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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비디오 댄스게임(DDR)
수행능력과 신체 운동능력과의 관계*
김도윤** · 홍희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으로써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한
비디오게임(DDR) 참여시 DDR 게임의 숙련도는 어떠한 운동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를 알아봄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운동수행능력이 우수
한 학생집단과 우수하지 않은 학생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DDR 게임 점수
와 기초운동능력으로써 전신반응속도(빛), 공간지각능력 및 기초체력과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고학년 우수운동집단의 DDR
점수가 비우수 운동집단보다 높았다. 둘째, 전신반응속도와 공간지각능력은 남녀
학년별 우수운동집단과 비우수운동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셋째, DDR 점수는 남녀
고학년의 전신반응속도와 부적상관성이 있었으며, 참여 학생들의 민첩성이 좋을
수록 DDR 점수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DDR 점수는 남녀 고학년의 공

간지각능력과 정적상관성이 있었으며, DDR 게임을 통해 대상자들의 공가지각능
력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모든 기초체력 하위요인은 DDR 점수와 상
관성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DDR 게임 점수를 통해 대상자들의 근신경적 반
응 및 인지적 공간지각력과 같은 대상자의 질적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인
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여가활동의 형태로 신체형 DDR
게임의 지속적인 참여는 학생들의 민첩성, 공간지각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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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참여자의 필요나 목적보다는 신체활동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 대상자들의 지속적 참여 동기를 크게 증가시킨다(Barr-Anderson et al.,
2008; Coulter & Woods, 2011; Motl et al., 2001). 즉, 신체활동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은
어린 연령대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꾸준한 신체활동 참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Scanlan & Simons, 1992). 특히,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소아 청소년기 비만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법이 되므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찾고자
노력하였다(Gao et al., 2013; Gao et al., 2011; Lee, 1997; Sallis et al., 2012). 그 중 Gao
et al.(2011)은 신체활동이나 체육수업 중 교수학습 형태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즐거움과
참여 동기, 의욕 등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체육의 무용수업에서 교사에 의한
지식전달과 학습과정이 포함되는 수업 방식보다 비디오 게임(DDR)을 활용한 댄스수업에
서 초등학생들의 즐거움과 참여의욕이 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Gao et al., 2013),
Duncan an Dick(2012) 또한 비디오게임을 활용한 신체활동 시간이 좌업식 게임이나 실
외 신체활동 보다 높은 즐거움과 유희수준을 보였다고 하는 등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체
활동 참여를 위한 즐거움과 유희 등이 매체를 활용한 학습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고경진 등(2010)은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과 문화예술참여활
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미디어를 통한 게임활동에 대한 여가 참여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청소년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88.9%)을 차
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청소년층
의 경우에도 여가활동의 주체로써 변화기로에 놓인 여가생활의 다원화 및 확대가 필요
함을 의미한다(고경진 등, 2010).
2000년대부터 IT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게임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능성게임
의 장르별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현실적 운동 방법과
달리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새로운 체험형 비디오 게임의 개발이 크
게 증가하였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만든 대화형 시뮬레이션(interactive simulation)으로써(Rizzo &
Buckwalter, 1997), 대표적인 체험형 비디오 게임으로 음악과 화면신호에 맞춰 스텝을 맞
추는 댄스게임(DDR : Dance Dance Revolution)이 있다. DDR 게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는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대화형 비디오 매체장비를 이용하여 신체적 활동을
통한 정보입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참여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 20 -

