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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체감형 스포츠 게임은 도심 생활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

다. 기존의 체감형 스포츠 게임 연구들은 성인 상이 부분이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는 일반 인 체감형 스포츠 게

임과 어린이 디자인의 공통 요소를 도출한 것이다. 도출된 요소는 실제 게임 종목에 용하여 

어린이용 게임을 제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출된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인 몰입감, 

상호작용, 신체활동을 용한 어린이용 스크린 클라이  게임을 제작하 고, 사용자평가를 통해 

요소가 히 용되었음을 확인하 다.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활용하여 

보다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are emerging as a solution to increase the physical 

activity of children in urban life. Existing studies on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have been conducted with adults, while studies on children are insufficient. The elements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for children are derived from the common elements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and design for children. The derived elements are 

applied to actual game item to design a game for children. In this study, the elements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for children were applied to children’s screen climbing 

games, and games could be identify improvements through user evaluation. It is expected 

gam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more children's characteristics can be designed by 

utilizing the elements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for children.

Keywords : Children(어린이),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체감형 스포츠 게임), 

             Screen climbing(스크린 클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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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과 운동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어 ICT 기술과 결합한 체감형 스포츠 게

임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체감형 스포츠 게임 

시장은 스크린 골 를 시작으로 야구, 사격, 양궁 

등 기존 스포츠 역에 AR, VR 기술을 도입한 다

양한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지속 으로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1]. 체감형 스포츠 게임은 시간이나 공

간 제약 없이 남녀노소 구나 즐길 수 있고, 실제 

스포츠의 느낌을 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체

감형 스포츠 게임의 인기와 동시에, 어린이를 상

으로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의 인기도 늘어나고 

있다. 평소 여가 시간에 컴퓨터나 TV, 휴 폰 사

용 등으로 움직임이 부족하고, 미세먼지나 날씨의 

향으로 야외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감형 스

포츠 게임은 실내에서 어린이의 건강과 재미를 함

께 충족시킬 수 있어 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

세이다. 어린이 스크린 골  교실, VR 체험 테마

크 등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 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등학교

에서는 바깥 날씨와 상 없이도 이용가능 한 실내 

체감형 스포츠 게임 공간을 시범 설치 운 하고 

있으며 차 확 될 정이다[2].

체감형 스포츠 게임 연구는 재 체감형 기술 

개발에 을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연령층인 

일반 성인을 상으로 개발되고 있다[3].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콘텐츠와 시설은 증가하

고 있으나 단순히 성인용을 크기를 축소시키는 등

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

임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는 성인

과 신체사이즈 뿐만 아니라 정서 , 인지 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체감

형 스포츠 게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4]. 본 논

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와 

어린이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도출한다. 도출된 요소는 실제 

어린이 게임에 용하여 게임을 제작하고 사용자평

가를 진행하여 요소가 하게 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체감형 스

포츠 게임 정의, 황, 게임 디자인 요소와 어린이 

디자인 요소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어린이용 체감

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도출된 요소를 토 로 어린이 

스크린 클라이  게임을 제작하고, 사용자평가  

분석을 통해 성을 악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체감형 스포츠 게임

인간의 신체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체감형 게

임은 일반 인 조이스틱이나 키보드, 마우스로 조

작하는 방식의 게임이 아닌 센서, 카메라 등을 활

용하여 신체의 동작으로 조작이 되는 방식의 게임

으로 실재감과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5]. 

체감형 게임 분야 에서도 스포츠와 련된 게임

은 최근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날씨, 계 과 

상 없이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안이 

되고 있어 리 활용되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한 장비나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스포츠 종

목을 쉽게 할 수 있고, 게임을 하면서 스포츠를 

즐기고 체력 향상 등 운동효과도 얻을 수 있다. 

체감형 스포츠 게임은 닌텐도사에서 출시한 Wii

나 Microsoft사의 XBOX360 등 신체를 이용해 조

작하는 게임의 등장으로 체감형 스포츠 게임을 즐

길 수 있게 되었다[6]. 국내에서 체감형 스포츠 게

임 시장은 스크린 골  이후의 야구, 사격, 자 거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확 되고 있으며, 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큰 재미와 몰입감을 제

공하여 체감형 기기를 활용한 가상 스포츠 콘텐츠

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상된다[7]. 체감형 

스포츠 게임에 한 선행연구들은 게임의 기술 개

발, 효과 등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창훈

(2014)은 스노우보드 보자를 상으로 실감 높

은 훈련환경을 제공하기 해 가상의 코치와 상호

작용하며 훈련을 하는 가상 실 스노우보드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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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개발하 다[8]. 김성철(2012)은 에이드 모션 

센서 기반의 승마 시뮬 이터를 개발, 승마 운동 

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상 상

의 말의 움직임을 사실 으로 표 하는 말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실제와 유사한 승마운동 게임을 

재 하 다[9]. 박경신(2016)의 연구에서는 체감형 

게임에서 운동 자세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해 키넥트를 이용한 운동 동작 인식 

모델 방법을 제안하고, 고령자의 자세교정을 한 

운동 로그램을 개발하 다[10].

체감형 스포츠 게임 콘텐츠와 기기들의 발 과 

동시에 사용자를 고려한 게임 디자인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권종산(2017)은 실감가상 실 기술의 

경험  특성의 연구로 감, 재미, 몰입을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하 요소를 제시하 다[11]. 

