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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액 기부를 증진시키기 한 기부 캠페인 략으로 비주얼 노벨 게임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 1은 독거노인을 상으로 하는 비주얼 노벨 게임을 개발하 고, 연구 2에

서는 게임이 기부 의도  기부 의도에 선행하는 정서인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 다. 분석 결과, 게임은 효과 으로 각 정서와 기부 의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감  염

려는 비주얼 노벨 게임과 기부 의도 사이에서 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주얼 노

벨 게임이 사용자의 이타  동기를 자극하여 기부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도구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visual novel game as one of the donation campaign strategies. In 

study 1, we developed a visual novel game for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 study 2, we also 

examine how game affects personal distress and empathic concern, the emotions that trigger help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game can promote both emotions effectively. Moreover, empathic 

concern completely mediated between game and donation inten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visual 

novel game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stimulating user's altruistic motivation to do donation 

behavior.

Keywords : Donation intention(기부 의도), Serious game(기능성 게임), Visual novel(비주얼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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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기부문화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지만 여 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2018

년 국 자선 지원재단의 세계기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순 는 139개국  60

로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1]. 이러한 을 개선

하기 해서는 기업의 고액 기부보다도 개인의 소

액 기부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해 다양한 기부 

고나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2].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T 기술의 발

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부 고나 캠페인이 늘

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터랙티  동 상이나 디

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기부 모  활

동을 융합한 사례가 차 많아지고 있으며, 국내에

서도 롭스(LOBS)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고

객참여형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캠페인, 온라인 기부 랫폼인 나눔 1번가 등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지만 국내에서 이

러한 캠페인은 기업이나 종교단체같이 재정  여

유가 있는 조직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소 기부

단체에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기능성 게임을 활용하는 것이 하

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기능성 게임은 경 , 교육, 

훈련, 헬스 어 등의 순수한 오락 이외의 목 을 가

지는 게임[3]으로, 이어의 인지 , 학습 , 행동

, 개념  변화를 목표로 한다[4]. 기부 고나 캠

페인의 목  한 개인의 태도 변화  사회  메

시지 달로, 기능성 게임의 목 과도 일치한다.

이때 기능성 게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

 내러티 는 사람들의 정서와 태도에 효과 으로 

향을 미친다. 통  정의로 봤을 때 내러티 란 

시간  연쇄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5]을 말하

며, 상호작용  내러티 는 사용자가 직  참여하

여 롯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내러티 를 말한다. 

게임에서 상호작용  내러티 는 내용을 이끌어나

가는 데 더해, 사용자의 정서를 발하고 등장인물

에 공감하게 한다[6,7]. 이때 발된 정서나 공감은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8,9].

이처럼 정서를 발하는 것은 기부 행동을 구

하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기부 상을 보고 

느끼는 슬픔이나 동정심, 죄책감, 심리  불편감과 

같은 정서는 상에 한 공감을 발하며, 이는 

결과 으로 그들에 한 기부 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10,11]. 

게다가 기능성 게임은 실 으로도 좋은 방안

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로그래 이나 디자인 

등을 문 으로 익힌 사람들만이 게임 개발에 참

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니티 등 게임 엔진 

로그램이 발 하면서 필요한 기술 수 이나 소요 

인원, 비용 등이 상 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보자들도 어려운 로그래  지식 없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혼자 혹은 소수로 게임을 

개발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을 

보면, 개발 비용이 상 으로 큰 다른 기술보다도 

기능성 게임이 활용 가능성이나 일반화 가능성 측

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기존 기

부 증진 게임과 련된 사례  연구를 개 하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하여 연구1과 연구2를 

수행하 다. 연구1에서는 기부 상을 독거노인으

로 선정하여 비주얼 노벨 게임을 개발하 으며, 연

구2에서는 개발한 비주얼 노벨이 사용자의 정서와 

기부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2. 련 사례  연구

해외와 국내에서 기부 증진 게임에 련된 연구

는 개발된 게임을 심으로 효과를 검증하거나, 게

임이 기부 의도를 증진시키는 심리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게임 사례와 련 연구를 소개하고, 게임 내에 삽

입되는 상호작용  내러티 의 효과와 함께 게임이 

고에 응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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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탐색해볼 것이다.

