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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도박문제 인식수준의 영향요인
홍정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in
Pathological Gamblers
Hong, Jung Ah
Department of Nursing, The Aansan University, An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levels of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gambling severity, depression,
and gambling urge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in pathological gambler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in the survey for this study were 163 pathological
gamblers from gambling counseling G center in Gyeo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2014 to
February, 2015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regression with SPSS 19.0 program. Results: Gambling severity (p<.001), depression (p=.025) and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showed strong correlations. Gambling severity and type of
housing tenure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in pathological gamblers.
These variables explained 31% of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s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motivation for
change in pathological gamb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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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1]. 2015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
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4%이다. 도박중
독이라는 용어는 약물에 의한 물질의존이나 중독 개념을 도박
에 적용한 일상적인 용어를 의미하고, 공식 명칭은 병적 도박이

국내 사행산업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92개소의 사

다. 병적 도박은 지속적이며 반복되는 부적응적 도박행동으로

업장이 있고 연간 매출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도박에 대한 집착, 자제력의 상실, 베팅금액의 증가, 금단 증상

GDP)의 0.5%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과 내성, 재정 파탄과 관계의 손상 등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국가

되는 질환으로 미국 정신의학회[2]는 DSM-5 (Diagnostic

주요어: 도박, 동기, 인식,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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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아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에

단계 이론이 변화동기 및 중독 상담에서 설득력을 더 얻고 있

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 related and addictive

다[14]. Prochaska와 DiClemente[18]의 범이론 모형(trans-

disorders)로 분류하고 있다. 병적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

theoretical model)은 대상자가 행동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의 심리 ․ 행동적 측면에서 정신심리

하는 단계에서부터 행동변화를 인지하고 시작하여 유지하는

적 문제가 유발되고,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연속적인 변화단계로 설명하며, 중독 상담에서 대상자가 변화

발생한다[3].

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변화동기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

1980년 병적 도박이 정신질환으로서 인식이 된 이후 병적 도

고 있다[14]. Prochaska와 DiClemente[18]가 설명한 변화단

박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3] 병적 도박자의 특

계에 대응하는 척도로는 크게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변

징 및 도박의 심리사회적 영향[4-6], 병적 도박의 원인과 실태

화단계 척도(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

[6,7] 병적 도박자 또는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연구[4,8-11]가

ment, URICA)[19]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동기 척도(Stages of

진행되어 왔으나 병적 도박자에 대한 이해나 치료적 개입에 대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병적 도박자의 효과적인 치료

ATES)[20]이다.

를 위해서는 변화단계와 변화동기를 평가하고 치료과정에 적

URICA[19]는 범이론 모형의 변화단계에 상응하는 전숙고,

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박자들의 변화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변화단계를 확인하고 있

단계나 변화동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지만 가장 높은 점수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단계를 명확

변화동기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의 관심과

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16]. SOCRATES[20]는

걱정을 포함하여 변화를 위해 책임을 지고 목표성취를 위해 행

알코올 중독자의 변화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

동변화를 지속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포함

후 도박 중독[16] 및 인터넷 중독[14] 영역에서도 중독자의 변

하는 넓은 개념이다[12]. 변화동기는 중독의 성공적인 회복에

화동기를 평가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 받은 유용한 도구이다.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치료의 시작, 치료 유지 및 치

SOCRATES[20]는 인식, 실천, 양가성 요인이라는 세 가지 하

료 효과의 예측인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화동기는 중독분야

위요인이 있다. 인식(recognition) 하위척도는 문제행동으로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3]. 또한, 대상자의 변화동기는 상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양가성(ambiva-

담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으로써[14] 도박중독 상담 및 치료현

lence) 하위척도는 문제행동에 대해 양가적인 생각을 나타내

장에서도 상담성과를 달성, 유지하는데 변화동기를 고려하는

며, 실천(taking steps) 하위척도는 문제행동에 있어서 긍정적

것은 중요하다[14,15].

