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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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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고, 동시에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이 남자 고교생의 비합리적 도박신
념에 유용한 예측요인이고, 우울이 이들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으로는 가족건강성을, 매개변인으로는 우울을, 종속변인으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설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한 달간이었고, 조사대상
자는 G광역시와 전남지역 남학생 330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SPSS 14.0과 AMOS
1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적절한 모형으로
밝혀졌다. 변수 간 경로과정을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직접 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우울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로 인해 총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고교생의
도박문제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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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또는 합법적 도박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카지노․경
마․경륜․경정․복권 등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행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2000년대에 일어날 6대 사회변화 중의 하나로 도박중독의 증가(조선일보, 2000)를 예측한
바 있다. 도박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의존하여 금전과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이전
(transfer)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Devereux, Jr., 1968) 또는 참여자들 사이에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재정적 위험 부담(financial risk-taking)행위를 지칭한다(Kallick-Kaufman and
Reuter, 1979). 도박중독은 습관적 혹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직업상실과 가족해체를 야기하고(이
흥표, 2003a; 2003b)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이흥표, 2003a),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성인남녀 중 57.2%가 도박을 경험했고(57.2%), 이를 선진국(80%)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지만, 도박중독 유병률은 우리나라가 6.6%로 2.9%인 미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
타나고 있다(김교헌․이흥표․권선중, 2005) 이것은 우리 사회가 미국 등 외국에 비하여 도박 경
험율이 낮더라도 도박중독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권선중,
2003; 권선중․김교헌․최지욱, 2006; 연미영, 2006).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주기상 심리적 불안정
과 통제력이 결핍되기 쉬운 시기이고, 이런 취약성이 게임중독이나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
어 더욱 심각하다. 선행연구들은(이흥표, 2003a; 2003b) 12～18세 남자청소년의 83%가 도박경험
이 있고, 문제성 혹은 병적 도박자의 약 70%정도가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했으며, 그 중 32%
는 15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 외, 2003). 이는 도박중독
유병율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성인 도박중독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실제로 도박중독이 심한 청소년일수록 무단결석, 비행
행동, 약물남용, 폭력, 성폭력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이흥표,
2003a, 2003b; Vitaro et al., 1996) 감안해보면,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Chambers and Potenza, 2003; Dickson, Derevensky, and Gupta, 2002; Griffiths and Wood, 2000;

등(2004)의 “중독증후군 모형”에 따르면, 생리․심리적 취약성을 지닌 개
인이 중독 위험성이 있는 대상과 접촉하는 경험에서부터 중독증후군이 출발한다고 하며, 이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청소년을 도박경험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도박
Stinchfield, 2001). Sha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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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충동성에 주목하는 외국의 선행연구가 많은 편인데, 충동성
이 도박이나 비행에 영향을 주고(cleckey, 1976; Eysenck, 1977; Petry, 2001), 북미와 영국의 선행연
구들은 십대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이 도박문제에 취약한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 도박 연구는 주로 성인들의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예측요
인에 대한 연구들(김교헌․권선중, 2003; 김교헌․김정남, 이민규, 2003; 김교헌, 2004; 김민경,
2006)이나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들(김현철․김성철․김지철, 2003;이영
분․김유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병적도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흥표, 2002; 이흥표,
2003a; 이흥표 2003b)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청소년 도박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도박
성 게임행동의 실태와 영향 변인 연구(최정은, 2003; 최정은, 2004; 심희옥, 1997)와 청소년의 문
제성 도박 심리적 특성 연구(이송선, 2000; 김민우, 2004; 장정연, 2011a; 2011b; 김현주, 2009; 남
전아, 2009; 송미숙, 2009)와 정책적 대안 연구(권준근, 2011) 등으로 아직도 다양한 경험적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도박문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너무 넓은 범주를 다루고 있어서, 연구의 타당성과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고 사
료된다. 더욱이 청소년 문제에서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는 가족과의 연관성을 도박문제와 함
께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도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에 대한 실태조사 수
준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의 심리 특성을 분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종속변수인 남자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
념에 가족 건강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우울이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 고등학생들의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재발 방
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을 다룬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가족에
관련된 요인은 청소년의 심리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우울의 원
인론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김보경․민병배, 2006). 본 연구에서
는 가족에 관한 여러 측면 중에서 가족 건강성을 독립변인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족건강
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기능적 가족,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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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균형 가족, 정상적인 가족, 최적의 가족, 건전한 가족 그리고 건강한 가족 등의 용어를 상
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배경의․김은하, 2007).
가족의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 건강한 가족으로 연구의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Otto(1975)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족의 실패보다는 가족의 성공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Olson과 DeFrain(2003)은 전 세계 27개국의 21,000여 가족을 조사한 연구
를 기반으로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헌신,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신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의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제안하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
여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으로 특성화하였다. 국내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유영주(2001)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
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의 건강성과 청소년의 우울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과 우
울간의 경로를 분석 연구(김형수․김용섭, 2010)가 있고, 이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우울은 단
순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두 요인 간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증명되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이 청소년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배경의․김은하,
2007)와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
영신․김의철, 2000; 곽영희․정현희, 2011) 등이 있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못
하거나 가족 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김은정,
2010; 김영희․안상미, 2008; 김현진, 2002; 양돈규, 1997)등이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부모자
녀의 갈등이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Warrick-Swansen (1999)의 연구, 부모 및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들의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낮은 우울감과 관계가 있다는 Corsano 등(2006)
의 연구 등이 있다. 가족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외국의 선행연구 중에는 아동이 느끼
는 가족응집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로 작용하기도 하고 반면 가족
갈등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은 Kliewer와 Kung(1998)의
연구도 있다. 또한 Carbonell 등(1998)은 가족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청소년들은 우울의 가능성이
낮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추구할 수 있으며 우울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더 적게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여,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의 예방과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고등학생들의 우울과 비합리적 도박신념 관련 선행연구

