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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아동기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계

: 체육 재 로그램 참여자의 

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을 심으로

정      연      정

서울 학교  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아동기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서로 어떠한 계를 가지는지에 

하여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서울시 소재의 S 학교에서 진행 

인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 인 등학교 재학생 42명으로, 피험자의 연

령은 9세에서 13세 사이(평균=11.67세, 약 133개월)로 운동 수행과 인지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신체 기능은 크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 어 건강 체력은 심폐 지구력, 

근력, 유연성으로 구성하 으며, 운동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으로 구성하 다. 신

체 기능 검사는 체육 재 발굴 시스템인 코스타스를 참고하여 왕복 오래 달리

기, 하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사이드 스텝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인지 기능의 경우 추론 능력, 행

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을 선택하여 구성하 다. 추론 능력은 한국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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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행동 억제력과 인지  융통성은 각각 스트룹 검

사, 선로 잇기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신체 기능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사이의 상 계 분석은 연령의 향을 통제하기 하여 연령에 한 부분 

상  분석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건강 체력  심폐 지구력은 추론 능력과 정  상 계를 가지며, 

근력과 다양한 인지 능력 사이에는 뚜렷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유

연성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체력  

순발력은 인지  융통성과 뚜렷한 정  상 계를 가졌으나, 추론 능력과 행동 

억제력과는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 계 양상을 보 다. 한 민첩성

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용어 : 인지 기능, 건강 체력, 운동 체력, 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

학     번 : 2011-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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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능은 태어나면서 발달하기 시작해 10  후반을 거쳐 성인 기 동안 최고

에 도달한다(Case, 1992; Salthouse & Davis, 2006). 인지 능력 발달에서 6세에서 

12세 사이가 가장 요한 시기이며, 성인수 의 수행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청소년기와 20  기이다(Anderson et al., 2001; Levin et al., 1991). 특히 아동

기의 인지 기능은 학업 능력과도 직결되어 교육학 인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

라, 아동기는 인지 발달 시기상으로도 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경 심리학 인 

심 한 받고 있다.

 인지 기능이 발달하여 최고 수 에 도달하기까지의 인지 기능 발달과정에는 신

체 활동과 련하여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추측되기 때문에

(Hillman, Erickson, & Kramer, 2008), 아동기의 신체 활동과 련된 인지 발달이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육학에서도 오래 부터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의 상 계에 해 심을 

가지고 꾸 한 연구를 해왔다. 우리 사회가‘성공 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노화 상의 하나인 인지 기능 감소에 한 심도 자연

스럽게 많아졌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 기능이 감소하지만(Poon, 2006), 이

와 같은 상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같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Albert et al., 

1995; J. Etnier, 2009), 신체 활동을 인지 기능 감소에 한 응책으로 보고 인

지 기능에 한 신체 활동의 효과에 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체 활

동과 인지 기능의 상 계에 한 연구는 노인을 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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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노인기의 인지 기능이 보존되고 재활성화 되는 것에 미치는 신

체 건강의 정 인 향에 한 연구는 계속되어 오고 있다(Colcombe & 

Kramer, 2003; Dustman, 1994; J. L. Etnier et al., 1997; Voelcker-Rehage, Godde, 

& Staudinger, 2010). 특히 노인기에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감소는 알츠하이머병

이나 성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신체 활동은 

이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여주는 요소  하나인 것으로 밝 졌다(Hillman 

et al., 2008; Karp et al., 2006; Wilson et al., 2002). 

연구 기에는 많은 연구들이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의 연 성에 

심을 가졌으며, 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실제로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

이 서로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stman의 연구(1994)에서는 

심 계 건강이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유동  지능(fluid intelligence)

이나 자동처리(automatic processing)와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에는 인간의 신체 기능을 세분화하여 어떤 신체 기능이 인지 기능과 더 

높은 상 계를 가지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을 상으로 한 실

험에서는 인지 기능이 운동 체력(motor fitness), 건강 체력(physical fitness)과 각

각 다른 상 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 고 (Anderson, Li., Alcantara., & 

Isaacs, 1994; Black et al., 1990), 한 두 요인에서 다른 신경 심리  패턴이 발

견되는 결과를 보 다(Anderson et al., 1994; Black et al., 1990). Smith는 운동 체

력이 지각 (perceptual)이고, 고차원 (higher-level)인 인지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의 집 력이나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인지 기능과 연

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Smith, 1999). 심 계 체력(cardiovascular 

fitness)은 실행 제어 과정(executive control process)과 정  상 계를 가지고 

있지만(Hillman et al., 2008; Hillman et al., 2006), 이러한 상은 심폐 기능이 근

력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높게 나타난다(Colcombe & Kramer, 2003).

Voelcker-Rehage 등(2010)은 최근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이 각각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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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지 기능과 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 냈다. 최근 연구에서 노인의 건

강을 근력, 심폐 체력을 포함하는 건강 체력과 유연성, 움직임 속도, 균형감각, 

응을 포함하는 운동 체력으로 나 어, 이 두 요인이 각각 인지 기능과 어떤 

계가 있는지에 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운동 체력, 건강 체력 모두 인지 기

능과 높은 상 계를 보 으나, fMRI를 이용한 검사에서 두 요인이 뇌의 다른 

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각각 인지 기능과 서로 다른 방

식으로 련되어 있다는 을 밝 냈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노인의 운동을 심 계 운동과 응 운동 두 가지로 나

어, 이러한 운동 처방이 인지 기능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Voelcker-Rehage, Godde, & Staudinger, 2011). 그 결과 심 계 운동은 감각운

동계(sensorimotor network)의 활성화를, 응 운동은 시공간계(visual-spatial 

network)의 활성화를 증가시켰다. 이 연구의 결과 한 두 가지 훈련 모두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 되지만, 인지 기능 향상의 원인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게 노인을 상으로 한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의 련성에 한 연구는 비

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신체 기능을 세분화 한다거나 인지 검사의 종류

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 되어 오고 있다. 이같이 노인을 상

으로 하는 인지-운동 련성에 한 연구는 인지기능이 성인기 이후 감소하는 

특성 때문에 결과 값을 비교하기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앞서 강조 했

듯이 최근에 인지 기능의 발달 과정상 아동기의 인지 기능의 요성이 두되면

서 아동을 상으로 하는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의 련성 연구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지 까지 여러 연구로 아동의 신체 활동은 학업 성 을 비롯한 다양한 학업 수

행 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Field, Diego, & Sanders, 

2001; Hillman et al., 2008; Kim et al., 2003; Lindner, 2002). 이와 련한 몇

몇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학습 능력이 강화되고 성 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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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게 된다(Hollar et al., 2010 Martin, 2010). 세부 으로 보면 신체 활동은 

지각 기술(perceptual skills), 지능 지수(intelligence quotient), 성취

(achievement), 언어 시험(verbal tests), 수학 시험(mathematic tests), 발달 단

계(developmental level) 등의 요인 모든 부분에 정 인 향을 미친다(Sibley 

& Etnier, 2003). 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학업 성 과 부  

상 계를 가지는데 반해, 유산소성 체력(aerobic fitness)는 학업 성 과  유의

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 졌다(Castelli, Hillman, Buck, & Erwin, 

2007).

이러한 신체 활동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게 추측되고 있다. 

