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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간의 새로운 관계가 생성 되고 그 관계형성을 위해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한 소셜 네
트워크 게임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육체를 운동시키는 것과 같이 뇌의 트레이닝을 통해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고 집중력과 향상 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 또한 줄 일 수 있는 게임 형태를 
소개하고, 정확한 뇌의 활동을 파악하고 사용자 개개인에 맞는 두뇌 트레이닝을 적용시키기 위
한 뇌파인식 기술을 부가적으로 소개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의 
발전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크게 성장 하고 
있다. 관계의 형성은 기계 중심, 물질 중심적인 패러

다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감
성과학적인 측면이며, 인간의 감정을 측정하고 자신

의 감정 컨트롤 및 다른 이의 감정을 공감 하는 능력

을 키우고, 훈련을 통해 뇌의 여러 가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통해 뇌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
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뇌를 자극하거나 뇌파를 
측정 하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SNS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통해 사람의 뇌를 측정하고 훈련하여 사람의 감성적

인 능력을 파악하고 성장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개

한다. 2 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 뇌 자극에 대
한 기존연구방법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기존의 뇌의 
자극과 훈련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 뇌파를 
측정 하여 진행되는 게임을 소개하고, 5 장에서 결론

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SNS 의 개념과 SNS 에서 부수적으로 파
생된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하여 설명 한다. 또한 
인간의 두뇌를 측정하는 뇌파의 측정방법으로 뇌전도

(EEG) 및 뇌자도(MEG)를 측정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1. SNS (Social Network Service) 

SNS 는 웹 기반의 인맥관리 서비스로 사용자들 간의 
관심을 공유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 시키거

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기가 중심이 되는 하나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또 다른 개인 과의 관계를 맺고 이
러한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SNS 의 모티브이다[1]. 만들

어진 플랫폼은 주 서비스인 인맥관리 외에도 부수적

인 서비스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대
표적인 예로는 SNG 를 포함한다.  
 
2.2. SNG (Social Network Game) 

SNG 는 SNS 를 통해 배포되고 사용자간의 비 동기적

인 진행을 통해 플레이 되는 온라인 게임을 지칭한다. 
SNS 플랫폼을 기반하여 사용자의 인맥과 유대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와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인맥 기반의 게임으로 SNS 안에서 기
존의 인맥관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재미요소를 추
가하여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인맥 관리를 해주는 역
할을 하고 있다. SNG 의 특징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

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자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하지만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동시접속이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게임에 접속 
상태가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그 비
중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이것은 게임 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는 SNS 를 통해 
전달되며 상대방은 게임에 비 접속 상태 에서도 메시

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기존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

들 보다는 오프라인의 실제 인맥들과 게임을 즐기게 
되며 친구가 없을 경우 게임 진행에 불리함을 받는 
경우가 많아 유저 스스로 친구를 초대함으로 마케팅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게임에 필요한 웹 브라우저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다운로드나 설치가 필
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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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두뇌를 측정하는 지능 및 성격 검사 

인간의 두뇌를 통해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성과 성
격들이 형성 된다. 두뇌의 지적 능력을 판단 하는 IQ 
테스트는 독일의 정신학자 윌리엄 스턴이 1912 년에 
현대 어린이의 인지검사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IQ 라

는 용어는 독일의 Intelligenz-Quotient 에서 변화한 것
으로 지적 능력을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이다.  한국에서는 EQ 라 알려진 감성지능인 EI
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읽
어내는 지수로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 사회 적응 
능력을 평가한 것이라 알려져 있으나 감성지능(EI)은 
IQ 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 또한 MBTI 는 사람

의 성격 유형을 분석 한 대표적인 지표지만 너무 애
매하고 광범위 하여 모든 종류의 개인 성향에 적당히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2.4. BCI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Brain Computer Interface)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

를 직접 연결 하여 제어하는 기술로서 뇌파 자극을 
인식 하는 장치를 통해 뇌파를 받아들 인후 신호화 
과정을 거쳐 뇌파를 분서해 입출력 장치에 명령을 내
리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4]. 신호측정 단계 에서는 
머리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파를 측정 하고 전처리 
과정에서 잡파를 제거 하고 분석에 필요한 신호를 분
리한다. 형태추출과정에서는 신호를 분류할 때 인식

률을 높이기 위해 EEG 측정 장치로부터 들어온 뇌파 
데이터의 정보를 변환하고 전환 알고리즘을 통해 뇌
파 데이터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분류한다. 분류

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은 컴퓨터 들의 단말

제어를 위한 명령어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BCI 기
술 방식은 뇌파를 측정 하는 부위에 따라 침습 형과 
비침습형으로 나눠지고 활용되는 뇌파의 특징에 따라 
뇌파 유도형과 뇌파 인식 형으로 구분된다. <표 1>에
서는 이러한 BCI 기술 구분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표 1> BCI 기술 방식 분류 
분