감은 가상 실에 있다고 느껴짐을 의미하고, 

생생함과 상호작용을 요소로 분류하 다. 재미는 

활동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감정으로 재미의 요소

로 게임 진행 동안 도 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가

는 도  요소, 게임의 캐릭터나 스토리 등에 

해 몰입해가며 얻는 상상  요소를 분류하 다. 몰

입은 지  하고 있는 일에 집 하여 주변에 일어

나고 있는 상황에 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Hanna Stromberg(2002)의 연구에서는 VR 게임

을 인간 심디자인으로 근하여 신체 움직임, 몰

입, 동, 학습능력, 이야기 총 5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3~6인의 그룹이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체감형 가상 게임을 제작하고 평가하 다[12]. 몰

입은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주변상황을 잊고 게임

을 집 해서 게임의 일부가 된 느낌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체 움직임은 게임 공간 내에서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학습능력은 게임이 직 이

고 논리 이어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동은 게임을 동시에 보

고 체험하면서 다른 사용자와 동  경험을 공

유하는 것을, 이야기는 게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으로 게임 이해를 높이고, 실과 가상의 

차이를 일 수 있게 한다. F. Rebelo(2012)의 연

구에서는 VR기술을 이용한 게임의 평가를 해 

UX 기반의 VR triangle framework 제안하 다. 

상호작용은 가상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커뮤니 이

션과 연결을 의미하고, 몰입은 사용자가 가상세계

에 있는 느낌을 상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실제처럼 감지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을 

의미한다[13]. E.M. Staurset(2016)의 연구에서는 

VR 기술이 제공하는 몰입감, 안 , 통제되는 환경  

세 가지의 이 을 살려 선수들의 스키 핑 훈련

을 한 스마트 VR 시뮬 이터의 로토타입을 

제시하 다[14]. 체감형 스포츠 게임 디자인에 

한 연구들은 부분 일반 인 성인을 상의 연구

들이며, 어린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어린이 디자인

어린이는 성인과 신체 , 인지 , 정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디자

인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 디자

인의 표 인 연구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행

한 어린이디자인 가이드라인(2012)으로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해 어린이 디자인 

련 산업표 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이

를 활용한 어린이 상 연구가 여러 진행되고 있

다[15,16,17]. 어린이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

이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안 , 안심, 발달, 재미로 

선정하 고, 네 개의 요소들은 각각 세 가지 특성

의 하  요소가 있다. 안 은 험요소를 배제시키

고, 어린이의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디

자인으로 구조의 기능성, 발달에 합한 사용성, 

친환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심은 어린이의 

안정과 정서  균형을 보장하는 디자인으로 심미

성, 편안함을 보장하는 안정성, 공감  형성과 교

감하는 사회성을 특성으로 가진다. 발달은 어린이

의 성장발달을 한 디자인으로 표 을 유도하는 

상징성, 새로운 생각을 유도하는 창의성, 자신의 

생각을 실 하는 생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재미는 

어린이의 즐거움과 심리 인 만족감을 한 디자인

으로 어린이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놀이, 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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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몰입성, 어린이 스

스로 흥미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상으로 한 디자인 연구로

는 정수아(2016)의 연구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도출된 증강 실의 네 가지요소 몰입, 실감, 인

터랙션, 자율성을 심으로 증강 실 유아용 앱의 

학습 효과를 한 속성  유의미한 요소를 도출

하고, 유아용 증강 실 앱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하 다[18]. 신 희(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알맞은 신체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아동용 

가구 디자인에 한 연구를 목 으로 어린이의 특

징을 으로 어린이의 신체사이즈, 험을 방

할 수 있는 안 ,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순성, 성장에 따른 다양성과 융통성을 

아동 지향 인 디자인 요소로 제시하 다[19]. 하

지민(2014)의 연구에서는 어린이 발달특성을 고려

하는 어린이병원의 디자인 요소를 찾기 해 기존 

어린이 시설들의 디자인 요소를 나열, 공통 요소를 

기 으로 복되거나 하  개념 요소를 정리하여 

안 성, 개인사생활, 편안함, 쾌 성, 휴식성, 근

성, 심미성, 역동성의 9가지 요소를 도출하 다. 도

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실제 어린이병원을 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디자인 요소의 용 여부를 

악하 다[20].

2.3 HCI의 이해

어린이 디자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어린이용 가

구, 앱북, 시설 등 어린이를 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린이 디

자인을 체감형 스포츠 게임 특성에 맞춰 용하기 

해 요소들을 분류하려면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기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컴퓨터 시

스템 간에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를 기 으로 

하여 HCI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HCI의 이론

을 기 으로 체감형 게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HCI는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

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해 효과 인 

방법을 심으로 연구하는 이론이다. HCI의 기본 

목 은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선시켜 사용자에게 최 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

로 최근에는 사용자의 사용성에 한 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우(2005)는 최 의 경험을 한 HCI의 3  

특성을 유용성, 사용성, 감성으로 분류하 고, 세 

가지 요소가 히 조화되어야 사용자에게 알맞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21]. 유용성은 사용자가 시

스템 사용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속

성이다. 유용성의 하 요소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시 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즉시성

과 항상 유사하고 믿을 만한 높은 수 으로 제공

하는 일 성이 있다. 사용성은 시스템의 효율 인 

사용 과정을 해 사용자가 원하는 소기의 목 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얻기 한 속성으로 직 이고 

쉬워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신속하게 

정확히 반응하여야한다. 감성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들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한 느낌을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사용자에게 기억할 

만한 경험을 제공해 줘야한다.