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신경생리학  측면에서 설명해 왔

다. 한 최근에는 뇌 기능의 물리  치 혹은 감각-운동 시스템의 활용 측면

에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신체 활동에 의한 인지 기능 발달의 기 이 합의된 

결론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신체 활동에 의한 뇌 활성이 인지 기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추측이 제시되고 있다. 신체 활동의 종류와 인

지 기능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되는 뇌의 치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세분화하

여 연구한다면 어떤 신체 활동이 어떤 인지 기능과 연 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노인을 상으로 많이 진행되었던 과거의 신체 활

동과 인지 능력의 련성에 한 연구가 최근 신체 기능을 세분화 하여 연구하

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노인기의 인지 기능 감소에 비하는 효과 인 운동 방

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향이 보이고 있다. 

 앞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신체 활동은 생애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며, 아동기의 신체 활동은 성인기의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거나 유지하는데 

아주 요하다고 볼 수 있다(Hillman et al., 2008). 최근 아동기가 인지 기능 발달

에서 시기  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막연한 신체 활동 그 자체에 머무르며 

세부 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연 성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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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간의 상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동의 신체 기능을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으로 나 고 다시 세분화 하여 

심폐 지구력, 근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의 다섯 가지의 체력 항목을 설정하여 

세분화 하 다. 인지 기능은 추론,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의 세 가지 항목으

로 설정하여 세분화 하 다.

 세분화된 신체 기능이 세분화된 인지 기능과 각각 다른 연 성을 보인다면 신

체 기능에 의한 인지 기능 발달의 기  설명에 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

이다. 한 이러한 시도로 세분화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연 성에 해 규

명해 낸다면,  인지 발달에서 요한 시기인 아동기의 효과 인 인지 발달을 

한 신체 활동의 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  자료로 사용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아동의 신체 기능을 심폐 지구력, 근력, 유연성으로 구성된 건강 체

력과 순발력과 민첩성으로 구성된 운동 체력으로 나 고, 인지 기능  추론 능

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을 선택하여 다양한 신체 기능과 다양한 인지 기

능간의 상 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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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1. 심폐 지구력과 인지기능(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은 정  상

계를 가질 것이다.

2. 근력과 인지기능(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은 정  상 계를 

가질 것이다.

3. 유연성과 인지기능(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은 정  상 계

를 가질 것이다.

4. 순발력과 인지기능(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은 정  상 계

를 가질 것이다.

5. 민첩성과 인지기능(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은 정  상 계

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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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신체 기능

 본 연구에서 신체 기능은 체력과 근력 · 심폐 능력 · 운동 능력 등의   종합 인 

신체 능력을 의미하며,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 어 사용한다.

2) 건강 체력(physical fitness)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데 련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신체 구성, 심폐 체력, 근지

구력, 근력 등을 포함한다.

3) 운동 체력(motor fitness)

 운동 기술에 필요한 특성을 의미하며, 순발력, 균형감각, 유연성, 민첩성 등을 

포함한다.

4) 인지 기능(cognitive function)

 정보를 획득하고 지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의 

세부 요소  추론 능력과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을 사용한다.

5)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하여 상황에 맞게 행동이나 사고를 조 하고 리하

는 능력으로 뇌의 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차원 인 인지능력이다. 계획력, 

인지  융통성,  행동 억제 능력, 주의 조  능력을 포함한다.

6) 추론 능력

 지각된 것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통찰과 정보를 추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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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7) 행동 억제력

 실행 기능  하나로 목표행동을 달성하기 해 불필요한 자극을 무시하고 행

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8) 인지  융통성

 실행 기능  하나로 과제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안을 생각하고 유통성 있

게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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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본 연구는 다양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

와 련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에 해 알아보고, 이 둘의 연 성에 한 가

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 기능

 신체 기능은 개인의 총체  능력으로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정신력 

등의 신체의 모든 기능을 종합 으로 발 하는 작업 능력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

한 넓은 범 의 신체 능력을 정리하기 해 AAHPERD(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는 이를 건강 체력과 운동 체

력으로 분류하여 심폐 지구력, 신체 조성,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은 건강 체력 

요소로, 근력, 스피드, 민첩성, 평형성, 조정력은 운동 체력 요소로 구분하 다.

 건강 체력은 활동에 필요한 신체  움직임에 일차 으로 동원되는 체력요인으

로 각종 성인병을 방하고 활기찬 삶을 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의미하며, 운

동의 지속능력  약간의 운동발 능력과 계가 있다.

 심폐지구력(cardiovascular endurance)은 호흡 순환기 계통의 지구력을 뜻하며 

운동 시 근육 활동을 한 에 지 생산과 련 있다. 주로 호흡 기능과 순환 기

능의 최  응력과 계있다(고흥환, 1998). 근력(muscular strength)은 근육의 

부하에 응하여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근 수축에 의한 장력의 총합을 

나타낸다(김기학 등., 1999). 유연성은 의 움직이는 범 를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 역의 확장  원활한 수행에 여하는 체력이다.

 운동 체력은 운동 경기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Pate, 1983),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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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나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거나 활동력 향상을 해 으로 필요한 체

력 요소를 뜻한다.

 순발력은 짧은 순간에 에 지를 힘으로 환하는 체력으로서 동  상태에서 순

간  근 수축에 의해 발휘되기 때문에 근 워라고도 한다. 민첩성은 재빠른 동

작으로 신체를 조정하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신체 동작에 있어

서 운동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흥환, 1998).

2. 인지 기능

 인지(cognition)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앎’(to know)에서 유래되었으며 보통 정

보 처리와 기억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인지 기능은 인간이 사고나 감지의 상

을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뇌 피질의 기능이다(성형란 외, 

2001). 인지는 개개인의 내 , 외  상을 논리에 맞게 이해하는데 여한다. 주

의, 지각,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다. 인지 과정은 기본 인 정보 처리와 실행 제

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 기능은 크게 주의력  집 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성능

력, 실행 기능의 다섯 가지로 나  수 있다(이수연, 2008). 주의력은 지속  주의

력, 선택  주의력, 주의 배분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력은 획득한 정보

를 지속 으로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언어능력은 자발  언

어표 능력, 따라 말하기 능력, 이름 기 능력, 언어 이해력, 쓰기  읽기 능력, 

사회 언어  능력으로 구성된다. 시공간 구성 능력은 시각  상의 공간  치

와 형태를 악하는 지각 능력과 시공간  구성  조직화 능력을 말한다. 마지

막으로 실행 기능은 인지 기능  가장 복잡한 고  기능으로 단, 문제 해결, 

추상화, 계획 능력, 융통성, 행동 억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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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엽은 태어나면서부터 10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하는 역으로 알

려져 있다. 두엽이 담당하는 고등 수 의 인지 기능 한 성인기까지 발달한

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두엽이 담당하는 인지 능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성숙된다고 보고하 으며 발달의 요한 기간은 6-8세 사이이

고 그 다음으로 요한 시기가 9-12세 사이이며 성인수 의 수행을 보이기 시작

하는 시기는 청소년기와 때때로 20  기라고 주장하 다. 이는 역사 으로 볼 

때 Piaget가 언 한 인지 모델의 계  에 의해 강하게 지지된다. Piaget는 

아동의 인지 구조가 질 으로 다른 단계를 일정한 순서를 거치면서 발달해 간다

고 주장하 으며 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조

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의 4단계로 제시하 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지발달과 뇌 발달과의 계를 설명하기 해서 Piaget의 이론을 이용하 고 

두엽의 인지 능력 발달 과정이 Piaget가 주장한 인지 발달 단계와 많은 부분에

서 일치한다고 주장하 다.

1)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

 인지발달의 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Piaget의 이론은 아동의 인

지발달 과정을 감각 운동기,  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의 네 단계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김선진, 2003). 

