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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using a 3D virtual reality (VR) game on university EFL students’ development
of vocabulary and cultural knowledge. In addition, it explored how this new approach affected the students’ affective
attitudes such as interest, confidence, and learning motivation. Furthermore, it examined the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Over one semester, an experimental group of 25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while a control group of 24 students followed the regular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EFL course. To collect data, 1) pre- and post-tests for both vocabulary and cultural knowledge, 2) a pre- and postquestionnaire for affective attitudes, 3) an online survey for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and 4) a qualitative interview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group outperformed the traditional
learning group in both vocabulary and cultural knowledge gains. In addition, VR game instruction was effective in
increasing students’ interest, confidence, and learning motivation. Furthermore, the students reported overall posi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is new kind of instruc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is a new, effective way to promote students’ vocabulary and cultur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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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다. 5년 연속 호라이존 보고서(Educause, 2020)는 가상현실 혹은 혼합 현실(mixed reality)이 가까운
미래에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가상현실이란 체험자가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공간에서 현실세계처럼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Paeng, 2009). 가상현실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적 경험(situated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 물리적 장소(예, 미국, 영국)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Wang, Petrina, & Feng, 2017). 즉,
가상현실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들은 이제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 경험과 언어
학습을 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어 학습자에게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학습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상현실은 외국어 학습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언어 교육 분야에 매우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같이 영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에게 가상현실의 활용은 가상으로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영어에 대한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경험적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기대된다. 가상현실은 교육 분야에 있어
새로운 트렌드로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적어 가상현실이 외국어 학습에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효과적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 실현되기에 교육 장비 및 시설이 부재하고 콘텐츠가 제한적이며 수업
전략 및 수업 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듯 가상현실 활용 영어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대학생 영어 수업에 활용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가상현실이 영어 학습에 가지는 교육적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해 밝히고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가상현실 활용 영어 교육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이 영어 학습에 가지는 장점을 교육환경에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 디지털 3D
가상현실 교육용 게임을 채택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게임은 가상현실을 기존의 PC를 통해 체험할 수 있고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가상현실을 교실 수업에서 가장 쉽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의 오락적인 요소가 학습에 결합되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유용하다(Allen, Crossley, Snow, & McNamara,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게임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가상 교육
공간에서 목표어, 목표 문화에 대한 노출과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체험적 학습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게임의 몰입과 현실감이 높은 학습 콘텐츠를 통해 영어 학습의 재미와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을 실시하여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및 문화 지식 발달에 효과적인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의적 측면(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학습자들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영어가 외국어로 학습되는 제한된 EFL 환경에 있는 한국 학습자에게 가상현실 기술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며 가상현실 활용 게임이 새로운 교육 도구로서 영어 학습에 유용한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호 교환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유지되는 가상공간 속에서
3차원의 현실세계와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Beier, 2008). 또한 가상현실을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로 제작된 몰입적인 시각적 경험이라 설명하기도 한다(Kim, Kim, Lee, & Bang, 2016).
가상현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몰입이다(Lan, 2020). 가상현실에서 몰입의 의미란 타자의 관점을 통하여
상황을 체험하는 것으로 “자신에서 벗어나 감정이입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상의 세계에 대한 현실감과 믿음을 형성하는 것”(Park & Lee, 2004, p. 35)을 말한다. 가상현실
속에서 “지식의 획득은 몰입을 통해 가능해지고, 몰입의 방식으로 실현된다”(Park & Lee, 200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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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은 실제 현실 몰입감(real-life immersion) 정도에 따라 1) 몰입형 가상현실(immersive VR), 2)
반몰입형 가상현실(semi-immersive VR), 3) 데스크탑형 가상현실(desktop VR)로 구분할 수 있다(Kim et al.,
2016). 몰입형 가상현실은 HMD(head mounted display) 같은 특수 장비를 통해 현실과 완전히 다른 3D
가상현실에 완전 몰입하는 것이다. 반몰입형 가상현실은 대형 스크린에 가상현실을 투사하여 몰입감을
제공한다. 데스크탑형 가상현실은 PC의 모니터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 입체감을 제시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PC를 통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범용적이고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주로 가상현실 캠퍼스, 가상 박물관, 게임, 산업설계나 모델하우스, 전시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Kim et al., 2016).
가상현실은 최근에 이르러 매우 주목받고 있는 기술로 의료, 미디어, 교육, 산업, 예술 분야 등 각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이 언어 학습에 어떠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Wang 외 2인(2017)은 가상현실은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상으로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Im(2019) 또한 외국어 교육에서 가상현실의
활용은 다양한 체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언어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적, 공간적
자극을 통해 수업참여를 높일 수 있다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에 언어에 대한 노출이 큰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예, 미국, 영국 등)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영어 습득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Roever, 2012). Kim 외 3인(2016)은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가장
영어 학습에 효과적이나 어학연수와 같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저비용으로 외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3차원 공간에서 가상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고도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어 학습에 큰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언어 학습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로 Im(2019)은 교양영어 수업에 구글 VR 현장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여 카드보드 VR
키트를 통해 VR 자료를 시청한 후 워크시트(worksheet) 작성과 토론 문제에 대해 답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Im(2019)의 연구는 단순히 VR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것으로 VR의
환경만 제시되었을 뿐 VR의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이 부재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제시되었다. Lee와
Kim(2020)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VR 앱을 활용한 어휘 학습(파닉스) 수업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전체
학업 성취도와 음소 인식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의적 영역 전체 및 자신감, 몰입감 향상에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냈다. 이에 더하여 Lee와 Kim(2020)은 현실 반영이 잘 구현된 VR 환경은 아동 학습자의
몰입감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 VR 영어 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활용 시 고려할 점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가상현실이 영어 학습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과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그 활용성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은 초기 단계로 미흡한 상태이고 실제와
유사한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 기회를 제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반 교육용 게임을 통해 학습자에게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가상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미국인 게임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이러한
새로운 가상현실 기반 경험적 학습방법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디지털 게임 기반 언어학습
최근 들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학습 활동의 제시가 권장되고 있고 수업 외의 환경에서도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비형식(informal)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게임 기반 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Godwin-Jones, 2014). 게임 기반 학습은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고 인지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며 수업 환경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Kim, Park, & Choi, 2011). 또한 게임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도전감은 학습을 지루하지 않게 만든다(Park & Shin, 2014). 이러한 게임의 즐거움이 학습과 조화롭게 잘
아우러져 제시될 수 있다면 게임 기반 학습은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Godwin-Jones, 2014).
게임 기반 학습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은 1) 시중 상업용 오락 게임, 2) 교육용 게임, 3) 교수자가 직접 수업을
위해 제작한 게임이다. 시중 상업용 오락 게임은 사용자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기 위해 여가시간에 즐기는
게임으로 장르별로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액션, 스포츠, 전략, 캐쥬얼 등 다양하며 비디오, PC,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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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용 게임은 게임의 오락적인 요소와 함께
교육적 내용의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게임을 의미한다(Baek & Kim, 2005). 교육용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Abt, 1977) 혹은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도 불린다.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직접 수업을 위해 제작한 게임이 있다. 교수자의 전문적인 게임 개발 능력(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사운드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학습목표에 맞는 학습내용으로 게임을 구성할 수 있고
학습자 수준과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한 게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재미와 오락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임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중
교육용 게임은 오락과 학습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에 적용하기 쉽고 학습자가
사용하기 쉬우며 교육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어 처음 게임 기반 학습을 시도하는 교실에 사용하기
적절하다. 특히 언어 관련 교육용 게임은 학습에 있어 단어 수준, 학습 수준 등이 학습자들 레벨에 맞게
단계별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습 도구로 사용하기 유용하다(Chen & Hsu, 2020).
언어 학습에 게임을 적용한 디지털 게임 기반 언어 학습(digital game-based language learning, DGBLL)은
현재 제2 언어 습득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Chen & Hsu, 2020).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은 게임 캐릭터가 제2 언어 교사의 역할을 하며 자연적 환경 속에서 언어 학습이 이루어져 학습에 도움이
된다(Piirainen-Marsh & Tainio, 2009). 또한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고 목표
언어에 대한 의미있는 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Meyer, 2013). 이렇듯 게임이 언어 학습에 가지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을 시도한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게임 기반 언어 학습 관련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게임 앱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많이
실시되었다. 특히 어휘 학습에 게임을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어휘 학습과 관련된 연구로 Park과 Shin(2014)은
어휘 학습 게임 앱 ‘마법의 Voca 빵’을 통해 게임 유형과 학습 시간의 두 요인이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습시간 유형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으나 게임 유형에서는 게임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상대와 경쟁하며 학습하는 것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높아 어휘 발달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Son(2018)은 영어 어휘 학습에 어휘 게임 앱인 Englider 2.0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게임을 활용한
학습이 학생들의 어휘 발달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게임 기반 어휘 학습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며 협동 학습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어휘 수업 도구로서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이 적용된 게임을 언어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몰입감과 현실감이 높은 학습 콘텐츠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고 다양하며 흥미로운 체험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해외 문헌에서는 Miller와
Hegelheimer(2006)가 가상현실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게임과 온라인 보충 학습 자료를 통해 어휘 학습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연구로 Ranalli(2008)는
시뮬레이션 게임과 여러 종류의 온라인 보충 학습자료(어휘 정보, 퀴즈, 온라인 사전, 게임 설명서 등)를
제공하여 그룹별로 어휘 학습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많은 온라인 보충 학습 자료를 제공받은 그룹이
가장 어휘 실력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었다. 국내 연구는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로
언어 학습 관련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가상현실 활용 영어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에 그치고 있다. Kim 외 3인(2016)은 현실감 가득한 몰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장비인 아이큐브(Icube)를 활용한 영어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Paeng(2009)은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 영어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연구를 시행하였다.
앞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 가상현실 기술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라 보고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가상기술이 적용된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이 가지는 효과성을 입증할 현장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실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기반 영어 교육용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가상환경에서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미국인인 게임 캐릭터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적 경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및 문화 지식 발달에 효과적인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의적 측면(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습자의 어휘 및 문화 지식 발달에 효과적인가?
2.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3. 가상현실 게임 기반 언어 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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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한 대학 교양영어 수업의 두 분반에서 실시되었다. 두 분반은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뉘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수업은 1학년 신입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양 영어
과목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 수업 목표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인 총 25명으로 구성되었고 나이는 1920살이었다. 통제집단에 참여한 학생은 총 24명으로 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으로 총 24명이 참여하였고
나이는 19살로 같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은 학교 입학 초기에 TOEIC 시험으로 실시한 영어 레벨
평가에서 영어 능력 수준 중급 단계(intermediate level)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인 가상현실
게임 기반 어휘 및 문화 학습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첫 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게임 및 게임 기반 학습 관련 경험 및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설문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urvey Result of Experimental Group About Their Game-Related Learning Experiences
Question
Answer
1. Do you like playing games?
① Yes (n = 23, 92%), ② No (n = 2, 8%)
2. Have you ever played games before?
① Yes (n = 25, 100%), ② No (n = 0, 0%)
3. Have you ever used games for your English language learning?
① Yes (n = 11, 44%), ② No (n = 14, 56%)
4. Have you ever used games for English vocabulary learning?
① Yes (n = 9, 36%), ② No (n = 16, 64%)
5. Have you ever used games for cultural learning?
① Yes (n = 0, 0%), ② No (n = 25, 100%)
6. Have you ever taken courses which adopted games for learning experiences? ① Yes (n = 0, 0%), ② No (n = 25, 100%)

