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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과훈련에 따른 선수의 인지정보처리와 정서변화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여 과훈련 시 유발되
는 신체적 피로감이 어떻게 선수들의 인지정보처리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
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와 코치들에게 뇌 생리적 관점에서 과훈련 증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최근 20년간 발행된 국내외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검
토하였으며, 검색된 학술 문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한 문헌을 바탕으로 과훈
련에 따른 선수의 인지정보처리와 정서변화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체의 피로감이 과훈련을 통해 누적되어 운동수행 저
하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인지 및 정서적 능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ERP를 이용
한 P300의 진폭과 잠재기 및 EEG를 이용한 대뇌반구비대칭 차이지표를 이용한 접근은 과훈련이 인지정보처리과정과 정서
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뇌생리심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과훈련, 인지정보처리, 정서, 피로, 사건관련전위, 전두대뇌반구비대칭 차이지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effects of the physical fatigue induced by overtraining 
on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emotional change of athletes by neurophysiologic stud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athletes and coaches in the sports fiel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vertraining 
symptoms from the brain physiological point of view. We review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materials and research reports published in the last 20 years using electronic databases and examined the 
literature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among the retrieved documents. Based on the 
reviewed literature, we examined the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emotional change of the athlete 
according to the training, and overtraining can accumulate the fatigue of the body, which can cause severe side 
effects in terms of cognitive ability and emotional ability of athletes as well as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The study using P300 and EEG cerebral hemispheric asymmetry difference indices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new approach to understan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overtraining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emotional changes.

Key Words : Overtraining,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Emotion, Fatigue, Event related potential, Eeg 
cerebral hemisphere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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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스포츠는 승패의 결과, 상대와의 경쟁, 그리고

기록에의 도전 때문에 지도자와 운동선수들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인 상

태를고려하지않고과도한훈련을통해운동수행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1,2,3,4,5]. 과훈련(over-

training)이란운동에대한조절과적응기능을위한자극

즉, 일종의 훈련부하로 장기간 너무 강하게 연습을 하여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고, 트레이닝에 의한 스트레스와

회복기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선수의 인지정보처리의 지

연과정서장애유발로운동수행력이감소되는것을지칭

한다[6,7,8,9,10]. 하지만 과훈련을 충분한 회복기간이 없

이 지속적으로 하면 선수의 체력적, 생리적, 및 심리적

적응성이약화되어오히려탈진(burnout)과 같은 역효과

를초래할수있다고연구자들은주장한다[7,11,12,13]. 선

수가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 경기력의 저하가 발생되고,

지속되는 탈진경험은 운동참여 거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운동중단및수면장애등과훈련증후군증상을경험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12,13]. 한편 탈진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으로 극도의 무력감, 부정적인 태도 및 우울, 분노,

고독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이러한 탈진 증상들

은 선수들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7,8]. 이와 같이 과훈련은 긍정적 기능

보다 부정적 기능이 많다. 특히 반복되고 지속되는 고강

도훈련은 선수의 피로감을 급격히 유발시키고, 발생된

피로감은선수의집중력감소를유발시켜스포츠상황에

서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진구[7]는

운동과제 수행 시 과훈련으로 인한 피로는 선수들의 의

사결정과같은인지기능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주

장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과정에 과훈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

다[12,14]. Fery, Ferry, Hofe, & Rieu[15]는 피로한 상태

에서인지기능을측정한결과피로가참여자의의사결정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Issacs &

Pohlman[16]는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타이밍 적중률

은떨어졌다고보고하였다. 최근연구자들[12,14]은뇌의

신경전기적 처리과정에 단기간의 고강도 운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훈련을 실시

한후사건관련전위로권투선수들의정보처리현상을연

구한김진구[7]의 연구결과에서도고강도훈련이 P300의

잠재기와 진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뇌기능 특히 정보처리 과정과 운동에 관한 연구들

[7,12,14]를 종합해볼때, 운동선수의인지정보처리에과

도한 운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

므로 과훈련 시 유발되는 육체적 피로감이 어떻게 인간

의인지적정보처리과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그기

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은 지속적인 과훈련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저하, 체중감소, 정서불안정, 운동의욕상실 등

자신의 운동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17]. 특히 장기적인측면에

서볼때, 과훈련는심리적인측면뿐만아니라경기력저

하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5,7,18,19,20].

