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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 성격, 동기, 인지, 사회적 관계 및 여가 만족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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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표집을 통하여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문제성 도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원랜드 카지
노를 내방한 방문객 1,146명을 대상으로 문제성 도박과 성격, 동기, 인지 및 신념, 사회적 관계, 여
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성격적인 측면을 보면, 도박문제성이 클수록 위
험감수성향과 역기능적 충동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적인 측면에서 문제성 도박자들은 돈
을 따기 위해 도박을 하는 반면, 비문제성 도박자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즐기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및 신념의 측면에서, 문제성 도박자는 도박의 불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도박문제성
이 클수록 주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도박을 야기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돈추구동기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위험감수성
향, 회피동기, 사회적 네트워크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도박문제성이 클수록 여가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문제성 도박자들의 심
리·사회적 특성들은 향후 이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기제를 밝히고, 나아가 상담과 치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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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의 여가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도박이다. 지난 1년 동안 우
리나라 국민들 중 29.3%가 복권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며, 경마, 경륜, 카지노, 고스
톱, 카드놀이, 마작 등에 대해서는 24.4%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
화관광연구원, 2008).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을 포함한 도박관련 사행산업은 1995년
까지 2-3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4조 6천억으로 급증하였으며, 불법 사행산업
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무려 29조에서 43조원으로 추정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도박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
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놀이수단으로 유희성(遊戱性)을 내포하고 있다. 도
박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람 및 배팅을 통해 여가와 오락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심신
충전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도박을 통한 사행산업은 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행산업은 약 2만 2천여명의 직접 고용효과를 일으키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국내외 관광객 유치, 조세
납부로 인한 공공재정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도박은 이러한 다양한 순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자의 양산과 그
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등 역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을지대
산학협력단, 2008). 이러한 이유로 도박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공익적 목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부작용들
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

1. 문제성 도박의 개념
도박은 불확실한 미래의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며, 금전적인 것을 포함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지불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교헌, 권선중, 2003).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약물에 의한 물질 의존이나 중독 개념을 도박에 적용한 일상적
인 용어를 의미한다. 도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명칭으로 병적 도박
(pathological gambling)이 있다. 미국정신의학회(APA, 1994)는 DSM-IV에서 충동조절 장
애의 한 하위범주로 병적 도박을 분류하고 있는데, 도박몰두, 내성, 금단 증상, 조절실패,
도피, 추격매수, 거짓말, 탈법행위, 중요관계 손상, 구조요청 등 10개의 병적 도박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병적 도박은 이러한 10가지 준거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진단
된다. 문제성 도박(problem gambling)은 도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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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병적 도박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DSM-IV의 10가지 준거 중 3∼4개에
해당한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성 도박은 가정과 개인적 혹은 직업적 수행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종류의 도박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Lesieur & Rosenthal, 1991). 위험성 도박(at-risk gambling)은 10가지 준거 중 1∼2가지
에 해당한다. 사교성 도박(social gambling)은 10가지 준거 중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DSM-IV 기준을 활용한 척도와 더불어 최근 사용되고 있는 도박 진단 척도로
CPGI(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가 있다. DSM-IV 기준 척도들은 병리적
도박중독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CPGI는 일반인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 CPGI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DSM-IV의 병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병리적인 도박중독을 변별하는 목
적보다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한성열, 허태균,
이흥표, 장훈, 안상섭, 2008). CPGI는 4점 척도(0∼3점)로 구성된 9개의 진단 문항(본전회
복 시도, 흥분감 유지를 위한 배팅 금액 증액, 도박의 문제성에 대한 자각, 도박 자금 확
보를 위한 차용 혹은 매각, 능력이상의 과도한 배팅, 도박에 대한 죄책감, 도박 행동에
대한 타인의 비난, 건강 이상 초래, 도박으로 인한 가계 재정난)을 통해 도박과 관련된
문제성을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진단점수가 0인 경우 비문제성 도박
(non-problem gambling, 도박 참여가 빈번하고 돈이나 시간에 있어 상당한 관여를 보이
나 도박의 부정적 파생결과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 진단점수가 1∼2점이면 저
위험 도박(low risk gambling, 도박의 부정적 파생결과를 경험한 적은 없으나 문제성 도
박 관련 사항을 최소 2가지 정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 진단점수가 3∼7점이면 중
위험 도박(moderate risk gambling, 도박의 부정적 파생 결과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고
문제성 도박 관련사항을 3-4가지 이상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 8점 이상(최대 27점)이
면 문제성 도박(problem gambling, 도박의 부정적 파생결과를 경험했으며 도박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으로 분류하고 있다(Ferris & Wynne, 2001). 본 연구에서 사
용하고 있는 문제성 도박(problem gambling)은 CPGI 진단 척도의 정의를 의미한다1).