설문조사 결과 학생 대다수(92%)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생들 모두 게임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영어 학습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절반이 채 안되는 44% 정도로 나타났고 어휘 학습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6%로 나타났다. 문화 학습을 위해 게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0%로 전무하였다.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 또한 0%로 아무도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게임 기반 영어 학습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수업이며 게임을 통한 어휘 학습을 경험한 학생은 몇몇
있으나 문화 학습을 해본 학생들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설계
1) 실험집단: 가상현실 게임 활용 영어 어휘 및 미국 문화 학습 수업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활용하여 실험집단 학습자들이 실제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게임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고 미국 문화 경험을 하는 등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영어 어휘 및 미국 문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게임인 트레이스 이펙트(Trace Effects,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14)는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에서 영어
학습자를 위해 제작한 3D 가상현실 교육용 게임이다. 트레이스 이펙트는 영어 학습자들이 게임을 통해 미국
문화를 배우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트레이스 이펙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3D 가상현실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DVD를 제공하고 있다. 트레이스 이펙트 게임의 진행 방식은 학습자들이 게임 주인공인 트레이스(Trace)가
되어 미국의 여러 도시(예,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켄사스, 아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를 가상으로 방문하며 여러 주제의 미국 문화(미국 대학 캠퍼스, 다 인종 문화, 명절, 음식, 팀워크
등)를 배우고 가상의 미국인 게임 캐릭터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언어 및 화행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트레이스 이펙트는 총 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은 매 단원 목표로
제시한 언어뿐 아니라 화용 능력(요청, 거절, 공손 등)과 미국 문화 등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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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s of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Activities in This Study