초등학생의 비디오 댄스게임(DDR) 수행능력과 신체 운동능력과의 관계
에 있다(Hayes, 2011; Molina, 2004). 특히, DDR 게임은 음악에 맞춰 시각적 신호에 반응
하는 빠른 신체(발)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Mohnsen, 2005), 아동들의 재미와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형 게임형태로 제안된 바 있다(Gao, 2012; Trout & Zamora, 2005). 또한 DDR
게임은 가정용 장비와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인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만아동들의 규칙적인 DDR 게임의 참여방법이 체중조절을 위
한 유산소 운동 형태로 권장되기도 하며(Gao, 2012), Lanningham-Foster et al.(2006)과
Maloney et al.(2008)은 비디오게임이 여가활동으로써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적
의 방법이라고도 하였다.
그 외에도 DDR 게임은 게임 참여자에게 스크린을 통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써 흥미와 재미 위주의 신체활
동 증진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근신경계 장애와 재활을 위한 보조 운동방법으로도 활
용된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에 대한 반응(타이밍)의 정확성은 공받기나 타구 등과 같은
일상적인 운동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유한나 등, 2005), 아동의 운동능력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수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시각적 정보의 이용능력에 대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신체적 운동제
어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장철, 송민옥, 2011). 일반적으로 운동능력의 발달정
도에 따라 타이밍 수행의 정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Anderson et al., 1997; Williams,
1985) DDR 게임과 같이 시각적 정보에 대한 타이밍 수행의 게임형태는 아동들에게 참
여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집중력도 증가시킬 수 있는
타이밍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DDR 게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
심리적 참여동기, 즐거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DDR 게임의 수행수준에
따른 근신경적 반응을 기초로 한 운동능력의 차이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DDR 비디오 게임 수행능력과 근신경
제어 능력을 포함하여 공간지각능력 및 기초체력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여가활동으로써 참여가 가능한 DDR 게임 수행능력이 운동능력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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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DDR 게임 수행능력
과 근신경계 제어능력 및 인지적 공간지각능력, 기초체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2012
년~2013년까지 인천광역시 남녀 초등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남녀 저
학년(2~3학년)과 고학년(4~6학년)별로 KOSTASS 종목적합률(%)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이
상인 집단(이하 우수집단)과 평균 이하인 집단(이하 비우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기량차
이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1. 남녀별 저학년 및 고학년 대상자 인원
남

여

소계

저학년(2~3학년)

120

66

186

고학년(4~6학년)

123

60

183

소계

243

126

369

2. 측정방법
1) DDR 게임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화되어 있는 DDR 비디오 게임을 기본도구로 활용하였다. DDR
게임은 일본 코나미사(Konami Co., Japan)에서 제작된 비디오 게임으로써 기본적으로 스
크린에 화살표모양의 아이콘이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면, 참여자는 타이밍에 맞춰 상하좌
우 스텝패드를 발로 밟아줌으로써 점수가 획득되며, 최종적으로 타이밍에 얼마나 정확하
게 맞췄는지 등으로 종합하여 점수가 나타난다. 이를 위하여 준비된 노트북에 실행프로
그램과 함께 다양한 난이도의 게임종류 및 음악을 함께 설치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입력
장치인 DDR 매트를 연결하여 매트 위에서 실행자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의 난이도는 실행프로그램 중에 저, 중, 고난이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대상자들은 동일하게 가장 낮
은 난이도(상하좌우 방향으로 제한, 8비트의 느린 속도로 진행)와 느린 배경음악(8비트
속도의 동요)을 선택하여 실행하였다.
① 모든 대상자들에게 게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한 후 1회씩 DDR 매트 위에서 연
습을 하도록 하였다.
② 이 후 대상자들의 학습효과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참여자만을 제외한 모든 대기자
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토록 하였다.
③ 대형 50인치의 스크린과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대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향적 효과 또한 최대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④ 게임이 종료된 직 후 게임의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1회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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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DR 게임용 매트
2) 전신반응속도 측정(빛자극)
본 연구에서는 DDR 측정결과에 대해 다른 체력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빛
자극에 대한 전신반응측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전신반응측정기로는 TKK-5408(TAKEI
Co., Japan)을 이용하였다. 측정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측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 1회
연습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대상자들은 발판 위에 양발을 올려 대기한
후 앞의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양발을 발판의 밖으로 이동시키며, 결과는 최
종 양 발이 발판에서 떨어질 때의 시간이 측정되며, 소수 셋째자리까지 기록토록 하였
다.