 감각 운동기는 출생 후 2세까지에서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감각 운동에서부터 인지발달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감각 운동행동을 시작하며, 환경을 느끼고 사물을 지각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는 시각이 발달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물체를 쥐거나 잡는 움직임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간다. 이를 통하여 문제 해결방법에 한 일종의 통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감각 운동행동이 모든 인지  발달의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아는 기에는 환경에 한 의식이 없지만 신체와 감각 인 계에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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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를 의식하게 된다. 한 물체를 잡거나 목표물을 향해 움직일 수 

있으며, 소리와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직  다루는 

물체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계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면 사물이 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알게 된다. 이를 상 

속성(object permanence)이라고 한다. 

  조작기는 2-7세까지의 연령 범 로 감각 운동기에서 조작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은 언어를 습득하고 상징  표상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기 인 물리  실재의 개념을 직 으로 형성하게 된다. 

한 독립 인 보행이 가능해지면서 찰과 탐색이 가능한 세상이 확장되게 

된다. 따라서 유아는 운동발달로 확장된 경험을 통해 격한 지  발달을 이루게 

된다. 특히 언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개념 , 상징  양식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타인의 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자아 심성(egocentrism)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새로운 신체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조작기 이후 

시기에서 나타나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타인을 인식하여 자아 심성에서 

벗어나기 한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  조작기에 속하는 7-11세 아동은 가역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시간  

선행성을 이해하게 되어 비교  논리 인 추리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과정은 아동이 찰한 실제 사실에 국한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아 심 인 성향이 약해지면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곧 한 사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해력을 의미한다. 한 목격한 상황 변화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그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가역성(reversibility)이라고 한다. 

체 으로 볼 때 이 단계는  조작기에서 나타난 자아 심 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11세 이후에는 성숙한 원인과 결과간의 논리  필연성을 악하는 논리 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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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가능해지는 형식  조작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 인 사물에 하여 논리 인 사고를 하게 되고, 구체 이고 실제 인 

상황을 넘어서는 추상 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  환경을 직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비교  논리 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단계의 청소년은 다양한 자료를 조직하고 과학 인 추리로 

논리 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 인 사고 능력을 보여 다. 원인에서 

결과로의 순방향  추론뿐만 아니라 결과에서 원인으로의 역방향  추론도 

가능해진다(Piaget, 1930)

2)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은 인지 기능의 주요 요소  하나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개연  확실성을 가진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남상이, 

2009).

 추론 능력은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하  역으로 나뉘어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추론 능력의 발달 시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3세 

아동의 경우 체와 부분에 한 추론 능력을 갖게 되며(Bennett-Kastor, 1993), 

4세의 경우 제에 한 추론 능력이 생성된다(Dore, 1979). 한 2~4학년의 

아동들은 공간에 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 추론은 수학  사고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문제 상황 속에서 계를 발견하며, 일반화하거나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해 꼭 필요한 인지 능력이다. 이때 요하게 생각되는 사고 작용 

측면은 귀납  사고, 연역  사고, 유추  사고이다(남상이, 2009).

 추론 능력을 검사하는 표 인 검사 도구는 이  검사로, Searman(1927)이 

정의한 추론능력을 측정하기 해 발 되어 왔다. 기존의 지능 검사가 습득된 

지식이나 언어  능력에 향을 받았다면, 이  검사는 비언어성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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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계를 악하고 유추에 의해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그 상과 난이도에 따라 색체 진 행렬(couloured progressive 

matrices), 표  진 행렬(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고  진 

행렬(Advanced progressvice matrices)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각 세트는 처음 

가능한 자기-확신으로 답을 알 수 있는 문항으로 시작되며, 앞 문항에서 터득한 

해결 방식을 토 로 진 으로 어려워지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경험 혹은 학습 잠재력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임호찬, 2004).

 

3)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

 실행기능이란 뇌의 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차원 인 인지능력으로, 기에

는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하여 상황에 맞게 행동이나 사고를 조 하고 리

하는 능력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행기능이 다차원 인 행동개념으

로 목표지향 인 행동, 주의의 통제, 계획능력 등과 같은 고차 인 요한 기능

을 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명주, 홍창희, 2006). 다시 말해 실행기능은 

단일 차원의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 구성체라는 가설이 지지

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해서는 우리의 정서, 생각, 행동을 상

황에 맞게 통제하고 조 하는 것이 매우 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실행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행기능은 여러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하  역으로 계획력, 과제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안을 생각하고 유통성 있게 사고하는 인지  융통성, 행

동억제능력, 작업 기억, 주의조  능력이 포함된다.

 계획 능력은 미래를 측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수행하고 모니터 하는 

능력으로, 하노이탑 과제, 런던탑 과제 등으로 측정된다. 행동 억제력은 우세한 

반응을 제지하는 능력으로, 간섭 반응 제지와 주요 반응 제지로 나뉜다. 평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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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고노고(Go/No-go) 과제와 스트룹 검사가 많이 사용된다. 작업 기억은 

장 기능, 처리 기능, 실행기능을 직  측정하는 최신화의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

고 있으며, 숫자 거꾸로 외우기, 철자 기억 과제 등으로 측정된다. 인지  융통성

은 과제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안을 생각하고 유통성 있게 사고하는 능력으

로 선로 잇기 과제 등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주의 조  능력은 상황이나 과

제의 요구에 따라 주의를 조 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국소- 체 과제 등으로 측정된다(이명주, 홍창희, 2006).

 실행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차 발달하며, 두엽 기능이 발달하는 속도에 맞게 

연속 으로 성장한다(Anderson, 2002).  실행기능은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생애

으로 발달하며, 아동의 학업  능력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실행기능은 6

세부터 10세 사이에 격히 발달하며 12세쯤이 되면 성인 수 의 수행을 보이게 

된다(Klimkeit, et al., 2004). 

 실행기능의 결함은 두엽 손상환자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자폐 장애 아스피거 장애, 뚜렛 장애, 강박 장애, 품행 장애 등 여러 소

아 정신과 장애에서 찰된다(Pennington, Ozonoff, 1996). Barkely(1996)는 행동 

억제의 실패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핵심 임 결함으로 보았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들은 과제와 상황을 고려하여 주의력을 배분하고 불필

요하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 검사

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게 된다.

4) 인지 기능 평가 도구

(1) 이  검사

 이  검사는 Searman(1927)이 정의한 추론능력을 측정하기 해 발 되어 왔

다. 추론 능력은 언어로 쓰여지지 않은 어떤 규칙을 발 시키는 능력을 뜻하며, 

그 상과 난이도에 따라 색체 진 행렬(Couloured progressive matrices),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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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렬(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고  진 행렬(Advanced progressvice 

matrices)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2) 스트룹 검사(Stroop test)

스트룹 검사(Stroop, 1935)는 두엽에서 담당하는 주요 인지 기능인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 특히 행동 억제력의 평가 도구로 리 사용되어 왔고, 정신

인 통제와 반응 융통성(Lezak, 2004)과 억제 기능(Inhibit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Stroop test는 신체 활동과 실행 기능의 상 계에 한 연구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법  하나이다(Etnier, 2009).

한국형 스트룹 검사는 김상윤 등(2004)이 제작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마

쳤다. 과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읽기(Word reading) 과제에서는 검

정색 자를 읽어야 하며, 색깔 말하기(Color naming)는 직사각형에 칠해진 잉

크의 색깔을 말하는 과제이다. 간섭 자읽기(Interference word reading)는 다

른 색 잉크로 쓰인 자를 읽도록 하며, 간섭 색깔말하기(Interference color 

naming)은 자의 의미와 색이 다른 경우의 자의 색깔을 말하도록 하 다. 최

한 정확하고 빠르게 자나 색깔을 이야기하도록 지시한 뒤, 소요된 시간과 오

류 수로 평가한다.