2. 선행 연구
도박과 관련한 주된 연구의 관심은 도박중독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관심의 중
심에는 도박중독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이인혜, 2004). 즉 도
박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전하게 여가의 일환으로 도박을 즐기는 반면, 일부
1) 그러나 CPGI의 ‘문제성 도박’을 DSM-IV 기준을 활용한 척도의 ‘병적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한성열, 허태균, 이흥표, 장훈, 안상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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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된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찾는 작업에 집중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을 보면, 충동성 및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개인의
성격이 도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
박에 중독된 집단은 정상적인 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높았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도박
의 심각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06; 신영철, 2002; 이인혜, 2004; 이흥
표, 김정수, 고효진과 김갑중, 2003; Carlton & Manowicz, 1994; Steel & Blaszczynski,
1998). 국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흥표, 김정수, 고효진과 김갑중(2003)은
충동성과 감각추구성에 있어 병적도박 집단과 알코올중독 집단 및 정상 집단을 비교한
결과, 충동성의 경우 병적도박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오는 반면,
감각추구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민경(2006)의 연구에서는 충
동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모험성, 외향성을 병적 도박에 영향을 주는 성
격요인들로 보고 도박심각성과 이들 성격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박심각
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성격은 충동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이었다. 이
외에도 병적도박 집단과 정상집단 간의 기질 및 성격차이를 살펴본 결과,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기질(Novelty seeking)이 정상집단에서보다 중독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신영철, 2002). 즉, 도박에 중독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험을 즐기
며 새로운 감각 체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흥분을 일으키는 낯선 자극을 오히려 추구한다
고 볼 수 있다.
도박중독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방식으로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douceur & Walker, 1996; Toneatto, 1999).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병적 도박자들
은 자신들이 돈을 따는 것은 자신의 도박관련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돈을 잃는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박중독성향
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는 그동안 통제력의 착각, 비합리적 사고
등 다양한 방식의 이름으로 연구되어져 왔다(Toneatto, 1999). 국내의 연구에서도 문제성
도박자나 병적 도박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도박과 관련한 비합리적 신념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민규, 김교헌, 권선중, 2007; 이인혜, 2004; 이흥표, 2002).
한편 도박중독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동기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전동기와 흥분동기가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변별해 주며, 병적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금전적 이득과 흥분 및 스
릴 추구 같은 동기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채규만, 이흥표, 2004). 이흥표(2004)는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박을 통해 돈을 따려는 금전동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며, 도박 심각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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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도박활동을 통해 단순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유희동기는 금전동기와 더불어 도박심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이때는 금
전동기와 다르게 도박심각도를 감소시킨다고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박활동을 통해 고
민을 잊으려는 회피동기와 흥분과 스릴을 즐기려는 흥분동기는 금전동기를 매개함으로
서 도박심각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황의룡과 함경수(2006)의 연
구에서는 현재 경륜장을 이용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전
추구동기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에 운보다는 자신만의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도박에서 승리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강화함으로써 도박
자들이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금전추
구동기를 통해 강화 된 비합리적 신념은 도박활동의 욕구 상승 뿐 아니라 도박중독성향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인지,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사람들의 도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관계중심적
인 문화(Triandis, 1990)로 도박의 유지, 참여 혹은 단도박에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도박중독과 사회적인 관계성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
는 병적 도박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다는 김경훈과 배정규(2007)의 연구, 단도박 실
패 집단과 성공 집단을 판별하는 변인으로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의 기여도가 높다는 김
영훈과 이영호(2006)의 연구 등 극히 일부의 연구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박
중독성향과 사회적인 관계성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 도박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내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도박 관련 연구들은 DSM-IV의 진단 기준을 활
용한 KMAGS, KNODS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런데 DSM-IV 기준 척도들은 기본적으
로 병리적 도박중독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한성열, 허태균, 이흥표, 장훈, 안상섭,
200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반인의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최
근에 개발된 척도가 CPGI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CPGI를 이용해 수행된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한성열, 허태균, 이흥표, 장훈, 안
상섭, 2008).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CPGI를 이용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소규모 표집을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즉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의 수가 적게는 100명 이하이며, 대부분이 200~300명 내외였다. 이는
대규모 표집을 이용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그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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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도박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성격, 인지, 동기와 같이 지나치게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의 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도박 행동에는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인도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박 행동과 사회적인 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가 요구된다.
연구의 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박의 사회적 문제성에 초점을 맞
추어 문제성 도박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 및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추
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삶의 대한 만족도와 도박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이인혜, 2005; 현명호, 김민경, 2004), 여가 만족도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 제기된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도박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Ⅱ. 방 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08년 6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강원랜드 카지노를 내방한 방문객 1,146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카지노 이용객은 한 달에 출입 일수가 20일로 제한되어 있
다. 따라서 대다수의 문제성 도박자들은 매달 20일을 기점으로 출입 제한 일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박자에서부터 비문제성 도박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부류의 사람들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들 간에 어떠한 심리적·사회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월초에 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제성 도박자
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월말
로 선정하였다. 또한 평일에만 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제성 도박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
아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이 겹치는 금요일과 토요일로 잡았다.
설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설문에 대해 교육을 받은 고려대학교 행
동과학연구소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조사원으로 투입되었다. 응답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해준 방문객들에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을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하였으며, 추후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300,000원 상당의 상금
을 지급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714명(63.4%), 여자 412
명(36.6%)으로 남자가 2배정도 많았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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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경기도 210명(22.1%), 강원도 164명(17.2%)으로 세
지역이 전체 지역의 70%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비율은 20대(19.6%), 30대(34.3%) 40대
(24.5%), 50대(18.2%), 60대(3.4%)로 30, 40대 응답자가 약 60%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도박 문제성 진단: CPGI(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도박과 관련한 문제성을 진단하기 위한 척도들로 DSM-IV 기준을 활용한 척도
(KNODS, KMAGS-DSM 등)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CPGI(Ferris & Wynne, 2001)가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DSM-IV에 바탕 한 척도들은 병리적 도박중독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CPGI는 일반인의 도박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박 활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종합적
으로 알아보는 연구인 관계로 DSM-IV 기준을 활용한 척도들보다는 CPGI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CPGI 척도를 채택하였다. CPGI는 9개의 진단 문항을 통해 도박문제성
수준을 비문제성 도박(진단점수 0점인 경우), 저위험 도박(진단점수 1∼2점), 중위험 도
박(진단점수 3∼7점), 문제성 도박(8점 이상, 최대 27점)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3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다. CPGI는 Ferris와 Wynne(2001)에 의해 최근에 개발된 관계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인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에서 수행
된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한성열 등(2008)의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다.
2) 성격변인
(1) 감각추구성향 및 위험감수성향
감각추구성은 ‘다양하고 새로우며, 복잡한 감각을 갈망하고, 그러한 감각을 얻기 위해
서 신체적, 사회적, 재정적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특질’(Zuckerman, 1979)을 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ephenson 등(Stephenson, Hoyle,