그림 2. 전신반응속도(빛자극) 측정
3) 공간지각능력 검사
공간지각능력은 운동신경제어와 관련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간지각과 타
이밍을 요구하는 운동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기능차원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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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장혜욱,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공간지각력 측정을 위하여
Delgrande(1987)가 개발한 공간지각력 검사도구를 우리말로 번역 후 재구성한 최미연
(2004)의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공간지각력 각 하위 요소들의 내용은 2차원 회전, 3차원
회전, 반사, 블록의 수, 입체 찾기, 패턴으로 도형 유추로써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검사는 총 10분간 실시하며, 채점은 맞은 개수로 하여 전체 20점 만점으로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지각력 검사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α)= .681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표 2. 공간능력검사 하위요소별 문항 수 및 번호
하위 요소

문항수

문항 번호

2차원 회전

4

1, 2, 3, 6

3차원 회전

3

4, 5, 7

반사

2

8, 9

입체찾기

5

10, 11, 15, 16, 17

블록의 수

3

12, 13, 14

패턴으로 유추

3

18, 19, 20

계

20

4) 기초체력검사
① 앉아 농구공던지기
엉덩이, 등, 머리를 벽에 기대어 양 다리를 편 상태로 앉는다. 농구공 던지기의 자세
는 농구의 체스트패스의 자세로써 두 손을 이용하여 가슴에서부터 공을 멀리 던지도록
하였다. 이때 팔과 어깨 근육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붙였던 엉덩이, 등, 머리는 계속에서
벽에 기댄 자세를 유지토록 하였다. 벽에서부터 농구공이 처음 바운드 된 지점까지의 거
리를 cm단위로 기록하며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② 제자리멀리뛰기
설치된 구름판 위에 선을 넘지 않도록 올라선 후 점프를 위한 상체준비동작과 함께
최대한 멀리 뛰도록 하였다. 기록은 구름판과 가장 가까운 착지지점까지의 거리(cm)를
측정하며 총 2회 실시하였다.
③ 50m 달리기
‘제자리’ 구령에 맞춰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신호를 기다린 후 깃발신호에 의
해 출발토록 하였다. 기록은 0.01초 단위까지 기록하였으며 1회 실시하였다.

- 24 -

초등학생의 비디오 댄스게임(DDR) 수행능력과 신체 운동능력과의 관계
④ 사이드스텝 테스트
실시 전 보조자에 의한 교육을 받은 후 모든 학생에 대해 연습시간을 제공토록 하였
다. 측정장비로는 TAKEI 사이드스텝 측정 장비를 이용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텝간
거리를 1m로 줄여 실시하였으며 총 20초 동안의 반복횟수를 기록하였다.
⑤ 윗몸일으키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몸통 근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였다.
기본자세로써 무릎각도를 90도로 유지,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목뒤로 마주잡고 실시하
였다. 실시 중 두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아야 하며, 허리반동에 의한 실시는 파울로 간
주, 기록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총 1분 동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⑥ 하프스쿼트 점프
하체 근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하프스쿼트 점프를 실시하였다. 실시동작으로 점프시
양발이 지면과 떨어져야 하며, 양팔의 사용을 금한다. 착지 시에는 대상자별로 무릎 높
이의 고무줄에 엉덩이가 닿아야 1회로 인정토록 하였다. 총 1분 동안 실시하며 총 횟수
에서 파울 횟수를 제외한 기록을 최종기록으로 인정하였다.
⑦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장좌체전굴)
대상자는 양발을 편 상태로 양 발바닥이 측정장비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앉은
후 양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겹치게 한 후 시작지시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장비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도록 하였다. 이때 무릎은 절대 굽혀지
지 않도록 하며 양손을 최대한 뻗은 지점에서 2초 이상 정지된 후 그 지점의 눈금을 읽
어 기록토록 하였다.
⑧ PACER(왕복오래달리기)
본 검사 시행 전 사전 준비된 20m PACER 검사용 음원을 이용하여 출발선에 측정
대상자는 서서 대기하다가 신호음과 함께 20m 거리의 반대편까지 이동을 하며, 다음 신
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 만약,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이 될 경우 운동을 정지하며, 그 때까지의 횟수를 최대 왕복횟수로 기록
하였다.
5) KOSTASS(종목적합률)
2015년까지 실시된 체육영재사업에서는 체육영재선발을 위한 KOSTASS 종목적합률을
이용하였다. 종목적합률은 기초체력 종목의 기록을 입력함으로써 성별 및 학년별로 육
상, 체조, 수영 종목에 대한 종목적합도를 수치화(%)한 결과이다(고병구 등, 2003).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모든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체육영재발굴시스템에 입력, 개인별
KOSTASS 종목접합률(%)을 산출하였으며, 성별 및 학년별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집
단(우수집단)과 평균 이하 집단(비우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25 -