류 
방식 특징 

뇌

파 
측

정

부

위 

칩습

형 
방식 

마이크로 칩을 두피에 시술해 뇌파측정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시술이 
필요하고, 외과적 부작용 우려 

비칩

습형 
방식 

헬멧이나 헤드셋 형태 장비로 뇌파측정 
간편하지만 잡신호가 섞이는 단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활

용 
뇌

파 
특

징 

뇌파

유도 
방식 

특정한 뇌파의 출현을 유도해 응용 
사용자의 실제 의도와 뇌파의 출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뇌파를 만
들어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함 

뇌파

인식 
방식 

뇌파를 분석해 간단한 의사/동작 인식 
사용자의 의도를 그대로 컴퓨터나 기계

에 전달 
 
2.5. EEG (Electroencephalogram) 

Electroencephalogram(EEG)는 뇌전도 라고 하며 흔히

들 뇌파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뇌전도로 신경계 에
서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으로 심신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뇌의 활동 상황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2]. 뇌
의 전기적인 활동을 머리 표면에 부착한 전극에 의해 
비침습적으로 측정한 전기신호로 <그림 1>은 뇌파를 
축정하기 위해 머리 피부에 측정장비를 부착한 모습

과 측정된 뇌파의 파형이다. 뇌파는 그 진폭과 주파

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델타 δ파(0.2 ~ 3.99 Hz), 세타 
θ파(4 ~ 7.99 Hz), 알파 α파(8 ~ 12.99 Hz), 베타 β파

(13 ~ 29.99 Hz), 감마 γ파(30~50 Hz)로 구분 하여 부
른다. δ파는 잠잘 때 발생 하는 파로 수면 파라고도 
불린다. θ파는 졸음 파 라고 하며 잠에 빠져들 때 
통과하는 뇌파이며 α파는 심신이 안정을 위하고 있
을 때의 뇌파로 안정파라고 불린다. 사람 뇌파의 대
표적인 성분으로 외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β파는 불안, 긴장 시에 나타나는 파로 스트레스 파
라고도 한다. γ파는 극도의 각성과 흥분 시에 발생 
하는 것으로 추리 판단 등의 고도의 인지 정보처리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전두엽과 두정엽 에
서 비교적으로 많이 발생 한다.  

  
(그림 1) 뇌전도 측정 장비와 측정된 뇌파 파형 

2.6. MEG (Magnetoencephalography) 

Magnetoencephalography(MEG)는 뇌자도 라고 하며 뇌
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다시 자기 신호로 유도하여 
SQUID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s)센
서를 이용한 뇌의 자기신호를 측정 한 것이다[3]. 뇌
의 고유 영역에 따라 각각의 활동을 주관 하게 되는

데 이러한 활동이 전기적인 신호와 함께 자기장이 발
생 된다. 이러한 자기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뇌의 움
직임을 측정 할 수 있다. <그림 2>는 뇌자도의 측정모

습이다. 자기장 측정에는 일반환경에서 발생하는 자
기장 보다 워낙 미세하여 자기적 자폐실과 민감한 센
서를 통해 이뤄진다. 다양한 신호처리기술과 전문적

인 운영 능력이 요구되며 장비 또한 고가이다. EEG
는 뇌척수액, 두개골, 두피를 지나며 전기신호가 왜곡

되어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려운 반면, MEG 는 자기

장의 왜곡이 적이 고해상도의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MEG 는 뇌수술시 감각, 운동, 시각 피질의 뇌기

능 매핑에 사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뇌수술에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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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뇌자도 측정을 위한 장비와 자기장 쉴드 

2.7. 기타 뇌기능 측정 

뇌 기능의 매핑 기술 발달을 통해 뇌기능의 많은 부
분이 해석되었다. 양전자 단층촬영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e)을 
이용하여 시행되어 왔다. 양전자단층촬영은 양전자의 
방출을 이용하는 핵 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로 양전

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결합한 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한 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를 이용하

여 이를 추적하여 체내 분포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 검사를 통해 시각, 청각과 같은 단순 지각과 관련

된 뇌 부위를 매핑 할 수 있다. <그림 3>(위)는 양전

자 단층 촬영 하는 모습과 이를 통해 생성된 뇌의 양
전자 단층을 보여 준다.  

  

  
(그림 3) (위) PET 뇌 촬영, (아래) f MRI 뇌 분석 

최근에는 양전자 단층 스캐너와 컴퓨터 단층 스캐너

(CT)를 하나로 결합 시킨 양전자 /컴퓨터 단층 스캐

너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 기존의 양전자 단층 영상에 
비해 영상 화질이 이 우수 하다. 기능적 자기공명영

상 검사는 핵 자기공명의 원리를 사용하며 자기장을 
발생하는 자기공명 장치에 인체를 넣고 고주파를 발
생 시키면 신체의 수소 원자핵이 공명할 때 발생하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대 이를 통해 뇌기능 작동 이벤트와 관련된 뇌 부위

를 영상화 할 수 있다. <그림 3>(아래)는 functional 
MRI 를 이용해 뇌 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에도 한계가 있는데 공간적 해상력은 뛰
어나지만 시간적 해상력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신경세포의 전기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스캔 시간시의 정지된 또는 평균화된 사진만

을 얻게 된다. 또한 피검자가 방사선이나 강한 자기

장에 장시간 노출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3. 두뇌 관련 게임 

본 장에서는 기존의 두뇌를 이용하고 훈련하는 게임

들로, 두뇌 트레이닝을 통한 뇌 활성화 게임과 BCI 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뇌파를 이용한 게임을 소개한다.  
 