Palmgreen, & Slater, 2003)이

제작한 BSSS(Brief Sensation Seeking Scale 4)와 SS(Sensation Seeking 2)를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중언어자에게 역번역하게 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토의해 수정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은 감각추구성향을 측정하며, 2개의
문항은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한다. BSSS4문항과 SS2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그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BSSS4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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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이었으며, SS2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2) 충동성
충동성은 감각추구성향과 더불어 기존 연구들에서도 도박중독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충동성은 빠르게 반응하고 사려가 부족한 성향을
의미하며, 일탈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인혜, 2002). 따라서 도박
중독에 있어서 충동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Dickman(1990)의 충
동성검사(The Impulsivity Scales)를 이인혜(2002)가 번안한 척도 중 역기능적 충동성을
묻는 문항들을 추출2)하여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충동성은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 머
리 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곤 한다’, ‘나는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
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는 내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
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자주 있다’ 등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71로 나타났다.
3) 도박동기
도박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교헌과 권선중(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도박 동기의 하위 동기에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돈 추구 동기(3문항,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박을 기대하며),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 기분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피 동기(1문항, 고민거리를 잊기 위해), 사람들과의 사
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 동기(3문항, 타인과 어울리려고, 다른 사람들이 권해서, 친구들
과 함께 즐기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희 동기(3문항,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
고, 흥분과 스릴을 즐기려고, 휴식을 위해) 4가지로 구분된다. 도박 동기 10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회피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동기 문항들의 신뢰도는 돈 추구 동기 .74, 사교 동
기 .70, 유희 동기 .74로 나타났다.
4) 인지 및 신념

