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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리학자 데시 (Dessie)께서는 과도한 보상은 사물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본질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서양인 효과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본주의와 서양인 효과의 관점에서 게임을 검토 할 것이며 3가지
의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제시 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본 논문의 이론을 사용하여 게임에서 과제를 완료 한
후 보상 방법을 설정하고 완성 된 게임의 감정적 피드백에 대한 시험 보고서를 플레이어에게 제공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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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sychologist Dessie said: excessive rewards may reduce an individual's interest in things 
and their intrinsic motivation. This is known as the Westerners effect.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game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ism and the Westerners effect. Finally, three reasonable ways 
of reward are put forward. In the future, the research direction will use the theory of this paper to 
set the reward way after completing the task in the game. And give players a trial report on the 
emotional feedback in the finished game, and then continue to improve the theory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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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게임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수한 게임은 성실한 
플레이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 게임시장과 게임중
독자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게임의 리워드시스템은 
플레이어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승부의식을 높여주며 또
한 플레이어의 내적동기를 유발한다. 게임 리워드시스템
의 설정은 플레이어의 소극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랜 시간 게임을 하면 플레이
어는 게임 욕구가 점차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합리적인 
보상은 플레이어에 대해 인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심

리학적 차원에서 보면 맹목적인 보상은 플레이어가 게임
에서 합리적인 자아조절이 어렵다. 반대로 과도하고 불필
요한 보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바
로 데시효과이다[1].

데시효과에 대한 연구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과 몰입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제작 함
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적당한 교대방식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시간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하도
록 한다. 따라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가
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응용가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게임개발에 도움이 되고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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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 자신의 정서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게
임 중독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데시효과 심리학이론을 바
탕으로 심리학의 일부이론을 적용하여 게임 리워드시스
템에서 플레이어의 게임피드백과 게임정서가 어떠한 영
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2. 인본주의와 데시효과가 게임에 반영

인본주의는 4가지로 강조되었다. 그 중 인본주의 인격
이론의 기초는 ‘인간은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최종적으로 지게 된다.’ 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로서 자신
의 성장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은 게임
에서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보다 숙련된 조작으로 피 조작인물을 점차 강하게 만
들어 보다 강한 도전을 할 수 있게 한다. 전자게임의 5대 
장르 중에도 롤 플레이 게（Role-Playing Game）이라
는 장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을 잘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장르의 게임이 강조하는 것은 게임캐릭터
의 ‘성장’이다. 물론 성장과정은 순조롭지 만은 않다. 때
로는 어려움에 부딪치거나 실패를 겪게 되는 경우도 허
다하다. 이때 만약 강한 아이템을 장려로 준다면 데시효
과가 생겨 플레이어는 목표를 쉽게 바꾸게 된다.

바람직한 방법은 정신적인 장려로 플레이어를 격려하
여 플레이어가 정서를 피드백하고 장려를 원하게 하여 
자아긍정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
간의 ‘자아완성’이 요구하는 바다. 유럽과 미국 주변의 일
본, 한국에서는 게임심리학이 이미 예술 및 심리학의 종
합학문으로서 게임 산업에 널리 보급되어 체계적인 발전
을 가져왔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이론 모형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매슬로(A.H.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이다. 이 이론의 근간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되어야 하며 잠재력은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Fig. 1. Maslow's hierarchy of needs

인간은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높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지욕구, 미적욕구, 
자아실현욕구의 성장욕구가 포함된다. 이 같은 욕구는 꾸
준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족되며 최종적으로 자아완
성을 실현하게 된다. 즉, 과도한 장려는 플레이어의 보다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플레이어가 생리, 안전과 같은 낮은 단계의 기본적인 욕
구에 머무르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플레이
어는 물질적인 가상의 장려에 습관화된다. 예를 들면 현
실속의 돈으로 가상의 화폐나 가상의 수요를 바꾸는 행
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휴대폰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매슬로의 욕구위계이론을 게임디자인에 적
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플레이어가 정서의 피드백 및 장
려를 원하여 자아긍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게임개발자는 
장려를 줄 수 있다. 단, 장려는 정신적인 장려(가상의 성
과)위주로 하고, 물질적인 장려(가상의 물품)는 부차적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령 물질적인 장려가 불가피
하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함으로써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장려를 위한 게임으로 
목표를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3].

Fig. 2. How the game bring the 
feelings

게임차원에서 분석한 결론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그림
Fig. 2과 같다. 즉 우수한 게임은 플레이어가 무의식간에 
게임을 하면서 게임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게임과정
에서 성장하여 보다 높은 욕구에 도달하게 한다. 반면 저
질의 게임은 데시효과가 난무하여 무절제한 과도한 장려
를 미끼로 플레이어가 게임에 빠져 반복 소비를 하게 유
혹한다.



