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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영재를 판별하는 종목으로써 인지능력과 함께 체력요인을 통합하여 평가하기 위한 측
정방법을 개발함에 있다. 개발된 종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2∼6학년 초등학생 369명(체육영재와 비영재 포
함)을 대상으로 체격 및 체력, 인지민첩성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저학년과 고학년 체육영재
의 인지민첩성 성공빈도는 비영재보다 높았다(p<.05). 인지민첩성 소요시간은 남녀 체육영재 집단이 비영재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5). 인지민첩성은 모든 체격요인간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p<.05). 남녀 체육영재의 50m달리기와 사
이드스텝은 인지민첩성 시간과 상관성이 있었다(p<.05). 공간지각력은 고학년 체육영재 집단이 비영재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인지민첩성은 남녀 고학년 체육영재 집단에서 공간지각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p<.05). 이
상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지민첩성 평가종목이 초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인지력과 민첩성을 반영하는 통
합적 평가방법임을 나타낸다.

주제어 : 인지민첩성, 체육영재, 타당도, 공간지각력, 인지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method of distinction for sports gifted children, which 
evaluated as well as cognitive capability and physical fitness. For the validation verification of developed 
method, we measured physique, physical fitness and developed cognitive agility method for 369 children from 
2nd grade to 6th grade. Results were followed as below: The frequency of success of sports gifted group was 
higher than normal group(p<.05). Total time for cognitive agility of gifted child’s group in both sex were 
shorter than normal group(p<.05).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hysique and cognitive agility 
time. 50m run and side step test had correlation with cognitive agility time in boys and girls(p<.05). In spatial 
skills, only higher tendency in sports gifted group showed. Cognitive agilit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pace 
perception in both boys and girls of upper grades. With theses results, we concluded that developed cognitive 
agility test might be synthetic evaluated method for cognitive agility as qualitative capacity for boys and girls i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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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우리나라는 체육 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1986

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비하여 꿈나무 선발 

육성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를 통해 많은 우수선수를 

양성함으로써 국내외 회에서도 우수한 성 을 거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09년부

터 우수한 체육인재를 보다 어린 연령 에서 발굴하며, 

발굴된 아동들에 한 과학 이며, 체계 인 훈련을 지

원하기 하여 국 권역별 17개 학교를 심으로 체

육 재센터를 지정, 운  에 있다[5]. 

체육 재센터는 운동선수로의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

하며, 기 종목으로서 육상, 체조, 수 에 한 우수한 운

동 잠재력을 지닌 등학생을 과학  방법에 의해 조기 

발굴함으로써 차세  국제 인 체육인재로 양성함을 목

으로 한다[5]. 이러한 일련의 모든 목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 체육 재의 별과 교육이 요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등학교 2∼6학년 학생을 상으로 

체격 검사  여러 종목의 기 체력 검사를 통해 체력검

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체격검사를 한 측정종목으로는 

둘 와 길이측정으로 이루어진 기본 인 신체조성 항목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학교 학생들의 잠재력 평가 

항목으로 골연령 평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기

체력 검사의 경우 근력, 근지구력, 신지구력, 스피드와 

워, 유연성, 민첩성 등의 체력요인을 평가하기 한 종

목들로서,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하  스쿼트 

, 사이드스텝 테스트,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앉아 농구공 던지기, 왕복오래달

리기, 팔굽 펴기, 턱걸이(남), 오래매달리기(여)가 시행

되고 있다. 측정된 모든 기 체력 결과는 체육과학연구

원에서 개발된 스포츠 성시스템(KOSTASS)에 입력, 

측정결과에 의한 종목 합율(%)을 산출하며, 이를 기본

으로 체육 재의 선발과정이 진행된다. 