2) 충동성은 무계획, 부주의와 같은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빠른 의사결정과 활동성, 생
동감과 같은 순기능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Dickman(1990)의 충동성검사는 충동성의 기능적 요인과
역기능적인 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박중독이라는 일탈적 행동을 다루
는 있다는 점, 문항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역기능적 충동성을 묻는 문항만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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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의 불공정성에 대한 믿음
도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박과 관
련된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고 있는 5명의 문제성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접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도박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여기에 포
함된 문항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끌어 모으거나 돈을 따기 위해 승률
을 조작한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박장 주변에 떠도는 소문이나 정보
들을 신뢰한다’, ‘도박은 전문 도박꾼(타짜)들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박
은 원래 돈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이며,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2)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자체 제작하였다. 측정 문항은 ‘나는 쉽게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 ‘나는 중독될 것이
염려되어 도박할 때 조심해서 한다’, ‘도박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만의 원칙이나
규칙이 있다’의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49이었다.
(3)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CPGI에는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있다3). 본 연구에
서는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CPGI에 있는 문항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연속으로 여러 번 돈을 잃은 다음에는 딸 확률이 높아진다’, ‘도박을 할 때
특정 방식이나 전략을 사용하면 더 많이 이길 수 있다’의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모두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60으로 나타났다.
(4) 승률에 대한 믿음
도박 참여시 자신이 돈을 딸 수 있다는 믿음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3) CPGI는 진단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9개 문항뿐만 아니라 도박중단 실패 경험, 수면문제, 금단현상, 가족/
친구 관계문제, 위법행위, 사회생활 문제, 약물 및 항우울제 복용 여부 등 도박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측정하고 있다.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은 진단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9개 문항 이외의 문항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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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러한 믿음과 도박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박을 하루 동안 하고
나서 결국 돈을 벌어서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관식 문항을 통
해 응답자들의 승률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였다.
5) 사회적 관계
(1) 주변인의 영향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중심적인 문화의 특성(Triandis, 1990)으로 인해 도박의 유지,
참여에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도박에 참여 혹은 도박을 지속하는데
있어서의 주변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변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는 ‘도박
(카지노, 경마, 경정,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의 2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55이었다.
(2) 사회적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문제성 도박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립되어 혼자 지내거나 소원(疎
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Lubben과 Gironda(2004)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친밀정도, 접촉 빈도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ubben과 Gironda(2004)의 LSNS-18(Lubben Social Network
Scale-18) 척도를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중 언어자에게 역번역하게 하여 일
치여부를 확인하고 토의 후 수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LSNS-18 척도는 응답자의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친밀 정도, 접촉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친척, 이웃, 친구관련
문항이 각 6개씩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련 문항 6개
의 문항만 설문에 사용하였다. 이는 도박중독 성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핵
가족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친구에 비해 친척과 이웃에 대한 친밀도와 교류의 빈도가
높지 않아 이를 통해 도박중동 성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설문의 문항이 길어지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동시에 고려
하여 친구관련 문항만을 설문에 사용하였다. 6개의 문항은 6점 척도 상에 응답자가 의견
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으로 나타났다.
6) 여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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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 만족도
현재 자신의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도박
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도박 이외의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의 2개 문항으로 개인의 여가 만족도를 측정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60이었다.
(2) 삶 만족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Diener, Emmoi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안신능, 서은국(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삶의 만
족도의 문항은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
어 왔다’, ‘만약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산다 해도,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겠다’로 총 4
개의 문항이었다.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자가
그 중 선택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Ⅲ. 결 과
1. CPGI 도박문제성 수준별 분포