많은 연구결과들이 도박중독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도박과 우울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병적도박자 중 72%가 최소한 주요 우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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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를 1회 이상 경험하였고, 52%는 반복적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다고 하였다(Linden, Harrison,
and Jonas, 1986). 또 다른 선행연구(Blaszynski and McConaghy, 1989)는 도박중독자의 우울은 스트
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써 중증(Severe Level)은 아니고, 중간 수준(Moderate Level)의 우울이었다고 한
다. Leiser와 Rosenthal(1991)은 병적도박자 중 12.9%가 알코올 남용, 76%가 주요우울장애, 28%가
반복적 우울삽화경험과 자살시도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1997)의 연구에서도 도박중독자 중 70%이상이 우울증, 50%가 주요우울장애 삽화를 동
반하고, 80% 이상에서 자살사고가 나타나 자살 시도율은 20%에 이른다고 하였다. 성인과 마찬
가지로 청소년 도박중독자들도 정상적인 또래집단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이(Gupta and Derevensky, 1998a, 1998b; Marget, Gupta and
Derevensky, 1999) 우울과 도박문제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은 다른 사람
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사적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
하시킴으로써(Meadus, 2007),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박문제와의 연관성을 가지
고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수준의 우
울 및 불안, 빈약한 대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았고, 다른 중독문제들이 공존하고 있거나, 병적 도박으로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고 한다(권선중․김교헌․최지욱, 2006). 그 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연구(박경애
외, 2009; 정혜명․이동수, 2008; 조춘범 외, 2007)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중독과 우울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도박중독
척도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의 심리적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김교헌․권선중, 2003; 이민규․김
교헌․김정남, 2003; 이영분․김유순, 2002; 이흥표, 2003a; 2003b; 이인혜, 2004) 주를 이룬다.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행위중독인 인터넷중독과 우울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고유진, 2001; 김세
윤, 20003; 김종래, 2003; 송남옥 2004; 황수정, 2000)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우울이 개인 및 가족을 포함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주된 심리사회적 문제 중에서 특
히 우울이 주요 원인이 되거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우울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학교사회복지현장에서 우울이 주된 감정의 문제로 드러나는 청소년들
에게 문제성 도박에 관련된 집중적인 예방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을 실천할 때, 실질적인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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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 관련 선행연구

