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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게임놀이활동이 학령기 지 장애아동의 주의력 련 뇌 ,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지 장애로 진단 받은 학령기 아동 6명으로 게임놀이활동을 주 

2회, 50분씩 총 12회기 실시하 다. 연구결과 게임놀이활동을 받은 실험군(p<.05)에서 재 후 주의력 련 뇌

(알 , 베타 )와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

서는 주의력 련 뇌  알 와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보

여주었으며(p<.05), 베타 에서는 집단 간 변화의 차이가 없었다(p>.05). 이처럼 게임놀이활동은 지 장애 아동

이 흥미롭게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에서 지 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문제의 방과 치료에 보다 효과

으로 활용 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me play activities on EEG, social skills and self-control in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ubjects with intellectual disabilties were divided by control group(n=3) and the experimental group(n=3). In a period of 

6 weeks, they took game play activities for 50 minutes 2 times a week. As a result, in EEG(α-wave, β-wave), social skills and self-control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erimental group(p<.05). And in α-wave, social skills and self-contro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between group(p<.05). But, in β-wav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etween group(p>.05).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ame play activities on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ould improve EEG, social skills and self-control. Accordingly, 

game play activities are judged to be used for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prevent problem and to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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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사회  동물이므로, 사회에서 타인과 

하게 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회 응에 요

한 요소이다. 유아기를 지나면서 인간은 언어 · 비언

어 인 모방을 통해 생활의 경험을 배우게 되고, 성장

하게 되며, 성장과 성숙을 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습을 한 주의가 필요하다[1].  
주의집 과 련하여 일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동 으로 주의를 집 하고, 극 ․선택 으로 

련 자극에 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학습상황에서는 

더욱 의도 이고 계획 인 주의집 을 하게 된다. 그

러나 지 장애 아동의 경우는 선천 으로 지 능력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언어능

력, 통찰력, 단력의 결핍으로 주의집 이 곤란하고,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며, 주의집 력의 지속시간이 매

우 짧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2-3]. 이
러한 주의집 력의 결여는 학습의 실패뿐만 아니라 

공격, 반사회  행동, 반항, 축 등의 부 응 인 행

동으로 나타나,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거부당하기 쉽

고,이는 결국 부정 인 자기 인식과 학습된 무기력으

로 이어지며 래 계 경험 부족의 원인이 되어 사

회  능력 향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4-6].

지 장애 아동의 여러 부 응 행동, 낮은 학업성취, 

원만하지 못한 인 계 등의 사회  능력 향상을 어

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기 통제력을 들 

수 있는데, 지 장애 아동은 자아 개념과 독립성이 약

하여 자기 통제와 자기 리에 제한을 갖으며, 산만하

고 사려성이 결핍되어 충동 이고, 사회 응에 어려움

을 겪는다[7-8]. 김윤선[9]은 지 장애아동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집단 안에서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

하여 융통성과 동심이 부족하다고 지 하 다. 이와 

같이, 지 장애 아동의 자기 통제력과 사회성 기술의 

부족은 사회 , 문화  수 에 부합되는 행동을 뒤떨

어지게 하며, 이는 결국 지 장애 아동이 일반 교육의 

장에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10].

아동들은 목 이나 동기가 없어도 발달 과정에 따

라 나름 로의 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는 아동에게 무

엇인가를 성취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그 

자체가 목 이 된다[11]. 아동기의 다수 활동은 놀

이이며 유아기 놀이와는 달리 다양한 규칙이 있는 게

임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안 하게 경쟁하며, 자기 

래들과 어울리는 방법과 자신의 자유 시간을 활용하

는 방법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해 

인식하게 한다[12]. 한 게임의 기본 인 요소인 경

쟁은 아동의 외  동기를 유발하여 치료  게임 놀이

의 참여도를 진시키며, 게임의 규칙을 수용하게 되

면서 상당한 수 의 지속  심과 집 력을 증진시

킨다[13]. 최근에는 사람의 인지과정과 집 력에 련

된 연구 등 미디어와 사람  사람의 집 력에 계

된 연구들이 다수 행해지고 있다[14-16]. 여러 연구 

에서도 게임 놀이 활동은 특히 지 장애아동이 혼

자 놀이를 하는 사회  상호작용 양상에서 다른 아동

과 상호 작용하는 변화를 보이고[17], 일상생활에 

래 계를 지속시키며[18], 집 력의 문제가 있는 아동

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어 더 큰 동기화를 주게 되

기도 하고[19], ADHD 아동들의 주의집 력과 충동성

에 효과 이었다고[20] 보고하고 있다.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 학습하고, 래 계가 형

