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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1, 033-052. Integrating engaging 

techniques into instruction becomes indispensable for cultivating the pillars of 

educational success. Along the line, this study presents a class model by 

incorporating metaverse and gamification tactics in learning to explore the 

educational potentials. Some contents embedded in a digital English textbook 

subsidiary to develop a gamified class model were derived. Three series of 

escape room games that utilized the hybridization of the gamification and 

metaverse features were proposed to boost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that mostly revolves around memory retention theories. Given that the three 

gamified missions within metaverse were chiefly bounded to the contents of 

the digital textbook, this study hopes to offer a new avenue for end-users 

(i.e., English language learners) to get the most from their textbook learning 

experience. (Wonkwang University ·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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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47회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수상작이자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Squid 

Game)의 호스트이며 최고령 참가자인 오일남은 마지막 회에 다음과 같은 대사를

- 본 논문은 2021년도 원광대학교 연구지원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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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보는 것

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지.” 이 대사에는 크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 ‘게임’ ‘직접참여하면서 느끼는 재미’

가 크게 두드러진다. 관중석에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과 같이 교실 내 책상(대면) 혹은 컴퓨터 앞(비대면)에 앉아서 일

방적 수업을 듣고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코로나 19는 기존 교육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문명의 대전환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주요 과제

인 미래형 교과서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며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은 에듀테크를 적용한 수업들도 우후죽

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환경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고 진보된 양상

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을 담당하는 인간의 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조적으로 크게 변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비롯하여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을 교실 수업에 접목하

더라도 인간의 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다면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이혜진,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의 기억처리이론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미래형 영어교육 콘텐

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재미와 “놀이 본성”을 추구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소영, 2018: 41)는 점에 입각하여 게임 이외(non-games)의 분야(예, 교육)에 가상 상황, 경쟁, 보상, 목표 등과 같은 

게임적 요소를 접목시켜 참여자들로 하여금 몰입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교육학적 접근을 의미한다(Deterding et al., 2011). 

특히, ICT 기술에 친숙하고 게임을 선호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MZ 세대가 주요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

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권보연과 류철균(2015)은 기존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게이미피케

이션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교육 및 교과 과정에서의 활용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들이 직접 플레이어(player)로서 주도적으로 미션

(mission) 또는 퀘스트(quest)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교수자의 강

의를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구경꾼’이 아닌 강의에 ‘플레이어’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험(PX)을 통해 강렬한 재미를 느끼

며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에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여 생생한 현장

감과 직간접 경험을 제공해주는 미래형 교육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육에 적용한 선행연구

(예, 강정아, 2019; 안덕기, 2021; 이재정, 2021) 및 메타버스 기반 교육에 관한 연구(예, 강민수 외, 2022; 이지혜, 

2022; 이애화 외, 2022)는 이미 수행된 바 있으나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동시에 접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며 뇌의 기억처리이론과 관련시킨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특히, 본 연구는 미래형 교과서를 탐색하기 위해 미래 

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제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중

심으로 장기기억 형성이론에 기반하여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영

어 수업은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 내용과 수업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배두본, 2008)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게이미

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학문적,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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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game)과 –화하기(-fication)라는 단어로 조합된 신조어로 2002년 영국 IT 컨설턴트 Nick 

Pelling 이 처음 제안하였으나 등장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2010년 이후 비즈니스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 

논의를 주도하는 Gabe Zicherman 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이창욱, 2017). 최신 경향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2년 1월까지“Gamification”을 검색해보면 2010년 이후부터 지

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gamification’과 같이 등장하는 상위 연관어로는 ‘education,’ ‘meaning,’ ‘definition,’ 

‘learning’ ‘gamification in education’으로 교육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 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인 가

트너가 2013년에 제시한 유망 기술 열풍주기(Hype Cycle)에도 게이미피케이션은 향후 주요 기술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에게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림 1. 게이미피케이션 동향 및 연관 검색어 

교육설계 관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플레이어(학습자)가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 부여를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자

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김명성, 2020). 게이미피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양식과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본고는 Smith-Robbins(2011), Sailer 외(2017), 김명성(2020) 및 전우리(2021)의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

으로 제시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궤를 같이하며 구체적인 요소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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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게이미피케이션 기법, 요소 및 내용

게이미피케이션 기법 세부 요소 구체적 내용

도전 미션 
도전 과제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유발을 이끌어낸다. 

