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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세계 으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 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세계 으로 고령화는 미래

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사회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해서는 고령자가 주체가 되어 생활환경의 설계를 한 실버 운용 시스템의 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  커뮤니티는 실버세 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제공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능성 게임 콘텐츠는 실버세 의 커뮤니티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버 세 의 여가 활용과 건강 유지를 해 조작이 용이한 인

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인 두더지 밟기 게임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단순한 UI
와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게임 조작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력강화, 균형성  

유연성 기능과 더불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1. 서론

   산업화의 진 에 따른 생활수 의 향상과 보건 의료 

기술의 발 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

여 인간 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은 세계 

최  수 의  출산율과 의학의 발 으로 인한 평균 수

명 연장으로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그리고 2026년에는 20% 이상인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 

UN이 제시한 기 에 의하면 한 국가의 총인구  65세 이

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 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1][2].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류의 수명이 97년 66세에서 2025년에는 73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나라가 26

개국에 이르고 평균수명이 50세 이하인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3]. 

   고령화 사회란 일반 으로 노인들이 체 사회에서 차

지하는 비 이 다른 집단보다 상 으로 높은 사회를 말

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많다는 의미보

다는 노인 인구의 비 이 증가하면서 사회, 경제 인 구조

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8년이 소요되고 

이후 8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산되어 다

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가 매우 빠른 편이다. 고령

화의 진행에 따라 인구의 상당수가 노화  사회경제  

능력 하 등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

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사

회, 경제  충격이 발생 할 것으로 상 된다[1]. 하지만 

고령화가 진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는 국가차원에서의 

노후생활 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통계청, 단 : 만 명, %)

2. 련 연구

   실버세 는 신체의 노화 상으로 골격의 변화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의 치수가 연령과 비례하여 어들고 노화

상의 정도에 따라 감각기 의 쇠퇴  하 상이 나타

난다. 따라서 기억력 감퇴를 방을 한 뇌 활성화 진, 

운동성 강화를 통한 근력 등 신체  기능 진, 질병 방 

 치료 진의 건강 리 등이 기능성 게임의 주요 개발 

략 요소이다. 국내에서 노인용 기능성 게임콘텐츠는 거

의 무한 상태이므로 실버세 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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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두뇌스

포츠가 실버세 를 한 기능성 게임콘텐츠가 될 수 있다. 

주 에서 흔히 즐기는 두뇌스포츠는 구나 스포츠에 참

여할 수 있으며 기존 운동경기(Athletics)와는 근본 방식

부터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 범주를 정하기 모호하지만 

차 생활 체육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몸보다는 머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인터넷 온라

인 게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로 인해 향후 국

제 으로 발  가능성이 높다. 두뇌 스포츠에 포함되는 종

목으로는 바둑, 장기, 체스, 오목, 오델로, 리지, 마인드

맵, 포커, 까롬, 고스톱 등 머리를 활용해 상 와 수 싸움

을 할 수 있는 게임은 거의 모두 포함된다. 

(그림 2) 오델로, 릿지, 마이드맵, 까롬

   재까지 개발된 노인을 한 게임들은 부분 치매 

방을 한 두뇌 트 이닝 게임이나 온 가족이 함께 참

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능성 게임콘텐츠 등이 있다. 닌텐

도의 게임 “ 인 트 이닝 포 어덜츠(Brain Training 

for Adults)”는 엔터테인먼트형 게임이라기보다는 성인을 

한 의료, 교육형 기능성 콘텐츠로서 숫자, 낱말, 퍼즐게

임 등으로 구성돼 뇌를 자극하는데 효과 으로 일부 병원

에서는 노인 환자들을 해 병동이나 기실 등에 닌텐도 

DS를 갖춰놓기도 했다. 닌텐도사의 DS 건강지향형 게임 

“어디서나 요가”, “어디서나 필라테스”는 게임과 트 이닝

을 목하여 신체 측정을 통해 실제 연령과 균형연령을 

제시하여 신체 상황 악이 가능하게 한 게임이다[4]. 

