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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인 인지 구조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는 경도인지장애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에 대한 인지 중재 (cognitive intervention) 방법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인 보다 인지 기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치매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치매와 정상 노인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MCI 는 정상 

노인보다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임상 분야에서는 치매 예방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에, MCI 에 대한 비약물적인 인지 중재 방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ㆍ반복적 인지 

훈련 (cognitive training)에 관한 연구로써,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고령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장기적인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I 환자의 인지 중재를 

위한 기능성게임 개발을 목표로 파일럿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기억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인지 중재 기능성게임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서 필수 설계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Studies on the elderly’s cognitive structure have been advanced to cognitive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is a cognitive 

status staying between the normal aging and Alzheimer’s disease (AD). MCI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stage for not going ahead to AD in the medical clinic field, 

but a lot of researches only suggested a simple and repetitive cognitive training 

approach. In this article, we aimed at developing a cognitive intervening serious game 

for MCI, based on Baddeley’s working memory model (i.e., phonological store – 

articulatory loop). An empirical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design principles of a 

cognitive intervening serious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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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인 인지 능력 및 구조에 관한 연구는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 및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에는 경도인지장애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노인 인지 기능의 인지 

중재 (cognitive interven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3]. 경도인지장애 (MCI)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써,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정상 

노화 노인에 비해 떨어지지만 일상생활활동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는 문제가 없는 인지 상태를 

말한다. MCI 는 치매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상분야에서는 MCI 단계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며, MCI 환자의 인지 중재에 관한 

연구 중 비약물적 인지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전문 치료사나 보조자의 

지시 하에 단순, 반복적인 인지 훈련  (cognitive training)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재가 재활 (home 

rehabilitation)을 통한 장기적 인지 기능 보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정에서 접근하기 쉬운 인지 중재 도구로써, 기능성게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I 환자의 인지 

중재를 위한 기능성게임 개발을 목표로 파일럿 실험을 

수행하여, 인지 중재 기능성게임의 필수 설계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문 헌 연구  

Tranter and Koutstaal [1]은 12 주에 걸쳐 

피실험자들에게 개인의 집에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였고, 실험 기간 동안 3 회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유동지능 (fluid 

intelligence)과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McDougall et al. [2]은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행동 

모형에 기반한 인지 훈련을 12 회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Baddeley [3]가 제안한 작업 기억이 유동 지능, 추론, 

다른 인지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중재의 

방법으로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4-5]. Richmond et al. [4]은 작업 

기억 모형에 기반한, 언어 및 공간적 작업 기억 훈련을 

25 회차 동안 실시하여 언어 기능 및 주관적 기억의 향상 

효과를 확인했으나 공간 기억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Borella et al. [5]는 언어적 작업 기억 

훈련을 3 회차 실시하여 시공간 작업 기억 및 스트룹 검사 

점수의 향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기존 연구들은 과제를 

부여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인지 훈련을 사용함으로써, 

단기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고령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장기적 훈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훈련하기에 

어렵다. 작업 기억 모형 중, 언어와 관련한 구성요소는 

음운 루프 (phonological loop)인데, 이 음운 루프를 

자극하는 인지 중재방법이 언어적 인지 능력 외에, 다른 

인지 능력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 기억의 음운 루프를 이론적 근거로 한, 

인지 중재 기능성게임 개발을 목표로, 파일럿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 설계 

3.1 실험 방법  

3.1.1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인터넷 및 복지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뇌에 외상이 있거나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전문의에 의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피실험자는 60-80 세 연령대(M=70.2, SD=6.3)의 총 24 명 

(남: 6 명, 여: 18 명)이다.  

3.1.2 실험 기구  

실험에는 Apple iPad
TM

 , Samsung Galaxy Note 10.1
TM

, 

Samsung SMX-F54
TM

 camcorder 가 사용되었고,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TM

 21.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3.1.3 실험 절차  

피실험자는 실험 전 실험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고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기능성게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실험자는 세 그룹 (실험군: 하위 인지군, 상위 인지군; 

대조군)으로 분류되었다. 실험군에 대한 분류 기준은 

간단하면서도 MCI 선별에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MoCA-K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를 사용하여 평균 23 점 이상 (30 점 

만점)으로 이루어진 피실험자 그룹을 상위 인지군, 22 점 

이하 그룹을 하위 인지군으로 설정하였다.  

 

 

 

 

 

 

 

그 림 1. ‘Draw Something’ 게임 화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게임인 ‘Draw Something’의 게임 

방식을 기능성게임으로써 활용하였다. 실험은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단계로, 피실험자는 실험진행자가 

말해주는 한국 전통 문화 관련 단어 (예, 한복, 된장) 를 

듣고 이 단어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림 1). 두 

번째 단계로, 피실험자는 실험 진행자가 한국 전통 문화 

관련 단어를 묘사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단어를 

묘사했는지 맞춰야 한다. 피실험자는 단어를 보고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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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거나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맞추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회상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게임 방식은 시각적, 언어적 자극을 동시에 

주고 개인 경험을 기반한 회상을 통해 피실험자의 작업 

기억을 자극하여 기억의 인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본 실험은 총 4 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 2 회 30-

60 분으로, 총 8 회차로 이루어졌다. 1-4 회차까지는 

피실험자들의 훈련기간으로써,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익숙해지기 위한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5-

8 회차 동안에는 ‘Draw Something’을 이용하여 상기 

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1 회차에는 Pre-test 를 

실시하여 노인 인지 기능 점수의 baseline 을 측정하였고, 

8 회차에는 baseline 점수와 비교하기 위해 Post-test 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post-hoc analysis)을 

위하여 diary study 를 진행하였는데, 피실험자들은 

일상생활의 활동내용 중 임의로 2 개를 선택하여 diary 에 

기록하게 하였다. 실험 종료일로부터 5 주 후에 

피실험자들에게 diary 에 적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3.1.4 측 정 도 구   

전반적인 인지 능력 측정도구로 MoCA-K 를 

사용하였으며, 언어적 기능 측정을 위해 서울언어학습검사 

(SVLT, Seoul Verbal Learning Test), 시각적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재생 (VR, Visual Reproduction), 

주관적 기억력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을 사용하였다 [6-8].  