성취(보상) 포인트
미션 수행 시 즉각적인 보상(포인트)을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경쟁 랭킹, 리더보드, 프로그레스 바 
목표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는 

랭킹, 리더보드, 프로그레스 바를 제시한다. 

게임 다이나믹스 시간제한
모든 미션에 시간제한을 적용하여 

긴장감 및 집중력을 유도한다. 

게이미피케이션에 참여하는 플에이어(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성취욕을 고조시키기 위해 도전 미션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보상으로는 미션 난이도에 따라 다른 포인트를 제공한다. 개인 및 팀별 과업수행의 미션 성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랭킹, 리더보드, 프로그레스 바를 제공하여 상호협력, 동기유발 및 긍정적인 경쟁 심리를 유도하고 모든 수행 미

션에 시간제한(time constraint)을 부여하여 적당한 긴장감 및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2.2 메타버스

최근 언어 교육의 큰 흐름은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과업 중심의 언어 교수법으로 수렴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Ellis et al., 2019).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고안된 가상(假想) 상황 혹은 사건에 맞

는 맥락적 상상력(contextual imagination)이 요구되는데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상황, 장소, 인물, 문화 등의 환경에 온전

히 감정이입하여 자신의 의견 및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장벽

을 무너뜨리고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속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메타버스(metaverse)이다. 

그림 2. 메타버스 플랫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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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는 확장 가상세계로,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 또는 우주(universe)라는 의미의 의 

합성어이다. 1992년 닐 스티븐슨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2018년 스티븐 스필버

그의 영화 『레디플레이어원』흥행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라는 가상현실 서비스가 등장

하면서 잠시 이슈화가 되었다. 그 후 전 세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어 메타버스에 대

한 폭발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메타버스로 인해 새로운 교육공간이 미래교육을 혁신적으로 주도할 기술도 바

뀔 것이다(황요한, 2021).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의 체험 요소를 확장시켜주고 이를 통해 인지적, 언

어적, 정의적 성취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들은 교실 밖에서 마주

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리허설(rehearsal) 혹은 예행연습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 전이를 촉진시켜 

줄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의 리허설은 소위 ‘context-dependent memory’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Godden와 Baddeley(1975)의 실험이었다. 18명의 잠수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Godden와 Baddeley은 다음과 같이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즉, ‘Underwater’와 ‘On 

Land’라는 조건을 학습 환경과 시험 환경 모두에 달리하여 학습한 어휘의 기억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3. Godden와 Baddeley(1975)의 연구 결과1)

실험 결과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학습 환경과 시험 환경이 동일했을 때 학습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잠수부들이 물 밖에서 단어를 암기했을 때는 물 밖의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물속에서 암기했을 때는 물속

에서 평가 받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습 환경과 실제 학습한 내용을 사용할 환경이 비슷할수록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context-dependent memory’라고 한다.

또한, 흔히 메타버스는 ‘MZ세대의 놀이터’라고 불리는데,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차별화된 이색적 경험

을 추구하고 최신 동향에 민감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중적 자아를 선택하는 ‘멀티 페르소나’에 익숙하다. 그래서 교

실, 강의실이 아닌 가상 학습 공간에서 실제 자신의 자아가 아닌 다른 성격의 자아를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메타버스는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을 확장시켜준다는 것 외에 자아를 형성하고 맥락적 이해에 바탕한 감정

1) Cogbites(https://cogbites.org/2020/03/16/state-dependent-memory/)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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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멀티 페르소나는 새로운 언어 자아(language identity)를 학습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별, 인종, 계급 및 문화의 제약을 뛰어넘어 학습자가 

바라는 다양한 역할과 가상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제2의 자아 형성은 학습동기의 유발에도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Klimanova, 2021).

2.3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의 뇌 과학적 접근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경에 추

진될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및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를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변화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분권화 및 자

율화에 기반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괄목할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내세운 ‘미래형 교과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자들을 위해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

는 교과서 형태로 실감형 콘텐츠(AR, VR)와 같은 에듀테크를 통해 시공간의 경계없이 교수 학습 영역이 확장될 수 있어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오랫동안 학교 교육의 중심축이 되어온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미래

형 학습도구인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학습콘텐츠뿐만 아니라 사용에 따른 두뇌 활성 패턴에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 4. 디지털 교과서(DT)와 서책형 교과서(PT) 활용시 두뇌 활성 비교(권용주 외, 2014: 36)

