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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기술의 발달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존의IT

방법과 다른 새로운 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체험교육과 경험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웹 기반의 가상환경에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경영 모의 게임에 대한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모의

게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경영

모의 게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그 교육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미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 모의 게임.

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주는 성공요인에 관

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을 위.

해 경영 모의 게임에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

으로 컨텐츠 특성 참가자 특성 교육환경, ,

특성이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 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

컨텐츠 특성 참가자 특성 교육환경 특성은, ,

게임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효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통계적 분석 결과 도출.

한 성공 요인을 기초로 활용방안을 제시하

였다.

KeywordsKeywordsKeywordsKeywords

경영 모의 게임 교육효과 성공요인,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ⅠⅠⅠⅠ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체험 중심의 교IT

육이 강조됨에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과 같

은 교육 컨텐츠가 경영 교육에 널리 활용되

고 있다 경영 모의 게임이란 실제 기업 경. ,

영 활동을 유사하게 모의화 한 가상 환경

하에서 가상의 기업들을 경영 하면서 경영

지식과 경영 관리 능력을 학습 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 교육 컨텐츠라고 볼 수 있다.

((((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 , 2006), , 2006), , 2006), , 2006) 경영 모의 게임은.

경영 시뮬레이션게임(Business Simulation(Business Simulation(Business Simulation(Business Simulation

Game)Game)Game)Game) 경영 전략 게임, (Business Strategy(Business Strategy(Business Strategy(Business Strategy

Game)Game)Game)Game) 경영 관리 게임, (Business Manage(Business Manage(Business Manage(Business Manage

ment Game)ment Game)ment Game)ment Gam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

서 다양한 유형의 경영 모의 게임을 활용하

고 있고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경영 관리,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훈련 도구로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년1987 FariaFariaFariaFaria의 연구

에 의하면 미국 AACSBAACSBAACSBAACSB 학교의 이상95% ,

개 이상의 경영 대학에서 경영 모의 게200

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학과 기업에서 경영

모의 게임을 교육 훈련 도구로서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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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에.

서 경영 모의 게임이 인재 양성의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영 모의 게

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

는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가 다양하지 못

하고 교육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가 체계적으로 입증된다면 경영 모의

게임을 이용한 경영 교육이 활발해 질 것이

다.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McKenny 1962;(McKenny 1962;(McKenny 1962;(McKenny 1962;

Robinson 1964; Raia 1966; Greenlaw,Robinson 1964; Raia 1966; Greenlaw,Robinson 1964; Raia 1966; Greenlaw,Robinson 1964; Raia 1966; Greenlaw,

Wyman, 1973; Keys, 1976;Wyman, 1973; Keys, 1976;Wyman, 1973; Keys, 1976;Wyman, 1973; Keys, 1976;

Hacklemanand, Wendel, 1979; Miles,Hacklemanand, Wendel, 1979; Miles,Hacklemanand, Wendel, 1979; Miles,Hacklemanand, Wendel, 1979; Miles,

Biggs, Schubert, 1986; DiBattista, 1986;Biggs, Schubert, 1986; DiBattista, 1986;Biggs, Schubert, 1986; DiBattista, 1986;Biggs, Schubert, 1986; DiBattista, 1986;

Faria, Whiteley, 1990; David Van Over,Faria, Whiteley, 1990; David Van Over,Faria, Whiteley, 1990; David Van Over,Faria, Whiteley, 1990; David Van Over,

1993; Declan Doyle, William Brown,1993; Declan Doyle, William Brown,1993; Declan Doyle, William Brown,1993; Declan Doyle, William Brown,

2000; Washbush John, Gosen Jerry,2000; Washbush John, Gosen Jerry,2000; Washbush John, Gosen Jerry,2000; Washbush John, Gosen Jerry,

김광용김광용김광용김광용2002; Henry Adobor, 2006; ,2002; Henry Adobor, 2006; ,2002; Henry Adobor, 2006; ,2002; Henry Adobor, 2006; ,

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1998; , , 2006).1998; , , 2006).1998; , , 2006).1998; , , 2006).