그림 1. CPGI 도박문제성 수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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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응한 총 1146명의 연구대상자들 중 불성실한 답을 한 34명을 제외한 1112명
을 대상으로 CPGI 진단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박문제성 수준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문제성 도박자로 378명(34.0%)이었으며, 비문제성
도박자가 364명(32.7%)로 그 뒤를 이었다. 중위험 도박자는 239명(21.5%)으로 3위를 차지
하였으며, 저위험 도박자가 131명(11.8%)으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2.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성격의 차이
표 1은 CPGI의 진단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성격 변인들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위험감수성향(F(3, 1101)=18.02, p<.001)과 역기능
적 충동성(F(3, 1059)=24.68, p<.001)에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박문제성 수준별로 성격특성이 다름을 시사한다. 사후검증 결과, 위험감수성
향과 역기능적 충동성에서는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도박자에 비해 문제성 도박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흥표 등, 2003; 김민경, 2006 등)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성격의 차이

감 각 추 구
성
향
위 험 감 수
성
향
역 기 능 적
충
동
성

문제성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2.73( .86)

2.74( .92)

2.68( .87)

2.77( .82)

2.74( .86)

.42

2.37( .93)b

2.06( .92)a

1.97( .81)a

1.92( .82)a

2.11( .90)

18.02***

2.26( .38)b

2.09( .34)a

2.04( .34)a

2.05( .37)a

2.13( .38)

24.68***

전

체

F

***

p<.001, Duncan : a<b

3.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동기의 차이
도박문제성과 도박동기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문제성, 중위험, 저위험,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 간에 돈추구 동기(F(3, 1100)=128.82, p<.001), 회피동기(F(3, 1097)=56.54,
p<.001), 유희동기(F(3, 1092)=7.7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는 중독 수준에 따라 도박동기가 다름을 시사한다.
사후검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문제성 도박자에서 문제성 도박자로 갈수록 돈추구
동기가 강해지며, ‘고민거리를 잊기 위해 도박을 한다’라는 회피동기는 비문제성 도박자
에 비해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을 즐기거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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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라는 유희동기에서는 비문제성, 문제성 도박자 집단보다 저
위험과 중위험 도박자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독 수준에 따른 도박동기의 우선순위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
난다(표 3). 문제성 도박자들과 중위험 도박자들은 돈추구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성 도박자의 경우 2순위로 현재의 고민거리를 잊기 위한 회피동기가 그 다음을 차
지하였다. 반면 비문제성 도박자들과 저위험 도박자들은 유희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즉 문제성 도박자들은 돈을 따기 위해 혹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돈추구동기)
도박을 하는 반면, 비문제성 도박자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즐기기 위해(유희동기) 도
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동기의 차이
문제성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동기

3.40( .83)d

2.88( .79)c

2.44( .81)b

2.21( .91)a

2.78( .98)

128.82***

회 피 동 기

2.65(1.12)c

2.51(1.16)c

2.19(1.07)b

1.70(0.89)a

2.25(1.13)

56.54***

사 교 동 기

2.19( .85)

2.25( .85)

2.28( .78)

2.25( .91)

2.23( .86)

.58

유 희 동 기

2.50( .92)a

2.72( .92)b

2.69( .86)b

2.38( .96)a

2.53( .94)

7.78***

돈추구

전

체

F

***

p<.001, Duncan : a<b<c<d

표 3.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동기의 우선순위

돈 추 구

동 기

문제성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1순위(3.40)

1순위(2.88)

2순위(2.44)

3순위(2.21)

회

피

동

기

2순위(2.65)

3순위(2.51)

4순위(2.19)

4순위(1.70)

사

교

동

기

4순위(2.19)

4순위(2.25)

3순위(2.28)

2순위(2.25)

유

희

동

기

3순위(2.50)

2순위(2.72)

1순위(2.69)

1순위(2.38)

4.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관련 인지 및 신념상의 차이
문제성, 중위험, 저위험,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 간에 도박의 불공정성에 대한 믿음
(F(3, 1096)=3.11, p<.01),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F(3, 1098)=45.63, p<.001), 도박기술
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F(3,