HCI 이론을 바탕으로 체감형 게임을 분석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황새 (2012)은 체감형 

게임의 인터페이스 요소에 HCI 특성을 기 으로 

용하여 평가 요소로 유용성을 조작요소, 사용성

은 정보 달요소로, 감성은 시각  요소로 분류하

여 국내 스크린 골  인터페이스를 평가 사례로 

분석하 다[22]. 설종원(2013)은 HCI 이론을 반

한 효율 인 앱 게임 게임개발 로세스를 구축하

기 하여 앱 게임개발 선행연구를 통해 게임개발 

로세스에 한 평가기 과 게임개발 로세스 기

으로 게임 디자인 로세스의 요인들을 선정하

고, 이에 HCI 이론 기 을 용하여 유용성은 업

무 련성, 유연성, 실무 용성, 학술성, 신규성으로 

사용성은 체계성, 기반성, 확장성으로 감성은 가용

성으로 앱 게임의 평가기 을 정리하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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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 

3.1 게임 요소 도출

제안하는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디

자인 방법은 선행 연구를 통해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의 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를 실

제 게임 종목에 용하여 실제 요소를 도출한다. 

실제 요소를 토 로 게임을 제작하고, 평가를 통해 

요소가 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Table 1]은 선

행연구와 분류를 통해 도출된 어린이용 체감형 스

포츠 게임 요소이다. 요소는 몰입감, 상호작용, 신

체활동 3가지와 그에 따른 하 요소로 구성된다.

Element
Sub 

element
Specificity

Immersion

(Affect)

Reality Feeling real game

Interest

An easy and focused 

game that matches 

children's emotions

Interaction

(Usability)

Instant

Responses to the pace at 

which the children can 

judge and act

Intuition

Children friendly and 

easy to understand 

interface, rules

Reward
Direct motivation system 

for game participation

Body 

movement

(Usefulness)

Freedom

Free activity and 

manipulation without 

adult help

Body 

range

Consider a children's 

body size and range of 

motion

Safety Children safety device

[Table 1] The Elements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s for children

몰입감은 어린이가 게임에 흥미를 갖고 마치 놀

이를 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경험하는 요소이다. 몰

입감의 하  요소로는 실감과 재미로 분류하

다. 체감형 게임에서 몰입을 가지기 해서는 실

의 재  측면과 게임의 재미 측면의 고려가 필요

하다[24]. 체감형 스포츠 게임의 콘텐츠는 크게 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  훈련 목 의 콘텐츠와 유

희와 오락 목 의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

린이의 경우 유희와 오락을 목 으로 한 콘텐츠의 

특성을 가진다[25].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에게 

실감은 실제 스포츠와 유사성 보다는 어린이가 실

제 게임이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감정이다. 한 어

린이에게 심리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어

린이의 감성에 맞춰 이해하기 쉽고 게임에 집 할 

수 있는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

게임 시스템과 어린이와의 상호작용은 게임을 

빠르고 쉽게 효율 으로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는 

속성이다. 상호작용은 즉시, 직 , 보상을 하 요소

로 분류하 는데, 즉시는 사용자의 행동에 한 신

속하고 정확한 반응으로 어린이가 필요한 것을 필

요한 시 에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어린이가 단하

고 행동하는 속도에 맞춘 반응이다. 게임을 효율

으로 진행하기 해서는 쉽고 직 이어야 하는

데, 어린이가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와 게임의 규칙을 직 으로 정의하 다. 보상은 어

떠한 행동을 사용자가 하 을 때 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효과 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요인이다. 한 반응의 보상은 어린

이가 게임에 참여하기 한 직 인 동기부여 요

인으로 게임 과정에서 자신감, 충족감,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신체활동은 어린이가 게임 수행을 한 신체의 

움직임을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하며, 자유, 신체범 , 안

을 하  요소로 보았는데, 자유는 보호자 등의 성

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자유롭게 게임 활

동  조작이 가능하여야한다. 신체범 는 어린이

의 신체발달 특성을 반 하여 어린이의 신체 사이

즈  동작 범 를 고려해야 한다. 안 은 어린이

가 활동하는데 험요소를 배제하여 사용상의 안

을 보장해야한다. 어린이가 험하다고 단하지 

않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 장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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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 도출 

방법은 먼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일반 인 성인을 

상으로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과 어린이 디자인

의 요소들을 나열한다. 체감형 스포츠 게임에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게임 제작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악할 수 있었으나, 이는 성인이나  

연령을 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의 특성을 반

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 디자인의 경우 어린이의 

특성상 성인과 차이가 있어 다양한 어린이 련 

분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감형 스

포츠 게임에 맞춰 용이 필요하다. 체감형 스포츠 

게임과 어린이 디자인의 요소들  공통으로 들어

가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 것이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이다. 공통으로 도출된 요소들은 

