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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교육을 위한 카드 게임의 설계와 구현

윤태복 박준규

요약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교육 환경에도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미와 몰입 효과를 활
용한 교육용 게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용 게임은 한국어 영어 수학 과학 뿐만 아니라 도
덕 심리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위한
화학 교육용 게임을 다루고자 한다 화학 교육의 경우 화학 원소를 암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다 화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화학식을 작성하고 화학 원소의 이름을
다루는 것에서 자주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 교육을 위한 카드
게임을 제안한다 이 게임은 블리자드 사의 하스스톤 카드 게임과 유사하며 학생들이 정확하게 화
학식과 화학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본 카드 게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
연스럽게 화학 원소와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검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핵심어 기능성 게임 화학 교육 교육용 게임 카드 게임 에듀테인먼트
Abstr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to make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nterest of utilizing the educational game fun and immersive effects are increasing. Educational games can
be deployed on a variety of subjects such as English, Math, and Science. This study is to develop a
chemistry educational game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mistry education, we should
memorize the chemical elements. However, it is not funny and boring. For beginning chemistry students,
the basic tasks of writing chemical formulas and naming covalent and compounds often pose difficulties
and are only sufficiently grasped. In this study, we are to develop a card game for chemical education.
This game is similar to the “Hearth Stone(Blizzard)” card game in that students earn points by using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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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rrectly form the formulas of covalent and compounds and by subsequently providing the names of
these compounds. It will be able to get acquainted with the chemical elements through the card game.
Also, this game was verified effectiveness through a questionnaire.
Key Word : Serious games, chemistry education, educational games, card game, edutainment

서론
최근 학생들의 학업능력 차이는 점차 그 간격이 커지고 있어 학업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소득수준의 격차 등 그에 따른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를
돌 볼 시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 이러한 학업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누적되어 결국 학생들의 학습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양한 학습 분야 과목 중에서 화학의 경우 기본 암기 지식과 함께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존의 학습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다 더불어 화학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화학 원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학생들은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기에 어렵다고 느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화학 교육은 대부분 암기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게임과 접목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게임은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학습매체로써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부
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학 원소의 이해 및 친근감 조성을 주제로 기능성 게임을 설계하고 개
발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장에서는 화학 교육을 위
한 카드 게임의 설계와 및 메뉴 구성 게임 규칙을 설명한다 장에서는 프로토 타입 실험 및
검증 결과를 이야기하고 연구의 결론으로 장을 맺음한다

관련 연구
기능성 게임의 정의
기능성게임 고유의 목적은 순수한 즐거움뿐만이 아닌 의도된 유의미한 목적 실현을 목표 로
개발된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제시한 게임의 특성들에 의도된
목적으로써 기능성이 부가된 것이 기능성 게임의 기본적 개념에 해당한다 기능성게임은 게임성
을 주로 하여 게임의 속성을 차용한 것으로써 목적성을 가지는 것들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구현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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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게임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게임 의 범주로써 또한 기능성이라는 의도적인 목적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 기능성게임은 포괄적인 개념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능성 게임 효과 사례
기능성게임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산업 영역별 교육 치료 마케팅 훈련 경영 등 적용
을 통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성 게임의 높은 관심과 함께 교육 분야 기능
성 게임의 효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과 는 기능성 게임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문헌연구에 사용된 효
과성 검증에 사용된 성과 변수들을 분석하고 특히 교육용 기능성게임의 효율적인 효과성검증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은 게임분야와 교
육공학 분야 전공 전문가들이 융합하여 초등교과 학습과정과 연계 시킨 역사수업 복습 게임을 제
작 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용 게임 제작 시 초기단계에 고려하면 도움이 되는 게임의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등은 교육용 게임의 장르별 교수학습 전략 유형별로 최적의 장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등은 게임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여러 연구들과 이론들을 고
찰하고 비디오 게임의 선행 연구를 분석함을서 기능성 게임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교육 기능성 게임 사례
최근 교육기능성 게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활발한 분야로 어학이고 그 다음으
로 수학이다 은 초등수학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장르에 접
목 시킬 수 있는 방법 및 내용을 찾아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 수학에 흥미를 느낄 있도록 효
과적으로 초등수학을 접목시킨 기능게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등은 영어 단어 및 문
장을 학습하기 위한 컴퓨터 카드 게임을 개발하였다 이 게임은 첫째 학습자에게 카드놀이라는 친
숙하고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둘째 교육적인 요소를 통하
여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난이도 선택과 반복 학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화학 교육용 카드 게임
게임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학 원소 기반 게임은 일반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위화감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으로 게임과 교육을 분리하여 기획하였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화학 주기율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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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인 게임에 가깝게 기획하였다 그러나 게임의 추가 컨텐츠를
접할 때는 화학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면서 접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본 게임의 교육 대
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므로 그림 과 같이 주기율표 원소 중 개의 원소만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게임에서 사용된 화학 원소