인 변화를 실천하는 정도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변화를 잘 예측

도박치료센터를 이용하는 도박자의 특성은 양가성과 비자

해주는 요인이다[15]. 변화동기가 높으면 문제행동의 변화를

발성이다[16]. 도박자들은 자신과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

가져오고 치료 참여가 증진되지만 변화동기가 낮으면 회복의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느끼면서

방해가 된다. 변화동기가 중독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중독

도 한편으로는 도박의 강력한 보상과 이득 때문에 치료에 대한

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동이 증가하고 중독행동에

양가성 태도를 지니며 치료현장에서 이러한 도박자를 흔히 볼

대한 양가감정이 감소한다[14,15].

수 있다[16]. 따라서 도박자들이 치료 현장으로 오는 경우는 자

중독질환에서 회복이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지 않

신의 의지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오는 경

고 심리적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이다[21,

우가 많기 때문에 단도박(斷賭博, gambling abstinence)에 그

22]. 중독행동 및 알코올 의존에 적용하고 있는 동기에 대한 기

다지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16,17]. 도박자

존의 개념에 따르면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는 병적인

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병적 도박의 치료에서 변

특질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의 방어기제

화동기를 고려하여 동기화가 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치료적 개

를 부수고 들어가야만 변화하는 방향으로 동기화 된다[15]. 변

입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변화동기의 하위유형이 확인

화동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이

된다면 환자의 동기수준에 맞는 치료법을 실시함으로써 치료

다[16]. 도박자가 자신의 도박 문제를 인식해야 실천단계로 움

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을 피하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인식 수준

[15,16].

을 평가하고, 인식 수준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

변화동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이론 중 Prochaska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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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chaska와 DiClemente[18]의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도박문제 인식수준의 영향요인

변화는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외적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개

2. 연구목적

인의 내적 요인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
는 인지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인 및 도박

본 연구의 목적은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인식요

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

인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서는 변화동기 중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변화동기에 영향을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써 도박문제 심각도, 우울, 도박 욕
구를 평가하고, 외적 요인으로써 사회경제생활 특성과 도박으
로 인한 대위변제 여부, 신용상태 등의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
여 이들 요인이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자 한다.
문제의 심각도는 도박자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하게 만든다[23]. 도
박자의 변화동기를 연구한 Evans의 연구[23]에 의하면 도박자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 도박문
제 심각도, 우울, 도박 욕구 수준을 파 악한다.
 병적 도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요인 수준
의 차이를 파악한다.
 병적 도박자의 인식요인 수준, 도박문제 심각도, 우울, 도
박 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병적 도박자의 인식요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한다.

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동기가 되는 요인
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악화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연구방법

재정적 어려움, 도박으로 인해 의미있는 관계가 깨지거나 자신
의 집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병

1. 연구설계

적 도박자들은 도박심각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편감을 포

본 연구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

함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7]. 병적 도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서 변인으로 우울과 불안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 있다[4]. 그리고,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변화동기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Park의 연구[22]에 의하면 변화동기의 인식 점수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와 우울이 유의한 순상관을 보였으며 우울 증상은 변화단계의
인식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코올 선별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위치한 도박중독 전문치료센터

수와 변화동기의 인식 요인 간에는 유의한 순상관을 가지고 있

이용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도박중독 치료와 연구를 위

어 알코올 의존정도가 높은 것이 변화하려는 동기의 인식이나

해 설문의 결과가 활용하는데 서면 동의한 만 19세 이상의 병적

실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도박자였다. 설문조사 전 대상자에게 설문의 목적과 개인정보

미루어볼 때 도박자의 우울 및 도박문제의 심각도와 도박자의

보호, 원하지 않을 경우 응답을 중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변화동기 중 인식 요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후에는 치료를 위해 대상자에게 설문 결과를 알려주

한편, 도박에 대한 갈망이나 충동이 높으면 도박 중독 문제

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도박

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박 갈망과 도박 중독 수

중독 전문치료센터의 허락을 받아 개인적 정보의 노출없이 암

준 간에 순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8]로 미루어 볼 때,

호화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가 치료를 위해 작성한 설

도박 갈망은 도박중독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도박문제의 심각

문지만을 이용하였고. 새로운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연구목

도 및 도박자의 변화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서면 동의한 178명 중 자료응답이

이에 본 연구자는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인식

미비한 15명을 제외한 총 163명의 자료가 연구분석에 사용되

요인 수준과 도박문제 심각도, 도박자의 우울, 도박 욕구 수준

었다. 본 연구는 A대학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IRB No:

을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단도박

AN01-201604-HR-001-02)을 받았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으로써 병적 도박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의 근거를 제시하고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로 .15, 검

자 한다.

