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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란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각종 인지적 

과정을 계획하고 순서 지으며 실제로 수행하는 여러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업 

기억의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정보의 양, 주의력 사용 능력이 결정된다. 본 논문은 작업기억의 

저장용량(Storage capacity), 처리 능력(Process ability), 주의 통제 능력(attention 

supervision ability)을 대변할 수 있는 중앙 집행부능력(Central executive)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기능성 게임을 제안한다. 

Abstract Working memory holds and processes information the central executive 

(CE) in which si critical to control information. However, the way to measure CE has 

not been clearly demonstrated. A serious game to do so is suggest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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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이란 우리가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신적 조작 (저장, 처리, 주의 

통제 등)을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 특히 중앙집행부 (central 

executive)는 이러한 작업 기억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로써, 과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총괄적 역할을 담당한다 [2,3].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중앙집행부의 능력을 크게 

세가지 (주의력 통제, 저장용량, 그리고 처리능력)로 나누어 

설문지나 시험지, 실험자의 질문 등을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설문지, 시험지, 실험자의 

질문)은 까다로운 측정도구를 전문가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접근성의 제약 및 실험자와 피실험자간의 

관계 형성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제약 등 

다양한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5]. 이러한 제약사항들은 

작업기억의 중앙집행부 능력 측정을 어렵고 부정확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중앙집행부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존 방법들의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성게임 (serious 

game)을 활용한 중앙집행부 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기존 연구 및 중앙집행부 능력 측정 기능성게임 개발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집행부 (central executive)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래의 표 1 과 같다. 이러한 기존 측정 방법들을 바탕으로 

설문지, 시험지, 그리고 피실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집행부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5,7]. 이 

같은 설문지 또는 인터뷰 기반의 방법들은 효과적 측정을 

위해 까다로운 측정도구를 전문가가 사용해야 하며, 이 

같은 과정에서 피실험자와 실험자간의 레포(rapport) 

확립이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레포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몰입하지 못한 경우), 피실험자의 실제 

중앙집행부 능력을 측정하기 힘들다. [8] 이는 추후 

중앙집행부 능력을 재측정하였을 때, 측정-재측정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9] 

기능성게임 (serious game)은 재미 이외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게임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앙집행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지 또는 인터뷰 등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피실험자들의 실험 접근성 및 몰입도 감소라는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기능성게임에 주목하였다 [13].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몰입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기능성게임 기반 중앙집행부 측정 도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중앙집행부 능력을 측정하려 

하였다. 이러한 기능성게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1. 작업기억 중 3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기존 연구와 

게임의 단계[5,7,10] 

 

2.1 기능성게임 전체 디자인 

본 기능성게임은 총 세 단계 (저장용량, 처리능력, 주의 

통제력)로 이루어져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될 게임의 

기본방법은 그림 1과 같이 네 방향에서 무작위로 사각형이 

나타나고 중앙의 사각형 쪽으로 움직인다. 네 방향에서 

오는 사각형 (S1)은 중앙에 존재하는 사각형 (S2)에 다가 

오면서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 중 무작위로 한 가지 

색을 지니고 온다. 스마트폰 스크린을 터치하면 중앙에 

존재하는 사각형 (S2)의 색을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는데 (흰색일 때 화면을 터치하면 검은색으로, 검은색일 

때 터치하면 흰색으로 바뀐다), ‘S1’이 ‘S2’에 닿았을 때 두 

사각형의 색깔이 동일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측정능력 기존연구 현재 방법 

 저장용량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 말하는 

검사(Digit Span Forward) 

거꾸로 따라 외우는 검사(Digit 

Span Backward) 

Stage 1 

 처리능력 
숫자와 기호쓰기(Digit symbol 

coding, symbol search) 
Stage 2 

주의력 통제능력 

기억등록 및 길만들기 

검사(Trail making test) 

숫자삭제검사(Digit 

cancellation test) 

스트룹 검사(Stroop test) 

주제 전환 검사(Task-

switching test)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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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능성 게임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각 단계별 

그림(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전체적 디자인, stage1, 

stage2, stage3) 

 

2.1.1 첫 번째 스테이지: 저장용량 측정 

첫 번째 스테이지는 패턴 맞추기를 통한 저장용량 

(Storage capacity)을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기존의 방법인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 말하기 (Digit Span 

Forward test)를 반영한 게임으로써 (S1)이 등장하는 

동안의 규칙성 있는 특정한 패턴을 맞춰야 한다. 총 5 

level 로 되어있으며 (S1)의 패턴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3 개의 패턴에서 11 개의 패턴으로). 이 단계에서 패턴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작업기억의 저장용량(Storage 

capacity)이 순차적으로 몇 개까지 기억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평가이다. 