HCI의 3개 특성인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기 으

로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의 

HCI 특성을 유용성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

까지 효과 으로 달성 하게 하는 속성으로, 사용성

은 게임을 빠르고 쉽게 효율 으로 목 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속성, 사용자에게 기억할 만한 게임

을 제공하는 것을 감성으로 각각 정의하고 그 기

에 따라 유용성은 신체활동, 사용성은 상호작용, 

감성은 몰입감으로 분류하 다. 도출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직 , 실감, 재미 등 성인을 상으로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의 요소와 동일하지만, 어린

이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여 그 요소의 의미가 성

인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게임 요소 용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실

제 게임에 용하기 해서는 게임 종목에 맞춰 

실제 요소를 도출해 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요소를 도출하기 한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

임으로 스크린 클라이 , 야구, 자 거를 종목 

시로 하 다. [Table 2]는 실제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세 가지 종목에 용하여 실제 요소

를 도출한 시이다. 

[Table 2] Example of Actual Elements

Sub

element

Screen 

climbing

Screen 

baseball

Screen 

bike

Reality

Game 

theme 

realism

A game 

of 

betting 

the ball

Game 

theme 

realism

Interest Game of appropriate difficulty

Instant

Hold 

lighting, 

Sound, 

Movement 

of items

Respons

es to 

ball

Respons

es to 

bike 

driving

Intuition
Easy Game Rules, 

Understanding Game UI

Reward Score, Competition

Freedom

Speed of 

item 

appearanc

e, Various 

climbing 

wall 

range

Ball 

speed

Speed of 

item 

appearan

ce

Body 

range

Distance 

between 

items

Children

's bats, 

Ball's 

height

Bike 

size

Safety

Safety 

mat, 

Safety 

fence, 

Protector 

space, 

Knee 

protector

Gloves, 

Helmet, 

Protecto

r, Soft 

ball

Gloves, 

Helmet,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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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요소를 살펴보면, 흥미나 보상 같이 종목 

별로 게임에 용된 요소가 같지만 실감, 신체범

, 안  등의 요소는 종목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감을 를 들면 어린이게 실제 클라

이 의 경험이 고, 인지도가 부족한 스크린 클라

이  게임은 실제 클라이 과의 유사성 보다는 숲

이나 우주 등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임 

테마 자체의 유사함이 요하다. 방송 매체나 실제 

경험을 통해 익숙한 야구는 어린이들 이해할 수 

있는 야구 게임수 에 맞춰 공을 던지는 방식의 

게임같이 실제 야구 게임과 비슷하게 고려해야 함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종목별로 사용하는 도구, 

하드웨어 장비 등의 차이가 있어 안 의 경우 낙

하 험이 있는 스크린 클라이 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 매트를 스크린 야구는 타구에 맞는 

부상을 방할 수 있는 연식 야구공, 야구헬멧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디자인

4.1 어린이용 스크린 클라이  게임 디자인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게임 제작

에 반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용 체감

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어린이를 한 스크린 클

라이  게임 종목에 용하여 실제 요소를 도출하

고, 요소를 고려한 게임을 제작하 다.

[Fig. 1] Screen Climbing Game System

스크린 클라이 은 스포츠 클라이 과 ICT기술

을 융합한 스크린 스포츠의 한 종목이다. 인공암벽

에 로젝터로 자세 교정, 경로 안내, 게임 등의 

콘텐츠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스크린 클라이 을 

해 암벽을 등반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스포츠 클

라이 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26]. 

스크린 클라이  게임 시스템 구성은 [Fig. 1]과 

같이 컴퓨터로 실행한 게임의 내용이 로젝터를 

이용해 인공암벽에 투사시키고, 키넥트를 이용해 

사용자의 신체를 인식하면 게임과 사용자간에 상호

작용이 발생하면서 게임이 진행된다. 게임에 사용

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등반할 수 있는 게임 콘텐

츠가 투 되는 가로4mx세로3m 크기의 인공암벽과 

게임 콘텐츠를 투사하는 로젝터, 사용자의 치

를 인식하는 Kinect v2, 게임 실행용 PC로 이루어

져 있다.

Element
Sub 

element
Specificity

Immersion

Reality Game theme realism

Interest
Game of appropriate 

difficulty

Interaction

Instant
Hold lighting, Sound, 

Movement of items

Intuition
Easy Game Rules, 

Understanding Game UI

Reward Score, competition

Body 

movement

Freedom

Speed of item appearance, 

Various climbing wall 

range

Body 

range
Distance between items

Safety

Safety mat, Safety fence, 

Protector space, Knee 

protector

[Table 3] The Elements of Screen Climbing Game 

for Children

스크린 클라이  게임 제작 시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용하기 해서는 실제 어린

이용 스크린 클라이  게임 요소를 도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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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스크린 클라이  게임에 

용한 실제요소이다. 요소 별로 살펴보면 먼  몰

입감에서 실감은 게임 테마의 실감으로 어린이

에게 친숙하여 실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임 테

마를 사용해야한다. 산, 바다, 음식 등 어린이가 인

지할 수 있고 친근한 테마를 사용하여 어린이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재미는 어린이가 게임

을 이탈 없이 집 할 수 있는 게임의 한 난이

도이다. 클라이  게임에서 한 난이도를 조

하기 해서는 아이템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등장 수를 게 설정한다. 상호작용 

