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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온라인 공개수업의 경우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적절한 교수 매체 및 학습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적어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학습자-교수자 간

의 상호작용이 학습자가 수강을 완료하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할 수있다(김철민, 2017; 이소영, 김형준, 2019; 조문흠, 변문경, 2015). 특히 대화가 중요한

언어 관련 교과목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K-MOOC에는 언어 과정

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수를 늘려 개별 학생과의

상호작용 요소를 강화하거나 교수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호작용 요소를 찾아야 한다.

K-MOOC는 무료로 다수의 학생에게 제한 없이 공개되고 있어 학생 개개인과 토론, 과제

제출 확인을 통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조 교수자를 두기 힘들다. 따라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학습자-학습콘텐츠와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이

전반적인 K-MOOC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학습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

로러닝이 적합하다고 본다. 게이미피케이션의 경우 학습자가 각 ‘레벨’마다 학습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객관적인 실력향상 척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러닝

도 강의 분절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강의내용을 선택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

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돕는다. 해외 논문에서는 MOOC와 관련하여

학습콘텐츠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이나(Costello, 2020; Gul, & Bilgin,

2020)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Geng Sun, Tingru Cui,

Jianming Yong, Jun Shen & Shiping Chen, 2018), 국내에서는 현재 K-MOOC와 관련해서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C 대학교’에서 개발하여 K-MOOC에서 운영 중인 ‘컨벤션

영어 필기’강좌의 수강생들을 설문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

닝으로 학습콘텐츠 강화 시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 중 학습몰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공개수업에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온라인 공개수업에 적용된 마이크로러닝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온라인 공개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의

상대적 효과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배경



1. 게이미피케이션

1) 게이미피케이션 개념

Zichermann(2011)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사용자를 몰입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적인

사고와 게임 메카니즘을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게이미피케이

션은 학습 몰입감을 높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온라인 강

좌의 부족한 상호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은 주목받고 있다. 게이미

피케이션 관련 용어로는 기능성 게임과 게임기반학습(Game Based-Learning)이 있다. 기능

성 게임과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 그 자체를 활용하여 학습을 유도한다. 하지만 게이미피케

이션은 학습 맥락을 게임처럼 조작하는 것이기에 게임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2)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일된 견해가 없고 많은 연구자가 다양하게 정

의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연구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이동엽(2011) 규칙, 관리, 마일리지, 등급, 보상, 상호관계

이선민 외(2017)
태스크, 테마, 피드백, 리워드, 랭킹,

커스터마이징, 커뮤니케이션

Werbach & Hunter(2012)

Dynamics(Constrains, Emotions, Narrative, Progression,

Relationships), Mechanics(Challenges Feedback, Turns, Chance,

Resource acquisition, Win states, Competition, Rewards,

Cooperation, Transaction), Components(Achievements,

Collections, Leaderboards, Social graph, Avatar, Combat, Levels,

Teams, Badges, Content unlocking, Points, Virtual goods, Boss

fight, Gifting, Quests)

Costa & Aparicio (2018)

<표 1>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중에서도 특히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을 따

로 정리해 보았다.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Components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연구자 몰입 관련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김양은, 박상호(2007) 효능감, 도전감, 보상

이수연(2013)
목표, 경쟁, 보상(피드백), 스토리텔링,

상호작용, 지위, 이타주의

민슬기, 김성훈(2015)
레벨, 보상, 레벨 업, 아이템, 커뮤니티,

정보교환, 협동플레이

<표 2>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2. 마이크로러닝



마이크로러닝은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Q&A, 웹 링크’ 등 다양한 마이크로 콘텐츠를 통

해 학습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토록 하여 학습 집중도를 극대화한 학습 방법이

다. Hug(2010)는 마이크로러닝을 7가지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1) 짧은 시간 소요, 2) 복잡한

이슈보다는 작은 주제 단위 내용의 콘텐츠, 3) 비형식 학습 4) 에피소드, ‘지식 너겟

(knowledge nuggets)과 같이 세분화 된 형태, 5) 의도된 학습활동의 형태나 학습활동과는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주의력 환기 차원으로 운영 가능 여부 6) 면대면,

멀티미디어, 학습객체 등 다양한 양식 포함 여부 7) 반복, 성찰, 구성주의 문제 기반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유형이 7가지 특성에 해당한다. 이때 Hug가 말하는 ‘짧은 시간’은 구체적

인 시간이 아니라 콘텐츠 단위의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 메조(meso)와 매크로