권용주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EGG의 분석 결과, 서책형 교과서(PT)에 비해 디지털 교과서(DT)를 사용할 때 더 

넓은 두뇌 활성 영역과 높은 활성 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에 비해 우측 전두엽(right 

frontal lobe), 두정엽(parietal lobe), 피질하(sub-lobar) 일부 영역과 변연계(limbic system) 중 뇌섬엽(insular)에서 두뇌 

활성 범위 및 활성 강도가 델타(Delta)와 감마(Gamma) 대역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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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털교과서(DT)의 공간인지 수행시 두뇌 활성(권용주 외, 2014: 44, 46)

또한, 두뇌 연결성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책형에 비해 디지털 교과서가 우측 전두엽 인근 공간인지, 감각자극에 대한 

주의집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용주 외, 2014). 위 그림의 좌측 EGG결과를 보게 되면 공간인지 과제 수행시 서

책형에 비해 디지털 교과서 사용 집단에서 델타 대역의 낮은 두뇌 활성이 우측 전두엽 인근(BA 10)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p=0.0004), BA 10은 다중 작업의 작업 계획을 세우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측 EGG 결과 분석 이미지

를 보게 되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주의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공간인지 과제 수행시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

단의 우측 전두엽 인근에서 델타 대역의 낮은 두뇌 활성이 관측되었으며, 과제 민감도 분석 결과 서책형교과서 활용 그룹

의 전두엽 (Fp1/2, F4, F7)을 중심으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 집단의 경우 전운동영역인 Fz에서의 민감

도(Lyapunov Exponent)가 높게 나타나 동적 움직임과 관련된 민감도, 즉 동적 스트레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종합하면 뇌 활동으로 발생하는 뇌파의 주파수와 진폭을 분석한 EGG 분석 결과 디지털 교과서 사용시 더 넓은 영역

의 두뇌가 활성화되며 특히 미래를 예측하고 조망하는 고차인지 영역이 활성화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뇌 활성 네트워

크의 경우 공간인지 및 감각자극에 의하여 주의집중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 작업에 대한 두뇌기능의 신경 

효용성(neural efficiency)이 높으며 과제 수행 시에는 인지적 스트레스도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3.1 연구방법 및 절차

본고는 뇌의 장기기억 이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메타버스 게이미피케이션 프로토타입을 개

발하였다. 첫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뇌의 장기기억 형성이론 및 선행논문을 검토하였다. 둘째, 2021학년도 2

학기 4학년 전공필수 과목 및 2022학년도 1학기 3학년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영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 영어 

교과서의 중요성(6점 척도 선택형), 2) 영어 교과서의 장단점 및 좋은 교과서에 대한 본인의 생각(서술형)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셋째, 설문으로부터 도출된 교과서의 문제점과 문헌분석을 통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 샘

플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게이미피케이션 및 메타버스를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뇌의 장기기억 형성

관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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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메타버스 환경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접목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에듀넷(https://dtbook.edunet.net/)에서 공개 자

료로 제공하고 있는 다락원 영어 I 의 샘플인 Lesson 2. Food and Health이다. 에듀넷·티-클리어(T-clear)는 개인 및 기업의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디지털 교과서 샘플의 무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샘플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과서 맛보기 웹뷰어(https://webdt.edunet.net/login)에 접속하여 아이디/비밀번호(sample/sample)를 입력

하면 출판사, 학년,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샘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원하는 교과서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샘플로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교과서 샘플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다락원 고등영어 교과서 샘플(좌측부터 a. b. c. 순)

본 연구에 사용한 다락원 고등영어 교과서 샘플(pp. 34-35)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LISTEN & 

ANSWER(a)에서는 담화의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사건의 순서)를 파악하는 활동으로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주제와 빈칸에 들어갈 동사를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LOOK & TALK(b)에서는 특정 요리의 레시피의 내

용을 담화 형태로 변형하는 것으로 상황과 형식에 맞게 텍스트를 재구조화하는 활동이다. 셋째, RESEARCH & 

SHARE(c)에서는 팀별로 직접 레시피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교과서 내용에 대한 2022학년도 1학기 

전공선택 과목에 참여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실생활과 관련은 되어있지만 재미가 없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게 어려울것 같다,’ 

‘고1~3학년 수준을 고려해보면 대화의 내용이 너무 쉽고 속도가 느린 것 같다,’ 

‘말이 너무 느려서 실제 회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준이 과소평가 되어서 너무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다,’ 

