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치매는 인지기능과 함께 일상 생활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노인인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신경계 퇴행

성 질환이다.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후에 급격히 증

가하여 80세 이후에는 두 명의 한사람 꼴로 발생한다

고 한다(Lautenschlager & Almeida, 2006). 이 질병은 

치료가 지연될수록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비용과 부

담이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치매환

자의 인지기능과 일상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중재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요법으로 구분된다. 

현재 약물치료로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와 글루타민 수용체 억

제제(N-metyl-D-aspartate receptor antagonist)가 임상

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Ritchie et al., 2004). 

그러나 약물치료만으로는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일

상 생활능력 저하의 진행을 막을 수 없어서, 인지재활

치료 등을 이용한 다양한 비약물요법이 부가적인 치

료로 활용되고 있다(Schecker et al., 2013).

종래에는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 및 저하 예방을 위

한 노력이 대부분 언어, 수리 활동 등 인지 학습 중심

으로 행해지고 신체 활동은 배제되었었으나 최근에는 

신체 행동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3년 동안의 추적조사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지활동과 신체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만, 위험을 더 낮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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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un-Ho Lee. Effects of a Virtual Reality Exercise Program(Wii) on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People with Alzheimer 

Dementia. The Journal of Kinesiology, 2017, 19(1): 35-44.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12-week virtual reality exercise program designed around the Nintendo Wii(Wii), in improving Alzheimer’s dementia pa-

tients’ memories. [METHODS] 30 Alzheimer dementia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in to the experimental group(n=15) 

and control group(n=15). All subjects performed a routine cognitive therapy and, besides,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three 

40-minute Wii-exercise intervention sessions per week, for 12 weeks. Before and after the Wii intervention, subjects’ cognitive 

functions were evaluated using the Cognitive Assessment Reference Diagnosis System (CARDS) and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within and between each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and Mann-Whitney U test. [RESULTS] Among the CARDS scores of the subjects who received 

Wii-exercise, the scores of the delayed 10-word list, delayed 10-object list, recognition 10-object, and recent memory sig-

nificantly increased after intervention compared to those before intervention(p<.01). In addition, among the MMSE-K items, the 

orientation, registration, and recall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experimental group(p<.05). The control group saw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ARDS and MMSE-K score differences after intervention be-

tween the groups(p<.05). 76.9% of experimental group responded positively when asked if they would like to continue using 

the Wii-game in the future. [CONCLUSIONS] These suggest that a virtual reality exercise program using the Wii-game, is ef-

fective in delaying memory deterioration and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people with Alzheimer dementia.

Key words : dementia,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nintendo-wii,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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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체활동이 인지활동보다 더 중요하였다고 하였다

(Hughes et al., 2015; Yaguez et al., 2011). 신체의 운동

이 치매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전은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 새로운 신경회로들의 연결을 생

성하는 뇌의 능력)을 북돋워서 분자수준에서의 손상회

복 기구를 촉진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로써 뇌의 

자가 치료를 촉진한다고 추측되고 있다(Akhondzadeh 

et al., 1999). 신체 활동을 할 때에 동작방향, 패턴 등

을 스스로 인지하여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신경 활성화가 더욱 일어나며 이러한 “의지적 행동”을 

할 경우, 인지 장애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Scherder et al., 2005). 이러한 인지적 운동(cognitive 

exercise)은 치매환자의 운동 치료에 필요한 것으로 제

기되어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지적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가상

현실기술을 응용한 게임기 등을 적용한 운동프로그램

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Sveistrup, 2004).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컴퓨터로 설계한 환경으로써, 사용자는 시각, 

청각 등 여러 감각을 통한 다양한 되먹이기를 거쳐서 

가상현실 속의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Steuer, 

1992).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의 운동

과 비디오게임을 통합한 가상현실기반 운동중재치료

(virtual reality–enhanced exercise)는 환자가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경쟁심을 부추겨서 치료에 대한 동

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Rose et al., 2000), 뇌 

질환 및 뇌손상 환자의 재활 운동에 적용하려는 연구

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Weiss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가상

현실 시스템은 복잡한 대형장비로서 고비용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제한점 때문에, 노인환자들이 가까이 

두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되기가 힘들다는 단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병원 및 가정에서도 쉽게 설치

가 가능하고 노인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상현

실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왔다.