정력 85%, 예측변인 15개(일반적 특성 12개, 도박문제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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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도박 욕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수는 153명이 필

냈다[5]. KPGSI[18]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도박문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도를 측정하는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병적 도박의 절단점은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3. 연구도구

록 도박문제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
이다. 한국판 도박문제 심각도 척도(KPGSI) 타당화 연구[5]에서

1) 인식요인 수준
도박자의 도박문제 인식요인 수준은 Miller와 Tonigan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는 .90이었다.

[20]이 개발한 변화동기척도(SOCRATES)를 Kim[16]이 도박
변화동기 척도로 타당화한 한국판 단도박 변화동기척도(the

3) 우울

Korean version of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우울은 Radloff[24]가 개발한 Center for the Epidemiologic

Treatment Eagerness Scale for Gambling: K-SOCRATES

Studies Depression (CES-D)를 Chon 등[25]이 수정 ․ 보완한

-G)를 사용하였으며 저자로부터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문항의 자가보고식

다. K-SOCRATES-G는 총 19문항의 3개 하위 척도인 인식, 실

설문지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천, 양가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변화

우울증상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우

동기 척도는 3개 하위 요인의 합을 측정하기보다는 비교적 독

울에 대한 절단점은 16점이다. Chon 등의 연구[25]에서 도구

립적인 3개 하위 요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의 신뢰도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16]. K-SOCRATES-G는 도박자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다.

다면적 변화동기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과 실천 요인은 점수
가 높을수록, 양가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회복이 좋은 것으로

4) 도박 욕구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Raylu와 Oei[9]가 개발한 도박 갈망 척도(gambling urge

도박자의 도박문제 인식요인 수준은 K-SOCRATES-G의 인식

scale)를 Kang 등[26]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도박 갈망

문항 7문항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Kim[16]의 연구에서 인

척도(Korean version of the Gambling Urge Scale: K-GUS)를

식, 실천, 양가성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는 .66~92의

사용하였다. K-GUS는 지금 현재 느껴지는 도박에 대한 갈망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K-

과 충동을 측정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SOCRATES-G 전체 .89, 인식 .92, 실천 .89, 양가성 .68이었다.

척도로 평가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도박에 대한 갈망이나 충
동이 높고 도박 중독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점수

2) 도박문제 심각도
도박문제 심각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5]가 도박문
제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화한 한국판 도박문제 심각도

의 범위는 6~42점이다. Kang 등의 연구[26]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척도(Korean version of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KPGSI)를 사용하였으며, KPGSI는 병적도박 선별 및 연구를

5) 일반적 특성 및 도박문제 관련 특성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KPGSI는 캐나다에서 일반인을

일반적 특성에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생활 특성 등의

대상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Ferris와 Wynne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박문제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도박으로

[6]이 개발한 문제도박선별척도(Canadian Problem Gambl-

인한 대위변제 여부, 신용상태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

ing Index, CPGI)의 하위 척도로써 도박중독 수준을 측정하는

였다.