‘고등학교 교과서인 것에 비해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dialogue를 학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의견을 토대로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접목한 교과서 콘텐츠 시안을 뇌의 정보처리 관점에서 설계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1) 중등 영어 교과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전반적인 견해, 2)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를 접목

한 교과서 콘텐츠 시안, 3) 뇌과학적 관점에서 교육적 원리 및 시사점 도출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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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등 영어 교과서에 대한 설문 결과

4.1 중고등 영어 교과서에 대한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견해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효과를 촉진하고 학습 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디지털 교과서 시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우선, 연구대상인 교과서에 대한 특징 및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영어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 6점 척도로 질의하였고, 서술형 문항을 통해 중등 영어 교과

서의 특징 및 장단점 그리고 좋은 교과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림 7. 중고등학교에서 접한 영어교과서의 장단점에 대한 예비교사의 견해 

중등 영어 교과서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주관식 설문 응답은 크게 1) 내용 및 형식적 측면과 2) 시험(예, 수능)과의 

연계성으로 구분된다. 중등 영어 교과서에 대한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교적 최근에 접한 고등학교 교과서

를 중심으로 특정 시험(내신 및 수능)과의 연계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배운 것과 시험에 나오는 것의 괴

리(S11)’로 현직 교사들도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다루지 않거나 아예 ‘교과서 없이 수능특강으로 수업(S12)’이 진행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학생 입장에서 교과서는 ‘너무 문법이나 이론 위주(S4)’로 ‘문제만 주구장창(S1)’ 있고, 

‘실용적인 내용(S5)’ 및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내용(S2)’은 결여되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다른 

응답으로는 ‘장점 : 독해실력을 늘려준다. 단점 : 그 외의 장점이 없다’, ‘영어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법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등 교과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은 6점 척도로 질의한 

영어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 측정 결과와도 궤를 같이하는데 연구의 예상과 다르게 예비교사들의 교실 내 영어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게(M=2.58 . SD=1.74)나타났다 . 6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설문 문항에서 ‘영

어 교과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문항에 대해 37.50%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20.83%가 

‘중요하지 않다(2점)’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교실 내 교과서의 중요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예비영어교사들의 의견은 본 연구의 게이미피케이션 과업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써 활용되었다. 

4.2 이상적인 영어 교과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의견

이상적인 교과서와 관련하여 기존의 교과서가 특정 출판사에서 제작된 교과서를 교사와 학생이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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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였다면, 만들어가는 미래형 교과서 체제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수업에 필요한 교육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때문에, 미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교과서 구

성요소 예측 및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좋은 교과서”란 무엇인가에 대

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예비영어교사들의 답변을 교육목표 분류에 따라 크게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측면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며 일부 답변의 경우는 각 영역이 중첩되어 있다.

그림 8. 이상적인 영어교과서에 대한 예비교사의 견해 

좋은 교과서에 대한 설문의 답변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은 정서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내용의 실제성

(authenticity) 등 내적 학습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activity), 게임 및 현실 세계의 시대적 상황과 요구가 반영된 내용이 담겨있기를 

희망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된 교과서’

를 이상적인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쉽고 재미있는 실생활 활동 중심의 미래형 교과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되며 학습 내용에 있

어서도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교수·학습 내용이 평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 및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뇌의 장기기억 형성이론에 입각한 게이미피케이션 및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본 연구는 장기기억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뇌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가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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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게임을 구성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총 3단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각 미션 안에는 세부 퀘스트

(quest)들이 주어지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미션을 수행하여 방을 탈출한 팀이 승자가 된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2. 가상 방탈출 게이미피케이션 미션 

Mission 1 Mission 2 Mission 3

뇌의 장기기억 형성이론 정교화, 맥락화 조직화, 이중부호화 시연, 인출

목표(도전) O O O

도전/경쟁 有無

최대 3점

(1등: 포인트 3

2등: 포인트 2

나머지: 포인트 1)

최대 4점

(1등: 포인트 4

2등: 포인트 3

나머지: 포인트 2)

최대 5점

(1등: 포인트 5

2등: 포인트 4

나머지: 포인트3)

팀/개인 팀 개인 & 팀 개인 & 팀

기억처리 원리 부호화(학습) 응고화(기억) 인출(회상) 

제한시간 有無 O O O

리더보드
미션 완수시 

리더보드에서 확인 

 미션 완수시 

리더보드에서 확인 

미션 완수시 

리더보드에서 확인 

핵심과제 및 영역
Speed word game, Dictogloss

(듣기, 쓰기, 어휘) 

