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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현실 wii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 및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유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8년 5월 이후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방법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용어는 ‘wii elderly’, ‘wii 노인’, ‘가상현실 훈련’으로 제목 및 초록
에 사용된 논문을 검색하여 연구동향을 알아보았다.
‘wii elderly’, ‘wii 노인’, ‘가상현실 훈련’이라는 검색용어로 25개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선정기준

연구결과 과 배제기준을 바탕으로 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7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근거 수준이 Ⅰ인
연구는 4편이고, 수준 Ⅱ,Ⅲ,Ⅴ는 각각 1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주제어

균형능력의 향상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시지각 능력과 인지기
능, 낙상예방의 효과, 보행 능력의 향상 등이 있었다. 국내 가상현실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보
다 많은 수의 대상군의 확보와 추적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상현실 운동게임 프로그램, wii,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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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손상 또한 증가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손상 중 반 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

상이 낙상에 의하여 발생하며(Mimisty of health and

장으로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welfare, 2016), 낙상 사고는 노인의 이환율과 사망률

있다. 이미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

증가의 주원인 중 하나로 골절 또는 손상으로 인한 불

중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

구와 기능장애로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신체

는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Kim et al., 2008).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상으로 인한 활동의 자신감 저하는 신체적, 사회적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활동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자세 안정성과 함께 삶

40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8권2호

의 질도 저하된다(Choo & Kim, 2012).

Ⅱ. 연구방법

낙상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많
은 연구들에서 낙상 예방 운동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
다(Kim, Ahn & Kim, 2010). 균형을 개선시키는 운동
은 낙상의 위험률을 17% 감소시키므로, 노인의 낙상
을 예방시키기 위해서는 균형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Catherine Sherrington et al., 2008). 노인의 낙상예방과
신체적 건강 및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체감형 게임을 이용한 균형운동프로그램들이 늘어나
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ou & Lee, 2010). 2010년을 전후하여 가상현실 운동
게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
히 동작인식 비디오 게임인 닌텐도 위(NIintedo Wii)가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ermes, et al.,
2010). 또한 밸런스보드를 활용한 닌텐도 위 게임은
노인들의 걷기능력과 평형감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Young, Ferguson & Craig, 2011).
실제로 많은 가상현실게임이 노인의 운동에 적용되
고 있으며, 균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신체적인 긍정
적 측면 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도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진다(Kim, 2015). 가상
현실 게임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
서 가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
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ho & Shin,
2014).
우리나라의 경우 닌텐도 위(NIintedo Wii)의 발매일
은 2008년 4월 26일로, 가상현실을 이용한 운동게임프
로그램의 관련된 문헌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운동게임

1. 논문 검색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국내 노인에게 가상현실 운동게임 프로
그램(wii)을 중재를 적용한 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KISS’와 ‘RISS’를 사용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을
수집하였다. 대상 논문의 범위는 닌텐도 위(NIintedo
Wii)가 한국에 발매된 2008년 4월 26일 이후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하였으며, 주제어는 ‘wii elderly’와
‘wii 노인’, 가상현실 훈련 을 사용하였으며 총 25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은 연구자들이 각각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연구를 배제하였
고, 필요 시 원문확인을 하였다. 포함조건과 배제조건
을 만족하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7개의
논문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1) 포함기준

(1) 닌텐도 Wii를 중재로 사용한 연구
(2) 원문 보기가 가능한 연구
(3) 실험연구인 연구
(4)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배제기준

(1) 학위논문
(2) 포스터
(3) 고찰논문(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2. 자료의 근거 분석 및 제시 방법

을 국내 노인에게 중재한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연구
경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가상현실 재활치료
분야의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근거 제시방법은 중재 종류에
따라 분석하여 기술하였으며, 전체 연구들을 구체적
이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저자/연도, 집단별
연구대상자, 집단별 중재 기간, 중재방법, 측정도구,
결과 순으로 나열하였다.
선택된 논문의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
여 미국작업치료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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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AOTA)의 근거수준(level of evidence)을 사

한 자세한 정보는 저자, 연도, 집단별 연구 대상자, 집

용하였다. 미국작업치료협회에서 제시한 근거수준은

단별 중재 기간, 종속변인, 측정도구, 결과 순으로 정

논문의 설계 유형, 표본 크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

리하여 제시하였다(Table 2).

