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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고령화 시대가 초래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의 
대중화로 인해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며 여러 기능성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게임 중 앞의 고령화 시대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치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 기능성게임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의 
여가활용을 위한 체감형 융복합 게임의 설계 방법 중 운동적인 요소에 입각하여 설계 시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 제안
하기 위해 앞선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여가제약 요인을 통해 치매 예방 체감형 운동 요소 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치매 예방 체감형 운동 요소 모델을 적용해 실버 체감형 기능성 게임을 설계한다
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버 게임이 출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기능성 게임, 실버세대, 여가제약, 체감형 융복합 게임, 치매예방

Abstract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living standards have led to an age of aging.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computer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s business and the release of several functional games. Among these functional games, silver 
functional games are being played to solve problems such as dementia, a major problem in the aging 
era. In this study, prior research was analyzed to suggest factors that help design based on the kinetic 
elements of the design method of the motion-based convergence game for the leisure use of the silver 
gen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model of exercise factors for preventing dementia is presented. 
This research design a silver motion-based functional game using the anti-dementia exercis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we expect to see an effective and efficient silver game in the long 
term.
Key Words : Functional game, Silver generation, Leisure constraints, Motion-based game, Prevention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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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로 인한 생활수준과 의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켰고 이는 사회의 고령화
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불어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율과 
의학 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으로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 2037년 30%, 2058년 40% 이상이 되어 초 고령화
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기
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부 규모가 큰 시설을 제외하고
는 운영주체가 개인 영리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시설들의 경우 약 60%가 개인영리사업자에 의해 운영되
고 있다. 또한, 개업과 폐업의 반복으로 점차적으로 인구
를 비례해 보면 시설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마다 시
설의 숫자 차이가 크다[2].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 복지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부양 기피 현상으로 인해 노인 스스로 복지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3,4]. 

Year Total
Population

over
65

65-
74

75-
84

over 
85

2020 100 23.8 15.6 6.7 1.5
2025 100 30.3 20.0 8.1 2.2
2030 100 37.3 24.5 10.0 2.8
2035 100 45.5 28.7 13.4 3.4
2040 100 54.2 32.8 16.9 4.5
2045 100 62.2 35.6 20.1 6.5
2050 100 69.4 38.1 23.0 8.3
2055 100 73.5 39.2 24.5 9.8
2060 100 78.1 41.0 25.9 11.2
2065 100 80.5 42.5 26.3 11.7

Table 1.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by age group 
2020, The median 

또한,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노인문제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재정불안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사회
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이에 이제
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5].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실버세대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실버세대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연구와 노인의 인지기능 장
애와 치매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이 뇌의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 신체활동이 노화를 늦춰주며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6]. 65
세 이상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신체활
동은 신체기능, 심혈관기능, 근력, 유연성, 인지기능, 일
상생활 수행동작, 행동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치료
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 감소, 수면의 질 향상, 기능적 역
량의 증가, 행동장애 저하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8]. 하지만, 이러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버세대들은 여가 활동이나 규
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실버
세대 보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레저 활동과 신체적 운동
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한편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의 대중화로 인해 콘텐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전통적인 놀이 방식이 아
닌 게임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실
버세대의 여가 측면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게임에 관
심이 높아지고, 콘텐츠 시장에서 건강, 심리, 치료,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기능성게임들이 개발되어 왔
다[10]. 기능성게임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치
료, 교육, 훈련,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게임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0]. 

실버 세대는 신체적 노화와 지각 및 학습 능력, 지적 
능력 등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동성과 활
동성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실버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게임 중 실버세
대들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실버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개
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적인 실버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능
력 중 체감형 융복합 기능성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연구하여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게임 설계 및 구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실버 게임 콘텐츠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실버 세대의 정의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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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이나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온건·의존·경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
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
로 정의 된다[11]. 실버라는 용어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노인들의 흰머리를 
미화시켜 표현한 단어로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남은 삶을 보내는 단계에 있는 계층이라는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 일본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인구가 급
증하기 시작하여 노인관련 신종산업을 구상하면서 ‘실버
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실버산업’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타운’, ‘실버폰’, ‘실버세대’, ‘실버대
학’ 등 노인을 표현하는 단어로 실버가 사용되고 있다[11]. 

2.2 여가제약
정희재 외(2017) 연구에 따르면 실버세대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여가스포츠 참
여가 권장되고 있지만, 많은 여가 제약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5]. Lee(2015)의 한국 실버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즉, 성별, 나이, 소
득수준, 교육수준 등이 여가 제약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
내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인식, 지역성의 문제, 경험 부
족 등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 부재 역시 여가제약의 중요
한 요소로 실버세대들이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여가제약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
여 여가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를 통해 여가활동이 
중단되게 함으로써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13]. 즉, 여가를 즐기려 하지만 내적이나 외적 
환경으로 인하여 여가를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
인을 의미한다. 여가제약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는 내재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
적 제약 요인(Interpersonal Constraints), 구조적 제약
요인(Structural Constraints)으로 분류할 수 있다[14]. 
내재적 제약은 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피
로도, 그리고 신체적 제약 등과 같은 외부가 아닌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제약을 의미 한다. 대인적 제약은 
내재적 제약과는 반대로 본인의 문제가 아닌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의미한다. 구조적 제약
은 내재적, 대인적 제약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가 선택
을 함에 있어서 또다시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로써 
예를 들면, 문화, 관습, 시설, 기후, 시간의 부재, 경제적 
사정과 같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제약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여가제약은 여가를 참여하고자 하는 의
지에 반하여 여가의 참여를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부정적
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3 기능성게임의 정의 
기능성게임(serious game)은 게임 플레이의 재미와 