척도인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PGSI)를 말한다.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및 심각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

4. 자료분석

되는 도구로 PGSI와 한국판 병적도박 선별검사(Korean version of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DSM-IV Screen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for Gambling Problems: K-NODS)가 있는데[1,5,15], PGSI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

는 K-NODS와의 수렴타당도 평가에서 .75의 높은 상관을 나타

고,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 도박문제 심각도, 우울,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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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요인 수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al Gamblers
(N=163)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heffé test를 사용하였

Characteristics

Categories

다. 대상자의 인식요인 수준, 도박문제 심각도, 우울, 도박 욕

Age (year)

≤20's
30's
≥40's

50 (30.7)
55 (33.7)
58 (35.6)

Gender

Male
Female

158 (96.9)
5 (3.1)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Others

68 (41.7)
78 (47.9)
17 (10.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In college

90 (55.2)
73 (44.8)

Religion

Presence
None

92 (56.4)
71 (43.6)

Residential status

Living with families
Living alone

130 (79.8)
33 (20.2)

Children

Yes
No

49 (30.1)
114 (69.9)

Occupation

Yes
No

130 (79.8)
33 (20.2)

Monthly income
(10,000 won)

≤99
100~＜300
≥300

Credit standing

Deterioration
Good credit

Type of
housing tenure

One's own house
Lease
Monthly rent

구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고,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확인하였다.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수는 163명으로, 연령 분포는 40대 이상이 58
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가 55명(33.7%), 20대 이
하가 50명(30.7%) 순이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성(96.9%)
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78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68명(41.7%)이었으며 사별이나 동거 등 기타군은 17명
(10.4%)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90명(55.2%), 전문대
졸 이상이 73명(44.8%) 순이었다. 종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종
교가 있는 대상자는 92명(56.4%)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
자는 71명(43.6%)이었다.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대상자는 130
명(79.8%)이었고, 혼자 사는 대상자는 33명(20.2%)이었다. 대
상자의 114명(69.9%)이 자녀가 없었으며,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130명(79.8%)이었고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33명(20.2%)이었다. 대상자의 월소득은 100~300만
원 미만이 76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이 44
명(27.0%), 100만원 미만이 43명(26.4%)이었다. 신용상태가

n (%)

43 (26.4)
76 (46.6)
44 (27.0)
62 (38.0)
101 (62.0)
78 (47.9)
26 (16.0)
59 (36.1)

Gambling related
Yes
counselling experiences No

44 (27.0)
119 (73.0)

Experience of
subrogation

120 (73.6)
43 (26.4)

Yes
No

양호한 대상자가 101명(62.0%), 신용불량인 대상자가 62명
(38.0%)이었으며 주거점유상태는 자택이 78명(47.9%)으로 가

균 29.98±4.79점이었고, 실천은 최솟값 10점, 최댓값 40점으

장 많았고, 월세 59명(36.1%), 전세 26명(16.0%) 순이었다. 과

로 평균 28.02±6.62, 양가성은 최솟값 4점, 최댓값 20점으로 평

거 도박과 관련된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19명(73.0%)으

균 10.55±3.26이었다. 도박문제 심각도는 최솟값 0점, 최댓값

로 상담경험이 있는 대상자 44명(27.0%)보다 많았고, 가족들

27점으로 평균 18.17±4.72점이었다. 대상자의 우울은 최솟값

이 도박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

17점, 최댓값 52점으로 평균 27.51±7.56점이었으며, 도박욕구

가 120명(73.6%)으로 대위변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 43명

는 최솟값 6점, 최댓값 36점으로 평균 11.23±6.36점이었다

(26.4%)보다 많았다(Table 1).

(Table 2).

2. 인식요인 수준, 도박문제 심각도, 우울, 도박 욕구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요인 수준의 차이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요인 수준의 차이를 분석
대상자의 인식요인 수준은 최솟값 8점, 최댓값 35점으로 평

한 결과, 연령(p =.014)과 거주상태(p =.018), 주거점유상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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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박자의 연령이 30대인 군이

며, 전세군, 자택군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성별, 결혼상태, 종

도박자의 연령이 20대 이하인 군과 40대 이상인 군보다 인식요

교, 자녀 유무, 직업 유무, 월소득, 신용상태, 과거 도박과 관련

인 수준이 높았다. 거주상태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도박자군

된 상담 경험 유무, 대위변제 유무에서는 인식요인 수준에 유

이 혼자 사는 도박자군보다 인식요인 수준이 높았다. 대상자의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주거점유상태에 따른 인식요인 수준은 월세군이 가장 높았으
Table 2. Major Variables of Pathological Gamblers
Variables (Score)

