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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여성을 위한 앱 기반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개발

김지현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Development of mobile-application based cognitive training for 
Menopausal Women with Cognitive Complaints

Ji-Hyun Kim
College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인지예비능 이론에 입각하여 인지기능감퇴를 호소하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해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Jung의 웹기반 교수-학습 체제 설계의 절차적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 설계 및 개발 단계를 거쳐
개발하였다.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8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인지훈련과 동영상 교육이
며 총 24회기로 매 회기는 20∼30분이 소요되며 3회/주 하도록 구성되었다. 인지기능훈련은 갱년기 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인지영역으로 확인된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기능과 통합적 집행기능을 위한 시나리오기반 문제해결 등으
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주차별 교육내용은 갱년기의 정의, 원인 및 증상, 갱년기와 뇌기능 등 총 8가지 주제로 개발되
었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해 인지기능감퇴를 호소하는 10명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훈련 전과 훈련 8주후 인지기능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 인지기능이 증가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04, p=.014). 모바일 앱 기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잠재적 치매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bstract  Based on the theory of cognitive reserve, we undertook this study to develop a cognitive 
function training program for woman in menopausal transition with complaints of declining in cognitive
function. The program was established by applying the analysis, design, and development stages of the 
network-based instructional system designed by Jung. The cognitive function training program developed
by us is an was an 8-week program composed of cognitive and video training using a mobile application. 
The program consists of 24 sessions, each with 20-30 minutes of duration, to be completed 3 sessions 
per week. The contents of the cognitive function training comprise of memory, attention, language 
function, and scenario-based problem-solving for executive functions, all of which are cognitive areas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for menopausal women.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developed for
eight subject areas, one subject area per week, including the definition of menopause, its causes and 
symptoms, menopause and brain function, etc. During the pilot test, the cognitive function training 
program was applied to 10 menopausal women who complained of cognitive function decline. The 
results indicated that, after eight weeks of training, the overall cognitive function of participants 
increased, reveal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3.04, p=.014) after the program was 
completed. The mobile app-based cognitive function training program might not only improve patients’
memory functions but also potentially reduce the incidence of dementia.

Keywords : Menopausal Women, Cognitive Decline, Cognitive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Mobi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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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71년 66세에서 최근 

85.8세로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여성 중 50세 이후 중년
여성의 비율은 2016년 37.8%에서 2050년 62%로 고령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1]. 이렇게 여성의 수명이 비약적
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경은 여성의 일생에서 평
균 50세 정도에 나타나는 자연적으로 현상으로[2] 난소
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저하되고 생식능력
이 소실되면서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인지
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삶의 질
에 영향을 주게 된다[3]. 특히나 이 시기의 여성들이 공통
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의 하나가 기억력 및 주의집중
력 저하로 생활상의 다양한 불편함을 겪게 된다. 폐경기 
여성의 인지기능 감퇴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보다는 에스
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한 뇌세포에 대한 항산화, 항염
증 및 신경전달물질 분비작용을 저하시켜서[4,5] 기억과 
인지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해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 즉 해마는 저장된 단기기억을 장기기
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뇌피질, 변연계, 시상하부 등
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곳으로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의 감소는 언어기억과 학습력, 섬세 동작기술 능력의 저
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폐경 여성이 호소
하는 기억력 감퇴로는 사람이나 사물을 회상하는데 어려
움을 겪거나 특정행동을 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등 일상생활 장애들
로서[8] 대부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거
나 다른 신체적 문제에 가려져 간과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기능 감퇴는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에 어려움
을 초래하여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의사소통 장애 및 부적
절한 인간관계로 인해 결국에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9]. 따라서 폐경기 난소기능 퇴화와 관련된 다
양한 증상과 인지기능의 변화는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이 시기의 건강관리의 부재는 노년기의 건강문제와
도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에스트로겐이 
폐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인지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에스트로겐 요법을 활용하기
도 하나 그 효능의 여부가 논란 중이며[5,10,11] 인지기
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암 발생 등의 호
르몬 대체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거부감이 증
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2].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
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 최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약물
적 중재로서 인지자극이나 인지훈련 등의 인지기반중재
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기반중재의 
주요한 개념적 틀은 뇌형성력과(brain plasticity)[13]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에 근거하고 있다[14]. 
특히 인지예비능은 뇌 적응력 (adaptability)으로 인지
예비능이 높은 경우 기억력을 포함한 더 나은 인지수준
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병리적 변화가 발생하더라고 임상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인지
기능을 비축하는 능력이다[14,15]. 따라서 개인의 인지예
비능을 높이는 것은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한다는 의미이며 이런 인지적 활동을 통한 인지
예비능의 향상은 갱년기를 비롯한 노화, 나아가 치매와 
같은 병적인 노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최근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지기
능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으며[16], 운
동이나 인지훈련과 같은 중재를 통해 인지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7]. 여기에 전산화를 기반으로 한 
인지훈련이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의 전산화 기
반 인지훈련은 치매환자와 뇌졸중 환자 및 뇌손상 환자
를 대상으로 모든 인지영역을 포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 등의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공
되었다[18].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19] 예방
적 차원에서의 인지기능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인지적 자극에 목적을 둔 것으로 
중재내용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작업 및 게임요법 등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늦추기 위한 기억과 회상을 
위한 반복 훈련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 흥미 위주
의 활동이 아닌 갱년기 여성의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키
면서도 동시에 두뇌활동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반 성인 대상의 인지기능훈
련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스마트폰
은 가장 간단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도구 중 
하나이다. 또한 기능성 앱을 통해 제공된 인지훈련은 전
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정에서 접근하기 쉬운 인지 중재
도구로서 책자를 활용한 인지자극방법보다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20], 대상자의 접근성과 친숙함으로 장소나 시
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장기적인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rn의 인
지예비능 이론[14]에 기반을 두고 모바일의 접근성과 유
용성을 활용하여 갱년기 중년 여성의 인지기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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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앱기반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앱 기반의 인지기능훈

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다. 
1) 앱 기반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분석단계(내용분석, 학습자분석, 기술 및 환경 분
석), 설계단계(정보설계, 상호작용설계, 동기설계, 
평가 설계)를 실시한다.  

