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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s to develop the evaluation tool for energy board games and to
applicate to the several board games used in energy education . It could analysis board game from various
domain and study the feature in gaming situation that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game developer,
energy teacher, students and school parents. To develop the evaluation tools, probing references analyzing
previously generated evaluation tools were carried out. After that, three board games were evaluated, and
its result is as follow.
Keywords : energy education, board game, evaluation tool
요 약 : 본 연구는 에너지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보드게임의 평가도구를 개발 ․ 적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보드
게임을 분석하고, 게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연구하여 게임 개발자, 에너지 교육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에너지교육용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3개의 보드게
임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어 : 에너지 교육, 보드게임, 평가도구

Ⅰ. 서

론

오늘날 전 세계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
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에너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그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에너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교
육 방법이 필요하다. 게임은 학생들이 흥미와 동기
를 잃지 않도록 재미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과 가
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감각적 호기
심과 인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한다(백영균, 2006).
*Corresponding author : 유연정
Tel : +82-31-487-4360, E-mail : yeonjeong0520@daum.net

그러므로 게임을 활용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효
과적인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
다. 하지만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게임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이 수월하지 않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드게임을 교
육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드게임은 컴퓨터
가 아닌 실제로 즐기는 게임으로(오승택, 2004) 두
명 이상이 직접 대면하여 보드판, 카드, 타일 등 물
리적 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
는 게임이다(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3). 이러한 보
드게임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
에 학습 도구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또한 참가
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어 참가자들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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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

록 평가기준의 기술을 통일하였다. 신뢰도, 객관도,

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교육이 가능하다.

실용성이 우수한 양적 평가의 장점에 질적 평가를

보드게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드게

통해 타당도를 보완(임익수, 2009)하기 위해 4단계

임의 개발(임수진과 이정욱, 2005; 최익선 등, 2009;

척도의 오른쪽 끝에 ‘비고’란과 맨 아래쪽에 ‘총평’

서윤진 등, 2010; 이춘호 등, 2010; 이정준과 임영

란을 두어 게임 과정과 결과에서 관찰된 내용에 대

환, 2011), 보드게임의 효과(임수진과 이혜원, 2007;

해 서술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서술평가 내용을

이화영 등, 2007; 김미정과 백경미, 2011; 권희연
과 이미애, 2012), 보드게임 유형 분석(권윤영과 최

종합하여 평가 결과의 질적 분석 시 활용하였다.

인규, 2003), 보드게임의 교육적 특성(이경옥 등,

한 석사 3인이 보드게임을 평가 ․ 분석하였다.

2006) 등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
만 교육용 게임의 경우, 또래집단 학부모의 권유가

개발된 평가도구에 활용하여 초등과학교육을 전공

2. 평가대상 선정

게임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43.9%)을 미치

오늘날은 전기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며, 많은 양

고 있으므로 교육에 적합한 게임 선택을 위해 적절
한 평가도구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임

이 사용되고 있다(녹색교육사업단, 2012). 전기 에

익수, 2009). 그리고 보드게임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도 게임의 적용 전과 후의 성취도 비교를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이다. 따라서 교육용으로 개발된
보드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보드게임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
사용되는 보드게임에 적용하였다. 게임과정에서 나
타나는 특징을 질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측면에
서 에너지교육용 보드게임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

너지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석 연료
는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대체 에
너지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를 해결해
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류연정
과 전영석(2012)은 학생들은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의 방법을 통해 에너지 문제 해결하고

를 통해 보드게임의 개발이나 수업자료 선택에 시

자 함을 밝혔다. 그러므로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
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교

사점을 얻고자 한다.

육에 적합한 소재이다.