2.1 해외 기능성 게임 사례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기부 증진 게임  

학술 으로 검증이 된 게임에는 Darfur is 

dying[12,13]과 Spent[14] 등이 있었다.

먼  Darfur is dying은 남캘리포니아 학에서 

2006년도에 개발한 래시 기반 라우  게임으로, 

다르푸르 분쟁이라는 아 리카 수단 지역에서 발생

한 인종 간 학살을 소재로 하고 있다. 게임은 두 

가지 모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캠 에서 우물

로 가면서 물을 구하는 러닝게임 모드이다. 이때 

이어는 캐릭터가 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면서 

뛰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모드는 캠 를 운 하는 

시뮬 이션 게임 모드로, 이어는 첫 번째 모드

에서 가져온 물을 사용하여 캠 를 운 한다. 이때 

물이 다 떨어지면 첫 번째 모드로 돌아가서 물을 구

해 와야 한다. 목표는 두 가지 모드를 번갈아 하면

서 7일 동안 생존하는 것이다. 게임 사용자는 당시 

학살의 주체 던 수단 민병 의 잔혹성과 다르푸르 

원주민들의 어려움을 간 으로 체험할 수 있다.

Peng, Lee와 Heeter는 Darfur is dying을 이용하

여 기능성 게임이 도움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서 검증하 다[13]. 그 결과, 게임을 실제로 해볼 때 

동일한 내용의 상이나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도움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게

임을 할 때 등장인물의 역할에 더 몰입하며, 이로 인

해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pent 게임은 빈민층과 노숙자를 한 비 리 

회사인 Urban Ministries of Durham(UMD)에서 

2011년에 제작한 상호작용  내러티  게임이다. 

게임 내에서는 미국 빈민층의 생활에 해서 다루

고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 우선 배경 스토리( . 당

신은 직업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설명과 함

께 1,000달러가 주어지고, 이어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빈민층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얼마나 좁은

지, 그리고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반 인 측면

에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 인

지 등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 으로 알 수 있다. 

Spent 게임 역시 Darfur is dying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도움 의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 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바 있다. Spent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을 상으로 게임 형태와 텍스트 형태의 효과

를 비교한 결과[14],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험 직후 

노숙자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다. 그

지만 3주 후 다시 조사한 결과, 게임 집단에서만 

여 히 노숙자를 정 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

났다. 즉, 게임은 이어의 태도를 변화시킬 뿐

만 아니라, 변화한 태도를 장기 으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국내 기능성 게임 사례

국내에서도 기부를 목표로 제작된 모바일 게임

은 상당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 사례로 학술

으로 연구된 바 있는 빅워크와 트리 래닛을 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5].

빅워크는 2012년 런칭한 모바일 기부 게임으로, 

기부에 건강 리 요소와 게이미피 이션 요소를 

추가한 앱이다. 사용자가 걷기  앱을 실행시키면, 

앱에서는 GPS 치 정보를 통해 걸음을 측정하여 

10m당 1원씩 기부 이 립된다. 목표 기부액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뜨고, 지 까지 몇 번

이나 목표액에 도달하 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자는 앱을 사용하면서 기부 과 수혜자에 련된 

기부 련 정보나 본인의 걸은 시간  소모 칼로

리와 같은 건강 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16].

트리 래닛은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

일 기부 게임으로, 게임 내에서 나무를 키우거나 

지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 나무를 성장시키면 실 세계에서도 

나무가 필요한 세계 곳곳에 실제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게임을 통해 실제 나무의 모

습을 확인하거나 나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17].