2) 앱 기반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Jung[21]의 웹기반 교수-학습 체제 설계의 

절차적 모형에 근거하여 앱 기반의 갱년기 여성을 위한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법론적인 연구이다.

2.2 연구기간
2018년 6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8년 10월까

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순환적 개발과정을 거쳤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0: KU-IRB-18-53-A-2)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
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대상
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방법 및 소요시간, 연
구 참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점과 수집된 자료
가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지하였다. 
또한 면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연구만을 위해 
사용되며 엄격히 관리되어 자료 분석과 보고 이후 폐기
됨을 알려주었다.

2.4 프로그램 개발 절차
2.4.1 분석단계
앱 기반의 갱년기 여성을 위한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을 구성하기 위한 분석은 대상자의 요구분석 및 이에 따
른 내용분석, 학습자분석, 기술 및 환경 분석으로 진행하
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목표가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
는 내용분석(문헌고찰, 전문가 집단 포커스그룹 인터뷰), 

학습자분석(심층 면담)을 통해 갱년기 여성의 주된 학습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기초로 설계 단계에 반
영하였다. 그리고 기술 및 환경 분석이 이루어졌다.

 
2.4.1.1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의 방향 및 연

구목적에 합당한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
해 갱년기 여성의 인지기능에 대한 국내외 문헌의 체계
적 고찰 및 인지훈련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해 문헌을 고찰하였다. 인지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
되는 인지치료 현황과 대상자, 그에 관련된 교육 내용 및 
컴퓨터에 기반한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 1명, 보건소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자 1명, 임상심리전문가인 상담심리학 교
수 1명, 모성간호학 교수 1명, 산부인과 병동 수간호사 1
명, 컴퓨터 교육 공학 박사 1명과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많은 간호학 박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집
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4.1.2 학습자분석(초점 집단 면담)
초점 집단 면담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
여하기로 동의한 14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지각한 인
지손상 경험에 대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2.4.1.3 기술 및 환경 분석 
갱년기 여성을 위한 모바일 기반의 인지기능증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구현기술과 개발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및 제
작팀을 확보하였다. 내용전문가는 임상심리전문가인 상
담심리학 교수 1명,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1명, 교수설계과정의 자문은 인지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 1인, 컴퓨터 교육 공학 박사 1인 및 교육 프
로그래머 1명이었다. 프로그램 제작은 교수설계 자문을 
맡은 컴퓨터 교육 공학 박사 및 교육 프로그래머가 직접 
맡아주었다. 

2.4.2 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나온 산출물에 근거하

여 학습해야 할 내용과 교수방법을 구체화하는데 정보 
설계, 상호작용 설계, 동기 설계 및 평가 설계가 이루어졌다. 

2.4.3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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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과정에서는 설계에 따라 매체자료와 교육내용을 
실제 개발하는 과정으로 스토리보드 작성, 매체제작, 통
합 제작 등의 과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개발된 앱은 갱년
기 여성 10명과 8명의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형성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ㆍ보완하였다. 2018
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인지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를 평가받았
다. 평가도구는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도구에 
기초하여 총 18문항 4점 척도로 화면구성의 심미성, 흥
미성, 매체의 적절성, 내용구성의 적절성 및 난이도, 사용
상 불편한 점, 화면이동 및 연결의 원활성 등으로 구성되
었다. 갱년기 여성 대상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는 2018
년 10월 4일부터 11월 29일에 이루어졌다. 

2.4.4 운영 및 평가 단계
개발된 앱을 실제 운영하여 갱년기 여성의 인지기능 

향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0월 4
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명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훈련전과 훈련 8주 후의 인지기능으로 평가하였다. 대상
자 선정은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갱년기 여성 중 현
재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자로서 주관적으로 인
지기능저하를 호소하는 자로 하였다. 

2.5 측정도구 
2.5.1 전반적 인지기능
본 연구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Nasreddine 등[22]이 

개발하고 Lee 등[23]이 한국버전으로 번안한 MoCA-K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oCA-K는 총 3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시공간 실행력 5문항, 어휘력 3문항, 주
의력 8문항, 문장력 3문항, 추상력 2문항, 지연 회상력 5
문항, 지남력 6문항 등이다. 이 도구의 총점은 30점 만점
으로 절단점을 23점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피검자
가 제대로 수행을 하면 1점을 주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하면 0점을 주는 2점 척도이다. 한국어판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1이었다. 도구는 저자로부터 사용 허
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2.5.2 단기기억력 
본 연구의 단기기억력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로는 

개정판 성인용 지능검사[24]를 Yum 등[25]이 한국 실정

에 맞게 재표준화 한 한국판 웩슬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지능검사의 소검
사 중 숫자외우기(Digit Span)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
시 전과 종료 후 각각 측정하여 단기기억력의 변화를 비
교하였다. 숫자외우기는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Digit 
Span Fore-ward; DSF)와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Digit Span Back-word; DSB)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의 경우 주의의 효율성 
즉,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 주의집중능력(freedom of 
distractibility)을 측정하며[26],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
기는 정보를 보다 오래 유지하고 조율하는 작업기억력 
및 지속적인 주의집중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27]. 그리
고 이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단기기억력 및 주의집중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2분 동안에 제시된 
숫자를 외웠다가 스마트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었으며 대상자가 맞춘 숫자의 진행단계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2.5.3 주의집중력
본 연구의 주의집중력 측정을 위해 스트룹 테스트

(Stroop Test)를 사용하였는데, 스트룹 테스트는 집행기
능을 평가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며[28], 두 가지 자극 
혹은 반응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때 다른 자극의 간섭효
과를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2개
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27]. 이 검사는 글자의 색깔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자극(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써진 ‘빨
강’)을 사용하여 제시된 글자가 나타내는 색이 아닌 실제 
글자의 색을 고르는 과제로 여러 지표들이 산출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색깔말하기의 정반응수와 반응시간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5.4 언어기능 
본 연구에서 언어기능 측정은 김은정[29]이 사용한 어

