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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2022년부터 초등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가 검정화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적용된 교과서가 학습자의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2022년부터 검정화되는 초등 교과서가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 도서’로 발돋움할 수 있도
록, 교과서에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금성출판사의 실험용 사회 교과서를 활용하여 초등
학교 3학년생 12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적용된 교과서는 학습자의 수업 궁금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 수업 
내용 이해도, 수업 재미, 수업 도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유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 교과서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 본 실증적인 연구라는 데에 있다.
주제어 :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 흥미, 교과서, 사회 교과서, 검정 교과서

Abstract  The social studies, mathematics, and science textbooks of the elementary curriculum will 
begin to be authorized from 2022.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textbooks based on a gamification 
motivation strategy on learner interes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gamification motivation strategy to elementary studies textbooks, which will be 
authorized from 2022, can develop this textbook into a “learner-centered curriculum book that induces 
interes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pplied Kumsung Publishing's experimental social studies 
textbooks in class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among 121 third grader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extbooks. The results show that studies textbooks based on a gamification motivation strategy 
greatly influence increased learner interest in the classroom. The textbooks also represent a positive 
influence in learner understanding, interest, and curiosity regarding the class content and assistance. 
Demonstrating that gamification motivation strategy is worthwhile to actively apply in future textbook 
development for the enhancement of learners’ intere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esented 
a meaningful textbook develop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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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2022년부터 초등 사회(사회과 부도), 수학, 과학 교
과서가 검정화된다.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대
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질 높은 교
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이다. 

종전의 초등 국정 교과서는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
용 도서가 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학
습자들의 학습 흥미 부진은 장기간에 걸쳐 문제시되어 
왔다.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하는 것은 교
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Harter[1]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 흥미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높아
질수록 흥미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Dotterer, 
McHale, 그리고 Crouter[2]의 종단 연구에서도 7세에
서 18세에 걸친 시기에 학습자의 흥미가 저하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
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초·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내
재적·외재적 학습동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3].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국정 교과서에서
도 캐릭터를 적용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삽화를 넣기도 
하는 등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하나의 체계적인 동기 전
략으로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즉, 단순한 장치의 역할을 
하여 ‘일시적 흥미’를 불러일으켰을 뿐, ‘흥미 유지’로 이
어지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22년부터 검정화되는 초등 사
회 교과서가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 도
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게
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적용한 사회 교과용 도서가 실
제로 학습자의 흥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때에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적용한 교과서는 실제

로 학습자의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고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교과서로 수업

을 진행한 후,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학습자의 흥

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정 
교과서에서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적용한 실증적
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교과서에 적용한 실증적
인 연구라는 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초등 
사회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도 차
이를 비교 분석해 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과서의 특성상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교과 내용에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차시와 
차시 사이에 흥미를 높이는 장치로 매우 제한된 형태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1.2 연구 동향

1.2.1 교육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항상 고민해 온 학습자의 의욕

을 높이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놀이’ 
또는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게이미피케이
션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계속되었다. 게이미피케
이션은 학습과 교육에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 중 가장 최
신의 개념이다.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의 특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게임의 구조를 활용한다는 것과 그것이 참
가자의 동기에 작용한다는 것이다[4, 5].

게이미피케이션이란 용어는 IT 업계에서 처음 사용하
여 2011년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IT 비즈니스 조
사·컨설팅 회사인 Gartner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메
커닉스 및 체험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동기화시
키는 것’[6]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Zichermann & 
Cunningham[7]은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적 사고와 
게임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몰
입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라고 정의한다. 