어린 등학생을 상으로 시행되는 체육 재 선발은 

체육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등학생들을 발굴  육

성에 주요한 목 이 있기 때문에 운동에 한 잠재력 평

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육 재를 선발하

기 해서는 교치성과 응력과 같은 어린이들의 잠재  

요소에 한 평가항목이 필요하다[5]. 아울러 재 운  

인 체육 재사업에 있어 체육 재 선발방법이 재의 

체격  체력 인 조건에 의해서만 선발되며[7], 향상도 

평가에 있어서도 상자들의 체력  운동능력만을 

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발된 상자들의 학

습능력과 같은 질 인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발된 체육 재학생들의 

미래 가능성을 측하지 못한다[7]. 그러므로, 체육 재

학생들에 한 미래 가능성을 측하기 해서는 체육

재를 별하는 기 을 보다 다양하고 역동 인 과정을 

통해 별할 필요가 있다[19]. 이에 재의 다양한 특성

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좀 더 넓은 에서 여러 종류의 

지능 결과를 지능 로 일로 표 하는 것이 합리 이며

[16], 이러한 다 지능이론은 미국 등에서도 재 별 

 교육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3]. 국내에서도 이러

한 다 지능이론을 기 로 다양한 별방법에 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 다 지능이론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신체운동지능 조사도구가 개발되었다[12]. 그 외에도 체

육 재성을 운동지능(운동능력, 심리  조건, 신체  조

건), 창의성(분석력, 이해력, 학습능력, 확산  사고), 과

제집착력(정신력 등)으로 구분하 으며[8], 박정화 등

(2010)도 체육 재의 정의  이를 바탕으로 체육 재 

별조건에 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4][7][11] 체육 재육

성사업의 시행과 함께 상자들의 재성 평가를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지 검사의 경

우 실제 운동수행능력과의 련성, 특히 근신경계 작용

을 직 으로 찰,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울

러 연령이 어린 등학교 학년의 경우 문서화된 설문

지에 한 이해도가 낮아 측정결과에 한 신뢰성에 의

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체육 재에 한 별 원칙으로는 습득한 지

식이나 운동능력의 활용, 빠른 습득 능력 등이 있으며

[10], 개념이나 기본원리를 빠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며, 

리한 직 력으로 신체활동 간의 차이를 악하는 능력 

도 포함된다[2]. 실제 어린 아동들의 경우 출생 후 근골격

계의 발달보다 신경계의 발달이 빠르게 나타나며, 사춘

기 이 에 이미 성인수 의 신경계의 발달이 나타난다

[21]. 특히 사춘기  아동은 운동을 통해 운동단 의 활

성 증가와 운동단 의 응, 동원  격발과 같은 신경요

인에 의해 근력 증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연

령의 아동들을 상으로 할 경우 근력에 한 평가보다

는 신경계 작용에 의한 응력, 교치성과 같이 평가항목



The Development of Method for Cognitive Agility of Elementary Sports Gifted Studen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301

이나 근신경계 작용에 의한 조작능력, 운동학습능력에 

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체육 재 학생들을 

상으로 시각-운동통합 능력을 평가하기 한 통합  

측정종목을 개발함으로써 체육 재 학생들의 잠재력 요

인에 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시각-운동통합 능력을 평가하기 한 방법을 개발하고

자 하 다. 이를 하여 2012년∼2013년 동안 인천 역

시 소속 체육 재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2∼6학년 남녀 

등학생 369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그  체육 재

에 선발된 100명과 체육 재 선발과정에서 탈락한 269명

에 한 비교를 실시하 다. 체육 재 선발과정은 재 

스포츠 성진단 로그램(KOSTASS)을 통해 종목 합

률(%)이 높은 학생들이 체육 재로 선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 인 기 체력  운동수행능력이 우수

한 학생으로 분류되며, 체육 재에 탈락한 학생들의 경

우 체육 재 학생보다는 운동수행능력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 구체 인 학년별 남녀 상자 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sports gifted children normal children

boys girls boys girls

low-grade 32 18 88 48

high-grade 30 20 93 40

<Table 1> The number of subjects by groups

2.2 체격 및 기초 운동능력 측정

2012∼2013년까지 체육 재 선발을 해 지원한 학생

들은 체격(신장, 체 , 좌고, 흉 , %fat)  요인별(순발

력, 워,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기 체

력종목을 측정한 후 최종 으로 KOSTASS의 종목 합

률(%)에 의해 선발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체육 재에 지원하는 모든 등학생들에 한 체격 

 체력요인을 측정하 으며, 구체 인 측정항목  방

법은 다음과 같다.