빅워크와 트리 래닛을 심으로 모바일 게임에

서 사용자의 기부 요인을 탐색한 결과[15],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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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바일을 통해 기부하는 데에는 사용자가 지각

하는 기부 편의성, 이동성, 게임이나 캐릭터에 

한 애착, 사용자들 간, 혹은 사용자와 기부 수혜자 

간의 계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용자는 모바일 앱이 기부를 어디에서나 편리

하게 할 수 있는 , 게임 내에서 느끼는 애착이나 

경험하는 계 등이 장 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건강 추구나 재미와 같은 부가

 가치들 한 사용자가 지속 으로 게임을 하도

록 유도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기부와 게임을 융합하려는 시도와 그에 

한 연구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 개발된 

게임들은 따로 설치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야 하는 등 기부에 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

출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부에 

심이 없는 일반 들은 기부 게임을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때, 단순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게임은 그러한 단 을 보완해  수 있다. 

클릭이나 스와이 처럼 단순한 상호작용으로 이루

어진 고들은 노출도가 높은 유튜 나 게임 내에

서 활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 하여, 게임 에서도 최소의 상

호작용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장르인 비주얼 게임 

형식을 차용하여 기부 증진 기능성 게임 로토타

입을 제작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3 상호작용  내러티 의 효과

통 으로 내러티 란 하나의 이야기를 연속된 

것으로 조직화시키는 장치, 략  습[18] 혹은 

시간  연쇄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5]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 인 선형 내러티 에 수

용자가 참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19]인 

상호작용성을 더한 것을 상호작용  내러티 라고 

한다. 즉, 상호작용  내러티 란 수용자가 롯 

내에 직  참여하여 롯의 흐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은 이러한 상호작용  

내러티 를 사용하는 표 인 가 된다.

상호작용  내러티 는 통  선형 내러티 와 

비교해서 개인의 태도나 행동을 효과 으로 변화하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원 환자들을 상으로 

상호작용  내러티 를 포함한 비주얼 노벨과 통

인 선형 내러티 를 갖춘 비주얼 노벨이 미치는 

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  비주얼 노

벨을 이했을 때 환자의 몰입과 임 워먼트, 자

기효능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

는 즉, 상호작용  내러티 는 개인의 인지와 동기

를 효과 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 1] the model of effect of interactive 

narrative[21]

한 Steinmann 외는 상호작용  내러티 가 개

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을 밝 낸 바 있다[21]. [Fig. 1]에서처럼 상호작용

 내러티 는 책임감, 동일시, 감상을 통해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친다. 즉, 사용자는 상호작용 내러

티 에 참여할 때 자신의 참여가 즉각 으로 내러

티  내의 상황에 반 되는 것을 보며 책임감을 느

끼고, 등장인물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등장인물의 감

정에 더 공감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만

이 아닌 의미와 감동을 느끼며 감상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처럼 상호작용  내러티 는 통  내러티

보다 개인을 설득하고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가

져오는 데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의 연구에서 제시한 책임감과 감상 같은 

변인들은 정 인 정서가를 가진 인지와 정서의 

복합  개념들이다. 즉, 정서 자체의 향력을 구

체 으로 다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는 행동, 그 에서도 도움 행동에 있어서 정서 자

체를 발하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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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ozi와 Moore는 고 자극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 정서가 수용자의 공감  반응을 발하고, 결

과 으로 도우려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고 하는 

감정이입-도움 가설을 주장한 바 있다[10]. 즉, 연

구에서 정서를 도움 행동에 선행하는 구체  변인

으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1에서는 기부 의도를 진하기 

한 비주얼 노벨 게임을 개발하면서 사용자의 정

서를 발할 수 있게끔 기획하 으며, 연구2에서는 

실제 게임이 사용자의 정서  기부의도를 모두 

증진시키는지 검증하고, 이에 더해 정서가 그 사이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 검증하 다.