(N=163)
M±SD

Range

Minimum

Maximum

Motivation to change (K-SOCRATES-G): Recognition

29.98±4.79

7~35

8

35

Gambling severity (KPGSI)

18.17±4.72

0~27

0

27

Depression (CES-D)

27.51±7.56

20~80

17

52

Gambling urge scale (K-GUS)

11.23±6.36

6~42

6

36

K-SOCRATES-G=Korean version of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for Gambling; KPGSI=Korean version of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K-GUS=Korean version of the Gambling Urge Scale.

Table 3. Recognition Level of K-SOCRATES-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

(N=163)

Recognition score of K-SOCRATES-G
M±SD

t or F (p)

Age (year)*

≤20's
b
30's
c
≥40's

29.92±4.56
31.35±3.50
28.72±5.67

4.40 (.014)
b＞a, c

Gender

Male
Female

29.95±4.80
30.80±4.86

-0.39 (.697)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Others

29.66±5.04
30.49±4.31
28.88±5.75

1.03 (.35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In college

30.17±4.78
29.74±4.81

0.56 (.573)

Religion

Presence
None

30.09±4.65
29.83±4.98

0.33 (.736)

Residential status

Living with families
Living alone

31.73±4.04
29.53±4.87

2.38 (.018)

Children

Yes
No

29.10±5.43
30.35±4.46

1.53 (.127)

Occupation

Yes
No

30.14±4.82
29.33±4.66

-0.86 (.390)

Monthly income
(10,000 won)

≤99
100~299
≥300

28.95±4.91
30.96±4.20
29.27±5.38

3.13 (.053)

Credit standing

Good credit
Deterioration

29.80±4.44
30.26±5.32

-0.58 (.557)

Type of housing tenure*

One's own housea
Leaseb
Monthly rentc

26.67±5.29
28.19±3.38
31.17±4.19

5.92 (.001)
c＞b＞a

Gambling related
counselling experience

Yes
No

30.95±5.09
29.61±4.64

1.59 (.113)

Experience of subrogation

Yes
No

29.79±4.86
30.49±4.59

0.81 (.415)

*S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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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

4. 인식요인 수준, 도박문제 심각도, 우울, 도박 욕구

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1.49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간의 관계

없었다. 또한, 공차한계와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은 도박문제 심각

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상으

도(p<.001) 및 우울(p =.025)과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다. 도박

로 나타났으며 VIF 값도 1.01~1.37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문제 심각도와 우울은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p <.001), 도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

박 욕구와 도박문제 심각도는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다(p=.007)

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

(Table 4).

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
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댓값은 .543
으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5. 인식요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회귀분석결과
는 신뢰할 수 있었다.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결과 인식요인수준에서

투입된 변수가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기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연령, 거주상태, 주거점유상태, 도박문

해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병적 도박자의

제 심각도,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고 단계선택 방법의 다중회귀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단계선택의 기준은 입력할 F의 확률

유상태와 도박문제 심각도의 2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

0.05 이하 제거할 F의 확률 0.15 이상이었다. 또한, 명목척도는

박문제 심각도는 인식수준의 26%를 설명하였으며(F=19.52,

dummy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p <.001), 주거점유상태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인식

Table 5와 같다.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31%로 증가하였고 주거점유상태 변수로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

증가된 설명력은 5.1%였다. 즉, 두 변수가 도박문제 변화동기

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간의 상

중 인식요인 수준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74,

관계수는 -.48에서 .54로 .80 이상으로 나타난 변수가 없어 예

p <.001). 따라서,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Table 4. Correlations of Recognition Level of K-SOCRATES-G, Gambling Severity, Gambling Urge Level, and Depression (N=163)
Variables
Gambling severity
Gambling urge

Gambling severity

Gambling urge

Depression

Recognition level

r (p)

r (p)

r (p)

r (p)

1
.211 (.007)

1

Depression

.319 (＜.001)

.089 (.258)

1

Recognition level

.547 (＜.001)