요소에서 즉시는 어린이가 인식하고 행동 가능한 

속도에 맞춘 반응으로 스크린 클라이 에서는 홀드

의 조명, 사운드 효과, 아이템의 움직이는 효과를 

요소로 보았는데, 아이템이 움직이고 사운드 효과 

등은 어린이와 게임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직 은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게임 

규칙과 명확한 게임 UI이다.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

템들은 벌, 도넛, 꽃과 같이 어린이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하며, 게임 규칙은 단순히 터치로 아이템

을 모으는 등 쉬워야 한다. 게임 참여를 한 동기

부여 시스템으로 게임 후 결과로 나오는 수와 

경쟁을 보상으로 보았다. 수 화면을 보며 자신의 

성 을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통해 성취

감을 얻을 수 있다. 신체활동에서 자유는 어린이 

스스로 도움 없이 게임이 진행 가능하도록 아이템

의 등장 속도를 빠르지 않고 어린이가 이동 가능

한 범 에 등장하도록 하고, 다양한 암벽 범 를 

활용을 해 아이템이 다양한 치에 등장해야한

다. 신체범 는 어린이의 신장과 팔다리의 활동범

를 고려하여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거리를 고

려해야한다. 안 은 추락하는 험 상황을 방하

기 해 암벽아래 안 매트를 배치하고, 무릎보호

를 착용한다. 한, 어린이를 지켜볼 수 있는 보

호자공간을 조성하고, 람하는 어린이가 게임에 

돌발 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안 펜스

를 설치하여 펜스 역 밖에서 람하도록 한다.

도출한 어린이용 스크린 클라이 의 요소를 고

려하여 실제 게임을 제작하 다. 제작한 게임은 인

공암벽에서 손과 발을 이용해 주어진 미션에 맞춰 

화면에 등장하는 가상의 콘텐츠를 터치하여 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이며 총 3가지이다.

4.1.1 과일의 신

과일의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과일을 모으는 

게임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암벽 곳곳에 등장하는  

과일들을 이동하면서 모아 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Fig. 2] The God of Fruit

[Fig. 2]는 과일의 신 게임화면이다. 과일의 신

에서는 숲을 배경으로 사과, 바나나, 인애  등 

과일과 벌과 바구니 아이템이 등장하는데, 과일을 

터치하면 수를 획득하고, 벌을 터치하게 되면 기

존 과일을 모아 획득한 수가 깎이게 된다. 게임 

간에 등장하는 바구니 아이템을 터치할 경우 화

면상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과일을 부 획득할 

수 있다.

요소 별로 게임 특징을 살펴보면, 먼  실감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해 숲과 과일을 테마

로 사용하 다. 숲 배경은 [Fig. 3]과 같이 보다 

실감을 주기 해 게임 단계 별로 숲을 벚꽃이 만

개한 , 푸른 여름,  덮인 겨울의 계  테마를 

설정하여 어린이가 단할 수 있는 숲의 실감을 

높 다.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39

― A Study on Design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 for Children ―

[Fig. 3] Game Theme

재미는 어린이가 게임에 이탈하지 않고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일과 벌이 등장하는 속

도를 어린이에 속도에 맞춰 느리게 등장하고 어린

이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천천히 사

라지도록 설정하 다. 즉시는 [Fig. 4]와 같이 획득

해야하는 과일 아이템 근처 홀드에 불빛으로 어린

이가 등장한 과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었고, 어린이가 아이템을 획득 시 별이 쏟아지는 

효과와 사운드를 설정하 다. 

[Fig. 4] Hold LED

직 은 어린이들이 획득해야하는 아이템을 과일

로, 피해야하는 아이템은 벌로 설정하여 어린이들

의 이해를 높 다.  

[Fig. 5] Two-person Mode Game

[Fig. 5]는 2인 모드의 게임을 하는 어린이의 모

습이다. 과일의 신은 1인뿐만 아니라 2인이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모드의 게임을 제공한다. 2인 모

드의 경우 두 개의 분할된 화면 역에서 과일을 

많이 모아 더 큰 수를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2인 모드를 통해 타 어린이와 경쟁하여 게임

의 동기부여를  수 있다. 자유는 어린이가 움직

이는 속도에 맞춰 과일 등장 치를 근처부터 순

차 으로 등장하여 자연스럽게 등반할 수 있게 설

정하 고, 어린이의 신체범 를 고려하여 과일 근

처만 터치하여도 아이템이 인식되도록 인식범 를 

넓게 설정하 다. 

[Fig. 6] Screen Climbing Game Space

[Fig. 6]은 실제 스크린 클라이  게임 공간 모

습이다. 게임 안 을 방하기 해 안 매트와 무

릎보호 , 안 펜스, 보호자 공간은 세 게임 모두 

동일하게 설치하 다. 

4.1.2 고도넛

고도넛은 주어진 도넛을 어 몬스터를 없애는 

게임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화면에 있는 몬스터를 

없애기 해 도넛을 면 도넛이 움직여 도넛과 

닿은 몬스터가 괴된다. 도넛을 따라다니며 움직

여 몬스터를 부 없애면 게임을 성공하고, 도넛을 

놓쳐 도넛이 암벽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게임을 실

패한다. [Fig. 7]은 고도넛 게임 화면이다. 게임 

앙에 도넛이 있고, 좌측에 없애야할 몬스터들이 있

다. 클라이  벽 우측에 서서 도넛을 터치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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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이 움직이면서 게임이 시작된다.  