3. 연구1: 기부 의도 증진을 한 비주얼 

노벨 게임 개발

고에서 사용되는 설득 방식  하나인 정서  

소구 방식을 기반으로 비주얼 노벨 게임 로토타

입을 개발하 다. 본 로토타입은 노인의 일주일 

간 생활을 담아내고 있어 제목을 '노인의 하루'로 

붙 으며, 비주얼 노벨 문 게임 엔진인 이

(Ren‘Py)을 사용하여 구 하 다.

게임 내 내러티 는 비주얼 노벨 내에서 구체

이면서도 실 인 상황을 보여주기 해 신문 기

사, 사설 등을 수집하여 재구성하 다. ‘노인의 하

루’ 안에서 주인공은 80세의 노인으로, 배우자는 

이미 죽었고 자식이 있지만 막내아들 이외에는 연

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막내아들은 리어카로 과일을 팔며 생계를 이

어가고 있으며, 본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도 벅찬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인공은 자식

이 있다는 이유로 연 을 받지 못하고, 폐지를 주

워 팔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게임은 그러한 

주인공의 상황을 배경으로 독거노인이 마주하는 가

난과 고독에 해서 다룬다.

3.1 비주얼 노벨

본 연구에서 설계한 게임은 비주얼 노벨의 일종

으로, 이는 게이머가 단어를 직  입력하거나 명령

을 내려 스토리를 완성해나가는 게임 장르인 어드

벤처 게임의 한 종류이다. 비주얼 노벨은 내러티

를 기반으로 하고 그림, 소리, 애니메이션, 상호작

용, 화와 같은 구성요소를 가진다[22]. 이어

는 비주얼 노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선택에 한 결과를 볼 수 있

다[23]. 정리하자면, 비주얼 노벨이란 이어가 

게임 내 롯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상호작용  내러티  기반의 게임이라 할 수 있다.

[Fig. 2] Yo-yo structure

본 로토타입에서는 상호작용  내러티  구조 

에서도 요요 구조를 차용하 다. 요요 구조란 

[Fig. 2]에서처럼 제시되는 선택지에 따라 나타나

는 결과는 다르더라도, 근본 으로는 주요 스토리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러티 가 진행되는 구조

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에게 상호작용

을 제공하면서도 체 서사 구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24]. 

‘노인의 하루’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요 스토리라

인과 분기별 선택지로 구성된다. 주인공은 일주일 

동안 매일 각기 다른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하고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루에 네 개씩 주

어지는 선택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는 달라지지만, 다

음날 사용자가 맞이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를 들어 주인공은 둘째 날 집에 온 생활 리사

를 보낼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과는 무 하게 다음날에는 몸이 

아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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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게임 진행 에 스테

이터스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스테이터스란 주인

공의 재 능력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 

본 로토타입에서는 각각 돈, 건강, 스트 스를 

스테이터스로 삼았다. 이때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

하면서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지에 따라서 각 스테

이터스의 변동 폭은 달라진다. 이는 게임 선택지에 

한 즉각  피드백으로, 사용자가 지각하는 상호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2 정서  소구를 한 디자인

고 련 연구에서 메시지 소구 유형을 분류하

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정보  소구와 정서  소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

보  소구란 제품 혹은 서비스의 특징이나 이 , 

소비해야 할 원인을 강조하여 달하는 것이고, 정

서  소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느낌, 분 기 

혹은 그로 인해 충족할 수 있는 감성  욕구에 호

소하는 것이다[25].