2.1.2 두 번째 스테이지: 처리능력 측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처리능력 (Processing ability)을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일종의 수행검사로서 

피실험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인 덧셈 및 뺄셈을 

수행해야 한다. (S1)에 숫자가 쓰여있어 (S2)에 닿을 때 

마다 (S1)에 쓰여있던 부호로 숫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연속적인 연산을 하고 그 후에 최종 값을 맞추는 

게임이다. 여기서 (S1)가 닿을 때 마다 새로운 값이 

작업기억에서 갱신되기에, 작업기억의 저장용량 (Storage 

capacity)는 한 개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저장용량 

(Storage Capacity)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처리능력 

(Processing ability)만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5 개의 level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를 지날 

때 마다 (S2)에 쓰여진 숫자의 범위가 2씩 늘어난다. 

2.1.3 세 번째 스테이지: 주의 통제 능력 측정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의 통제 능력 (Attention 

supervision ability)을 측정한다. 주의 통제 능력이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혹은 처리과정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다 [15]. (S1)과 

(S2)가 같은 색일 때 점수가 올라가는 기존의 처리과정 

모드와 (S1)과 (S2)가 서로 반대의 색일 때 점수가 

올라가는 반전 처리과정 모드를 게임에 넣어 서로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 주의 통제 능력을 측정한다. 즉, 

모드가 변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응을 빨리 하는 

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다. 

3. 실험설계 

본 실험에서는 중앙집행부에 대하 기존 측정방법 

(설문지)와 기능성게임을 통한 측정 간의 측정-재측정 

신뢰도 비교를 통해 기능성게임을 통한 측정의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3.1피실험자 

 20 명의 피실험자 (20 대 대학생)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된다 (기존의 방법 (설문지)으로 측정하는 집단: 10 명; 

기능성게임을 통해 측정하는 집단: 10명). 모든 피실험자는 

사용되는 기능성게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3.2실험계획 

 본 실험은 between-subjects design 으로 설계되었다. 

기능성게임을 통한 몰입이 피실험자의 측정-재측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 (설문지)으로 측정하는 집단과 기능성게임을 통해 

측정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의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데이터간의 측정-재측정 신뢰도 

비교를 통해 기능성게임을 통한 측정의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3.3실험절차 

 피실험자들은 실험참가 동의서 및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실험실에서 중앙집행부 능력 측정을 위한 설문지 

또는 기능성게임을 수행한다 (20 분). 일주일 후, 

피실험자들은 다시 설문지 또는 기능성게임을 수행한다. 

개인의 일주일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의 측정-재측정 

신뢰도를 구한 뒤, 기존의 방법 (설문지)으로 측정한 

집단과 기능성게임으로 측정한 집단의 측정-재측정 

신뢰도를 비교∙분석한다. 

4 실험결과 

상관계수 저장용량 2 처리능력 2 

주의력 

통제능력 2 

저장용량 1 0.201 0.394 0.191 

처리능력 1 0.901 0.246 0.758 

주의력 통제능력 1 0.014 0.843 0.689 

표 2. 작업기억 중 3 가지 요소를 기존 방법을 통해 측정 

재측정한 상관관계 

 

상관계수 저장용량 2 처리능력 2 

주의력 

통제능력 2 

저장용량 1 0.968 0.000 0.127 

처리능력 1 0.323 0.952 0.506 

주의력 통제능력 1 0.419 0.226 0.767 

표 3. 작업기억 중 3 가지 요소를 게임을 통해 측정 

재측정한 상관관계 

 

표 2 와 표 3 의 열에 있는 세가지 측정 요소는 처음 

측정을 했을 때의 요소이며, 행에 있는 요소는 두번째 다시 

재측정 했을 때의 요소이다. 이 두요소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게임의 측정-재측정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유의하게 나왔다. 반대로, 기존의 설문을 통한 측정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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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작업기억의 측정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기존의 측정 방식의 측정-재측정의 

신뢰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피실험자와 실험자 간의 

레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몰입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게임을 통한 측정-재측정을 

한 결과가 상당히 유의하게 나온 것은, 게임에 의한 흥미를 

통해 지속적인 몰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계점인 표본의 수가 적다는 것과 게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주의력 통제능력 측정 단계에서 

지속적인 몰입도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원인으로 주의력 

통제능력의 측정-재측정의 유의수준이 낮게 나오게 되었다. 

적은 표본만으로도 게임을 통해 측정-재측정의 신뢰도가 

기존의 방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후에 표본의 

수를 높여서 측정을 한다면 더욱더 뜻깊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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