(그림 3) “트 이닝 포 어덜츠”와 “ 인 에이지”

(그림 4) DS 건강지향형 게임 “어디서나 요가”

3. 실버세 와 기능성 게임 콘텐츠

3.1 실버 세 의 특징

   고령 혹은 노(老)는 한마디로 육체 으로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육체 인 노화와 함께 사회 , 

정서 으로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고령화로 건강 험, 

재무 험, 생활 험, 생산 가능의 감소로 인해 잠재 성장

률이 크게 떨어져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

게 된다[2]. 실버 세 는 신체의 노화 상으로 골격의 변

화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의 치수가 연령과 비례하여 어

들고 노화 상의 정도에 따라 감각기 의 쇠퇴  하 

상이 나타난다. 노후가 완벽히 보장되는 선진국을 제외

하고는 부분의 국가에서 노인들은 기본 으로 생계유지

와 주거부족 등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노

인성 질병을 앓게 되는 시기이나 한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가정, 사회 속에서 소외와 

노인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해 정서 으로도 큰 고통과 혼

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실버 세 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욕구의 다양화로 과거의 보수 이고 의존 이며 유행에 

둔감했던 노인들은 이제는 경제 인 여유와 극 인 사

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하는 사회 

시스템을 수용 할 수 있는 실버 세 로 변화고 있다. 고학

력 노령화에 따라 정보와 학습에 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 인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하며 일정정도의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의 인 서구  가치 을 지닌 실버세 로 인해 실버산

업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실버세 의 성장 산업 트

드는 건강유지(노화방지), 시간, 사회활동(커뮤니티), 자산

리, 사후 비 등 5개 분야가 각 을 받을 것이다. 

 

3.2 기능성 게임

   기능성 게임(Serious Games)이란 게임  요소인 재미

에 교육, 훈련, 치료 등의 특별한 목 을 부가한 게임이다

[5]. 기능성 게임은 기 군사용으로 사용하 으나 재는 

주로 교육과 훈련, 치료 등의 목 성 게임으로 게임 산업

의 장르 다변화와 역 확 는 물론 게임에 한 부정  

인식 해소와 건 한 게임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의 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능성 게임은 

차세  기술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로 각 받고 있으며, 재

미와 몰입이라는 게임 고유의 특성 덕분에 교육, 치료 등

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치, 교육, 훈련, 치료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이미 기능성 게임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

으며,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는 그 동안 기능성 게임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했

으며 게임과 사회 각 분야의 목이 상 으로 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실버용 기능성 게임은 신체  기능의 증

진, 사회  욕구의 충족, 랫폼의 다양화, 시  경험의 

고려 등 실버세 에 한 종합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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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버세 를 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

   실버세 를 한 기능성 게임콘텐츠의 체 시스템은

실버세 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버세 가 쉽게 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감형 VR,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여 하체, 상체, 뇌 훈련의 

3단계 과정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기능성 콘텐츠와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연구개발 

소재는 실버세 의 정서  불안, 사회  소외감 등을 해소

시키고, 실버세 들에게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을 북돋

아주며, 실버세 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이나 춤 

그리고 오락성이 가미된 기능성 게임 콘텐츠로 구성되어

져 있다. 실버세 의 감각, 지각 능력을 고려하여 직감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임 구조, 알기 쉬운 표시  색, 

메뉴, 씨체 등을 구성하 으며 감각 요소를 고려하여 느

낌이 좋은 안정된 사용감각과 사용하기 편안한 인터페이

스를 구성하 다. 한 실버세 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손쉬운 조작, 견고성, 안정성, 근의 용이성을 배려하여 

실버세 를 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 다. 이와 

같은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통하여 실버세 들은 여가 시

간을 극 으로 활용하여, 가족 세  간의 세  차이를 

극복하고, 정신  육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4 두더지 밟기 게임

   재 개발 인 기능성 게임 콘텐츠는 실버세 의 하

체 근력 강화, 평형성  유연성 향상을 한 게임인 두더

지 밟기로 매트 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

으며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

도록 개발하 다.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크

게 두더지 밟기 게임 모듈과 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

버세 가 S/W와 H/W의 연동을 보다 쉽게 하기 해 무

선통신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5) 체 시스템 구성도

3.4.1 게임 콘텐츠

   게임 콘텐츠의 시나리오는 실버세 에게 익숙한 심청

을 각색하여 구성하 으며, 사용자가 심청을 구하는 시

나리오로 다양한 효과와 캐릭터, 사운드로 사용자의 게임 

몰입도를 유도하 다. 게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공양미 300석에 억울하게 팔려간 심청이

· 심청이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심 사

· 심청을 인당수에 제물로 바치기 해 이를 역모한 뺑덕

어멈과 청나라상인은 심청과 동행 함

· 심청이 인당수로 빠지자 하늘이 노하여 이들을 태운 배

는 바다로 침몰하게 됨

· 심청을 구하기 해 용왕에게 호소하게 되고 사용자가 

신문고를 쳐서 심청을 구하기 한 게임을 시작

   체 게임은 실버세 의 감각, 지각 능력을 고려하여 

복잡한 3D보다 단순한 2D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 색감

은 통 색상인 오청색을 사용하 다. 한 등장인물은 재

미요소와 사물을 쉽게 인지하기 해 (그림 6)처럼 익살스

럽고 개성이 강한 캐릭터로 제작하 다.