년대 후반부터 경영 대학에서 교육1950

도구로 사용되어져왔고 년대에 많은1960

연구들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가 우

수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육과 혼합한 방식,

이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상수 임성택. , (2006)(2006)(2006)(2006)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해서 교육 효과가 높다는 것을 발표하

였다 그런데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

가 높다는 점을 연구한 논문은 많으나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성공

요인을 찾아낸 연구는 없다 경영 모의 게.

임의 교육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성공 요인을

찾아낸 다면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영 모의 게.

임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의 도구로서 경영 모의 게임의 활

용도가 높아 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공 요인을 찾아내

고 경영 모의 게임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첫째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 ,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행 하였다 둘째 기. ,

존 연구에 근거해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

정하였고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 ,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성공

요인을 찾아내었고 마지막으로 실증적으로,

도출한 성공 요인을 기초로 연구 결과를 요

약하였고 향후 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

였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ⅡⅡⅡⅡ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는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를 개념적으

로 제시한 연구와 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 방

안들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Keys, Biggs 1990; John Fripp,(Keys, Biggs 1990; John Fripp,(Keys, Biggs 1990; John Fripp,(Keys, Biggs 1990; John Fripp,

김상수김상수김상수김상수1997; Hingyi Sun 1998;1997; Hingyi Sun 1998;1997; Hingyi Sun 1998;1997; Hingyi Sun 1998; , 2005)2005)2005)2005)

Keys, Biggs(1990)Keys, Biggs(1990)Keys, Biggs(1990)Keys, Biggs(1990)는 개의 경영 모의10

게임을 교육도구와 교육효과 관점에서 분석

하고 그 차이점과 특징 이점을 기술하였다, .

또한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경영 모의 게임

이 교육의 도구로 사용될 때 전개 되는 교

육의 단계 체험 컨텐츠 피드백 를 제(1. , 2. , 3. )

시하였다.

John Fripp(1997)John Fripp(1997)John Fripp(1997)John Fripp(1997)은 경영 모의 게임의

이점을 소개하고 발전 동향에 대하여 분석,

하였고 경영 모의 게임이 교육 도구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상수.

(2005)(2005)(2005)(2005)는 경영 모의 게임의 개발 과정 및

구조를 소개하고 경영 교육에 활용하기 위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Hingyi Sun (1998)Hingyi Sun (1998)Hingyi Sun (1998)Hingyi Sun (1998)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경영 모의 게임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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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가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게임

의 교육효과를 기술하였다 게임에 대한 참.

가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주

로 재미 참여 경영학 지식의 이해 동기부, , ,

여 실제 이론의 적용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McKenny, 1962; Robinson, 1964; Raia,(McKenny, 1962; Robinson, 1964; Raia,(McKenny, 1962; Robinson, 1964; Raia,(McKenny, 1962; Robinson, 1964; Raia,

1966)1966)1966)1966)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한 초기의 연구들은 경영 모의

게임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의 시험성적 비교를 통해 교육효과를 입증

하였다(McKenny, 1962; Robinson, 1964;(McKenny, 1962; Robinson, 1964;(McKenny, 1962; Robinson, 1964;(McKenny, 1962; Robinson, 1964;

Raia, 1966)Raia, 1966)Raia, 1966)Raia, 1966) 이들은 사례중심 교육과 경영.

모의 게임을 활용한 교육에 참가한 참가자

들의 시험 성적 결과를 비교하고 게임에 참

여한 참가자들의 성적이 높다는 것을 통해

경영 모의 게임 교육이 더 가치 있음을 증

명하였다.

년대 들어서 부터는 경영 모의 게임을70

활용한 교육이 기존 교육방식에 비하여 효

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Greenlaw, Wyman, 1973; Keys,(Greenlaw, Wyman, 1973; Keys,(Greenlaw, Wyman, 1973; Keys,(Greenlaw, Wyman, 1973; Keys,

1976; Hacklemanand, Wendel, 1979)1976; Hacklemanand, Wendel, 1979)1976; Hacklemanand, Wendel, 1979)1976; Hacklemanand, Wendel, 1979).