(macro) 수준의 콘텐츠와 비교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마이크로러닝의 ‘짧은, 자투리 학습 시

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짧게는 3분 내외로 보거나 길게는 시간 단위로 보기도 한다. 소효

정, 이혜란(2017)은 15년간 발행된 74편의 마이크로러닝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

러닝이 일반적으로 작은 단위의 콘텐츠 설계를 의미하지만, ‘작은’ 단위가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노들(2019)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발행된 71편의 논문을 분석 후 마이크로러닝은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학습 내용이냐가 더욱 중요하며 시간이 짧다고 무조건 마이크

로러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길다고 마이크로러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년간 154편의 논문이 일괄적으로 시간을 정하지 못했고 학자마다 몇 초 단위에서 분이나

시간 단위까지 ‘짧은 시간’을 정의하는 범위가 넓으므로 ‘짧은’을 단순히 몇 분인지로 구별하

는 것보다 주제별로 집중력이 지속되도록 강의를 분절했는지를 마이크로러닝의 요소로 보는

것이 맞다.

3. 몰입

몰입(Flow)이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자

신의 플레이나 연주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활동에 깊이 빠진 상태를 말

한다(Csikszentmihalyi, 199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9년 K-MOOC의 묶음 강좌로 선정된 C 사이버대학의 ‘컨벤션기획

사자격증 대비과정(2급): 게임화융합설계’ 강좌 중 하나인 ‘컨벤션 영어 필기’강좌를 수강한

688명의 학습자이다. 컨벤션 영어 필기’강좌는 총 15 주차에 걸쳐 진행되며 7 주차와 14 주

차의 오프라인 특강과 9 주차와 15 주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강의를 제외하면 총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민아’라는 가상의 인물은 총 11개의 주제로 구성된 강좌에서 각각의

주제마다 실제로 발생할 법한 문제 상황을 교수자에게 상담한다. 그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5단계를 거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퀘스트(Quest)를 받은 후 퀘스트(Quest)를 완료하

여 ‘미션(Mission)’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학습을 완료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미션’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General Manager로의 승급이다. 31세의 컨벤션

Intern인 민아라는 ‘가상의 인물’은 ‘미션’을 해결해나가면서 점차 성장해 4주부터는

Assistant Manager로 승급하고 7 주차에는 Manager로 승급하여 최종적으로는 11 주차부터



General Manager로 승급한다.

2. 연구에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본 연구를 위해 Werbach & Hunter(2012)와 Costa & Aparicio(2018)의 연구로부터 추출한

9가지 게임화 요소의 관계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에 적용된 게임화 요소 간의 관계성

31세의 컨벤션 Intern 민아라는 가상의 인물이 ‘미션’을 해결해나가면서 점차 성장해

General Manager로 승급하는 이야기 구조는 게임다이나믹스에 해당하며 이는 게임 컴포넌

트인 ‘미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분절된 강의에서 학습자는 ‘퀘스트

(quest)’를 통과할 때마다 ‘포인트(points)’를 받는다. 각 ‘퀘스트(quest)’는 2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2번의 ‘도전(challenges)’할 ‘기회(chance)’가 주어진다. 이러한 퀘스트에 ‘도전’할 ‘기

회’를 갖는 것은 [그림 1]에 도식화한 것처럼 게임 메카닉스 요소인 ‘도전’과 ‘기회’가 게임

컴포넌트 요소인 ‘퀘스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한 문제당 10포인

트씩 획득하여 하나의 ‘퀘스트(quests)’를 통과할 때마다 20포인트를 획득한다. 4단계까지 획

득한 80포인트에 더해 마지막 5단계에서 퀴즈 통과 시 20포인트를 추가 획득하여 미션완료

시 총 100포인트를 얻는다.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정답 여부에 따라 ‘피드백’을 주고 ‘포인

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포인트 획득을 해야 ‘레벨’ 상승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림 1]에서 보듯 이 게임 메카닉스 요소인 ‘피드백’이 게임 컴포넌트 요소인 ‘포인트’와 ‘레벨’

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션완료 후에는 ‘레벨(levels)’이 상승한다. 이때,

5단계 화면 마지막에 주사위를 굴리면서 게임 보드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리더보드’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마치게 된다. 승급 과정에 관한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매주 강의마다 게임보드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 구성은 게임 다이나믹스 요

소인 이야기 구조가 게임 컴포넌트 요소 중 하나인 ‘리더보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제시와 문제해결을 통한 단계별 포인트 획득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컨벤션 영어 필기 단계별 포인트 획득 과정