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est)를 활용하였으며, 어
휘판단과제를 실시하여 반응시간과 정확도 등을 계량화 
하였다. 어휘판단과제는「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상)
(하)」에서 빈도(고빈도, 저빈도), 음절(2음절, 3음절), 고
유와 한자어 요인을 고려하여 4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
다. 고빈도 어휘의 경우 빈도수 1000을 넘는 어휘로, 저
빈도 어휘의 경우 빈도수 50을 넘지 않은 어휘로 한정하
였다. 비단어는 미리 선정된 단어의 음소수 및 음절수에 
맞추어 40개를 제작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단어 
및 비단어의 총 80개 항목을 시각적 표상으로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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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일 경우 “맞음”, 비단어일 경우 “틀림”을 누르게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판단과제에서 제시된 낱자들의 조
합에 관한 시각적 표상을 보고 단어와 비단어를 구분해
내는 작업으로 “예” 또는 “아니오”의 반응에 따라 정반응
수와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분석단계
3.1.1 내용분석
국내외 문헌의 체계적 고찰 및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의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해 문헌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대부분의 중재는 대상자의 인지기능 향상은 물
론 일상생활 수행 및 독립심 향상에 목표를 두며 단순한 
학습적인 콘텐츠에서부터 다차원적 기능향상을 위한 복
합 콘텐츠까지 목표에 따라 그 범주가 다양했다. 2000년
대 들어서 인지기능향상 방안으로 인지기반중재
(cognitive-based intervention)가 활용되고 있었다. 
인지기반중재는 흔히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 및 인지훈련
(cognitive training)으로[20], 인지기반중재의 주요한 
개념틀은 인지 형성력(cognitive plasticity)과 인지예비
능(cognitive reserve)이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수행
된 선행 메타분석 연구결과[30,31] 에서도 인지자극, 인
지재활, 인지훈련 등의 인지기반중재가 대부분 적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인지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으
로 21편의 논문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하여 인지기반 중
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도[32] 중재유형 중 인지훈
련을 적용한 논문이 16편(76.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통적 방법인 집단 인지훈련 방법의 단점들이 부각되면
서 컴퓨터 인지프로그램들이 등장, 집단 인지훈련과 비교
하여 사용의 유연성,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치료시간의 
단축, 객관화된 적용가능이라는 장점 때문에[33], 전산화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인
지훈련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기반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검색해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기준 
‘인지훈련’, ‘인지기능’, ‘ brain training’, ’cognitive 
training’ 등의 검색어로 검색 후 조회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25개였다. 대상자는 성인 대상 20개(80%),  아동 3개
(12%), 노인 2개(8%)의 순이었으며, 그 중 2개의 애플리
케이션에서는 성인, 노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구분 없
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는 25

개(100%),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의집중력을 다루고 
있었고 기억력 23개(92%), 수와 계산영역 20개(80%), 
시공간 영역 17개(68%), 언어영역 10개(40%)의 순이었
다. 한 게임 당 소요시간은 22개(88%)의 애플리케이션에
서는 약 5분 이하였다. 애플리케이션 별로 콘텐츠 수는 
1개에서 49개로 다양하였지만 대부분 게임식으로,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연속성 있게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개
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없었다. 사용 요금의 경우 무료인 
것은 9개(36%), 유료인 것은 16개(64%)였다.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산화 인지훈련프
로그램은 국외에서 개발한 Rehacom PSSCog Rehab
이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한 ComCog, 라파엘 컴커그, 브
레인 닥터 그리고 코트라스등이 있다[34] 이들 프로그램
은 치매환자와 뇌졸중 환자 및 뇌손상환자와 ADHD 와 
같은 특수 아동군을 대상으로 주의집중력, 기억력, 언어, 
시공간 구성능력 및 집행능력까지 모든 인지영역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임상에서 손상된 
인지영역에 초점을 맞춘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
료사 등의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레벨도 3단계에서 5단계 이상으로 다양해
서 각각의 인지정도에 따라 훈련 난이도를 조절하여 실
행할 수 있었으며 하루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30~50
분 범주 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 상태에 따라 치
료사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유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인지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되는 인지치료 현황과 
대상자, 그에 관련된 교육 내용 및 컴퓨터에 기반한 인지
훈련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 1명, 보건소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자 1명, 
임상심리전문가인 상담심리학 교수 1명, 모성간호학 교
수 1명, 산부인과 병동 수간호사 1명, 컴퓨터 교육 공학 
박사 1명과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많은 간호학 박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갱년기 여성을 대상
으로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사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
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갱년기 여성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정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기존의 인
지기능향상 프로그램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된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교육/실무 
경험 가운데 긍정적 정서 강화에 초점을 둔 인지기능향
상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또는 형
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갱년기 여성의 인지적 
기능(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향상을 위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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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거
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갱년
기 여성의 인지적 기능(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향
상을 위해 긍정적 정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
을 둔 컨텐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갱년기 여성을 대
상으로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사용 시간과 횟수, 총 기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을 적용한 후 평가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항목을 평가하
기 위한 적절한 도구는 무엇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어
떤 방법(시간, 횟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등이었다.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의 내
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훈련의 대상자는 기억력 
감퇴를 자각한 사람이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가장 적합하며, 본 연구의 경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
는)갱년기 여성인 정상군이 대상이기에 기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재활프로그램보다 더욱 다양한 방향으
로 접근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훈련 내용은 선행연
구 및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인지영역 
중 기억력과 주의력, 언어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하
였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인지훈련보다는 갱년기 여성
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문
제해결 방식의 인지훈련이 흥미도를 높일 뿐 아니라 복
합적 인지기능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 효과적임을 제시하
였다. 또한 게임처럼 경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긍정적 정서 강화에 초점을 둔 방식이 훈련결과에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구현방
법이나 형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보편화 되어 사회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과 공
간에 제약이 없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웹 보다는 
휴대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인지
기능훈련에 앞서 갱년기 원인 및 증상뿐 아니라 갱년기
와 인지에 관한 교육, 웰니스에 대한 적용 등을 주제로 
한 교육내용을 넣어서 훈련이 필요한 이유와 동기부여를 
통해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과
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인지훈련은 주 2~3회, 1회에 20분 정도, 총 8회∼12
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이
므로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가 필요함
을 제시하였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진단 도구가 
아니라 대상자의 수준에 적합한 평가도구라야 하며 평가