2.2.1 체격요인

Inbody 3.0(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   체

지방률을 측정하 다. 체질량지수는 체 /신장
2(kg/m2)

을 계산하여 산출하 다. 그 외 신체  특징으로써 길이

요인은 신장(cm), 좌고(cm)를 측정했으며, 둘 요인으로

는 흉 (cm)를 측정하 다.

2.2.2 기초체력

가. 앉아 농구공던지기

엉덩이, 등, 머리를 벽에 기 어 양 다리를 편 상태로 

앉은 후 농구의 체스트패스의 자세로써 두 손을 이용하

여 가슴에서부터 공을 멀리 던지도록 하 다. 이때 팔과 

어깨 근육만을 사용하기 하여 붙 던 엉덩이, 등, 머리

는 계속에서 벽에 기  자세를 유지토록 하 다. 벽에서

부터 농구공이 처음 바운드 된 지 까지의 거리를 cm단

로 기록하며 총 2회에 걸쳐 실시하 다.

나. 제자리멀리뛰기

설치된 구름  에 선을 넘지 않도록 올라선 후 

를 한 상체 비동작과 함께 최 한 멀리 뛰도록 하

다. 기록은 구름 과 가장 가까운 착지지 까지의 거리

(cm)를 측정하며 총 2회 실시하 다. 

다. 50m 달리기 : ‘제자리’ 구령에 맞춰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신호를 기다린 후 깃발신호에 의해 출발토록 

하 다. 기록은 0.01  단 까지 기록하 으며, 총 1회 실

시하 다. 

라. 사이드스텝 테스트 : 실시  보조자에 의한 교육을 

받은 후 모든 학생에 해 연습시간을 제공토록 하 다. 

측정장비로는 TAKEI 사이드스텝 측정 장비를 이용하

다. 등학생의 경우 스텝간 거리를 1m로 여 실시하

으며 총 20  동안의 반복횟수를 기록하 다.

마. 윗몸일으키기 :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몸통 근

지구력 측정을 하여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 다. 기본

자세로써 무릎각도를 90도로 유지, 운 자세에서 두 손

을 목뒤로 마주잡고 실시하 다. 실시  두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아야 하며, 허리반동에 의한 실시는 울로 간

주, 기록에서 제외토록 하 다. 총 1분 동안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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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 스쿼트  : 하체 근지구력 측정을 하여 

하 스쿼트 를 실시하 다. 실시동작으로 시 양

발이 지면과 떨어져야 하며, 양팔의 사용을 하도록 하

다. 착지 시에는 상자별로 무릎 높이의 고무 에 엉

덩이가 닿아야 1회로 인정토록 하 다. 총 1분 동안 실시

하며 총 횟수에서 울 횟수를 제외한 기록을 최종기록

으로 인정하 다.

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상자는 양발을 편 상

태로 양 발바닥이 측정장비의 수직면에 완 히 닿도록 앉

은 후 양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겹치

게 한 후 시작지시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

장비의  아래로 손을 뻗도록 하 다. 이때 무릎은 

 굽 지지 않도록 하며, 양손을 최 한 뻗은 지 에서 

2  이상 정지된 후 그 지 의 을 읽어 기록하 다. 

아. 왕복오래달리기 : 본 검사  사  20m PACER 검

사용 음원을 비하 다. 이와 함께 상자는 출발선에 

서서 신호음과 함께 20m 거리의 반 편까지 이동을 하

며,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까지 도달토록 하 다. 만약, 

신호음이 울리기 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횟수가 2회 이

상이 될 경우 운동을 정지하며, 그 때까지의 횟수를 최  

왕복횟수로 기록하 다. 반 느린 속도구간에서 상자

들의 지나치게 빠른 이동을 막기 하여 페이스 메이커

(속도조  운 자)와 함께 왕복하게 함으로써 반 지나

친 무산소 사  운동을 삼가토록 하 다.

2.2.3 KOSTASS 종목적합률

체육 재선발을 한 KOSTASS 종목 합률은 기

체력종목으로 8가지의 기 체력 종목 외에 체격  남자 

팔굽 펴기, 턱걸이, 여자는 오래매달리기의 종목을 추가

로 측정, 입력함으로써 성별  학년별로 육상, 체조, 수  

종목에 한 종목 합도를 수치화한 내용이다[1]. 이를 

하여 체육 재 선발과정 측정된 모든 기 체력 측정결

과를 체육 재발굴시스템에 입력, 개인별 KOSTASS 종

목 합률(%)을 산출하 다.

