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서론

1.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시기인요즈음스마트기기는기사검

색부터 메일 확인, 소셜 네트워크 활동 등을 할 수 있어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에 따른 
유아의 운동능력과 주의 집중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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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이유아의신체및정신발달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는데목적을두었다.

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을유아에게적용하였고실험전보다실험후에실험집단의유아가통제집단의유아

보다 운동능력평가에서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에참여한 유아의 앉아서

윗몸굽히기와한발로중심잡기능력이좋아졌다. 또한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이유아의주의집중력향상에

도움을주었다. 따라서유아들의운동능력향상을보다효과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

동이필요하다. 즉, 정보통신기술(ICT)과 체육활동이유아에신체적발달과인지적발달에모두영향을주는것을확인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기기, 시각 자극, 유아, 운동능력, 주의 집중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using visual stimulation smart 
devices on the athletic performance and attention -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physical activity using visual 
stimulation smart device was applied to the infant. The pre - and post -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the infa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Specifically, the ability of the infant t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using the visual stimulation smart device was improved by sit-up bending and 
centering ability. Also, physical activity using visual stimulation smart device helped to improve attention of infant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physical activity affect 
both phys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infa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thletic ability and 
concentration of children more effectively,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ect by teaching the contents 
using various contents that can motivate the infant rather than the same tea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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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과분의 관계로 일상생

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기기 중

스마트폰의경우, 2016년 기준전세계인구의 40%의사

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18].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 기기는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신체활동의 보조도구로서

도 활용되고 있다[16]. 특히 어린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인지

적 영역이외에도 신체적인 활동의 보조기구로도 활용되

고 있다[17].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혁명이나

다름없다. 그 중에 하나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방

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

다[1]. 스마트 기기의 장점은 무궁무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고 의지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다는 단면도 갖고

있어, 교육적인 도구로서의 발전에 저해요소를 갖고 있

다[6].

유아기에는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까지도

급격하게 성장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기의 적절

한 자극과 교육은 지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게

다가유아기의신체적활동은모든발달의기본이될수

있기에더욱더중요하다[5, 15]. 집중력이짧은유아시기

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은 주의를 끌 수 있다

는 장점과 줄어들 수 있는 신체활동량을 늘린다는 차원

에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육활동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은 지금까지와는 다

른새로운학습패러다임으로융복합적차원에서다양하

학습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학습효과 또

한 대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마트기

기를활용한체육활동이실제로유아에게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

활동이 유아의 운동능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의 유아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총 54명을 선정하여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2.2 연구절차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유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참여하도록하였다. 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를 대상

으로 기초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초검사로는 교육인적자

원부[10]에서제공하는유아운동능력평가를실시하였으

며, Mr.CUCUI의 주의집중력평가를시행하였다. 이상의

기초검사는 10주간의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

업을 실시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지도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데이터 값은 통계처리를 통해 분석하

였으며 실험 절차는 Table 1과 같다.

Category Details

Subject 7years 54 children, Y kindergarden in seoul

Basic test Exercise capacity & attention evaluation

Applying the
program

10 weeks [1day / 40min , Twice a week]

Test Physical fitness test & attention evaluation

Statistical
treatment

t-test , SPSS 24.0

Table 1. Experimental procedures

본 연구는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유아의 운

동능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찾아보

고자했다. 실험집단에게진행된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수업이 운동능력과 주의집중력향상에 도움

을 주는 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체육활동지도안을작성하여그내용을바탕으로수업을

실시하였다.

Step Details

LEVEL
1

In waiting line, the child moves to visual stimuli smart
device according to the signal. The child recognizes
visual information twice in total that are sent irregularly
and turns off LED light by touch

LEVEL
2

Carried out in the same way as LEVEL1, and when LED
light is lighted in four colors, the child touches visual
stimuli smart device to light four lights promptly.

Table 2. Planning for Physical Activity Using Visual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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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도구
실험대상의 주의집중력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초 1974년 Stephen Diaz가 개발하고, 오연주, 조복희

[13]가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인 Mr.CUCUI 검사도구를

적용하였다. 이는신뢰도계수(Cronbach α)가 .86로 나타

났다.