는 사전, 사후 2번으로도 충분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학습
이나 작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흥미가 있어야 하
며 단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3.1.2 학습자분석: 초점 집단 면담
갱년기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주 
질문은 “폐경 후 일상생활에서 인지감퇴와 관련된 경험
을 말씀해주십시오.”이었으며, 보조질문은 “폐경 이후 생
활하면서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언어기능이 떨어졌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갱년기 여성의 인지기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 또는 
매체를 통해 얼마나 자주(교육횟수 및 시간) 교육받고 싶
으신가요?” 등이었다. 내용분석 결과 갱년기 여성들은 공
통적으로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생기는 일상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자꾸 번복되면서 
이러다가 치매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
고 있었다. 친구들이나 또래 집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
면서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안심도 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보다 스스로 위로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일상생활을 벗어나 
업무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는 심각성을 인지하기도 하였다. 갱년기 여성들
이 호소하는 인지기능 저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목적적 행위를 하려 했던 이유
를 잊어버리거나 분명 알고 있었던 내용이 생각나지 않
는 등의 기억력 감퇴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또한 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대화하는 등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실수 없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동
시에 다양한 일이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분배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도 순발력과 낱말 구사력이 떨어지다 보니 모든 것에 자
신감이 없어지고,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점점 줄고 있
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울하고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자들 스스로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
에 약속알람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항시 미리 정해진 장
소에 물건 놔두기, 또는 익숙한 길을 갈 때 조차도 네비
게이션 이용하기 등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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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친구들이나 교회 공
동체에서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 비슷하다는 생
각에 위로도 받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되도록 혼자만
의 시간을 줄이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나이대의 여
성들은 인지감퇴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나 운동관 또는 커뮤니티 방을 개설해 함께 할 수 
있는 중재교육 프로그램들을 희망하였다. 

3.1.3 기술 및 환경 분석 
갱년기 여성을 위한 모바일 기반의 인지기능증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과 환경분석은 내용전문
가, 교수설계자 및 제작팀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술 및 환
경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프로그램 전문가가 함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등 기술적인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내용분석에서 
언급된 항목들이 기존의 웹사이트와 데스크 탑 어플리케
이션, 모바일 앱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데이터베이
스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였
다. 프로그램 제작은 교수설계 자문을 맡은 컴퓨터 교육 
공학 박사 및 교육 프로그래머가 직접 맡아주었다. 모바
일 기반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대상
자 스스로 인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현 기술
은 안드로이드 OS와 React-Native 0.55.4, JavaScript 
등이 활용되었다.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
한 최적화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에서는 갤럭시 
S4 및 Note4 이상이며, 해상도는 1280 x 720 (16:9)로 
설정하였다. 앱의 배포 환경은 안드로이드 OS의 이용자
에 경우 Google Play Store를 통하여 자유롭게 다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2 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는 분석단계로부터 나온 산출물에 근거

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과 교수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적으로는 정보 설계, 상호작용 설계, 동기 설계 및 평가 
설계가 이루어졌다.

정보설계는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떠
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정보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를 고안하는 활동으로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어플에서 제공해야 할 내용의 집필, 링크 가
능한 정보의 수집, 보조 매체에 관한 내용 집필 및 자료
수집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갱년기 여성과 인지관련 연구
문헌, 최근 기사, 일반서적, 네이버 및 구글 검색 자료 그

리고 갱년기 여성 인터뷰와 전문가 집단 포커스 그룹 인
터뷰 내용을 참고로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
정하였다. 문헌 검색과 분석을 통한 주제는 갱년기의 정
의, 원인 및 증상, 갱년기와 뇌기능, 인지예비능의 정의, 
갱년기 관리 방법으로는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방법, 평
생 배우는 사람이 되는 13가지 브레인 팁, 갱년기에 도움
이 되는 운동 및 음식, 긍정적 정서강화를 비롯한 심리·
사회적 활동 등이며 이를 8주차 교육내용으로  정리하여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였다. 또한 인지훈련은 분석단계
에서 갱년기 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인지영역으로 
확인된 단기기억력(작업기억), 주의집중력, 언어기능과 
통합적 집행기능을 위한 시나리오기반 문제 등으로 내용
을 구성하였다. 기억 훈련은 단기기억훈련으로 3가지 단
계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숫자암기와 숫자역순 
암기 방법으로 하나의 숫자로부터 정답을 맞혔을 경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며 틀렸을 경우는 역순으로 숫자를 
암기해 나가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Wechsler 
battery에 포함되는 평가방법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단
계는 ‘맞는 것 찾기’로 제시되는 사진을 기억하게 한 다음 
이후 나오는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도록 구성
되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단계와 반대로 앞에서 제시되는 
사진을 기억하게 한 다음 이후 나오는 보기에서 해당하
지 않는 것을 모두 클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
다. 위의 세 가지 패턴은 집중력과 단기기억을 훈련시키
는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주의집중력은 뇌로 입력되는 많은 정보 중에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정보처리 초기단계에서 마
지막 단계 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훈련에서는 3가지 단계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스
트룹 테스트(Stroop test)로 글자가 나타내는 색과 실제 
글자의 색이 다른 제시어를 보고 글자가 나타내는 색이 
아닌 실제 글자의 색을 노랑, 파랑, 초록, 빨강, 검정 답안 
중 고르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무의식적인 자동
적 주의(attention)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정보
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체카드 수 세기’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카드 중에서 하트 카드가 나오는 개수를 기
억하여 이후 나오는 화면에 해당되는 숫자를 누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의전환과 같은 선택적 주의력을 
보고자 함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제시되는 여러 가지 모양
의 카드 중 지시에 맞는 카드 순서에 ‘정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3번째 하트 카드에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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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란 지시문이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카드
가 지나갈 때 하트카드 개수만 세어 3번째 하트카드가 
나올 때 멈춤 버튼을 순간적으로 누르도록 구성되어 있
다. 위의 세 가지 주의력 훈련은 선택적 주의 집중과 억
제능력 등 집행기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학
습을 통해 반응속도를 향상시키고 주의기능을 증진되도
록 하였다. 기존에 언어기능훈련은 치매환자나 뇌손상 환
자 등 정상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인지장
애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특정과제 수행력의 유무를 직
접적인 질문이나 이름대기, 범주화, 단어이해 등의 능력
을 비실시간 검사(off-line measurement)로 측정하여 
정반응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상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언어-인지 심리학적 연구들
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est)를 
실시간 측정(on-line measurement) 하여 반응시간과 
정확도 등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어기능훈련
은  2단계로 구현하였다. 첫 단계는 어휘판단 과제로 시
각으로 제시된 어휘를 보고 제시된 낱자들의 조합(단어
나 비단어)에 관한 시각적 표상을 보고 단어인지 아닌지
를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 에 반응하도록 하였고 
이때 정반응수와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도록 하
였다. 두 번째 단계는 끝말잇기 문제로 제시되는 단어 사
이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고르도록 구성하였다. 이 때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괄호만, 두 번째 문제는 두 개의 
괄호를 만들어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기반의 문제를 구성하였다. 이는 
위의 세 가지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훈련이 
매 회 차 반복되어 단순하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
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좋아하는 요리와 여행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용을 다양화 하고자 하였다. 
1주차에서 4주차 까지 요리를 주제로 한 경우 1회 차에
는 준비재료 및 요리 순서를 먼저 글자로 익히게 하고, 
다음으로 해당 요리에 대한 유투브를 링크하여 시청하게 
함으로써 시각과 청각을 통해 좀 더 재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회 차에는 단순 훈련이 아닌 학습을 통한 복합적 
사고를 훈련시키고자 요리와 관련된 설명과 역사를 학습
시키고 퀴즈형식을 통해 학습내용을 회상시키고자 하였
다. 3회 차에는 장보기를 통해 해당 요리를 하기 위한 계
산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5주차에서 8주차까지 여행을 주제로 한 경우 1회 차
에는 각각 여행지에 대한 소개로 가볼만한 여행지 및 대
표 음식, 한국과의 시차, 기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
였으며 학습 후 퀴즈형식을 통해 학습내용을 회상시키고