공익 고는 수용자의 태도나 특성, 귀인 등 여

러 가지 변인에 따라 선호하는 소구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다. 그 지만 일반 으로는 정서  소구 

방식을 채택하여 수용자가 슬픔이나 분노, 공포와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게 한다. Bagozzi와 Moore

의 감정이입-도움 가설[10]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

을 설명하고 있다. 즉, 공익 고는 사용자의 부정 

정서를 발하여 기부 상에게 공감하게 하고, 그

로 인해 기부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내러티

의 내용에 더해 시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디

자인 요소도 정서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실용주의 미학에 따르면, 디자인은 감각  요소, 

감성  요소, 구성  요소, 시공간  요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26]. 첫 번째 요소인 감각  요소는 

시각, 청각, 각 등 감각기 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로, 제품의 형태, 색상, 감, 온도, 냄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소인 감성  요소는 

특정 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정서나 평가 

등을 포함하며, 감각  요소와 하게 련되어 

있다. 를 들어, 제품의 외 , 가격, 구체  사양 등

이 본인의 기 이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에 한 

평가 이후 느끼는 기쁨, 만족감 혹은 실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인 구성  요소는 부분과 

체와의 계를 뜻한다. 그림을 로 들면, 그림에

서의 각 요소와 그 요소가 담고 있는 함축된 의미와

의 계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 요소인 시공간  

요소는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간 , 공간  

요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를 들

어 개인이 어떤 활동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유난히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각각에 해당하는 색

깔, 비, 이미지 등이 기부자의 연민, 공감, 동정심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토타입인 ‘노

인의 하루’ 역시 정서를 발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하 다. 우선, 감각  요소 

측면에서는 상의 어려움을 직간 으로 나타내

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직  이해  연민을 증

진시키려고 하 다. 를 들어 게임에서는 스토리

에 따라 오래되고 텅 빈 냉장고의 모습이나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에 주인공이 앓아 운 장면을 

보여 다. 그리고 감성  요소 측면에서는 검은색

의 배경과 어두운 컬러의 경을 사용하고, 텍스트

는 이미지와 비되게 하여 사용자의 시선을 유도

하고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 다. 시공간  

요소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상호작용 

내러티 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실 세계가 아니

라 내러티  속 세계에 존재하는 듯 느끼며[28] 게

임 속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

록 하 다.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 측면에서는 스

테이터스의 추가로 사용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을 증진하고, 결과 으로는 사용자가 느끼는 정서

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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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1: 결론  논의

연구1은 새로운 기부 진 고  캠페인의 일

환으로 비주얼 노벨 게임을 제안하고, 기획  개

발을 진행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비주얼 노벨 게임 내용은 신문 기사와 사설 등

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기부 상의 실 인 어려

움과 고충을 생생하게 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비주얼 노벨 게임은 상호작용 내러티 를 내

재하고 있어, 통  선형 내러티 보다 사용자를 

설득하고 공감하게 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

다. 한 게임의 디자인 요소 역시 기존 연구에 근

거하여 사용자의 정서를 더 발하는 방향으로 설

계하 다. 이러한 디자인 고려 에 따라, 비주얼 

노벨 게임은 사용자의 기부 의도를 효과 으로 증

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상된다.

그러나 연구1은 비주얼 노벨 게임의 실제 효과

에 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즉, 비주얼 노벨 

게임이 실제로 사용자의 기부 의도를 증진시키는지 

그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연구1에서는 비주얼 

노벨 게임이 정서를 발하여 기부 의도를 증진시

킨다고 가정하 으나, 실제로 그러한 메커니즘이 

동작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러

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연구2를 진행하 다.

4. 연구2: 비주얼 노벨 게임의 효과 검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정서는 기부 행

동에 있어서 요하게 다루는 선행변인이다. 하지만 

과거 연구에서 부정 정서만을 주요하게 다룬 것과는 

달리[10], 최근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를 넘어 보다 

세부 인 정서( . 공포[29]) 나 정 정서[30,31] 등 

다양한 정서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그 에서도 도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발하

는 두 가지 정서인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를 

심으로 비주얼 노벨 게임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

서와 기부 의도와의 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는 도움이 필요한 사

람을 지각했을 때 발되는 정서로, 도움 행동을 

증가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사용자는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실  어려움을 목격할 때, 

두 가지 정서가 모두 발될 수 있다. 더불어 독거

노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즉, 기부 의도 역시 

발될 수 있다. 이때, 두 정서와 기부 의도는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비주얼 노벨 게임의 경험 후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1: 비주얼 노벨 게임 집단은 비교 집단

보다 기부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비주얼 노벨 게임 집단은 비교 집단

보다 개인  고통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비주얼 노벨 게임 집단은 비교 집단

보다 공감  염려가 증가할 것이다. 