3.1. 두뇌기능 증진을 위한 게임 

비디오 게임기 중 닌텐도에서는 두뇌 개발을 위한 다
양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 는 Brain Training 와 Brain Age 같은 두뇌 
개발 게임이 소개 되었으며 이 게임들은 다양한 미니

게임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용 게임기인 Wii 는 말랑 말랑 두뇌교실과 
오감 두뇌 게임을 통해 여럿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두
뇌 개발 게임이 선보였다. <그림 4>는 말랑말랑 두뇌

교실의 시작 장면이다. 
. 

 
(그림 4) 닌텐도 Wii 말랑말랑 두뇌교실 

Lumosity 는 게임을 통해 두뇌의 활성화하도록 개발

되었다 또한 SNS 를 접목 시켜 다른 사람들과 의 비
교 분석 또한 가능하다. 40 여가지 이상의 뇌 활성화 
게임들을 통해 뇌의 Speed, Memory, Attention, Problem 
Solving, Flexibility 기능 들을 훈련 시 킨다. <그림 5>
는 Lumosity 의 게임 진행 후, 사용자에 대한 지적, 정
서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상단 우측의 게임은 Memory 를 향상 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 붉은색 타일의 위치를 기억 해서 맞추는 
게임이다. Attention 게임의 경우 여러 마리의 새들이 
나와 방향이 일치하거나 한 마리만 다른 방향을 가리

키면 그쪽 방향 키를 누르면 된다. Speed 게임의 경우 
앞 그림과 뒤에 그림이 맞으면 우측 틀리면 좌측의 
방향키를 누르면 되고 Flexibility 는 주어진 영어 스펠

링으로 시작되는 거품에서 나온 숫자 길이의 단어를 
타이핑 하면 되고 Problem Solving 은 물방울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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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물방울 안의 계산식을 해결 하는 것이다. 
Lumosity 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사용자의 두뇌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이에 알맞은 두뇌 트레이닝 게임을 
제공 하거나 사용자가 향상 시키고자 하는 능력에 맞
추어 게임을 제공 한다. 

  

 
(그림 5) Lumosity 

3.2. BCI 를 이용한 게임 

BCI 를 이용한 게임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림

6>(위)의 MindBall 게임은 뇌파를 이용하여 두 명의 
플레이어 가운데 놓인 공을 움직이는 게임으로 사람

의 뇌파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뇌파를 유지하

면 공이 상대방 쪽으로 움직인다. Mind Flex 는 뇌파를 
이용한 최초의 장난감으로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공
간에 공을 통과 시키는 장치인대 하단부에 펜을 설치

하여 사람의 특정 뇌파를 보내면 펜이 움직여 바람이 
생성되도록 설계 되었다.  

 

�  
(그림 6) (위) Mind Ball 과 Mind Flex, (아래) mindset 컨

트롤러와 뉴로보이 

PC 기반의 BCI 를 이용한 게임은 대체적으로 뇌파를 
측정하여 물체를 움직인다던가 집중력을 게이지로 표
시 하여 물체를 태우는 등의 그래픽적인 요소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고 있다. <그림 6>(아래)의 뉴로보이는 
초능력자가 되어 물체를 태우거나 사물을 공중으로 
띄우는 게임으로 mindset 이라는 BCI 를 사용 한다. 
뇌파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 시키고 유
지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3.3. BCI 를 이용한 interactive 영화  

Paranormal Mynd 는 BCI 중 하나인 MYNDPLAY 를 이
용한 영화로 악령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내용이다. 
관객의 뇌파 집중력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나가

며, 관객들이 보내는 뇌파를 통해 영화상에서 퇴마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한다. <그림 7>(위)는 영화관, <
그림 7>(아래)은 가정용 MYNDPLAY 솔루션이다.  

 

 
(그림 7) MYNDPLAY 를 이용한 영화관람 

4. 결론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치매와 같은 뇌 질
환이 오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뇌 트레이닝을 
통해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뇌의 상태와 변화를 감지하는 
몇몇의 측정방법과 정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군과 관련기술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서 SNG 형태의 게임에 BCI 와 같은 측정

장비를 도입하여 적용시킨다면 좀더 정확한 측정과 
피드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며 추후 연구과제로 
BCI 가 적용된 SNG 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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