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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존의 뇌졸중 환자 재활용 기능성 게임은 환자 중심의 게임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재활을 

진행하는 다른 주체인 의사와 치료사를 위한 디자인 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능성 게임의 환자중심디자인에 부합되면서 의사와 치료사까지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기능성 게임 

RehabMaster 를 개발하였다. RehabMaster 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통해 임상 및 사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재활주체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Various researches have done about serious game in order to rehabilitate 

stroke patients. These serious games mainly focused on a stroke patient’s 

perspective, so they merely consider about other rehabilitation stakeholders like 

physiatr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is paper, by using participatory design 

method, we propose design factors which not only fulfilling stroke patients but also 

physiatrists and therapists. Based on these design factors, we made a rehabilitation 

serious game RehabMaster. An empirical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is serious game 

to validate both clinical advantage and design factors, and how these design factors 

would help HCI practitioners wa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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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 환자의 운동능력 (motor function)과 인지능력 

(cognitive function)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임상적 연구의 

결과, 집약적이고 반복적인 재활운동을 통해 운동능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 

되었다 [1]. 그러나 단순하고 반복적 운동이 환자의 내적 

동기부여 (intrinsic motivation)에 효과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기능성 게임 (serious games)이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기능성 게임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및 치료사들은 기능성 

게임 이용에 비교적 회의적이다. 이는 기존 기능성 게임이 

재활치료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예: 의사, 치료사, 

보호자)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 (participatory design)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2-5]. 

본 연구는 실제 재활환경에서 기능성 게임을 사용하는 

주체인 의사, 치료사, 환자와의 인터뷰 및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각기 상이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 게임인 “RehabMaster”를 개발하였다. 

RehabMaster 를 이용한 임상실험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의 유효성을 

검증 하였다. 

2. 다양한 재활주체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 추출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는 의사, 치료사 그리고 환자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 및 재활치료를 처방 받고 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실질적 재활훈련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기능성 게임이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의사, 치료사, 환자라는 재활주체와 그들이 속한 

재활환경에 대한 적극적 디자인 요소반영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세 곳의 재활 병원을 직접방문 

(on-site visit)하여 스물여섯 명 (의사 7 명, 치료사 3 명 

그리고 환자 16 명)과의 인터뷰 및 참여적 디자인 

(participatory design)을 바탕으로 재활환경 및 주체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한 뒤,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게임 RehabMaster 를 개발하였다. 

 

2.1 의사 관점의 디자인 요소 

 총 7 명의 의사를 총 6 회 인터뷰한 결과, 기존 기능성 

게임에서의 치료효과정보의 가독성 문제와 기능성 게임과 

재활 효과간의 불분명한 인과관계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의사가 뇌졸중 환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기능성 게임은 의사에게 

환자의 재활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능성 게임을 처방할 때 기능성 

게임과 재활효과간의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환자에게 어떤 기능성 게임을 처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 되었다. 

그림 1. RehabMaster 의사 인터페이스 

그림 1 은 인터뷰 결과와 참여적 디자인을 통해 의사와 

함께 개발한 RehabMaster 의 의사용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이다. 위쪽 그림은 환자의 시간에 따른 기능성 게임 

수행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사는 이를 통해 환자가 

어떤 기능성 게임을 어느 정도의 성과로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최선의 치료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2]. 아래쪽 그림은 기능성 

게임이 어떠한 재활효과를 지니는지 명시해, 의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활 치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의 기능성게임 처방지원 인터페이스이다 [3]. 

 

2.2 치료사 관점의 디자인 요소 

 치료사들은 기존 기능성 게임의 단점으로 기능성게임 

자체의 조작 난이도를 주로 언급했다. 뇌졸중 환자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운동능력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치료 도중 게임을 

멈추거나 중단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 기능성 게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으며, 훈련 당시의 건강상태와 진전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난이도 조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난이도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그림 2. RehabMaster 치료사 인터페이스 

위 그림 2 는 인터뷰 결과와 참여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치료사와 함께 개발한 치료사용 인터페이스다. 이를 이용해 

치료사는 기능성 게임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 및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위쪽 그림), 환자가 기능성 게임 

수행에 불편을 호소할 경우 게임 내 태스크의 횟수, 시간, 

레벨, 부위 및 유지시간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래쪽 그림). 이처럼 치료사가 쉽게 기능성 게임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재활환경에서 기능성 게임의 실효성을 

높였다 [4,5]. 

 

2.3 환자 관점의 디자인 요소 

다양한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는 총 16 명의 뇌졸중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디자인 요소는, 의미 있는 

게임태스크 (meaningful play)와 태스크의 난이도 

(challenge)로 정리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게임태스크 

수행은 뇌졸중 환자의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재활이라는 목적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능성 게임이 자신에게 유의미하다고 느낄 때, 

뇌졸중 환자들은 보다 높은 강도의 몰입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유사하게 게임태스크의 난이도는 뇌졸중 

환자의 몰입과 재미를 유도할 수 있다 [5]. 예를 들면,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뇌졸중 환자들은 쉽사리 

지치거나 좌절하고,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게임에 대한 

몰입의 감소로 내적 동기부여에 실패한다.  