화학원소 기반 카드 도감 설계
화학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이 되는 기본 원소 카드를 기획하였다 기본 원소 카드를
수집하여 하위 원소 카드로 교환 할 수 있고 각 하위 원소카드에 정해진 화학식에 맞게 기본 원
소카드를 수집해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원소카드와 기본 원소카드를 화학식에 맞게 수집하
면 상위 원소카드로 교환할 수 있게 카드의 계층을 설계하였다 계층의 높은 단계에 있는 카드일
수록 화학식이 복잡한 카드일수록 게임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하였다 영향력이 큰 카드
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식을 숙지해야하는 구조이다 각 카드에 할당된 교환 화학식을 직
관적으로 나열하여 표현하는 카드 도감을 기획하였다 카드 도감은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도
록 하여 화학식과 분자카드를 숙지할 수 있는 화학 교육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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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화학 원소 기반 게임 케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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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구도 카드 게임 설계
본 주기율표 기반 게임은 상대 모드와 온라인상의 다른 플레이어와의 매칭을 통한 대결모드
의 두 가지 모드를 기획하였다 상대 모드는 스토리텔링을 게임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기본 화
학카드를 수집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른 플레이어와의 대결모드는 수집한 카드와 도감을 활
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의 형식은 보드게임 형식으로 각 카드에 대결을 위한 파워와 원소성
질에 맞는 특징을 지정하고 게임판 위에서 파워대결을 하는 형식이다 표
도감과 달리 게임에서는 화학 주기율표 화학식 등 교육적인 요소는 대부분 제외하였다 이는
게임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사용자가 게임 자체는 기능성 게임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으로 인식하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카드의 특징을 화학 고증에 맞게 지정하고 게임의 기반
이 화학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기획하였다 또한 상위의 카드를 얻으면 대결구도에서 유리해지
는 방법을 통하여 화학식 도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동기 부여를 하였다
표 화학 원소 별 케릭터 능력 값과 정의
연 원 비 충 저 기 총 분
번 소 용 격 항 력 합 류
1 H2 5+ 0 0 1 1 기
체
2 He 3+ 2 1 2 5 기
체
3 Li 3+ 2 0 3 5 고
체
4 C 3+ 3 1 1 5 고
체
5 N2 2+ 4 1 3 8 기
체
6 O2 2+ 3 3 2 8 기
체
7 Fe 2- 4 12 1 17 고
체
8 Ne 1+ 2 4 5 11 기
체
9 Na 1+ 6 3 2 11 고
체
10 Mg 2+ 3 1 4 8 고
체
11 Al 2+ 2 1 5 8 고
체
12 Si 3+ 1 3 1 5 고
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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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족,1주기,s-구역) 비금속 원소이며, 무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육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반자성이다.
18족,1주기,p-구역) 비활성 기체이며, 무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육방정계이다.
1족,2주기,s-구역) 알칼리 금속이며, 은백색,회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체심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14족,2주기,p-구역) 비금속 원소이며, 흑연에서는 검은색
다이아몬드에서는 무색을 띈다. 자기적 질서는 반자성이다.
15족,2주기,p-구역) 비금속 원소이며, 무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육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반자성이다.
16족,2주기,p-구역) 비금속 원소이며, 액체일때는 무색을 띄고
고체일때는 연파랑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단순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8족,4주기,d-구역) 전이 금속 이며, 회색의 금속성 광택을 띈다.
결정구조는 체심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강자성이다.
18족,2주기,p-구역) 비활성 기체 이며, 옅은 황록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면심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1족,3주기,s-구역) 알칼리 금속 이며, 은빛 흰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체심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2족,3주기,s-구역) 알칼리 토금속이며, 은빛 흰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육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13족,3주기,p-구역) 전이후 금속이며, 은색을 띈다. 결정구조는
면심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14족,3주기,p-구역) 준금속 원소이며, 암회색/푸르스름한 색조를
띈다. 결정구조는 면심 입방정계이다. 자기적 질서는 상자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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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게임 규칙
각 플레이어마다 수집한 카드 중 장의 카드를 준비해서 전투 준비를 한다 장의 카드 묶음
은 이하 덱이라 지칭 한다 전투를 시작하면 임의로 선과 후를 결정 한다 선은 덱에서 장의 카드
를 핸드로 가져오고 후는 장의 카드를 핸드로 가져온다 전투에는 행동권이 존재하며 행동권을
가진 플레이어만 행동 가능하다 행동권은 이하 턴 이라고 지칭하며 턴을 가진 플레이어는
공격자 가지지 못한 플레이어는 수비자라고 지칭한다 자신의 턴이 되면 공격자는 핸드에 있는 화
학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화학카드를 부하로 부릴 수 있다 공격자는 부하를 이용하여 수비자
의 부하 혹은 영웅을 공격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이 끝난 공격자는 턴을 상대에게 넘겨줌으로써
공격자와 수비자가 뒤바뀌게 된다 턴을 넘겨받을 때 각 플레이어는 덱에 있는 카드를 불러와 핸
드의 카드수를 장으로 맞추어 준다 두 명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체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전투하
며 플레이어의 초기 체력은 이고 최대 체력도 이다 화학카드는 충격 저항 기력의 수치가 존
재한다 기력 수치는 상시 표기되지만 충격 수치는 공격 턴에만 저항 수치는 수비 턴에만 표기한
다 공격 시 공격화학카드의 충격 수치만큼 수비자의 기력 혹은 체력을 감산하고 수비자의 저항
수치만큼 공격화학카드의 기력을 감산한다 기력이 다 떨어진 화학카드는 게임판에서 제거된다 모
든 카드는 자원을 기준으로 두 종류로 분류 한다 카드를 게임판에 낼 때 자원이 생성되는 카드와
일정량의 자원을 소모해야 게임판에 나갈 수 있는 카드로 나뉜다 자원의 초기 값은 이다 최대치
는 이고 이하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자원을 소모하는 카드는 해당 카드의 자원수치만큼 자원이
쌓여있어야 게임판으로 나갈 수 있다 덱에서 핸드로 끌어오는 카드는 랜덤이다 전장에는 각 플레
이어 당 개의 부하 자리가 존재한다 한 턴에 낼 수 있는 카드의 수는 핸드에 있는 개로 제한한
다 덱에 있는 카드는 사용 할 수 없다 공격자는 상대방 플레이어나 부하를 선택하여 공격 가능하
다 플레이어는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하다