.027 (.731)

.176 (.025)

1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Recognition Level

(N=163)

Variables

B

SE

(Constant)

21.24

2.81

Age*

-0.38

0.39

Residential status*

-0.52

Type of housing tenure*

t

β

p

7.53

＜.001

-.06

-0.99

.322

0.90

-.04

-0.57

.566

0.55

0.40

.23

1.37

.023

Depression

0.00

0.04

.00

0.05

.956

Gambling severity

0.51

0.07

.50

7.04

＜.001

2

2

R =.31, Adj. R =0.29, F=14.74 p＜.001
*Dumm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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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박문제 심각도(β=.50)이며,
다음으로 주거점유상태(β=.23)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Hodgins와 El-Guebaly의 연구[28]에 의하면 도박 심각도
가 높은 도박자들은 외부의 공식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도박전문 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도박자가 도움

논

의

을 요청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컸고, 정신적 스트
레스, 도박문제의 악화방지, 신체적 건강문제, 대인관계였다는

본 연구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선행연구[10]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병적 도박자의 변

중 인식요인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조사

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도박

연구로서 총 163명의 병적 도박자가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도

문제 심각도였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병적 도박자는 도박문

박문제 심각도가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제로 야기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박전문 치료기관

본 연구에서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은

에서는 도박자의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좀 더 일찍 도움을

SOCRATES를 이용해 노숙인 알코올 의존자의 인식수준을 연

요청할 수 있도록 도박문제 상담뿐만 아니라 재정 ․ 법률 서비

구한 Collins, Malone와 Larimer의 연구[27]에서 나타난 인식

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대인관계 훈련과 같은 다양한 치료적

수준보다는 높았으나 입원치료중인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로 한 Park[22]의 인식수준과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Kim

본 연구에서 도박자의 우울은 27.5점으로 절단점인 16점보

[16]의 인식수준과 비슷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입원한 알코

다 높았고 인식수준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인식수

올 중독자의 인식수준[15]보다는 낮았다. 인식수준의 차이는

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중독의 유형보다는 대상자의 환경적 요인이나 자발성의 여부

상의 심각도와 도박 심각도의 관계를 연구한 Thomsen의 연구

에 따라 인식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29]에서 우울증상과 도박 심각도는 강한 순상관관계가 있었

본 연구에서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에

다는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병적 도박자에서 주요우울장애 공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박문제 심각도였다. 이러한

존이환율은 28~76%에 달한다[29].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결과는 도박을 끊거나 줄여야겠다는 변화동기를 갖는 요인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로 수치심, 죄책감, 도박의 심각도가 있었다는 Kushnir 등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하지만[22], 도박

[13]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도박자의 도박문제 심

자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전환하고자 하는 회

각도는 18점으로 임상적 병적 도박의 절단점인 8점보다 높은

피 동기에 의해 도박을 하는 심리적 특성[4]이 있다. 도박자의

수준이었다. 도박문제의 심각도는 도박자로 하여금 문제를

우울은 도박문제를 인식하는데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

인식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니며[27], 우울은 도박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박문제를 인식

하게 만든다[23].

하게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도박자의 부적응적 대처기술의

변화동기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의 관심과
걱정을 포함하여 변화를 위해 책임을 지고 목표성취를 위해 행

사용을 증가시키고 적응적 대처기술의 사용을 감소시켜 도박
자의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는[29]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동변화를 지속하는 것으로[12] 도박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

도박 갈망은 도박행동유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물질 의존자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에서 나타나는 갈망과 유사하다[30]. 본 연구에서 도박 욕구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22]. 따

도박 심각도와 유의한 순상관 관계(p =.007)가 있었으나 우울

라서, 도박자가 도박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박문제의 심

및 도박문제 인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

각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재정적 어려움, 정신적, 신체적 건강

갈망이 도박 중독 수준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는 Sharp의 연

의 악화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도박자가 회피하지 않

구[18]와 일치하지만, 도박자의 도박 갈망이 우울과 순상관관

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

계가 있었다는 보고[30]와는 다른 결과이다. 도박에 대해 긍정

한 결과는 도박자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로 경제적 문제,

적 기대를 갖는 도박자의 비합리적 신념이 도박 욕구의 형성 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신체적 건강 문제, 대인관계의 문