현대 사회는 사회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전통적으로는 가족의
기능에 속하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사회에서 대리로 행해주고 있다. 가족에게는 애정기능과
자녀양육과 같은 핵심 기능이 주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데, 개별 가족들이 놓여진 우리의 환경은
경제 불안정 또는 양극화나 빈곤의 세습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폭력, 학대, 알코
올 및 마약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병리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가족 해체의 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편이다. 청소년 도박은 주요 청소년 비행행동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사
회문제이기도 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3)은 청소년 비행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높은 관
련이 있다고 했으며, Shapira 등(2004)은 플로리다 청소년 도박행동 연구보고서에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더 많은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이 밖에도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낮은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높은 도박 참여율과 관련되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Harba and Lee, 1995; Ladouceur, 1991;
Shepherd, Ghodse, and London, 1998; Volberg and Steadman, 1988) 부모의 건강성과 청소년 도박문제
의 연관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가족과 같은 주변인물이 도박문제를 가진 경우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나 부모의 도박행동 여부가 향후 자녀의 도박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McComb and Sabiston, 2010). 가족응집력도 청소년 도박에 간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McComb and Sabiston, 2010), 부모의 물질남용(substance abuse)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연관
되는 변수이다(Dickson et al., 2002; Hardoon et al., 2004; Langhinrichsen-Rohling et al., 2004). Hardoon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잠재적 청소년 도박중독자나 고위험군은 가족 구성원 중에 약물 남용
이나 알코올문제를 가진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Dickson 등(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박
수준에 따른 그룹 간에 부모의 물질 남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Magoon과 Ingersoll(2006)은 부모와 높은 신뢰감이 있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청소년은 도박게임에
더 적게 참여하며, 문제 도박의 범주에도 더 적게 해당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주제와 유사한 행
위중독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가족변인을 다룬 연구(박부진, 2000; 정경아․한규석․2001; 조
영, 2003)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인 의사소통과 결속력인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인
터넷중독의 경향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아져서 청소년들에게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 및 도움 체계를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비행 예방에
필수적이고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유선정․이소래, 2001). 또한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잘되고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등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자아존
중감도 높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박구용, 2004; 이미정, 2001; 이지영, 2006).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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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성이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한다는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양점도․박영주, 2004; 박경애 외, 2009; 이만제, 2009; 양순미․유영주, 2003; 남영
자․박태영, 200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도박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의 도박문제와 관련된 가족지원 및 관
계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우울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와 완전히 일치하는 변인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가족 관련 요인이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김형수․김용섭, 2010; 배
경의․김은하, 2007), 우울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Gupta and
Derevensky, 1998a, 1998b; Marget, Gupta and Derevensky, 1999; 권선중․김교헌․최지욱, 2006). 또
한 청소년의 가족 건강성은 비합리적인 도박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McComb
and Sabiston, 2010)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의 청소년 도박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흥표(2002)와 장정연(2011a)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요
임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문제성 도박자나 병적 도박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김교헌․권선중, 2007: 이인혜, 2004). 이는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도박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와 비교적 유사한 연구모형을 제시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진희와 김경신(2010)의 연
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을 독립변인으로, 우울과 자기통
제력은 매개변인으로 보았으며,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보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분매개모형보다는 가족응집력이 우울과 자
기통제력을 거쳐서 인터넷중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남전아
(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충동성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
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신뢰감이 중재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술을 바탕으
로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우울․비합리적 도박신념’이라고 하는 3개 변인의 인과관계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가족건강성에 문제가 있는 가족의 경우 자녀인 청소년의 우
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이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하여 학교사회복지현장에서 도박과 관
련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할 때,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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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모형설정

본 연구는 비실험설계이며,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 가족건강성이 매개변수인 우울을 통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그림 2>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우울을 매개하여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경로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신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
를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합모형을 간접
경로만을 가정하여 구성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두 가지를 제
시하고 모형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2>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자는 광역시인 G시와 인근 중소도시인 N시 두 지역에서 각각 인문계 고교 1개교와
실업계 고교 1개교, 총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고등학교 1~2학년생인 남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330명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5일 ~ 11월 25일까지였다. 조사과정은 각 학교 교사
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 연구자가 각 학급별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남자 고등학생으로 국한한 이유는 성인 대상 도박문제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
성의 도박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만을 유의표
집한 선행연구들이(이흥표, 2003; 이민규․김교헌․김정남, 2003; 이인혜, 2004; Bilt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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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도박관련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도박행동이 많고 중독의 문제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우, 2004; 권선중 외, 2006;
Welte et al., 2004; Langhinrichsen- Rohling et al., 2004; Bilt et al., 2004). 외국 선행연구에서도 성별
에 따른 도박행동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격차가 매우 커서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
을 소지가 높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이나 남자 성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례들이 다수 존재한
다(Langewisch and Frisch, 1998; Stinchfield, Hanson, and Olson, 2007; Ladouceur, Dube, and Bujold,
1994; Lesieur and others, 1991; Shaffer, Hall, and Bilt, 1997; Winters, Bengston, Dorr, and Stinchfield,
1998).
3. 측정도구