2.3 인지민첩성 종목 개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학생들의 운동에 한 잠재

력을 검사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고자 재학생들의 

인지능력과 그에 따른 신체  통제능력을 종합평가하고

자 하 다. 이를 하여 정수 의 과제를 제시 후 이에 

따른 해결능력(시간)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종

목으로써 인지민첩성 검사방법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인지민첩성 검사는 학년별( 학년 고학년)로 

5개와 6개의 숫자조합을 시각 으로 제시한 후 시작이라

는 신호와 함께 제시한 순서 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

며, 성공과 실패 그리고 성공시 총 소요시간( )을 측정

하도록 하 다. 본 검사는 순간 인 시각  인지력과 그

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으로써 빠른 공간  이해력이 요구

될 수 있다.

2.3.1 인지민첩성 측정방법

아동들의 인지력과 함께 신체  응력을 함께 평가

하기 하여 짧은 시간동안 일련의 숫자배열을 제시한 

후 인지된 숫자배열 순서에 맞춰 빠르게 이동하는 방식

의 평가방법이다. 

가. 검사를 하여 학년별( 학년, 고학년) 과제는 인

쇄하여 검사 상자들에게 시각 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보드형식으로 제작하 다. 상자별 사  학습효과를 최

한 배제하기 하여 측정은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하 다.

나. 상자별 과제는 무작  순서에 의해 제시하 으

며, 검사지에 상자의 과제번호를 기재토록 하 다. 다

음의 내용은 학년별 과제(4개씩)를 나타낸 내용이다. 모

든 과제의 이동거리는 동일하게 구성토록 하 다.

1) 2∼3학년 

- 과제 1 : 시작(1) → 2 → 3 → 4 → 5 → 1

- 과제 2 : 시작(1) → 4 → 3 → 2 → 5 → 1

- 과제 3 : 시작(1) → 4 → 5 → 3 → 2 → 1

- 과제 4 : 시작(1) → 2 → 5 → 3 → 4 → 1

2) 4, 5, 6학년

- 과제 1 : 시작(1) → 5 → 4 → 3 → 5 → 2 → 1

- 과제 2 : 시작(1) → 5 → 2 → 3 → 5 → 4 → 1

- 과제 3 : 시작(1) → 2 → 5 → 3 → 5 → 4 → 1

- 과제 4 : 시작(1) → 4 → 5 → 3 → 5 → 2 → 1

※ 모든 과제의 출발은 1번 고깔에서 출발하며, 5번 고

깔을 2회 순환할 수 있도록 배열하 다.

다. 측정 상자 모두는 일차 으로 사  검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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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boys girls

sports gifted children normal children sports gifted children normal children

frequency of 
success% time(sec)

frequency of 
success% time(sec)

frequency of 
success% time(sec)

frequency of 
success% time(sec)

low 78.2(25) 12.40±1.08 46.6(41) 12.99±1.59 72.2(13) 12.80±1.36 43.8(21) 13.05±1.95

high 73.3(22) 11.98±1.58 53.8(50) 12.57±1.54 75.0(15) 12.40±1.52 55.0(22) 12.88±1.73

boys girls

low grade high grade low grade high grade

frequency
χ2 3.932 2.325 3.429 2.151

p .000* .001* .002* .036*

time
t -1.942 -2.459 -1.401 -1.201

p .021* .034* .044* .053

*p<.05

<Table 2> The comparison of cognitive agility between groups according grades

설명 받은 후 외부에서 기하면서 순서 로 검사에 임

하 다.

라. 상자에게 무작 로 선정된 과제를 3 동안 시각

 방법으로 제시한 후 시작이라는 신호와 함께 1번 고깔

에서 출발하여 과제번호순서 로 고깔을 돌아오도록 하

다.

마. 모든 순서 로 고깔을 돌아온 후 최종 1번 고깔을 

통과할 때의 시간을 측정하 다. 단, 제시한 과제의 숫자

배열(순서)와 다르게 턴을 할 경우에도 실패여부를 알려

주지 않았다.