Ⅱ. 연구 방법

평가 대상은 위의 내용이 반영되고, 에너지 교육
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지구촌 힘씨’, ‘에너지
절약 주사위 게임’, ‘신재생에너지 보드게임’을 대

1. 연구과정

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작업으로 교육용 게임, 보드게임, 게임기반
학습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들로부터 효과적인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교육용 보드게임이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추출하였
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교육용 게임 효과성

1. 에너지교육용 보드게임 평가도구 개발

평가모형, 기능성 게임 평가 도구 등을 탐색한 뒤,
교육용 보드게임의 평가영역과 영역별 하위요소들
을 종합, 수정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는 과학교육
을 전공한 교수 1인, 과학교육 전공 석사 4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평가도구는 4단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
다’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경우, 교
육적이고 효과적인 보드게임이라는 결과가 나오도

Alessi(2001)의 교육용 게임의 특성, 백영균(2006)
의 게임기반학습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그
렉 코스티겐(Greg Costikyan)의 게임의 기본 요소,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6)의 게임의 구성요소에
서 공통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Table 1에 나타내
었다.
효과적인 게임의 요소를 내용적 기반으로 하고,
정하나(2013)의 기능성 게임 평가 도구를 수정 보
완하여 Table 2와 같이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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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효과적인 교육용 게임의 요소
Alessi S. M.(2001)

백영균(2006)

○

○

교육적 특성

Greg Costikyan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6)

상호작용(피드백)

○

○

규칙

○

○

○

○

○

재미

○

○

○

○

도전과 경쟁

○
○

○

○

몰입

○

Table 2. 에너지 교육용 보드게임 평가도구
평가 영역 및 하위요소
목표의 타당성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평가 기준
학습 목표는 교육적 의도(교육과정)에 적합하다.
학습 목표의 수준은 게임 사용연령에 적합하다.

내용의 타당성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내용의 신뢰성

용어, 문장, 내용 등에 오류가 없다.

양의 적절성
내러티브

학습 내용의 양의 적절하다.
게임의 도입부터 완결까지 학습내용과 연계된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다.
게임의 스토리는 흥미를 끌어 주의를 집중시킨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익히기 용이하다.

규칙의 적절성
보드게임
실행

규칙은 플레이어의 전략적 사고과정을 촉진한다.
규칙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상호작용
(피드백)

플레이어, 동료, 교사, 학습내용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레이어와 보드게임(학습내용)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승리를 위한 도전의식과 플레이어 간 경쟁의식이 적절히 유발된다.

재미

게임에 몰입하고, 플레이어의 도전과 경쟁의식, 흥미가 유지된다.
재미있게 참여하였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진다.

디자인의 적절성

보드게임 구성물의 그림, 폰트는 눈에 잘 띄고 깔끔하다.

보드게임 구성물이 직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보드게임
구성
디자인의 참신성 보드게임의 디자인 및 진행 방식이 참신하다.
디자인의 편리성 보드게임 구성물은 게임을 하는데 용이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저작권보호
경제 ․
윤리

인권보호
경제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다.
종교, 성, 지역, 직종 등에 대한 편견과 폭력적 표현이 없다.
보드게임을 구입,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경제적이다.
보드게임 구성물의 내구성이 좋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에너지교육용 보드게임 평가도구 적용

밥이 공동개발한 에너지 교육용 보드게임으로 2008
년에 개발되었다. 이 게임은 10세 이상의 학생 및

1) ‘지구촌 힘씨’
‘지구촌 힘씨’ 에너지 보드게임은 에너지관리공

일반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2~4명의 인원이 30~
40분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

단의 주관으로 (사)환경교육센터와 ㈜행복한 바오

용 보드게임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지구촌 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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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중의 예시 장면 등이 제공되지 않고 설
명이 많아, 학생들이 설명서를 읽어 게임의 방법을

(1)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영역

인지하고 게임을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본 게임이 목표로 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

6학년의 경우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 인식’은 교

상대 플레이어의 진행 상황 비교 및 전력 계산 검

육적이며 자원 고갈과 함께 에너지 절약 문제와 직

토, 미션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전략적 사고 수행 과

면하고 있는 현시대의 학습자에게 매우 필요한 학

정에서 끊임없이 동료 플레이어 및 학습내용 사이

습 요소이다. 또한 발전소카드, 연구 및 미션 해결

에 상호작용을 보였다. 반면, 4학년의 경우는 게임

등의 게임의 구성 요소 및 진행 과정에서 학습 목

지시사항에 따른 카드 수령 및 본인의 전력 계산

표 도달을 위한 핵심 요소와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

등에 집중하느라 액션카드의 상대 플레이어와의

어 목표에 적합한 내용으로 선정되었다고 평가할

카드 교환 등의 미션이 나올 때만 상대 플레이어와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 문

