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1 No. 3, pp. 129-135, March 2016

www.ksci.re.kr

http://dx.doi.org/10.9708/jksci.2016.21.3.129

A Study on Impact of Game Addic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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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game addiction has an impa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o verify the direct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children who were 5th and 6th graders in Gwangju and Jeonnam. 

The responses from 304 subjects were analyzed. 

The analytic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When verifying the impact of game addic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game addiction was found as the key variable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game addiction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school adjustment. The impa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was analyzed. The analytic results suggest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has a impa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In other words, higher parent-child Communication means 

higher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analyzed.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check the moderating effect of do game addiction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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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e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우리사회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문화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게임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게임

을 통해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문화의 장으

로 활용되고 있으나 게임중독이라는 사회문제도 경험하게 되었

다. 201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4]의 보고를 통해 중독 위

험군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12.5%), 20대(11.6%), 30

대(6.0%), 유아동(5.6%), 40대(3.6%), 50대(2.5%)의 순으로 

나타나서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주 이용목

적 중 온라인게임의 이용을 살펴보면, 유아동 46.0%, 청소년 

44.4%, 성인 16.6%로 유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

터넷 주 이용목적에서 온라인게임의 이용은 고위험군 42.4%, 

잠재적 위험군 33.3%, 일반사용자군 22.1%로 나타나서 고위

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동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

하고 있어서 성장하면서 인터넷 위험군에 속하게 되어 게임중

독이 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게임중독은 시간을 계획하

여 실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자신감이 저하되고 충동

성이 높고, 불안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게 하고[15][21][4] 집

단따돌림, 대인기피증, 정서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8]. 특

히 아동은 게임의 중독정도가 심각할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27][22]. 아동은 처음으로 학교 공동체 안에

서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고 친구, 

선생님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화를 맞추는 경

험을 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게임중독이 

된 아동은 밤을 새게 되어 늦잠을 자거나 수면부족으로 인해 

학교에서 졸거나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수업시

∙First Author: Na-ye Kim, Corresponding Author: Na-ye Kim

*Na-ye Kim(nykim@cst.ac.kr),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ty

∙Received: 2016. 02. 25, Revised: 2016. 03. 02, Accepted: 2016. 03. 25.



13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간 도중에 학교를 나가서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 학

교를 포기하는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20]. 따

라서 아동이 미래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

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게임중독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자녀 의사소

통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

녀가 함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과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통이해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는 최초의 의사소통이다. [10]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

뢰에 기초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

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

응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5]와 [6]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에

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3]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만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되어 대처능력

을 강화시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자

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게임중

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조

절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

들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영향을 조절하는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하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교부

적응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

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가?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Gam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학교는 아동이 지적기능의 발달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경험을 통해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성취감과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 또한 학교는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사회

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조화롭

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7]은 학교적응에 대해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

고 편안하게 성공을 이루는 정도라고 하였다. 학교에 잘 적응하

는 아동은 또래나 교사 등의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규범에 순응하

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28][20]. 반면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등교거부, 

비행, 가출, 무단장기결석, 음주, 흡연 등과 같은 교칙 위반과 

학습부진, 주의산만, 신체적 공격행동, 위축 행동, 우울증, 휴학, 

자살 등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12][20]. 따라서 아동은 가

정에서 학교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적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임중독은 내성이 생겨서 게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금

단증상이 있고 집착하고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

한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 이러한 게임

중독은 어린 시기에 중독과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면 중독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3]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게임중독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호

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4]는 게임중독 수준에 따른 학

교생활적응 정도의 차이에서 게임중독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게임중독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18]은 게임몰입집단이 학교에서 

부적응하게 되고 비몰입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태도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7]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운동

량이 부족하고 밤새 게임이나 통신을 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

기 어렵고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수업시간에 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게임중독의 

정도에 따른 영향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임중독의 부정적

인 영향이 학교적응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요인에 대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2.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의사소통은 생각, 감정, 정보, 태도, 의견 등의 언어적 메

시지 혹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순환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으로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13]. [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상호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로서 가족의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효율

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의사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로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인간의 성장과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얼

마나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강화

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부모-자녀의 기능적이고 개방적

인 의사소통은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과 감정표현을 통해 상



A Study on Impact of Game Addic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131

호이해와 신뢰감을 향상시키게 되어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고 

자신감과 안정감이 획득되어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9]. 반면에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비행, 폭

력,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6][9]. 이러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7][26]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5][9][19]는 부모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자녀들은 학교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부모와의 의

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6]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자녀에 비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

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을 정화시키면서 안정감을 형성하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켜서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3]. 즉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영향을 변화시

키거나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게임중독과 학교적응 사

이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

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Ⅲ. Reserch Methods

1. Sampling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지에 대한 자기보고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5부를 배포하여 323부가 회수되었으

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하고 304부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Scale

2.1. Game Addiction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게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25]가 제

작한 인터넷중독 사용 척도를 아동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유형으로 지향적 생활,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정서경험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게임중독

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재구성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

을 실시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게임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게임중독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91으로 나타났

으며 생활 및 학업태도 저하는 .71, 대인관계 문제는 .76, 정서

적 부적응은 .84, 게임에 대한 심리적 집착은 .80이었다. 