당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연구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

선정된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진 중재 형태는 전체 7

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표이다(Trombly & Ma,

편 모두 닌텐도 Wii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2). 근거의 질적 수준을 살펴 본 결과 7개의 논문

수행되어졌다. 세부 형태에서는 닌텐도 Wii 스포츠에

중 수준 I은 4개(57.14%), 수준 II, III, V는 각각 1개

대한 반응 및 인지 행동 양식의 변화에 대한 관찰 일

(14.28%) 이었다(Table 1).

지 기록과 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Wii 스포츠 참여에 대한 특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the reviewed papers
Level of
evidence

Research Design and Methods

반적인 가치관과 신체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는 연구는 1편 이었고, 노인의

Number
of papers

시지각 능력과 인지기능에 대한 증진에 대한 연구 1

Ⅰ

Randomized trial

4

편, 닌텐도 Wii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상과도 많은 관

Ⅱ

Non-RCT
Random assignment of groups

1

련이 있는 균형에 대한 연구가 총 3편, 보행의 시간과

Ⅲ

Non-RCT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ingle
group

1

Ⅳ

Single-Subject Design

0

Ⅴ

Case studies

1

Total

공간적 변수에 대한 연구와 근육활성도 향상에 대한
연구가 각각 1편이었다.
치료효과 측면에서는 7편 모두에서 가설과 일치한

7

유의미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각각의 연
구별 닌텐도 Wii 프로그램 중재 적용에 있어서 얻어
진 효과들로서는 균형능력의 향상에 대해 언급한 연
구가 3편, 보행 능력의 향상에 대해 언급한 연구와 낙

Ⅲ. 연구결과
7개의 논문에서 사용된 중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
과 중재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닌텐도

상예방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연구 2편이었다.

Ⅳ. 고 찰

Wii-Fit 보드 밸런스 게임, 닌텐도 Wii의 운전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 닌텐도 Wii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포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

함한다. 가상현실 운동게임 프로그램에 사용된 중재

현실 운동프로그램(Wii) 중재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

방법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Wii-Fit 보드 밸런스 게임

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내 노인들을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가 4개(57.14%)로 가장 높았

대상으로 한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Wii)중재 적용

으며, 닌텐도 Wii 스포츠 프로그램 2개, 닌텐도 Wii 운

연구들의 중재효과를 정리하여 현재까지의 국내 가상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개씩 차지하였다. 각 논문의

현실 운동프로그램 닌텐도 Wii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

연구설계는 집단의 무작위 할당, 단일 그룹 전후비교,

고 추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가 각각 1편이 있었으며, 일련의 반복 측정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추세에 따라

설계안에서의 두 집단 혹은 그 이상 집단의 비교 연구

노인들의 건강관련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 무작위 비교 실험 설계(Randomized trial) 연구는 전

노인의 균형과 낙상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체 연구 중 총 4편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연구들에 대

으며, 노인들의 체력저하 및 정신력 감퇴를 예방할 수

Number of
subjects
(persons)

20

17

30

60

32

11

40

Qualitative
level

level of
evidence
Ⅲ

level of
evidence
Ⅰ

level of
evidence
Ⅰ

level of
evidence
Ⅱ

level of
evidence
Ⅰ

level of
evidence
V

level of
evidence
Ⅰ

Authors (year)

Hong, S. Y.
(2010)

Lee, W. H.,
et al. (2011)

Lee, S. H.,
et al. (2013)

Lee, J. S.,
et al. (2014)

Cho, G. H.
& Shin, H. S.
(2014)

Kim, K. O.
(2015)

Lee, Y. W.
(2016)

FICST-4: Frailty and Injuries
Cooperative Studies of
Intervention Techniques-4)
Time Up & Go Test :TUG
10m Gait Speed test

1.
1. Research group: Wii-Fit Balance Game
(Ski, Rope walk, Skateboarding, Bubbles, etc.)
2. Control group: Interest-inducing exercise (Sand throwing,
2.
Volleyball)
3.

6 weeks

Promote visual perception
Enhancement of overall
cognitive function ability

Improved balance ability

Improved balance ability
Dangers of falls Decrease
predictable response time
Improve walking ability

Improved balance ability

Result

Nintendo Wii Sports Program (Jogging, Sword Fight, Ski OptoGait,
Jump, Hula Hoop, Tennis, Step Dance)
Microgate S.r.l, Italy

Increase in temporal and
spatial variables of
walking

Meeting the needs that
are hard to meet at
present, Elderly see
virtual reality as valuable
innovation.