성되고, 학교생활에 응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두

된다. 주의집 력  자기 통제력과 사회  기술이 부

족한 학령기 지 장애아동에게는 그들의 수 에 맞는 

로그램 개발이 시 한 실정인데, 앞서 언 된 게임 

놀이활동의 연구에서는 학습을 한 주의집 과 자기 

통제력과 사회  기술에 포 으로 향을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지 장애 아동을 상

으로 게임놀이 활동을 통하여 지 장애 아동의 사회

 기술과 자기 통제력뿐만 아니라 학교 부 응  

학습 실패의 원인이 되는 주의집 력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고 지 장애아동의 주의집   사회  기

술과 자기 통제력향상을 한 효과 인 훈련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2015년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

장애로 진단 받은 2-6학년 아동으로 라북도 N특수 

아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상자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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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ge Gender Grade 

A 8y 2m M 2

B 10y 1m M 3

C 12y 6m F 3

D 9y 6m M 2

E 11y 2m M 3

F 8y 10m M 2

표1. 연구 상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자발  참여의사와 동의를 받

은 아동, 신체  제한이 없으며 치료사의 언어  지시

를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 6명을 상

으로 하 다. 상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2  연구 차와 도구

모든 평가와 치료는 숙련된 2인의 작업치료사에 의

해 주 2회, 일 1회 50분씩 총 12회기로 실시되었으

며, 매 회기 진행시간은 60분으로 이완 10분, 놀이치

료 35분, 토론 5분, 자유놀이 10분으로 하 다. 지 장

애아동에게 놀이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기 ·후 주

의집 력과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 변화를 알아보

기 해 실험군과 조군 3명씩 나 어 평가하 다. 

측정은 재 , 재 6주 후에 뇌 , 사회기술척도, 

자기 통제력 검사를 측정하 다. 

2.2.1 정량화 뇌 (QEEG-8)

본 연구에서는 8채 산화 뇌 측정 기기인 

QEEG-8(모델명 : LXE3208, LAXTHA Inc.)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뇌 는 진동하는 주 수의 범 에 

따라 델타 -δ (0.2～3.99 Hz), 쎄타 -θ (4～7.99 

Hz), 알  -α (8～12.99 Hz), 베타 -β (13～29.99 

Hz), 감마- γ (30～50 Hz)로 구분한다[21]. 본 연구에

서는 아동의 주의집 력과 련된 뇌 를 보기 해 α

와 β 의 활성도를 측정하 다. 이  α 는 평상시 

뇌   약 50%를 차지하고 수면과 활동의 간에 

치해 있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의 뇌 이며, 이는 정신

으로 긴장이나 불안, 스트 스 상황과 한 계

가 있다[22]. β 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의 환경

에 집 하거나 활발하게 사고할 때, 무엇인가에 해

서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주로 발생한다[23]. 따라서 주

의집 력과 련되어 있는 체 뇌 에서 β 가 있는 

비율을 조사한 상 β 를 측정하고자 한다.

2.2.1.1 뇌  측정과정

게임놀이활동을 실시하기 과 6주 후 조용한 곳에

서 아동은 편안한 의자에 앉은 다음 두피에 뇌  

극을 부착한 후 2분간 휴식을 취했다. 측정의 신뢰도

를 해 2명의 검사자가 극부착과 측정 장비 조작

을 각각 분담하여 당 256Hz로 샘 링하여 측정하

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아동에게 을 감도록 한 

다음 3분 동안 뇌 를 측정하 다.