여가학연구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모든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남
녀 학년별로 KOSTASS 기준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의 DDR 게임 점수와 전신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체력 및 KOSTASS 점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간 DDR 점수 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
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DDR 게임 점수 비교
초등학생들의 KOSTASS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으로 구분한
후 DDR 점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결과 중 남녀 저학년의 경
우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간 DDR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학년의
경우

남학생들은

KSOTASS가

높은

우수집단의

경우

평균

430.61(±87.87)점으로써

KOSTASS가 낮은 비우수집단(300.23±82.63)보다 100점 이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학생들도 남학생과 유사하게 우수집단의 DDR 평균 점수가 비우수집단보다
100점 이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학년 남녀학생들에게서 KOSTASS 점수
가 높은 우수집단의 DDR 점수가 비우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KOSTASS 기준 우수집단 Vs. 비우수집단간 DDR 게임 점수 비교
성별

학년
저학년

남자
고학년
저학년
여자
고학년

집단 구분

DDR 점수

우수집단

321.49±62.23

비우수집단

294.31±72.41

우수집단

430.61±87.87

비우수집단

300.23±82.63

우수집단

215.52±94.93

비우수집단

203.71±89.53

우수집단

445.88±76.28

비우수집단

331.54±65.7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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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2.525

.119

7.441

.019*

1.043

.345

5.57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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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반응속도(빛자극) 비교
KOSTASS 기준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의 전신반응 속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남녀 저
학년과 고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남녀 고학년의 전신반응속도
에 있어 우수집단이 비우수집단의 전신반응속도보다 빠른 경향만을 보였으며, 아울러 저
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우수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는 등 여자 저학년
학생을 제외하고 저학년 남학생과 고학년 남녀에서 우수집단의 전신반응속도가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표 4. KOSTASS 기준 우수집단 Vs. 비우수집단간 전신반응속도(빛자극) 비교
성별

학년
저학년

남자
고학년
저학년
여자
고학년

집단 구분

전신반응속도(0.1sec)

우수집단

336.61±82.61

비우수집단

401.24±83.53

우수집단

329.14±81.78

비우수집단

341.35±70.24

우수집단

432.00±178.19

비우수집단

424.28±210.09

우수집단

344.33±78.99

비우수집단

375.25±92.37

t

p

2.751

.055

2.420

.072

1.924

.398

2.034

.121

*p<.05

3. 공간지각능력 비교
KOSTASS 평균 점수 기준으로 남녀 학년별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의 공간지각력 점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다만,
남자 고학년의 경우 우수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약 1.0 정도 더 높은 공간지각력 점수를
보였으며, 고학년 여학생은 우수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평균 약 0.7점 이상 높게 나타나
는 등 남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게서 KOSTASS 기준 우수집단의 공간지각력 점수가
비우수집단보다 높은 경향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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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OSTASS 기준 우수집단 Vs. 비우수집단간 공간지각능력 비교
성별

학년
저학년

남자
고학년
저학년
여자
고학년

집단 구분

공간지각능력 점수

우수집단

8.52±3.35

비우수집단

8.49±3.40

우수집단

14.50±3.59

비우수집단

13.62±3.66

우수집단

8.20±3.05

비우수집단

8.12±2.96

우수집단

13.99±3.65

비우수집단

13.28±3.48

t

p

1.020

.595

2.965

.052

0.956

.732

2.569

.199

*p<.05

4. 기초체력 비교
다음의 <표 6, 7>은 남녀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의 집단간 기초체력을 비교한 결과
이다. 결과 중 저학년과 고학년 남녀 학생 모두에서 KOSTASS 점수가 높은 우수집단의
모든 기초체력이 KOSTASS 점수가 낮은 비우수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 중
저학년 남학생의 경우 농구공던지기와 제자리멀리뛰기, PACER, 사이드스텝테스트 그리
고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에서 우수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반면,
저학년 여학생은 농구공던지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PACER, 좌전굴에서 우수
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고학년의 경우 남녀 모두 농구공
던지기, 윗몸일으키기, 하프스쿼트 점프, 제자리멀리뛰기, PACER, 사이드스텝테스트에서
우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p<.05), 남학생들은 앉아윗몸앞