자 하였다. 2회 차인 경우 각각 해당 여행지에 대한 문화 
및 감상 포인트 영상을 유투브로 링크하여 시청하게 하
였으며 실제적인 여행준비를 위하여 항공권 예매하기, 현
지 도착시간 계산하기 등에 관해 학습시키고 퀴즈형식을 
통해 학습내용을 회상시키고자 하였다. 3회 차인 경우 시
청한 동영상을 회상하며 여행지 루트 짜기 및 환전하기
를 통해 주의집중력, 기억력은 물론 추론능력, 판단, 계
산, 계획, 집행기능 영역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화면구
성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단
순화하여 설계했다. 또한 교육과 훈련 두 가지 범주의 효
과를 극대화하고자 갱년기 여성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및 
유투브 링크로 대상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
록 다양화하였다. 

앱 개발을 위한 갱년기 대상 사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이 시기의 여성은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빈둥지 
증후군이나 가족 내 또는 사회 내 역할전환으로 인하여 
우울이나 고립, 위축과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에 직
면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매 회차 인지훈련이 
끝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긍정의 한줄” 로 긍
정적 정서 함양을 높여주고자 하였다. 교수자와 대상자간 
상호작용을 위해 관리자 페이지에서 훈련결과를 확인하
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평가설계는 매 회차별 세 가지 영역 즉, 동영상 교육, 
인지기능훈련, 시나리오기반 문제해결에 대한 간단한 퀴
즈가 있어 이에 대한 각각의 평가결과(정답률과 성취단
계)를 보여줌으로써 학습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
능을 설정하였다. 또한 매 회차별 마지막 평가로 별점을 
통해 만족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5점 만점)

3.3 개발단계
제작 과정에서는 설계에 따라 매체자료와 교육내용을 

실제 개발하는 과정으로 앱 컨텐츠를 개발하고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훈련영역은 작업 기억과 선택 주의영역, 언어기능 
및 시나리오 기반의 집행기능에 초점을 두었으며 스토리
보드의 작성, 매체제작, 통합저작 등의 과정이 포함되었다. 

3.3.1 스토리보드(storyboard)작성
앱 컨텐츠나 학습과정의 구조를 순서도의 개념으로 나

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보드 작성 시 자료제
시의 효율성, 자료제공의 안전성, 사용자 친숙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그인 화면, 초기(intro)화
면, 메인(main)화면의 구성 등을 고려하였다.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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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Task name Contents

Video Training 

· General information about 
menopause

·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Cognitive reserve

·  Compensation strategies training

<Educational Video for menopausal women>
Week 1 Definition and cause of menopause, stages of menopause
Week 2 Symptoms of menopause 
Week 3 Menopause and brain function
Week 4 Definition of cognitive reserve 
Week 5 Prevention of brain from aging
Week 6 13 Brain training Tips to remain as a lifelong learner
Week 7 How to manage menopause: Exercise and Food
Week 8 Management of menopausal symptoms: 

Psychological and social activities

Cognitive Training 

Memory 
(working memory)

Memorization of numbers in sequence and in reverse
Finding matches

Finding differences

Attention

Conducting Stroop test

Counting the total number of cards
Stopping at a given heart card

Language function
Differentiating between words and non-words
Word chain games

Scenario-based problem-solving 
areas

1st∼4th round: cook-themed scenario
 1) Learning how to cook
 2) Watch YouTube videos for the dish
 3) Learning history about the dish
 4) Grocery shopping for dish
 5) Recalling the learned contents
5th∼8th round: travel-themed scenario
 1) Introduction of the country
 2) Watch YouTube videos on the culture and appreciation 

points of the destination
 3) Booking a ticket
 4) Planning for a trip
 5) Exchanging money

Table 1. Components and Contents of the Cognitive Training program

은 폐경기 증상 진단지와 기본훈련 설명서, 주당 3회 총 
8주간의 훈련회기를 구성하였다. 메인화면은 1회기 당 
20분내에서 주차별 동영상 교육 및 작업기억, 주의력, 언
어기능, 시나리오기반 문제해결 등의 인지훈련과제를 수
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훈련문제는 자막의 안내에 따라 
제공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동영상 
교육은 8가지 주제로 구성, 매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반복학습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별 교육내용은 2분 내외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였다. 인지기능 훈련은 크게 4가
지 훈련 과제로 구성되었다(Table 1).

