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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운동학 학술지, 2014, 16(4): 23-30. 운동선수 뇌의 구조적 특성. [목적] 운동 학습은 다양한 뇌 부위의 형태적 가소성을 야기하며, 

이는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 증명되어 운동 기술의 훈련에 의한 운동선수 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영상 기술은 살아 있는 사람 뇌의 구조에 관한 비침습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동

선수 뇌의 형태적 가소성에 관한 뇌 영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방법] 이를 위해 운동선수 뇌의 구조적 가소성에 

관한 뇌 영상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결과] 운동 기술의 학습과 뇌의 형태적 가소성 간의 인과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횡단 및 

전향적 연구들은 건강한 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 운동 및 운동 학습에 의해 뇌가 구조적으로 변화한

다는 동물 대상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운동 및 운동 학습은 사람의 대뇌 겉질, 소뇌 및 해마를 포함한 여러 뇌 부위에서의 형태

적 변화를 야기하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장기간의 훈련에 의한 다양한 뇌 부위에서의 형태적 가소성을 보고

하였다. 이는 특정 운동 기술이 고도로 숙련된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자기 종목의 특성에 따라 뇌의 구조적 변화가 야기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글링, 균형 과제, 골프, 시각운동성 회전 과제의 지속적인 연습에 의한 사람 뇌의 형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는 운동학습이 뇌의 형태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운동선수들의 여러 

뇌 부위가 장기간의 훈련에 의해 형태적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며, 운동 기술의 지속적인 훈련이 뇌에 형태적으로 반영

되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뇌의 형태적 변화에 관한 횡단 및 종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주요어 : 운동, 운동 학습, 대뇌 겉질, 소뇌, 해마

서론

사람의 뇌에 관한 연구는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

였지만, 비침습적이며 비교적 해상도가 높은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같은 뇌 영상 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살아 있는 사람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뇌의 구조와 기능의 관

계뿐만 아니라 운동 및 운동 기술의 습득에 의한 뇌

의 형태 및 기능의 변화와 운동 기술의 수준에 따른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산소 운동 및 지속적인 연습을 통한 운동 

기술의 습득에 따른 건강한 사람 뇌의 형태 및 기능

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뇌 가소성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주제로 운동 과학뿐만 아니라 신

경 과학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운동 기술의 지속적인 연습에 의한 사람 뇌

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고도의 협응 능력이 요구되는 저글링

(Boyke et al., 2008; Draganski et al., 2004; 

Driemeyer et al., 2008; Scholz et al., 2009), 균형 과

제(Taubert et al., 2010), 골프(Bezzola et al., 2011), 

시각운동성(visuomotor) 회전 과제(Landi et al., 2011)

의 지속적인 연습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종적(longitudinal) 연구는 운동학습과 뇌의 구조적 변

화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개

월의 복잡한 시각운동성(visuomotor) 과제인 공 3개 

저글링 연습으로 양쪽 시각 겉질(visual cortex) 및 아

래 마루엽 고랑(parietal sulcus)의 회색질(gray matter)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Dragansk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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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7일 동안 공 3개 저글

링을 훈련시킨 연구에서는 시각 겉질, 이마엽(frontal 

lobe), 관자엽(temporal lobe), 띠 겉질(cingulate cortex)

의 회색질이 증가한다고 하였다(Driemeyer et al., 

2008). 9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과 유사하게 3개월의 공 3개 저글링 훈련이 시각 

겉질의 회색질 부피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운동 및 운

동 학습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가 노년에서도 가능

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Boyke et al., 2008). 운동학습

에 의한 뇌 백색질(white matter)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6주의 저글링의 훈련으로 마루엽속 고랑

(intraparietal sulcus)의 백색질의 미세구조를 측정한 

분할비등방성(fractional anisotropy) 값이 증가한다고 

하였다(Scholz et al., 2009).