Improved activity of
Wii-Fit Balance Game (Skiing, getting to the target point Muscle activity
without popping water drops, putting it in the hole on the measurement MP150(BIOPAC System tibialis anterior and calf
board)
Inc., CA. USA)
muscles

1. MVPT-3
2. Trail making test - 1,
3. LOTCA

Walking ability test
Timed up and go test
Functional reach test; FRT
Reaction time test

1.
2.
3.
4.

1. Wii-Fit Balance Game
(Heading, Penguin seesaw, Ski jump, Arrive at the target
point without popping a water drop, Put it in a hole in
the board, Ski slalom, Hula hoop, Snowboarding, Rope
walk)

1. Nintendo Wii Driving Simulation Program
2. RC Car Driving Program on Model Road

Bug Balance Scales, One-Leg
Standing Test,
Interest survey

Measuring method

Wii-Fit Balance Game
(Penguin seesaw, Heading)

Intervention method

1. Observation log record (response to Nintendo Wii Sports,
changes in cognition and behavior)
over a period
2. Interview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tton thematic analysis
of 9 month at
characteristics of sports participation, general values of
least 20 times
new technologies, perception of new technologies
related to physical activities)

3 times a
week, for 8
weeks

4 times a
week, for
8weeks

3 times a
week, for 4
weeks

2 times a
week, for 8
weeks

5 times a
week, for 6
weeks

Research
period

Table 2. Characteristics of Selected Virtual Reality Exercis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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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운동의 성취경험을 통한 자

Ⅴ. 결 론

기효능감 증진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낙상에 대한 예방운동 프
로그램들을 권장하고 있다(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1998).
낙상은 노인의 체력저하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의 상실이나 가족관계의 불화 등 환경적인 측
면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며(Kim, 2002), Lee(2008)은
노인들의 운동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환
경이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
한 이론적 근거를 볼 때 노인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환경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가상
현실 움직임을 이용한 재활영역의 기술적 치료도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Rose et al., 1999), 가정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운동은 균형을 유지하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
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게임인 닌텐도 wii 프로그램
을 중재 적용 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고 연구경향
파악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총 7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노
인을 대상으로 한 닌텐도 wii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효
과는 균형 향상이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낙
상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보행
능력의 향상과 노인의 시지각 능력과 인지기능을 증
진시켰으며 특히 인지부분의 공간지각, 운동실행, 시
지각운동조작력, 사고조작력 영역에서의 증진과 낙상
예방의 효과와 노인들에게 있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닌텐도 wii 프로그램은 젊은 인구집단과의 지속적 상

면서 도전과 즐거움 및 자신감을 증진시켜 노인들의

호작용과 도움을 통하여 노인들도 닌텐도 wii 프로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Lee, Cho & Lee, 2011).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현실프로그램인

총 7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균형과 안정의 유의

닌텐도 wii의 효과를 제시하여 노인들에게 이루어질

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인지 및 행동 측면에도

가상현실 치료분야에서의 임상적 적용의 근거를 마련

긍정적인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

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상현실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국내⋅외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기가 노인들의 건강 생활을 유

닌텐도 wii 프로그램의 중재 접근법에 대한 비교연구

지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가 필요하다. 보다 많은 수의 대상군의 확보와 추적조

생각된다. 추후 노인들의 특정 질환에 가상현실의 게

사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

임운동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중재와 성과 검증이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검색어 ‘wii
elderly’, ‘wii 노인’, ‘가상현실 훈련’을 사용하였다. 검

다양한 형태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색어를 제한하였고 국내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원문
을 볼 수 있는 논문으로 분석하여 총 7개의 논문을 연
구하였다. 대상논문 선정에 있어서 무료로 열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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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f Domestic Research on Virtual Reality Programs using
Wii Consoles for the Elderly
Kim, Young-A *, Jeon, Young**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U1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 trends in research on virtual reality using wii console
based program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rapists.

Methods

: Studies were selected through a search of a computerized database of relevant literature (KISS
& KERIS, since 2008) using the keywords ‘wii elderly’ and ‘virtual reality program’.

Results

: Based on titles and abstracts, the first author selected 7 studies. Out of these 7 studies
included, 4 were level I studies, while one study was from level II, III and V each.

Conclusion :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he use of virtual reality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balance (3 of the reviewed publications), visual perception, cognitive functions, falling
prevention as well as gait ability. In conclusion Korea needs more research in this area.
Key Words : Virtual reality program, Wii, Elder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