인본주의 게임에서의 데시효과(Westerners effect)를 활용하는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 및 연구 297

3. 대시효과와 게임방법론

앞장에서 인본주의와 데시효과가 어떻게 게임에 반영
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이어서 본 장에서는 게
임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목표 플레이어 분석
현재 게임시장을 살펴보면 플레이어는 주요하게 청소

년, 특히 대학생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주요
하게 게임플레이(Gameplay)，취미를 중요시하며 일반
적으로 친한 친구끼리 게임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자극적인 느낌을 추구하고 미지세계에 대한 호기
심으로 충만 되어 강한 탐구욕을 보인다. 또한 게임 환경
에서 이들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아 자신의 기정 
목표를 바꾸기도 한다. 

데시효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게임의 진정한 의미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위해 게임
을 하는 것이다. 장려를 얻기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장려를 위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게임
중독 행위에 빠지기 쉽다[4,5]. 

외적동기와 내적동기를 모두 얻게 되었을 때 동기의 
힘과 적극성은 더 높아지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외적동기가 내적동기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대학생들
의 게임습관, 게임리워드시스템 영향에서의 플레이어의 
행위, 데시효과가 플레이어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게임심리
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은 게임개발자들이 게임 산업 또는 교육용 게임의 상용
화 과정에서 데시효과 심리학 이론을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 제작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6,7]. 

3.2 게임에서의 보상 방법론
앞장에서의 이론연구와 리워드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3종 방법론을 제시한다. 

3.2.1 선택이 가능한 보상
첫 번째 방법은 ‘보상선택’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

양한 장려방식 또는 장려결과를 설정하여 플레이어가 수
동적으로 동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8]

단일한 장려방식은 시간이 오래되면 플레이어의 습관
심리가 작동해 데시효과의 영향 하에 자극이 갈수록 약

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롤 플레이 게임에서 경험
치(experience point)가 최고치에 달한 후 임무를 완수
하는 플레이어에 대해 여전히 경험치로 장려하게 되면 
플레이어는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자니 별 의미가 없는 난
감한 경지에 몰리게 된다. 같은 이치로 1인칭 슈팅게임
（First-Person Shooter Game）에서 고급 장비를 가진 
플레이어가 임무를 완수하는데 저 등급의 장비를 장려로 
받게 되면 역시 장려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Fig. 3. Players receive a single 
reward in the game

그림Fig. 3에서 보여주는 “그랜드 테프트 오토: 바이
스 시티 （Grand Theft Auto: Vice City）”를 예로 들
면 이 게임은 개방식 게임으로 돈이 게임에서 아주 중요
한 계량단위로 존재한다. 게임에서 주요임무에 대한 장려
는 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금액수도 고정되어 있다. 초
기에는 돈의 역할이 그래도 비교적 뚜렷하나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돈이 
부족하지 아니한 탐구형의 플레이어에게는 도전하려는 
의욕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Fig. 4. The game allow players to 
choose rewards based on 
their needs

그림Fig.4에서 보여주는 “Borderlands 2”를 예를 들
면 이 게임은 1인칭 슈팅게임과 롤 플레이 게임（RPG）
을 융합시켰는데 무기, 장비, 경험치, 돈이 아주 중요한 
계량단위로 존재하며 게임에서 대부분 임무에 대한 장려
가 돈, 경험치, 도구장려 방식으로 이루어져 플레이어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후속버전인 Borderlands: 
The Pre-Sequel에서는 합성방법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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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물품을 무작위로 합성하여 보다 고급적인 장려물품
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토록 하였고 또 그  방식도 플레이
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아주 훌륭한 장려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데시효과를 피했고 이는 또한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인본
주의 사상에도 부합되며 플레이어는 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Fig. 5. Weapon synthesis system can 
convert rewards

3.2.2 보상이 새로운 동기로 변화
두 번째 방법은 ‘보상전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장

려의 특징은 장려를 게임을 계속하거나 반복하게 하는 
동기로 만들어 내적동기가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어 플레
이어를 자극하게 한다. 장점은 플레이어 의지에 어긋나는 
장려방식을 피해 플레이어가 후속게임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9,10].

임무시스템은 플레이어를 유도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서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유도가 높
고 게임반복차수가 많은 게임에서 각종 임무가 설정되어 
있는데, 설사 매 임무에 대한 장려가 데시효과를 피했다
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시각적인 피로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게임에서 장려물품을 추구하기보
다 후속임무 또는 새로운 게임방법과 연결시키는 것을 시
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장려방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방식과 다
른 점은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Fig. 6. Item rewards turned into game 
system

그림Fig. 6 엔터 더 건전( Enter the Gungeon)이 보
여주다 싶이 이 게임은 고 난이도의 사격게임으로서  무작
위 생성（Roguelike）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기, 도구장비, 
돈 모두가 중요한 계량단위로 존재하며, 게임과정에서 플레
이어는 무작위로 일부  NPC（Non-Player Character）
를 구조할 수 있고 뒤 따르는 임무장려 방식도 예전의 돈+
도구 장려방식에서 잠금 해제 방식으로 변화했다.

