로그래 의 구조를 잘 이해하

고 있었는가?”에 한 수가 낮은 것은 학습자들의 사

로그래 련 지식이 낮았음을 의미하여, 이는

로그래 에 한 사 지식이 낮은 학습자에게 해당 교

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 문학교 과정의 성인을 주 상으

로 하고 있으나, 교육 장에서 스크래치를 이용한 로

그래 교육이 · 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과정은 보다 연령

의 상에게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본

교육이 게임 제작 교육에 미치는 보다 직 인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심층 인 비

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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