최근 개인용 게임기로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판매되

고 있는 닌텐도 위(Wii) 게임기(Nintendo Inc., Kyoto, 

Japan)는 가상현실 시스템 구현 방식이 텔레비전 모니

터를 통하는 간단한 방식의 비디오 게임 콘솔이다. Wii

게임기는 사용자가 착용한 운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화

면에 나타난 자기의 아바타와 무선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한다. 컨트롤

러에는 방향과 속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속도 감지센

서가 부착되어 있다(Stevenson et al., 2009). 이 게임기

로 Wii-Fit게임들을 할 때에 사용되는 Wii균형발판은 

사용자가 두 발로 딛고 섰을 때에 무게중심의 운동에서 

정보를 모아들여서 모니터 상의 가상환경 움직임에 반

영시키고 사용자의 시각에 되먹이기로 돌아와서 사용자

는 자신의 운동을 조절하면서 운동할 수 있다. 게임기

의 소프트웨어 Wii-Sports는 12개의 스포츠를 가상현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스포츠 운동을 해보고 싶으나 불가능했었던 환

자들에게 가상 체험으로 성취감을 만끽하게 할 수 있으

며, 게임결과로 분발을 촉진하여 운동학습의 효과를 증

가 시킬 수 있다(Maclean et al., 2000).

이처럼 인지적 요소와 운동 요소가 공존하는 Wii 

게임기는 환자들에게 인지적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수단의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Wii게임기는 이전의 다른 가상현실 치료기구들보다 

훨씬 소형이고 비용이 저렴하여 병원이나 가정에서 설

치나 이동이 용이하여 쉽게 보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지금까지 Wii게임기를 사용한 가상현실 운동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Lange 

et al.,  2010), 뇌성마비(Deutsch et al.,  2008) 등에서 

균형 능력 재활운동 측면에서 Wii게임기의 효용성이 

좋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Wii게임기를 이용한 연구

는 지적장애 고등학생(Yoon et al., 2011), 뇌졸중 환자

(Kim et al., 2011) 및 파킨슨병 환자(Lee, 2015)를 대

상으로 상지기능과 시지각 기능 또는 하지 근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Wii게임

기를 적용한 운동치료가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중재요법으로 유용한지를 알아보려

고 시도하였던 연구는 적었다.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의 

증상의 심각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억능력에 

대한 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진행

된 치매 노인 대상 운동프로그램들처럼  Wii게임기를 

적용한 운동프로그램도 대조군에 비하여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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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 3월에서 2015년 8월까지 종합

병원 치매진료센터에 인지기능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

자들 중에서 Criteria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 and Co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Alzheimer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Association(NINCDS-ADRDA) 진단기준(McKhann et al., 

1984)에 의해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서 한국어판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Morris, 1997)에서 경증 치매(mild dementia; 

CDR= .5 또는 1)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대상 환자는 자세한 병력 청취, 신경학적 

진찰 및 검사와 혈액검사, 인지기능평가와 뇌전산화 

촬영 또는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진단되었다. 이 

중에서 아세틸콜린분해효소억제제 또는 메만틴 제제로 

치료 중인 환자는 26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87%였고, 

치료 전후에 약물 용량 변경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

록 하였다. 혈액검사에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갑상선 기능이상 또는 비타민 B12 및 엽산 결핍, 

만성 신부전, 조절되지 않는 당뇨, 간부전 등의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어있거나, 매일 세 잔 이상의 알코올 복

용력이 있거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는 연구대상 

환자에서 제외되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가 있거

나; 마비나 균형 장애가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

능하거나; 운동에 부적합한 폐,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

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외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치료에 관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적정 사례 수를 추정하였을 때에 

effect size=.40, α=.05, power=.80의 조건에서 16명이 

요구되었다(Ho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최초 연구 

참여자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7명이었으나, 대조군에

서만 2명이 탈락하여(탈락률: 11.7%), 최종 연구대상자

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총 30명이었다.