2.2.1.2 뇌  극 부착

뇌  측정 부 는 국제 10-20 극배치법의 기

에 따라 8군데 부착하여 측정하 으며, 뇌  측정은 

단극 유도법으로 하 다(그림 1)[21]. 극 부착부 는 

국제 극배치법에 따라 양쪽 귀 뒤에 지 극(A1), 

기 극(A2)을 부착하고 Fp1, Fp2, F3, F4, C3, C4, 

O1, O2에 각각 극을 부착하 다. 부착한 극이 떨

어지지 않도록 거즈를 극 에 덮어 고정하 다.

그림 1. 국제 10-20 극배치법
Fig. Intl. 10–20 system

2.2.2 사회  기술척도

(social skills rating scale: SSRS)

상 아동들의 사회  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연구도구는 Gresham과 Elliott가 3-18세 아동의 사회

 행동의 폭넓은 범 를 측정한 사회기술평정 척도

를 김향지가 번안한 것으로[24-25], 학부모용, 교사용, 

학생용 3가지 유형으로 나 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으로 사용하 다. 이 척도는 Likert식으로 자기

주장, 력, 자아통제의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 30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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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기 통제력 검사

(self-control rating scale :SCRS)

Kendall과 Wilcox가 등학생의 자기 통제력을 평

가하기 해 개발한 것으로 교사나 부모가 표시하도

록 되어있다[26]. 이 척도는 자기통제의 인지 -행동

 개념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기 통제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7  척도로 평정한다. 총 33문항  

10문항은 자기 통제, 13문항은 충동성, 10문항은 자기 

통제와 충동성을 설명한다. 

2.3 개입과정 로그램

게임놀이 로그램은 이명희[27]의 인지 재 집단

로그램과 이한나[28]의 구조화된 집단 놀이활동이 

지 장애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향을 참고하

여 진행하 고, 내용은 <표2>와 같다. 

Session Goal Process

1-2
- Introduction 
-Form rapport 

-Self Introduction
- Kimbab rolls
- Physical copy

3- 6

- Express & 
recognition of 

emotion 
-increased 
attention

- guess of expression
- Speak body
- Maze game

7-11

- Increased social 
skills, 

self-regulation, 
attention

- Pitching coin
- Stepping stone

- Bowling
- Punch newspaper

12 finish - Make sandwich

표 2. 게임놀이 로그램
Table 2. Program of game play activity

2.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뇌  변화,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의 조군과 실험군의 그룹 내 후

변화를 비교하기 하여 콕슨 부호 순  검정

(Wilcoxon’s signed-ranks test) 사용하여 식(1)과, 그

룹간의 효과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만-휘트니 유 검

정(Mann-Whitney U-test)을 사용하여 식(2)와 같이

분석하 다. 통계학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유의수

 α는 0.05로 하 다.

 

 z=                                            
                                         (1)

     

 
        (2)

Ⅲ. 연구결과

3.1 뇌 의 변화

3.1.1 뇌 의 재 ·후 변화

 게임놀이활동 재 ·후에 따른 두 그룹의 주의

력 련 뇌 인 α 와 β 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게임놀이활동을 실시한 실험군의 α  변화는 재  

0.047±0.06에서 재 후 0.452±0.01로,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Z=-2.201, p<.05), 조군은  

재  0.055±0.08에서 재 후 0.059±0.05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 β  변화는 실험군에서 

재  0.456±0.04에서 재 후 0.498±0.06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Z=-1.992, p<.05), 조

군은 재  0.494±0.02에서 재 후 0.495±0.08로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re post Z

exp.
α wave 0.047±0.06 0.452±0.01 -2.201

*

β wave 0.456±0.04 0.498±0.06 -1.992*

con..
α wave 0.055±0.08 0.059±0.05 -1.572

β wave 0.494±0.02 0.495±0.08 -1.572

표 3. 집단 내 뇌 의 재 ·후 변화
Table 3. Pre-post intervention on EEG

*:p<.05

3.1.2 집단 간 뇌 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 각 집단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주의력 련 뇌   α 는 실험군의 재가 조군