각 세트에서 수행해야하는 훈련과제는 단기 기억(작업
기억)학습, 단기기억회상)(Figure 1)과 주의력(스트룹 테
스트, 전체카드 수 세기, 하트 카드에서 정지하기) 
(Figure 2), 언어기능(어휘판단과제와 끝말잇기)(Figure 
3)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요리와 여행 등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 기반 문제풀이는 주의집중력, 기억력은 물론 추

론능력, 판단, 계산, 계획, 집행기능 등 총체적인 영역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과제의 난이도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며 회기가 증가할수록 난이도가 상승한다. 매 회차
별 교육이 끝난 후 대상자가 수행한 결과는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여, 대상자가 수행 정
도 확인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 관리자 웹을 통
해 훈련의 진행정도와 정확성을 모니터하고 카톡방을 통
해 매 주 진행해야 되는 단계를 알림으로써 동기부여 및 
진도 안내를 하였으며 3회기를 수행하지 않으면 개인 카
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독려하였다.

3.3.2 매체제작
매체 제작 단계에서는 각 영역별 세부내용에 따라 필

요한 교육자료와 입력양식, 모니터링 화면,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부가 정보 기능, 회원관리기능 등을 앱 어플리케
이션, 동영상, 그래픽 및 앱 문서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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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mory learning  

Fig. 2. Attention learning  

Fig. 3. Language & Scenario-based problem-solving

3.3.3 통합제작
본 과정에서 개발, 수집된 자료들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제작 도구인 안드로이드 OS와 React-Native 0.55.4, 
JavaScript 등을 통해 통합, 제작되었다.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화된 스마트폰은 안드로
이드 OS에서는 갤럭시 S4 및 Note4 이상이며, 해상도
는 1280 x 720 (16:9)로 설정하였다

3.3.4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개발된 인지기능증진 애플리케이션을 시

범운영하는 단계로 소집단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검토
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 
사용자 및 전문가에게 개발된 인지기능증진 앱을 예비 
적용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사용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의 오류 및 적절성, 도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
였다. 

3.3.4.1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속성과 구성 내

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상담심리학 교수 1인, 산부인
과 병동 수간호사 1인, 인지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 
1인, 컴퓨터 교육 공학 박사 1인, 컴퓨터 공학박사 1인, 
간호학 박사 2인, 국문학박사 1인 총 8인을 대상으로 인
지기능증진 훈련 어플리케이션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를 평가받았다. 평가도구는 웹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 
개발[35]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도구에 기초하여 총 18문
항 4점 척도로 과제내용의 체계적 구성, 화면구성의 흥미
성, 사용상의 편리성, 내용구성의 적절성, 학습내용의 난
이도, 학습과제의 분량, 매체의 적절성, 프로그램 접근성, 
화면이동의 원활성, 화면 구성의 심미성 등으로 구성되었
다. 프로그램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잘 된 사항은 주
관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인지기능증진 훈련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타당도 평가결과 ‘내용구성의 적절성’(3.60±0.52)과 
‘프로그램 접근성’(3.60±0.52)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
던 반면, 인지기능훈련 ‘사용상의 편리성’(3.00±0.53), 
‘학습내용의 난이도’(3.10±0.35), ‘화면 이동의 원활
성’(3.00±0.53)에 있어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주
관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앱 수정사항에 반
영하였다. 동기유발에 대한 강화는 형성평가를 통해 보완
점으로 제시되었는데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과제 분량은 
다른 그림 찾기의 난이도가 매우 낮아 분량을 줄이고, 난
이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교차적으로 제시되도록 구
성하였다. 설명메뉴 찾기가 어려운 화면이 있어 사용자들
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도록 하
였다. 또한 화면 이동이 지나치게 빨라 정답을 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수정하였다. 동기유발에 대한 강화는 
형성평가를 통해 보완점으로 제시되었는데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과제 분량은 다른 그림 찾기의 난이도가 매우 
낮아 분량을 줄이고, 난이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교차
적으로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3.3.4.2 사용자 프로그램 만족도 
10명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앱 기반의 인지기

능훈련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에서는 항목평균값 
3.30±0.56(범위:2.90~3.70)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의
욕과 동기유발 요소, 시나리오기반 인지훈련 학습과 갱년
기 증상관리에 대한 동영상 교육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인지훈련의 전반적 만족도에서 평균값 3.30±0.53로 전
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할 점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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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Posttest t p
General 

Cognitive 
Function 

27.10±1.52 28.80±1.23 -3.04 .014

Memory
(Progress stage) 5.65±1.94 6.15±2.61 -0.61 .557

Memoryb 1131±188 904±82 5.63 <.001

Attentiona 6.40±2.63 9.90±032 -3.96 .003
Attentionb 1311±188 904±82 5.63 <.001
Languagea

(High frequency) 7.50±0.71 7.90±0.32 -2.45 .037

Languageb

(High frequency) 707±117 573±85 4.64 .001

Languagea

(Low frequency) 7.40±1.08 7.80±0.42 -1.00 .343

Languageb

(Low frequency) 692±86 595±114 2.88 .018
a Number of correct answers 
b Reaction velocity of correct answers(ms)

Table 3. Pre and Post Cognitive Function Test     
(N=10)

래픽 및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작은 점, 이미지 및 단어
의 예시가 반복되는 점, 인지훈련 도중 전화통화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시작될 경우 진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3.3.5 운영 및 평가
개발된 앱을 실제 운영하여 인지기능훈련을 통해 갱년