으로굽히기 결과에서도 우수집단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전체적으로 저학년보다는 남녀 고학년에서 KSOTASS 점수가 평균 이상인 우수집단이
비우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항목의 빈도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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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녀 저학년 우수집단 Vs. 비우수집단간 기초체력 비교
저학년

남학생

여학생

우수집단

비우수집단

우수집단

비우수집단

농구공던지기(cm)

288.83±15.74*

256.73±14.13

276.67±37.55*

241.29±19.65

윗몸일으키기(회)

41.33±3.61

37.73±2.49

40.00±1.00*

30.00±4.05

하프스쿼트(회)

47.67±2.19

40.36±3.45

53.00±3.21

52.86±4.76

제자리멀리뛰기(cm)

207.50±10.57*

148.09±5.26

142.33±4.37*

135.43±3.60

PACER(회)

38.17±4.72*

29.73±2.76

39.33±4.48*

20.14±1.81

50m달리기(초)

9.46±0.11

9.91±0.20

10.02±0.47

10.76±0.22

사이드스텝(회)

30.17±1.49*

28.73±0.85

28.00±1.00

25.86±1.10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10.43±0.51*

9.28±1.32

15.47±3.43*

9.43±1.32

*p<.05

표 7. 남녀 고학년 우수집단 Vs. 비우수집단간 기초체력 비교
고학년

남학생

여학생

우수집단

비우수집단

우수집단

비우수집단

농구공던지기(cm)

474.86 22.46*

±

422.40 33.27

윗몸일으키기(회)

56.29 2.20*

±

39.40 2.58

하프스쿼트(회)

75.00 3.30*

±

52.40 6.42

제자리멀리뛰기(cm)

186.57 5.81*

166.80 3.34

PACER(회)

57.71 5.67*

±

49.20 7.92

50m달리기(초)

8.73 0.22

±

8.99 0.27

±

사이드스텝(회)

44.00 1.21*

±

35.80 1.24

40.20 2.27*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10.71 2.17*

±

3.74 3.90

±

14.44 2.06

±

±

446.00 23.79*

±

388.00 58.61

±

59.00 1.14*

±

47.20 2.48

±

78.00 5.50*

±

56.60 3.14

±

±
±

±

±
±
±
±

174.80 8.56*

148.00 12.63

52.80 5.65*

±

34.40 3.70

8.99 0.16

±

9.38 0.18

±

34.40 1.40

±

±

±

±
±

12.86 2.72

*p<.05

5. DDR 게임 점수와의 상관성
학생들의 DDR 점수와 전신반응 그리고 공간지각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
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결과 중 남녀 학생 모두 저학년은 DDR 점수와 전신반응속도 그리고 공간지각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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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지만, 고학년의 경우 KOSTASS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 모두 DDR
점수는 전신반응속도와 공간지각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p<.05). 그 중 공간지각력
보다는 전신반응속도와의 상관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고학년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DDR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신반응속도가 빨랐음을 의
미하는 결과로써,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상관정도가 더 높았다. 반면, 공간지각력의
경우 남녀 고학년에게서 DDR 점수와 정적상관성이 있었지만 전신반응속도보다는 상관
정도가 낮았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정적상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남녀
성별에 따라 상관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8. DDR 점수와 전신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간 상관성(r)
성별

학년
저학년

남자
고학년

저학년
여자
고학년

구분

전신반응

공간지각력

우수집단

-0.432

.334

비우수집단

-0.401

.105

우수집단

-0.623*

.442*

비우수집단

-0.601*

.417*

우수집단

-0.536

.650

비우수집단

-0.493

.588

우수집단

-0.611*

.367*

비우수집단

-0.595*

.359*

*p<.05

다음의 <표 9>는 남녀별 DDR 점수와 기초체력 요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KOSTASS 기준 집단별 DDR 점수와 기초체력 하위요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고학년의 우수집단의 사이드스텝 테스트와 DDR 점수간 유의한 정적 상관성
이 있었다(p<.05). 하지만 그 외 모든 기초체력 하위요인들과 DDR 점수간 유의한 상관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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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DDR 점수와 기초체력 요인간 상관성(r)
성별