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제의 현황과 에너지 연구의 필요성 등이 서로 짜임
새 있게 맞물려 게임이 진행되므로, 학습 내용의

이와 같은 양상으로 게임이 진행되다보니 6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게임 다시 해요!”, “이번에는

관련성 측면에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

안 좋은 카드가 많이 뽑혔어요. 다음에 카드만 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0세 이상의 학생 2~4명이 30~40분간 게

나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등의 게임에 대한 흥
미와 재도전 의사를 많이 나타낸 반면, 4학년 학생

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본 게임을 4, 6

들은 게임 도중에도 “게임 그만 하면 안돼요?”,

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6학년 학생들에게
는 무리 없이 40분간 한 번의 게임이 가능하였으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등의 대체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나, 4학년 학생들은 시간이 늘어져 집중력과 게임

이는 본 게임이 매 순간 게임의 승패 진행 상황

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습
내용의 양 및 게임의 전개범위가 저연령, 저학령에

이 드러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 직관적이고 즉시적인 피드백이 요구되는 저

게는 제한적 ․ 단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나

학령의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타낸다.

판단된다.

또한, 발전소 카드에 HW(헥토와트)의 단위를 사
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단위라, 이 부분에 대한 언급 및 교육적
지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보드게임 구성 영역
본 게임은 공통 보드판과 개인 보드판으로 나누
어져 구성되어, 발전소카드와 액션카드를 이용해
미션과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 구성 디

(2) 보드게임 실행 영역
본 게임은 ‘지구촌의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기

자인과 진행 방식이 참신하다. 또한 개인 보드판에
올려놓아야 하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 카드의 기본

본 맥락으로 전개되나, 구체적인 스토리가 제시되거

디자인과 일치하는 무늬가 그려져 있어, 직관적으

나, 플레이어를 형상화 한 인물 등이 없어 내러티
브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적합하지 못

로 카드를 내려놓아야 하는 위치를 알 수 있게 하
였다. 발전소 카드의 경우, ‘지열 발전소’, ‘태양광

하다. 또한 본 게임은 미션타일, 연구완료타일, 액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 발

션카드, 발전소카드 및 전체/개인 보드판으로 다양
한 종류의 카드로 구성되며, 직관적 단계적으로 승

전 방법과 부합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습득할 수 있게

부를 가늠할 수 있기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통해 최

했다. 하지만 액션카드와 미션 타일, 연구 완료 타

종 단계에서야 승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학령 학생들에게는 게임의 규칙 습득이 쉽

일 등에는 글의 양이 많고, 글씨 크기가 작아 게임
도중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는 데 다소

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제공된 설명서에 게임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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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 윤리 영역

직관적인 게임의 진행 방법이 적용된 형태로 변형

게임진행방식과 사용된 이미지 등 본 게임에서

․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는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남자로, 이는 ‘에너지

2) ‘에너지절약 주사위 게임’
‘에너지절약 주사위게임’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연구’ 및 ‘캠페인 등의 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절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참여하는 특정 성별이 있는 것으로 성에 대한 편견

결과, 구체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드게임이다. 보드판,

액션카드와 연구완료 타일에 종종 인물이 등장하

을 갖게 할 위험이 크다.
본 게임은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주사위, 말, 문항카드, 칩으로 구성된 이 게임은 초

게임의 구성물 제작에 있어서도 환경을 위해 코팅
된 카드지 대신 두께감이 있는 종이를 사용하였다.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게임을 하는 데는 15~3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에너지교육용 보드

하지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많은 접촉을 하게 되

게임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게임을 평가한 결과는

는 발전소 카드와 액션 카드는 종이가 얇고, 쉽게
구겨져 게임을 반복함에 따라 손실되는 정도가 크

다음과 같다.

다. 따라서 내구성이 약해 반복적 사용이 염려된다.