가족의 전반적 건강성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 FOS-55)는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인
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모두 55문항, 8가지 하위요인(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확대 가족 내 독립성,
공동체 의식 및 가족의 공평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
는 하위요인(16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모의 건
강성’과 ‘가족 전반적인 건강성’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이고 점
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도구 전체의 Cronbach α값이 .953으로 나타
났고, 가족의 전반적 건강성 요인은 .918로 나타났다(최현미, 1997). 본 연구에서는 .628로 나타났
다.
1)

우울
우울 측정 도구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 개정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CES-D-K)를
수정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곽금주․문은영, 1995; 심희옥, 1997). 이 척도는 우울한 기
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묻는 내용으
로 총 23문항이며, 임상적 목적보다 정상인의 우울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의욕저하’, ‘열등감’, ‘우울감’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α값은 .828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852로 나타났다.
2)

비합리적 도박신념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Sternbergh 등(1998)의 The Gamblers’ Belief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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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Langer의 통제력착각척도를 번안하여 이흥표(2002)가 타당화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박에서의 승리를 지나치게 과신하고 도박실행 과정과 결과를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잘못 추론하는 “자기과신적․비논리적 추론” 요인과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고 운보다는 “전략 및 기술 과대평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과신적’, ‘기술 과대평가’ 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Likert식 5
점 척도이며, 전체 문항 수는 30문항이고, 이 도구의 Cronbach α값이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953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비합리적 도박신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독치료 및 재활 분야에 다년간의 임상 실무 경험이
있는 현직 사회복지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Questionnair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4.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과 우울, 가족건강성,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대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0.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각 경로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가족 건강성), 매개변수(우울) 그리고 종속변수(비합리적 도박신념)
가 동시에 투입된 모형을 분석한다. 세 번째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가 동시에
투입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경로가 유의성 정도를 유지하거나,
유의성 정도가 줄어들었다면 매개변수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영향력이 ‘0’으로 경로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 든 경우 매개
변수는 완전 매개(Full mediation)로 해석한다(김계수, 2010).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TLI, RMSEA,  , NFI, CFI 를 이용하였다. 이 지
수들은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이다. GFI, TLI, NFI, CFI값은 .9
이상, RMSEA값은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8이하(Hu & Bentler, 1999)이면 모형 적
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을 제시하고  차이 검증으로
모형비교를 하였다.  차이가 자유도 1일 때 임계값인 3.84보다 크면 부분매개모형을 적합한 모
형으로 채택하고, 작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김계수, 2002). 또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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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형제순위는 ‘막내’ 149명, ‘맏이’ 119명, ‘독자’ 9명, ‘중간위치’가 37명으로 막내와 맏이
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 구성이 주로 자녀를 두 명을 둔 가족이 많음을 보여준다. 학년은
고교 ‘1학년’이 273명, ‘2학년’ 57명으로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많았다. 학업성적은 ‘중’은 204
명, ‘하’가 71명, ‘상’이 53명으로 성적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인 N시’가
218명, ‘광역도시인 G시’가 102명, 기타 지역은 4명으로 중소도시의 고등학생이 많이 포함됐다.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응답은 ‘중’은 250명, ‘하’가 45명, ‘상’이 33명으로 가정형편은 스
스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
성별
남자
맏이
형제순위 가운데
막내
독자
상
학업성적
중
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330

100

119

37.9

37

11.8

149

47.5

9

2.9

53

16.2

204

62.2

71

21.6

일반적 특성
고1
학년
고2
G시
거주지역
N시
기타지역
상
가정경제
중
하

(단위: 명)

빈도

퍼센트(%)

273

82.7

57

17.3

102

31.5

218

67.3

4

1.2

33

10.1

250

76.2

45

13.7

2.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 2>는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은 우
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고등학생의 우울
과 비합리적 도박신념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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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요인 간 상관관계