학년
저학년

남자
고학년

저학년
여자
고학년

구분

농구공

sit-up

하프

제멀

PACER

50m

사이드

좌전굴

우수집단

0.197

0.390

0.226

0.221

0.242

0.032

0.401

0.355

비우수집단

0.277

0.416

0.368

0.280

0.249

-0.049

0.294

0.520

우수집단

0.475

0.090

0.117

0.457

0.425

-0.033

0.519*

0.320

비우수집단

0.413

0.354

0.524

0.423

0.454

0.032

0.447

0.547

우수집단

0.108

0.410

0.220

0.125

0.146

-0.049

0.322

0.449

비우수집단

0.205

0.295

0.222

0.173

0.142

-0.033

0.251

0.348

우수집단

0.431

0.484

0.229

0.455

0.423

0.032

0.531*

0.691

비우수집단

0.400

0.121

0.174

0.403

0.434

-0.049

0.499

0.388

농구공 : 농구공던지기 / 하프 : 하프스쿼트점프
텝테스트 / 좌전굴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멀 : 제자리멀리뛰기

/ 50m : 50m

달리기

/

사이드 : 사이드스

*p<.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으로써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한 비
디오게임(DDR) 참여시 DDR 게임의 숙련도는 어떠한 운동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봄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KOSTASS 기준 운동수행능력이 우
수한 우수집단과 우수하지 않은 비우수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DDR 게임 점수와
기초운동능력으로써 전신반응속도(빛), 공간지각능력 및 기초체력과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중 저학년의 경우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간 DDR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녀 고학년(4학년 이상) 우수집단의 DDR 점수가 비우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DDR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운동능력
의 발달정도에 따라 타임이 수행의 정확성이 달라지며, 특히 아동들의 타이밍 수행오차
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감소(Anderson et al., 1997; Wiliams, 1985) 되기 때문으로 본 연
구에서의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 어린 연령으로 인하여 DDR 수행능력의 차이가 유발될
수준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학년 우수집단의 DDR
점수가 비우수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DDR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활동의 특성
중 반응속도, 민첩성 및 공간지각력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성호 등(2009)은
DDR게임이나 댄스센트럴2와 같은 비디오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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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ion)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DDR 점수와 전
신반응속도와의 상관결과에서도 남녀 고학년 집단에게서 유의한 부적상관성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빛에 대한 전신반응속도는 시각적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빠르게 전신근육이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민첩성과 높은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Alan, 2009) 본
연구의 남녀 고학년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의 부적상관 결과는 DDR 점수가 높을수록
빛에 대한 신체반응속도가 낮으며, 이는 결국 민첩성이 우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DDR
게임의 점수는 참여 학생들의 민첩성 발달 수준을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질적 요인으로써 공간지각능
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된 공간지각능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별 공
간지각능력을 측정한 후 DDR 게임점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신반응
속도 결과와 유사하게 고학년 남녀에게서 DDR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이는 DDR 게임 점수가 높을수록 공간지각능력이 우수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Jing et al.(2007)은 공간지각력이 낮은 여성이 신체활동 비디오게임을 수행한 직후 공간
지각력이 상승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공간지각능력이 우수하
기 때문에 DDR 게임 점수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지각력이란 공간으로부
터 자극을 해석하고 인식하며, 선행경험과 자극을 연결하여 자극을 해석하는 능력
(Delgrande, 1987)으로써 공간적 특성과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NCTM, 2000).
특히, 정확한 공간적 지각과 타이밍을 요구하는 운동장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간지각능
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박상범 등, 2000), 시공간 능력이 우수할수록
운동수행능력이 우수하다(장혜욱, 1992). 또한 Synder(1977)은 공간지각능력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간 정신회전과제 해결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공간능력이 우수한 집단에서
과제의 처리속도가 보다 우수했음을 보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KOSTASS의
평균 이상인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간 공간지각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KOSTASS 즉, 종목적합률이 대상자의 질적 요인보다는 전적으로 기초체력과 같은
양적요인을 근거로 체조, 육상, 수영종목에 적합한 체형 및 기초체력 중심의 평가요인이
기 때문으로써 실제 본 연구에서의 DDR 게임점수와 기초체력 요인들과의 상관결과에서
도 민첩성 평가종목인 사이드스텝 테스트만 유일하게 정적 상관성을 보였을 뿐, 그 외
체력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결과 중 KOSTASS 평균을 기준으로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간 전신반응속도 및 공간지각능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체력요인 비교결과에서는 많은 체력요인들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결국 KOSTASS가 기초체력의 양적평가에 근거한 평가기준이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DDR 게임점수와 기초체력 중 유산소운동능력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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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R 왕복횟수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DDR 게임과 같은 신체형