1087)=3.83,

p<.01),

그리고

승률에

1070)=8.50, p<.001)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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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결과, 문제성 도박자는 저위험, 비문제성 도박자보다 도박의 불공정성에 대
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에서는 비문제성 및 저위험
도박자에 비해 중위험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도박기술에 대
한 비합리적 신념의 경우, 문제성 도박자 집단은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박에서 이기는 데 있어 특정 방식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거나 연속으로 돈을 잃은 다음에는 딸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었다. 마지막으로 도박을
하루 동안 하고 나서 돈을 벌어서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냐는 물음에 중위험 도박자 집
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높은 승률을 답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문제
성 도박자 집단의 경우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문제성 도박자들은 대부분 도박으로 인해 이미 많은 돈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이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관련 인지 및 신념상의 차이
문제성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전

도박불공 정성에
대 한
믿 음

3.18( .80)b

3.05( .79)ab

3.00( .73)a

3.02( .83)a

3.08( .80)

3.11**

도 박 중 독 에
대한 위험지각

3.28( .71)c

3.20( .79)c

2.93( .74)b

2.64( .92)a

3.01( .85)

45.63***

도박 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1.98( .73)b

1.93( .68)ab

1.87( .62)ab

1.82( .67)a

1.90( .69)

3.83**

승률에 대한 믿음

21.17(18.63)a

25.98(21.03)b

18.18(18.41)a

18.08(19.72)a

20.82(19.71)

8.50***

**

p<.01,

***

체

F

p<.001, Duncan : a<b<c

5.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의 차이
네 가지 유형의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라 주변인의 영향(F(3, 1098)=14.84, p<.001)과
사회적 네트워크(F(3, 1090)=29.77, p<.001)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사후검증을 한 결과, 중위험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는 비문제성 도박자와 비
교해 보았을 때 평소 어울리는 주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성 도박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성 도박자들은 도박을 시
작하게 될 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질문들에서도 저위험과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에 비
해 문제성 도박자 집단은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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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문제성 도박자는 도박 활동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거나 낮은 정도의 문제를
가진 두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친구의 수, 그들과의 친밀 정도 및 접촉 빈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중독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의 차이
문제성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주 변 인 의
영
향

2.59( .85)c

2.34( .88)b

2.32( .88)ab

2.16( .97)a

2.36( .91)

14.84***

사
회
적
네 트 워 크

3.43( .79)a

3.74( .80)b

3.89( .86)c

3.95( .72)c

3.72( .81)

29.77***

전

체

F

***

p<.001, Duncan : a<b<c

6. 도박문제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문제성 도박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13개의 변인들을 대상으로 표준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투입된 각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
과,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모두 1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는 바, 다중공선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 행렬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감각추구성향
2. 위험감수성향

.56**

3. 역기능적 충동성

.15**

.32**

4. 돈추구동기

.10**

.21**

.21**

**

**

.14**

**

*

5. 회피동기
6. 사교동기
7. 유희동기

.12

**

.21

**

.32

.19

**

.31

.06

.28**

**

.34**

.49**

**

.10

.14

.14

.20

.05

.09**

.06*

9.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

.08**

.10**

.01

.28**

.24**

.07*

.18**

.21**

**

**

.01

**

**

**

**

.10**

.07*

**

**

.05

.21**

**

**

11. 승률에 대한 믿음

**

.10

*

.16

**

.00

.10

.13

**

.07

.33**

8. 도박불공정성에 대한 믿음
10.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

.24

**

-.01

**

**

.09

.17

**

.14

**

.08

*

.06

**

.17

.02
**

.19

.09

**

-.14

12. 주변인의 영향

.06

.13

.15

.09

.16

.31

.16

.22

.20

.06

-.03

13. 사회적 네트워크

.16**

.05

-.12**

-.14**

-.08**

.12**

.12**

-.02*

-.04

.00

.0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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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제성 도박 성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감각추구성향, 위험
감수성향, 역기능적 충동성, 돈추구동기, 회피동기, 사교동기, 유희동기,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 주변인의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3개의
예측변인은 문제성 도박 성향 전체변량의 43.1%를 설명하였다(F(13, 948)=55.16, p<.001).
회귀계수 β를 보면, 돈추구동기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3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위험감수성향이 .16, 회피동기가 .16, 사회적 네트워크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문제성 도박 성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회귀분석
준거변인
문제성도박성향