본 연구는 D대학교병원 내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로

부터 연구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 환자들은 실험에 참

가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참여자의 익명성보장 등

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는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진행 동안 연구대상

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실험설계 및 절차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대조군은 연령, 나이, 질병 이환기간 

및 증상의 심한 정도와 운동습관 등에서 실험군과 조건

이 비슷한 환자로서 12주 동안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일반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실험군은 같은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상현실 운동 프로그램을 

주 3회, 40분씩 참여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이 처치 받

는 내용을 모르게 하였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의 내용은 

시각탐색(visual searching), 숫자 거꾸로 세고 회상하기

(forward backward digit recall and calculation)등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시작 전과 실험 기간 종료 후 총 2회

에 걸쳐 자료조사를 하였다. 모든 연구대상 환자들의 

평가는 병원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물리

치료사와 신경과 전문의가 실시하였으며, 평가자는 어

떠한 목적으로 평가가 수행되는지 모르게 하였다.

Wii 운동방법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은 일본 Nintendo사에서 제

작한 Wii게임기에 제공된 Wii-Fit게임과 Wii-Sports소

프트웨어(Nintendo Inc., Kyoto, Japan)를 사용하였다. 

Wii-Fit게임에 포함된 Wii균형발판은 압력감지기가 있

어서 그 위에 참여자가 올라가서 움직이면 모니터에 

아바타(Mii)가 나타나 게임자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게임자가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며 자기의 운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한

다. 균형발판의 감지기는 공장 출시 상태 그대로를 사

용했다(Clark, et al., 2010).

노인들의 기초체력과 신체기능이 타 연령집단보다 

낮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6-8주 후에 운동

의 효과가 관찰되는 것을 고려하여 주 2-3회 이상의 

운동 빈도와 60분 이내의 운동 시간을 권장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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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2014)의 운동처방 권고에 따라, 40분의 시간이 소요되

는 Wii게임기를 사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주 3회 시행

하였다. 1주에 120분간 수행하고 총 12주간을 시행하

였다(총 36회 운동 세션). Wii-Fit게임을 Wii균형발판

에 올라가서 30분 동안 운동하고 Wii-Sports게임(골프 

또는 볼링)을 10분 운동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Wii-Fit게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⑴ 축구헤딩(Soccer Heading): 게이머는 모니터 상

에서 자기 쪽으로 연달아 날아오는 축구공들을 Mii가 

헤딩하기 위해서 Wii균형발판 위에서 움직인다.

⑵ 데구루루 구슬판(Table Tilt): 모니터에 보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구슬들을 테이블을 기울여서 구멍 

속에 굴려 넣는다.

⑶ 펭귄 시소(Penguin Slide): 빙하 위에 있는 펭귄

을 미끄러뜨려서 물고기를 잡게 한다. 더 빨리 움직일

수록 펭귄이 잡는 물고기 점수가 올라간다.

⑷ 슬라럼 스키(Ski Slalom): 게이머는 화면에 나타

난 스키 슬라럼 코스에서 Mii가 각 게이트를 지나도

록 몸을 좌우로 기울인다.

⑸ 외줄타기(Tightrope Tension): Mii가 외줄을 건

너가고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게이머는 서있는 

체로 다리를 뻗는다.

⑹ 슬라럼 스노보드(Snowboard Slalom): 게이머는 

위보드에 서서 신체중심을 기울이며 모니터 상의 Mii

가 스노보드 슬라럼 코스를 지쳐가도록 한다. 좌우로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Mii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

⑺ 스키점프(Ski Jump): 모니터 상의 Mii가 스키점

프를 하고 날아가다가 균형 잡힌 착지를 하도록 게이

머는 Wii균형발판 위에서 자세를 잡는다.

Wii-Sports게임은 골프채나 볼링 볼을 쥐듯이 환자

가 컨트롤러를 손에 쥐게 하고 모니터 상에 펼쳐지는 

화면 속 경기를 보며 골프공을 쳐내거나 실제 볼링 

게임을 하듯이 컨트롤러를 휘두르게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 전원에게 가상현실 게

임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중재를 시

작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게임방법 숙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시범과 설명을 보인 후 중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재를 진행 중에

는 운동치료사 한 명이 낙상 등을 대비하여 바로 옆

에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가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때에는 충분

한 휴식 후에 다시 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가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와 운동사가 직접 하였으며, 평가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평가가 수행되는지 모르게 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진행상황과 점수를 적는 수첩이 주어졌

고, 각각의 운동치료 시행여부, 시행 후 운동시간과 

부작용이나 증상의 악화 유무 및 애로점 등을 기록하

여 치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들에게 

게임운동치료 기간이 종료한 후에 치료에 대한 만족

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측정항목 및 방법

대상자들의 신경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Suh(2002)