Figure 1은 트레이스 이펙트 게임을 통해 학습자들이 게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습자는 게임
주인공인 트레이스가 되어 미국의 재래시장인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재료를
사는 등 미국의 지역 시장 문화를 경험하였고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학생 문화센터에 방문해
학생증을 얻는 등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미국 대학 캠퍼스 문화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업 첫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실험인 3D 가상현실 게임 기반 어휘 및 문화 학습에 대해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1) 트레이스 이펙트 게임 소개 및 기본 사용 방법, 2) 게임을 활용한 어휘 및 문화
학습의 목표, 3) 게임 학습 활동과 과제, 4) 수업 평가(총 성적의 20%로 평가), 5) 질의 응답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게임인 트레이스 이펙트는 총 7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들은
2주에 한 단원 씩 14주에 걸쳐 총 7개의 단원을 학습하였다. 매주 수업 과제로 학습자들은 30-40분 동안
게임을 실시하였고 2주마다 각 단원을 마친 뒤 나타나는 게임 완료 장면을 스크린 캡쳐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교수자에게 제출하였다.
게임 기반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는 매주 그 주에 진행되는 단원 주제에 대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 주에
진행된 게임 학습 활동을 점검하고 학습자들이 게임의 각 단원 목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또한 게임 기반 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점이나 학습 내용 관련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 학습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이펙트 게임은 각 단원에 제시된 과제를 모두 마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므로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들 모두 어려움 없이 매주 주어진 게임의 모든 과제들을 완수하고 게임의
각 단원을 잘 마치고 있는지 학습 진도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습 진도 현황은 격주로 학습자들이
제출한 게임 완료 장면 스크린 캡쳐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이러한 게임 학습 참여 상황을 성적
평가에 반영하였다.
2) 통제집단: 전통적인 방식 영어 수업
본 연구의 통제집단은 한 학기 동안 기존의 교양영어 과목 수업 방식인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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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였다. 학교에서 제시된 기존 교양영어 수업의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단원별 교재에
제시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동일한 학습 내용 및 수업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나 어휘 및 문화 학습 방법에서
실험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은 가상현실 교육용 게임을 활용하여 어휘 및 문화 학습을 진행한 반면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같은 내용의 어휘와 문화 지식을 교실 수업에서 학습하였다. 어휘 학습으로 주어진
어휘 목록의 뜻을 찾고 짝짓기(matching exercise)와 빈칸 채우기(fill-in-the-blank exercise) 등의 어휘
연습문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 학습은 미국 문화 내용에 대한 수업 자료를 읽고 관련 사진 혹은 영상을
보는 학습을 실시하였다.