게이미피케이션 논의에 공통되는 점은 ‘목표’ 달성과 
참가자의 ‘동기’를 중시하는 것이다. 게이미피케이션에 
사용되는 게임은 Gartner처럼 디지털 게임에 한정되지 
않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아날로그 게임도 다수 도입
되어 있다. 또한, 활동 자체를 게임화하는 경우도 포함된
다. 본고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적 요소를 학습
에 적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동기 전략’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교육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의 연구는 2013년부터 활
발해지게 되었는데[8], 관련 연구로는 Abrams와 Walsh[9]
의 고등학생 어휘 학습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한 연구
가 있다. 이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이 학습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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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어휘력에 관한 자기 인식, 어휘의 뉘앙스 이해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藤本徹[10]은 대학 수
업의 디자인 과목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하고 있다. 
그 결과, 과제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학습활동에 참
가하는 수강생의 흥미나 의욕의 향상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김명성[11]은 초등학교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에 적용한 애드온
(Add-on)에서 착안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애드온
의 핵심 설계 요소를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교육 현장에서 실증적으
로 적용해 보지는 못하였다. 전용수[12]는 고등학교 기술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
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이 학습자의 
흥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자기 효능감에는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동안 교육적 차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3]. 
첫째,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자
의 ‘몰입’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다[9, 11, 14]. 둘째,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수업에 적
용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는 게임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여 교실에 생동감을 주려는 시도이다
[10, 12, 15]. 

본 연구는 사회과 교과서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것이므로, 전자에 속한 연구라 할 수 있다.

1.2.2 게이미피케이션과 흥미
교육심리학의 선행 연구들은 학습에서 흥미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을 증명하였다[16]. 예를 들면 흥
미는 성적[17, 18], 그 외의 동기 변수[19], 동기 전략
[20, 21], 학습 행동의 지속[22]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이처럼 흥미는 학습의 효
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기존 흥미 
연구의 주요 흐름은 대상-특수성(상황적 흥미)과 개인적 
기질(개인적 흥미)로 크게 구분된다. 대상의 속성이나 특
성에 따라 지각되는 흥미의 정도가 달라지며 개인마다 
동일한 대상을 흥미롭게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
다[16, 24].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는 어떤 주제나 활
동에 대하여 유발되는 지속적인 선호도이다. 이 흥미는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

고 비교적 완만하게 발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며, 무의
식적으로 개인의 다음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는 환경이나 
자극 특성에 의해 즉각적으로 야기되어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개인의 지식이나 가치에는 많은 영
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개인적 흥미와 달리 여러 사람
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24]. 그러나 상
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 발전에 중핵적인 역할을 하며, 
어떤 자극을 인지하거나, 특정 행위에 참여함으로써(교
사의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는 행위 등) 촉발되므로 실제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흥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인적 흥미를 다룬 연구는 개인적 흥미가 학습에 미
치는 영향이나 개인적 흥미의 발달 과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상황적 흥미를 다룬 연구는 흥미를 발현케하는 학
습 환경(텍스트의 응집성 및 통합성, 교수 방식, 학습활
동 등)의 특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흥미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 
흥미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내재적 동기에 선
행해야 하며, 개인적 흥미가 촉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초기에 유인 자극의 역할을 하는 상황적 흥미가 전제되
어야 한다. 

Hidi[16]는 어떤 학습 영역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개
인적 흥미가 부족하거나 학습 자체에 동기가 결여된 학
생들에게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를 유발하는 도화선
적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상황적 흥미는 대상이나 
자극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될 때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인지
적-정서적 총합체로서 통합된 흥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 흥미와 내적 동기로 발전하게 된다[25].

흥미에 관한 국내 연구로 윤미선[26]은 사고양식에 따
른 학습동기 및 교과 흥미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요인으
로 흥미를 개인차 변인으로 설정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
행한 결과, 교과 흥미와 학업 성취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또 김종한[27]의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회귀 분석 연구에 따
르면 교과 선호도와 학업 성취의 상관관계가 .49이며 회
귀 분석 결과 회귀계수 .33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
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교과 수업과 관련한 흥
미도 조사에서의 흥미는 대부분 상황적 흥미를 의미한다.