(3) 선로 잇기 검사(trail making test)

 선로 잇기 검사는 분배  주의집 능력과 인지  융통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신

체 활동과 실행 기능의 상 계에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

법  하나이다(Etnier, 2009).

 A와 B의 두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A 세트 에서는 연속된 숫자를 순서

로 선으로 연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B 세트에서는 연속된 숫자와 자

를 번갈아가며 순서 로 연결하는 과제를 포함하게 된다. 를 들어 1, 2, 3의 숫

자와 가, 나, 다의 자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과제에서 ‘1-가-2-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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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순서 로 연결하게 되는 과제이다. 두 세트에서 걸린 시간의 결과 값의 

차를 비교하거나 비율을 계산하여 총 을 내게 된다(Corrigan, 1987).

(4) 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CST. wisconsin card sorting test)

 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사고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었으며, Berg

와 Grant(1948)가 출 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4개의 자극카드 한 세트와 64개의 반응카드 두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카

드에는 다양한 형태와 색, 수가 나타나 있다. 테이블 에 4개의 자극카드가 놓

여지게 되면 피험자는 128개의 반응카드를 차례 로 제시받고 각 카드를 4개의 

자극 카드  짝이 된다고 생각하는 카드에 짝짓기를 하도록 지시 받는다. 검사

는 기하학  도형이 그려진 여러 개의 카드를 통해 숨겨진 규칙을 알아내는 방

식으로 실히 된다. 오류를 기 발생시키면서 정확하게 규칙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3.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계

1) 통  의 인지-운동 련성

 인지-운동 련성에 한 연구는 1970년 부터 꾸 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러한 연구 흐름의 기에는 노인을 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후 

일반 성인과 아동의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에서도 비슷한 계가 나타난다는 사

실이 밝 졌다. 하지만 뇌 상 과학과 같은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기 이  이와 

같은 연구는 설문지나 행동학  수 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많은 연구자

들이 그들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했지만 그 기 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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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기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2) 최근 연구 동향

(1) 신경 생리학  

 신체 활동에 의한 인지 기능의 변화 원인을 신경생리학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신경생리학 으로 심 계 훈련(Cardiovascular training)은 모세 의 

생성을 돕고(Black et al., 1990), 새로운 뉴런이나 신경 달 시스템의 가소성을 

형성한다(van Praag, Shubert, Zhao, & Gage, 2005). 이와 비교하여 운동 응 

과제(motor coordination task)는 시냅스가 생성되거나 재조직화하는 것을 돕는

다(Black et al., 1990). 한 신체 활동에 의한 호르몬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유산소성 운동은 뇌의 노르아드 날린(noradrenalin)과 도 민

(dopamine)을 매개로 하여 정신 자극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Audiffren, 

2008), 운동이 신경 달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과제 수행의 향상을 보인다는 

이 제시되었다(McMrris, 2008). 동물 실험에서 체력 훈련 이후 모세 과 

시냅스, 그리고 신경 조직이 부분 으로 생성되고,  향 신경성 물질의 수용기가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Cotman et al., 2007; Vaynman & 

Gomez-Pinilla, 2006).

 최근 뇌 과학과 련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 

지면서 운동으로 인한 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흐름, 뇌 부피, 두께, 신경 달물질, 호르몬 등을 측정함으로써 운동으로 인한 인

지 기능 변화 기 을 설명하기 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뇌 활성화 역에 따라 

읽기 능력은 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과 상피질의 두엽(frontal 

lobe), 후두엽 부 (parietal/posterior cingulated cortex)와 련이 있으며

(Maguire, Frith, & Morris, 1999), 수학  계산이나 수 개념은 두정내구

(intraparietal sulcus)의 양측과 련이 있다(Ansari & Dhital, 2006). 신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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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두정엽(frontoparietal network)과 계가 있고(Colcombe et al., 

2006; Colcombe et al., 2004; Marks et al., 2007), 두 역이 비슷한 뇌 역

에 치해 있으므로 신체 활동과 학업 능력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 단된다

(Hillman et al., 2008).

 우민정(2010) 등에 따르면 운동과 인지 기능 간의 계를 설명하는 기 을 다

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신경 세포 생성, 신경 양인자 증가,  신생 생성 

  성장 인자 증가, 신경 성자 인자 증가  세포 사멸 감소, 신경교 세포 

생성 등이 그것이다.

(2) Lakoff 등의 가설

 Lakoff 등(2012)은 동작 개념과 지각 개념은 감각-운동 시스템(Sensory-Motor 

system)을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까지 동작과 지

각을 비롯한 모든 개념은 상징 , 추상 으로 설명되었으며 감각-운동 시스템 외

인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감각-운동 시스템이 감각-운동 개념  추상  개념

의 특징  구조가 된다.

  신경 과학은 다양한 종류의 개념이 뇌의 감각-운동 회로를 직 으로 사

용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Lakoff 등은 다양한 동작 개념과 다양성

(Multimodality), 기능  무리(Functional clusters), 시뮬 이션(Simulation), 한도

(Parameter)와 같은 신경 과학의 심 개념의 연 성에 해 주장했다.

 ‘쥐다.’라는 개념을 로 들어봤을 때, ‘쥐기’라는 도식, 즉 감각-운동 시스

템에 체화(Embodied)되어 있는 ‘쥐기’의 동작 개념은 뇌의 두정엽 두엽 역

의 복잡한 신경 시스템 외 인 부분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

다. Lakoff 등은 감각-운동 시스템의 구조  회로가 평소에는 감각-운동 동작의 

한 부분으로 기능을 하다가 신경  연결이 특정 부 에 닿으면 억제되며 추상  

개념의 추론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라 추측하며 일반  추상  추론이 감각-운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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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인간의 이성  생각은 우리 몸의 일반 인 작용  하나인 감각-운동 시

스템을 직 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무의식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Barsalou 등의 가설

 Barsalou(1999)에 따르면 지각  경험이 뇌로 입력되는 동안 뇌에서 련 있는 

부분이 감각-운동 역의 활성화 패턴을 감지하며, 뇌에서 지각  상징을 실행하

기 한 출력 과정에서 뇌의 련 부분이 감각-운동 역을 부분 으로 재활성

화 시킨다.

 한 지각  상징의 장과 재활성은 체 인 지각 경험의 수 이 아닌 지각

 요소의 수 에서 작동하며, 선택  주의를 사용함으로써 장된 기억에서 지

각  요소가 도식 으로 표 되어져 나온다. 같은 요소에 한 기억은 같은 체계 

주 에 구조화 되며, 요소에 한 시뮬 이션을 만드는 시뮬 이터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뮬 이터는 감각  경험의 측면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수용과 

자기 성찰의 측면 한 발달시킨다. 시뮬 이터가 한번 생성되면 유형을 나타내

고 범주화를 도우며, 단정  추론을 생성하는 기본 개념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이후 생산성과 해결 과제(Proposition), 추상  개념을 뒷받침함으로써 완 한 

기능  개념 시스템을 실행하게 된다. 생산성은 복잡한 시뮬 이션을 만들기 

해 통합된 시뮬 이터로 인해 결정된다. 해결 과제는 유형을 나타내기 해 받은 

각각의 정보에 결합한 시뮬 이터에 의해 결정된다. 추상  개념은 신체 , 자기 

성찰  사건에 결합한 복잡한 시뮬 이터에 의해 결정된다.