3.2 실험 결과  

표 1 은 노인 인지 기능의 Pre-test 값과 Post-test 

값의 차이값 (Gain value = Post-test score – Pre-test 

score)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실험 전ㆍ후 세 그룹 (하위 

인지군, 상위 인지군, 대조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MoCA-K 의 하위 

측정항목인 Delayed recall 에서는,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세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χ
2
(2, n = 24) = 

5.88, p = 0.05), 차이값 (gain value)은  대조군 (-1.0)이 

실험군 (Low: -0.1; High: 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Diary study 에서, 피실험자는 실험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그렸거나, 자신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봤던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능한 많이 기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Mann-Whitney U 검정 

결과, 하위 인지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위 인지군 

보다 기억한 단어의 총 개수가 더 적었으며 (U(2, n = 15) 

= 9.0, p = 0.03), 그 중, 자신이 그리지 않았던 단어를 상위 

인지군 보다 더 적게 기억하였다 (U(2, n = 15) = 11.5, p = 

0.05). 또한, Wilcoxon signed ranks 검정 결과, 상위 

인지군과 하위 인지군은 자신이 직접 그림으로 그렸던 

단어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단어 보다 더 많이 기억하였다 

(Z(n = 15) = -2.4, p = 0.02). 

 

표  1. 실험 전ㆍ후  노 인 인지  능 력 차이값 (gain value) 

 

표  2. Diary study 결과 

 

4. 토 의 및 결론   

본 연구는 MCI 환자의 인지 중재를 위한 기능성게임 

개발을 목표로 한, 파일럿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MoCA-K 를 이용하여 MCI 

Variables Lowa  Highb Control p-value 

Age 71.4(6.0) 68.0(6.3) 70.9(6.9) 0.51 

MoCA-K 

 Executive 

 Naming 

 Attention 

 Language 

 Abstraction 

 Delayed recall 

 Orientation 

0.0(2.1) 

0.1(1.2) 

-0.1(0.4) 

0.5(1.4) 

0.3(0.5) 

-0.4(0.9) 

-0.1(1.0) 

-0.3(0.5) 

0.0(1.5) 

0.1(0.7) 

0.1(0.4) 

-0.3(0.8) 

0.0(0.0) 

0.0(0.0) 

0.1(0.7) 

-0.1(0.4) 

-0.4(1.5) 

0.0(0.9) 

0.1(0.3) 

0.1(1.3) 

0.0(0.5) 

0.1(0.3) 

-1.0(0.9) 

0.2(0.4) 

0.92  

0.93 

0.27 

0.39  

0.37  

0.25 

0.05 * 

0.09 

Visual memory 

 VR-Ic 

 VR-Dd 

 

1.3(1.2) 

1.0(1.2) 

 

0.6(1.3) 

0.7(1.3) 

 

0.4(1.1) 

0.6(1.0) 

 

0.36 

0.67 

Verbal memory 

 SVLT-Ie 

 SVLT-Df 

 

-1.3(2.9) 

0.0(1.9) 

 

0.1(4.8) 

-1.3(1.6) 

 

2.3(2.8) 

0.1(1.8) 

 

0.12 

0.23 

SMCQ 

 SMCQ-Gg 

 SMCQ-Eh 

 

-1.3(1.6) 

-0.8(1.4) 

 

0.0(1.2) 

0.7(1.5) 

 

0.2(0.7) 

-0.4(1.0) 

 

0.59 

0.12 

a
 하위 인지군 ; 

b
상위 인지군 ; 

c 
Visual Reproduction-Immediate recall; 

d 
VR-Delayed recall; 

e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recall; f SVLT-Delayed recall; g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Global memory; h SMCQ-Everyday memory 

Variables Low  High p-value 

N_Total recalla 

 N_Not_Drawnb 

 N_Drawnc 

1.9(1.0) 

0.4(0.5) 

1.5(1.1) 

3.9(1.6) 

1.3(1.0) 

2.6(1.5) 

0.03 * 

0.05 * 

0.23  

a 총  기억한 단어 수  (= N_Not_Drawn + N_Drawn); b 자신이 그 리지 않은  단어를  기억한 개수 ; 
c자신이 그 린 단어를  기억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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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과 정상 노인을 피험자로 선별하였고, ‘Draw 

Something’ 게임을 이용한 실험과 diary study 를 이용한 

follow-up 연구를 수행하였다.  

‘Draw Something’ 게임을 이용한 인지 훈련의 효과는 

MoCA-K 의 하위 척도인 delayed recall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음운 루프의 개념을 

이용한 인지 중재 기능성게임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iary 연구 결과에서,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직접 그린 단어를 그리지 않은 단어 

보다 더 많이 기억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참여 및 제작 

콘텐츠가 노인의 기억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제공하는 기능성게임 개발하는 연구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사용자 참여 및 제작 콘텐츠를 포함하는 

기능성게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기존 작업 기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fMRI 를 

이용한다면 기능성게임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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