이때 두 가지 정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도움 행

동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에서는 다르다. 개인  

고통은 자기-지향 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  고통

을 이고자 타인을 돕는 이기  동기를 발하는 

반면, 공감  염려는 타인-지향 으로 자기 자신보

다는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이고자 타인을 돕는 

이타  동기를 발한다[33]. 이 듯 두 가지 정서

는 모두 도움 행동을 발시킬 수 있으나, 그 결과

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한 로,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 지향  이유로 자원 사를 하는 노인에 비해

서 타인 심 인 이유로 자원 사를 하는 노인들

이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

다[34]. 즉,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  어느 것

이 기부 의도와 비주얼 노벨 게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기부 동기와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주얼 노벨 게임과 

기부 의도 사이를 어떤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검증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1: 비주얼 노벨 게임이 기부 의도에 미

치는 효과는 개인  고통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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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비주얼 노벨 게임이 기부 의도에 미

치는 효과는 공감  염려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4.1 실험 방법

4.1.1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비주얼 노벨 게임이 참가자의 개

인  고통, 공감  염려, 공감  반응, 기부 의도에 

각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이에 따라 참가

자가 경험한 각 변인들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 통계  분석을 거쳤다. 이에 따라 수도권 A 

학에 재학 인 참가자 50명을 상으로 사 -사

후 검사를 실시하 다. 참가자는 남성 20명(40%), 

여성 30명(60%)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연령은 

21.82세(만 19세-만 29세) 다.

4.1.2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에는 비주얼 노벨 게임, 

비교집단에는 동 상을 자극으로 사용하 다. 비교

집단에서 사용한 동 상은 비주얼 노벨 게임을 구

성하는 이미지와 음악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동

상 길이는 약 3분으로, 평균 게임 이 시간과 

유사하게 제작하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에

서 사 과 사후에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 기

부 의도를 측정하 다.

4.1.3 측정도구

기부 의도. 피험자의 기부 의도를 평가하기 

해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기부 의도 측정 척도

를 사용하 다[35]. 이 척도는 총 5문항의 7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 의도 척도의 내  신뢰

도(Cronbach’s α)는 기존 연구에서 .85, 본 연구에

서 .92로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 피험자의 정서 변

화를 측정하기 해서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 

문항을 사용하 다[36]. 개인  고통은 불안한, 슬

픔, 혼란스러운, 근심스러운, 당황스러운, 어지러운, 

괴로운, 걱정스러운의 8가지 형용사를 7  척도로 

평정하게 하 고, 공감  염려는 동정이 가는, 마

음 쓰이는, 불 한, 상냥한, 따뜻한, 부드러운의 6

가지 형용사를 7  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 각각

의 내  신뢰도(Cronbach’s α)는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  고통 .70, 공감  염려 .74로 다소 나타났으

며[36], 본 연구에서 내  신뢰도(Cronbach’s α)는 

개인  고통 .95, 공감  염려 .85로 나타났다.

4.1.4 분석 방법

우선 주요 변인 간의 계성을 알아보기 해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개입조건 간 사  

측정치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하여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 다.

