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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체감형 기능성 게임의 여러 요인들 중에 하지근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하며, 
그 요인들을 어떻게 구성 하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요소들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여 체감형 기능성 게임을 

개발 하는 업체들에게 실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체감형 게임 (exergame), 근력운동 (exercise of muscle)

I. 서 론

처음으로 1977년 클라크 C 앱트 (Clark C Abt)의 저서인 

‘Serious games’에서 특별한 목적과 재미요소를 설계된 게임을 

기능성 게임이라고 기술 되었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게임이 많이 출시

되며 현재에는 대중화에 이르게 되었다.[1]
게임 전문 매체 게임 스팟 (Game Spot)이 2013년 10월 29일 

기사 "Worldwide industry sales to reach $93 billion in 2013"
에서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게임시장 매출이 93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까

지 1,11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게임산업이 지속적으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세에 맞춰 체감

형 기능성 게임역할을 하는 동작인식 콘솔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있

다. [2]
닌텐도의 “위”(Wii)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BOX 키넥트, 소

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무브(Move) 같은 콘솔게임이 가장 대중적이

다. 이러한 동작인식 게임 기기들에 대한 우수성을 여러 매체 광고

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

를 시작 했는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베일러 의과대학

(Baylor College of Medicine)연구팀은 9~12세 아동 7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동작인식게임(위 스포츠 나 댄스댄스)
을 실시하고 나머지 그룹은 앉아서 하는 게임 (슈퍼마리오 갤럭시)
을 실시 하는 실험을 13주 동안 해보았다 그러나 신체 운동량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구팀의 톰 바라노스키(Tom 
Baranowski)박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한 

다른 연구진의 말을 빌어 실제 운동을 대신 할 수는 없으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보도 했다.[3] 이러한 

결과는 결국 게임의 설계에서부터 잘 못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근력 파트에 한정해서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II. 본론

실질적인 효과를 주려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 하면 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게임의 본질은 재미이다. 게임 디자이너이자 

작가인 그렉 코스티키안(Greg Costikyan)은 (I have no words 
and I must design)이라는 글에서 게임에 대한 정의를 “게임은 플

레이어라고 불리는 참가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게임 신호를 통

해 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예술의 한 형태이다.”[4] 
라고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선택, 다루는 자원 관리, 자
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으로써의 게임신호, 게임 목표

가 그 요소라고 생각한다. 둘째, 근력운동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인 방법이 필요하다. 단계적인 적용 가능한 운동 계획을 세워 진행

해 가야 한다. 준비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근 

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

계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양경식 Keng-Sik Yang 2011)[5] 셋째, 
서인영 (In Young Seo, 2012)의 실험에 의하면 10주 동안 시행

된 하지 근력강화운동 프로그램이 양로시설 여성노인의 신체기능

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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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의 예방이나 기능을 향상시켜 

신체활동의 증가와사회적 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

을 주는 등의 노인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간호중재 방안으

로 제시 할 수 있다고 하였다.[6] 

III. 결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재미요소를 잘 살려야지만 지속적인 효

과를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게임과의 관계

를 잘 이해하여 게임에 적극적인 참여와 선택 할 수 있고, 아이템

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수단 방법,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게임의 레벨을 조절하여 서서히 무

리를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셋째, 하지 근력 하나만으로도 신체기능 및 일상 수행 능력 향상과 

우울 감소를 시킬 수 있기에 지속적인 게임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많이 연구 되었고, 효과에 대한 검증이 끝난 하지 근력을 강화 시

킬 수 있는 게임을 우선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움

직임을 통해 운동 효과를 보고자 하는 기존의 동작인식의 큰 효과

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목적을 가

지고 설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력 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제시한 요소들을 잘 조화시켜 지속적인 밸런스 테

스트를 한 뒤에 그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여야 큰 효과를 볼 것이

다. 이상 원인과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이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체감형 기능성 게임을 개발을 하여 검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

고 실질적인 요인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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