2.2. School Adjustment

본 연구에서는 [11]의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적

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친

구관계,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적응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적응의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8 이었다.

2.3. Parent-Child Communication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PACI)를 

[14]가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의사소통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

소통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항

별로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

통의 경우 역문항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

를 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는 .66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의사소통은 

.72,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74로 나타났다. [29]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Cronbach's α값이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하

여 본 연구의 척도는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Data Analysis Method

자료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확인하였

다.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조기법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따라 게임중

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조절변인에 대한 중간 값을 기준으로 각각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절변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게

임중독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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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gender   1

grade    -.102 1

game addiction -.111 -.016 1

parent-child 

communication
.057 .121* 0.232*** 1

school 

adjustment 
.027 .099 -.260*** .686*** 1

Ⅳ.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학년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

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50.3%)

이 여학생(49.7%)보다 다소 많았고 4학년(40.5%)이 5학년

(31.9%)과 6학년(2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53 50.3

female 151 49.7

grade

4grade 123 40.5

5grade 97 31.9

6grade 84 27.6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게임중독,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에 따른 점수를 부

여한 수준의 기술 분석과 각 변수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첫째, 게임중독의 평균은 24.26(표준편차 5.83)으

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평균은 

65.27(표준편차 14.59)로 나타났고 각각의 하위영역인 긍정

적 의사소통은 34.00(표준편차 8.04),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31.27(표준편차 8.07)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의 전체 평

균은 53.13(표준편차 9.78)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ean

Std. 

devis

ation

Minimu

m

Maxim

um

Media

n

game  

addiction
304 24.16 5.83 20.00 56.00 22.00

parent-child 

communicati

on

304 65.27
14.5

9
20.00

100.0

0
64.00

 positive 

communicati

on

304 34.00 8.04 10.00 50.00 33.00

negative 

communicati

on 

304 31.27 8.07 10.00 50.00 31.00

school 

adjustment 
304 53.13 9.78 23.00 80.00 53.00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조절효과검증을 위해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0.7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주: 1) * p<.05, ** p<.01, *** p<.001

    2) Dummy Variable: gender(male=0, female=1)    

4.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의

사소통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Table 4.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Variable

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gender .74 .04 .17 .01 -.41 -.02 -.53 -.03

grade 1.23 .10 1.15 1.0 .19 .02 .17 .01

game 

addictio

n 1

-.44

3

-.26**

*
-.18 -.11* -.22

-.13*

*

parent-c

hild 

commun

ication 

2

.44
.66**

*
.47

.70**

*

1*2 -.01 -.09*

constant -6.25 -.46 -.75 -.66

R² .011 .077 .482 .489

Adj R² .005 .068 .476 .481

R² 

change
.011 .065 .406 .007

F 

change 
1.72 21.27*** 234.43*** 3.96*

 

주: 1) * p<.05, ** p<.01, *** p<.001

  2) Dummy Variable: gender(male=0, female=1)    

모델 1은 학교적응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투입된 

모델로서 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 change=1.72, 

p>.05) 유의미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델 2는 게임중독을 투입한 결과이다. 모델 2의 설명력은 

7.7%로 6.5%증가하였으며(F change=21.27, p<.001) 게임중

독(β=-.26,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중

독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3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투입한 결과로서 48.2%의 설명력

을 가지며 40.6%증가하였다(F change=234.43, p<.001). 모델 

3에서는 모델2의 분석결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β=.66, 

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

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4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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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게임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

입한 모델이다. 이 모델 4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8.9%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 change=3.96, p<.01). 이러한 결과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효

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Cooley와 Keesey 그리고 Orpen의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

른 집단간 단순상관관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27] 조절효

과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n=156)의 단순상관계수가 .489(p<.001), 낮은 집단(n=148)의 

단순상관계수는 .523(p<.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

사소통이 높은 집단보다 단순상관계수가 적은 수치로 나타나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Ⅴ. Conclusions

  본 연구는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게임

중독 예방과 학교적응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서 게임중독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적응을 더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7][2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

다. 아동은 게임중독이 높을수록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생활

이 익숙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친구와 함께 보내

는 것보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인터넷 상의 게임 친구와 친하게 

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학교에서 적응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을 예

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

적일수록 신뢰감을 형성하여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5][6][7][9][19][26]의 연구와 같은 결과

이다. 부모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아동은 학교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여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지만,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아동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게임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자

녀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낮

추어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게임중독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가정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가까워

지는 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은 학교에서 의사소통관

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에 공

감하여 서로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상담이 이루어져서 가족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리하

고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강가

정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

관, 중독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시간 때우기를 

위해 게임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

화시킬 필요가 있다. 게임중독 관련 상담은 아동이 게임 외에 다른 

활동들을 자주 경험하므로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게임만이 아

닌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게임중독, 학교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변수로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다양한 변수의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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