Memory game, Categorizing 

（읽기, 어휘) 

 Fluency Development

(어휘, 말하기) 

이와 같은 미션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학습과 인출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

게 하여 맥락 의존적 기억(조건적 맥락 부호화)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FrameVR 

(https://framevr.io/)에서 가상공간을 개설하여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내용(사진, 삽화, 구성 자료)을 3D 환경으로 조성

하고 공유링크를 생성한다. 둘째, 학생들을 FrameVR에 초대한 다음 팀으로 나누고 팀별로 아바타 색상을 다르게 설정

하도록 한 다음 팀장을 선출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게임 미션을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학생

들에게 본인의 상황, 흥미, 수준에 맞는 목표를 직접 설정하도록 하고 단계별 방 탈출 미션을 시작한다. 가상 방 탈출 게임

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러분은 영국의 유명 요리사의 비서가 되어 있었으며 3개의 방

으로 구성된 집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내에 총 3단계의 미션으로 구성된 각 방의 문제를 해결하

고 탈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요리 과정과 관련하여 들리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요리사가 제공하는 레시피에 포함된 음식 재료를 잘 기억하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는 업무

입니다. 마지막 미션은 첫 번째 미션의 요리 과정에 사용된 동사 표현과 두 번째 미션의 음식 재료를 사용하여 레시피를 

요리사에게 유창하게 설명하는 업무입니다. 마지막 미션까지 완수하면 여러분을 집 안에 가둔 요리사가 방 탈출을 허락

할 것입니다. Good Luck!” 

5.1 Mission 1: 뇌의 장기기억 원리 및 첫 번째 가상 방 탈출 게임

5.1.1 장기기억 원리: 정교화(elaboration), 맥락화(context), 다중감각(multi-modality)

장기기억에서 정보를 저장 및 인출하는 방법은 정보가 입력되는 과정(부호화)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미션 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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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맥락화, 다중감각 이론을 적용하였다. 

① 정교화(elaboration)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지식과 연합시키거나 도식

(schema)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교화 과정은 이미 형성된 장기기억 정보를 인출하는 과

정에서 더 많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기억 중추인 대뇌피질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냅스 연결 강도를 변화

시킨다. 본 미션에서는 새로운 듣기 정보를 기존의 어휘 및 배경지식과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미 

장기기억에 형성된 정보와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관련을 짓는 정교화 과정은 대뇌피질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촉진시켜 장기기억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② 맥락화(context)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Godden과 Baddeley(1975)의 단어 회상시험 실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물속

(underwater)에서 단어를 암기한 연구 참가자들은 ‘물속’이라는 맥락 정보가 암기내용과 함께 기억에 저장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단어회상 수행능력이 육지(on land)보다 우수하다는 맥락 의존 기억(context-dependent memory)에 기반한다. 

이는 학습이 일어나는 물리적(또는 정서적) 맥락이 인출단서(retrieval cue)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공간에 대

한 인지지도(cognitive map)가 이뤄지는 해마는 기억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다중감각 영역에서 입력받은 정

보에 공간 정보를 더하여 단기기억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본 미션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메타버스 플

랫폼을 통해 언어의 학습 환경과 실제 사용 환경, 즉 부호화(학습/기억)와 인출의 맥락적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하

여 기억 회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③ 다중감각 이론은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종합하는 측두연합야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감각(모

델리티) 기능을 활용하면 다중기억경로가 생성되고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에 있는 측두엽의 측두연합야가 촉진되어 

기억의 정착률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적용한 미션 1의 주요 과제로 딕토글로스(dicto-gloss)를 

적용하였으며 재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과제에서는 정확히 복원하는 미션을 부여하였다. 미션 1의 구체적인 방 

탈출 활동은 다음과 같다. 

