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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지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인

지기능이란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주의력, 계산능력, 

언어능력 등의 지적능력을 말하며[1] 여러 가지의 상황에

서 활용되는 다양한 능력 및 기술들은 모두 인지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기능은 일

상 속에서 매순간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두엽 안구영

역은 안구운동을 자발적으로 담당하여 시각적 기민성이 

발달되어 시지각 능력과 함께 뇌와 주의력, 기억능력이 

성장한다. 인지는 뇌 영역 중 전두엽에서 기능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일컫는 말로 안구운동이 이에 기

초가 된다[2]. 본 연구는 단속성 안구운동을 정상인에게 

적용하여 인지기능 향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정상성인 20명을 단속성 안구운동군으로 구성 후 사

전·사후 검사로 Dual N-back 검사를 시행하였다. 안구 

운동은 모니터 중앙에 1.5초 동안 고정한 후 4가지 방향 

순서로 출현하는 물체를 향해 안구를 빠르게 이동시키게 

하였다. 나타나는 물체는 1.5초 동안 멈춘 후 다음 순서

에 따라 사라지고 나타나게 하였다. 4가지 방향은 약 5

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것을 1set로 하며 4set를 시행

하여 약 20분이 소요되었다(Fig 1). 

▶▶ Figure 1. Saccade eye movement program

Ⅲ. 연구결과

  인지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Dual N-back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재 전 1-back은 78.45(22.25)에서 중재 

후 96.52(8.5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중재 전 

2-back은 54.83(19.95)에서 중재 후 73.58(17.67)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0.01).중재 전 3-back는 측장 할 수 

없었고 중재 후 47.89(20.7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ual N-back of Visual Accuracy    ( %)

Values are showed M(SD)

Data were analysed by paired t-test.**:p<0.01

                  Pre Post
Dual 1-back 

Accuracy
78.45(22.25) 96.52(8.50)**

Dual 2-back 
Accuracy

54.83(19.95) 73.58(17.67)**

Dual 3-back 
Accuracy

- 47.89(20.78)

정상성인에게 적용한 안구운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ye movement on cognitive function of the normal adults

김지원, 장 수 경, 김 신 영, 김 주 원, 노 민 지, 

노 시 형, 박 윤 혜, 손 원 종, 오 민 지, 김 경 윤, 

배 세 현**

동신대학교

Kim ji-won, Jang su-gyeong, Kim shin-young, 

Kim ju-won, No min-ji, No si-hyoung, 

Park yun-hye, Shon won-jong, Oh min-ji, 

Kim kyung-yoon, Bae sea-hyun 

Dongshin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성인 대상자에게 안구운동 후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단속성 안구운동군을 설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사전 사후에 인지기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군내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단속성 안구운동이 인지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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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일상생활 속에서 매순간 활용되는 인지기능 중에서 작

업기억은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각종 인지적 

과정을 계획하고 순서 지으며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장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기적 기억을 말한다. 시지각

의 발달은 현재 주어진 시지각 정보를 선행 경험과 비교

하여 인식, 변별, 재해석함으로써 행동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모양, 물체, 공간과 같이 물리적 환경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지각의 발달은 안구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안구운동은 인간의 인지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안구 추적운동의 차이는 주시대상의 

다른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운동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안구운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단속성 안구운동을 적용하여 인지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단속성 안구운동을 적용 후 Dual N-back 정확률이 유

의하게 상승하였다. 안구운동을 적용한 후 기억과제 능

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안구운동이 맥락적 정보 인출

과 연상 정보 인출의 향상 및[3], 안쪽관자엽과 이마엽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인지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4]. 본 연구에서도 안구운동의 적용이 인지영역의 향상

을 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구운동을 통

해서 인지능력의 향상됨을 확인 하였으며, 대상자와 중

재 방법을 다양화 하여 인지능력 변화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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