보다 유의미한 변화를 보 고(p<.05), β 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p>.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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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post Z

exp. 0.932±0.13 1.130±0.20 -2.032
*

con. 0.744±0.23 0.889±0.18 -0.535

표 5. 사회  기술의 재 ·후 비교
Table 5. Pre-post intervention on social skills

exp. con. pre post

α wave 0.405 0.004 -1.091 -1.964*

β wave 0.042 0.001 -1.646 -0.218

표 4 집단 간 뇌 의 재 ·후 변화
Table 4. Pre-post intervention on between group

*:p<.05

3.2 사회  기술의 변화

3.2.1 사회  기술의 ·후 변화

게임놀이활동 재 ·후의 사회  기술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p<.05

실험군의 사회  기술은 게임놀이활동 재  

0.932±0.13에서 재 후 1.130±0.20으로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Z=-2.032, p<.05), 조군은 

재  0.744±0.23에서 재 후 0.889±0.18로 약간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Z=-0.535, p>.05). 

3.1.2 집단 간 사회  기술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 각 집단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p<.05), 

게임놀이활동에 참여한 아동이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  기술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exp. con. pre post

social 

skills 
0.508 0.044 -1.342 -2.07*

표 6. 집단 간 재 ·후 비교
Table 6. Pre-post intervention on between group

*:p<.05

3.3 자기 통제력의 변화

3.3.1 재 ·후 자기 통제력의 변화

게임놀이활동 재 ·후의 자기 통제력의 변화는 

<표 7>과 같다. 실험군의 자기 통제력은 게임놀이활

동 재  2.635±0.40에서 재 후 3.630±0.46으로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Z=-1.992, p<.05), 

조군은 재  2.656±0.21에서 재 후 2.967±0.51

로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Z=-1.633, p>.05)

pre post Z

exp. 2.635±0.40 3.630±0.46 -1.992
*

con. 2.656±0.21 2.967±0.51 -1.633

표 7. 자기 통제력의 재 ·후 비교
Table 7. Pre-post intervention on self-regulation

*:p<.05

3.3.2 집단 간 재 ·후 비교

실험군과 조군 각 집단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조군보다 게임놀이활동 재를 실시한 실험군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p<.05).<표 8>

exp. con. pre post

self-control 0.678 0.111 -1.528 -1.992*

표 8. 집단 간 재 ·후 비교
Table 8. Pre-post intervention on between group

*:p<.05

Ⅳ. 고찰

학령기 아동의 요한 발달 과제는, 래와 상호작

용하고 새로운 과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해진 규칙과 시간에 맞추어 학교

생활에 응하는 것이다[29]. 그러나 일반 인 지 장

애아동은 개인 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의집 시

간이 짧고, 연속 인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며, 장·단

기 기억의 문제, 자기-조   자기 통제의 어려움, 

사회성이나 언어발달 상의 문제가 있다[30].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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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교 교육 장에서 학교 응 문제와 래 계 

형성 등의 많은 어려움  사회 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지 장애아동의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체계화된 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게임놀이활동을 재방

법으로 하여 지 장애 아동의 주의집 력과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으며, 그에 따

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조군의 주의집 력의 재 ·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게임놀이활동을 실시한 실

험군에서 주의력 련 뇌 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

다. 특히, 뇌 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실험

군에서 α 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졌다는 이다. α

는 집 력, 학습 비, 인지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한 각성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수 이며[31], 

정  정서 자극을 경험할 때 증가되고[32], 스트 스

와 우울, 불안이 감소한 쾌 한 두뇌상태일 때 발 된

다[33]. 이 듯 게임놀이활동으로 인해 α 가 증가했

다는 것은 게임놀이활동이 낮은 각성상태를 명료한 

각성상태로 환시킴으로서 주의집 의 향상에 정

 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이 희가 뇌

성마비 아동을 상으로 α  유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들의 주의집  과제 수행도를 측정함으로써 α 가 

긴장을 완화하고 집 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결과

와 유사하다[34]. 한 α  상태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긴장이 완화되고 집 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발표

한 Andreassi와 이지연의 주장과도 유사하다[35-36]. 