(그림 6) 등장인물 캐릭터

   두더지 밟기 게임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게임방법 소개와 실  게임으로 나 어진다. 게임방

법 설명은 실버세 가 게임콘텐츠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

도록 조작방법과 게임내용을 사용자 심의 화형으로 

설명함으로써 재미와 이해도를 증가시켰다.

<표 1> 두더지 밟기 게임 구성

구분 내용

시작 화면 ·3 간 로고 표시 후 게임소개로 이동

게임 소개 ·사건 발단 상

게임 선택 ·연습게임과 실제 게임 선택

캐릭터 소개 · 체 캐릭터 소개

연습하기/미니게임 ·캐릭터 성격 악을 한 연습, 미니 게임

게임 선택 ·두더지 밟기 외 추가 게임 선택

스테이지 ·각 난이도 별 스테이지(상, , 하)

실패 상 ·실패에 따른 실패 상 

성공 상 ·스테이지 완료에 따른 성공 상

보 스 스테이지 ·보 스 스테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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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매트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매트 인터페이스는 실버 세 의 

공간 인지 능력 향상을 목 으로 게임콘텐츠와 연동을 

해 매트형태로 제작된 게임조작 인터페이스이다. 매트는 3

개의 로그램 키와 3 by 3개의 센서로 이루어진 매

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트의 크기는 가로 100cm, 세

로 110cm이다. 게임콘텐츠와 매트와의 통신방식은 보다 

쉬운 연동을 해 무선통신방식을 용하 으며 2.4GHz 

Zigbee를 사용하 다. 매트의 스 치 해상도는 다양한 콘

텐츠와의 연동을 해 28mm 간격의 32 By 32 매트릭스

로 제작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12개의 버튼 역을 설정

하여 두더지 게임 콘텐츠와 연동하 다. <표 2>는 매트 

인터페이스의 상세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매트 인터페이스 상세 사양

구분 내용

Size ·1000 * 1200[mm]

Matrix Size ·900 * 900[mm]

Matrix ·32 * 32[mm](28 * 28 [mm])

최소 감지 무게 ·3[Kg]

RF Module ·2.4GHz Band Zigbee Module

Communication ·RS232C 9600[bps]

Battery ·1.2V * 6Cell[7.2V]

MICOM ·AVR MICOM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체감형 게이트볼은 CPU 2.6GHz, 

Main Memory 1GB, GPU 600MHz의 시스템에서 Visual 

Studio 2005, VC++ DirectX SDK 9.0C, Ogre Engine 

1.4.9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7)은 게임방법, 등장인

물, 선택화면에 한 UI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게임방법, 등장인물, 선택화면에 한 UI

   실  게임은 크게 상, , 하 총 3단계의 난이도로 게

임 시간은 각각 1분 30 이다. 실버세 의 지각 능력을 

하여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등장하는 캐릭터의 수와 종

류를 다르게 설정하 으며, 잡아야 하는 캐릭터와 잡으면 

안 되는 캐릭터를 설정하여 실버세 의 사물 인지능력 향

상에 도움을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은 실제 두더

지 밟기 게임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두더지 밟기 게임 화면

5. 결론  향후 연구

   고령화 시 로 도입하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실버 세

에 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실버 세 의 의식 변화

와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실버 세 가 소비의 주체 세력으

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버 세 의 여가 

활용과 건강 유지를 해 조작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기술

을 이용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인 두더지 밟기 게임을 제

안하 다. 제안 방법은 단순한 UI와 무선 인터페이스 기

술을 활용함으로써 게임 조작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력강화, 균형성  유연성 기능과 더불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기억력 감퇴 방 기능, 근력 등 

신체  기능 진 등이 가능한 실버 세 에 합한 기능

성 게임 콘텐츠 개발과 IPTV에 용 가능한 다  랫폼 

환경을 구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문화 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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