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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테트리스가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의 인지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는

데 주요한 목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트리스 게임을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이것이 인지능력  도형맞추기와 과제집 력에 테트리스 게임이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33명의 정신지체 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고, 실험집단(21명)과 통제집단

(12명)으로 나 었다. 실험집단 학생에게는 일주일에 3번씩 4주 동안 테트리스 게임을 실시하

고, 통제집단은 사 ․사후 평가에만 참가하 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도형 맞

추기를 더 잘하 고, 과제에 한 집 력도 통제집단보다 길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테트리스 게임은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용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tris game on the 

cognitive abilitie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arrangement of figures and the task attention. To do this, 33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in a middle school participated and were assigned to the two treatment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did the Tetris game three times a week for 4 weeks, but the 

control group didn't the Tetris game. The experimental group revealed more higher 

improvement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arrangement of figures and the task attention. 

The Tetris game can be used as a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the cognitive 

abilitie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Keywords : Game, Tetris, Mental Retardation, Cognitive abilities

수일자 : 2012년 06월 18일  일차수정 : 2012년 07월 20일  심사완료 : 2012년 08월 06일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훈

※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http://dx.doi.org/10.7583/JKGS.2012.12.4.77



78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테트리스 게임이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

1. 서  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한 새로운 움직임은 

유비쿼터스 시 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시 에 

따른 변화된 모습으로서, e스포츠로 변되는 게임

을 활용한 장애아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

직임을 의미한다. 

e스포츠란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 된 가상의 

자 환경에서 정신 , 신체 인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1]. 최근 e스

포츠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장애학생을 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서는 장애아동의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서 게임 문

화에 할 수 있도록 게임여가문화체험 (happy 

space)을 특수학교에 구축․보 하여 운 하고 있

다. 한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컨텐츠진흥원과 함

께 정보화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정보격차 해소와 

여가․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장애학생의 사회  

통합  국민 장애인식 개선 운동을 해 2005년

부터 ‘ 국 장애학생 e스포츠 회’를 개최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  움직임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e스포츠에 한 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 장에서는 장애학생을 한 교육 로그램에 e

스포츠  게임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일반 교육 상황에서는 게임의 정  측면을 

악하기 하여 게임이 학생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를 들어, 

정재범 등(2009)은 실과 게임 내에서의 성취동기

를 비교 분석하 는데, 게임 내 성취동기가 실 

내 성취동기와 반 으로 정  상 계를 가지고 

있으나 공동과제에 한 실수를 타인에게 귀인하려

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 다[2]. 지성우 등(2008)

은 인지기능 진단  향상을 한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 고, 이 게임이 색채지각 능력, 시각운동 

능력, 단기기억 능력 등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는 것을 밝혔다[3].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게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특수

교육분야에서 게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

법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은 처음부터 교육 인 목 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임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를 들

어,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

연산에 한 교육내용을 래쉬 기반의 롤 잉 

게임으로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기 연산능력을 향상시켰다[4].

두 번째 방법은 시 되고 있는 게임 속에서 교

육 인 기능을 찾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다. 를 들어, 김정수(2009)는 Wii 스포츠의 테니

스 게임이 체육활동을 싫어하는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운동에 한 동기와 팔과 다리의 움직임

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 고[5]. 정태희(2005)는 

한메타자 게임이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주의집

 시간과 자의 움직임을 추 하는 시지각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 다[6]. 

그러나 처음부터 장애학생을 한 교육 인 목

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임은 그 수가 다. 그러

므로 재 매되고 있는 게임 속에서 장애학생을 

한 교육 인 기능을 찾아내고 그 효과성을 실제 

교육 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 되고 있는 e스포츠 게임 에서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교육  측면을 발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즉 장애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교육 으로 어

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한 심층 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게임을 특수교육에 활용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와 같은 특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은 인지  능력이 낮

고, 응행동에 문제가 있으며, 발달기에 나타나는 

장애이다[7]. 그러므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은 주의집 를 잘 하지 못하거나 쉽게 산만해

지기 쉽우며, 선택  주의집 을 잘 하지 못한다. 

한 단기기억 용량이 작고 기억 략을 잘 활용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8]. 특히, 시공간  지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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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낮고, 신체 지각 인 측면에서 시각-운동 

응능력이 낮아 세 한 동작을 요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며, 지각 변별력이 낮아 사물의 형태

나 소리변별 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9]. 