인이라는 선행연구[26]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도박

제 등이 있었다는 선행연구들[13,23]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자의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인지적 왜곡이 도박자의 도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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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도박자의 단도박 변화동기 중 도박문제 인식수준의 영향요인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박 갈망의 영향

위변제와 같은 공동의존은 도박자의 도박행동을 심화시키고

요인을 조사한 연구[30]에서 부정적 정서, 일상적인 생활 스트

가족의 기능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3] 도박자가 자신의 문제

레스가 도박 갈망과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일상적인 생활 스트

를 인식하는 것을 저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대

레스가 도박 갈망의 영향요인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도

상자의 62%가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38%만이 신용불량으로

박 갈망과 우울,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나타났다. 가족들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도박자의 신용상태가

으로 사료된다.

양호한 도박자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도박문제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도박자의 변화동기 중 인식
요인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거점유상태였으며,

인식 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되므
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인식수준은 월세군이 가장 높았고, 전세군, 자택 소유군의 순으

본 연구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로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의 해

중 인식요인, 도박 심각도, 우울, 도박 욕구 수준을 확인하였고,

체, 직업 상실, 재정적 어려움, 자신의 집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주거점유상태, 도박문제 심각도가 변화동기 중 인식요인 수준

두려움이 도박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도박자가 전문적인 도

인이라고 한 Evans[23]의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병적 도박자와

움을 찾고 도박문제와 관련된 도박자와 그 가족, 사회의 문제

가족은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자산 다음으로 부동산

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적 도박자가 자신의 도

자산을 이용하며, 주거점유상태에서도 도박 빚이 많을수록 주

박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도박자의 인식수준에 영

택을 소유하기 보다는 임차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고[3], 자택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간호학적 의의가 크다고

소유, 전세, 월세와 같은 주거점유상태가 경제적 상태와 밀접한

본다. 또한, 병적 도박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적 도박자에게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을 감안할 때, 주거점유상

필요한 치료적 중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병적 도박자

태가 자택 소유인 군이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차군보다 도박 빚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적 도박자의

이 적거나 경제적 상태가 높아[3] 도박문제로 인한 피해가 상대

대상자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도박중독 전문 치료

적으로 적어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론

센터를 이용하는 병적 도박자의 대다수가 남성 도박자여서 성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의 상실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문제

별에 따른 도박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은 연구의 제

의 인식과 행동변화에 영향 요인이라는 연구결과[16,23]를 고

한점으로 고려된다.

려할 때 본 연구대상자중 20.2%만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직
업 여부가 도박자의 인식 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결

론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10,23,28]에서 도박자가 도박을 끊거나 줄이기로

본 연구는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로 병적 도박자의 변화동기

결심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로 결정하게 하는 주된 요

중 인식요인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조사

인은 경제적 문제였다. 본 연구에서 주거점유상태 외에 경제 상

연구이다. 병적 도박자의 도박문제 인식수준의 영향요인은 도

태를 나타내는 변수였던 대위변제 여부, 신용 상태는 도박문제

박 심각도와 경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점유상태

인식수준의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

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의 다수(73.6%)가 도박자의 빚을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

첫째, 단도박 상태에 따라 병적 도박자의 도박문제 인식수

변제 경험이 있었는데 대위변제는 도박자의 해고나 횡령과 같
은 직업적 ․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적 도박자의 채무
를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도박자 가족이 나타내는 공동의존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도박자는 문제행동에 대해 서서히 문제를
인식해서 변화 동기를 갖기보다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

준, 정신건강 및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병적 도박자의 대상자수를 확대하여 남성과 여성 도박
자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병적 도박자의 우울, 인지적 오류나 왜곡을 평가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 위기에 의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세하게 많았고
[23], ‘바닥치기’라고 불리는 법적인 문제, 직업 상실, 가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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