3. 연구에 적용된 마이크로러닝 요소

설문 조사대상 강좌는 전체적인 강의를 통일성 있게 구성하면서도 각 주차의 강의가 단독

으로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강의를 짧게 끊어놓은 것

이 아니라 처음부터 클립화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강좌라는 점에서 해당 강좌에 마이

크로러닝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러닝이 적용된 콘텐츠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안에서 개별적인 ‘짧은’ 동영상이 모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개별적인 동영상이 각자 독

자적인 주제로도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분절된 강의가 모여 하나의 통일된 학습맥락을 유

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은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강조한

다.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인지적 융통성 이론과 문제중심학습(PBL)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컨벤션 영어 필기’ 강좌도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에 따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컨벤션 영어 필기’강좌는 각각의 주차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주제에 대

해 5개의 동영상 클립을 가지고 있는데 각 클립은 1단계부터 5단계로 불린다. 특히 학습 내

용의 분절뿐 아니라 각각의 클립마다 교수자가 바뀌어 학습자의 지루함을 덜고 수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는 5단계로 분절된 강의의 개별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학습자가 특정 주차의 어휘, 문법, 대화, 독해, 정리 중 특정 주제만 학습을 원하는 경우 학

습자 개인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도와준다. ‘컨벤션 영어 필

기’강좌는 특히 구성주의 이론에 따라 31세인 컨벤션 Intern인 민아라는 가상의 인물이 학습

을 통해 계속 문제해결을 하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 분절된 강

의가 최종적으로 General Manager로 승급한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분절

된 강의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맥락을 유지해야 하는 마이크로러닝의 조건을 충족

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각각의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15개의 강의를 하나로 묶

어 이야기로 전달하여 전체 강의의 흐름을 통일성 있게 한다. 이러한 General Manager로

승급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그림 3]으로 정리했다.

[그림 3] 마이크로러닝의 전체학습 맥락 유지기능(이야기 구조)



1단계가 18분 내외, 2단계가 20분 내외, 3단계가 10분 내외, 4단계가 15분 내외, 5단계가 7

분 내외로 구성되어 각 클립의 시간이 25분 내외인 점도 마이크로러닝의 ‘짧은’ 시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 보통 마이크로러닝으로 3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

으나 마이크로러닝의 ‘짧은’ 시간은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습자들은 25분 정도의

강의에 만족한다는 선행연구가(박태정, 나일주, 2016) 있으므로 학습자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주제에 맞게 25분 내외로 분절한 강의를 마이크로러닝에 적합한 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컨벤션 영어 필기’강좌는 각 클립을 25분 내외로 분절하였으므로 학습자가 집중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강의를 구성하여 ‘짧은’ 시간으로 강의를 분절해야 하는 마이크로러닝

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동영상 재생 중 옆에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자막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개인의 학습 상황에 맞춰 교수자가 준비한 클립화 구성보다 더 짧은 단위의

시간으로 끊어서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이퍼링크 자막은 여러 가지 정보를 참

고하여 학습자 자신의 독특한 이해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하이퍼링크 자막의 기능은 인지적

융통성이론에 해당한다. 인지융통성이론은 교과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나 현상을 다양

한 관점과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연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수업이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방식을 볼 때 ‘컨벤션 영어 필기’강좌

는 하이퍼링크 자막을 통한 인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주의 이론에 따른 학습콘텐츠 구성

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퍼링크 자막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마이크로러닝 요소(하이퍼링크 자막)화면 예시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CUFS+CUFS02+2020_C2/about)

4. 연구절차

온라인 공개수업에서 게이미페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잠정변인을 도출하였다. 그 후, 각각의 변인들이 연

관성 있는 것끼리 잘 묶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크론 바흐 알파

(Cronbach α)값을 구해 보았다. 검사도구는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웹 기반 교육의 학습

몰입 관련 연구에서 교육 효과 실증분석을 위해 검증된 문항(강인원, 이지원, 2009; 강정화,

2010; 노경희, 2010; 문철우, 김재현, 2011; 손기영, 2005; 이규하, 2011)에 게이미피케이션 요

소가 적용된 K-MOOC 강좌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후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타당성 확

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문항은 기존 연구들에서 그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을

재구성 후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문항의 척도는 학습자의 인구학적 특



성은 명명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한

Likert-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17문항의 검사 도구를 Google

설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학습콘텐츠 상호작용요인(게이미피케이션, 마이크로러닝) 측

정 설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학습콘텐츠 상호작용요인 측정 설문지 구성

영향변인
번

호
질문문항

학

습

콘

텐

츠

상

호

작

용

요

인

게이미피케이션

1
나의 학습 진도, 수강 상황(레벨업, 포인트획득, 누적점수)등과 같은

개별화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다.