가족건강성
우울
비합리적 도박신념

가족건강성

우울

비합리적 도박신념

1
-.308**

1

-.096

.137*

1

**.p<.01, *.p<.05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9.826(df=11, p=.002), GFI=.974, NFI=.933, TLI=.916, CFI=.956, RMSEA=.072로 나타났다. 모두
적합도 기준인 .90보다 높게 나타났고, RMSEA값은 적합도 기준인 .05~.08에 속하여 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요인계수를 살펴보면, 기술과대평가를 제외한 모든 계수가 유의확
률=.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에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가족건강성과 우울 그리고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반면, 우울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2

요인계수: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p<.001, **p<.01, *p<.05
χ2=29.826**(df=11, p=.002), GFI=.974, NFI=.933, TLI=.916, CFI=.956, RMSEA=.072
<그림 3>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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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모형의 기반이 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
합도 지수는 <표 3>와 같다.
모형의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 값이 부분매개모형은 29.826(df=11)로 나타났고, 완전매개모형은
35.464(df=12)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부분매개모형은 p=.002와 완전매개모형은 p=.000로 유의
확률 .05보다 낮게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다른 적합지
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χ 검정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으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좋은 모델일 가능성이 있으며 χ 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배병렬, 2007). 다른 적합지수는 부분매개모형에서
GFI=.974, NFI=.933, TLI=.916, CFI=.956로 나타났고, 완전매개모형에서는 GFI=.970, NFI=.921,
TLI=.904, CFI=.945로 나타났다. 모두 적합도 기준인 .90보다 높게 나타났고, RMSEA값이 부분매
개모형은 .072, 완전매개모형은 .077로 적합도 기준인 .05~.08에 속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은 모두 양호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χ 차이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χ 차이가 5.638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값
인 3.84보다 커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분매개모형을 완전매개모형보다 경험적 자료에 더 적합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2

2

2

모형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차이

2

<표 3> 완전·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

χ2

df

p

GFI

NFI

TLI

CFI

RMSEA

29.826

11

.002

.974

.933

.916

.956

.072

35.464

12

.000

.970

.921

.904

.945

.077

5.638

1

부분매개모형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우울,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
이상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연구모형에 따라 주요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그림
4>,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와 가족건강성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우울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으로 가는 경로에서 C.R.≧±1.96이
고, 유의확률 p<.05이므로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우울에 영향
을 미치고, 우울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고(β=-.318, CR=-3.761, p=.000), 가족 건강성이 낮아지면 비
합리적 도박신념은 높아졌다(β=-.110, CR=-2.601, p=.009). 또한 남자 고등학생의 우울이 높아지
면 비합리적 도박신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106, CR=2.196, p=.0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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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가족건강성 → 우울
가족건강성 → 비합리적 도박신념
우울 → 비합리적 도박신념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C.R.

p

-.047

.673

-.318

-3.761

.000

-.304

.117

-.110

-2.601

.009

1.967

.895

.106

2.196

.028

<그림 4>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과정

모형의 직․간접 효과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등학생의
우울이 가족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직·간접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완전매개모형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미치는 영향 중 직접적인
효과는 0.00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34로 나타났으며, 총 효
과는 -.134로 나타났다. 부분매개모형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미치
는 영향 중 직접적인 효과는 -.304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는 -.093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는 -.397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을 부분매개로 한 모형의 총 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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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개
부분매개

가족건강성 → 우울
우울 → 비합리적 도박신념
가족건강성 → 비합리적 도박신념
가족건강성 → 우울
우울 → 비합리적 도박신념
가족건강성 → 비합리적 도박신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049