게임 시스템 설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회원 가입부터 도감에서의 통신과 대결에서의 통신까지
서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 흐름을 하나의 순서도로 설계하였다 서버에서는 데이터의 통신
흐름만 설계하였고 데이터를 받아서 표현하는 클라이언트 쪽은 별도로 설계하였다 클라이언트 중
전투 부분은 별도의 알고리즘 순서도를 제작하였다 대결구도 알고리즘은 그림 에서 보이듯이
대결이 시작된 이후부터 종료할 때 까지 전투 규칙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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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게임의 대결 흐름도

게임 메뉴 및 설계
가 화학식 도감 모든 화학카드의 화학반응식을 나타낸 도감으로 어떤 원자를 반응시키면 어
떤 분자가 탄생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카드의 원자량
족 등의 정보 및 분자카드의 분자량 성질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
나 화학카드 합성 실제로 원자카드를 분자카드로 합성 시켜볼 수 있는 메뉴이다 특정 원자카
드를 선택하면 그 카드와 반응이 가능한 카드들이 나열되어 소지한 카드가 있으면 분자카드로 합
성한다 분자카드의 분자량 성질 등의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 기능이 있다
다 스토리를 통한 카드 획득 스토리를 흐름대로 진행하면서 화학카드를 수집 하며 화학 관련
스토리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이다 그
림 은 카드 도감에 들어갈 이미지들 중의 하나 이다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캐릭터 자체에 화학
원소 기호를 넣어 눈에 보기 쉽게 했다
라 다른 사람과 대결구도 단말기 간 통신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간 대결구도화학카드 수집욕
구를 자극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 서버는 를 이용하여 접속한 단말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흐름을 관리 및 저장한다
마 환경설정 사운드 조절 진동 조절 등 모바일 환경을 조절 하는 기능과 개발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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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화면>

<

사용자 카드 예:

덱 구성 화면>

<

<

그림 게임 메뉴 및

H2O>

실험 및 검증
게임 프로토 타입 플레이
학생 평가

S

다른 기능성 게임에 비해 재미는 보장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과출신 이
어서 그런지 제 눈에는 학습수준이 적절
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 어플로 상용화
가 된다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만 어린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
르겠습니다.

그림 게임 프로토 타입 및 설문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능성 게임설계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용 카드를 제작하고 게임 규칙에 따
라 실제 게임을 진행하였다 과제 참여 연구원 외에 외부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각 캐릭
터 카드별 정량적 능력치에 대한 벨런싱을 조절을 위한 의견을 받았다 그림 는 게임 프로토타
입 카드와 학생 의견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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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설문조사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
생 명을 대상으로 게임내용을 설명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게임이 책과 같은 문서 매체보다 학
습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기존의 기능성게임에 비해 재미있을 것 같다.”
같다.”
20
15
10
5
0

매우 적음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12
10
8
6
4
2
0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화학 교육용 게임의 게임 만족도

그림에서 보이는 결과와 같이 문서 매체보다 소비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
다고 응답한자들의 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게임 이라는 것 때문에 우
려하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또한 재미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획한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
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결론
최근 학생들의 학습 능력 개인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차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누
적되어 학습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한 학습
지원 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화학 교육을 위한 카드 게임을 소개하였다 게임 설계
단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화학 원소를 선별적으로 사용했
고 카드 디자인에도 교육성을 높이기 위해 원소명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또한 실험 및 검증에
서 오프라인 프로토 타입 게임을 직접 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평가 의견에는 다른 기능성
게임에 비해 재미는 보장이 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 등을 얻었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만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게
임을 플레이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화확 조합 방법을 게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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