특히 김미라[28]의 보상 제시와 제거에 따른 성취목표
별 또래 교수 집단구성 유형이 학업 성취도 및 흥미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서 ‘보상이 있을 때 훨씬 높은 
학업적 흥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본고에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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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미피케이션의 한 요소인 보상으로 제시되는 포인트, 
아이템 등이 학업적 흥미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
여 주는 유의미한 선행 연구 중 하나라 하겠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작동 기제가 제공하는 
흥미적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동기와 몰
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
19(COVID-19)라는 언택트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29, 
30]

2. 교과서에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을 교과용 도서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

게 2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째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직접 교과서 내용에 접목시키는 방안이다. 둘째는 교과
서 내용과 직접 연계시키기보다는 차시와 차시 사이에 
흥미도를 높이는 제한된 장치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본
고에서는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번째의 경우처럼 
매우 제한된 형태로 적용하였다.

Dicheva 등[8]은 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이용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정리해 놓고 있다[23]. 이를 근간
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의 각 요소를 사회 교과서에 적용해 
보았다. Table 1은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와 사회 교과
서 요소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 교과서에서는 다음의 점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요
소와 대응하고 있다. 먼저 디자인 원칙으로는 각 스테이
지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골(Goal)과 도전’, <스스
로 활동> 코너의 ‘개별화’, 스티커를 배부하는 형태의 ‘피
드백’, 각 스테이지의 성적으로 보여지는 ‘가시화된 지
위’, 도입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자료로 ‘수시 추가되는 
콘텐츠’, 스테이지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스스로 확인해요> 코너를 통

해 틀려도 다시 할 수 있게 한 ‘실패의 자유’, 호기심 학
교 사회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큐리봇과 함께 사회 탐구
를 떠난다는 ‘스토리라인’, 차시 수업이라는 ‘시간 제한’, 
<학습 이렇게 해요> 코너의 ‘튜토리얼’, <다함께 활동> 
코너의 ‘사회적 참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게임 메커니즘으로는 각 스테이지의 성적을 스
티커 개수로 나타낸 ‘포인트’, 한 차시 학습을 마칠 때마
다 스티커로 부여되는 ‘배지’,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을에서 도시로 확장되는 환경으로 구현된 ‘레벨’, 학습 
점수와 학습 위치를 보여 주는 에필로그판의 ‘리더보드’, 

Junseong Byeol Maru Ara Garam Nuri Curibot
Likes to ask 
questions and 

look for answers.

Is active and likes 
to solve 

problems with 
friends.

Is curious and 
has many brilliant 

ideas.
Is curious about 
the environment 
and local issues.

Likes to collect 
and organize 

various 
information.

Likes to find and 
analyze 

community 
information.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from the twin 
stars.

Table 2. Characters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Categ
ory Element Application Type

Design Principles

Goals and challenges Goals and challenges to create a future 
city

Individualization Self activity corner
Feedback Stickers
Visualized position Scores by stage
Content added 
frequently

Digital resources (introductory videos, 
etc.)

Freedom of choice Activities to check one's progress in a 
stage

Freedom to fail Self check corner
Storyline Adventure of the Social Exploration Club 

students at Curiosity School
Time limit Class by lesson
Tutorial Study Guide corner
Social participation Cooperative activity corner

Game Mechanism

Points Stage scores represented with stickers
Badges Sticker-type badges provided after class 

by lesson

Levels
An environment that expands from a 
town to a city as the learning level 
increases

Leaderboard Epilogue
Non-human character 1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Curibot)
Human characters 6 children

Table 1. Gamification Elements Applied to Social Studie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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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으로 표현된 ‘가상적 물건’, 6종의 캐릭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게임 캐릭터 연구[31-33]에 기반
하여 사회 교과서에 적용된 캐릭터와 가상적 물건은 
Table 2와 같다.