비디오게임의 참여는 유산소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Murphy et al.(2009)는 총 12주 동안의 DDR 게임을 통해 비만아동의 체지방률이 유의하
게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그 외 Madsen et al.(2007), Unnithan et al.(2006), Graf et
al.(2009), Gao et al.(2013), Sallis et al.(2012) 등도 신체활동형 비디오게임을 통해 비만아
동들의 비만요인의 개선, 신체활동량 증가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DDR 점수와 대상자들의 유산소 지구력을 평가하는 PACER간 유의한 상관성
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에서의 DDR 게임 참여형태가 앞선 선행연구들과 다르
기 때문이다. 즉, 앞선 선행연구들에서의 유산소운동 효과는 최대 12주까지의 장기간 반
복된 참여를 통한 누적된 효과로써 본 연구에서의 1회성 참여방법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형 DDR 게임의 점수가 대상자들의 전신반응능력과
공간지각력 그리고 민첩성 평가종목인 사이드스텝테스트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DDR 점수를 통해 대상자들의 근신경적 반응 및 인지적 공간지각력과 같은 대상자의 질
적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인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
가활동으로써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DDR 게임의 참여는 대상자들의 공간지각
력 향상, 전신반응속도 향상 그리고 신체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신체활동
혹은 넓은 의미의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1
회성 참여를 통한 상관분석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DDR 게임 참여를 통한 효과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 후 대상자의 연령별 게임의 난이도 및 참여시간
및 기간에 따른 효과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은 신체활동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 지속적인 참여의 동
기로 작용하기 때문에(Barr-Anderson et al., 2008; Coulter & Woods, 2011; Motl et al.,
2001), 여가활동 형태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형태의 신체활동 프로그
램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
히, 단순한 내용과 신체활동을 포함한 신체형 비디오게임은 참여자로 하여금 쉽게 실증
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보되는 IT 기술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콘텐츠 구성 및 다
양한 신체활동 유발이 가능한 형태의 게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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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of Video
Dance Game(DDR) and Physical Exercise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Kim, Doyoun** ․ Hong, Hee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at kind of athletic ability is related to
game proficiency when participating in DDR video game(dance dance revolution) as a
leisure activ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goal, 369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was with excellent exercise
performance and the other group was not.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DDR
game scores, systemic response rate to light, spatial perception ability and sub-factors
of basic physical fit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DR scores of the
excellent exercise group in the upper grades of male and femal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n - excellent exercise group.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e of systemic reaction and spatial perception ability between excellent group and
non-excellent group of male and female. Third, the DDR scor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ystemic response rate of the upper grades of male and female
groups, which meant the better the agility of participating students, the higher the
DDR score was. Fourth, the DDR sco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patial
perception ability of male and female senior students, which indicated the
development of spatial perception ability through the DDR game. Fifth, all physical
fitness factors had no correlation with DDR scores. These results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evaluating the qualitative factors of subjects such as audiences'
responses and cognitive spatial perception through DDR game scores. In addition, the
continued involvement of DDR games as a type of leisure activity would have more
positive impact on students' agility and spatial perception.

Key Words

video dance game, agility, dance dance revolution, spatial perception
ability, elementary school student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1-358-G00024)
** Inha University(First Author)
*** Seowon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E-mail: hjhj1019@empas.com)

- 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