(1)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영역

본 게임은 29,000원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게임의 학습목표는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실생활과 관련된 실

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연구 및 지속적인 발전의 필

천 가능한 방안 위주로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구성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보급되어 학교 및 학급에서 대량 구매하여 교

되어 목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물, 자원적약의 4가지로 범

크게 네 가지 영역 측면에서 본 게임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보드게임 ‘지구촌 힘씨’는 에너지 교

주화되어 있고, 이는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용이한
핵심내용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항카드에서

육에 효과적인 학습 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타 및 오류가 발견되어 내용의 신뢰성은 떨어졌

게임 방법과 디자인 측면에서도 참신함을 보였다.
하지만 카드 구성이 다양하고 규칙이 다소 복잡하

다. 또한 문항 중에는 실천보다는 에너지관련 내용
을 묻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 학생들이 난감해하

며, 이에 대한 설명이 직관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내용의 양에 대해서는 평가

저학령 학생들이 게임의 규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게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게임의 진행 과정

자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항카드 중 에너지 절
약을 실천하는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통계문제들이

에서 직관적으로 플레이어들 간의 우열을 가늠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기 어렵고, 보다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게임이
다 보니 보다 고차적인 사고가 가능한 6학년 이상

있었다. 반면,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을만한 적절한

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 보다 흥미롭게 게임에 참

양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게임은 에너지의 종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2) 보드게임의 실행 영역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지속

게임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스토리 없이 간단한

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
로 하므로 게임 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

규칙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조건 빨
리 골인 지점에 도착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

록 충분한 흥미와 동기를 불어줄 필요가 있다. 또

문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

한 인식의 변화는 저연령, 저학령기의 학생들에게
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나므로, 보다 저연령, 저

었다.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단순한 규칙과 보다

요소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퀴즈를 푸

보드게임의 실행 영역에서 상호작용과 재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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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

용과의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

는 장점이 있었다. 게임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발하게 일어났다. 특히 문제를 읽어주는 학생 또한

어렵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도전의식과 경쟁의식

읽고 있는 학습내용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학습

이 적절히 유발되고 유지되었다. 보드게임 구성 측

의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었다. 재미의 요소에

면에서 보드판의 진행경로, 칸의 구분, 그림의 의

서 게임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즐겁게 게임

미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점은 보완될 필요가

을 하였다. 게임에서의 승리라는 결과에 민감한 학
생들은 도전과 경쟁의식이 더욱 강하게 일어났다.

있다. 또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양성이 골고루 등장
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게임은 학생들이

주사위 눈이 나오는 운의 요소가 작용하여 참여자

쉽고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간의 등수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 흥미의 유지에 큰

수 있다.

역할을 하였다.
3) ‘신재생에너지 보드게임’
(3) 보드게임 구성 영역
본 게임은 보드판, 주사위, 말, 문항카드와 칩으

‘신재생에너지 보드게임’은 보드판에 건물을 세
우고, 각각의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로 구성되어 있다. 정다면체 5종의 주사위로 구성

위해 건물 주위에 발전소를 세우면서 신재생에너

된 점이 특이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고, 대부분
의 학생들이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정이십면체

지의 종류와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가능
한 조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드게

주사위를 선택하여 게임을 하였다.

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 우리

보드판은 그림 칸과 문항카드 칸이 100개 배열
되어 있고, 사다리와 싱크홀로 연결되어 있다. 그

가 비교적 접하기 쉬운 분야인 태양광, 풍력, 해양
온도차, 소수력, 조력, 지열에너지를 대상으로 이루

러나 디자인이 복잡하여 경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어졌다. 보드판, 건물카드, 발전카드로 구성된 이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약간 산만해 보였다. 그
림은 크기가 작아 한 눈에 의미파악이 힘든 것도

게임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게임을 하는
데는 약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재생

있었으며, 학생들은 그림의 내용보다 올라가고 내

에너지 보드게임을 에너지교육용 보드게임 평가도

려가는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칩의
사용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구를 통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영역

(4) 경제 ․ 윤리 영역
윤리적인 요소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이 게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발전방식별 우리

없으나, 보드판에 사용된 캐릭터가 모두 남자이기

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 발전소의 입지조건을

때문에, 성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거나,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경제적인 요소에서 칩과 주사위,

알 수 있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학
습 목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

말은 내구성이 좋아 반복 사용이 가능하지만, 퀴즈

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의

카드의 경우 종이로 되어 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네 가지 영역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주사

도에 충분히 부합한다. 학습 목표 수준은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중 많이 알려져 있고, 비교적 접하기 쉬

위 게임’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라는

운 분야이므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적합

교육적 목표와 그에 타당한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하다고 할 수 있다. 6학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
한 결과, 풍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발전, 조력발