정신지체 학생들의 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동작성 역에 기반을 둔 교육 로그램이 개

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인지  능력을 구성하

는 요인에는 언어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존재한

다는 인지이론에 근거한다. Thurstone(1938)과 

Guilford(1971)는 다요인설을 주장하면서 인지능력

을 구성하는 기본정신능력으로 공간요인을 포함시

키고 있고, Vernon(1960)도 인지능력에 한 계층

요인설을 주장하면서 공간  요인을 기본 정신능력

에 포함시키고 있다[10]. 한편, Gardner(1993)는 

자신의 다 지능이론에 도형과 그림 등의 공간  

상징체계를 숙달하고 창조하는 능력인 공간지능을 

포함시켜 인지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제시하

고 있다[11]. 

인지능력의 구성요인인 공간능력은 여러 지능검

사에도 반 되어 있다. 한국형지능검사(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Korea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KISE-KIT)에는 

동작성 검사에 칠교놀이와 그림무늬를 포함되어 있

고, 웩슬러지능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WISC)에는 동작성 지능 역에 토

막짜기나 모양맞추기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

한 하  역은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을 피검사자 

작은 조각을 활용하여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형태

와 색채 지각능력, 변별능력, 그리고 시각운동의 

응능력과 조직능력을 측정한다[12,13]. 

특수교육분야에서는 장애학생의 동작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칠교놀이가 활용되었다. 칠교놀

이는 정신지체 학생이나 발달지체 학생의 도형조작

능력과 공간감각능력을 향상시켜  뿐만 아니라 

주의집 능력과 도형지각  공간개념을 발달시킨

다[14,15]. 그러나 장애학생에 한 스마트 러닝이 

시행되면서 칠교놀이의 원리를 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안 인 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칠교놀이와 같이 모양을 맞추고 도형을 조작하

는 게임이 테트리스 게임이다. 테트리스 게임은 각

기 다른 모양으로 붙어있는 4개의 블록을 쌓아서 

한  이상을 채우면 채워진 이 없어지는 퍼즐

형 게임이다[16].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의 성격과 

휴 용 게임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테트리스 게임의 특성은 다양한 도형을 활용한 조

각 맞추기를 하는 게임이다.

테트리스 게임에서 도형의 형태를 좌우로 변환

시키면서 맞추는 것은 하나의 조각과 다른 조각이 

결합되어 어떠한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17]. 그러므로 테트리스 게임은 도형

을 조작하여 맞춤으로서 동작성 지능의 하  요인

인 공간  형태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임이다. 즉, 테트리스 게임은 학생들의 공간  형

태 지각 능력과 주의집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다[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이 낮은 정신지

체를 가진 학생들에게 동작성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테트리스 게임을 교육 으로 활용해보고자 하

다. 그리고 테트리스 게임이 정신지체를 가진 학

생들의 인지능력  도형 맞추기와 과제집 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

테트리스 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상은 남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 33명이었

다. 연구 상 학생들은 통제집단(12명)과 실험집단

(21명)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상 학생들은 테트리

스를 할 수 있는 수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55～70에 있는 경도정신지체를 가지고 있

는 학생들이었다.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지능이 과업 활

동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학생들의 지능 수 에 한 동질성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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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그 결과 지능지수에 있어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3, p>.05).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지능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값 sig.

실험집단 21 61.71 3.31 .23 .82

통제집단 12 62.00 3.43

[표 1] 집단별 지능지수 및 동질성 비교

2.2 테트리스 게임의 운

2.2.1 재방법

실험집단은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교사에 

의해 특별히 배정된 시간에 테트리스 게임에 참여

하 다. 1주일에 3회, 각 재회기마다 약 60분의 

재가 이루어졌다. 재기간은 4주(6월 2주~7월 2

주)간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각 단계

에서 키보드의 자 을 이용하여 단축키를 르거나 

자신의 ID 개설, 게임 인원수, 게임 종목 등을 스

스로 선택하도록 하 다. 그리고 학생들이 테트리

스 게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느리게 설

정하 고, 테트리스 게임의 규칙과 실시하는 방법

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난 후,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에게 자기

교수법을 활용하여 테트리스를 지도하 다. 자기교

수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단계

를 과제분석하고, 각 단계를 말로 표 하면서 수행

하게 하는 략이다[19]. 자기교수 략은 과제에 

한 문제해결 차를 교사의 시범과 언어  자기

표 을 통한 반복 연습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 한 차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20]. 

자기교수를 활용한 테트리스 게임 지도는 4단계

로 이루어졌다. 자기교수의 첫 단계인 인지  모델

링으로서 테트리스 문제를 푸는 과정과 방법을 큰 

소리로 말하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교사

는 학생과 함께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 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나오는 도형

의 모양과 기존 도형의 모양을 비교하도록 하 다. 

세 번째로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테트리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

를 푸는 과정을 말하게 하는 외  자기교수를 

하도록 유도하 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반복연

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테

트리스 게임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도록 하 다.

2.2.2 측정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 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하여 

연구 상 학생들의 도형맞추기 능력과 과제집 력

을 측정하 다. 