사회 교과서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중 가장 중점을 
두어 적용한 부분은 ‘골(Goal)과 도전’, 즉 자발적인 참
가이다. 골을 설정함으로써 수업 목표를 학습자가 명확
히 인식하고 학습자 자신이 사회 탐구를 떠난다는 설정
을 통해 학습자가 강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차시가 끝날 때마다 주어지는 스티커를 통해 골에 도전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사회과 교과서에 적용
한 구체적인 ‘골(Goal)과 도전’은 Table 3과 같다. 교과

서 골(Goal)이란 교과 과정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의미
한다. ‘골(Goal)과 도전’의 내용은 3·4학년군을 하나의 
계열로 보고 학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의 수업 연구 끝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Table 
4와 같이 교과서 설계에 적용하였다.

3. 수업의 실천과 고찰
본고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적용된 초등 

사회 교과서가 학습자의 흥미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 
및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수업의 실천을 행하였다.

3.1 연구 대상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사회 교과서가 초등 3학년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
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서 2020년 11월 17일~20일(총3
일)에 거쳐 한 차시씩 수업을 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A초등학교 3학년 5학급 총121명이다. 
실험집단은 3학년 a반 27명이며, 비교집단은 3학년 b, 
c, d, e반 94명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를 대상
으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사전실험을 통해 집단 간 동
질성을 확보하였다.

실험집단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금성출판사의 
실험용 사회 교과서로 3단원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수업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현 국정 사회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다룬 단원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Table 4. Design of Social Studies Textbooks

Stage Time Goals and Challenges

Stage 1
First 

semester of 
the third 

grade

Students learn about the community's past and 
present and understand daily life changes 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develop.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cultivate an 
understanding of and pride in the community.

Stage 2
Second 

semester of 
the third 

grade

Students explore how the community's daily 
life, family composition, and roles have 
changed depending on different environments 
and times. Through these activities, students 
understand that people in the community live in 
different ways and are undergoing changes.

Stage 3
First 

semester of 
the fourth 

grade

Students understand the geographic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Based on this 
perspective,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the community.

Stage 4
Second 

semester of 
the fourth 

grade

Students recognize that the space we live in 
can have various appearances depending on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changes. 
Students explore problems and solutions 
caused by these changes and develop an 
attitude of respect towards diversity.

Table 3. Specific Goal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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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사 도구
본고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금성출판사의 

실험용 사회 교과서와 현 국정 사회 교과서의 흥미도의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 자신이 
흥미를 가진 학습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내
린다는 蘭千壽[34]의 연구를 근간으로, 상황적 흥미로 유
발된 흥미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자기 평가로 이어졌는
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자기평가에 의한 심리 척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검사 도구는 樽木靖夫[35], 樽木靖夫와 飯野[36] 연구
를 통해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흥미 관심 척도’를 활용
하였다. 

제1인자 “이해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연구해서 이
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등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인자 “과제 내용의 이해”는 ‘선생님의 설명 방
법이 이해하기 쉬웠다, 수업에 사용된 과제가 재미있다
고 생각한다’ 등 5항목으로 되어 있고, 제3인자 “의문과 
심화”는 ‘선생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더 알고 싶은 것
과 연구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등 3항목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제4인자 “활용 차원에서의 이해”는 ‘실수한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테스트와 응시에 
도움이 된다’ 등 3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의 서술방식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재
구성하였으며, 모든 설문은 매우 아니다(1)부터 매우 그
렇다(5)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Unit 3. Changes in the Form and 
Roles of Families

Perio
d

November 17 to 20, 
2020

Theme
s

• Unit 3 - ❶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Roles of 
Families

Locat
ion 3rd Grade Classrooms

Lesson
s

• Lesson 1: Introduction of Unit 3
Have you ever seen a wedding?

• Lesson 2: What do weddings look like today?
• Lesson 3: What were traditional wedding customs like?

Learnin
g Goals

• Introduction of the Unit: Students can predict what they will 
learn in Unit 3 through pictures and the “Play with Society” 
activity.

• Social Changes in Daily Life: Students can tell how the 
family composition changes through marriage.

• Explore 1: Students can describe current wedding customs.
• Explore 2: Students can describe past wedding customs.