한 β  역시 게임놀이활동을 실시한 실험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β 는 정신을 바

짝 차리고 주 의 환경에 집 하거나 활발하게 사고 

할 때, 무엇인가에 해서 골똘히 생각을 할 때 활성

화되는 것으로, 의식 인 노력  선택  주의력과 연

된다. 이선경은 ADHD 아동의 β 를 통해 주의집

력의 효과를 검증하 으며[37], 권석원은 등학생

을 상으로 주의력과 련있는 β 를 찰하고 변화

시키는 연구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38]. 한 시청각 학습을 학생 20명에게 4회 반복

으로 용했을 때 뇌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새로

운 내용을 학습할 때 β  활성이 증가되었다[39]. 본 

연구에서도 지 장애 아동에게 게임놀이활동을 실시

한 후 주의지수 변화를 알아본 결과 α 와 β 를 활

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 장애 아동의 주의집 력 

향상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험군과 조군의 사회  기술의 재  ·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게임놀이활동을 실시한 실

험군에서 사회  기술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그램 과정에서 상호 교류하며, 함

께 을 맞추고, 웃고 즐기며,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더 친숙해 지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으로 그

룹게임은 유아들의 유치원 응과 인 계형성 능력

에 도움이 되고[40], 지 장애아동의 사회  상호작용

에 정  향을 미쳤다는 손명희의 선행연구와 일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게임놀이활동을 통하여 래와의 놀이나 활

동의 활용에 용하면 사회  기술에 정 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놀이 상황에서 

사회  상호작용 과정이 발생되는 경우 아동들이 

시하는 행동변화에 의미가 있고[41], 래들과 놀면서 

집단형성에 요한 동, 규칙, 질서 등 사회성을 배

운다는 유효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42].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의 재 ·후 변화량을 비

교한 결과 게임놀이활동을 실시한 실험군에서 자기 

통제력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는 게임에 이기기 해 게임활동과 련 없는 

행동을 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차 으로 

주의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보다는 주어진 과제에 집

하려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자기 통

제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보드게임이 지 장애학생의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효

과가 있었다는 고은진의 연구와, 게임활동이 ADHD 

아동의 자기 통제력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송

문화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43-44]. 한 게임은 자

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규칙을 지키거나 인내력이 약

한 아동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조 하고 사회 규범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인지능력을 최 한 발휘

하여 게임에 이기려고 노력하므로 조직화된 략, 계

획 이고 논리 인 사고를 개발 할 수 있다는 이 미

의 결과와 일치한다[4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놀이활동은 흥미롭

게 게임에 집 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행동

에 해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하며, 충동통제와 좌

상황에 한 인내력을 길러주게 하 다. 한 집단의 



ICT 시 에서 게임놀이활동이 학령기 지 장애아동의 뇌 와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향

 813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사회  행동을 형성하여 문

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통제력 향상과 

부 응행동 감소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게임놀이활동이 학령기 지 장애아

동의 주의집 력과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2015년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 장애로 진단 받은 학령

기 아동 6명으로 게임놀이활동을 주 2회, 50분씩 총 12

회기 실시하 다. 연구결과 게임놀이활동을 받은 실험군

(p<.05)에서 재 후 주의력 련 뇌 (α , β )와 사

회  기술, 자기 통제력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실

험군과 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주의력 련 뇌  

 α 와 사회  기술, 자기 통제력에서 실험군이 조

군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으며(p<.05), β 에서

는 집단 간 변화의 차이가 없었다(p>.05).

이처럼 게임놀이활동은 지 장애 아동이 흥미롭게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에서 지 장애 아동

을 이해하고 문제의 방과 치료에 보다 효과 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논의하면서 후속연구를 한 

시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이 어 지 장애 아동의 집

단에 일반화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

둘째, 이 로그램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 장애 

아동을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

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실시하면 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측 할 수 없다.

셋째, 이러한 게임놀이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 아

동의 행동 변화의 지속을 유지하기 해서는 보다 장

기 인 치료 로그램이 용되어야 하며 게임의 치

료  요인을 증가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지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에 게임놀이활동이 정 인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아 지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게 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한다면 지 장

애 아동의 문제행동의 감소 뿐 만 아니라 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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