에 의해 개발된 인지평가 및 참고진단 시스템(Cognitive 

Assessment and Reference Diagnoses System; CARDS)

과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MMSE-K)을 이용하

였다. CARDS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및 우

울증에 대한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치매: 민감도 .96, 특

이도 .87; 알츠하이머병: 민감도 .97, 특이도 .97; 혈관성

치매: 민감도 .95, 특이도 .95; 우울증: 민감도 .92, 특이도 

1). CARDS에는 6개의 하위척도(기억력장애, 실인증, 실

어증, 실행증, 고위기능장애, 주의집중력)가 있고, 전체적

으로는 총 31개의 검사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CARDS의 기억력장애 척도검사에 포함된 5가지 

기억검사항목, 즉 단어즉각회상(recognition of 10 

words), 단어지연회상(delayed 10-word list), 최근기억

(recent memory), 물건지연회상(delayed 10-object list), 

물건재인(recognition of 10 objects)들을 사용하였다. 

CARDS 전체의 내적 일관도를 나타내는 Cronbach-alpha

는 .92였다. CARDS 각 장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검사자간 신뢰도는 .74~.99로 높은 수준이다. CARDS

는 기존의 검사들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ADAS-K-cog, .77; CAMCOG-K, .85; MMSE-K, .84).

MMSE-K는 임상적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개

발된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lstein et al., 1975)를 우리나라의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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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도록 개선한 것이며(Park & Kwon, 1989a),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10항목), 기억 등록(3항목), 기

억회상(3항목), 주의집중과 계산능력(5항목), 언어 및 

시각적 구성(9항목)의 총 5영역으로 되어 있고 30문항 

30점 만점으로 되어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맞게 답하

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24점 이상은 정상, 

20~23점은 경도, 19점 이하는 중등도로 분류가 된다. 

각 등급 경계에서의 감수성과 특이성은 90%에 이르

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Park & Kwon, 1989b).

자료처리

실험 결과의 값은 SPSS ver. 12.0 for Windows 통

계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의 사이의 동질성검정은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

정의 χ2-test 를 이용하였다. 집단 내에서 중재 전후 

사이의 차이 분석에서는 Shapiro-Wilk test 로 유의수

준 .05, 양측검정의 조건 하에서 정규성을 검정한 후 

비모수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집단 간의 차

이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통계

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실험

군은 71.81±10.42세, 대조군은 69.74±11.59세였다. 두 

그룹간의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유병기간 및 인지기능

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실험 시작 전 

MMSE는 실험군 20.39±2.54, 대조군 20.51±2.84 으로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연구기간 종료 후 CARDS는 실험군에서 단어즉각

회상 점수를 제외하고(p=.874) 단어지연회상, 물건지연

회상, 물건재인(p<.005), 최근기억(p=.006) 항목의 점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

조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5)<Table 2>. 두 

집단 간의 중재 전후의 차이도 CARDS 의 단어즉각

회상 항목을 제외하고(p=.962), 단어지연회상, 물건지

연회상, 물건재인(p<.01), 최근기억(p=.031) 항목의 점

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MMSE-K는 실험군에서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회

상(p<.05), 주의집중과 계산능력(p<.01)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언어 및 시각적 구성 항목은 유

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859)<Table 4>. 두 집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p

Delayed 10-word list
VR 10.65±14.63 23.75±18.13 .001***

CT 10.81±15.54 12.70±10.01 .775

Delayed 10-object list
VR 12.38±5.85 22.05±13.61 .001***

CT 12.71±.5.96 14.19±.8.27 .817

Recognition of 10 words
VR 34.40±33.93 33.81±30.04 .874

CT 34.90±32.02 33.25±31.02 .835

Recognition of 10 objects
VR 34.92±19.34 53.76±25.01 .001***

CT 34.16±19.15 37.02±28.34 .785

Recent memory
VR 36.28±28.57 49.48±26.01 .006**

CT 35.75±25.76 36.64±26.47 .875
Values are mean ±SD
** p<.01, *** p<.005 CARDS: Cognitive assessment reference diagnosis system, VR: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group. CT: Control group.

