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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용 게임은 사용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게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자 
맞춤 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용 게임에서의 학습자 특성별 맞춤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용 게임을 위하여 게임에서의 
시각적 요소를 학습자에게 맞춤 제공 할 수 있는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에디터를 제안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도
와, 동기유발을 향상시키고 몰입감을 높여 학습 효과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 교육용 게임, 게임디자인 요소, 시각

Abstract  Educational game is applied by learner’s customized education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inducing 
user’s interests and motives and drawing spontaneousness. And, the perception is gradually improved. At present, 
educational game customized by learners is provided by only the form of character customiz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visual customizing editor which can provide visual factors to learners in game for more 
efficient educational game. It will improve interests and motives of learners and increase concentration, so 
studying effects will be improved. 

Key Words : Educational Game, Game Design Elements,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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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사 심에서 학습자 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 의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자기주

도 인 학습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 에 걸맞은 학습방법  하나인 

교육용 게임은 사용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발

성을 이끌어 내는 게임의 특성을 바탕으로 맞춤 교육이 

용되고 있으며, 그 인식이 차 높아지고 있다[1].

본 연구에서의 교육용 게임은 순기능을 목 으로 하

는 기능성 게임의 한 분야로서 게임의 재미를 기반으로 

교육 는 학습효과를  수 있도록 기획된 게임을 지칭

하며[2], 학습자는 유아  등생( 학년)을 상으로 

한다.

교육용 게임에서의 맞춤교육 제공 형태는 학습자의 

수 별, 특성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 별 맞춤 교육 제공 

형태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 에 맞는 학습의 난이도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부분 학습 단계를 선택하여 게임

을 이하고, 학습자의 수 이 향상됨에 따라 다음 단

계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특성별 맞춤 교육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맞춤화 한 게임의 형태는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효과 인 학습자 맞춤형 교육용 게

임을 해서는 수 별 맞춤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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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제공되어

져야 한다[3].

교육용 게임이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용되어지는 요소  사람에게서 정보습

득의 70%, 형태인식의 90%의 큰 비 을 차지하는 시각

 요소를 요하게 고려해야한다[4]. 게임에서의 시각  

요소는 사용자와 게임을 연결하는 최 의 단 이며, 학

습자의 흥미도와 동기유발을 향상시키고 몰입감을 유발

하는 요한 요소이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용 게임을 한 다양한 고려요소  시각  

요소를 심으로 하여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에디터를 제

안하고자 한다.

2. 학습자 특성에 따른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요소

2.1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시각적 디자인 고려

요소

교육용 게임이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먼  성별, 연령, 직업 등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악해야 한다. 학습자의 특성  성별은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방법이 아닌 각각의 특성을 살

린 교육 방식이 요구되며, 재 효과 인 맞춤 교육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 1]는 다양한 

성별 차이요소  교육용 게임 디자인 시 시각  고려요

소 부분을 인터페이스, 캐릭터, 배경그래픽, 게임 상으

로 분석한 내용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등학교 여자

아이들은 게임 화면의 구성이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밝

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물음에 정 인 답변이 

많았던 반면 남자아이들은 부정 인 반응이 많게 나타났

다[3].

시각  요소  색채에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색채

는 시각  효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소로 인지되어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6]. 남자

아이들은 연두색과 란색을, 여자아이들은 노란색과 자

주색을 체로 좋아하며, 등학교 학년일수록 자주색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학습자 개개인은 시각  요소의 선호도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교육용 게임 디자인 시 성별 차이에 따른 시각적 고려
요소

게임 요소
성

별
성별 차이 요소

개발 시 

고려요소

시

각

인터

페이

스

남

자

높은 시각  

인지능력

M세포가 많은 

망막 

시각  활동량이 

높은 화면 구성

여

자

미 , 패션, 수집 

활동 심 높음

감각 인 

인터페이스구성

추상  게임화면

캐릭

터

남

자

공, 기차, 자동차 

선호

선호하는 것을 

선정

여

자

인형, 유모차 

선호

선호하는 것을 

선정

배경

그래

픽

여

자

P세포가 많은 

망막

따뜻하고 밝은 

색채 사용

게임 

상

남

자

높은 시각

인지능력

M세포가 많은 

망막 

시각  활동량이 

높은 화면 구성

2.2 게임에서의 비주얼 커스터 마이징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생산업체나 수공업

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제작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주인이 원하는 로 