Taubert 등(2010)은 6주간의 전신 균형 과제 연습으

로 왼쪽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과 양

쪽의 뒤가쪽(dorsolateral) 이마앞겉질(prefrontal cortex)

의 회색질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40-60세의 골프 초

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0시간의 골프 연습

으로 왼쪽 일차운동겉질(primary motor cortex)과 왼 

배쪽(ventral) 운동앞겉질(premotor cortex)의 회색질이 

증가한다고 하였다(Bezzola et al., 2011). 또한, 1주일의 

복잡한 시각운동성 회전 과제의 연습으로 일차운동겉질

의 회색질 부피가 증가하였다(Landi et al., 2011). 이는 

사람의 뇌는 지속적인 연습으로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인 운동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및 경험에 의

해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일반인들의 특정 운동 기술의 연습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스포츠 관련 운동 기술을 훈련하여 운동 및 운동 학

습에 의한 살아 있는 사람 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 최적의 연구 대상자인 운동선수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운동 기술과 관련 있는 뇌 

부위의 부피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특정 운동 기술이 고도로 숙련된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자기 종목의 특성에 따라 뇌의 구조적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종목의 운동 기술을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훈

련해온 운동선수 뇌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운동 및 운동 학습을 통한 뇌 건강 향상, 노인들의 인

지 기능 감소 및 뇌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운동 

학습의 역할뿐만 아니라 뇌 질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연구에 좋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종목의 운동 기술이 고도로 발달

한 운동선수 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

구들을 고찰하여 운동 및 운동 학습이 사람 뇌에 미

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중 뇌의 형태적 가소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운동선수의 뇌

운동선수의 대뇌 겉질

운동선수의 뇌에 관한 연구들은 운동 및 스포츠 관

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습에 의한 사람 대뇌 겉질의 

구조적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골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골프 선수가 

대조군보다 운동앞영역 및 마루엽을 포함하는 이마마

루엽 신경망(fronto-parietal network)의 회색질 부피가 

크다고 하였으며(Jäncke et al., 2009), Jacini 등(2009)은 

엘리트 유도 선수들이 일반 대조군보다 운동 계획 및 

실행에 관여하는 이마엽과 작업 기억 및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이마앞겉질의 회색질 부피가 크다고 하였다. 

전문 다이빙 훈련을 받은 12명의 다이빙 선수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의 

회색질이 대조군에 비해 발달하였다고 하였으며(Wei 

et al., 2009), 유도, 가라데, 킥복싱 등의 무술가를 대

상으로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무술가의 보조운동영

역에 있는 왼쪽 위 이마이랑(frontal gyrus) 및 등쪽

(dorsal) 운동앞겉질의 회색질 부피가 대조군보다 크다

고 하였다(Schlaffke et al., 2014).

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겉질척수로

(corticospinal tract)의 수초형성(myelination) 및 직경

을 반영하는(Beaulieu, 2002) 분할비등방성 값이 대조

군보다 크다고 하였다(Wang et al., 2013). 이는 운동 

기술의 지속적인 훈련 및 새로운 운동 기술의 습득이 

운동 학습과 관련 있는 대뇌 겉질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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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과 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영,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사이클 등의 

장거리 선수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거리 선수

의 보조운동영역에 있는 왼쪽 위 이마이랑 및 등쪽

(dorsal) 운동앞겉질의 회색질 부피가 일반 대조군보

다 크다고 하였고(Schlaffke et al., 2014), 15년 이상 

장거리 달리기 대회에 참여한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이 공간시각 기

능, 운동 제어 및 작업 기억에 관여하는 오른쪽 마루

엽(parietal lobe), 뒤통수엽(occipital lobe)의 회색질 

농도(concentration)와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의 백

색질 농도 및 인지 기능을 증가시키며, 최대산소섭취

량은 마루엽의 회색질 및 이마엽과 뒤통수엽의 백색

질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Tseng et al., 

2013). 이는 장기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노화에 

의한 뇌의 위축 및 인지 기능의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유산소 운동은 노화에 의한 뇌 부피 및 인지 기능

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Lustig et 

al., 2009). 196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판된 18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이마

앞겉질 및 관자엽의 회색질 부피를 증가시킨다고 하

였으며(Colcombe & Kramer, 2003), 60-79세의 건강한 

노인 5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개월의 유산소 

운동이 이마앞 겉질 및 관자엽의 회색질 및 백색질 

부피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Colcombe et al., 2006).