[Fig. 7] Go Donut

요소 별로 게임 특징을 살펴보면, 실감은 어린

이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해 어린이가 좋아하는 도

넛을 유사한 도넛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심을 

끌 수 있도록 설정하 다. 재미는 어린이에 맞춰 

난이도를 조 하기 해 도넛의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지 않게 설정하 고, 없애야 하는 몬스터의 수

를 많지 않게 설정하 다. [Fig. 8]은 게임 도  큰 

도넛이 등장하 을 때의 모습니다. 게임 간에 등

장하는 사탕 아이템을 터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도넛의 크기가 커져 몬스터를 없애기가 쉬워진다.

[Fig. 8] A Big Donut Item

즉시는 어린이들이 도넛을 터치하 을 때 즉각

으로 도넛이 움직이고, 도넛이 벽에 닿았을 때 

튕기는 소리 등의 효과를 더했다. 직 은 어린이가 

터치해야하는 아이템은 도넛으로, 없애야하는 아이

템은 몬스터로 설정하여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

다. [Fig. 9]는 게임 후 자신의 수를 확인하는 어

린이의 모습이다. 없애야하는 몬스터의 수와 나의 

수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히 표 하여 자신의 결과

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Fig. 9] Game Result

자유는 어린이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과일 등

장 치를 어린이 근처부터 순차 으로 등장하여 

자연스럽게 등반할 수 있게 설정하 고, 어린이의 

신체범 를 고려하여 과일 근처만 터치하여도 아이

템이 인식되도록 인식범 를 넓게 설정하 다. 안

은 안 매트, 무릎보호 , 안 펜스, 보호자 공간

을 설치하 다.

4.1.3 루티트 기

루티트 기는 주어진 과일 꼬치 시를 따라 

동일한 과일꼬치를 완성시키는 게임이다. [Fig. 10]

은 루티트 기 게임 화면이다. 오른쪽에는 4개의 

과일로 이루어진 완성된 과일꼬치가 있고, 왼쪽에

는 빈 과일꼬치가 있다. 간 역에 있는 8개의 

과일들  완성 꼬치의 아래 과일부터 동일한 과

일을 선택하여 과일 꼬치를 완성시키면 된다. 과일 

꼬치를 완성 시키면 ‘SUCCESS’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과일꼬치 미션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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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ruity Twiggy

요소 별로 게임 특징을 살펴보면, 실감은 어린

이들에게 친숙한 과일을 게임 테마로 사용하 다. 

사과, 오 지, 바나나, 아보카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등장시켜 어린이들이 과일을 보고 과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더했다. 재미를 한 

게임의 난이도는 주어진 시간동안 무한정의 과일꼬

치를 만드는 게 아닌 4개의 과일만 선택하면 과일

꼬치가 하나의 완성돼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 다. 

[Fig. 11] Game Result

즉시는 터치해야하는 과일 아이템에 힌트로 흔

들리는 효과를 넣어 어린이들이 발견하기 쉽도록 

하 고, 해당되는 과일 터치 시 즉시 왼쪽 꼬치에 

즉각 반 이 된다. 직 은 과일과 꼬치로만 구성된 

단순한 UI로 어린이들의 게임에 한 직 인 이

해를 높 다. [Fig. 11]은 게임 결과 화면이다. 화

면 왼쪽에는 자신의 등 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완

성한 과일꼬치 개수에 따른 등 기 을 표시하여, 

등 이라는 수를 추가하여 보상 기능을 강화하

다. 한 게임 간에도 꼬치를 완성 할 때 마다. 

'SUCCESS'라는 문구와 함께 음향효과를 주어 꼬

치를 완성하는 성취감을 다.

[Fig. 12] Item Range

자유는 클라이  벽을 최 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양 에 주어진 과일 아이템들

을 터치하기 해 이동하고, 완성 꼬치를 확인하기 

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등 클라이  벽을 골고

루 활용할 수 있다. [Fig. 12]는 루티트 기 게임

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니다. 클라이  벽

의 넓은 범 를 사용하는 게임의 특성상 어린이의 

신체범 에 비해 다소 넓게 느껴질 수 있어, 이를 

해 과일 아이템 터치가 인식되는 범 를 높게 

설정하여 범 를 좁혔다. 안 은 동일하게 안 매

트, 무릎보호 , 안 펜스, 보호자 공간을 설치하

다.

4.2 게임 사용자평가

제작한 어린이 스크린 클라이  게임이 어린이

용 체감형 스포츠 요소를 히 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 다. Jakob 

Nielsen은 사용성의 문제 을 발견해내는 비율과 

평가 인원수와의 상 계에 한 실험 결과, 한 

사용자가 평균 31%의 문제 을 발견하고, 사용자

가 찾아내는 문제 은 많은 부분 복되어 합리

인 평가 인원수는 5~8명이며 8명이상일 때 발견되

는 문제 은 비슷하다고 주장하 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평가인원수는 게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7~12세의 7명의 어린이로 설정하 다[27].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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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사실과 행

동을 설문이나 인터뷰로 표 하기가 어려우므로 어

린이의 행동 과정을 통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찰 방법을 사용하 다[28,29]. 어린이가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 동안 어린이의 언어 , 비언

어  행동을 찰하여 게임 수행 완료 여부, 만족

도, 흥미 등을 악할 수 있었다. 어린이 찰 평

가와 동시에 어린이에 해 이해가 높은 보호자를 

상으로 어린이의 게임 과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 다. 보호자 설문은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

임 요소를 기반으로 5  척도의 객 식 10개의 문

항으로 진행하 다. 평가진행과정은 게임의 시범을 

보여주고, 어린이가 게임을 수행한다. 세 게임의 

평가를 해 에 과정을 반복 진행하 고, 평가 

진행 시간은 한 게임 당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어린이 별로 약 30분의 평가가 진행되었

다. 