Table 2.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intervention values of the CARDS within each group

Variables VR(n=15) CT(n=15) p

Gender(Male:Female) 6:9 7:8 0.749

Age(years) 71.81±10.42 69.74±11.59 0.735

Weight(kg) 63.57±8.91 65.75±7.57 0.722

Height(cm) 155.7±7.3 159.4±6.8 0.752

MMSE 20.39±2.54 20.51±2.84 0.816

Disease duration(month) 82.18±33.68 85.07±29.85 0.653
Significance level at p<0.05 for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VR: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group. CT: Control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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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중재 전 후의 차이도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

회상(p<.05), 주의집중과 계산능력(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언어 및 시각적 구성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895)<Table 5>.

Wii 게임을 활용한 이후 환자들에게 조사한 만족도

를 살펴보면 “Wii게임운동치료에 참여한 후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매우 도움이 되

었다. ②도움이 되었다. ③그저 그렇다. ④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에서 35.1%가 

①“매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답을 하였고, 42.3%가 

②“도움이 되었다.” 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

에게 추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2.4%가 

Variables VR CT Z p

Delayed 10-word list
Pre-test 10.65±14.63 10.81±15.54 -.12 .953

Post-test 23.75±18.13 12.70±10.01 -2.54 .001** 

Delayed 10-object list
Pre-test 12.38±5.85 12.71±.5.96 -.10 .952

Post-test 22.05±13.61 14.19±.8.27 -2.53 .001** 

Recognition of 10 words
Pre-test 34.40±33.93 34.90±32.02 -.11 .975

Post-test 33.81±30.04 33.25±31.02 -.12 .962

Recognition of 10 objects
Pre-test 34.92±19.34 34.16±19.15 -.10 .937

Post-test 53.76±25.01 37.02±28.34 -2.56 .001** 

Recent memory
Pre-test 36.28±28.57 35.75±25.76 -.14 .855

Post-test 49.48±26.01 36.64±26.47 -2.24 .031* 
Values are mean ±SD
* p<.05, ** p<.01, CARDS: Cognitive assessment reference diagnosis system, VR: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group. CT: Control group.

Table 3. The comparison of variances of the CARDS between each group

Variables VR CT Z p

Orientation
Pre-test 6.82±1.61 6.88±1.58 -.125 .952

Post-test 7.58±2.81 7.01±1.13 -2.031 .040* 

Registration
Pre-test 2.53±0.87 2.52±0.91 -.108 .953

Post-test 2.75±0.69 2.53±0.82 -2.331 .030* 

Recall
Pre-test 1.01±1.51 1.02±1.62 -.011 .985

Post-test 1.88±2.04 1.12±1.82 -2.438 .025*

Language
Pre-test 7.17±1.52 7.18±1.41 -.100 .936

Post-test 7.18±1.91 7.20±1.63 -.113 .895 

Attention and calculation
Pre-test 2.86±0.75 2.91±0.88 -.115 .857

Post-test 3.68±0.76 3.06±0.95 -2.748 .001* 
Values are mean ±SD
* p<.05, 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VR: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group. CT: Control group.

Table 5. The comparison of variances of the MMSE-K between each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p

Orientation
VR 6.82±1.61 7.58±2.81 .034*

CT 6.88±1.58 7.01±1.13 .973

Registration
VR 2.53±0.87 2.75±0.69 .043*

CT 2.52±0.91 2.53±0.82 .847

Recall
VR 1.01±1.51 1.88±2.04 .033*

CT 1.02±1.62 1.12±1.82 .641

Language
VR 7.17±1.52 7.18±1.91 .859

CT 7.18±1.41 7.20±1.63 .758

Attention and calculation
VR 2.86±0.75 3.68±0.76 .004**

CT 2.91±0.88 3.06±0.95 .868
Values are mean ±SD
* p<.05,  ** p<.01, 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VR: Virtual reality intervention group. CT: Control group.

Table 4.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intervention values of the MMSE-K with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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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우 추천하고 싶다.”를, 46.2%가 ②“추천하고 싶

다.”를 선택하였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할지 여

부에 대해서는 33.5%가 ① “매우 계속하고 싶다”를, 

43.4%가 ② “계속하고 싶다”를 선택하였다.