예측변인
감각추구성향
위험감수성향

t

Tolerance

VIF

F

R2

-0.72

-0.10

-3.31**

0.62

1.60

55.16***

.431

5.05

***

0.58

1.73

***

0.85

1.17

1.09

0.16

2.14

0.13

4.98

돈추구동기

2.30

0.37

13.15***

0.74

1.35

회피동기

0.86

0.16

5.59***

-0.70

-0.10

0.74

1.35

-3.34

**

0.69

1.45

**

0.65

1.54

0.86

1.17

0.84

1.20

유희동기

-0.66

-0.10

-3.37

도박불공정성에 대한 믿음

-0.18

-0.02

-0.90
***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

1.02

0.14

5.31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0.13

-0.00

-0.58

0.88

1.14

승률에 대한 믿음

-0.01

-0.03

-1.06

0.89

1.13

0.65

0.10

3.70***

0.86

1.17

-1.11

-0.15

-5.83***

0.90

1.11

주변인의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

p<.01,

beta

역기능적 충동성

사교동기

**

B

***

p<.001

7.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여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의 차이
네 가지 유형의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라 여가 만족도(F(3, 1101)=57.43, p<.001)와 삶
만족도(F(3, 1095)=49.55,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사후검
증을 한 결과,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는 저위험과 비문제성 도박자에 비해 여가
만족도와 삶 만족도가 모두 낮았다. 특히 문제성 도박자의 경우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여
가 만족도와 삶 만족도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위험 도박자와 비문제성 도박자간에는 여가 만족도와 삶 만족도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문제성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기존 연구(이인혜, 2005; 현명호, 김민경, 2004)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8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표 8.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여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의 차이
문제성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비문제성
도박자

여 가 만 족 도

2.78( .92)a

3.32( .84)b

3.60( .82)c

3.55( .87)c

3.25( .94)

57.43***

삶 만 족 도

2.50( .79)a

2.83( .76)b

3.10( .74)c

3.16( .76)c

2.86( .82)