[Table 4] Results of User Evaluation

[Table 4]는 보호자 설문 조사 수이다. 평가 

결과 보호자설문의 요소별 수가 평균 4 로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몰

입감의 경우 4.48로 가장 높은 수를 받았다. 하

요소  재미는 가장 높은 평균 수 4.75를 받았

는데, 어린이 수 에 맞춰 쉬운 게임 난이도로 

반 으로 어린이들이 이탈 없이 집 하여 참여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의 경우 직 은 4.69 으로 높은 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게임의 규칙과 등장하는 아이템

들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시는 찰 결과 홀드 LED의 조명

의 요성이 나타났다. 인공암벽을 등반할 경우 홀

드의 불빛을 따라 이용하여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

에 도움이 된다. 이는 아이템이 흔들리거나 배경음 

보다 효과 이므로 과일의 신뿐만 아니라 타 게임

에도 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 다. 보상은 과

일꼬치를 완성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루트트 기

가 가장 반응이 좋았고, 2인 모드의 게임 한 상

방과 경쟁할 수 있어 게임 동기부여가 높게 나

타났다.

신체활동의 경우 세 요소  4.25로 가장 낮은 

받은 수를 받았는데, 안 요소의 평균 수가 높

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평가 도  암벽 하단

에 안  매트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 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보다 안 한 매트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체범 는 루티트 기에 경우 터치해

야 할 과일과 과일 사이의 범 가 넓어 어린이 신

체 사이즈에 맞춰 축소시키는 개선 을 악할 수 

있었다.

어린이 찰 결과 반 으로 어린이들이 게임 

수행을 이탈 없이 끝까지 참여하 고, 게임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표 하는 등 게임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를 통해 어린이 

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가 히 용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소가 용된 게임을 어

린이가 수행하는데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 스크린 

클라이  게임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용 체감형 스

포츠 게임에도 용 가능성을 보았다.

5. 결  론

 스마트폰, TV, 컴퓨터 주의 여가생활로 신체

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와 폭염, 혹한 등의 날씨로 인한 야외활동이 어려

Element
Sub 

element

Average 

by sub 

element

Average 

by 

element

Immersion
Reality 4.21

4.48
Interest 4.75

Interaction

Instant 4.19

4.42Intuition 4.69

Reward 4.37

Body 

movement

Freedom 4.63

4.25
Body 

range
4.38

Safety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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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어린이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감

형 스포츠 게임은 어린이들이 외부 향 없이 실

내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 ,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을 

한 게임 요소를 제안하고, 요소를 바탕으로 어린

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을 디자인하 다. 어린이 

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는 기존의 성인 심의 

일반 인 체감형 스포츠 게임과 어린이 디자인 요

소를 바탕으로 요소를 도출하 다. 도출한 요소는 

기존 성인을 상으로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

와 유사하나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다

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

의 의미를 어린이에 맞춰 재해석한 에 있어 가치

가 있다. 도출된 요소는 어린이를 상으로 한 스크

린 클라이  게임에 맞춰 실제 요소를 도출하 고, 

실제 요소를 반 한 게임을 디자인 할 수 있었다. 

제작된 게임은 사용자평가를 진행하여 게임의 실제 

요소 용여부와 게임의 개선사항을 찾을 수 있었

다. 이는 어린이용 스크린 클라이  게임뿐만 아니

라 다른 어린이용 체감형 스포츠 게임에도 용 가

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결과 으로 어린이용 체

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는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

포츠 게임 디자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부족하 던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요소를 도출하고, 실제 

게임에 요소를 반 하 다는 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어린이 연령 를 세부 으로 

분류하여, 그 연령 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게임 요

소를 도출하고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10077328, 

Developing a platform for construction of 

physital sportainment space and production of 

exercise service content)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MOTIE, 

Korea)

REFERENCES

 [1] Hyunju Lee, Dongil Shin, Dongkyoo Shin, "A 

Study on a Stress Measurement Algorithm 

Based on ECG Analysis of NUI-applied 

Tangible Game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13(5), 

pp.73-80, 2013

 [2] Ministry of Cluture, Sports and Tourism,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

ssView.jsp?pSeq=16010

 [3] Kyoungmi Lee, Jae-kwon Yoo, "Digital board 

game development for children using RFID 

and speech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4(3), 

pp.101-108, 2011

 [4] Hyemin Won, Kyoungmi Lee, "Interactive 

Game Designed for Early Child using 

Multimedia Interface : Physical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3), pp116-127, 2011

 [5] Jaehong Youn, Hyoseung Choi, "Development 

of Sportainment Realistic Bike Simulato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pp10-18, 2014