Learnin
g 

Method
s

Learning 
Types

Play/concept/inquiry 
learning

Abiliti
es

Creative thinking,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critical thinking, and 
information literacy 
skills

Learning 
Groups Whole class

Table 5. Content Learning Process 

3.3 수업 처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업은 동일한 교사가 설계하

고 진행함으로써,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차시별 학습 전개 내용을 
Table 5와 같다. 

또한, 학습 과정도 ‘도입-전개-정리’의 과정을 동일 
하게 거쳤으나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적용된 교과
서로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은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이 수업에 포함되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교사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설
명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은 애니메이션을 시청
하고 보드판과 스티커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 
전개부에서는 단원 도입 그림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과
정을 통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고, 마지막 정리
부에서는 학습 내용 확인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면 보상으
로 집 완성하기 보드판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 분석 및 결과
수업 처치 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를 대상으

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사전검사를 통해 집단 간 동질
성을 확보하였다. 

수업 처치 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각각의 사전
실험과 사후실험을 T검증하여 유의확률을 검증하였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
기 위해 다시 한번 T검증을 실시하였다. 

4.1 사전실험 동질성 분석
사전실험에서 측정 항목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

석한 결과(Table 6) 수업 내용 이해도(t=-1.061, p>.05), 
수업 재미(t=-1.445, p>.05), 수업 궁금도(t=-1.901, 
p>.05), 수업 도움도(t=-1.839, p>.05) 항목은 95% 신
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구분에 따라 측정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동질성이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4.2 사후실험 효과 분석
측정 항목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7) 수업 내용 이해도(t=.457, p>.05), 수업 재미
(t=.624, p>.05), 수업 궁금도(t=.798, p>.05), 수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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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도(t=-.244, p>.05) 항목은 95% 신뢰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평균 점수 수준을 살
펴보면 수업 내용 이해도, 수업 재미, 수업 궁금도 항목
들은 실험집단의 사후평균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
나, 해당 항목의 경우 교육을 진행한 후 비교집단 대비 
향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3항
목은 사전실험에서 보면 비교집단이 실험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아 이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4.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전, 사후실험 비교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

Pre 94 2.99 .68
1.952 .054Post 94 2.88 .73

Interest in 
Class

Pre 94 3.75 .72 .862 .391Post 94 3.69 .86
Curiosity in 

Class
Pre 93 3.23 .95 .392 .696Post 93 3.20 .95

Assistance Pre 93 3.69 .78 1.351 .180Post 93 3.58 .90

Table 8. T-Test Comparing the Comparison Group 
Pre-/Post-Experiment

비교집단에서 사전·사후 실험의 차이 비교를 위해 측
정 항목들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Table 
8) 수업 내용 이해도(t=1.952, p>.05), 수업 재미
(t=.862, p>.05), 수업 궁금도(t=.392, p>.05), 수업 도
움도(t=1.351, p>.05) 항목은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실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측정 항목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9) 수업 궁금도(t=-4.328, p<.001) 항목은 95% 
신뢰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내용 이해도(t=-1.191, p>.05), 
수업 재미(t=-1.658, p>.05), 수업 도움도(t=-.982, 
p>.05) 항목은 95% 신뢰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
Understandin
g of Class 
Content