바. 모든 기록은 성공(S)과 실패(F)로 표시한 후 최종 

소요시간을 기록하 다.

2.4 공간지각력 측정

공간지각력은 운동신경제어와 련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간지각과 타이 을 요구하는 운동수행

에 있어서 개인의 기능차원으로서 하나의 요한 결정요

인이 될 수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인지민첩

성 종목에 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학생들의 공간

지각력 검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공간지각력 측정을 하여 

Delgrande(1987)가 개발한 공간지각력 검사도구를 우리

말로 번역 후 재구성한 최미연(2004)의 검사지를 이용하

다. 공간지각력 각 하  요소들의 내용은 2차원 회 , 

3차원 회 , 반사, 블록의 수, 입체 찾기, 패턴으로 도형 

유추로써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는 총 10분간 

실시하 으며, 채 은 맞은 개수로 하여 체 20  만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지각력 검사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α)= .68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5 자료처리

본 연구에는 개발된 인지민첩성 측정 결과에 한 타

당도 검증을 하여 체격  체력요인별 결과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아울러 공간지각력과도 상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기 체력  인지능력과의 계를 알아

보았다. 한 본 연구에서 KOSTASS 수를 바탕으로 

선발된 체육 재 학생들과 비 재학생들간의 비교를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  유

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3.1 인지민첩성 성공 빈도 비교

체육 재와 비 재 학생간 인지민첩성 성공빈도  

소요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결

과  체육 재 그룹의 인지민첩성 성공빈도는 학년과 

고학년이 각 각 78.2%, 73.3%로써 비 재 그룹의 성공률

(46.6%, 53.8%)보다 통계 (χ2=3.932, 2.325)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아울러 여학생들의 인

지민첩성 결과에서도 학년과 고학년 모두 체육 재 그

룹의 성공빈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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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grade group
throw-bas
ketball sit-up half-squat

standing 
long jump PACER 50m-run side step

sitting and 
reach

boys

low
sports gifted 0.403 0.400 0.168 0.189 0.366 -0.408* 0.451* 0.169

normal 0.401 0.333 0.315 0.284 0.483 -0.315 0.302 0.391*

high
sports gifted 0.207 0.513 0.511 0.479* 0.131 -0.559* 0.567* 0.125

normal 0.327 0.399* 0.370 0.401 0.340 -0.493* 0.450* 0.466

girls

low
sports gifted 0.385* 0.443 0.160 0.181 0.467* -0.396 0.412* 0.244

normal 0.422 0.427 0.227 0.196 0.346 -0.330 0.481 0.229

high
sports gifted 0.462 0.501 0.402* 0.370* 0.460 -0.531* 0.552* 0.172

normal 0.106 0.440 0.438 0.469 0.188 -0.484* 0.409* 0.197

total

boys

low grade 0.423 0.388 0.263  0.258  0.446  -0.341  0.398  0.301  

high grade 0.279 0.468 0.453 0.452 0.248 -0.514* 0.521* 0.308 

total

girls

low grade 0.393 0.424 0.183 0.178 0.396 -0.374 0.436 0.226 

high grade 0.377 0.442 0.286 0.312 0.425 -0.424* 0.452* 0.376 

*p<.05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cognitive agility by group(r)

sex grade group height sitting height weight girth of chest %fat

boys

low
sports gifted 0.154 0.450 0.205 0.454 0.337 

normal 0.248 0.330  0.412  0.370  0.453  

high
sports gifted 0.440 0.454  0.108  0.541  0.156  

normal 0.366 0.453  0.502  0.378  0.311  

girls

low
sports gifted 0.145 0.335  0.265  0.463  0.437  

normal 0.157 0.343  0.212  0.343  0.371  

high
sports gifted 0.335 0.418  0.208  0.513  0.431  

normal 0.433 0.358  0.218  0.531  0.158  

total

boys

low grade 0.254 0.354  0.273  0.376  0.359  

high grade 0.370 0.485  0.336  0.491  0.265  

total

girls

low grade 0.456 0.418  0.269  0.424  0.198  

high grade 0.118 0.370  0.270  0.434  0.435  

*p<.05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que and cognitive agility by group(r)

(p<.05). 하지만 인지민첩성을 성공한 학생들에 한 총

소요시간의 경우 남학생 학년과 고학년 모두는 비 재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p<.05), 여학생은 학년 

체육 재 그룹의 총 소요시간이 비 재 그룹보다 유의하

게 높았을 뿐(p<.05), 고학년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p>.05), 다만 체육 재그룹의 소요시간

이 약 0.4  정도 더 빠른 경향만을 보 다.