논의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에 기반

을 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운동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Wii게임기를 적용한 운동프로그램 중재치

료가 치매 환자들의 기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한 것이었다. 또한 치매노인

의 Wii게임기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 

계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

고 있는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Wii게임기의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보고와 부합된다. Hertz et 

al.(2013)은 20명의 뇌신경계 퇴행성질환 환자들에게 

Wii게임 중에서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스포츠 가상현

실 운동을 8주간 시킨 후에 시작 전보다 신체활동도

와 운동 능력이 개선되고 우울감도 개선되는 경향을 

관찰하여 환자들의 인지능력과 삶의 질의 개선에 가

상현실 운동치료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게임을 1달간 중단한 후에는 앞의 척도들이 

모두 실험 시작 전 수준으로 회귀되어 있었다고 하였

다. 이는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도 치료효과의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운동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성

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결과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Wii게임기 운동프로그램 치료 후에 치

매 환자들의 기억능력을 반영한 CARDS 점수는 단어

지연회상, 물건지연회상, 물건재인, 최근기억 항목들에

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였다. 그러나 단어

즉각회상 항목, 즉 단어 의미의 이해력은 호전을 보이

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단어 의미의 이

해능력이 다른 노인인구에 비하여 떨어진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단어들을 구별하거나 단어

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Simons et al., 2002). 반면에 단어지연회상 항

목 점수는 치료 후에 개선되었는데 이는 검사의 특징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단어즉각회상 항목은 관련된 단

어들을 이해하고 있는 전제 하에 단어 뜻을 재인식하

는 검사인 반면에  단어지연회상 항목은 단어 의미를 

몰라도 들었던 단어를 회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상현실 운동중재치료군은 MMSE-K 검사에서 인

지기능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주의집중력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런 개선이 가능했던 기

전으로 첫째, Wii게임을 통한 가상현실의 자극이 강력

함을 들 수 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기초

적인 자극 정보의 대부분이 3차원 공간에서의 시각 및 

청각인데 가상현실은 그 두 가지 자극을 선명하게 부

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

지활동을 이끌어 낼 정도의 사용자의 몰입감이다. 가상

현실 운동프로그램은 시각, 청각, 고유 감각의 되먹임

을 결합한 감각성 신호들의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환자는 모니터 속 자신의 움직임 상태를 직접 보고 시

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받아서 게임에서 필요한 움직임

에 더 많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하고 근력운동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Barnes et al.(2009)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지치료를 경증치매를 가진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에 대조군보다 더 효과적이라 보고하였고, 

Hofmann et al.(2003)은 자체 개발한 가상현실 프로그

램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 실시한 후 오류의 

횟수, 과제수행에 걸리는 시간, 선택형 질문에 대한 답

변 등의 요소에 대한 점수가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가상현실의 즐거움에서 능동적으로 충분

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Maclean et al., 

2000)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실험군

은 제공된 가상현실 스포츠게임의 프로그램을 따라 하

면서 실제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은 신체장애 때문에 

실제 야외에서는 하고 싶어도 해볼 수 없는 스포츠 

운동게임들을 Wii게임기를 통하여 간접체험해보는 만

족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게임의 특성상 경기에서 승

부욕을 부추김으로써 치매노인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

지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디오

게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에게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4%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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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대답했고, 강한 긍정을 표시한 환자도 35.1%

였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76.9%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강한 긍정 표시는 

33.5%였다. 다만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보다 앞으

로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

로는 대상 환자들이 고령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인들이 Wii게임기에 대하여 흥미가 

높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훈련효과들

은 Wii게임기를 적용한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으로도 

노인의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시사한다. 저렴하고 가정과 병원에서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며 환자의 흥미와 동기 부여를 쉽게 이

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

은 치매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비용-효과 면에서 우수

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 첫째, 실험군의 숫자가 

크지 않아서 결과를 전체 치매 노인들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실험 기간이 

짧았고,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모든 환자들에게 먼저 실시한 

일반 인지중재치료가 이후의 Wii게임기 운동프로그램

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는 Wii게임기 운동프로그램과 다른 운동중재프

로그램과의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전자정보산업의 발달로 가상현실기술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의학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하려

고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치매 환자의 운동중재치료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치매노인에게 가까이에서 쉽

게 접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우수한 운동중재치료프로그

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들에게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Wii게임기를 적용한 운동중재프로그램을 시

행한 후에 기억능력의 척도를 알아본 CARDS결과와 

MMSE-K결과는 실험군에서 항목들의 점수가 실험 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조군

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실험군에서 운동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대답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Wii게임기를 적용한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으로도 치매노인의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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