5.1.2 가상 방탈출 게임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목표: 당신은 나의 비서입니다. 요리 과정과 관련하여 들리는 메시지를 그대로 복원하여 전달하는 첫 번

째 업무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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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상 방탈출 게임 첫 번째 미션

① 듣기 전 활동: 스피드 어휘게임-정교화(elaboration) 및 다중감각(multi-modality)

첫째, 듣기(음식 재료 및 요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식 활성(schema activation)을 위하여 요리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VR) 부엌으로 이동하고 요리 동작(crack, pour, mix) 및 영국의 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를 보여준다. 둘째, 활

성화된 스키마를 바탕으로 듣기에 등장할 관련 어휘를 예측하고 제한 시간 내에 구글 닥스(google docs)에 자유롭게 적

게 한다(팀별 활동). 셋째, 팀 구성원끼리 서로 겹치는 단어는 Planetcalc (https://planetcalc.com/3205/), Occurrences 

Counter (https://textool.io/occurrences-counter), Word Count (https://wordcount.com/)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제거

하고 구글 닥스의 [Tools]-[Word Count] 기능을 이용하여 단어 수를 확인한다. 가장 많이 적은 팀은 포인트 3점, 2등은 포

인트 2점, 나머지 팀은 포인트 1점씩 부여한다. 리더보드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듣기활동(listening, dictogloss) 

첫째, 듣기(listening)활동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에게 듣기 음원을 2회 들려준다. 처음에는 듣기 내용

의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제시된 요리 진행순서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두 번째에

는 듣기 내용에서 들리는 단어나 키워드를 메모하도록 한다. 둘째, 재구성(reconstruction) 활동에서는 제한 시간 내 팀별 

구성원들끼리 협의와 토론을 통해 원본과 최대한 가깝게 텍스트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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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텍스트 비교(text comparison) 

교사는 학생들에게 원본 텍스트를 확인시켜 준다. Textcompare (https://text-compare.com/), Copyleaks (https:// 

copyleaks.com/text-compare), Diffchecker (https://www.diffchecker.com/)와 같은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재구성된 텍

스트와 원본을 비교 검토한다. 

④ 첫 번째 방 탈출 

원본가 텍스트 유사도가 일정 비율(예, 90%)을 넘는 팀은 첫 번째 방을 탈출할 수 있다

5.2 Mission 2: 뇌의 장기기억 원리 및 두 번째 가상 방 탈출 게임

5.2.1 장기기억 원리: 이중부호화(dual coding), 조직화(organization)

미션 2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업기억에 머물러 있는 정보를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통해 반복 수행함으로써 계

속되는 자극을 통해 시냅스 간 연결을 강화시켜 작업기억에 있는 정보를 견고한 장기기억으로 이끄는 데 있으며 이중 부

호화 이론과 조직화 원리를 적용하였다.

① 이중부호화이론(dual-coding theory): 음식 재료 기억 메모리 게임

이중부호화는 시각 부호와 언어 부호로 표상하면 인지 과부하를 줄이고 장기기억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

으로 한 항목을 표상할 때 두 개의 기억 부호(시각 및 언어적 정보)를 제시하면 회상될 확률이 증가된다는 데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휘 학습을 Miller(1956)의 단기기억의 정보처리 기억용량 이

론(단기기억 : 15-20초간 7±2개)에 기초하여 음식 재료명(어문부호)과 해당 이미지(시각 부호)를 8개씩 3번(총 24개) 제

시하고 기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시각과 언어적 표상사이의 상호 참조적 연결을 짓는 활동은 해당 음식재료에 대한 

기억을 인출(회상)할 경우 언어적 정보와 함께 그 심상도 출력되면서 기억인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게임형식(기능성 게임)으로 진행되므로 뇌를 자극하며 재미를 제공할 것이다. 

② 조직화(organization): 음식 재료의 1) 종류별(grains, meat, fruits/vegetables) 구분, 2) 가산/불가산 분류 

조직화(organization)는 정보를 의미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등 위계적으로 구분하거나 

관련된 정보들끼리 군집화하는 과정이다. 조직화 과정을 통해 뇌 신경망이 경제적으로 세포들을 연결시켜 장기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김지영, 2011).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내용적 및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장기기억을 촉진하는 정

보의 조직화 원리를 적용하였는데 벤다이어그램(Venn diagram)을 사용하여 음식재료를 곡류(grains), 육류(meat), 과일

채소(fruits, vegetables)로 유목화하도록 하였으며 표를 이용하여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

은 범주화는 뇌 신경세포 내에 조직망을 형성하여 기억 인출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보를 포괄하는 범주를 통해 해

당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과일/채소 범주를 예를 들면 특정 단어(예, orange)가 관련된 후속 정

보들(예, pineapple, peach)의 회상 및 유추에 필요한 인출 단서(retrieval cue)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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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상 방탈출 게임 두 번째 미션 

5.2.2 가상 방탈출 게임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목표: 두 번째 미션은 3가지 세부 퀘스트로 구분됩니다. 

