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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유아들의 좌우뇌균형 정도가 인지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후의 좌우뇌균형 변화와 인지처리과정 변화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상자는 2009년 9월에서 2010년6월

까지 S시 W 유치원 원아 52명(실험군 26명, 대조군 26명)을 기준으로 선정한 자료이다. 훈련 전과 후

의 뇌기능 변화는 시계열 선형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연구 검증 결과 .뉴로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원

아들의 좌우뇌 균형의 변화가 인지처리과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좌우뇌균형의 정도가 높을 수

록 인지처리과정이 빠르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에 대한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환경이 뇌의

발 달 방향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도 제

기되고 있다[1]. 이 시대는 창의적인 두뇌 능력을 갖

춘 전인적인 인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전

인적인 인간 양성을 위해서는 인간 두뇌의 전체적이

고 조화로운 사용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그러

기 위해서는 두뇌의 기능 향상이 필요하다[2]. 모든

인간의 뇌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며 뇌의 전체적

인 발달과 좌우뇌 균형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뇌기

능이 최적화 될 수 있다[3]. 따라서 뇌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성화시켜 뇌의 능력을 최대로 극대화하

고, 뇌기능의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 또한, 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능의 평가는 측정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수에 대한 지식, 지능 및 사회의 변화, 지

능검사의 사용에 대한 함축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4].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의 변화가 요구 되면서 정

보처리양식에 있어서의 기능 수준을 강조한 인지처

리과정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특

히 유아들에게는 일반화되고 있다. 이 연구의 이론적

전제는 좌우뇌의 균형정도가 인지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뇌파 조절 기기의

활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방법과

결과의 계량화를 위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뉴로 피드

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유아시기

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하여 좌우뇌의 균형적 발달

이 가능한가와 좌우뇌의 균형정도가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로피드백 훈련이 좌우뇌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뉴로피드백 훈련이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좌우뇌 균형의 정도가 인지처리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지능의 정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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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은 인간의 단일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

은 한 가지의 능력이 아닌 복합적인 능력 즉, 지각,

분류, 공간, 추리, 기억, 문제해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지능에 대한 개념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지 발달 정도를 측

정하고[5]. 지능을 이루고 있는 여러 영역을 검사함

으로써 양적으로 점수화하여 그것을 지능이라 명명

하고 있다[6]. [7]은 지능의 2차 요인으로 유동적 지

능과 결정적 지능을 추출하였고, 추정선[8]은 유동적

지능을 유전적이고 신경․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으로 지각(perception), 파

지(retention), 표현(expression)의 신체적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9].

2.2 뉴로피드백
뉴로피드백 중에서 중추신경계 조절과 관련한 경

우를 뉴로피드백(neurofeedback)또는 EEG 바이오피

드백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뇌

파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고, 가장 이상적인

뇌파를 만들어내는 정신 상태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

해 유지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며, 뇌파를 이용하여

뇌의 항상성,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여 뇌의 가소

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10].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한 좌우뇌 균형

정도가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전후 설계 유사 실험 연구이

다.

3.2 연구 대상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S시 W 유치원

원아 52명(실험군 26명, 대조군 26명)의 뇌파를 검사

하여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훈련 후의 뇌기능과 인

지처리과정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군은 유치원

수업에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한 원아들이며 대

조군은 비훈련 원아들로써 사전, 사후에 뇌파측정 하

여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기 초에

나이, 유아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연구 도구 
3.3.1 뇌파측정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한국정신과학연

구소’에서 개발한 뇌파 측정과 훈련겸용인 2 Channel

System 이동식 뇌파 측정기를 컴퓨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은 뇌파 측정기인 Grass

System(USA)와 비교하여 좌우 알파파, 베타파, 세타

파 값에 대한 상관계수가 .916(p<.001)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다[2].

3.3.2 인지처리과정 척도
인지처리과정(mental processing) 척도검사는

Kaufman이 Stanford-Binet와 Wechsler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K-ABC(Kaufman Assessment

for Children)의 개별척도와 하위검사의 구성 중 유

동성 지능을 반영한 인지처리과정지수를 산출한 것

이다. 하위검사에서 인지처리과정은 문제해결과 관련

되는 일련의 기능을 지능으로 정의하고, 순차처리

(sequential processing)와 동시처리(simultaneous

processing)의 합이다. 이 검사는 도구의 신뢰도 계

수는 .80으로 나타났다[13].

3.4 자료 분석 방법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

(ANCOVA)을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의 자기조절 능

력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좌우뇌균형 변화도
좌우뇌의 균형정도를 보는 좌우뇌 균형지수에 대

한 검증 결과이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실

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좌우뇌 균형지수 뉴로피드백

훈련 전의 실험군 평균값은 74.44, 대조군 평균값은

73.40으로 나왔으며, 훈련 후의 실험군 평균값은

81.00, 대조군 평균값은74.42로 나왔다. 오른쪽은 사

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조정한 사후검사 점

수로써, 실험군은 81.02, 대조군은 74.40으로 점수가

보정되었다. 좌우뇌 균형지수 평균의 차이는 표5와

같다. 두 집단 간의 사후검사 점수 차이가 유의한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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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578.016(a) 2 289.008 2.171 .125

절편 8718.377 1 8718.377 65.489 .000

균형전 15.801 1 15.801 .119 .732

집단 569.369 1 569.369 4.277 .044

오차 6523.214 49 133.127

합계 321128.739 52

수정 합계 7101.230 51

평가구분 집단
훈련 전 훈련 후

조정된

훈련 후

M SD M SD M SD

좌우뇌균

형 지수

실험군 74.44 7.55 81.00 7.14 81.02 2.26

대조군 73.40 15.50 74.42 14.51 74.40 2.26

4와 같이 좌우뇌 균형지수 F=4.277, p=.044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좌우뇌균형 지수 공분산분석 

a R 제곱 = .081 (수정된 R 제곱 = .044)

[표 2] 두 집단의  조정된 훈련 후 점수

4.2 인지처리과정 변화도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증 한 결과 표 3

와 같이 뉴로피드백 훈련 후 집단 간 차이는 순차처

리속도 t=2.600, p=.012, 동시처리속도 t=2.798,

p=.008, 인지처리속도로 t=2.600, p=.01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실험군이 뉴로피드백 훈련

후 인지처리과정 척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순

차처리(sequential processing)와 동시처리

(simultaneous processing)의 합이 인지처리과정이다.

 [표 3] 훈련 전과 후의 인지처리과정
훈련 전

변인
실험군 대조군

M±SD M±SD t p

순차처리 125.31±9.25 123.35±8.35 .803 .426

동시처리 122.73±7.15 122.38±6.54 .182 .856

인지처리 127.12±6.82 125.04±5.73 1.189 .240

훈련 후

변인
실험군 대조군

M±SD M±SD t p

순차처리 128.42±8.66 122.73±7.04 2.600 .012

동시처리 127.12±7.59 122.23±4.65 2.798 .008

인지처리 130.35±5.38 126.50±5.29 2.600 .012

*p<.05

4. 결론 및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전두엽 뉴로피

드백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의 좌우뇌 균형지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좌우뇌균형의 향상이

인지처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좌우뇌균

형과 인지처리과정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유아들의 학습활동이나 정신작

용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지닌 뇌신경 생리학

적 지표를 이용하여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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