3.2 인지민첩성과 체격과의 상관결과

<Table 3>은 체육 재와 비 재 그룹별로 인지민첩

성과 체격요인과의 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모든 

체격요인은 인지민첩성 요인과 유의한 상 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3 인지민첩성과 체력과의 상관결과

그룹별 체육 재 선발을 한 기 체력결과와 인지민

첩성과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체력요인별 상 분석

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결

과  농구공던지기는 여자 학년 체육 재 그룹에서 

유의한 상 성을 보 으며, sit-up은 남자 고학년 비 재 

그룹에서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다(p<.05). 하 스쿼

트와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남녀 고학년 체육 재 그룹

에서 유의한 정  상 성이 나타났다(p<.05). 반면 

PACER는 여자 학년 학생들에게서 유의한 장  상

성이 나타났으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 학년 남자 

비 재 그룹에서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하지만 50m 

단거리 달리기의 경우 남자 체육 재 학년과 고학년 

모두 유의한 부 상 성이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고

학년에서 체육 재와 비 재 모두 유의한 부 상 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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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체육 재 그룹의 상 성(r=-.531)이 비 재 그

룹(r=-.484)보다 높은 상 성을 보 다(p<.05). 사이드스

텝과의 상 결과에서도 50m 달리기와 유사하게 남녀 모

든 체육 재 그룹에서는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으며, 

그  남자 고학년과 여자 고학년의 상 성이 학년보

다 높은 상 성을 보 다(p<.05).

3.4 공간지각력 비교

본 연구에서는 기 체력 이 외 학생들의 인지능력과 

련이 있는 공간지각력 검사를 실시하 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결과  남녀 모든 학년에서 

체육 재 그룹과 비 재 그룹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다만, 남녀 모든 학년에서 체

육 재 그룹의 공간지각력 평균이 비 재 그룹의 공간지

각력 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 으며, 특히 학년보다

는 고학년에서의 재그룹과 비 재 그룹간 평균차이가 

학년보다 더 큰 경향을 보 다.

sex grade group Mean±SD t p

boys

low
sports gifted 8.52±3.35

1.020 .595
normal 8.49±3.40

high
sports gifted 14.50±3.59

2.965 .052
normal 13.62±3.66

girls

low
sports gifted 8.20±3.05

0.956 .732
normal 8.12±2.96

high
sports gifted 13.99±3.65

2.569 .199
normal 13.28±3.48

*p<.05

<Table 5> Comparison spatial skills between
groups

3.5 인지민첩성과 공간지각력의 상관결과

남녀 학년별 체육 재 그룹과 비 재 그룹간 공간지

각력과 인지민첩성 결과와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

다. 결과  남녀 고학년 체육 재 그룹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다(p<.05). 체육 재와 비 재 

그룹을 합산한 체 결과에 있어서도 남녀 모두 고학년

에서 각 각 r=.422, .440의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다

(p<.05). 하지만 학년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상

성이 없게 나타나는 등 남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상

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달랐다.

sex grade group cognitive agility(r)

boys

low
sports gifted .461

normal .455

high
sports gifted .506*

normal .359

girls

low
sports gifted .499

normal -.015

high
sports gifted .478*

normal .409

boys
low grade .469 

high grade .422

girls
low grade .228 

high grade .440

*p<.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gility
and spatial skills(r)

4. 논의 

아동에 한 운동능력은 1차 인 기 체력뿐만 아니

라 이러한 운동능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과제에 한 

빠른 습득능력 한 요한 부분이 된다[10]. 이는 상

자마다 새로운 과제에 한 처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제에 한 해결능력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근골격계의 발달보다 신경계