플레이어는 게임시작 전 구조된 NPC와 기지에서 대
화를 통해 도구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선택이 설정된 게임방식이 이어진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반복하는 차수가 많아질수록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강
력한 물품 게임방법도 갈수록 많아지며 게임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진다. 또한 보상방식 및 수위도 
플레이어가 컨트롤 할 수 있어 ‘인간은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최종적으로 지게 된다라는 인본주의관점
에 부합되며 플레이어는 자신이 성장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며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한마
디로 이것은 보상을 정신적인 보상으로 전환시킨 아주 
훌륭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데시효과를 아주 효과
적으로 피했다고 할 수 있다.  

3.2.3 과정에 대한 보상
세 번째 방법은 ‘보상분할’방식으로서 그 특징은 결과

의 일회성 보상을 게임과정의 파도식 장려로 변화를 준 
것이다. 장점은 플레이어가 주의력을 게임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결과단계에서 주어지는 큰 장려를 기대했
다가 실망하게 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보면 다음과 같다[11,12].

돈은 게임에서 구매력을 나타내는 일종의 방식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돈을 원동력으로 하여 진
행하는 게임에서 더욱 그러하다. 임무완수 - 돈 획득 - 
더 좋은 물품 구매 - 더 어려운 임무 완수 - 더 많은 돈 
획득… 플레이어는 이런 사이클로 게임을 하게 된다. 플
레이어가 만약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의 프로세스를 숙지
하고 있다면 게임과정에서 데시효과가 쉽게 나타난다.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돈을 게임의 기타 요소와 연결
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게임에
서의 돈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

그림Fig. 7 “팅겔의 장미색 루비랜드”가 보여 주듯이 
이 게임은 유머풍의 롤 플레이 게임으로서 간단한 동작
요소를 가미했다. 게임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돈을 목숨같
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년의 남자 팅겔의(Tingle) 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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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ey is both purchasing power
and life

며 그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 루비랜드에 가는 것이다. 
따라서 돈은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계량단위로 존재이며 
게임과정에서 플레이어는 협상, 보안고용 심지어 대화를 
나누어도 돈이 필요하다. ‘돈은 곧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아주 훌륭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고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플레이어는 여전히 데시효과
가 쉽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게임에 ‘협상’이라는 중요
한 게임방법을 설정했다[13]. 

플레이어는 돈과 관련되는 모든 장소에서 흥정을 할 
수 있다. 게임임무 장려에 사용되는 돈의 액수도 플레이
어가 결정할 수 있다. 소액의 돈은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만 플레이어가 별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거액의 돈은 
상대방이 보상을 포기할 수 있다[14]. 이 같은 장려방식은 
수동적으로 동등금액의 돈을 받던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 
플레이어가 거래에 필요한 돈의 최고치를 여러 번 시탐할 
수 있어 반복게임의 의지를 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돈(생명)의 변화보상을 수차 획
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상 수락시에도 주동성
이 있게 되어 아주 훌륭한 보상전환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플레이어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어 데시효과를 피했고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내가 나 
자신의 행위를 가장 잘 안다.’라는 관점에도 부합된다[15].

4. 마무리

데시효과가 게임종사자에 주는 메시지는 맹목적인 보
상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지만 보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
다. 문제는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다. 선택 가능한 장려는 플레이어가 동일 결과를 수동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게임의 신선도를 높이고 반복게임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전환 가능한 장려는 플레이어에 새로운 동
기를 부여하여 플레이어의 자아실현욕을 자극하게 된다. 

과정에 대한 보상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파도와 같은 
자극을 체험할 수 있어 플레이어가 주의력을 게임 내에 
집중할 수 있어 결과부분의 큰 보상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결과에 실망하게 되는 우려를 피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보상방식은 개체의 성장발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인본주의 관점에 부합되며 또한 플레이어는 이로 하여 
자신의 성장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
으로써 데시효과를 피하고 플레이어의 내부욕구를 자극
할 수 있다.  

 만약 데시효과의 심리학이론을 플레이어의 정서 및 
리워드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면 게임개발자들이 더 목
적성 있게 게임을 제작할 수 있어 제작원가나 제작에 투
입되는 시간도 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시효
과에 대한 연구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과도하게 심취되어 
중독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고 또 플레이어가 자신에 대
한 장려피드백을 창의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이 샘플
의 구성은 현 단계 중국게임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호적이고 적당한 인터렉티브
（Interactive）방식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기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므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의의뿐 아니라 광
범위한 응용가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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