유의미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안적 게임으로, 
과정 추론적 재미만을 추구하는 상업용 게임
(entertainment game)과 결과론적 학습효과만을 추구
하는 교육용 콘텐츠(edu－contents)와 차이점이 명확하
다. 기능성 게임은 사회문화적 내용 즉, 교과과정에 입각
한 교육, 직업 훈련, 경영 시뮬레이션, 건강 증진, 사회참
여 촉구, 정치적 설득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컴퓨터, 모바일,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다. 국내
에서는 내용적으로 교육용 기능성게임, 형식적으로 컴퓨
터와 모바일 기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
에 기능성게임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게임 플레이가 
사용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능성게임의 잠재적 
요인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능성게임 전체의 
의의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5].

기능성게임은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 자
체의 모순에서 보이듯이, 기능성게임이라는 단어에서 ‘무
엇을 진지(심각)하다고 전제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기능성게임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지며 또한 향후 발전방
향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학계와 산업계에
서 기능성게임을 고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15]. 

2.4 체감형 기능성게임의 정의
체감형 기능성게임은 재미를 넘어 특이한 방법으로 게

임을 통해 게임플레이어가 필요로 하는 운동 효과를 얻
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다. 최근에는 교육, 운동, 훈련, 의
료 등을 게임과 결합하며 다양한 체험 및 학습과 게임의 
재미요소를 접목시킨 기능성게임이 출시되어 게임의 새
로운 길을 개척하며 그 활용성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
다[16]. 

체감형 융복합 게임은 조작을 위해 몸을 직접 움직여
서 캐릭터와 유사한 동작을 해야 하는 게임이다. 즉, 조이
스틱, 키보드, 마우스 등 여러 입력장치를 통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동작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조
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게임을 통칭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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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형 융복합 게임은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하는 점 때
문에 게이머의 흥미를 유발하며,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 
자신이 직접 행동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몰
입감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운전을 못하
는 사람이 운전 게임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리
듬 게임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스포츠 레저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포츠 레저
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체감형 융복합 게임의 최대의 장
점이며, 몸으로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체험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체감형 융복합 게임을 기능성 시뮬레이터
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비행 훈련 시뮬레이터나 레이싱 
게임을 통한 운전 연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17]. 

3. 체감형 실버 기능성게임의 설계 요소
3.1 체감형 융복합 게임 운동성 요소

기능성 게임은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게임을 통해 상
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주요한 순기능적인 목적
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목적을 지닌 소재를 가
지고 있다. 또한 기능성 게임은 사용자에게 중독성이 아
닌 몰입성을 체험시켜 줄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하며, 게
임을 지속적으로 사용시키기 위해 경쟁, 보상, 자극, 시각
화, 레벨 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18]. 

체감형 융복합 게임은 재미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균형
능력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기부여를 통
해 자아 만족감을 형성하며[19], 시각 및 지각 능력, 인지
기능 증진, 공간지각 증진, 시지각 운동 조작력 증진 등을 
일으켜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다[20].

또한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경우 의학계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기능성게임을 구현해야 하며, 다수를 위
한 게임이 아니라 환자나 전문인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야 한다[21]. 

3.2 치매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능력 요소
실버 세대에게 운동은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

키고, 치매 유병률을 낮추며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또한 향상된 신체기능은 행동장애를 감소시켜 우
울증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노인의 독
립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현저히 감소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22].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협응능력, 균형능력, 근지구
력,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 등 운동능력들이 향상되어진

다면, 인지기능 또한 개선되며[23], 협응능력, 공간지각
(평형감각)능력, 추론능력, 단기기억능력 등의 향상이 치
매의 예방 및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24].

3.3 치매 예방 체감형 운동 요소 모델
앞선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신적 활동뿐만 

아니라 육체적 활동까지 병행함은 지능감퇴를 예방하고 
기억력 소실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2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선 연구 
사례들을 참고해 실버세대를 위한 체감형 기능성 게임 
설계시 필요한 요소를 아래 Fig. 1과 같이 제시 하였으
며, 이를 체감형 기능성게임의 설계 요소와 접목하였다. 
즉, 치매 예방 체감형 융복합 게임의 운동요소는 치매 예
방 및 완화 요소를 위해 균형 능력, 협응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치매의 예방과 동시
에 실버세대들의 여가 생활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Fig. 1. Motion Elements of Motion-Based Game for 
Dementia-prevention

4. 결론
체감형 운동 기능성게임은 여가 제약요인이 많고 신체

능력이 부족한 실버세대들의 인지기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또한, 노인요양기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과 병원 등에서 이동과 설치가 간단하여 실버세대들
의 흥미와 동기부여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의료용 기능성게임 제작은 다른 기능성
게임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버 체감형 기능성게임을 설계할 때 균형 능
력, 협응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
든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계된다면 정신적 활동뿐 아니라 
육체적 활동까지 병행함으로 운동적인 요소에 입각해 치
매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이번 연구에
서는 요소를 추출하는데 그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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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분석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현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실버 게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며[26], 실버 
세대들의 여가 제약 해소를 위해 실버 체감형 기능성 게
임을 설계한다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버 
게임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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