기 여성의 인지기능 향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10명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모두 50대였으며 결혼상태
는 기혼 9명(90%), 미혼 1명(10%)이었고, 대상자 모두 
고졸 이상의 교육정도를 보였다. 소득정도는 600만원 이
상 3명(30%), 400만원∼600만원 미만 4명(40%),  200
만원∼400만원미만 2명(20%), 200만원 미만 1명(10%) 
이었다.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폐경 나이는 49세
였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은 3명(4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n (%)

Age(year) 50~54
55~60

3 (30.0)
7 (70.0)

Marital status Yes
No

9 (90.0)
1 (10.0)

Education ≤ High school
≥College

4 (40.0)
6 (60.0)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00~400
400~600

≤600

1 (10.0)
2 (20.0)
4 (40.0)
3 (30.0)

Cohabitation
family

Yes
No

9 (90.0)
1 (10.0)

Age of
menopause(year)

41~50
≤51

8 (80.0)
2 (20.0)

Comorbidity Yes
no

4 (40.0)
6 (6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

모바일 앱을 통한 훈련 전과 훈련 8주후 인지기능의 
효과를 paired t-test로 평가하였다(Table 3).

인지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훈련 전 전반적 
인지기능은 평균 27.10에서 훈련 8주후 평균 28.80으로 
인지기능이 증가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4, 
p=.014). 영역별로 단기기억은 훈련 전 5.65에서 훈련 
후 6.15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61, p=.557). 그러나 단기기억 반응속도는 훈련 전 
1131ms에서 훈련 후 904ms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63, p<.001). 주의집중력의 경우 정반응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훈련 전 6.40에서 훈련 후 9.90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96, p=.003). 
정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1311ms에서 904ms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63, p<.001).

어휘판단과제에서 고빈도 단어에 대한 정반응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훈련 전 7.50에서 훈련 후 7.90로 증가하
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t=-2.45, p=.037). 정반
응에 대한 반응 속도는 훈련 전 707ms에서 573ms로 단
축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t=4.64, p=.001). 어휘
판단과제에서 저빈도 단어에 대한 정답개수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훈련 전 7.40에서 훈련 후 7.80로 증가하였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0, p=.343). 그
러나 저빈도 단어에 대한 반응 속도에서는 훈련 전 
692ms에서 훈련 후 595ms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단
축되었다(t=2.88, p=.018).

3.3.6 개발된 인지기능훈련 앱의 마켓 등록
개발된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일명 갱년기 인지업)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방식으로 Google Play Store에 등
록하여 다운로드가 무료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갱년기 여성의 폐경에 따른 인지기능 감퇴
에 대한 중재방법으로 앱 기반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을 Jung[21]의 웹기반 교수-학습 체제 설계의 절차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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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분석단계에서 문헌고찰에 따
르면 에스트로겐과 인지기능은 1990년부터 다양한 관점
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에스트로겐 알파와 베타 수용체는 
각각 해마와 대뇌피질에 집중 분포되어 신경세포의 기능
부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따라서 폐경으로 인한 신경보호적 역할의 상실은 
뇌의 인지노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 치매
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37]. 따라
서 폐경에 따른 에스트로겐의 작용 감소가 인지기능 저
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폐경으로 인한 인지
적 기능 변화는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로 나타났다. 
이는 Weiss[38] 의 연구에서 조기폐경으로 인한 여성호
르몬의 급격한 감소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등의 인지기능장애를 유발하게 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 정도와 
인지기능과의 관계에서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연구에서도 인지기능 중 기억력 감퇴가 가장 흔한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분배주의력으로 나타나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39].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전문
가 집단 면담에서도 인지기능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인
지기능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갱년기 여성은 
정상군이기에 기존 뇌손상 환자나 치매환자들의 인지재
활 프로그램보다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인지기능훈련의 앱 구성은 
선행연구 및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인
지영역 중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언어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기억력 저하는 주의력 장애로 인한 작업 기
억력의 저하가 주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어[40] 작업 기억 
기능의 증진으로 기억력이 향상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기억력 훈련의 경우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를 앱으로 구현하였는데 이는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 주의집중력과 작업기억력을 훈련
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단기기억의 정상
적인 기억용량이 7±2개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인지기능 훈련의 효과를 보면 훈련 전은 5.65±1.94에서 
훈련 후 6.15±2.6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기억
용량 범주에 속한다. 주의력(Attention)은 뇌로 입력되
는 많은 정보 중에서 특정 정보만 선택하는 능력으로[41] 
주의력 과제의 반복적이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 반응속도
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
어 낼 때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주의력은 전반적인 정
보처리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42], 주의