만들다’, ‘주문 제작하다’라는 뜻의 커스터마이즈

(customize)에서 유래된 말이다[8]. Customize는 사

인 의미로 보면 ‘자신의 성향에 맞도록 맞추다’이다[9].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에 해 제이콥 닐슨은 개인화 와 

맞춤화로 구분하여 차이와 정의를 내렸다[10]. 개인화는 

사용자의 직 인 행동 없이도 컴퓨터 는 OS가 스스

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사용 흔 에 따라 콘텐츠가 

자동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맞춤화는 사용자의 직

인 행 에 의해 설정되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주어

진 요소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사용자 개인의 욕구에 

맞춰 변환 하게 하는 능동 인 행 가 필요한 시스템을 

일컫는다[11]. 재 국내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개

념에 하여 학자와 문가마다 맞춤화와 개인화의 뜻과 

정의를 허용하는 범 가 달라 정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게임에서 사용되는 ‘커스터마이징‘ 

용어에 한 범주가 정확하지 못한 상태다[12]. 

게임에서의 커스터마이징은 사용자 맞춤형 게임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이 사용자의 성향, 욕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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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용 게임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플로우차트

맞추어서 자동 으로 변환되는지, 능동 으로 사용자

가 변환 하는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본 연구에서 다

루는 비주얼 커스터마이징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능

동 으로 시각  요소를 변환 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게임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하나인 캐릭터 커스터

마이징은 사용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캐릭

터 생성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12]. 사용자 개인의 

성향에 맞게 캐릭터를 꾸미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 하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려는 사용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한 맞춤형 서비스다[11]. 게임 UI 커스

터마이징은 사용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게 UI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에서의 표 인 로 와우

(WOW)에서의 에드온(Add-ons)을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에드온이란 ‘Add on programs' 즉 기본 로그램 

에 추가 인 로그램을 덧붙인다는 의미로서, 게임에

서는 인터페이스 부분을 사용자에게 개방하여 스스로 필

요한 것을 극 반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사용자의 특성을 반 한 맞춤형 인터페이스

는 해당 게임의 지속 인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을 강화

시키는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3. 교육용 게임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에디터 제안

교육용 게임은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고려하여 학

습자에게 심을 부여하지 않으면 지속 인 학습유지가 

힘들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을 단시키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학습자가 선호하는 시각 인 요소인 배경, 사물, 

캐릭터등을 사용하여 지속성 있게 심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설계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게임에 출 하는 시각  요소 

배경, 사물, 캐릭터등의 출  오 젝트에 한 커스터마

이징을 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안하여 학습자의 교육 몰

입도와 흥미도를 최 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교육용 게임 비주얼 커스터

마이징 에디터의 흐름도를 타나낸 것이다. 교수자(학부

모)는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게임의 시각  요소들을 선

택  배치한다. 그리고 이 게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된 

교육용 게임을 학습자가 이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도와, 동기유발을 향상시키고 몰입감

을 높여 학습 효과 향상에 도움을  것이다.

[그림 1] 교육용 게임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흐름

제안하는 에디터는 학습자가 유아  등생( 학년)

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의 아이들은 교수자가 

비주얼 커스터마이징을 용 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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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 

스스로 용도 가능하다.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구간은 

크게 게임 캐릭터와 구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구

간으로 나뉜다. 게임 캐릭터 선택에서는 캐릭터의 성별

부터 외향 모습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게임 구

조  형태 선택은 캐릭터 이외의 시각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게임의 배경스킨, 텍스트, 색채, 이아

웃, 오 젝트 형태, 효과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조작부는 게임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시 

선택의 팔 트, 버튼 형, 세부 조  선택의 슬라이드바 형 

등으로 구 할 수 있다.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에디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

을 학습자에게 용하는 를 제시한다면, 란색을 좋

아하고 로 을 좋아하는 아이의 경우 게임상의 색채와 

스킨등을 란색 계통으로 선택하고 오 젝트등을 로

으로 선택하여 게임에 용시킨다.

그 다면 아이가 선호하지 않는 노란색 계통이나 인

형과 같은 오 젝트로 구성된 게임을 이 할 때 보다 

흥미도와, 동기유발을 향상시켜 몰입감을 높여주어 지속

인 학습이 가능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효과 인 교육용 게임을 하

여 게임에서의 시각  요소를 학습자에게 맞춤 제공하여 

교육 몰입도와 흥미도를 최 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에디터를 제안하 다. 

향후 교육용 게임에서의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시각

 요소 선호도에 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인 게임 기획을 통한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에디

터의 구 이 필요하다. 한 시각  요소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에디터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보다 더 효과 인 교육용 게임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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