Greenlaw, Wyman(1973)Greenlaw, Wyman(1973)Greenlaw, Wyman(1973)Greenlaw, Wyman(1973)은 경영 모의

게임으로부터 무엇을 학습할 수 있고 경영,

모의 게임이 다른 교육 도구에 비하여 효과

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게임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것들과 게임이 교육도구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Hacklemanand, Wendel(1979)Hacklemanand, Wendel(1979)Hacklemanand, Wendel(1979)Hacklemanand, Wendel(1979)은 마케팅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와

토론의 분리 사례중심교육 강의와 토론의, ,

결합 경영 모의 게임을 활용한 강의와 토,

론 교육하에서 각각의 교육 효과를 비교하

여 경영 모의 게임을 활용한 교육의 시험성

적이 가장 높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Miles, Biggs, Schubert(1986)Miles, Biggs, Schubert(1986)Miles, Biggs, Schubert(1986)Miles, Biggs, Schubert(1986)는 경영

모의 게임은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학습 환

경의 다양성 때문에 기존 교육방식과 게임

을 활용한 교육을 비교하여 어느 한 가지가

더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

장하였다. DiBattista(1986)DiBattista(1986)DiBattista(1986)DiBattista(1986)는 경영 모의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교육효과를 분석 한 결과,

참가자의 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70%

과가 높다는 것을 찾아냈다.

년대에 들어 경영 모의 게임의 종류가90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는

더욱 다양해졌다(Faria, Whiteley, 1990;(Faria, Whiteley, 1990;(Faria, Whiteley, 1990;(Faria, Whiteley, 1990;

David Van Over, 1993)David Van Over, 1993)David Van Over, 1993)David Van Over, 1993).

Faria, Whiteley(1990)Faria, Whiteley(1990)Faria, Whiteley(1990)Faria, Whiteley(1990)는 마케팅 시뮬레

이션 게임을 이용하여 마케팅 게임이 마케

팅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인 교

육도구라고 주장하였다 명으로 구성된 게. 2

임 그룹 명으로 구성된 게임 그룹 나머, 1 ,

지는 게임을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험 성적을 비교한 결과 명으로 구성된, 2

게임 그룹의 시험 성적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명의 게임 그룹 게임을 하지1 ,

않은 그룹이 가장 낮았다 이는 게임을 하.

는 그룹의 성과가 좋고 혼자 보다는 팀으,

로 게임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David Van Over(1993)David Van Over(1993)David Van Over(1993)David Van Over(1993)는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그룹과 지식이 없

는 그룹으로 나누어 경영 모의 게임의 효과

를 분석해 본 결과 참가자 모두 교육 효과,

가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년대에는 기술이 고도화 되고 웹2000 IT

기반 교육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분석방향도

변화하였다 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 1990

교육방식과 게임의 비교를 통해 게임의 교

육 효과만을 지지하는 입증에서 벗어나 게

임이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교육수단으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Declan(Declan(Declan(Declan

Doyle, William Brown, 2000; John,Doyle, William Brown, 2000; John,Doyle, William Brown, 2000; John,Doyle, William Brown, 2000; John,

Jerry, 2002; Adobor, Daneshfar 2006;Jerry, 2002; Adobor, Daneshfar 2006;Jerry, 2002; Adobor, Daneshfar 2006;Jerry, 2002; Adobor, Daneshfar 2006;

김광용 김상수 임성택김광용 김상수 임성택김광용 김상수 임성택김광용 김상수 임성택, 1998; , , 2006), 1998; , , 2006), 1998; , , 2006), 1998; , , 2006).

Declan Doyle, William Brown(2000)Declan Doyle, William Brown(2000)Declan Doyle, William Brown(2000)Declan Doyle, William Brown(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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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안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대학원12 , ,

생들을 대상으로 가상환경에서 비즈니스‘

전략 게임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 . 80%

학생이 명확한 학습경험이 되었다고 지지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게임과 다른.

