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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경기력 수준과 작업기억 능력의 관계 검증을 위한 

전전두엽의 혈역학적 분석: A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Study

장태석 PhD, 윤서진 PhD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스포츠과학실�

서  론

운동선수들이 가지는 전문성(expertise)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선수들이 가지는 전문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해서 신경과학적(neuroscience) 접근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 초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숭이에게 반복적으로 

많은 시간의 훈련을 시키면 대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일차 운동영

역(primary motor area)에서 뉴런의 시냅스 형성(synaptogenesis), 발화

율(neuronal firing), 지형의 변화(alterations in topography)가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2,3]. 이는 지속적인 운동수행을 통해서 선수들이 움직

임과 관련된 특정 영역의 뇌 활용능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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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formance level and working memory of athletes 
through behavioral response measurements and hemodynamic measurements of the prefrontal cortex.

METHODS: The study included 12 higher-level athletes, 12 athletes, and 12 non-athletes. The study task was to perform auditory-spa-
tial working memory tasks according to difficulty (1 back, 2 back). Reaction times and hemodynamic changes in the cerebral prefrontal 
cortex were measured using the NIRSIT instrument during task performance.

RESULTS: Behavioral response measurements of the superior players showed faster reaction times in the 1-back and 2-back tasks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and the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cerebral prefrontal cortex showed strong activation in the 
2-back task. 

CONCLUSIONS: In the case of higher-level athletes, it is suggested that working memory ability and motor performance are signifi-
cant, and that working memory ability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in sport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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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역동적인 환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는 운동 기술을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높은 지각 능력을 필

요로 한다[4]. 

선행연구들을 보면 선수와 비선수는 움직임과 관련된 지각 판단 능

력의 차이가 있으며, 선수들은 자극을 인식하고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

이다. 또한 선수들은 움직임에 필요한 지각(perception)과 관련된 기능

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수한 지각 능력은 자극에 대해서 필요한 반응

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필요한 대뇌 영역을 

활용해 지각에 대한 반응을 수행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수들

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뇌의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

ty)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지적 처리를 통해 해당 뇌 기능

의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지과제 수행 시 높

은 수행을 보인 집단은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에 비해 전두엽 영역에 

더 높은 피질의 활성화를 보였으며[5], 높은 인지능력을 가진 전문가는 

낮은 수행자보다 신경효율성(Neural efficiency)이 좋다는 결과를 도출

해 냈다[6].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선수들이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운

동과 관련된 뇌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선수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인지능력 중에서 작업기억이 중요

한 변인임을 언급하였다[7]. 작업기억은 한정된 양의 정보를 일시적으

로 유지함과 동시에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지

각(perception), 장기기억(long-term memory) 및 행동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8], 선수들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다. 실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작업기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에서 간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기억 능

력이 좋은 사람은 이에 대한 주의력을 제어함으로써 정확한 의사결정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9], 사격 수행에서 압박이 발

생할 경우 작업기억 능력이 좋은 선수는 주의력에 대한 조절을 효과적

으로 하였다[10]. 또한 조이스틱 과제, 손가락 탭핑 과제(Finger tapping 

task) 등을 통해 작업기억 능력은 운동기술 습득(motor skill acquisi-

tion)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11,12]. 작업기억은 자극에 대한 정보

를 온라인(online)으로 유지 및 조작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담

당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작업기억 과제 수행 시 전전두엽 

피질(PFC)의 역할에 대해 밝혀냈다[13-15].

위와 같은 인지과제 수행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의 변화를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 를 활용해 차이를 밝혀냈다[16,17]. fNIRS는 시간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

다[18,19]. fNIRS는 비 침습적 방법으로 근적외선을 사용하여 국소조

직의 산소화를 측정하고, 측정에서 나온 산화헤모글로빈(HbO2), 탈산

화헤모글로빈(HHb), 총 헤모글로빈(tHB)의 변화를 통해 결과를 얻는

다[20]. 인간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는 인지과정에서 뇌의 

신경활동이 증가하면 포도당과 산소 소비가 증가하면서 HbO2 농도

가 증가하기 때문에(Matsuyama et al., 2009), 인지과제 수행 시 fNIRS

를 활용하여 뇌의 여러 영역에 대한 반응을 통해 특성을 밝히려 노력

하였다[16,21,22]. 또한 fMRI가 가진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fNIRS의 기

능이 뛰어남을 선행연구에서 입증하였다[23,24]. 

오랫동안 신경영상 관련 연구는 과제 수행 시 뇌 기능이 피험자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차이가 피험자의 행동 수행 차이와 어떤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했다. 이런 연구는 주로 기능을 담당하

는 뇌 영역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뇌가 공간적인 

기능이 구분이 되지만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작은 단위의 복잡한 네트

워크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과제 수행에서 활

성화 되는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뇌의 영역들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은 

양쪽(pair-wisely)의 영역에서 시간적 상관관계의 신경생리학적 변화 혹

은 자극에 의해 유발하는 혈역학적 변동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26]. 