 



- 21 -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S 학교에서 진행 인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 인 등학

교 재학생 42명을 피험자로 설정하 다. 피험자의 연령은 9세에서 13세 사이(평

균=11.67세, 약 133개월)로 운동 수행과 인지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표 1. 피험자 구성

학 남학생( ) 여학생( ) 합계( )

2학 1 2 3

3학 1 3 4

4학 7 2 9

5학 12 2 14

6학 8 4 12

합계 29 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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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도구  측정 방법

1) 신체 기능

 본 연구의 신체 기능은 고병구 등(2002)이 개발한 체육 재 발굴 시스템인 코

스타스(KOSTASS, Korean Sport Talent Search System)를 참고하여 구성하 다. 

코스타스는 최근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선수의 발굴과 체계  육성이라는 체육

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한 국책 사업인 체육 재양성사업에서 사용되는 우수한 

재능을 지닌 스포츠 인재를 가려내기 한 검사 시스템이다(박철용, 이미숙, 

2011). 여러 신체 기능을 측정한 뒤 스포츠 종목별 특성을 이용하여 종목에 특화

된 재능을 가진 인재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신체 기능 검사 항목은 신체 구성, 

농구공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하 스쿼트 ,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 달

리기, 50m 달리기, 사이드 스텝,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신체 기능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1) 건강 체력

 건강 체력의 검사 항목은 심폐 지구력, 근력, 유연성으로 구성하 다.

 심폐 지구력의 경우 왕복 오래 달리기의 기록으로 측정하 다. 20m를 주기 으

로 왕복하면서, 처음 2단계까지는 1회 이동 시간이 9  이내에 이루어졌다. 그 

이후의 단계부터 시간이 진 으로 어들게 된다.

 근력은 하  스쿼트 와 윗몸 일으키기의 기록으로 측정하 다. 하  스쿼트

의 측정 방법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다리를 앞, 뒤로 교차시킨 상태에서 

하여 착지할 때마다 엉덩이를 매트에 닿게 하며 다리는 교차하여 구부리게 한 

후 단  시간 안에 시행한 횟수를 측정하 다.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윗몸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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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측정 에 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  세우고 운 자세

에서 양 손을 가슴에 올려놓은 상태로 비하 다. 복근의 힘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앞으로 굽히는 횟수를 측정하며 이 때, 두 팔이 무릎에 닿는 것을 기 으

로 횟수를 세었다. 허리와 엉덩이의 반동은 이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는 하  스쿼트와 윗몸 일으키기의 결과 값의 합을 

사용하 다.

 유연성의 경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결과 값으로 측정하 다. 신발을 벗

고 양쪽 발바닥이 측정 기구의 수직면에 완 히 닿도록 무릎을 편 상태로 바르

게 앉게 하 다.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양손을 

모은 끝으로 정확히 측정 에 손이 닿게 하여 그 기록을 측정하 다.

(2) 운동 체력

 운동 체력의 검사 항목은 순발력, 민첩성으로 구성하 다. 순발력은 50m 달리기

와 제자리 멀리 뛰기의 기록으로 측정하 다. 50m 달리기의 경우 ‘ 비’ 구령 

후 약 2  후에 출발 신호를  뒤, 이때부터 피험자의 동체 부 가 결승선에 닿

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 다. 제자리 멀리 뛰기의 경우 구름  의 출

발선에서 발을 한 번만 굴러 최 한 멀리 뛰어 직선거리를 측정하 다. 2회 실시

하여 좋은 기록을 기록하며 0.1cm 단 로 기록하 다.

 민첩성은 사이드 스텝으로 측정하 으며, 사이드 스텝 측정 시 어깨 비로 두 

발을 벌려서 선 상태로 비하여 시작과 함께 사이드 스텝으로 양쪽 100cm 지

에 있는 선을 동측 발로 번갈아가며 넘게 하 다. 한 칸을 이동할 때 1회로 인정

하며 20  동안 시행한 횟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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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체 기능 구분과 측정 항목

신체 능 정 항목

심폐 지 복 래 달리 (횟수)

근
하프 스쿼트(횟수)

몸 키 (횟수)

연 앉아 몸 앞  (cm)

순
50m 달리 ( )

제 리 리 뛰 (cm)

민첩 사 드 스 (횟수)

2) 인지 기능

(1)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은 한국형 이  검사(Korean Raven test)  등학교 3학년부터 6

학년을 상으로 하는 SPM-Ⅰ(standard progressive matrices-Ⅰ)을 사용하여 측

정하 다.

 이  검사는 Searman(1927)이 정의한 추론능력을 측정하기 해 발 되어 왔

다. 추론 능력은 언어로 쓰여지지 않은 어떤 규칙을 발 시키는 능력을 뜻하며, 

그 상과 난이도에 따라 색체 진 행렬(couloured progressive matrices), 표  

진 행렬(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고  진 행렬(Advanced progressvice 

matrices)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표  진 행렬(SPM)은 한국  이  지능검사로 재구성 

된 것으로, 12문항씩 5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트는 처음 가능한 자기-

확신으로 답을 알 수 있는 문항으로 시작되며, 앞 문항에서 터득한 해결 방식을 

토 로 진 으로 어려워지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훈련 과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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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험 혹은 학습 잠재력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임호

찬, 2004).

그림 1. 한국형 이  검사 문항의 시

(2)행동 억제력

 행동 억제력은 스트룹 검사(Stroop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스트룹 검사(Stroop, 1935)는 두엽에서 담당하는 주요 인지 기능인 실행 기

능(executive function), 특히 행동 억제력의 평가 도구로 리 사용되어 왔고, 

정신 인 통제와 반응 융통성(Lezak, 2004)과 억제 기능(inhibit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스트룹 검사는 신체 활동과 실행 기능의 상 계에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법  하나이다(Etni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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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형 스트룹 검사의 시

 본 연구에서는 김상윤 등(2004)이 제작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마친 한국

형 스트룹 검사를 사용하 다. 과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읽기(Word 

reading) 과제에서는 검정색 자를 읽어야 하며, 색깔 말하기(Color naming)는 

직사각형에 칠해진 잉크의 색깔을 말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섭 정

도가 큰 색깔 말하기를 사용하 으며, 간섭 색깔말하기(Interference color 

naming)의 경우 자의 의미와 색이 다른 경우의 자의 색깔을 말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최 한 정확하고 빠르게 자나 색깔을 이야기하도록 지시한 

뒤,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 다.

(3) 인지  융통성

 인지  융통성은 선로 잇기 검사(trail making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선로 잇기 검사는 분배  주의집 능력과 인지  융통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신

체 활동과 실행 기능의 상 계에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

법  하나이다(Etni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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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로 잇기 검사의 시

 A와 B의 두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A 세트 에서는 연속된 숫자를 순서

로 선으로 연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B 세트에서는 연속된 숫자와 자

를 번갈아가며 순서 로 연결하는 과제를 포함하게 된다. 를 들어 1, 2, 3의 숫

자와 가, 나, 다의 자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과제에서 ‘1-가-2-나-3-

다’의 순서 로 연결하게 되는 과제이다. 두 세트에서 걸린 시간의 결과 값의 차

를 비교하거나 비율을 계산하여 총 을 내게 된다(Corrigan, 1987). 본 연구에서

는 A 세트에 걸린 시간과 B 세트에 걸린 시간, 그리고 두 세트에 걸린 시간의 

차를 측정하 다.

3.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아동의 신체 기능이며, 종속 변인은 인지 기능이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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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신체 기능 검사, 한국형 이  검사, 스트룹 검사, 선로 잇기 검사로 

총 4가지로 구성하 다.