Mr.CUCUI검사는사람의모양에서로다른색이칠해

져 있는 20장의 그림을 3초마다 바뀔 수 있도록

PowerPoint의 슬라이드쇼로 구성하였으며, 색이 칠해지

지 않은 Mr.CUCUI를 주고 색이 칠해져 있던 해당하는

부분에 측정자 및 평가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값을 모아

맞춘 부분의 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검사

도구의그림은 Fig. 1과 같으며유아의운동능력검사의

방법과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Fig. 1. Mr.CUCUI Test

items factor method

V sit
Muscular
endurance

Lay on the mat, measure two legs
in direction of the sky in line with
the start signal, and two hands
together in the navel to maintain
posture

Sit and
bend over

Flexibility

Sit with your legs forward and your
upper body forward, and your arms
forward. Measure the distance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fingertips.

Run away
in place

quikness
Put your feet together, jump and
measure distance.

5m
suttle run

agileness
Measure the time to travel to the
target location with two goal points
at a distance of 5 m.

Centering
on one
foot

balance
Put your hands apart on your arms
and step on one foot to measure
the time

Table 3. Motor ability test

2.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

로그램 SPSS 24.0 을 활용하였다. 표본의일반적인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하였고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체육활동의 효과를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표본의 특성
본연구에서는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수업의효과

를검증하기위하여유아 54명의분석결과는Table 4와,

Table 5와 같다.

gender

male female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frequency
15

(27.8%)
15

(27.8%)
12

(22.2%)
12

(22.2%)

Sum 30(55.6%) 24(44.4%)

Table 4. gender of sample

Min Max M SD

height
(cm)

106.00 131.00 115.34 4.56

weigh
t(kg)

16.00 118.80 23.24 13.61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3.2 표본의 동질성 검증
집단간 비교를 위하여 연구대상의 동질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의 Table 6와 같다. 두 집단

간의키의 t값이 0.831, 몸무게의 t값이–0.706 로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LEVEL
3

Incubates the ability to adapt as he/she goes through
stage 1,2, and he/she recognizes and remembers visual
stimuli information over two times, and puts proper dish
corn over the mat that is placed in the back.

LEVEL
4

Total 4 information are lighted irregularly in 4 directions,
and he/she recognizes and remembers 4 information and
puts proper dish corn over the mat that is placed in th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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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height
(cm)

control 27 115.85 4.80

.831 .410

experiment 27 114.82 4.33

weight
(kg)

control 27 21.93 3.65

-.706 .483
experiment 27 24.56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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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Homogeneity verification

3.3 유아의 운동능력 평가 결과 
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참여에따라

유아의운동능력에는어떠한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

하여 집단별로 운동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검사결과를살펴보면, 실험집단의유아들

이통제집단의유아보다앉아서윗몸굽히기, v자근지구

력, 제자리멀리뛰기, 한발로 중심잡기 부분에서 높은 결

과를 나타냈으나, 5m 왕복 달리기 검사의 경우에만 사

전검사에서통제집단이높은것으로, 사후검사에서는실

험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의운동능력평가결과, 사전검사및사후검사

에따라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가에대해확인

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사전검사에서유아의운동능력평가결과를살펴보면

앉아서윗몸굽히기(t=1.970), 5m왕복달리기(t=0.185,), V

자 앉기(t=1.412), 한 발로 중심잡기(t=1.289)의 운동능력

평가 결과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실험집단(M= 89.19)이 통제집단(M=81.07)보다 높게 나

타났다(p<.05). 사후검사에서유아의운동능력평가결과

를 살펴보면 5m 왕복달리기(t=-1.383), V자 버티기

(t=-0.951), 한발로중심잡기(t=1.543,)의 운동능력평가결

과는통제집단과실험집단간의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

로 나타났으나(p>.05), 앉아서 윗몸 굽히기(t=2.523,)와

제자리멀리뛰기(t=2.996)의 경우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실험집단의평균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났

다(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앉아서 윗몸 굽히기 검

사에서 실험집단(M=11.29)이 통제집단(M= 8.57)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제자리멀리뛰기 검사에서도 실험집단