-

-.049

2.710

-

2.710

0.000

-.134

-.134

-.047

-

-.047

1.967

-

1.967

-.304

-.093

-.397

과가 완전매개로 한 모형의 총 효과에 비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에 직접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고등학생 우울의 간접경로를 통해 직접효과보다 총 효과 값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개변수인 우울을 통해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고등학생의 우
울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에서 가족 건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확률(p=.04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
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 간의 관계에 우울이 간접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고, 이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고, 이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 건강성을 독
립변수로, 우울을 매개변수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G광
역시와 인근 중소도시인 N시에 위치한 인문계(2개교) 및 실업계 고교(2개교)의 남학생 330명이었
고,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SPSS 14.0과 AMOS 1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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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여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에서 비합리적 도박신
념에 이르는 완전매개모형과,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에서 우울을 거쳐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이
르는 경로를 선택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 모두 양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가족 건강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우울
또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이
적절한 모형으로 수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비합리적인 도박신념 간
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비합리
적인 도박신념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 건강성 증진 및 우울상태 감소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측정오차를 통제하면서 가족 건강성, 우울, 비합
리적인 도박신념의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대상이나 방법론적 차이는
있으나, 고등학생의 가족이 건강할수록, 우울감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김형수․김용섭, 2010; 배경의․김은하, 2007; Gupta
& Derevensky, 1998a, 1998b; Marget, Gupta and Derevensky, 1999; 권선중․김교헌․최지욱, 2006;
McComb and Sabiston, 2010; Magoon and Ingersoll, 2006)을 지지해주고 있다. 물론 이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요인이 완전히 유사한 연구들은 아니며, 본 연구의 세 요인들 중 두
가지 정도가 유사한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 비합리적인 도박
신념을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력의 관계 모형을 세분화시켜 검증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인 우울을 통해서 비합리적
인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지지됨에 따라서, 가족 건강성이 직접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우울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을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와 유사한 최근의 선행연구인 김진희와 김경신(2010)의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기능인
자기통제력과 우울이 가족기능과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자기통제력 강화와 우울감 감소 및 가족기능의 향상이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
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을 이해하고, 사교적 도박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성 도박이나 도박중독문제를 가진 고등학생에 관한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도박중독 연구는 성인 대상이거나, 도박행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
았는데,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현재
는 도박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강한 잠재적인 고위험군에 대한 개
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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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시사점에 더하여, 도박문제가 있거나, 고위험군인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학교사회복지 현장에 다음과 같은 논의의 단초(端初)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비합리적인 도박신념과 가족 건강성과 우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본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이나 상담 장면에서 고등학생
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함께 가족 건강성과 우울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평가가 정기적으로 동
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 행동’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
이 아니고, ‘도박에 관한 생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느껴져, 예방적 접근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가족 건강성과 우울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면, 아직 문제성 도박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고위험군이나 향후 고위험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효율적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인터넷 중독 상담사 및 정보통신 윤리강사들의 예방교육과 고위
험군인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박중독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나
집단프로그램 또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충남대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
상자인 청소년의 약 5%는 도박중독이고, 15.5%는 도박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권준근,
2011). 인터넷 게임중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적․치료적
접근이 학교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상담실을 이
용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독관련 스크리닝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
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교사나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중독스크리닝, 중독
초기 상담, 중독 예방 상담 및 전문기관 의뢰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셋째, 위와 같은 예방적․치료적인 도박중독 관련 평가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학교사회복
지사의 배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실무자들
에게 필요한 도박중독 평가 도구 및 지역사회 의뢰 및 수퍼비젼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의 정신보건 및 중독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고등학생의 도박문제 예방과 관련해서 가족의 건강성
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라는 공통 분모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간의 관계 회복프로그램이
나 의사소통프로그램의 강화, 혹은 역기능적 가족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지역사회
내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아
직 확인되지 않은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
단된다. 향후에는 지역, 연령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들을 표집하여 대상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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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보장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에는 성별 차이와 인문계
와 실업계 고교의 차이분석도 실시하여, 학교라는 환경의 차이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프
로그램이나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성별로, 학교별로 특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통제변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철
저하게 일반인구학적인 변수를 통제하여 연구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는 우울만을 매개변수로 다루었지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스트레스나 자존감, 자기효
능감 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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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Family Strengths
on Irrational Gambling Belief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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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how family strengths influenced on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
by analysing depression as a mediating effect and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 as a predictive variable and
depression acting as an indirect mediating role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is objective,
family strengths were utiliz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as a mediating variable;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as an outcome variabl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330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 city and Junnam province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5th of October for one
month in 201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4.0 and AMOS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 partial mediation model where dep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was appropriate. By
examining the path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er the family strengths
became the lower the depression was; the higher the family strengths became the lower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 was. As a result of examining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t was found that although
family strengths had a direct effect on irrational gambling belief, a total effect became even higher due to
an indirect effect of depression. Stud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ways of improving school
social workers’ program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methods for gambling problems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gambling, depression, family strengths, irrational gambling belief, high school students'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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