하지만과훈련으로나타나는여러현상을단순히심리적,

사회적접근으로이해하고해석하기엔부족한점이많다

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점인 뇌 과학적 측면에

서과훈련증후군현상을연구하여뇌생리심리적기전이

나관련성을밝히는것은매우중요하다. 최근인간의정

서적 뇌 정보처리과정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운동에따른정서적반응과휴식시전두엽대

뇌반구비대칭차이지표 간 관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고 주장했다[21,22,23]. 높은 강도인 VO2max 75% [23]

와 VO2max 70% [22],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달리기[21]

등에서는 EEG 대뇌반구비대칭지표가 운동 후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운동지속시

간과 EEG대뇌반구비대칭변화에따른정서연구에서 45

분의 운동시간[23]과 40분의 운동시간[24]은 운동참여자

들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

럼정서, 운동, 그리고뇌기능간관계를살펴본선행연구

들의결과로추론해볼때, 운동지속시간과강도는인간

의정서상태에중요한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는것을

알수있다. 그러므로과훈련시유발되는육체적피로감

이 어떻게 인간의 정서적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지그기전을밝히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판단

된다.

하지만과훈련이경기력향상에도움이된다고주장하

지만[25],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과훈련이 장기적인 측면

에서는육체의피로감을누적시켜운동수행저하뿐만아

니라선수들의정서및인지에부정적영향을일으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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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5,7,18,19,20]. 하지만 과훈

련이 선수들의 인지 및 정서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지만이를뇌과학적접근을통해연구한예는아직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훈련에 따른 선수의 인지정

보처리와 정서변화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

여 과훈련 시 유발되는 신체적 피로감이 선수들의 인지

정보처리와 정서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신경생

리학적으로연구할필요성을제시하고, 스포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와 코치들에게 뇌 생리적 관점에서

과훈련증상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기초자료를제

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중심의 서술적 연구로서 과훈련

에 따른 선수의 인지정보처리와 정서변화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20년 간발행된국내학술자료는 RISS,

DBpia, KISS 등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국

외학술자료는 ScienceDirect, PubMed, EBSCOhost 등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과훈련(overtraining), 피로(fatigue), 인지정보처리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사건관련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정서(emotion), EEG대뇌반구비대칭

(eeg cerebral hemisphere asymmetry) 등의 중심단어를

사용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헌들(학술논문 65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3.1 과훈련과 운동수행
과훈련(overtraining)이란 훈련에 의한 스트레스와 회

복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을 의미하

며, 운동에 대한 조절과 적응기능을 위한 자극으로 점진

적인부하를증가시켜인체에스트레스를가하는과정을

의미한다[26]. 그래서과훈련상황에서의훈련의양과강

도는 물론 불충분한 휴식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훈련이 장기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신체

적, 생리적, 심리적 증상을 포괄적으로 과훈련증후군

(overtraining syndrome)이라고한다[27,28]. 과훈련증후

군은 높은 강도로 운동을 무리하게 하고 적절한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데, 만성적 피로상태에 빠져 운

동능력이떨어진상태이기때문에선수들이휴식을하더

라도운동수행력이향상되지않는상태를말한다[26]. 특

히 훈련과정에서선수들의신체적특징과개인차를고려

하지 않은 채 훈련량이 증가되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떤

종목에서는 우수한 선수들이 계속되는 훈련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올림픽과같은중요한대회에출전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매년 똑같이 최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유

지하면서도 전년도의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선수들은 종종 ‘힘들고 무리한 경기 후 회복하지

못하는것, 연속적으로훈련을수행하지못하는것, 그리

고 만성적 피로의 증상’으로 설명되는 장기적 무력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운동수행 감소와 관련된 ‘무기력함’은

훈련에 참여한 선수들도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트레이닝부하증대가과훈련상황을만들수있다고보

고되고 있다[29]. 지속적인 과훈련은 대뇌의 정보처리과

정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혀지고있다[7,12,14]. 하

지만아직까지스포츠현장의스포츠지도자와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만이 운동 수행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경

기력향상의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한수단이라

고 아직까지 폭 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3.2 운동피로와 운동수행
피로(fatigue)는작업을할때작업의능률이저하되는