4. 연구 도구
1) 어휘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어휘 시험은 트레이스 이펙트 게임 교사 메뉴얼의 각 단원별 학습목표에 제시된 어휘
목록에서 선정되어 총 100개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어휘 선정 기준은 중간 레벨(intermediate level)의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 목록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제당 1점씩 총 100점으로 어휘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어휘
시험의 문제 유형은 주어진 영단어의 뜻을 한글로 적거나 영단어의 한글 뜻을 보고 영단어의 스펠링을 적는
것이었다. 어휘 사전 평가, 사후 평가 모두 동일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순서는 평가별로 다르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어휘 평가에 사용된 어휘 목록은 Appendix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문화 지식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화 지식 평가 시험 문항은 트레이스 이펙트 게임 교사 메뉴얼에 단원별 제시된 문화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미국 문화
내용이다. 총 11개의 문제로 이루어졌고 6개는 객관식 유형(예, 미국 명절 음식 문화 중 하나로 추수감사절에
먹는 대표적인 요리에 해당하는 것은?)이고 5개는 주관식 유형(예, 미국 뉴욕시의 상징으로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우호증진을 위한 선물로 기증한 것으로 미국의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것은?)이다. 총 100점으로 환산되어 각 학생들의 문화 지식 습득 여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화
지식 관련 사전·사후 평가는 모두 같은 문제로 구성되었다.
3) 정의적 태도(흥미, 자신감, 학습의욕) 평가
TABLE 2
The Questionnaire Categories for Affective Attitudes
Category

Sub-category

Survey item

Affective
Attitudes

Interest
Confidence
Learning Motiv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Cronbach’s α
Pretest
Posttest
.77
.74
.75
.87
.76
.87