종합해보면, 작업기억의 능력은 선수들의 우수한 경기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대뇌 전전두엽에서 기능

적 연결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경기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와 선수의 작업기억 

능력의 반응시간 차이를 살펴보고, 근적외선 분광분석기를 활용하여 

전전두엽의 좌우뇌의 연결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수선수, 선수, 비선수로 분류

하였다. 또한 선수의 종목은 라켓종목의 선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

수 집단 사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집단은 선수 경력

이 5년에서 10년 이하로,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선

수로 선정하였으며, 선수는 경력이 10년 이하인 선수로 선정하였고, 비 

선수는 선수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은 과거 뇌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교정시력이 1.0 이상의 피험자로 

모집하였다. 피험자는 총인원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집단별로 12

명 씩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과제 및 절차

1) 연구과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수행한 청-공간적 작업기억으로 자극 제시 

화면은 하얀색 바탕에 9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과제는 9개의 공간 

안에 파란색으로 공간적 위치 자극과 알파벳 음성의 청각 자극이 동

시에 제시된다. 청각 음성 자극은 ‘A’, ‘C’, ‘E’, ‘L’, ‘K’ 로 5개의 음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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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되었으며, 피험자는 청각 자극과 공간 위치 자극을 구분하여 이전

에 제시된 자극과 공간이 똑같으면 A를 누르고 이전 자극과 청각 자

극이 똑같으면 L을 선택하는 청공간적 작업기억 1-back 과제를 수행하

였다(Fig. 1). 그 후에 전전 자극과 같으면 반응하는 청-공간적 작업기억 

2-back 과제를 수행하였다(Fig. 1). 피험자는 1회기 20번의 청-공간적 자

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총 3회기 60회의 선택반응을 하였다. 과제

는 1-back 수행 후에 2-back 과제를 수행하였다(Fig. 1).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에서 피험자는 실험에 앞서 실험 전반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듣고 실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공간

적 작업기억 과제 1-back, 2-back을 각각 20회씩 연습을 한 후에 근적외

선 분광 분석기를 착용하여 실험 준비를 마쳤다. 이후 보정작업을 통

해 전전두엽 측정이 원활한지를 확인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1-back 

과제 수행 후 피로를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피험자에게는 충

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준비부터 측정까지는 약 20분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3.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N-back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는 제시되는 자극을 

통해 피험자의 집행, 통제, 파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N은 이전 

자극을 기억해야 하는 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1-back, 2-back 과

제를 수행하였으며, 숫자가 늘어날수록 피험자가 느끼는 과제난이도

는 늘어나게 되고 인지적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단일세포

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표적 자극에 대해서 선택 반응할 때 

자극이 제시된 후 일정한 지연 시간 동안 대뇌 전전두엽에서 활성화 

상태로 남아있는 뉴런이 발견되었다[27]. 본 연구에서의 실험 과제는 

MATLAB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전전두엽의 혈역학적 특성을 측정

하는 장비인 NIRSIT과 호환(Local host-Synk-ip 방법)하여 작업기억 과

제 수행 시 행동반응(반응시간)과 혈역학적 차이를 동시에 측정하였

다. 효율적 행동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반응키를 제외한 다른 키들은 모두 제거하였다. 자극에 대한 반

응시간은 1/1,000초로 측정되었으며, 뇌 혈류량 측정은 NIRS 시스템

(NIRSIT; OBELAB Inc., Korea)을 사용하여 세 집단의 전전두엽의 산소

헤모글로빈의 값을 측정했다. 이 장비는 24개의 소스(laser diodes)와 

32개의 검출기(detectors)가 있으며, 8.138 Hz 샘플링 속도에서 과제 수

Fig. 1. auditory-spatial working memory task (N-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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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소스와 검출기 사이 간

격을 3 cm로 설정한 후 48채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장면은 

Fig. 2와 같다.

4. 분석방법

1) 반응시간 데이터 처리

청-공간적 작업기억 과제 수행 시 1-back, 2-back 각각 60회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자극 제시 후 300 ms에서 다음 자극이 제시되는 1,500 

ms 이전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과제 난이도와 세 집단 사이의 

반응시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

sure으로 분석하였고, 주효과가 나타났을 때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고, SPSS 25.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전전두엽 연결성 데이터 처리

두 집단의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서 전전두엽의 혈류량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서 high-density NIRS (NIRSIT; OBELAB Inc., Korea) 장비

를 사용하였고(NIRSIT; OBELAB Inc.), 780/850 nm대역에서 8.138 Hz 

sampling rate로 설정하였다. 전전두엽의 구체적인 연결성을 보기 위해

서 24개의 sources (laser diodes), 32개의 detector, 총 48개 채널에서 혈

류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3). 