상태를 말하며, 항상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상태뿐만 아

니라 대뇌피질의 제지작용이 일어나는 상태이다. 즉, 반

복되고 연속적인 정신적․육체적 작업에 동반해서 발생

하는 심신기능의 저하상태를 말한다. 운동에 의해 발생

되는 피로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에너지원의 고갈과

근육의피로물질축적을들수있으며또한신경조절기

능의실조와생체내의항상성파괴등을들수있다. 운

동으로발생한피로에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피로유발

물질인젖산탈수소효소, 젖산, 암모니아는에너지대사과

정을바탕으로피로양상분석의지표와생리적인운동능

력의 지표로 선수들의 트레이닝 효과분석, 경기력 향상,

운동강도조절기준치와과도한트레이닝정도로이용되

고있다. 만약과도한훈련이지속적으로계속된다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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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피로와무기력함은운동수행의악화를가져오고,

장기적인 질병에 선수들이 더욱 민감해 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운동 중에는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산

소가부족한상태에놓이게되므로근육수축시필연적

으로젖산을만들어낸다. 근육중에젖산이많이쌓이게

되면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되는 대사과정마저 저지되어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써 이용되지 않아 결국 근수축

력을상실하게되어근육에힘이없게되며피로를많이

느끼게 한다. 근육을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극하면

회복과정이느려지기때문에그만큼빨리피로감을느끼

게 되는 것이다. Hankock & Mcnaughton[30]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운동수행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의사결정력

과 같은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

리고 Gonzalez-Alonso, Calbert, & Nielsen[31]은 운동선

수의 수행력 감소와 조기피로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대

사작용의변화, 고체온의변화, 및 심혈관계의불안정적

인 이상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Gonazalez et al.[32]은

운동 시 최대산소섭취량의 60% 강도에서 근육 온도와

심부온도가상승하면서피로가발생한다고보고하고있

다. 이와같이운동수행중선수들의피로물질이축적되

는것은운동형태, 시간, 강도, 환경에따라다양한변화

를 가져온다. 그리고 근육작용의 적절한 타이밍과 협응

동작을 들 수 있는데 운동피로는 동작시간의 지연과 반

응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성 운동종

목에 참여한 선수들이 시합 중 피로 누적으로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3.3 ERP와 운동수행
최근 운동수행에 따른 인간의 정보처리 연구에 심리

적 요인의 다양한 차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분

석을 위해 뇌파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정보

를내포하고있는자극을제시한다음그자극에대한반

응으로써나타나는뇌의전기적활동을감지하는사건관

련전위가 있다. 사건관련전위 중 P300은 양(positive)의

전압으로자극이시작된후 300-600ms에 의사결정또는

범주화, 대뇌의 자극평가, 인지적 과정속도와 같은 반응

에 대한 인지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동 변인을 밝히는 지시등 같은 역할을 한다[35]. 사건

관련전위의 P300 구성요소는인지과제수행시자극변별

속도를 나타내는 P300의 잠재기와 특정 뇌 영역의 주의

할당(allocation of attentional resource) 정도를나타내는

P300의 진폭을 통해 인지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하여준다[36]. 인간의뇌정보처리과정에운동이미치

는영향을알아본연구를살펴보면, Kamijo et al. [37]은

고강도운동이낮은강도의운동시보다 P300 진폭이낮

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Polich & Lardon[35]은 고강도

의장기간의운동이 P300 진폭에영향을줘뇌의신경전

기적 처리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그리

고 김진구[7]도 권투선수들을 대상으로 과훈련 후 P300

잠재기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과훈련이 인지정보처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Grego et al. [38]은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장시간(3

시간)의 사이클링 동안 P300의 잠재기와 진폭의 변화를

알아본결과, P300의잠재기가운동 2시간후에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고강도의 장기간의 신체적

운동을 하는 동안 반응에 대한 인지기능에 미치는 전기

적 대뇌피질 지표에 중추신경의 각성 및 피로가 복합되

어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4 EEG 대뇌반구비대칭 차이지표와 운동수행
운동과 정서변화 반응에 대한 EEG 대뇌반구비대칭

차이지표를 이용한 연구들은 운동 후 정서 반응이 뇌

(brain)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전두엽 영역의 활성화

정도로 예측하였다[39,40,41,42,43,44]. EEG 대뇌반구 비

대칭의 측정값은 우측 대뇌반구의 log alpha power

density (log R)와 좌측 대뇌반구의 log alpha power

density (log L)의 차이(log R-log L)에 의해 계산된다.