한 비주얼 노벨 게임이 비교조건보다 종속 측

정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서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2*2(개입조

건: 비주얼 노벨 게임, 통제자극 * 측정시기: 사 , 

사후) 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변량분석과 사후 측정

치에 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비주얼 노벨이 실제로 공감  염려와 

개인  고통을 발하여 기부 의도를 증진시켰는지 

확인하기 해서 매개 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의 수가 다는 을 고

려하여 PROCESS macro(model 6)[37] 분석법을 

사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PROCESS 

macro는 표본 크기가 작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

할 수 없을 때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직  

효과와 매개효과, 조  효과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다는 이 장 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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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과

4.2.1 기술통계  상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변인 간 상

계를 확인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부 의도는 개인

 고통과는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감  

염려와는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r  = 

463, p < .01). 즉, 공감  염려가 높으면 기부 의

도도 높을 수 있다. 한 공감  염려와 개인  고

통의 계 역시 유의하 다(r = 619, p < .01).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Donation Intention(DI), 

Personal Pain(PD), and Empathic Concern(EC)

DI PD EC

DI -

PD .176 -

EC .463** .619** -

*   < .05

4.2.2 사 동질성 검증

처치  평가한 사  측정치들의 평균  표  

편차,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비주얼 노벨 게임 조건과 동 상 조건 간

에 어떤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사후에 나타난 변화가 가외 변인으로 인

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4.2.3 비주얼 노벨 게임의 효과

[Table 2]에는 사 과 사후에 측정한 참가자들

의 기부 의도, 개인  고통, 공감  염려 수 이 

제시되어 있다. 먼 , 기부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측정

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하 으며, (1, 48) = 29.78, 

  = .00, 
 = .39, 처치조건과 측정시기의 상호

작용 효과도 유의하 다, (1, 48) = 11.20,   = 

.00, 
 = .19. 한 기부 의도 사후 측정치의 독

립표본 t-검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97,   = 

.01. 

Variable
Condition

(N)

Pre Post

Main 

effect

(Time)

Interaction effect

(Time*Condition)

effect 

size

M(SD) t M(SD) t F F partial 

DI

Experiment

(26)

19.88

(5.72)
.30

24.92

(4.85)
2.97* 29.78* 11.196* .19

Comparison

(24)

19.41

(5.47)

20.63

(5.39)

PD

Experiment

(26)

17.46

(11.00)
-1.55

35.27

(8.93)
2.09* 90.93* 20.11* .30

Comparison

(24)

22.27

(12.17)

28.91

(11.47)

EC

Experiment

(26)

16.19

(5.21)
-1.50

28.04

(4.89)
3.23* 159.11* 38.40* .44

Comparison

(24)

18.41

(6.81)

22.77

(6.33)

*   < .05

[Table 2]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of variance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of 

donation intention(DI), personal pain(PD) and empathic concerns(EC)



160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9 Oct; 19(5): 151-164

― 사용자의 기부 의도 증진을 한 비주얼 노벨 게임 개발  효과 검증 ―

다음으로 개인  고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측정시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 으며, (1, 48) = 90.93,   = .00, 


 = .66, 처치조건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도 유의하 다, (1, 48) = 20.11,   = .00, 
 = 

.30. 한 개인  고통 사후 측정치의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9,   = .04. 

마지막으로 공감  염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하 으며, (1, 48) = 159.11,   = 

.00, 
 = .77, 처치조건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 다, (1, 48) = 38.40,   = .00, 


 = .44. 한 공감  염려 사후 측정치의 독립

표본 t-검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3,   = .00.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변인에서 시기의 주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 모든 

변인의 사후 측정치 역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주얼 노

벨 게임 집단에서 비교 집단에 비해 사용자의 기

부 의도, 개인  고통, 공감  염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가설 1-1, 

1-2, 1-3이 모두 지지되었다.

4.2.4 개인  고통과 공감  염려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Model 6)

을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사후 수를 통해 개입 효과를 분석하 으며, 분석

시 제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 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동 상 비 비주얼 노벨 

형식 게임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

나, B = 4.30, p < 01,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 2.70, p = .08. 한 개인  

고통에 의해 매개된 간 경로의 계수 값은 -.599

로, 95% 신뢰구간의 범 가 [-1.978, .546]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

기 때문에 개인  고통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39]. 이에 따라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반면, 공감  염려에 의해 매개된 간 경로의 계