표 3. 실험 설계

독립변 종 변

신체 능

- 건강체

(심폐 지 , 근 , 연 )

- 운동체

(순 , 민첩 )

지 능

-추 능

(한 형 븐 검사)

-행동 억제

(스트룹 검사)

- 지적 통

(   검사)

4. 자료 분석

 SPSS 16.0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령에 한 부분 상  분석(Partial Correlation)

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부분 상  분석이란 상 계를 알고자 하는 두 

변인에 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을 통제하기 한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연령의 피험자의 운동 능력, 인지 능력의 상  분석에서 연령의 향

을 통제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연령은 개

월로 산정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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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42명의 피험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각각 측정하여 이를 통하

여 신체 기능의 각 요소들이 다양한 인지 기능과 어떤 상 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신체 기능은 농구공 멀리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하  스쿼트,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 달리기, 50m 달리기, 사이드 스텝, 앉아 윗몸 앞으

로 굽히기로 측정하 으며, 인지 기능은 한국형 이  검사를 이용하여 추론 능

력을, 스트룹 검사를 사용하여 행동 억제력을, 선로 잇기 검사를 사용하여 인지

 융통성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 차이의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부분 상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신체 기

능과 인지 기능의 상 계 분석 과정에서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 상  계수

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검사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

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과 값이 작을수록 더 높은 수를 받게 되지만, 검

사가 일정 시간 내에 수행한 과제의 횟수나 비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면 결과 값이 클수록 더 높은 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 

분석을 할 때 실제 신체 기능이 더 좋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

우를 양의 상 계로, 신체 기능이 더 좋을수록 인지 기능이 낮게 나타나는 경

우를 음의 상 계로 환산하여 해석하 다.



- 30 -

1. 신체 기능 측정 결과

 피험자 42명에 한 신체 기능 검사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50m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사이드 스텝, 농구공 멀리 던지기, 하  스쿼트,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로 이루어 졌으며, 그에 한 기술 통계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신체 기능 검사의 기술 통계 

신체 능 정 종목 평균 / 준편차

심폐 지 복 래 달리 (횟수) 65.86 / 17.91

근
몸 키 (횟수) 54.85 / 7.66

하프 스쿼트(횟수) 61.81 / 7.28

연 앉아 몸 앞  (cm) 14.94 / 6.52

순
50m 달리 ( ) 8.59 / 0.82

제 리 리 뛰 (cm) 177.19 / 23.69

민첩 사 드 스 (횟수) 41.38 / 7.11

2. 인지 기능 측정 결과

 피험자 42명에 한 인지 기능의 측정은 이  검사, 스트룹 검사, 선로 잇기 

검사로 이루어 졌으며, 그에 한 기술 통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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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지 기능 검사의 기술 통계

지 능 지 능 검사 하  항목
평균

준편차

값

값

추  능  
븐 

검사(점수)

47.98

4.70

35.00

57.00

행동 억제 스트룹 검사( )
27.57

6.84

16.16

47.26

지적 

통
  검사

A set( )
20.82

5.05

14.31

36.23

B set( )
49.00

16.63

24.43

101.28

(B-A) set( )
28.18

13.90

8.42

65.05

3. 건강 체력

1) 심폐 지구력

 심폐 지구력 항목은 왕복 오래 달리기로 측정하 으며, 추론 검사는 한국형 

이  검사를, 행동 억제력은 스트룹 검사를, 인지  융통성은 선로 잇기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연령의 향을 배제한 심폐 지구력과 인지 검사 수만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연령에 한 부분 상  분석을 사용하 다.

 심폐 지구력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연령에 한 부분 상  계수는 다음 <그

림 4>,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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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폐 지구력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수

표 6. 심폐 지구력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

지 능 항목 하  항목
 상  계수

/

추  능  검사 .268/.049*

행동 억제  검사 .041/.399

지적 통  검사

A set .129/.210

B set .063/.348

(B-A) set .027/.433

*p<.05, **p<.01

 심폐 지구력은 인지 기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

해 밝 진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심폐 지구력이 모든 인지 기

능 검사 수와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로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추론 능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지만(p<.05), 

행동 억제력과 인지  융통성 검사 결과와는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심폐 지구력은 인지 기능  추론 능력과 정  상 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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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력

 근력은 윗몸 일으키기와 하  스쿼트로 측정하 으며, 결과 분석에서는 하  스

쿼트와 윗몸 일으키기의 결과 값의 합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근력과 인지 기

능 검사 수 사이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근력 측정 검

사 기록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연령에 한 부분 상  계수는 다음 <그림 

2>, <표 7>과 같다.

그림 5. 근력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수

표 7. 근력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

지 능 항목 하  항목
 상  계수

/

추  능  검사 .259/.053

행동 억제  검사 .000/.499

지적 통  검사

A set .044/.394

B set .039/.406

(B-A) set .028/.43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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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성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유연성의 경우 남

학생과 여학생의 기록 차이가 특징 으로 나타나는 항목  하나이기 때문에  

학년을 상으로 결과를 분석한 후 남학생만을 상으로 한 분석을  한 번 실

시했다.

 그 결과  학년을 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모든 인지 검사 수와 유의한 상

계를 가지지 않았지만(p<.05), 남학생만을 상으로 한 연령에 한 부분 상

 계수가 인지  융통성 검사  B 세트, (B-A) 세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

 인지  융통성 검사의 A 세트는 수인지, 시각 탐색 등을 측정하고, B 세트는 수

인지, 시각 탐색 능력에 인지  융통성까지 측정한다. B 세트 기록에서 A 세트 

기록을 뺀 값은 인지  융통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유연성 측정 기록과 인지 기능 검사 수와의 연령에 한 부분 상  계수는 

다음 <그림 3>, <표 8>과 같다.

표 8. 유연성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

지 능 항목 하  항목
 상  계수 남학생 상 

상  계수/

추  능  검사
.078

.314

행동 억제  검사
.116

.236

지적 통  검사

A set
.015

.463

B set
.157

.164

.375

.027*

(B-A) set
.166

.149

.331

.04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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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연성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수

4. 운동 체력

1) 순발력

 신체 기능  순발력은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로 측정하 다. 각각의 

측정 기록과 인지 검사 수와의 연령에 한 부분 상  계수는 다음 <그림 

4>, <표 9>, 그리고 <그림 5>,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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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순발력(50m 달리기)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

지 능 항목 하  항목
 상  계수 남학생 상 

상  계수/

추  능  검사
.262

.056

행동 억제  검사
.151

.172

.446

.007**

지적 통  검사

A set
.297

.031*

B set
.302

.027*

(B-A) set
.344

.015*

*p<.05, **p<.01

그림 7. 순발력(50m 달리기)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수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는 유연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

의 기록 차이가 특징 으로 나타나는 항목이다. 그 기 때문에  학년을 상으

로 결과 분석 한 뒤, 남학생만을 상으로 결과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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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분석할 때, 50m 달리기 기록과 행동 억제력 검사, 인지  융통성 검사의 

결과는 걸린 시간( )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 기능 요소와 인지 기능 요소가 서

로 정  상 계일 때 양의 상  계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50m 달리기 기록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연령에 한 부분 상  분석 결과 

인지  융통성 검사 결과의 A 세트, B 세트, 그리고 (B-A) 세트 모두와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학생을 상으로 한 결과 분석에서 

행동 억제력 검사 결과와 매우 높은 유의 수 의 상 계를 볼 수 있었다

(p<.01).

 제자리 멀리 뛰기 기록과 인지 검사 수의 상  분석에서는 반 인 인지 검

사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p<.05). 먼  추론 능력 검사와는 높은 유의 수

의 상 계를 보 으며(p<.05), 남학생만을 상으로 다시 분석했을 때 더 높은 

수 의 유의성을 나타냈다(p<.01). 인지  융통성 검사에서는 50m 달리기 기록 

분석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A 세트, B 세트, (B-A) 세트 모두에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p<.05).