교육방법이 혼합 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John, Jerry(2002)John, Jerry(2002)John, Jerry(2002)John, Jerry(2002)는기존 교육과 게임을

활용한 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

존 교육과 게임을 활용한 교육의 성과와 미

래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 항상 성과가 좋

은 것만은 아니며 미래예측에 대한 정확성

도 높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러한 결과를 근거로 게임교육과 기존 교육

방식이 결합했을 때 게임이 기존 교육을 효

과적으로 보완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dobor, Daneshfar(2006)Adobor, Daneshfar(2006)Adobor, Daneshfar(2006)Adobor, Daneshfar(2006)는 경영 모의

게임의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시키는 요인들

을 분석 하였다 실험을 위해 개 팀이 직. 49

접 게임에 참여하여 문제해결 능력 팀 웍, ,

관리자로서의 통찰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들에게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체험교육의 제공 게임 사용의 용이성 팀, ,

웍을 통한 아이디어 제공 및 과제 수행이

게임의 사용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

하였다.

국내에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연구하는 논문은 적은 편이다 김광용김광용김광용김광용( ,( ,( ,( ,

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김상수 임성택1998; , , 2006)1998; , , 2006)1998; , , 2006)1998; , , 2006).

김광용(1998)(1998)(1998)(1998)은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한 경영 모의 게

임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영 모의.

게임은 본인 통제에 의한 자율적인 학습,

동료 학생간의 상호 작용 증진 시간 및 공,

간을 넘어선 유연성 교수의 수업 부담 경,

감 표준화에 의한 재택 수업의 용이성 등,

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

다.

김상수 임성택, (2006)(2006)(2006)(2006)은 기업의 직장인과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경영 모의 게임은 기업 경영의 이해,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 지식 공유 능력의,

향상 경영 지식의 향상 경영 능력의 향상, , ,

논리성 강화의 측면에서 교육 효과가 있음

을 분석하였다.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경영 모의 게임이,

교육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

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했

다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들 요인들,

이 교육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ⅢⅢⅢⅢ

이론적 연구 모형이론적 연구 모형이론적 연구 모형이론적 연구 모형3.13.13.13.1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

영 모의 게임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컨텐츠 특성 참가자 특성 교육 환경 특, ,

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특성 요인들을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

다.

그림 연구모형< 1>

연구 가설연구 가설연구 가설연구 가설3.23.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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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3.2.13.2.13.2.13.2.1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교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교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교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교H1 :H1 :H1 :H1 :

육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육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육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육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영향을 주

는 첫 번째 요인은 경영 모의 게임 그 자체

의 특성일 것이다 경영 모의 게임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

하면 경영 모의 게임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

들 것이다 선행 연구들도 이 같은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Raia(1966)Raia(1966)Raia(1966)Raia(1966)와 Wolfe(198Wolfe(198Wolfe(198Wolfe(198

5)5)5)5)는 복잡한 게임보다도 단순한 게임이 시

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이점을 주며 학생들,

의 흥미 유발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HacklemanHacklemanHacklemanHackleman 과 Wendel(1979)Wendel(1979)Wendel(1979)Wendel(1979)은

참가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형성되는 재미가

게임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

하였다. DiBattista(1986)DiBattista(1986)DiBattista(1986)DiBattista(1986)는 미션이 주어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가설 을 설정하였다H1 .

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3.2.23.2.23.2.23.2.2

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 교육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 교육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 교육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 교육H2.H2.H2.H2.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효과에 영향을 미친다효과에 영향을 미친다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영 모의 게임은 게임의 특성

상 팀을 구성하게 되고 참가자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적 능력 팀 구성 참여도, , ,

지식 공유 정도 등에 따라서 경영 모의 게

임의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 같은 가설.

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

다 참가자들의 의사소통이 게임의 교육효.

과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되었고(Hackleman(Hackleman(Hackleman(Hackleman

, Wendel, 1979; Faria, Whiteley, 1990), Wendel, 1979; Faria, Whiteley, 1990), Wendel, 1979; Faria, Whiteley, 1990), Wendel, 1979; Faria, Whiteley, 1990)

참가자의 능력에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있다(David Van Over, 1993).(David Van Over, 1993).(David Van Over, 1993).(David Van Over, 1993).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에 참가하는 교육

생들의 특성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

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3.2.33.2.33.2.33.2.3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은 교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은 교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은 교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은 교H3.H3.H3.H3.