49.55***

전

체

F

***

p<.001, Duncan : a<b<c

Ⅳ. 논의 및 결론
현대사회에서 도박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일 뿐만 아니라 종합 관광산업으로
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박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도박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교헌, 권선중, 2003). 즐거움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는 문제성 도박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Bolen
& Boyd, 1968). 도박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이혼 및 가정폭력(Loren &
Yaffee, 1989), 자살과 자녀의 행동문제(Lesieur & Klein, 1987)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렇듯 도박중독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내에서
도 현재까지 도박중독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병리적 도박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DSM-IV에 기반한 진단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었다(한성열, 허태균, 이흥표, 장훈, 안상섭,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CPGI를 사용하였다4).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표집을 사용하
여, 성격, 인지, 동기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000여 명의 대단위 표집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심
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에 대한 만족
도 등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박과 성격, 동기, 인지 및 신념, 사회적 관계, 여
4) CPGI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로 좀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Thomas, Jackson, &
Blaszczynski, 2003), DSM-IV에 기반한 척도들의 측정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한성열, 허태균, 이흥표, 장훈, 안상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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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
박과 성격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감각추구성향 및 위험감수성향, 충동성
을 측정하였다. 문제성 도박과 동기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동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문제성 도박과 인지 및 신념과의 관계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도박공정성에 대한 믿음,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 도박기술에 대한 비합리
적 신념, 승률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문제성 도박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주변인의 영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였다. 끝으로 여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문제성 도박과과 성격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문제성 도박자는 비문제성, 저
위험, 중위험 도박자에 비해 위험감수성향과 역기능적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성 도박과 도박동기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도박문제성이 클수록 돈추구
동기와 회피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동기의 우선순위
를 비교해 본 결과, 문제성 도박자 집단과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간에 확연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문제성 도박자들은 돈을 따기 위해 혹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
을 하는 반면, 비문제성 도박자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즐기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도박관련 인지 및 신념상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문제성 도
박자는 저위험, 비문제성 도박자들에 비해 도박의 불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문제성 도박자들은 도박행위가 공정한 룰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에서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들은 비문제성 도박자나 저위험 도박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들은 도박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이 인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중
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하는데 있어, 도박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나 경고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도박의 승률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중위험 도박자 집단은 문제성, 저위험, 비문제
성 도박자 집단에 비해 도박을 통해 돈을 벌수 있다는 믿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문제성 도박자 집단의 경우 저위험
도박자 및 비문제성 도박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문제성 도박자
의 경우, 자신이 도박을 통해 돈을 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에 따르면 간헐적 강화는 계속적 강
화에 비해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Ferster & Skinner, 1957). 즉 도박을 통해 매번 돈
을 따던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되면 도박행동은 급속하게 줄어든다
(소거). 그러나 도박이라는 행위자체는 돈을 따는 것이 간헐적이며 따라서 간헐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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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된다. 문제성 도박자들은 대부분 도박으로 인해 이미 많은 돈을 잃은 경험을 가
지고 있음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박 행동을 통해 받았던 간헐적 강화(가끔 돈을 딴 경험)로 인해 도박
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문제성 도박자들은
도박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데 있어 자신과 평소 어울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성 도박자 집단은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성 도박자는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친구의 수, 친밀성 정
도 및 접촉 빈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는 문제성 도박자 집
단의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문제성 도박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혹
은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들이 문제성 도박을
야기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성 도박을 설명하는데 있어 돈추구동기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위험감수성향, 회피동기, 사회적 네트워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성 도박에는 동기적인 측면 특히 돈을 따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한 돈
추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위험감수성향과 충동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 그리
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평소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지 및 신념적인 측면의 경우, 도박문제
성 수준에 따른 인지 및 신념상의 차이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처럼 발견되었으나(이민
규, 김교헌, 권선중, 2007; 이영호, 2006; 이인혜, 2004; 이흥표, 2002 등),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동기, 성격 등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끝으로 도박문제성 수준에 따른 여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문제성 도박자는 저위험과 비문제성 도박자에 비해 현재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
하고 있지 못하며, 다양한 여가활동도 즐기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의 과정에서 이들에서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꺼
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가 만족도에서처
럼 문제성 도박자는 저위험과 비문제성 도박자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 도박관련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
고, 문제성 도박과 성격, 동기, 인지 및 신념, 사회적 관계, 여가 만족도 및 삶 만족도와
의 관련성 등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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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도박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성 도박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은 향후 이들이 도박중독에 빠
지는 기제를 밝히고, 나아가 상담과 치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박의 부정적 기능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기실 도박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
존 연구들은 극히 일부(이철원, 2000)를 제외하고 도박의 부정적 기능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도박을 건전하고 즐겁게 즐기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들이 도박을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도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심
리적 특성을 논하는 것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설문방식을 통한 자기보고식 연구뿐만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연구, 실험적 연구 및 종단적 연구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문제성 도박에 이르
게 되는 과정과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 중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지각’과 ‘주변인의 영향’을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 문항의 수가 각각 3개와 2개
로 적은 측면이 있긴 하였으나, 신뢰도 값이 낮게 나온 점은 결과를 해석하는 있어 유념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비록 본 연구가 1,000명이 넘는 대단위 표집을
사용한 면은 있으나, 카지노라고 하는 특정 도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정된 연구
라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도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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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 Problem Gambling
Park, Cheongyeul*․Kim, Yoonyoung**⋅Yoo, Yeanhok**⋅Hur, Taekyun***

The present study pursued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 gambling, by investigating
various related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simultaneously through a large-scale survey. In
the concrete, a field survey that included a problem gambling index(CPGI) and participants'
gamble-related personalities, motives, cognition/belief, social relation,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was conducted on 1,146 visitors of Kangwon Land Casin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inclination to problem gambling was correlated with the personality of risk taking and
dysfunctional impulse. Problem gamblers were relatively more driven by monetary motives,
whereas non-problem gamblers's primary motive was to enjoy. Speaking of cognition and
belief, problem gamblers also had a strong belief in unfairness of gambling. Interestingly, the
problem gamblers's decision in gambling behaviors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close others
and at the same time they reported the relatively weaker social connection network. 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netary motive had the strongest impacts on problem
gambling and it was followed by an inclination to risk taking, the motive for avoidance, and
social network.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 gambl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atisfaction in leisure time and life.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entive actions and treatment of gamble-related problems in future.
Key Words : problem gambling, personality, motivation, cognition, social relationship,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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