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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를 위하여 의료용 기능성게

임의 품질평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품질평가는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요소 개발이 중요하다. 기능성게임의 특성 상 품질평

가는 기술적인 영역과 비기술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비기술적인 영역의 품질평가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심리 치료와 헬스케어 및 재활치료 2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의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는 전문가에 의해 내용 타당도 검사로 신뢰성을 확보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

성게임 품질평가 모델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키워드: 의료용 기능성게임(medical serious game), 의료용 기능성게임 품질평가 방법(quality evaluation Method of 
medical serious game)

I. 서 론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

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미국 

Hopelab사에서 개발한 ‘Re-Mission’으로 게임의 효능은 소아과

학저널에 발표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의

해 설명된 바 있다[1-2]. 
이에 따라 의료용 기능성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의료용 기능성게임은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므로 환자와 환자의 지인들,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간호

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원하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

질평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능성게임은 게임 프로그램으로서의 기술적인 영역과 콘텐츠

로서의 비기술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므로 품질평가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영역의 품질평

가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기능성 게임의 비 기술적인 영역

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위한 요소 추출 및 평가 기준 개발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용 기

능성 게임의 품질평가 영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

역에 품질평가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제안된 방법에 의해 추출된 

의료용 기능성 게임의 비기술적 영역의 품질평가 요소는 전문가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II. 관련 연구

2.1 의료용 기능성 게임의 정의 및 분류

의료용 기능성 게임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료 과정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의료

진의 교육, 훈련을 위한 게임을 의미한다. 게임 백서에서는 교육, 
치료, 체험, 홍보 등 게임의 목적에 따라 의료용 기능성 게임을 분

류하였다.[3] 또, 우탁, 염진의 연구에서는 첫 번째,환자와 치료자

의 관점에 따라 치료와 교육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 기능성 게임을 

통해 자극하고자 하는 대상이 물리적인 신체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가에 따라 분류하였다[4].

2.2 품질평가 방법 선행 연구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방법은 국제적인 품질평가 표준인 

ISO/IEC(Information Technology-Software Product Evaluation) 
9126-1, 9126-2, 14598[5] 등을 기준으로 개발된다. ISO/IEC 9126
은 Software 품질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9126-1은 평가 영역 

정의, 9126-2는 평가 메트릭 정의, 14598은 품질측정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국내 품질평가 표준으로는 TTA에서 분야별로 정의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술적인 평가영역을 정의하는 수준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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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품질평가 프로세스

Fig. 1. General Quality Evaluation Process

III.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품질평가 방법

3.1 의료용 기능성게임 품질평가 요소 개발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품질평가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의료용 

기능성 게임의 품질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과정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2.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품질평가 절차

Fig. 2. Quality Evaluation Process of Medical Serious Game 

문헌 및 선행 연구 조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품질평가 개발 방

법론을 참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의

료 분야의 치료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각 영역에 중요한 

평가 요소를 추출한다. 평가 요소 분석 단계에서는 각 평가요소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여 평가요소로 선 정한다. 비

기술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품질평가 요소를 선정하므로 시뮬레이

션 테스트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 검사를 통해 신뢰성

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한다.

3.2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품질평가 요소 

제안된 품질평가 방법에 의해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품질 평가

요소를 추출했다. 의료용게임 분류에 따라 심리치료 게임은 안정

성, 현실성, 치료적 상호작용성, 자기 결정성, 계획의 적절성으로 

5개, 헬스케어 및 재활치료 게임은 체감성, 현실성, 반응 조절성, 
안전성, 계획의 적절성으로 5개 요소가 각각 추출되었다. 이에 대

해 의료전문가 2인에 의해 요소 타당도 검증을 하여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표 1. 의료용 기능성 게임의 치료적 품질평가 요소

Table 1. Therapeutic Quality Evaluation Elements of Medical 

Serious Game

분류 평가 영역

심리치료게임
안정성, 현실성, 치료적 상호작용성, 자기결정성, 

계획의 적절성

헬스케어 및 

재활치료게임

체감성, 현실성, 반응조절성

안전성, 계획의 적절성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품질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심리치료와 헬스케어 및 재

활치료 게임에 대해 각각 5개의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다. 향후 전

문가와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객관성

을 향상시킨 의료용 기능성게임의 품질평가 요소 추출 및 평가기

준 설계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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