첫째, 요리 재료를 8개씩 20초간 보여드리면 영어단어로 기억한 다음(단기기억: 15~20초간 7±2개) 크로스워드

(crossword)를 완성하십시오. 둘째, 해당 음식 재료를 종류별로 구분하십시오. 예, 곡류(grains), 육류(meat), 과일채소

(fruits, vegetables). 셋째, 해당 음식 재료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하십시오. 모든 세부 퀘스트를 완성하면 두 번

째 방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① 음식재료 메모리 게임

단기 기억력 및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으로 학습자들에게 음식 재료를 8개씩 20초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크

로스워드(crossword)를 완성하도록 한다. Miller(1956)의 단기기억의 정보처리 기억용량 이론에 의하면 한번에 7±2개를 

기억할 수 있으므로 최소 5개 최대 9개 정도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다. 크로스워드의 경우 Puzzle.org (https://puzzel.org/), 

Crossword maker (https://mycrosswordmaker.com/)등 쉽고 다양한 상호작용(interactive)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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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존에 만들어 진 크로스워드나 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고 싶다면 ESLgames (https://www. 

eslgamesplus.com/)도 활용할 수 있다. 

② 음식재료 종류별 구분 게임

음식재료를 종류별(과일/채소, 곡류, 고기류 등)로 구분하는 활동으로 정보(음식재료)의 특성에 따라 유믜미한 범주로 

구분하는 뇌의 조직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lippity.net (https://www.flippity.net)의 Manipulatives 을 사

용하였으며 White Fridge, Two Column, Three Row, Four Grid, Eight Grid, Venn Diagram 등 13개 종류가 있으므로 유

목화 범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③ 음식재료 가산 불가산 구분 게임

학습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음식재료 명사의 형태(가산/불가산)를 구분하는 활동으로 Wordwall (https://wordwall.net)에 

접속하면 간단히 제작할 수 있으며 기존에 만들어진 게임도 쉽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방 탈출 

세 가지 세부 퀘스트를 모두 성공한 팀은 두 번째 방을 탈출할 수 있다. 

5.3 Mission 3: 뇌의 장기기억 원리 및 세 번째 가상 방탈출 게임

5.3.1 장기기억 원리: 인출(retrieval), 시연(rehearsal), 자기참조적 약호화(self-referent encoding)

인간의 뇌는 불필요한 정보는 시상과 전두엽에서 걸러내고 장기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나에게 중요한 정보인가,’ ‘나

와 관련이 있는 정보인가,’ ‘내가 관심 있는 정보인가’를 중심으로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김은영, 2017). 여기서 특

정 정보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거나 인출하는 시연(rehearsal)이 있다. 시연은 단

기기억 정보를 계속하여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 강도를 강화시키고 신경전달물질의 수용체 수

와 강도를 증가시켜 시냅스의 공고화, 즉 장기기억화를 이끌어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참조적 약호화(특정 정보를 자신

과 관련시키는 행위)와 시연을 통해 해당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에게 중요하고 관련 있는 내용으로 전환하고 시연과 인출

을 통해 장기강화현상(Long-term Potentiation, LTP)이 유도되도록 학습 환경을 다음과 같이 조성하였다.

5.3.2 가상 방탈출 게임 세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목표: 세 번째 미션은 영국의 최고 요리사인 나에게 레시피를 설명하는 과업입니다. 이 Randomizer에는 

총 5개의 바퀴(음식 재료, 숫자, 음식 재료, 숫자, 요리 동작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ushroom,’ ‘four,’ ‘fish,’ ‘two,’ 

‘cut’이 나오면 I cut four mushrooms and [cooked] two fish와 같이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mushroom’은 가산명사, 

‘fish’는 단복수 동형(Zero Plural)의 명사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방탈출은 끝이 나며 버

저(BuzzIn.live)를 빨리 누르는 팀은 순서대로 집에 먼저 갈 수 있습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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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상 방탈출 게임 세 번째 미션 

첫째, 각 팀의 팀장에게는 BuzzIn.live (https://buzzin.live/) 링크를 나눠준다. 둘째, 모든 팀의 구성원은 기존의 로

봇 아바타에서 영국 요리사(사람)로 아바타를 변형하기 우측 메뉴의 [PROFILE]-[CUSTOMIZE AVATAR]을 클릭

하고 아바타를 커스토마이징한다. 영국 요리사(사람)의 아바타는 플레이어인 학습자 본인을 대신하는 캐릭터 모델

이며 머리색, 옷, 얼굴 등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바타는 국적, 언어, 성별, 나이, 인종, 문화 등을 넘