의 발달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21] 아동들의 운동능

력으로 신경계 작용에 의한 응력, 교치성, 운동학습능

력에 한 평가 한 요구된다[2]. 이러한 신경계-운동반

응과 련하여 시각  정보와 운동능력을 연결한 시각-

운동통합은 시지각을 통해 결정된 정보를 추신경계가 

운동신경계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능력으

로써 인체 움직임에 있어서 핵심 인 기능이다. 즉, 시각

-운동통합 능력은 인지기능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며, 발달 장애나 만성질환에 의한 인지기능 하여부를 

단하는데 유용한 변수로도 활용되고 있다[14]. 그러므

로 이러한 시각-운동통합 능력은 기존의 체격  체력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 심이 아닌, 뇌활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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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software)을 바탕으로 운동신경계의 실천이 이

루어지는 통합 인 능력이기 때문에 체육 재 조건을 충

족시키기 해 요구될 수 있다. 선행연구  체육 재의 

별 조건으로써 지능  응력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4], 한 스포츠 재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지능을 포함함으로써[6] 지  수행능력에 

한 평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 재 선발을 한 선발종목

으로써 기 체력능력 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인지능

력을 복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종목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종목에 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인지민첩성 결과에 한 타당

성을 알아보고자 체육 재와 체육 재에서 탈락한 남녀 

등하생들에 한 기록을 비교했다. 그 결과, 체육 재 

그룹의 성공횟수와 소요시간이 비 재 그룹보다 유의하

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 체육 재

와 비 재 집단의 구분기 으로써 기존의 체력요인별 결

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KOSTASS 종목 합율을 사용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민첩성 결과에서 체육 재 집

단에서 높은 성공빈도와 짧은 소요시간을 보인 것은 기

체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시각  정보에 의한 인지  

신체반응 단계가 보다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단된

다. 특히, 체력과의 상 결과에 있어 여러 체력요인과 학

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 성을 보 으며, 그  50m 

달리기와 사이드스텝과의 계에 있어 남녀 학년과 고

학년 체육 재 집단에서 인지민첩성과 유의한 상 성을 

보인 것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지민첩성 종목이 학생

들의 민첩성 뿐만 아니라, 근 워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등학생들의 50m 기록의 경

우 7∼10 의 기록으로써 인지민첩성 소요시간(11.98∼

12.40)과 유사한 지속시간을 나타냈다. 하지만 50m 달리

기와 함께 근 워를 평가하는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지

속시간이 1  미만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인지민첩성 지

속시간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 결과  제자

리멀리뛰기 기록과 인지민첩성간 유의한 상 성이 나타

나지 않았던 것은 운동의 지속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

자리 멀리뛰기와 유의한 상 성을 보인 학년이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는 것은 개인이 동작을 생

성하고 특정한 운동과제를 보다 잘 수행하기 해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체력, 기능차원, 신체  자질  심리  

행동  차원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다[9]. 그  정확한 

공간지각과 타이 을 요구하는 운동수행에 있어서 개인

의 기능차원으로서의 시공간능력은 하나의 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3]. 시공간능력이란 공간으로부터 자극을 해

석하고 인식하며, 선행경험과 자극을 연결하여 자극을 

해석하는 능력으로써[15] 공간  특성과 변화를 인지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18]. 이러한 공간지각력은 지각운동 

발달 단계의 기본 인 구성요소이며 올바른 성장발달을 

한 요한 요소  하나이다. 특히 아동의 지각능력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  여러 가지 신체 움직임

(movement)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발달된 공간지각력

은 스포츠를 행하는데 필수 이다. 시공간 능력이 우수

할수록 운동수행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9][20], 공간지

각력은 운동수행능력 특히, 하드웨어가 아닌, 운동신경제

어와 련이 있는 소 트웨어와 한 련이 있을 것

으로 단된다. 특히, 정확한 공간지각과 타이 을 요구

하는 운동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기능차원으로서의 시공

간능력은 하나의 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9]. 