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경영 모의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교육 환경이다 경영 모의 게.

임은 게임의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해

주는 강사의 능력 게임 진행 시간 게임 환, ,

경 등에 의해서 교육 효과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도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자

의 태도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ackleman, Wendel(1979)Hackleman, Wendel(1979)Hackleman, Wendel(1979)Hackleman, Wendel(1979)은 경영 모의

게임 교육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참가자들에

게는 교육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자의,

열정이 참가자들에게 반영된다고 주장하였

다. DiBattista(1986)DiBattista(1986)DiBattista(1986)DiBattista(1986)는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가 교육자의 관리를 받으면서 교육

을 받은 그룹이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교육자의 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환경 특성

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

실증분석 및 결과실증분석 및 결과실증분석 및 결과실증분석 및 결과....ⅣⅣⅣⅣ

자료 수집방법자료 수집방법자료 수집방법자료 수집방법4.14.14.14.1

본 연구는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주는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Biz-MasterBiz-MasterBiz-MasterBiz-Master라는 경영 모의 게임

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은 기업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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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모의 게임의 성공 요인으로서 컨텐츠 특

성은 개 항목 게임의 참가자 특성 개 항9 , 9

목 교육환경 개 항목 교육효과 개 항, 6 , 10

목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 개 항목으로 구, 4

성하였다 세부 측정 항목은 다음 표. < 2>

와 같다.

표 세부 측정 항목< 2>

자료는 직장인 명 학생 명을 대상105 , 20

으로 해서 총 개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125

다 선정된 기업 및 학교는 대기업 중견기. ,

업 및 공사 대학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 1

며 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본의 인구, 100% .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과 같다< 3> ,

표< 3>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에 관하여 평

균 표쥰편차 를 중심으로 교육효과의 순위( )

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 과 같다< 3-1> .

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 3-1>

기초통계량

측정 항목측정 항목측정 항목측정 항목 세부 측정 항목세부 측정 항목세부 측정 항목세부 측정 항목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컨텐츠 특성

기업 현실의 반영•

의사결정 수 마케팅생산재무( , , )•

의사결정 난이도•

보고서의 양•

보고서 내용•

미션•

교재와 매뉴얼'•

의사결정 도구•

재미•

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

개인의 경영학 지식 수준•

개인의 기업 경영 경험•

개인의 경영 능력•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개인의 참여도•

팀원의 참여도•

팀 웍에 대한 만족도•

팀원 간 의사소통•

의 리더쉽CEO•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강의 스케쥴•

강의 시간•

분기 수•

강의 환경•

강사의 진행 능력•

강사의 피드백•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

기업 경영의 이해•

경영 지식의 학습•

경영 분석 능력 향상•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 향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팀원 간 지식 공유 능력 향상•

논리성 강화•

팀원간 의사소통 능력 강화•

유익성•

타 경영 교육 강의 토론( , )•

대비 우수성

경영 모의

게임에 참여한

응답자

성별•

연령•

직책•

업무•

항목항목항목항목 구분구분구분구분 응답자 수응답자 수응답자 수응답자 수 비율비율비율비율(%)(%)(%)(%)

성별
남자 110 88.00

여자 15 12.00

연령

대20 35 28.00

대30 22 17.60

대40 50 40.00

대 이상50 18 14.40

직책

임원 6 4.80

팀장 부장/ 50 40.00

과장 대리/ 22 17.60

사원 27 21.60

학생 20 16.00

업무

영업 18 14.40

생산 11 8.80

회계 재무/ 11 8.80

기획 18 14.40

R&D 4 3.20

엔지니어링 27 21.60

기타 16 12.80

학생 20 16.00

Total 125 -

순위 교육 효과
평균

표준편차( )

1 경영 지식의 학습
4.3760

(0.7033)

2 기업 경영의 이해
4.3680

(0.7132)

2
팀원 간 의사소통

능력 강화

4.3680

(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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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분석 방법분석 방법분석 방법4.1.24.1.24.1.24.1.2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위해 SPSS13.0

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개발된 변수들이 동일한 개. ,

념으로 묶이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도

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발된 변수들의 일관성. ,

및 정확성 등을 파악하고 외생 변수들의 영

향이 통제되어 변수간의 관계가 정확히 검

증되고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한 신뢰성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연. ,

구모형에 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교육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교육효과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분

석하고 가설의 채택 여부를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4.24.24.24.2

타당성 분석타당성 분석타당성 분석타당성 분석4.2.14.2.14.2.14.2.1

먼저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의 검.