그림 3. RehabMaster 환자 인터페이스 

그림 3 은 환자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의사가 

처방한 기능성 게임 재활치료는 환자의 재활 부위와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환자는 이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치료사의 즉각적 난이도 조절을 통해 적합한 난이도의 

재활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지속적으로 기능성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 

 

2.4 재활주체를 고려한 RehabMaster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와 참여적 디자인을 통해 재활환경 및 재활주체 

(의사, 치료사 그리고 환자)를 고려한 기능성 게임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 과 같다. 

재활주체 디자인 요소 효과 

의사 
정보획득 환자의 재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의미 있는 처방 기능성게임을 통해 환자 치료 가능 [3] 

치료사 
쉬운 조작 기능성게임의 중단, 실행이 자유로움 [4] 

난이도 조절 환자 상태에 따른 난이도 조절이 가능 [4,5] 

환자 
의미 있는 수행 향상된 몰입, 즐거움 [3] 

적합한 난이도 지속적 몰입을 유도 [5] 

표 1. 다양한 재활주체의 기능성 게임 디자인 요소 및 그 효과 

 

3. 임상 및 사용성 검증 실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RehabMaster 의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전통적 작업 치료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와 임상 및 사용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3.1 피실험자 

총 열여섯 명의 뇌졸중 환자 (남자 8 명, 여자 8 명 / 

급성기 7 명, 아급성기 9 명)가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실험자의 평균 나이는 49.6 세, 표준편차는 10.1 세이다. 

모든 피실험자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집했으며, 실험은 

헬싱키 선언 및 저자가 속한 기관의 IRB 규정을 준수하였다. 

  

3.2 실험계획 

 본 실험은 one-way between-subjects design 으로 

설계했다.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전통적 작업 치료를 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RehabMaster 를 활용한 재활치료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 피실험자의 Fugl-Meyer Assessment (FMA)와 

Modified Barthel Index (MBI),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 대한 

설문 점수를 사용하였다. 

 

 



3.3 실험절차 

전통적 작업 치료만을 받는 첫 번째 그룹은 2 주일 동안 

매일 20 분씩 작업 치료를 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2 주일 

동안 10 분의 작업 치료와 10 분의 RehabMaster 사용을 

병행하였다. 두 그룹 모두에 대해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의 FMA, MBI 그리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임상과 사용성 측면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4. 임상 및 사용성 검증 실험결과 

실험에 참여한 두 그룹의 재활 치료 결과를 임상 및 

사용성 측면에서 비교해보았다. 임상 측면에서의 비교는 

아래 표 2 와 같다. 

결과 

전통적 작업 치료 (n=7) RehabMaster 병행 (n=9) 

치료 전 치료 후 치료 전 치료 후 

FMA 34.4 (12.4) 40.7 (9.8) 39.4 (10.7) 51.1 (17.8) 

K-MBI 44.7 (9.1) 51.0 (8.8) 59.9 (17.6) 71.2 (15.4) 

표 2. 두 재활 그룹의 임상 측면 비교. 평균(표준편차) 

Fugl-Meyer Assessment (FMA) 변화 폭을 보았을 때, 

전통적 작업 치료만을 했을 때보다 RehabMaster 와 

전통적 작업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의 상승폭이 더 컸다. 

Modified Barthel Index (K-MBI)의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p=.16), 데이터 자체만을 보았을 때 

RehabMaster 병행 그룹이 전통적 작업 치료 그룹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재활 치료는 전통적 작업 치료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보다 큰 폭의 향상을 이루었다. 

RehabMaster 대한 의사의 5 점 척도 사용성 평가 

(1 점: 전혀 아니다, 5 점: 매우 그렇다)는 아래 표 3 과 같다. 

질문 평가 

1. RehabMaster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6 (0.5) 

2.RehabMaster는 재활 치료를 구성하기에 편리하다.  4.3 (0.8) 

3. RehabMaster로 전체 재활 과정을 설계해 줄 수 있다. 4.7 (0.5) 

표 3. RehabMaster에 대한 의사의 사용성 평가. 평균(표준편차) 

의사는 RehabMaster 를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질문 1), RehabMaster 를 

활용한 재활 치료 구성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질문 2). 

또한 RehabMaster 를 이용해 환자의 전체 재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질문 3). 즉,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한 RehabMaster 는 

의사에게 정보획득 및 의미 있는 처방이라는 사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질문 평가 

1. RehabMaster를 사용할 때 다른 생각을 하였다. 1.3 (0.6) 

2.RehabMaster 사용은 지루하다.  1.2 (0.4) 

3. RehabMaster는 사용하기 재미있다. 4.5 (1.1) 

4. RehabMaster는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0.6) 

5. RehabMaster를 사용하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1.9 (1.1) 

표 4. RehabMaster에 대한 환자의 사용성 평가. 평균(표준편차) 

표 4 는 환자들의 사용성 평가결과이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RehabMaster 를 사용하는 동안 몰입을 할 수 

있었으며 (질문 1),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질문 2). 또한 

기능성 게임 자체가 재미있었으며 (질문 3), 스스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질문 4), 이는 적절한 난이도를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5). 

결론적으로 재활환경 및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RehabMaster 는 전통적 작업 치료와 

비교했을 때, 임상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성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추후과제 

본 실험을 통해 다양한 재활주체를 고려한 기능성 게임 

디자인 요소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기능성 게임이 실제로 재활과정에 관여하는 의사, 

치료사 그리고 환자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재활의 임상효과 및 재활주체의 사용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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