운동선수 대뇌 겉질의 회색질 부피 증가는 시냅스 

생성(synaptogenesis) 및 혈관 형성(angiogenesis)이 백

색질의 부피 증가는 축삭(axonal)의 수초 형성이 반영

된 것으로 여겨진다(Thomas & Baker, 2013). Kleim 등

(1996, 2002, 2004)은 복잡한 운동 기술의 학습은 흰 쥐 

일차운동겉질의 시냅스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운동 및 운동 학습에 의한 뇌의 형태적 변화에 관한 

동물 실험에서는 가지돌기 가시(dendritic spine)의 성

장에 의한 새로운 연접의 형성에 의해 겉질의 회색질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였다(Chklovskii, 2004; Holtmaat 

et al., 2006; Trachtenberg et al., 2002).

30일 동안의 자발적 휠 달리기는 흰 쥐 일차운동겉

질의 혈관 형성을 증가시키며(Swain et al., 2003), 1주

일에 5일, 하루에 1시간 씩 트레드밀 달리기를 5개월

간 한 원숭이는 일차운동겉질의 혈관 부피가 증가했

다고 보고하였다(Rhyu et al., 201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운동에 의한 혈관 부피의 증가 역시 운동선

수의 뇌 부피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는 것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운동선수 대뇌 겉질의 구조적 특

성에 관한 연구들은 운동선수 대뇌 겉질의 회색질 및 

백색질이 형태적으로 발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도 일부 보고되었다. 골프 선수

는 겉질척수로의 백색질 부피 및 백색질의 구조적인 

연결 정도를 반영하는 분할비등방성 값이 대조군보다 

작다고 보고되었으며(Jäncke et al., 2009), 10명의 전문 

발레 댄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앞겉질, 보

조운동영역, 위 이마이랑의 회색질 부피, 겉질척수로, 

속섬유막(internal capsules), 뇌들보(corpus callosum)

의 백색질 부피, 운동앞겉질 백색질의 분할비등방성 

값이 대조군보다 작다고 하였다(Hänggi et al., 2010).

운동선수의 소뇌 및 해마

농구 선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암벽등

반 선수, 배드민턴 선수를 대상으로 대조군과 협응 및 

균형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뇌의 부피를 비교

한 연구들에서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훈련에 의한 사

람 소뇌의 구조적인 발달을 보고하고 있다.

19명의 농구선수와 2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소뇌

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운동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체 소뇌의 부피는 농구선수와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Park et al., 2006), 소뇌를 소뇌 반구와 소뇌

벌레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농구선수의 소뇌벌레 

VI–VII 소엽이 특이적으로 발달하였다고 하였다(Park 

et al., 2009). 이는 소뇌벌레 VI–VII 소엽이 양 손의 

협응을 포함한 운동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

된 운동 기술이 소뇌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지속적인 운동기술의 훈련이 사람 소

뇌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16명의 남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와 18명

의 대조군의 소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쇼트트랙 스피

드 스케이팅 선수의 뛰어난 균형 및 협응 능력에 의해 

오른쪽 소뇌 반구와 소뇌벌레 VI–VII 소엽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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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였다(Park et al., 2012). 또한, 12명의 남자, 

11명의 여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소뇌 

부피 및 균형 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쇼트트랙 스

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소뇌벌레 VI–VII 소엽이 대

조군에 비해 형태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여자 선수들의 

경우 소뇌벌레 VI–VII 소엽이 균형 능력과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Park et al., 2013). 이는 미끄러운 빙

판 위에서의 장기간의 훈련에 의한 균형 능력의 발달

이 소뇌에 구조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적 수준의 암벽등반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암벽등반을 해본 적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소뇌벌레 I-V 소엽이 크다고 하였으며(Di Paola, et al., 

2013), 이는 장기간의 팔-다리 협응 학습이 뇌의 구조

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눈-손의 

협응 및 시공간 지각력(visuo-spatial ability)이 발달한 

배드민턴 선수 뇌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뇌의 오른쪽 앞엽 및 뒤엽의 회색질 부피 및 밀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Di et al., 2012). 이는 배드민턴 

훈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눈-손 협응 동작의 지속

적인 훈련이 소뇌에 형태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

된다. 16명의 스프린트, 높이뛰기 등의 무산소 종목의 

운동선수와 16명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무산소 종목의 선수들이 장거리 달리기 선

수보다 소뇌 앞엽의 회색질 부피가 발달하였으며, 소뇌 

앞엽의 회색질 부피와 발바닥쪽 굽힘(plantarflexion)의 

최대 움직임 속도(maximum movement velocity)와 상

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Wenzel et al., 2014).