Pre 27 2.83 .66
-1.191 .244Post 27 2.95 .65

Interest in 
Class

Pre 27 3.51 .87 -1.658 .109Post 27 3.81 .82
Curiosity in 

Class
Pre 27 2.84 .68 -4.328 .000***Post 27 3.36 .70

Assistance Pre 27 3.37 .86 -.982 .335Post 27 3.53 .72

Table 9. T-Test Comparing the Experimental Group 
Pre-/Post-Experiment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 실험에 
따른 수업 궁금도의 평균에서 사전이 2.8점, 사후가 3.4
점으로 나타나, 사후가 사전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났
다. 나머지 3항목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평
균 점수 수준을 살펴보면, 소폭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실험에 따른 수업 내용 이해도
의 평균에서 사전이 2.83점, 사후가 2.95점으로 나타나, 
사후가 사전에 비해 0.12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업 
재미의 평균에서 사전이 3.51점, 사후가 3.81점으로 나
타나, 사후가 사전에 비해 0.3점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수업 도움도의 평균은 사전이 3.37점, 사후가 3.53
점으로 나타나, 사후가 사전에 비해 0.16점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수업 궁금도 항목에서는 뚜렷하게, 나머지 
항목들은 소폭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적용한 교과서가 

  Groups t Significance 
ProbabilityExperiment Comparison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

2.83±.66 2.99±.68 -1.061 .291

Interest in 
Class 3.51±.87 3.75±.72 -1.445 .151

Curiosity in 
Class 2.84±.68 3.22±.96 -1.901 .060

Assistance 3.37±.86 3.69±.78 -1.839 .068

Table 6. T-Test for Pre-Experimental Homogeneity 
Test Independent Samples

  Groups t Significance 
ProbabilityExperiment Comparison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

2.95±.65 2.88±.73 .457 .649

Interest in 
Class 3.81±.82 3.69±.86 .624 .534

Curiosity in 
Class 3.36±.70 3.20±.95 .798 .427

Assistance 3.53±.72 3.58±.90 -.244 .807

Table 7. T-Test for Post-Test Effect Independen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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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던 점을 묻는 앙케이트에 대한 답변의 키워드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단어는 ‘재미(재밌)’로 10회 언급되었으며, 그다
음으로는 ‘좋아(좋았)’가 7회 언급되었다. 이 밖에도 ‘수
업 내용이 이해가 잘 되었다’거나, ‘게임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 쉬웠다’ 등의 답변이 기록되었다. 

Keyword Count
fun (jaemi, jaemit-) 10

good (joa, joat-) 7
easy (suium, suip-) 2
understand (ihae) 1

Table 10. Analysis of Positive Keywords among Free 
Responses

5. 결론 및 논의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교

과서의 검정화에 따라 사회 교과서를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 도서’로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에 
동기 전략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을 적용한 사회 교과
용 도서가 실제로 학습자의 흥미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의 
내용이 검증되었다.

첫째, 사회 교과용 도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의 동기 전략은 ‘흥미를 높이는 요인’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전 동질성
이 확보된 두 집단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통계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수업 궁금도 평균 
수치가 사전집단이 2.8점 사후집단이 3.4점으로 나타나 
사후집단이 사전집단에 비해 0.6점 높게 나타났다
(t=-4.328, p<.001). 수업 궁금도 이외의 항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폭 향상되어 게이미피케이션 동기 전략
이 적용된 교과서가 상황 흥미 향상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업 궁금도를 제외한 수업 내용 이해도, 수업 재미, 
수업 도움도가 소폭 상승에 그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
론해 볼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에 적용된 스토리를 비
롯한 다양한 동기 강화 요인들은 한 학기라는 지속성과 
상황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짧
은 시간의 모의 수업만으로는 그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

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COVID-19)라는 비상 상황에서 교사나 학습자들의 
참여나 적극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추후 교과서 개발에 있어 학습
자의 흥미를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도출해 내야 함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
가 게이미피케이션을 관념적으로 제안하는 정도에 그치
고, 실제로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이 교과서에 적용된 적
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
서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 본 실증적인 연구라는 
데 그 연구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
쳐 당락이 결정된다. 따라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실제 교
과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기획한 편집자와 집
필진의 우려와 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교과서 심사에서 본 교과서가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추
후 교과서 개발을 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의 동기
와 관련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 엄격한 
심사 기준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자유롭게 실험 수업이 이
루어질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연구에 영향을 미쳐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점은 연구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 게이미피
케이션이 적용된 교과서가 활발히 이용될 때, 보다 자유
로운 연구 설계를 통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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