본 연구는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정의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에 나타나듯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지는 3가지 세부 항목인 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지는 항목별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정의적
태도에 관한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는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세한
설문 문항은 Appendix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신뢰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의적 태도 관련 실험집단 사전 설문지에서 흥미도는 .77, 자신감은 .75, 학습의욕은 .76로 신뢰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 설문지에서 흥미도는 .74, 자신감은 .87, 학습의욕은 .87로 모두 신뢰도 값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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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모바일 폰과 이메일로 전달되어 실시되었다.
설문 문항은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내용은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과 학습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는지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설문 항목은 본 연구 결과 Table 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1) 어휘 발달 관련 사전·사후 평가, 2) 문화 지식 발달 관련 사전·사후 평가,
3) 정의적 태도 관련 사전·사후 설문조사, 4) 태도 및 인식 관련 설문조사, 5)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업 첫 주에 어휘 사전 평가와 문화 지식 사전 평가가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정의적 태도 관련 사전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이
끝난 후 수업 16주차에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어휘 및 문화 지식 사후 평가가 실시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정의적 태도 관련 사후 설문조사와 학습자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인터뷰인 반구조화된 인터뷰(a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여 가상현실 게임 기반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 및 생각과 의견에 대해 심층조사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연구질문인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의 어휘 실력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집단의 어휘 시험 사전·사후 평가의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 및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인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의 문화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한 문화 지식 시험 사전·사후 평가의 결과 또한 독립 표본 t-검정 및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에 대해 심층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질적 인터뷰 결과는 질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개방형 코딩을 통해 자료를 개념화하고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는 등 주제들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의 어휘 발달에 대한 효과
본 연구는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습자의 어휘 발달에 효과적인지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실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어휘
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TABLE 3
Independent t-Test on Pretest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ocabulary Knowledge)
M
SD
t
df
p
Test
Group
N
Experimental
25
30.56
2.35
Pre-test
1.65
47
.106
Control
24
29.25
3.17

Table 3은 두 집단의 어휘 평가 사전 검사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실험집단의 평균은
30.56, 표준편차 2.35, 통제집단의 평균은 29.25, 표준편차 3.17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47) = 1.65, p = .106). 따라서 실험 전 두 집단간의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이 본 연구에 참여한 후 어휘 실력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휘 평가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각각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Table 4에서 두 집단의 어휘 평가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 분석을 비교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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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ired Sample t-Test of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ocabulary Knowledge)
M
SD
t
df
Test
N
Pre-test
25
30.56
2.35
Experimental
-46.14***
24
Post-test
25
65.32
3.93
Pre-test
24
29.25
3.17
Control
-19.15***
23
Post-test
24
52.71
4.95
Group

p

.000
.000

***p < .001

Table 4에 나타나듯이 실험집단 사전 평가 평균은 30.56, 사후 평가 평균은 65.32으로 총 34.76점 증가하였고
두 평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4) = -46.14, p < .001). 따라서 실험집단은 본 연구에
참여한 후 어휘 실력이 성공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결과로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 평균은
29.25이고 사후 검사 평균은 52.71로 총 23.46점 증가하였으며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3) = -19.15, p < .001). 통제집단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후 어휘 실력 발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과 전통적인 교실 수업 학습 모두 학습자들의 어휘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한 학기 동안 두 집단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어휘 활동을 수행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어휘 실력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진단하여 어느 방법이 학습자의 어휘 실력
발달에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두 집단 사전·사후 평가의 평균차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아래 Table 5는 이러한 두 집단 각각의 사전 및 사후평가의
평균차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이다.
TABLE 5
Mean Differenc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ocabulary Knowledge)
Group
N
Mean difference(Posttest-Pretest)
SD
t
df
Experimental
25
34.76
3.77
7.93***
47
Control
24
23.46
6.00

p

.000

***p < .001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집단의 평균차 점수 34.76은 통제집단 평균차 점수 23.46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평균차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7) = 7.93, p < .001). 이는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어휘 지식 향상이 통제집단 학습자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의 어휘 학습 방식보다 학생들의 어휘 실력
발달에 더 효과적인 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다.
앞서 Piirainen-Marsh와 Tainio(2009)가 논의한 것처럼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 캐릭터가 제2 언어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연적 환경 속에서 언어 학습이 이루어져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내용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로 가상현실 게임 기반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직접 영어를 사용하며 게임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목표 어휘에 대한 의미있는 노출과 실제 어휘 사용기회를 제시할 수
있어 어휘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교수자에 의해 제시된 어휘 목록을 학습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휘 학습 방식보다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을 통해 영어를 직접 사용하며 게임 캐릭터와
상호작용하였던 경험이 학습자의 어휘 지식 발달에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의 문화 지식 발달에 대한 효과
본 연구는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습자의 문화 지식 발달에 효과적인지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실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
문화 지식 평가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에 나타나듯이 실험집단의 평균은 17.40, 표준편차 10.62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18.54, 표준편차
11.28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47) = -.365, p = .717). 따라서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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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dependent t-Test on Pretest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ultural Knowledge)
M
SD
t
df
p
Group
N
Experimental
25
17.40
10.62
Pre-test
-.365
47
.717
Control
24
18.54
11.28
Test

다음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후 두 집단의 문화 지식 실력에 변화가 있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문화 지식 평가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각각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Table
7은 각 집단의 문화 지식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7
Group
Experimental
Control