도형맞추기는 K-WISC-Ⅳ의 토막짜기 검사와 

KISE-KIT의 칠교놀이  그림무늬 검사를 이용

하여 구성된 검사지로 측정하 다. 정신지체를 가

진 학생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각 문제를 해결

하는 시간은 2분의 시간을 제시하 고, 주어진 시

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1 , 해결하지 못하면 0

을 부과하 다.

과제 집 력은 도형맞추기 과제에 한 집 시

간을 측정하 다. 즉, 도형맞추기 과제를 풀기 하

여 의자에 앉아 과제를 보고 문제풀이를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자리에 앉더라도 과제를 풀지 않고 손을 떼는 경

우, 과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제와 계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 과제를 주시하지 않고 딴 곳을 

보는 경우 등은 주의집  시간에서 배제되었다. 

주의집  시간을 측정하기 하여 아동이 과제

를 풀기 시작하는 시 부터 스톱워치를 작동시켰

고, 과제풀이가 종결될 때 스톱워치를 정지시키고 

집  시간을 측정하 다. 스톱워치로 측정된 시간

은  단 로 기록되었고, 이를 분단 로 변환시켜 

기록  분석하 다( ; 245 인 경우 약 4.083으

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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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 테트리스 게임 사후검사

실험집단 ○ ○ ○

통제집단 ○ × ○

[표 2] 실험설계

2.3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도형 맞

추기 능력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KISE-KIT의 

칠교놀이와 그림무늬 검사 항목과 K-WISC-Ⅳ의 

토막짜기에 제시된 문항을 종합하여 구성하 다. 

KISE-KIT은 국립특수교육원에 의해 개발된 검

사도구로서, 5세 아동부터 17세 청소년을 용 상

으로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성 검사에는 낱말이해, 

계산, 낱말유추, 교양, 문제해결, 수기억(보충검사)

로 구성되어 있고, 동작성 검사에는 그림배열, 이

름기억, 칠교놀이, 숨은그림, 그림무늬, 손동작(보충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칠교놀이는 카드에 

그려진 모양을 지각하고 분석하며, 도형 조각을 가

지고 카드에 제시된 모양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요

구된다. 한편, 그림무늬는 완성 에 나타난 무늬의 

모양과 색상을 구분하여 1개의 과 1~4개의 도

형 을 이용하여 완성 의 무늬와 동일한 무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하  검사는 추상  

시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시지각  시각  조직화와 시각-운동 응, 지각  

자극에서 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능력과 련되어 

있다[12].

K-WISC-Ⅳ는 6세에서 16세 11개월의 아동의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하여 개발된 개별 지능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공통

그림찾기, 기호쓰기, 어휘, 순차연결, 행렬추리, 이

해, 동형찾기, 빠진 곳 찾기, 선택, 상식, 산수, 단

어추리의 총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막짜기는 아동이 제한시간 내에 흰색과 빨간

색으로 이루어진 토막을 사용하여 제시된 모형이나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검사도구로서, 

지각추론의 주요 소검사로서, -백 토막을 이용하

여 특정 제한 시간 내에 모양을 다시 만들어내는 

검사이다. 즉, 이 검사는 추상  시각 자극을 분석

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시지각  시각  

조직화와 시각-운동 응, 지각  자극에서 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능력과 련되어 있다[13].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형맞추기 검사 문항의 세

부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역 문항수 내용

모양만들기 4

삼각형, 사각형, 원의 기본

도형을 활용하여 주어진 모양 

만들기

무늬맞추기 4

주어진 도형 을 이용하여 

주어진 무늬와 동일한 무늬

만들기

토막짜기 4
-백색이 포함된 토막을 

이용하여 주어진 모양 만들기

합계 12

[표 3] 도형맞추기 검사 문항의 구성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가지고 분석하 다. 

재집단에 따른 도형맞추기와 과제집 시간 비교

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 다. 통계  유의도 

검정은 유의수  .05에서 이루어졌다.

3. 도형맞추기에 미치는 효과

3.1 도형맞추기에 한 집단간 사  비교

테트리스 게임이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인

지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하여 

사 검사와 사후검사로서 도형맞추기 검사를 실시

하 다. 

먼 , 사  검사를 활용하여 두 집단 간 기 수

행수 에 차이가 없는지에 한 동질성 검증을 하

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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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평균 표 편차 t값 sig.

실험집단 21 4.91 1.22 .53 .59

통제집단 12 4.67 1.23

[표 4] 도형맞추기에 대한 집단 간 사전 비교

사  검사 결과, 테트리스 게임에 참여한 실험집

단은 21명이었고, 이들의 기 도형 맞추기 수는 

평균 으로 약 4.91 이었다. 반면 테트리스에 참

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평균 으로 약 

4.67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에 하여 약 0.24  높은 수행수 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53, p>.05). 이는 곧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도형 맞추기의 기 능력에서 비슷한 

수행수 을 가지고 있는 동질집단임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3.2 도형맞추기에 한 집단간 사후 비교

주 3회씩 4주간 테트리스 게임을 수행한 이후에 

도형 맞추기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값 sig.