 결과 으로 순발력은 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 모두에 걸쳐 유의

한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순발력(제자리 멀리 뛰기)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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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순발력(제자리 멀리 뛰기)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

지 능 항목 하  항목
 상  계수 남학생 상 

상  계수/

추  능  검사
.360

.011*

.458

.005**

행동 억제  검사
.157

.163

지적 통  검사

A set
.320

.024*

B set
.334

.017*

(B-A) set
.299

.029*

*p<.05, **p<.01

2) 민첩성

 마지막 신체 기능 측정 항목인 민첩성은 인지  융통성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특히 민첩성은 인지  융통성 검사의 A 세트

에서 높은 유의 수 의 상 계를 보 으며(p<.01), 세 세트 모두에 걸쳐 유의

한 상 계를 보 으므로 인지  융통성뿐만 아니라 수인지, 시각 탐색 능력과

도 유의한 정  상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민첩성을 측정한 사이드 스텝 기록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연령에 한 부분 

상  계수는 <그림6>,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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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민첩성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수

표 11. 민첩성과 인지 기능 검사 수의 상 계

지 능 항목 하  항목
 상  계수

추  능  검사
.095

.278

행동 억제  검사
.126

.216

지적 통  검사

A set
.446

.002**

B set
.357

.014*

(B-A) set
.312

.02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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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인지 기능은 기본 인 정보 처리 과정을 비롯하여 실행 제어에 여하는 주요 

기능  하나로 인간의 내 , 외  상에 모두 련되어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감퇴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며, 심각한 수 에 

이르면 알츠하이머병이나 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 다다르게 된다

(Hillman et al., 2008). 인지 기능의 향상  유지에 한 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 기능 감퇴를 막기 한 다양한 방법에 해 연구해 왔다.

 신체 활동 한 인지 기능의 감퇴를 막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었고

(Hillman, Erickson, & Kramer, 2008), 그에 한 연구는 1970년  이후 꾸 히 진

행되어오고 있다(Colcombe & Kramer, 2003; Dustman, 1994; Etnier et al., 1997; 

Voelcker-Rehage, Godde, & Staudinger, 2010). 기 연구에서는 노인기에 감소하

는 인지 기능에 을 맞추어 노인기의 신체 활동이 퇴행성 질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졌고, 이후 노인기의 신체 활동 참여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정 인 향 한 증명이 되어 왔다(Hillman et al., 2008; Karp et al., 

2006; Wilson et al., 2002). 하지만 부분의 연구는 유산소성 능력에 을 맞

춰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신체 기능을 세분화 하여 인지 기능과의 

련성을 알아보고 있다.

 Voelcker-Rehage 등(2010)에 따르면 운동 체력과 실행 기능은 두엽(frontal 

lobes), 특히 두엽(prefrontal lobe)의 활성화와 연 이 많으며, 결과 으로 운

동 체력은 실행 과정과 시-공간 과정에 연 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건강 체

력은 두 상피질(ACC, anterior cingulate cortices)의 활성화 감소와 련 있었

으며, 결론 으로 감각 운동계와 연 되어 있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최근에는 아동기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신체 기능 요소는 신체 활동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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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 지수, 유산소성 능력 등에 한하며 인지 기능 요소 한 학업 성 , 성취

도 등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Field, Diego, & Sanders, 2001; Hillman 

et al., 2008; Kim et al., 2003; Lindner, 2002).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동기에 나타

나는 다양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상 계에 주목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목 은 아동기에 나타나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세분화 하여 

각각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함이다. 이를 하여 S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건강 체력(심폐 지구

력, 근력, 유연성)과 운동 체력(순발력, 민첩성)으로 이루어진 신체 기능을 체육 

재 발굴 시스템인 코스타스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추론 능력,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으로 구성된 인지 기능을 각각 한국형 이  검사, 한국형 스트룹 

테스트, 선로 잇기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연구 결과 신체 기능과 인지 기

능 사이에서 일부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 각각의 신체 기능 요소는 여러 

인지 기능 항목과 다른 양상의 상 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건강 체력과 인지 기능의 상 계

(1) 심폐 지구력

 본 연구의 결과 심폐지구력과 추론 능력 사이에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 억제력과 인지  융통성과는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심 계 건강이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유동  지능(fluid intelligence)이나 자동처리(automatic processing)와 정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 졌고(Dustman, 1994), 유산소성 트 이닝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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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이 향상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Hawkins, Kramer, & Capaldi, 

1992). 40~60 의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 압과 비만과 같은 심 계 

건강의 험 요소가 6년 동안의 기억력 검사, 지능 검사 등의 인지 기능 검사 결

과의 변화와 유의한 상 성을 가지는 것을 밝 냈으며, 노인기의 인지 기능 감소

를 방하기 해 꾸 한 운동을 권고했다(Knopman, et al., 2001). 한 Aberg 

등(2009)에 따르면 청소년의 심폐 지구력이 지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진다.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심폐 

지구력이 좋을수록 학업 성 이 높은 것으로 밝 진 바 있다(Castelli, Hillman, 

Buck, & Erwin, 2007).

 노인기의 심 계 건강이 인지 유연성, 유동  지능, 자동 처리 등의 다양한 

인지 기능과 연 이 있었던 것과는 조 으로 본 연구의 결과 아동기의 신체 

기능은 추론 기능과의 상 성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추론 능력은 

문장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과 유의한 련성을 가지며(Paris, & Lindauer, 

1976), 수학  연산과도 높은 연 이 있으므로 심폐 지구력과 추론 능력 사이의 

정  상 계는 사  연구에서 심폐 지구력과 학업 성 의 정  상 계로 나

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2) 근력

 근력과 인지 기능의 련성에 한 사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하지 퇴 사

두근(quadriceps)의 근력이 다양한 인지 기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Anstey, et al., 1993; Anstey, et al., 1997). 이는 다시 말해 노인

의 근력은 인지 기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심폐 지구력 훈련만을 진행했을 때 보다 근력과 심폐지구력 훈련을 함께 병행한 

경우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정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olcombe 

& Kramer, 2003). 하지만 아동기의 근력과 인지 기능의 상 계에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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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의 근력과 인지 검사 수 간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노인을 상으로 한 근력과 인지 기능의 상 계에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연성

 

 사  연구를 보면 유연성을 하나의 신체 기능 요소로 다루지 않고, 다른 신체 

기능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심폐 지구력과 근력 훈련과 함께 

유연성 훈련을 혼합하여 사용하 을 때 노인의 인지 기능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이 밝 졌다(Colombe, Kramer, 2003; Netz, et al., 2005).

 본 연구의 결과 유연성과 인지  융통성 검사  B 세트와 (B-A) 세트 사이에

서 각각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인지  융통성 검사의 A 세트는 수

인지, 시각 탐색 등을 측정하고, B 세트는 수인지, 시각 탐색 능력에 인지  융

통성까지 측정한다. B 세트 기록에서 A 세트 기록을 뺀 값은 인지  융통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A 세트와의 계에서는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B 세트, B-A 세트와는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유연성

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진다고 결론 낼 수 있다.