Paired Sample t-Test of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ultural Knowledge)
M
SD
t
df
Test
N
Pre-test
25
17.40
10.62
-31.32***
24
Post-test
25
72.40
14.66
Pre-test
24
18.54
11.28
-10.01***
23
Post-test
24
52.92
17.69

p

.000
.000

*** p < .001

Table 7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문화 지식 평가 사전 검사의 평균점수는 17.40, 사후 검사의 평균점수는
72.40으로 총 55점 증가하였고 두 검사 간의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4) = -31.32, p
< .001). 따라서 실험집단은 본 연구에 참여한 후 문화 지식이 성공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집단의 문화 지식 평가 사전검사 평균점수는 18.54이고 사후검사 평균점수는 52.92로 총 34.38점
증가하였다. 사전·사후 평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3) = -10.01, p < .001). 이는 통제집단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후 문화 지식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과
전통적인 교실 수업 학습 모두 학습자들의 문화 지식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한 학기 동안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문화 학습을 진행하였기에 문화 지식에 유의한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문화 지식 실력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 문화 지식 발달에 어느
수업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평가 평균차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8에서 살펴볼 수 있다.
TABLE 8
Mean Differenc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ultural Knowledge)
SD
t
df
Group
N
MD (Posttest-Pretest)
Experimental
25
55.00
8.78
5.41***
47
Control
24
34.38
16.83

p

.000

***p < .001

Table 8에 나타나듯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가 평균차 점수는 55.00으로 통제집단 사전·사후 평가
평균차 34.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평균차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7) = 5.4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문화 지식 향상이 통제집단 학습자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 수업 학습보다 학생들의 문화
지식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미국이란 가상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게임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게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영어 학습이었다. Dewey(1938)는 학습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경험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 인지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며 의미있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Kolb(1984)의 경험 학습 이론은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시도는 이전의 교실 수업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상현실 기술로 재현된 미국이란 가상환경에서 학습자들이 구체적 경험을 통한 학습을 실시할 수
있었고 이는 학습자들 문화 지식 습득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순히 미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시하는 기존 교실의 문화 학습 방법과 다르게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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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지만 직접 경험에 준하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배우는 대상(예,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 목격하고 미국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먹는 등의 실제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 문화
지식 습득에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3.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의 학습자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9
Factor
Interest
Confidence
Learning
motivation

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aired Sample t-Test on Affective Attitudes of Experimental Group
M
SD
t
N
25
1.93
.54
-25.07***
25
4.33
.40
25
2.20
.75
-21.84***
25
4.34
.59
25
2.54
.69
-15.88***
25
4.61
.44

df

p

24

.000

24

.000

24

.000

***p < .001

본 연구는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실험집단의 정의적 태도(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의적 태도의 각 요인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에 나타냈다. 첫번째 정의적 요인인 흥미도를
살펴보면 사후조사 평균점수(M = 4.33, SD = .40)는 사전조사 평균점수(M = 1.93, SD = .54)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4) = -25.07, p < .001). 두번째 정의적 요인인 자신감 또한 사후조사
평균점수(M = 4.34, SD = .59)가 사전조사 평균점수(M = 2.20, SD = .75)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전·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 = -21.84, p < .001).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인인 학습의욕을
살펴보면 사후조사 평균점수는 4.61로 사전조사 평균점수 2.54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이러한 두 검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4) = -15.88, p < .001).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학습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한 후 영어 학습 관련하여 실험 전보다 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 측면에 긍정적인 향상을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인 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 측면 향상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의 오락적 요소와 재미가 학습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 가진 몰입적 요소는 학습 동기 부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로 게임 기반 학습이 학습의욕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에서의 학습은 교실 수업에서와 같이 교수자 혹은 급우들의 시선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 않아 영어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
학습 관련 정의적 요인들의 긍정적 태도는 영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향상에 효과적이며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다.