수 값은 1.386으로, 95% 신뢰구간의 범 는 [.105, 

3.141]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감  염려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 즉,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정리하자면, 비주얼 노벨 게임 이후 사용자의 기부 

의도는 개인  고통이 아닌 공감  염려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주얼 노벨 형

식 게임과 기부 의도 사이의 직  경로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게임의 효과는 

공감  염려에 의해서 완 매개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Bootstrapping Results for Indirect Effects 

in Visual Novel Game

Indirect effect B
Boot 

S.E

CI 95%

Boot 

LLCI

Boot 

ULCI

Game → PD 

→ DI
-.599 .636 -1.978 .546

Game → EC 

→ DI
1.386 .808 .105 3.141

Game → PD 

→ EC → DI
.814 .565 .006 2.170

Total Indirect 

effect
1.602 .900 .108 3.614

4.3 연구2 결론  논의

연구2에서는 연구1에서 개발한 비주얼 노벨 게

임의 효과를 동 상과 비교하여 검증하 다. 분석 

결과, 동 상과 비주얼 노벨 게임은 모두 사용자의 

기부 의도  개인  고통, 공감  염려를 증가시

켰지만, 비주얼 노벨 게임이 동 상보다 유의미하

게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얼 노벨 

게임이 동 상 이상으로 사용자의 정서나 동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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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고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해서도 시사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감  염려와 개인  고통이 게임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도 검증하 다. 그 결과, 개인  

고통은 매개 역할을 하지 않고, 공감  염려가 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얼 노벨 

게임이 이기  동기보다는 이타  동기를 발하여 

기부 의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참

가자 수가 히 은바, 후에 재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한 방법

의 일환으로 기부 의도를 증진할 수 있는 비주얼 

노벨 게임을 설계하고, 게임의 향력을 동 상과 

비교하여 검증하 다. 통계  분석 결과, 비주얼 

노벨 게임은 동 상보다 사용자의 정서와 기부 의

도를 효과 으로 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감  염려가 비주얼 노벨 게임과 기부 의도 

사이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

얼 노벨 게임이 사용자의 이타  동기를 발시켜 

기부 의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함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기부 의도는 자신의 괴

로움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

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향후 보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주얼 노벨은 주로 부

정 정서를 발하도록 설계하 다. 그 지만 최근 

고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정 정서, 

혹은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혼합하여 발하는 

혼합 정서 등의 효과성 검증[40]에 한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 게임의 특성 면에서

도 게임에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더 자연

스럽다. 따라서 차후에는 혼합 정서를 발하는 내

러티 를 담은 게임을 개발하고, 부정 정서만을 

발하는 게임과 향력을 비교하는 연구 역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하기 과 후만을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며, 참가 상군 역시 

학생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게임의 효과가 더 

장기간 지속되는지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일반화 가능성 역시도 제한 이다. 따라서 참가 

상군을 보다 다양한 직업군과 나이 로 확장하고, 

사 -사후 연구뿐 아니라 추수 연구까지 포함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에서는 일주일 

동안 독거노인이 마주하는 일상  사건들을 보여주

었다. 일반 으로 기부 고는 짧은 시간 시청자에

게 효과 으로 향을 미치기 해서 가장 부각되

는 측면에 해서만 짧고 굵게 담아내는 경향이 

있다. 반 로, 기부를 목 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에

서는 기부 상자의 일상과 고난을 보다 구체 으

로 보여  수 있지만 보는 데에 시간이 길게 소요

된다. 이러한 가운데, 비주얼 노벨 게임은 짧은 시

간에도 기부 상자의 다양한 실을 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게임을 디자인할 때 사용자는 주인공이 매

일 마주하는 사건들에 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고 선택지마다 다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이러한 구성은 사용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통  내러티 보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선택지 별로 따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해

서 비주얼 게임 형식 게임은 유튜 , 스마트폰 앱 

등에서 사용되는 노출형 고에서 재생형, 클릭형 

모두에 사용 가능하며, 이에 따라 기부에 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비교  노출하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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