그러나 학습내용의 양과 퀴즈의 난이도 등은 학생
의 학년과 수준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 등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거나, 간단히 내용을

나타났다. 보드게임의 실행 측면에서는 초등학생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 쉽게 규칙을 이해할 수 있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학생이 학급 전체 학
생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

다. 또한 게임 내내 학생 사이, 학생과 내용 사이,

운 개념인 해양온도차발전, 소수력발전에 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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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설명하고 게임을 하였더니 무리 없이 진

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을 하는 동안 긴장을 놓

행되었다. 4학년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

지 않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리한

업을 선행한 후 게임을 하였을 때 큰 어려움이 없

카드를 뽑는 학생의 경우 게임에 흥미를 잃었다.

었다. 게임 내용의 경우, 6개의 발전방식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의 선행 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3) 보드게임 구성 영역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이를 통해 신재

이 게임은 보드판, 건물카드, 발전카드로 구성되

생에너지의 종류와 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
적인 요소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보드

어 있으며, 보드판은 지형이 바둑판식로 나누어져
있고, 건물카드와 발전카드를 각 칸에 놓으면서 게

판의 경우 그 구성이 단순하여 바다위에 건물을 짓

임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건물카드와 발전카드

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수력에

에 에너지의 양을 ●, ◉(●*5)로 단순화시켜 표현

너지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하여 눈에 잘 띄고 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아이

이에 대한 오개념 형성의 우려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

콘이 직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드판의

다. 건물카드와 발전카드의 경우 에너지의 단위를 사
용하지 않은 점도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경우,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도를
떨어지게 하므로, 좀 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디자
인이 요구된다. 건물카드와 발전카드의 디자인 유

(2) 보드게임의 실행 영역
이 게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워 많은 건

형과 색깔이 비슷하여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
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물을 운영한다는 게임의 승리를 위한 목표는 있지
만, 이와 관련된 스토리가 연계되지 않는다. 신재
생에너지 보드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체

(4) 경제 ․ 윤리 영역
윤리적인 면에서 보드판과 아이콘의 경우, 저작

적인 스토리가 필요하다. 각 발전소를 세울 수 있

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으며, 종교, 성별, 지역,

는 조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학생들이 초반에는
다소 게임 진행을 어려워 하였지만, 여러번 반복하

직종 등에 대한 편견도 드러나지 않는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게임이 아직 상품화되지 않아 분석이

여 규칙을 익힌 후에는 대부분 능숙하게 게임을 하

불가능하다.

였다.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
키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학생도 있었

‘신재생에너지 보드게임’을 이상의 네 가지 영
역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지만, 발전카드를 뽑는 것이 운에 좌우되는 측면도

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에너지 발전

있어서 별도의 전략 없이 발전소를 세우는 학생들
도 관찰되었다. 보드게임 실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소를 설치하여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각 발전소가 설치

을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룰

될 수 있는 조건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을 시작할 때 건물
을 세우는 방법이나 순서, 건물의 개수, 게임 준비

학생들이 이 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드게임 실

사항, 게임의 종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필

행과 관련해서는 게임과 관련된 스토리의 부재가

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단계별 설명이 있다면 게임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

학생들의 흥미도를 저하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게임 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었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드판에서 게임을 진행하

다. 보드게임 구성 면에서는 건물카드와 발전카드

므로 동료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
성을 두고, 제작된 게임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가 직관적으로 디자인되고 한눈에 보기 쉽다는 장
점이 있었지만, 보드판이 너무 단순하여 이에 대한

는 게임 방법이나 오류지적, 감탄 및 부러움의 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물카드와

응을 제외하고는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상
호작용을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발전 카드를

발전카드의 디자인이 비슷하여 구분이 쉽게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윤리 영역에

뽑는 것에 따라 게임의 판도가 결정되다 보니 다음

서는 저작권이나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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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은 평가자가 평가하면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타당
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다른 에너지교육용 보드

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 화석연료 사용은 환

게임에도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분석결과가 축적되

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화석연

면 에너지교육에 보드게임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줄

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가 다양한 에너지교육용 보드게임이 개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 게임은 신재생에

발되고 교육현장에서 사용됨에 있어 게임 개발자,

너지에 대해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교사, 학생, 소비자, 연구자에게 유용한 평가기준이

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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