증에서 세부 측정 항목을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주성분 분

석법과 베(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분석(Varimax)

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아이겐 값이 이. 1

상인 것을 선택하고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각 세부 항목

들의 요인 적재량이 이상을 판단 기준0.5

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컨텐츠 특성을 측정한 개 변수는 하나의9

요인으로 압축되었고 참가자 특성을 측정,

한 개 변수는 개인의 능력 참여도 팀원9 , ,

간 지식공유 세 개의 요인으로 교육 환경,

특성을 측정한 개의 변수는 교육 일정과6

강사의 능력으로 압축되었다 교육 효과를.

측정한 개 변수는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10

압축되었다.

표 요인분석 결과< 4>

대 항 목대 항 목대 항 목대 항 목 요인요인요인요인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요인 값요인 값요인 값요인 값

컨텐츠
컨텐츠

기업 현실 반영 .789

의사결정수

마케팅생산재무( , , )
.772

의사결정 난이도 .756

보고서의 양 .739

보고서 내용 .689

미션 .674

교재와 메뉴얼 .669

의사결정 도구 .646

재미 .622

참가자

특성

개인의

지식

개인의 경영학

지식 수준
.955

개인의 기업 경영

경험
.922

개인의 경영 능력 .892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829

참여도

개인의 참여도 .891

팀원의 참여도 .845

팀웍에 대한

만족도
.811

팀원 간

지식공유

팀원 간 의사소통 .837

의 리더쉽에CEO

대한 만족도
.761

교육환경 교육일정

강의 스케쥴 .928

강의 시간 .919

분기 수 .582

3 유익성
4.3600

(0.7767)

4
팀원 간 지식공유

능력 향상

4.2880

(0.7912)

5
경영 분석 능력

향상

4.2800

(0.8191)

6
종합적 경영관리

능력 향상

4.2480

(0.7998)

7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

4.1920

(0.7481)

8
타 경영교육 대비

우수성

4.1920

(0.7693)

9 논리성 강화
4.1440

(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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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분석신뢰성 분석신뢰성 분석신뢰성 분석4.2.24.2.24.2.24.2.2

신뢰성 분석 결과 표 와 같이 일반적< 5>

수용기준인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단일0.6

변수들이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신뢰성 분석결과< 5>

가설검정가설검정가설검정가설검정4.34.34.34.3

가설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가설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가설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가설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H1.H1.H1.H1.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

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 6-1>

컨텐츠 특성과 교육 효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관계수는 로, 0.742 0.05

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 경영 모의 게임은 기업 현실의 반영 의,

사결정의 수와 난이도 보고서의 양과 내용, ,

미션 교재 및 매뉴얼 의사결정 지원 도구, ,

와 같은 컨텐츠 특성이 좋을 수 록 경영 모

의 게임의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경영 모의 게임을 교육 현.

장에 도입할 때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경영 모의 게임을 선택해야 한다.

가설가설가설가설 H2.H2.H2.H2. 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

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 6-2>

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자 특성은 참가자

개인의 지식 참여도 팀원 간 지식공유의, ,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요인들과 교육 효과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지식은 교육. ,

효과에 관련성이 없는 반면에 참여도 및 팀

원 간 지식공유 요인들은 교육 효과에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개인의 지식이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는 경영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모