집단별 공간지각력을 비교한 결과에서 남녀 학년별 

체육 재와 비 재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다만, 남녀 고학년 집단간 평균차이에 있어 체육 재 

집단의 공간지각력이 비 재 집단보다 높은 경향만을 보

다. 비록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학년

보다는 고학년 집단에서 공간지각력의 평균차이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간지능을 포함한 다 지능은 

성숙과 련하여 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써[17]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고학년에서 공간지각력이 학년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은 상자의 성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

로써 결국 상자들의 질검사도구에 한 이해력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문을 통한 공간지각력 평가를 

해서는 우선 으로 상자들의 문제의도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학년(2, 3

학년) 학생들의 경우 인성검사에 한 선경험 빈도가 고

학년보다 낮으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지각

력 검사지의 난이도 구성이 낮은 수 에서 높은 수 의 

문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 학생들의 문제

에 한 이해수 이 고학년보다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지각력 검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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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생들의 공간지각력을 평가하기에 난이도가 높았

기 때문에 공간지각력과 인지민첩성과의 상 결과에서

도 모든 학년 그룹에서 유의한 상 성이 없었던 것으

로 단된다. 하지만 학년보다 문서화된 검사지에 

한 이해도가 높았던 고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지민첩

성과 유의한 정 상 성이 나타났던 것은 인지민첩성의 

성공과 소요시간이 학생들의 인지  공간지각력와 계

가 있음을 의미하며, 더욱이 집단간 비교결과에서 체육

재 집단에서만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다. 이는 체

육 재 학생이 일반학생 보다 높은 지능 수를 보유했기 

때문으로써[7],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체육 재 학생들이 

비 재 학생들보다 체력요인 뿐만 아니라 지능  인지능

력 한 우수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인지민첩성 상 계수 값이 공간지각력

과는 r=.478∼50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지민첩성 측정

이 학생들의 공간지각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민첩성 종목인 사이드스텝과는 

r=.412∼.567로 나타남으로써 등학생들의 민첩성 평가

에 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간지

각력과 민첩성 모두 r=.600 이상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높

은 상 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

게 제시한 과제가 숫자로만 제한됨에 따라 상자들의 

특성(숫자에 한 친 도 등)이 연구결과에 향을 주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울러 문서로 구성된 공

간지각력 검사지에 한 문제 이해도 차이가 상자들의 

공간지각력을 평가하기에 앞서 요구되는 조건이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지민첩성 검사가 학년보다

는 4학년 이상 등학생의 운동능력으로써 공간지각력과 

민첩성을 통합하여 평가하기에 합한 측정종목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체육 재를 별하는 종목으로써 

인지능력과 함께 체력요인을 통합하여 평가하기 한 측

정방법을 개발함에 있다. 이를 하여 숫자배열로 구성

된 시각  정보를 짧은 시간동안 인지한 후 인지된 정보

에 한 반응능력으로써 제시된 숫자배열의 순서 로 콘

을 빠르게 돌아오도록 함으로써 과제성공여부(인지력)와 

함께 총 소요시간(민첩성)을 인지민첩성 결과로 기록하

다. 개발된 인지민첩성에 한 타당도 검증을 하여 

2012∼2013년까지 체육 재교육과정에 지원한 2∼6학년 

등학생 369명(체육 재와 비 재 포함)을 상으로 체

격  체력, 인지민첩성 측정을 실시하 다. 아울러 상

자들의 인지능력요인으로써 공간지각력도 함께 측정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지민첩성 성공빈도와 소요시간은 남녀 학년과 고

학년 체육 재 집단이 비 재 집단보다 우수했다

(p<.05).

2. 인지민첩성과 모든 체격요인간 상 성이 없었지만 남

녀 학년과 고학년 체육 재는 인지민첩성이 우수할

수록 50m달리기와 사이드스텝 기록이 높았다(p<.05).

3. 남녀 학년별 체육 재와 비 재간 공간지각력은 차이

가 없었지만(p<.05), 고학년 체육 재 집단이 비 재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

4. 인지민첩성은 남녀 고학년 체육 재 집단에서 공간지

각력과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다(p<.05).

이상의 결과들은 개발된 인지민첩성 평가종목이 등

학교 남녀 학생들의 인지력과 민첩성을 통합 으로 평가

하기에 합한 종목으로써 기 체력 능력뿐만 아니라 인

지  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통합  평가방법으로 

단된다. 다만, 차 후 연구에서는 학년별 수 을 고려하

여 제시되는 과제형태로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색깔, 사물배열)의 과제구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상자

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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