신호처리를 위해 각각의 파장에서 감지된 광 신호는 밴드패스필터

(bandpass filter) (0.005-0.1 Hz)로 필더링 하였고, 측정 결과 오류를 최

소화 하기 위해서 혈류량(hemodynamics) 데이터를 추출하기 전에 낮

은 수준 채널(poor-quility) (signal-to- noise ratio < 30 dB)은 제외시켰

다. 또한 과제 수행 동안 각 채널의 상대적 혈류량 변화는 modified 

Beer-Lambert law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선수 개별적인 블록 평균

(Block-averaging)을 구한 다음 그룹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였다. 전전두

엽의 기능적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과제 수행 시 모든 채널 사이

의 혈역학적 시간적 상관 강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후 계산된 

전전두엽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밀도(density), 클러스터링 계수(clus-

tering coefficient), 효율성(efficiency)과 같은 네트워크 측정 값을 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세 그룹의 기능적 연결성을 정량적으로 비

교하기 위해서 Racz et al. [28]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관계수에 가중치 

임계 값을 적용하였으며,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해 MATLAB 2018

을 사용하여 뇌 연결성 툴박스(toolbo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29]. 

모든 신호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통계적 연관성(Pearson Correlation)

을 통해 청-공간적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전전두엽의 기능

적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행동반응 결과

우수선수, 선수, 비선수의 행동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공

Fig. 2. Experiment of auditory-spatial working memory task.

Fig. 3. Difference in 1-back (A) and 2-back (B) reaction times by group 
when performing auditory-spatial working memor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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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작업기억과제 수행 시 반응시간을 측정한 하였다. 이에 대해 반

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1-back 과제 수행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 35) =  

3.971, p< .05, η²=.194), 집단 사이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분석에

서 우수선수와 선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2-back 과제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2, 35) =3.989, p< .05, η²=.195), 집단 사이

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 분석 결과 우수선수와 비선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2. 전전두엽 연결성 차이 결과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산소헤모글로빈(oxy-HB)의 수치로 집단 간 차

이를 분석하였다. 

fMRI의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BOLD) 측정에서 산소헤

모글로빈은 탈산소헤모글로빈보다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더욱 잘 반

영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산화헤모글로빈의 수치

를 가지고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30,31]. Fig. 4는 청공간적 작업

기억 과제 수행 시 세 집단의 전전두엽의 기능적 연결성의 통계적 상관

성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1-back 과제에서는 비선수와 선수 집단이 우수선

수 집단보다 기능적 연결성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 

난이도가 높은 2-back 과제에서는 우수선수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기능적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의 기능적 연결성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역치 값을 0부

터 1까지 0.1 간격으로 나눠서 밀도(density) 개수를 구하여 정규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논  의

작업기억 능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고 습득할 때 영향

력 있는 변수이며, 시합 상황에서 압박감, 전술적 의사결정, 운동기술 

습득, 스포츠전문 지식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7]. 운

동선수와 관련하여 이전의 선행연구는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스포츠상황과 관련된 과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선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al results on reaction time by group when per-
forming auditory-spatial working memory task (unit: seconds)

Group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1-back
Non-athletes 12 1.22 ±0.12
Athletes 12 1.23 ±0.13
Excellent- athletes 12 1.11 ±0.95

2-back
Non-athletes 12 1.42 ±0.13
Athletes 12 1.38 ±0.11
Excellent- athletes 12 1.29 ±0.82

Fig. 4. Results of functional connectivity of prefrontal cortex by group when performing auditory-spatial working memor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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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게 익숙한 자극으로 인한 작업기억 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

다는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작업기억 과제를 

사용하여 우수선수, 선수, 비선수로 나눠 일반적인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 국내외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은 인지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선수들의 뇌의 변화를 측정해 

그 특성을 밝히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

억과제 수행 시 우수선수와 선수, 그리고 비 선수 세 집단의 전전두엽 

연결성의 차이 비교를 통해 세계수준의 선수들이 가지는 작업기억 능

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청-공간적 작업기억과제(1-

back, 2-back)를 수행하였으며, 반응시간과 fNIRS를 통해 전전두엽의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반응시간 측정 결과 1-back 과제에서는 우수선수가 선수보다 120 

ms, 일반인보다는 110 ms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고, 2-back 과제에서는 

우수선수가 선수보다 130 ms, 일반인보다는 90 ms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반응시간은 자극이 제시되고 이를 인식한 후 후속행동 반응사