4. 디지털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태도
TABLE 10
The Survey Result of Learn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Statements
M
SD
1. Using VR games was useful for my English language learning.
4.92
.28
2.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was interesting.
4.96
.20
3. Using VR games for language learning was convenient.
3.92
.91
4.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helped increase my vocabulary knowledge.
4.56
.51
5.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helped increase my cultural knowledge about America.
4.80
.41
6.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helped increase my confidence about using English.
4.32
.56
7.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helped enhance my learning motivation.
4.76
.44
8.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provided me many opportunities for using English.
3.92
.76
9. VR game-based language learning felt like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4.00
.71
10. I would like to take this kind of course using VR game in the future.
4.44
.65
Total
4.4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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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험집단 학습자들이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10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e total M = 4.46, SD = .2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설문 항목 2인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학습은
흥미로웠다(M = 4.96, SD = .20)’이다.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많은 학습자들이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학습 방법을 매우 흥미로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은 한 학습자의 인터뷰 발췌 내용이다.
[1] 전 너무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미국 주를 방문해서 그 도시마다의 특징도 알
수 있고 그냥 전 훨씬 재밌었어요. 게임이기도 하고 게임 수행 과제도 나름 재밌었구요.
인터뷰 발췌 [1]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의 재미와 오락적인 요소가 학습과 결합된 가상현실 기반 교육용
게임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이처럼 학습자의 흥미도가 높은 학습 방법은
학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항목은 설문 항목 1로 ‘가상현실
게임 활용은 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M = 4.92, SD = .28)’이다. 즉, 학습자들이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학습이 자신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지하며 이러한 학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어 학습은 어휘와 문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설문은
설문 항목 5 ‘가상현실 게임 활용 영어 학습은 내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M =
4.80, SD = .41)’와 설문 항목 4 ‘게임을 활용한 학습은 내 영어 어휘 지식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M = 4.56, SD
= .51)’이다. 두 설문 항목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인터뷰
결과 분석에서도 많은 학습자들이 가상현실 게임 학습이 자신들의 학습에 효과적이었음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문화 학습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였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인터뷰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2] 그동안 수업에서는 미국 문화를 이렇게 재미있게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을 한
것은 전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 같아 새롭고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3] 처음에는 왠 게임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대학 캠퍼스도 가볼 수도 있고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확실히 재밌었어요. 미국에 대해 확실히 그런 장소라던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위의 두 인터뷰 발췌 [2], [3]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은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에 참여하여 목표
문화인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향상하였다고 인지하며 이렇게 가상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학습이 매우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서 가상현실의 장점인 학습자들에게 경험적, 체험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들에게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미국 문화를 가상으로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학습자들은 이러한 학습방법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효과적이며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적 요인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게임 활용 학습이 영어 자신감 증가에 도움이 되고(설문
항목 6, M = 4.32, SD = .56) 특히 영어를 더 배우고자 하는 학습의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설문 항목 7, M =
4.76, SD = .44)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분석에서도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감 향상과 학습의욕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인터뷰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4] 사실 게임이니깐 확실히 부끄럽지도 않고 많이 긴장하지 않고요. 내가 아는 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 이렇게 가상현실 게임으로 제가 미국에 간 것처럼 영어를 쓰고 그랬던 게 좋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미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발췌 [4]에 나타나듯이 본 연구는 가상현실 게임 환경이기 때문에 면대면 의사소통 상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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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장점이 되어 학습자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학습에 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발췌
[5]는 가상현실 게임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영어를 더 잘하고 싶고 미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학습의욕 향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학습자는 가상현실 속 제한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직접 미국에 가서
미국 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정의적
태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자신감, 학습의욕 측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 항목 10인 ‘나는 앞으로 본 수업과 비슷한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M = 4.44, SD = .65)’에서 학습자들은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즉, 학습자들은 향후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비슷한 수업이 있다면 듣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는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의 학습을 수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실험집단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기반 게임이 수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시에 본 연구와 같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 활동 관련 학습자들이
실제 게임 과제 수행 시 경험했던 어려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한 학생과의 인터뷰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6]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없어서 답답한 점이 있어요. 모르는 단어나 상황이 나오면 게임을
멈췄다가 단어 뜻 찾아보기도 했는데 어쩔 땐 모르는 부분은 그냥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는
까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게임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교실 밖 상황에서 혼자 과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뷰
발췌 [6]의 학생처럼 실제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할 시에 교수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시 교수자가 학생들과 같이 전 주에 게임 기반 학습을 통해 배웠던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학습 내용이 그 즉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에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학습자의 높은 성과와 만족도로 이루어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Lee, 2019). 따라서 게임 활용 학습 시 이러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이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하겠다. 혹은 게임
기반 학습을 교실 수업시간 내에 활용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쌍방형 수업이 가능할 때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 인터뷰 발췌 [7]의 내용은 한 학생이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 기반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을 나타내고
있다.
[7] 가상현실이 요즘 TV에서 보니깐 아예 진짜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고글도 쓰고요. 저는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뭔가 좀 더 발전된 기술로 생생하게
미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으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인터뷰 발췌 [7]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상현실 게임은 데스크탑형 가상현실로 PC
모니터의 시각적 입체감을 통해 미국 문화를 가상으로 체험하고 게임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실제
현실 몰입감 정도는 다른 가상현실 기술에 비해 약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는 최근 미디어에
많이 소개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좀 더 생생하게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별도의 장비나 시설 구비 없이 기존의 PC를 통해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가장 쉽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가상현실 컴퓨터 게임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실 수업에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좀 더 몰입적인 가상현실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경험과 기회가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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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가상현실이 영어 학습에 가지는 장점을 교육환경에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 디지털 3D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하여 어휘 및 문화 학습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및 문화 지식 발달에 효과적인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게다가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는 어떠한지 분석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과 전통적인 수업 학습 모두 학생들의 어휘와
문화 지식에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두 수업 모두 한 학기 동안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어휘와 문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성취 정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을 한 학습자들의 어휘와 문화
지식 모두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한 학습자들보다 성취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학습보다 학습자들의 어휘, 문화 지식 발달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의 오락적 요소와 몰입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 의욕 부여에 유용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수업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은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변수로 인지적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학습 대상에 흥미가
높고 동기, 자신감, 학습의욕 등과 같은 요소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학습 결과는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의 몰입, 오락적인 요소와 교육용 효과가 결합된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학습방법임을
나타냈다. 셋째, 학습자들은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였던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상이지만 여러 미국 도시를 방문하며 각각의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학습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새로웠으며 영어 자신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 미국에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등 학습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게임의 몰입과 오락적인 요소를
가졌으며 가상현실 기술로 체험 학습이 가능한 가상현실 게임 기반 학습이 교육 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시에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게임 기반 학습 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재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 게임 활용 학습을 실시할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이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은 게임의 몰입과 오락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이 흥미롭고
가상현실 기술의 장점이 학습에 통합되어 학습자가 미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영어와 미국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경험적 학습의 기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영어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한국 EFL 학습자들에게 가상현실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은
가상현실에서 목표 문화인 미국 문화를 자연스레 접하고 게임 캐릭터들과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상호작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및 미국 문화에 대한 노출 뿐 아니라 영어 사용
기회가 증가하여 매우 유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 학습 의욕 등과 같은 정의적
태도의 향상과 함께 가상으로 미국 문화와 영어를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적
수업방안으로 가상현실 게임 기반 언어 학습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현재 영어교육은 가상현실 기술의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접목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며 관련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현실을 영어 수업에 활용한 연구 주제가 더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 연구의 3D 가상현실 교육용 게임을 영어 교실 수업에 도입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가상현실 기술 활용 미래형 영어 교육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가상현실 게임 기반 영어 학습 관련 실증적 연구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가상현실에서 목표 문화인 미국 문화를 자연스레 접하고 게임 캐릭터들과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체험 학습이 가능한 교육용 게임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영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향후 연구로 좀 더 몰입의 정도가 높은 몰입형 가상현실 게임(예, HMD 착용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좀 더 생생하고 몰입감과 현장감이 높은 학습 환경을 제시하여 그 학습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각 실험집단(n = 25)과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Vol. 22, No. 3. (2021)