실험집단 21 6.01 1.81 3.08 .004

통제집단 12 4.17 1.26

[표 5] 도형맞추기에 대한 집단 간 사후 비교

[표 5]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은 4.17 으로서 사

 검사에 비해 0.5 정도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실험집단은 6.01 으로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1.84 정도 높은 수행수 을 나타내고 있으

며, 사  검사에 비해서도 1.1 정도 높은 수행수

을 나타내고 있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평

균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08, p<.05).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테트리스 게임에 참

여한 실험집단이 그 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도형 맞추기 과제를 보다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제집 력에 미치는 효과

4.1 과제집 력에 한 집단간 사  비교 

테트리스 게임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도

형맞추기 검사에 참여하는 과제집  시간이 길어져

야 한다. 테트리스 게임에 참여하기 에 얼마나 

과제에 집 을 하는지 악하기 하여 도형맞추기 

검사에 한 집 시간을 측정하 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값 sig.

실험집단 21 109.43 50.41 .71 .48

통제집단 12 120.00 46.15

[표 6] 과제집중력에 대한 집단 간 사전 비교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테트리스 게임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도형맞추기 과제에 한 집  

시간은 평균 으로 약 109.43 (1분 49  43)이었

다. 반면 테트리스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의 경

우에는 평균 으로 약 120.00 (약 2분)을 나타내

었다. 즉,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에 하여 약 10.57

 높은 과제집 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71, p>.05). 이는 곧 도형 맞추기 문제를 해

결할 때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과제집 력은 비

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2 과제집 력에 한 집단간 사후 비교

주 3회씩 4주간 테트리스 게임을 수행한 이후에 

도형 맞추기 검사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수행하

고, 그 과정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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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값 sig.

실험집단 21 236.57 79.38 3.32 .002

통제집단 12 154.75 40.03

[표 7] 과제집중력에 대한 집단 간 사후 비교

[표 7]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은 154.75 (약 2분 

34  75)로서 사  검사에 비해 약 34.75 정도 높

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실험집단은 

236.57 (약 3분 56  57)로서 약 127.14 (약 2분 

7  14)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집

단은 통제집단 보다 약81.82 (약 1분 21  82) 정

도 길게 도형맞추기 과제에 한 집 을 하고 있

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3.32, p<.05).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테트리스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그 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도형 

맞추기 검사에 한 과제집 력이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테트리스 게

임은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이 도형 맞추기 과제에 

집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의미 있는 게임 

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장애학생 사이에서 리 확산되고 있

는 e스포츠 게임  테트리스 게임의 교육  측면

을 발견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주요한 

을 두고 진행되었다. 즉, 테트리스 게임이 정신

지체를 가진 학생들의 인지능력 검사의 요한 구

성요소인 도형맞추기와 과제집 력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데 주요한 목 이 있었다.  

먼 , 테트리스 게임이 도형 맞추기에 미치는 효

과를 살펴보면, 테트리스 게임에 참여한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도형맞추기 과제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상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이유는 테트리스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감각과 모양에 한 형태지각이 도형 맞추기에 의

미 있는 향을  것으로 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테트리스 게임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과제집 력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체퍼즐게임이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주의집 력을 향상시켜  수 

있다는 한승희[18]의 연구가 정신지체 학생에게도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테트리스가 게임

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즉, 테트

리스 게임은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의 공간지각  

형태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지

체를 가진 학생들을 한 교수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스포츠 게임 로그램에 한 인식을 

환하기 한 지속 인 효과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수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 인 인

식은 e스포츠 게임 로그램이 게임이라는 이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의 일환으로 e스포츠 로그램

을 운 한다는 것은 수업이 아닌 게임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  인식을 개선하기 해서

는 e스포츠 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게임 지도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교수법을 활용하여 테트리스 게

임을 지도하 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특정 

장애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다른 장애학생들에

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 으로 

게임을 가르치기 한 재방법을 개발하고 용해 

으로써, 일선 특수교육 장에서 다양한 e스포츠 

게임을 교육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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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확 되면서 많은 장애학

생들이 일반학 의 교과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

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의 인식은 장애학생을 학업

성취 수 이 낮고 친해지기 어려운 학생이라고 생

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부정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

께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함께 과업을 해

결해가는 정 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

한 활동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모두 좋아할 

수 있고 참여도가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학생이 게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게임을 즐기고 자신의 인지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를 조  더 발 시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다양한 e스포츠 게임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에 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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