이의 시간을 의미하는데[32],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비선수와 

선수집단은 작업기억 과제 수행 시 반응시간에 대한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으나 우수선수와 두 집단에서는 청-공간적 작업기억 과제(1-

back, 2-back)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억은 자

극이 제시되면 장기기억에서의 정보를 가져와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 시공간 메모장(visuospatial sketch-

pad)의 감각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Cowan, 1988). 본 연구

에서 사용한 N-back 과제 외에 작업기억과 관련된 Stroop 과제[33], 

Negative Priming 과제[34], Enumeration 과제[35], Flanker 과제[36]에서

도 통해서 개인마다 작업기억의 용량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접근하면 우수한 경기 

능력을 갖는 선수는 경기 능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작업기억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반응시간에서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작업기억의 정보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뇌 전전두엽의 혈류역학적 결과에서는 1-back 과제에서는 우수선

수보다 다른 두 집단에서 전전두엽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났

으며, 2-back 과제에서는 우수선수가 다른 두 집단보다 기능적 연결성

이 강하게 나타났다(Figs. 4, 5). 또한 과제 난이도에 따라 기능적 연결성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back 과제 수행 시 나타난 수치에서 1-back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혈류역학적 수치를 뺀 결과는 Fig. 6과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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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보면 우수선수, 선수, 비선수 순서로 기능적 연결성이 강하게 나

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우수한 경기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청-공간적 작업기억 과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높은 효율성

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 기술 수행을 하는 선수들은 훈련 및 기술 습득을 통해 뇌 신경

활성화에 변화를 가져온다[37]. 또한 전문가들은 익숙한(친숙한) 자극

에 대한 인식에 빠르게 반응하여 운동준비(motor preparation)를 하고 

이 후 행동을 수행에 필요한 세밀한 동작을 수행한다[38,39]. 이러한 선

행연구는 선수들이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청-공간적 감각을 많

이 사용하고 발달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작업기억에 기여하는 전전두엽(PFC)의 여러 하위 

영역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

석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정보유형이론’(The type of information theory)이다

[40,41]. 이는 자극 범주에 따라 주도되는 하위 전문화를 지원한다. 이 

이론에서는 Dorsolateral PFC는 공간 기억에 관여하고, Ventral area는 

사물 정보의 기억에 관여하고,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후두엽 영역의 

두 정보 과정 경로(two information-dependent processing pathways)에

서 확장된 개념이다. 이 이론을 인용하면 우수한 운동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연습과 훈련으로 발달된 운동과 관련된 공간지각 능력이 

일반적인 공간 자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반응속도와 전전두엽의 기능적 연결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처리 유형 이론’(type of processing)이다. 이 이론은 

원숭이 단일 대상(single unit)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론을 기반으로 주

장되었으며[42], 이 모델에서는 기억 내용의 특성보다는 기억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작해야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전두엽 영역이 활성

화되는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전두엽의 ventrolateral 영

역은 기억 내에서 정보의 능동적인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dorsolat-

eral 영역은 기억 내에서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조작이 필요할 때 활성

화 된다고 밝혔다. Fig. 4를 보면 1-back 과제 수행 시 우수선수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전두엽의 기능적 연결성이 약하게 나타났으나 

반응은 더 빠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난이도가 낮을 경우에 전

전두엽 각각의 영역에서의 연결 없이 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인지적 부

하가 오는 과제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기능적 연결을 통해 과제를 효율

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mith [25]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주의 집중을 할 

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뇌 연결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의미가 있

으며, 이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많은 뇌 영역들이 연결이 되어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기량을 가지는 선수들의 전전두엽의 차이

를 밝히기 위하여 전전두엽의 연결성과 전전두엽의 48ch 영역에서의 

혈류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뇌의 구조적 네트워

크와 기능적 네트워크는 동일한 구획체계(same parcellation scheme)를 

공유할 경우에 의미 있게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43]. 

본 연구는 우수한 경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청-공간적 작업기억 

수행에 있어서도 선수와 비선수 보다 전전두엽의 기능적 통합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으며, 전전두엽의 구조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는 

높은 과제 효율성을 가져 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종합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는 일반선수와 비선수보다 

일반적인 청-공간적 작업기억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행동반응결과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우수선수가 다른 두 집단보다 1-back, 2-back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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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unctional connectivity minus the 1-back results in 2-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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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두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둘째, 청-공간적 작업기억 과제 수행 시 우수한 능력을 갖은 선수들

과 두 집단에서 혈역학적 차이가 나타났다. 1-back 과제와 2-back 과제 

수행 시 우수선수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전전두엽에서 기능적 연결

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공간적 작업기억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전두엽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운동선수가 가지는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운동수행에서 

필요한 작업기억이 수행에 필수적 요소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선수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전전두엽의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한 연구이다. 이런 결과

를 토대로 실제 운동과 관련된 영역인 운동영역과 보조운동영역 그리

고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피질과의 연결성을 확인한 다면 우수한 선수

들의 뇌의 효율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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