92

Jin, Seunghee

통제집단(n = 24)의 연구 표본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상현실 활용 수업에서 연구
대상의 수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연구 결과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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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List of Vocabulary Words Used in the Vocabulary Knowledge Test
allow

await

invent

renewable

customer

bass

park ranger

energy

farmer’s market

sanity

pile

solar power

vote

downtown

pollute

accomplishment

student ID

flourishing

recyclable

contemplate

flower pot

lend

reusable

coward

account

thrift shop

scraps

sneak

athlete

time off

separate

brochure

preposterous

trail

bunch

activist

waste

celery

appreciate

wonder

charge account

aluminum

celebrate

election

belong

contest

greetings

boulder

employ

impressive

cardboard

errand

incredible

cliff

former

indeed

compost

florist

ingredients

convince

mention

loan

crush

device

majority

decorated

news stand

minerals

edge

scholarship

outstanding

editions

seamstress

persuade

national spirit

silly

pungent

flatten

suit

return

guide

symphony

rival

harm

talent

succeed

heap

unrealistic

sumptuous

Library of Congress

brew

suppose

litter

demonstrate

vow

log

grind

accident

mo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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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he Pre- and Post-Questionnaire on Learners’ Affective Attitudes
1. Learning English is interesting.
2.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interesting.
3. Learning English vocabulary is interesting.
4. I like English lessons.
5. I think I have good English skills.
6. I think I am well-equipped with English vocabulary knowledge.
7. I think I can be able to listen and understand English.
8. I think I can be able to speak English what I want to say.
9. I want to speak English better.
10. I want to learn English more.
11. I w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classroom activities and tasks in EFL courses.
12. I want to learn more about other cultu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EFL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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