2 Quest 후 시스템 상 즉각적인 피드백은 유용하였다.

3 강좌의 각 차시는 학습 목표(Mission)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4 강좌에서 제시된 정보(Mission 해결법)를 신뢰할 수 있다.

마이크로러닝

5
나의 학습속도에 맞춰 강의 동영상의 속도와 흐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6
학습맥락을 유지하면서도 학습내용을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분량으

로 조절하여 학습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7 각 주차 강의는 학습하기에 적당한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8
단계별 클립마다 교수자가 바뀌는 구성으로 지루함 없이 수업에 집

중할 수 있었다.

9 단계별 클립마다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학습량을 조절하기 쉬웠다.

10
이 강좌에서는 필요한 강의를 검색하고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습몰입 측정 설문지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학습몰입 측정 설문지 구성

교육효과
번

호
질문문항

학습몰입

11
나는 이 강좌를 수강하고 학습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에 다소

흥분되고 재미있고 즐거워 학습에 전념했다.

12
나는 이 강좌를 수강하고 학습하는 동안 시간이 보통 때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13
나는 이 강좌를 수강하고 학습하는 동안 스스로 열심히 학습하고 어려운 과제

는 해결할 때까지 노력하였다.

14
나는 이 강좌를 수강하고 학습하는 동안 Quest를 해결에 집중하여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15
나는 이 강좌를 수강하고 학습하는 스스로 학습 내용에 관해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추가적 학습을 하였다.

16 이 강좌를 수강하는 동안 열중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17 강의를 듣는 동안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느꼈다.

제작한 설문지 링크를 운영진에게 전달 후 K-MOOC 시스템상의 전체 수강생에게 이메일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수강생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222명이었으며 중복응답자 2명과 일부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는 212명이었다. 이후 설문 결과를 3개의 평균으로 계산된 변수들

의 상관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본 후, 독립변수 간의 비교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다.

Ⅳ. 연구결과

수집된 온라인 설문결과는 부호화 작업을 거쳐서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5>와 같다.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0.35 1.837

게이미피케이션 .625 .136 .375 4.604* .000 2.320

마이크로러닝 .277 .080 .240 3.465* .001 1.672

F 41.839

R²(수정된 R²) .717(.700)
*P<.001

<표 5>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력

회귀분석결과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콘텐츠의 하위요인인 게이미피케이션

(t=4.604, p=.000)과 마이크로러닝(t=3.465, p=.001)으로 규명되었다.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

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게이미피케이션(=.625), 마이크로러닝(=.277) 순으로 학습몰입에 영향

을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게이미피케이션이 마이크로러닝보다 학습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뜻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언어교과목의 특성상 전통적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자의 학습몰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콘텐츠에서 중시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

닝이 각각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몰입과 개인 맞춤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어 두 요인을 잠정 변인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온라인 수업에 적용된 게이미피케이션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둘째, 온라인 수

업에 적용된 마이크로러닝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의 영향력 비교였다. 설문 결과 게

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 둘 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규명되었

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이크로러닝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게이미피케이션

(=.625)이 마이크로러닝(=.277)보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었다. 즉 학습자들

이 학습몰입 상태에 빠져드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 마이크로러닝보다 더 유용했다는 뜻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포인트’, ‘레벨 업’ 같은 게임의 작동

원리(game mechanics)를 교육 분야에 적용 시 학습자가 학습 과정 중 재미와 몰입감을 느

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김상경, 2014; 이선영 외, 2019; Arif, F.

K. M., et al., 2019)와 맥락을 같이한다.



마이크로러닝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학습자가 짧게 분절된 콘텐츠와 상호작

용하면서 자신만의 학습 속도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

율성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는 자기 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에

비추어볼 때 마이크로러닝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몰입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이미피케이션이 마이크로러닝보다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는

이유는 학습자가 마이크로러닝보다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인해 학습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있

다는 느낌을 더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이크로러닝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

을 세우며 학습콘텐츠와 상호작용해야 하고 시스템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 그에

비해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습 과정 중 학습콘텐츠가 즉각적으로 학습자의 답안에 반응하고

학습자의 선택에 대한 격려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

습자로서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프로그램 설계 시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한 수

업을 만든다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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