2. 운동 체력과 인지 기능의 상 계

(1) 순발력

 순발력은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의 두 가지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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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본 연구의 결과 두 항목에서 인지 기능과 각각 다른 상 계의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m 달리기로 측정한 순발력은 추론 능력을 제외한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

성, 수인지, 시각 탐색 능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자리 멀리 뛰기로 측정한 순발력은 행동 억제력을 제외한 추론 능력, 인지  

융통성, 수인지, 시각 탐색 능력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실험 상황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피험자의 모집이나 집단의 구성, 측정 상황에서의 한계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모집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한 실제 순발력과 인지 기능 사이에 뚜렷한 상

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순발력을 측정한 두 가지 평가 

항목의 특성 차이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인 PAPS에서 순

발력 항목으로 같이 분류되는 신체 능력 평가 방식이다. 하지만 세부 으로 들어

가 보면 50m 달리기는 순발력뿐만 아니라 스피드 한 요한 종목이고, 제자리 

멀리 뛰기의 경우는 순발력 외에 신의 응이 요한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  

특성이 인지 기능과의 상 계 양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민첩성

 통 으로 민첩성은 새로운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

되어 왔다(Arun, et al., 2012). 최근 DeRue 등(2012)은 민첩성의 통  개념을 

더 확장시켜 민첩성이 상황에 한 이해와 경험으로 학습된 개념들을 유동 으

로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지  융통성과 같은 지각 속도, 인지 처

리 과정과 높은 연 성이 있다고 하 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첩성과 인지

 융통성 검사 결과는 높은 상 계를 보 으며, 인지  융통성 검사의 A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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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B 세트, B-A 세트와도 유의한 상 계를 보임으로써 인지, 시각 

탐색 능력과도 유의한 정  상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 체력  심폐 지구력은 추론 

능력과 정  상 계를 가지며, 근력과 다양한 인지 능력 사이에는 뚜렷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유연성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진다. 

운동 체력  순발력은 인지  융통성과 뚜렷한 정  상 계를 가졌으나, 추론 

능력과 행동 억제력과는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 계 양상을 보 다. 

한 민첩성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진다.

 지 까지 이루어진 아동을 상으로 하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이의 상

계에 한 연구는 신체 기능을 심폐 지구력이나 신체 활동 참여 여부 등으로 한

정했고, 인지 기능도 세분화된 지표가 아닌 학업 성 과 같이 단순한 지표를 사

용하 다는 한계 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하

여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신체 기능이 다양한 인지 기능

과 어떤 양상의 상 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한 시도를 해보았다는데 의미

를 가진다. 이미 사  연구를 통해 지속 인 신체 활동 참여가 학업 성 을 비롯

한 인지 기능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하여 좀 더 세분화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의 련성에 

한 연구가 수정, 보완된다면 아동기의 효과 인 인지 발달을 한 운동 로그

램을 만드는데 기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피험자 구성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 을 가

진다. 본 연구는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 인 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 인 아동이 일반 아동을 표할 수 있는지에 한 

문제 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확실히 하기 해 후속 연구

로 일반 아동을 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하거나,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는 운동 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 을 가진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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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특정 순간에 나타나는 피험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 하 다. 이때, 측정 환경, 도구, 측정자의 숙련성 등이 연구의 결과에 

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실제 연구의 결과 나타난 인지 기능의 차이가 신체 기

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해 각각의 신체 기능에 한 훈련을 포함하는 종단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동  수 을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는 제한 을 가진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높은 수 의 뇌 상 촬  기법이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여 신체 기능 발달 수 , 혹은 운동 처치 유무에 따른 뇌 

활성화 수 의 변화를 찰하는 후속 연구로 더욱 더 정확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에 한 상 계를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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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아동기의 다양한 신체 기능이 다양한 인지 기능과 어떤 상 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 알아보았다. 신체 기능은 크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 었으며, 건강 체력은 다시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으로, 운동 체력은 순발

력, 민첩성으로 세분화하 다. 인지 기능은 수많은 하  요소 에서 추론 기능

과 실행 기능의 행동 억제력, 인지  융통성을 선택해 사용하 다.

 피험자는 서울시 S 에서 진행 인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하는 등학생 

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 기능 측정은 체육 재 발굴 시스템인 코스타스를 

참고하여 구성하 다. 인지 기능 측정 방법은 추론 능력의 경우 한국형 이  

검사를 사용하 고, 행동 억제력은 한국형 스트룹 검사로 측정하 으며, 마지막

으로 인지  융통성은 선로 잇기 검사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처리는 피험자의 다양한 연령을 고려하여 연령을 개월 수로 변환한 뒤, 연

령에 한 부분 상  계수를 산출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 체력  심폐 지구력은 추론 능력과 정  상 계를 가지며, 근력과 다양

한 인지 능력 사이에는 뚜렷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유연성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진다.

 운동 체력  순발력은 인지  융통성과 뚜렷한 정  상 계를 가졌으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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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능력과 행동 억제력과는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 계 양상을 보

다. 한 민첩성은 인지  융통성과 정  상 계를 가진다.

 지 까지 아동을 상으로 하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이의 상 계에 한 

연구 분야에서는 심폐 지구력이나 운동 참여 여부 등을 신체 기능으로 정의하고 

학업 성 이나 지능 등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단일화된 인지 기능 지표를 사용해

왔다. 본 연구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신체 기능이 다양

한 인지 기능과 어떤 양상의 상 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한 시도가 이루어

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미 사  연구를 통해 지속 인 신체 활동 참여가 학업 성 을 비롯한 인지 

기능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하여 수정, 보완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신체 활동 

참여가 아닌 아동기의 효과 인 인지 발달을 한 운동 로그램을 만드는데 기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아동기의 다양한 신체 기능과 다양한 인지 기능이 어떤 상 계를 

가지는지에 해 의문을 품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실제로 심폐 지구력, 근력, 유

연성, 순발력, 민첩성과 인지 기능 사이에 나타난 상 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

다. 하지만 앞서 언 했듯이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며, 제한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 구성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S 에

서 진행되는 체육 재 로그램에 참여 인 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확실히 하기 해 후속 연구로 일반 아동을 상으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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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를 진행하거나,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운동 처치가 포함되지 않은 상만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특정 순간에 나타나는 피험자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해 각각의 신체 기능에 한 훈련을 

포함하는 종단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행동  수 을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는 제

한 을 가진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높은 수 의 뇌 상 촬  기법이 존재

하며, 이를 이용하여 신체 기능 발달 수 , 혹은 운동 처치 유무에 따른 뇌 활성

화 수 의 변화를 찰하는 후속 연구로 더욱 더 정확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에 한 상 계를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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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hysiological 

funct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children

: focusing on inference, behavioral inhibition, cognitive 

flexibility of participation in the Sports Talented Program

     Yeon-Jung J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ological funct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children. Following 

experiment had subjects of  forty-two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Sports Talented Program of S university. Subjects were 

between ages of 9 years to 13 years old(average 11.67 years old) and had 

no problem with doing exercise and cognitive tasks.

 Physiological function was divided to physical fitness and motor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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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fitness includes cardiovascular endurance, muscle strength and 

flexibility, and motor fitness includes agility and quickness. Physiological 

function was measured by using shuttle run, half squat, sit-up, sit and 

reach, 50m run, standing long jump, side step. Cognitive function was 

composed of inference, behavioral inhibition, cognitive flexibility. Korean 

raven test was used to measure inference, and behavioral inhibition was 

examined by stroop test. And Trail-making test was used to examine 

cognitive flexibility. Partial correlation was used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physiological function and cognitive function keeping influence of 

age under contr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rawn as follow.  Cardiovascular endurance 

of physical fitne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inference, and physical 

flexibilit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gnitive flexibility. But muscle 

strength had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cognitive functions. Agility of motor 

fitness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gnitive flexibility, but had 

different aspect of relation with inference and behavioral inhibition depending 

on character of test tool. And quickne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gnitive flexibility.

Key word : cognitive function, physical fitness, motor fitness, inference, 

behavioral inhibition, cognitive flexibility

Student number : 2011-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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