 [6] Hyejeong Yun, Ilkwang Kim, Jeonghun Lee, 

Haeyeoun Lee, "Development of experience 

dance game using kinect motion capture",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3(1), pp49-56, 2014

 [7] Wangyun Yoo, Jonghwan Oh, "Development 

of User Interface for Motion-based Screen 

Sports Game",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17(1), pp109-118, 2017

 [8] ChangHoon Park, "Development of a 

Tangible Snowboard Training Simulator 

based on Virtual Rea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14(4), 



44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8 Oct; 18(5): 31-46

―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디자인 연구 ―

pp.101-108, 2014

 [9] Sungchul Kim, "A study on the control of 

image for the sensor input based horse 

riding simulator",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2

[10] Kyoungshin Park, "Development of 

Kinect-Based Pose Recognition Model for 

Exercise Game",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5(10), 

pp.303-310, 2016

[11] Jongsan Kwon, "A Study on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Game Contents Using Authentic Virtual 

Realit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12] Strömberg, Hanna, Antti Väätänen, and 

Veli-Pekka Räty, ”A group game played in 

interactive virtual space: design and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4th 

conference on Designing interactive systems: 

processes, practices, methods, and techniques. 

ACM, pp.56-63, 2002.

[13] Francisco Rebelo, Paulo Noriega, Emília 

Duarte, and Marcelo Soares, "Using virtual 

reality to assess user experience", Human 

Factors, Vol. 54, No. 6, pp. 964-982, Dec. 

2012

[14] Staurset, Emil Moltu, "Creating a smart 

Virtual Reality simulator for sports training 

and education", Smart Education and 

e-Learning 2016. Springer, pp.423-433, 2016

[15]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Children's Design Guidelines”,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012

[16] Seol Ko, Sunghoon Kim, "A Study on 

Applications of Design Elements for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ypes of App Book 

Contents for Children - Concentrating on 

Safety Elemen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1.3, pp35-44, 2015

[17] Jinran Kim, "A Comparative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Mobile Applications - 

Focused on Math Applications", Journal of 

Korea Design Knowledge, 33, pp325-333, 

2015

[18] Sooa Jung, Hun Kim, "A Case Study of 

Utilizing Augmented Reality of Kid App",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2(2), pp585-599, 2016

[19] Junhee Shin, "A Study on the Infant 

Furniture as Infant Playing Behavior",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9, pp228-234, 2001

[20] Jimin Ha, Soobean Park, "Child-friendly 

Design Factors for Children’s Hospital 

Plann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0(10), pp87-95, 2014

[21] Jinwoo Kim, ”Introduction to Human 

computer interaction,” Ahn graphics, 2005.

[22] Saebom Hwang, Hun Kim, "An Analysis of 

the User Interface in an Interactive Game : 

Focused on GOLFZON golf simulator", 

Journal of Korea Design Knowledge, 22, 

pp97-106, 2012

[23] Jongwon Seol, Jungwan Han, "Applying the 

theory of HCI Usability App game 

satisfaction of the key design elements", 

Journal of Digital Design, 11(4), pp469-477, 

2011

[24] Hyelin Kim, Hyejung Chang, Seungho Park, 

"Designing Tangible User Interfaces to 

Physical Interactive Game", Journal of the 

HCI Society of Korea, pp1653-1659, 2004

[25] Nam, Ki-Yeon,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Vol. 57, pp.225-247, 2017

[26] Jungsoo Kim, Daniel Chung, Bokyung Sung, 

Suk Chon, Ilju Ko, "Ancient Cave 

Exploration: A Screen Climbing Game for 

Children",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pp117-126, 2016. 

[27] J. Nielsen, Why you only need to test with 5 

users, 

http://www.useit.com/alertbox/20000319.html

[28] Jinsil Choi, Seungho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interaction in 

Children’s museum", Journal of Digital 

Design, 12(1), pp.363-372, 2012

[29] Eunja Hyun, Kyoungchoi, Hyemin Yeon, 

"Usability of Augmented Reality Picture 

Book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2), pp.182-189, 2011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45

― A Study on Design of Physically Interactive Sport Game for Children ―

 

백 희 원 (Paek, Heewon)

약 력 : 2009.02 숭실 학교 정보사회학과(사회학사)

2018.08 숭실 학교 미디어학과(공학석사)

심분야 : 사용자평가, 콘텐츠 기획

 

고 일 주 (Ko, Ilju)

약 력 : 1992.02 숭실 학교 자계산학과(공학사)

1994.02 숭실 학교 자계산학과(공학석사)

1997.02 숭실 학교 자계산학과(공학박사)

2009.03- 숭실 학교 로벌미디어학부 교수

심분야 : 인공감정, 사용자평가, 스포츠-IT융복합

 

방 그 린 (Bang, Green)

약 력 : 2009.02 숭실 학교 정보사회학과(사회학사)

2011.08 숭실 학교 정보사회학과(사회학석사) 

2016.08 숭실 학교 미디어학과(공학박사) 

2018.03- ㈜피디 이리미티드 선임연구원

심분야 : 사용자평가, 공간디자인, 스포츠-IT융복합



46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8 Oct; 18(5): 31-46

― 어린이를 한 체감형 스포츠 게임 디자인 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