(M=93.56)이 통제집단(M= 83.48)보다높았다. 즉, 시각자

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 참여에 따라 유아의

운동능력중에서앉아서윗몸굽히기능력과제자리멀리

뛰기 능력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3.4 유아의 주의집중력 평가 결과
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참여에따라

group variable division M SD t p

pretest

sit and bend
over(cm)

control 7.83 4.35
1.970 .054

experiment 9.90 3.29

5m suttle run(sec)
control 10.54 0.91

0.182 .856
experiment 10.59 0.99

v sit(sec)
control 23.31 18.58

1.412 .164
experiment 17.41 11.16

. Run away in
place(cm)

control 81.07 14.32
2.334* .024

experiment 89.19 11.00
Centering on one
foot(sec)

control 23.92 18.37
1.289 .203

experiment 30.48 19.02

protest

sit and bend
over(cm)

control 8.57 4.45
2.523* .015

experiment 11.29 3.39

5m suttle run(sec)
control 10.10 0.76

-1.383 .173
experiment 9.84 0.61

v sit(sec)
control 24.50 18.71

-0.951 .346
experiment 20.49 11.40

Run away in
place(cm)

control 83.48 13.83
2.996* .004

experiment 93.56 10.68
Centering on one
foot(sec)

control 25.48 17.83
1.543 .129

experiment 33.42 19.94
*p<.05, **p<.01

Table 7. Evaluate exercise capacity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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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주의집

중력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사전검사및사후검사에서사용한측정항목들에

대한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사전검사측정도구및사후검사측정도구의 Cronbach’ α 

값은각각 0.787, 0.803으로나타났다. 시각자극스마트기

기를활용한체육활동참여에따른주의집중력에차이를

살펴본 집단별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사전검사에서 유아들의 주의집중력은 통

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높게,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Metrics
pretest protest

Control Experiment Control Experiment

Attention
concentration

30.30 28.37 31.70 35.07

Table 8. Attention concentration result by group

group division M Sd t p

pretest
Control 30.30 6.60

-1.248 .218
Experiment 28.37 4.56

protest
Control 31.70 6.02

2.212* .031
Experiment 35.07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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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Evaluate Attention concentration by group

사전검사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주의집중력 평

가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M=30.30)이 실험집단

(M=28.3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없었다( p>.05). 사후검사에서통제집단과실험집단

의 주의 집중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M=35.07)이 통제집단(M=31.70)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

냈다(p<.05). 즉,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활

동은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5 논의
시각자극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의운동능력은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

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의 운동능력보다 향상되

었다. 운동능력검사의 항목 중에서 앉아서 윗몸 굽히기

와 한 발로 중심잡기 능력에서는 시각자극 스마트 기기

를활용한체육활동에참여한유아들의능력이참여하지

않은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기적으

로불빛의위치가변하게되는피사체를보기위해한곳

을주의깊게보게되는능력을쌓게되면서흔들리지않

고중심을잡게되는균형감각이향상된것으로보인다.

이상의결과를유아의운동능력에관한유아의운동능력

에 관한 선행연구의 지지를 받는다[2, 3, 11, 13].

또한 시각자극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에 참

여한 유아의 주의집중력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력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에속한유아의주의집중력이통제집단에속한유아

의 주의집중력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통제집단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을통하여유아

의 주의집중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

는위치가변하며점멸하는불빛을응시하면서신체활동

을하는것이순간집중력을키울수있기때문인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신체활동을 통한 활동이 유아의 주

의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지지

를 받는다[4, 7-9].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유아교

육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교육이 유아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결과

[8]에 주목한다면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한유아체육

및교육 컨텐츠를개발하는데중요한단초가될수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4. 결론
이연구는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활동이

유아의 운동능력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을 유아에게

적용하였고실험전후비교한결과실험집단의유아가통

제집단의유아보다운동능력평가에서높아졌다. 이를 구

체적으로살펴보면시각자극스마트기기를활용한체육

활동에참여한유아의앉아서윗몸굽히기와한발로중

심잡기 능력이 높아졌다. 또한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체육활동이유아의주의집중력향상에도움을주

었다. 즉, 정보통신기술(ICT)과 체육활동이 유아에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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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달과인지적발달에모두영향을주는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의 운동능력 및 주의집중력을

보다효과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서는기존의동일한수

업방식보다는유아들의동기부여를시켜줄수있는다양

한컨텐츠를활용한수업을실시함으로서교육적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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