어 가상 세계에서의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부여할 것이며 자기 참조적 약호화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각 팀의 구성원은 Flippity Randomizer의 5가지 톱니바퀴를 돌려 에는 총 5개(음식재료, 숫자, 음식재료, 

숫자, 요리동작 동사)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발화한다. Fluency Development는 유창성 증진을 위한 과업으

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줄여서 발표하는 4/3/2 technique과 같은 활동을 통해 유창

성 증진 연습을 할 수 있다. 평소보다 더 빠른 수행을 위해 자극 혹은 압박이 있어야 하므로 타이머를 사용하여 긴장감 

혹은 적당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흥미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모든 구성원이 정확하고 유창하게 문장을 완성한 

팀은 BuzzIn.live (https://buzzin.live/)의 버저를 누른다. 가장 빨리 버저를 누른 팀은 가장 먼저 마지막 방 탈출할 수 있으

며 [Congratulations, you made it out!]라는 팝업 문구와 함께 신나는 음악이 흘러 나온다. 가장 먼저 우승한 팀(1등) 구성

원은 포인트 6점, 2등은 포인트 5점, 나머지 팀은 포인트 4점씩 부여한다. 리더보드에서 본인 및 상대 팀의 최종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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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결 론

본 연구는 미래형 교과서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뇌의 장기기억 형성원리를 도출하고 게이미피케이션 및 메타버스 

요소를 실제 고등학교 디지털 교과서 샘플에 적용하였다. 한국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고 있는 EFL (English as 

Foreign Language)환경에서는 교과서가 교수-학습 내용 전반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구성 요소이므로 다양한 교육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과 예비교사들

의 교과서의 장단점 및 이상적인 교과서에 대한 설문 결과 상당수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시험(예, 수능, 

내신)과 교과서 내용과의 괴리, 교과서 내용에 실생활 요소 부족, 교재 내용에 대한 흥미 및 관심 결여 등을 문제로 삼았

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뇌의 장기기억 형성원리의 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미션으로 구성된 가상 방 

탈출 게임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현하였다.

첫째, 뇌의 장기기억 원리 중 정교화(elaboration), 맥락화(context), 다중감각(multi-modality) 이론을 적용하여 영국

의 가상 부엌 및 식료품 가게를 배경으로 스피드 어휘게임과 듣기 내용을 복원하는 게임을 구상하였다. 대뇌 변연계

(limbic system)의 좌우 측두엽 신피질의 안쪽과 외측 내실의 바깥쪽에 위치한 해마(hippocampus)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다양

한 감각이 동시에 자극되거나 신경세포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장기강화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메타버스에서 

내에서는 시각과 청각만 경험할 수 있으나 인공감각 기술이 발전하여 학습자가 맛, 향기, 감촉, 온도 등 아바타가 경험하

는 모든 오감(촉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을 총체적으로 확장시켜 진정한 의미의 가상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더 풍

부하고 몰입감 넘치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뇌의 정보처리 이론 중 이중부호화(dual coding)와 조직화(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음식재료의 이미지(시각부

호)와 영어 음식명(어문부호)를 기억하는 메모리 게임, 음식재료 종류별(내용분류) 및 가산/불가산 구분(언어적 분류) 게

임을 도입하였다. 특히 게임의 메커닉스 요소인 도전, 경쟁, 미션 등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으므로 흥미유발 및 재미요소

가 포함되어 있어 도전을 통한 지적 호기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몰입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출(retrieval), 시연(rehearsal), 자기참조적 약호화(self-referent encoding) 과정을 통해 유창성에 기반한 432 

technique 말하기 게임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인의 자아를 영국 요리사로 아바타에 투사하여 멀티 페르소나(multi 

persona)를 통해 실재감 및 공간적 지각(being-there)을 증진시키고 이와 같은 초월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 맥락적 

이해에 바탕한 감정이입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래형 교과서를 제안하기 위하여 장기기억 형성이론의 전략을 선별하여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

목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러한 학습설계가 실제 두뇌 활성 및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GG 뇌파를 분석하거나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고

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기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수치에 근거한 실천적 학습설계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을 미래형 교과서에 대한 담론을 뇌과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의미 있는 미래형 수업

설계를 하는데 본고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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