변 수변 수변 수변 수 Crombach'aCrombach'aCrombach'aCrombach'a 항목수항목수항목수항목수

컨텐츠 특성 .873 9

개인의 지식 .675 4

참여도 .728 3

팀원 간

지식공유
.802 2

교육일정 .790 3

강사의 능력 .783 3

교육효과 .914 10

강사의

능력

강의 환경 .883

강사의 진행능력 .855

강사의 피드백 .693

교육효과 교육효과

기업 경영의 이해 .803

경영 지식의 학습 .798

경영 분석 능력

향상
.794

종합적 경영 관리

능력 향상
.781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774

팀원 간 지식 공유

능력 향상
.752

논리성 강화 .744

팀원 간 의사소통

능력 강화
.718

유익성 .699

타 경영 교육 대비

우수성
.658

교육효과

컨텐츠 특성컨텐츠 특성컨텐츠 특성컨텐츠 특성

상관계수 .742

유의수준 .000

교육효과

개인의 지식개인의 지식개인의 지식개인의 지식

상관계수 -.016

유의수준 .862

참여도참여도참여도참여도

상관계수 .437

유의수준 .000

팀원 간 지식공유팀원 간 지식공유팀원 간 지식공유팀원 간 지식공유

상관계수 .421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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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영 모의 게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영 모의 게임은 경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 효과를 크게 느

낄 것이라는 생각과 다른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경영학 지식이 부족한 공대생이나

기업의 기술 개발 부서들도 교육 효과를 동

일하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 모의 게임에 얼마나 참여 했느

냐하는 참여도와 팀원 간의 활발한 지식 공

유 정도는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경영 모의 게임의 참가하는 교육생의 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팀원 간의 활

발한 지식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설가설가설가설 H3.H3.H3.H3.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환경 특성

은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은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은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은 교육 효과에 영향을 준다....

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 6-3>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환경 특성은 교육

일정 요인과 강사의 능력 요인으로 분류되

었다 따라서 이들 두 개의 요인들과 교육.

효과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 ,

육일정 요인과 강사의 능력은 모두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시간이.

충분해야 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주는 강사의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

다.

표 가설결과 요약< 7>

가 설가 설가 설가 설 결 과결 과결 과결 과

H1-1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의

특성은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H2-1
개인의 지식수준은 교육효과

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H2-2
게임 참가자의 참여도는 교

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H2-3
팀원 간의 지식 공유 정도는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H3-1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일정

은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

다.

채택

H3-2

경영 모의 게임에서 강사의

능력은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결론 및 토론결론 및 토론결론 및 토론결론 및 토론....ⅤⅤⅤⅤ

결과요약결과요약결과요약결과요약5.15.15.15.1

본 연구에서는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효과

에 영향을 주는 성공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 모의 게임의 컨.

텐츠 특성 참가자 특성 개인의 지식, (H2-1.

수준 참여도 팀원간 지식공, H2-2. , H2-3.

유 교육환경 특성 교육일정), (H3-1. , H3-2.

강사의 능력 이 교육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

라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

한 가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설문지

를 개발하고 실제 경영 모의 게임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경영 모의 게임을 수강한 교육생은 경,

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는 경영 지

식의 학습 기업 경영의 이해 팀원 간 의사, ,

소통 능력 강화 유익성 팀원 간 지식공유, ,

능력 향상 경영 분석 능력 향상 종합적 경, ,

영 관리 능력 향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교육효과

교육일정교육일정교육일정교육일정

상관계수 .226

유의수준 .011

강사의 능력강사의 능력강사의 능력강사의 능력

상관계수 .717

유의수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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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 타 경영 교육 대비 우수성 논리, ,

성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특성은,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영 모.

의 게임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

는 경영 모의 게임의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

다 셋째 경영 모의 게임의 참여도는 교육. ,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참가자의 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

째 경영 모의 게임의 팀원 간 지식공유는,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식 공.

유를 활발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

째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일정은 교육효,

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

일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며 기업 교육에,

서 여유있는 시간 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

강사의 능력은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능력있는 강사가 필요하며 특히 교,

육과정과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강사가 필

요하고 이를 통해 경영 모의 게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5.25.25.25.2

본 연구에서는 를 기반으로Biz-Master

경영 모의 게임 교육을 받은 기업의 직원들

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 효과를 측정

하였다 향후 경영 모의 게임의 종류 교육. ,

시간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 강의 토론 사례 중심 과 병( , , )

행했을 때 교육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통.

해서 경영 모의 게임의 교육 효과를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 모,

의 게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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