알파파워(Alpha power)는활성정도와반비례관계를갖

기 때문에 이 차이지표 점수에서 음수(-)는 상대적으로

우반구활성화가높게나타났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고,

양수(+)는 상대적으로좌반구활성화가높게나타났다는

것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 0인경우는우측대뇌반구

와 좌측 대뇌반구 간의 비대칭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여

기에서상대적으로낮아진 EEG대뇌반구비대칭차이지

표 점수는 우측 대뇌반구(F4)의 알파 파워가 감소했고,

좌측대뇌반구(F3)의알파파워는증가되었다고말할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우측 대뇌반구

의 활성화가 증가되었고,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좌측

대뇌반구(F3)의 활성화는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상대적으로높아진 EEG대뇌반구비대칭차이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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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우측 대뇌반구의 알파 파워는 증가했고, 좌측 대

뇌반구의 알파 파워는 감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것은부정적정서를조절하는우측대뇌반구의활성화가

줄어들었고, 긍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좌측 대뇌반구의

활성화는증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처럼전두영역

에서의 알파파 비대칭성은 정서자극에 대한 반응성

[45,46]과 정서유형[40,47,48, 49, 50]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Davidson[51,52]은 전두영역에서상대적으로큰좌

측 대뇌반구의 알파파 활성화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관련이있다고보고했는데, 예를들면, 긍정적인장면즉,

평화롭고기뻐하는모습등을볼때긍정적정서가표출

된다는 것이다[51,52, 53,54,55]. 반면 우측 전두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알파파 활성화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정적인 장면 즉, 슬픈 영화감상과

사랑하는사람의죽음 등과같은부정적정서를접하면

강한 부정적 정서가 표출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53,54,56,57,58, 59]. 운동참여에 따른 EEG 대뇌반

구 비대칭을 이용한 정서변화 연구를 살펴보면, 최대산

소 섭취량(VO₂max) 70%의 운동 강도로 사이클을 탄

후뇌파를측정한결과, 좌측대뇌반구영역의활성이증

가되어운동을마친후긍정적기분의증가를예측할수

있었다[43].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통제집단

과 걷기집단으로 나누어 10분간 독서를 하고, 10분간 야

외걷기를실시한후 EEG대뇌반구비대칭을측정한결

과,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고 시간이 짧은 일회성 운동이

긍정적 기분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또한 Oda et al.[44]는 수중운동을 통해 심리적, 심

리적이완에미치는효과를알기위해 EEG대뇌반구비

대칭을 측정한 결과, 수중운동을 수행한 후에 좌측 대뇌

반구의전두영역의알파파는유의하게증가했으나, 우측

대뇌반구의 전두영역의 알파파는 감소해 좌측 전두영역

의 대뇌반구의 알파파 활성화는 긍정적 기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EEG 대뇌반구 비대칭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전두영역에서의 대뇌반구의

비대칭적활성화가긍정적․부정적정서를각각반영하고

있음을알수있다[46,47,48,54,56,60]. 이러한결과는 EEG

대뇌반구비대칭차이지표가운동상황의정서상태를측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논의 및 제언
과훈련에따른선수의인지정보처리와정서변화에관

련된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과훈련이 육체의 피로감을

누적시켜운동수행저하는물론선수들의인지적능력과

정서적 능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훈련이 정보처리과정

과정서적변화에미치는효과를뇌생리심리적으로검증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P300과 EEG 대뇌반구비

대칭 차이지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스포츠현장의대부분의선수들은과훈련으로자신의

운동수행한계를극복하려고노력을한다[6,7,20,25,27,61,

62,]. 자신의 능력을경기결과로평가받는지도자들도지

도하는선수개인의생리적, 신체적, 심리적인상태를고

려하지않고과도한훈련을시킴으로써운동수행향상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5,7,26,63,].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지나치게

훈련량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64]. 하지만이러한과훈

련은 일반적으로 훈련이 너무 길고 강해서 선수들이 적

응하기 어렵고 운동의욕 상실, 극한 피로 유발, 및 정서

불안정을 촉발시키며[17], 심지어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

감을 붕괴시켜 선수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61,65].

그러므로과훈련시유발되는신체적피로감이뇌생리심

리적인 관점에서 실제 선수들의 정서적 변화 및 인지정

보처리과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P300의진폭과잠재기

및 EEG 대뇌반구비대칭 차이지표를 적용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접근들을 통해

스포츠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선수와코치들에게과훈

련증상에대한이해를뇌생리심리적관점에서높일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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