력 손상은 다른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의
력 훈련은 결국 기억력 학습을 돕는 기반이 되므로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일어나는 간섭효
과를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2개
의 과제로 구성하여 시각이미지를 학습하고 기억을 수행
할 때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민감해지도록 하였다. 초점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들이 호소하는 인지기
능 감퇴는 기억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도 호소하였는
데 가장 흔한 형태는 하고 싶은 표현이 금방 나오지 않거
나 물건 이름을 금방 대지 못하며 머뭇거리는 증상이다. 
또한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단어가 연결이 안 되고, 순발
력과 낱말 구상력이 떨어져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억 감퇴
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보상전략을 사용하고 있
는데 노트나 핸드폰에 메모하는 등 외부적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정보를 묶어서 이
야기를 짜거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머릿속 에서 
simulation 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한 장소에 
모아두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했으며, 핸드
폰 알람이나 타이머를 사용하는 등의 도움으로 대체
(substitution)하는 보상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기억
과정은 정보의 부호화(encoding), 저장, 인출(retrieval)
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력에 문
제가 있으면 부호화단계에서 결함이 생겨 기억장애가 야
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란 도구를 통
해 시각이미지를 학습하고 기억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 
집중하는 것에 민감해지도록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개발
된 인지훈련 앱의 대부분이 다양한 인지 영역을 포함하
고 있으나 대부분은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또한 전산화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인 레하컴
(Rehacom), 브레인 닥터, 코그랩(Cogrehab), 컴커그
(Comcog) 등이 주의집중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언어
능력, 계산능력 및 집행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
극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치매 환자와 뇌손상 환자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43] 인지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져 있거나 정상인에게 적절한지 검증된 바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한 인지훈련 앱은 선행연
구를 통해 갱년기 여성들에게 취약하다고 알려진 세 개
의 영역에 초점을 두었으며 여기에 여성들이 관심있어 
하는 두 개의 주제 즉 여행과 음식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해결 영역을 더 포함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인지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44],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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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도 가장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45]에 따라 시나
리오 기반의 문제해결 구성 또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작업기억은 단기기억영역으로 여러 가지 인지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직하는 
체제로[46], 일련의 복잡한 인지활동에서 정보를 통제하
고 조절하며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47]. 작
업 기억의 용량은 사람마다 제한되어 있어서 정보저장과 
정보처리의 모든 요건에 부합할 만큼 작업공간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나[48]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 능력이 향
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9]. 기술 및 환경 분석과 사
용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인지기
능훈련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OS 를 기반으로 하여 누
구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
단한 퀴즈를 통해 평가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성취정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지훈련의 동기
유발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를 위해 회차가 끝날 때 
마다 “긍정의 한줄”로 긍정적 정서 함양을 높여주고자 하
였다. 또한 평가설계에서 훈련 전 후에 인지기능 정도를 
사정하는 도구를 어플리케이션에 탑재, 객관적인 인지기
능평가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앱 기반의 훈련은 전산화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다는 접
근성과 편리성이 더해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앱 기반
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주 3회, 각 회당 20~30분, 
총 24회기 8주간 훈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인
지기능이 정상인 지역사회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매일 20
분씩, 28일간 인지훈련을 시행한 연구[50]와 암환자대상
의 전산화 기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에서 주 4회-5회, 
회당 20-30분, 6-12주 수행한 것에 기초하였다[51,52].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과정
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매우 중
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갱년기 여성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
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단계에서 스마트폰
의 제한된 크기 안에 화면을 구성하는 데는 가독성을 고
려[53]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경우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
풀이 등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내용구조가 한 눈에 쉽
게 들어오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40~60대 여성들이므로 노안으로 인한 어
려움이 있어 글씨체를 진하게 바꾸는 작업과 확대 및 축
소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 스마트 폰이라는 소형 공간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보완할 점으로는 그래

픽 및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작은 점, 이미지 및 단어의 
예시가 반복되는 점, 인지훈련 도중 전화통화로 인해 잠
시 중단되었다가 시작될 경우 진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습시간의 조정과 동기
강화 및 학습내용의 난이도 등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개
발의 절차적 과정에 충실하였다. 갱년기 여성 10명을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항목평균 
3.49로 높았고 전반적 만족도에서 87.5%가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스스로 훈련과 더불어 향상
되는 평가점수를 확인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이들의 8주간의 인지훈련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상자들
은 인지훈련을 24회(총 8주) 모두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지기능의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앱 기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전
반적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억력과 주의력 능력의 향상을 통해 전반적 뇌기
능에 좋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훈련 원리는 특정 인지영역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당 인지영역의 향상 뿐 아니라 전반적 인지기능도 함
께 증진시키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Stern[14]의 인지
예비능 이론(Cognitive Reserve Theory)에 따르면 교육, 
직업, 여가활동 등 평생에 걸친 경험들이 인지예비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54] 여가활동영역에는 교
육과 직업활동 외의 인지적 자극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독서, 훈련, 정보 등의 지적활동, 모임이나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운동이나 여행 등의 신체적 활동 등이 
인지적 자극활동에 포함된다. 인지예비능(cognitive 
reserve)은 뇌가소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노화에 따른 뇌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인지예비능의 차이는 타고난 부분
도 있지만 일생에 걸친 교육, 직업활동, 여가활동 등 평생
에 걸친 다양한 인지적 활동의 경험들이 인지예비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54], 이것은 나이가 든 후
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년기를 앞
둔 갱년기 여성들의 인지기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비약
물적 중재로 비용 효과적이고 접근성과 유연성이 있는 
모바일 앱 기반의 인지기능증진 훈련은 효과적인 측면이
나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근거기반 실무로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인지기능훈련은 특정 인지기능
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갱년기 여성 특성상 신체적, 정신
적, 사회 심리적 변화로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활동 등의 
요구 등이 있으므로 사회적 활동, 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단일 훈련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향후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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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활용되고 있는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치매환자와 뇌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갱
년기 여성(정상군)을 대상으로 개발된 본 연구 프로그램
의 적용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본 연구의 앱 기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은 정상인에서부터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
으로 인지감퇴 예방 및 인지기능증진의 주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 때문
에 개별 학습과제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취약하다고 알려진 단기
기억(작업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증진을 위한 훈
련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 기반으로 개발하여 인지기능
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Jung의 웹기반 
교수-학습 체제 설계의 절차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하
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전문가 및 사용자 평가 후 프로그
램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은 교육과 훈련, 정서적지지 총 3개의 상위 메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차별 동영상 교육 및 기억력(작업기억), 
주의력, 언어기능, 시나리오기반 문제해결 등의 인지훈련
과제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긍정의 한 줄로 구성하였다. 
매 회차 20~30분, 3회/주, 8주간의 분량으로 총 24회차
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회차 영역별 테스트를 통한 결과
평가를 피드백 하였다.  기존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치매나 조현병,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활
용되고 있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격의 인지
기능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은 의미가 있다. 또한 모바일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활용한 기능성 앱을 통해 제공된 프
로그램은 대상자의 접근성과 친숙함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쉽게 이용가능하였다. 실제로 갱
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앱은 활용도가 컸으며 폐경 이
후 기억력 감퇴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이때 모바
일 앱 기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
로 훈련한다면 기억력 향상 뿐만 아니라 잠재적 치매 유
병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훈련이 가능하므로 
고령화 시대에 인지기능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실무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화된 앱으로 제한

된 영역만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향후 시공간능력이나, 
계산능력, 집행능력 등을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
형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인지기능훈련 앱은 형성평가를 통해 개발하였으
나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갱년기 여성 대상의 인지기능
의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인지기능을 높이
는 데는 운동 등의 신체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영역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사정하지 못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 운동, 사회관계 구축, 
영양 등 다양한 방식을 인지훈련에 접목하는 multi 
modal 접근방식의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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