운동 및 운동 학습과 소뇌에 관한 동물 연구에서는 

운동이 소뇌의 혈관 형성을 증가시키고, 복잡한 곡예 

운동학습은 소뇌 조롱박세포(Purkinje cells)의 시냅스 

수 및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Black et al., 

1990), 곡예 운동 학습은 소뇌 조롱박 세포의 가지돌

기 가시의 밀도 및 길이를 증가시킨다(Lee et al., 

2007)고 하여 운동학습과 소뇌의 구조적 변화 간의 

인과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운동선수 해마(hippocampus)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영,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사이클 등

의 장거리 선수와 유도, 가라데, 킥복싱 등의 무술가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거리 선수는 무도인 및 일반 

대조군보다 해마 및 해마곁이랑(parahippocampal gyrus)

의 회색질 부피가 크다고 하였다(Schlaffke et al., 2014).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이 

해마의 구조 및 공간 기억(spatial memor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1년의 유산소 운동이 노인

들의 앞쪽 해마 부피를 증가시키며, 증가된 해마의 부

피는 해마 치아이랑(dentate gyrus)의 신경세포 생성을 

중재하는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 derivated 

neurotrophic factor)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Erickson et al., 2011), Pereira 등(2007)은 건강한 성인

이 주 4회 12주간의 유산소 운동으로 신경세포의 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혈관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운동이 해마의 신경세포생성(neurogenesis) 및 혈관형

성을 증가시키며(Cotman & Berchtold, 2002; Pereira et 

al., 2007; Van Praag et al., 1999), 학습 및 기억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 뇌유래신경영양인자를 증

가시킨다는(Neeper et al., 1996) 동물 실험 결과와 유

사하게 유산소 운동이 사람 해마에서의 신경세포생성

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16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산소 

능력과 해마의 부피 및 공간 기억 간에 정적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하였고(Erickson et al., 2009), 1950년에서 

1976년 사이에 출생한 스웨덴 사람 1,221,727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이클 에르고미터로 측정한 심폐

지구력과 인지 기능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였다(Aberg et al., 2009). 또한, Pajonk 등(2010)은 사이

클을 이용한 3개월의 유산소 운동이 정신분열증 환자 

및 건강한 성인의 해마 부피를 증가시키며, 증가된 해

마의 부피가 단기 기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 지구력의 발

달이 학습 및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구조 

및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운동선수의 뇌에 관한 연구들은 장

기간의 훈련에 의해 운동선수가 대조군에 비해 운동 

기술과 관련 있는 특정 뇌 부위가 형태적으로 발달하

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횡단(cross sectional) 연구들로 

지속적인 운동 및 특정 운동 기술의 지속적인 연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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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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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thlete's Brain

Park, In Sung

Kyungil University

KINESIOLOGY, 2014, 16(4): 23-30.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thlete’s Brain. [PURPOSE] Physical training and motor learning 

have been shown to make alterations in regional brain structure and this has been examined by numerous tasks. A growing 

number of morphological studies have demonstrated changes in various structures of athlete’s brain after training. Imaging 

techniques such as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compromise the prospect to explore human brain structure in vivo 

noninvas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summary of neuroimaging studies on morphological plasticity of 

athletes. [METHODS] We reviewed neuroimaging researches of structural plasticity in athlete’s brain. [RESULTS] Cross-sec-

tional and prospective researches revealed strong relationship between motor skill learning and morphological plasticity of the 

brain shedding light on structural changes in healthy brain. Exercises and motor learning have been shown to induce alter-

ations in regional brain structure including cerebral cortex, cerebellum, and hippocampus. Studies looking at various brain 

structures in athletes have also showed athletes had remarkable experience-dependent plasticity. These results appear consistent 

with animal studies showing training-dependent morphological changes. [CONCLUS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thlete 

is involved in the plastic structural changes in various brain structures. Such morphological plasticity may reflect specific expe-

riences of long-term training and practice of sports skills. This study offers a summary of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tud-

ies on morphological change of the human brain in athletes.

Key words : exercise, motor learning, cerebral cortex, cerebellum, hippocampus


	초록
	서론
	운동선수의 뇌
	운동선수의 대뇌 겉질
	운동선수의 소뇌 및 해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