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도박이란 불확실한 결과를 보이는 우연한 행동이나 사건에 돈이

나 물건을 거는 행동으로서[1], 전통적으로 이러한 도박은 성인의 오

락행위로 널리 알려져 왔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여가활동으로써의 

도박은 그 접근 경로가 다양해지고 용이해지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의 증가는 도박 인구의 증

가와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지속적 증가를 반증하고 있다

[2]. 불법 도박이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및 사기 등 2차 범죄

의 노출과 도박 빚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 가족의 해체 또는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이나 음주처럼 도박행위 자체를 

지역사회의 주요한 보건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한국 성인의 도박중

독 유병률은 5.1%로 미국 3.2%, 영국 2.5%, 캐나다 2.0% 등 동일한 

척도로 조사된 국외 도박중독 유병률에 비해 2배 가량 높다[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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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 and internet casino, and gambling time, gambling expenses, and the number of gambling type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Conclu-

sion: Gambling frequently occur among adolescent, and the subtypes of gambling did not reveal homogeneou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event adolescent gambling problems, it is a necessary to develop tailored prevention intervention in the nursing fiel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gambling group and can help with earl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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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0년 추계한 도박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78조 원으로 음

주로 인한 23조 원보다 높다[4].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를 경험하는 시기이기에 도박과 같은 중독 행동에 노출되며, 미숙한 

대처는 이후 불안, 우울의 심리적 문제와 음주나 흡연과 같은 부적

응적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과 1인 미디어나 인터넷방송의 확산으로 청소년

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접근도 보다 용이해지고 증가하였다. 청소년

의 도박 접근성 증가는 사교적 오락 수준을 넘는 도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박의 유해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자극하고 도박을 수용하도록 하여 문제도박과 성인기의 도박중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1.1%(약 3만 명 정도)가 도박문제 수준에서 문제군으로 추정되는데, 
성인의 지난 1년간 문제성 도박군 1.3%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

준이라고 볼 수 있다[6]. 

국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지난 12개월 내 

도박경험률은 대체적으로 20.0~90.0%이다[7]. 도박의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8], 불건강한 도박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청소년의 도박은 

성인기의 문제도박과 도박중독으로의 이행 이외에 청소년기에서의 

문제도박이나 병적 도박, 불법도박의 경험률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

다[7,10].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도박은 도박유형 및 성별 등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도박환경의 노출 여부에 따라 도박문제가 발생되는 경

향을 보인다[11]. 위험한 수준일수록 도박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잃는 금액도 많으며, 다양한 도박유형에 접근하면서 도박의 

횟수나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한다[12,13]. 성인보다 도박으

로 야기되는 문제에 취약한 청소년의 도박은 학교생활 부적응, 탈선 

및 가출뿐 아니라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폭력 등 여러 범죄

로도 이어지고 있다[14,15]. 온라인 도박 사건으로 입건한 10대는 

2015년 133명에서 2016년 34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16], 청
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이용 인원도 2015년 120명에서 2016년 

302명으로 증가하는[3]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청소년 도박에 관한 예방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 도박 연구는 특정 지역, 특정 도박의 실

태나 문제도박의 유병률을 산출하는 변인 중심에 머물고 있어[6,17-
19], 청소년의 복합적인 도박 양상을 설명하거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

요한 대상자 선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청

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과 같이 도박장애 진단 기

준을 적용하려면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6]. 더불어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도구로 측정한 전체총합점수

가 높은 것으로만 문제의 수준과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문제 집단이

라고 낙인 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우선적 중재가 필요한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실제적 이해를 돕고자 대상자 중심(person centered) 접근법의 하나

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였다. 잠재

계층분석은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인을 포함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사후 확률에 따라 상호 배타적인 최적의 집단 수가 확인될 때까지 

분류하는 모형 기반 방식이다[20,21]. 이 방법은 전체 집단이 이질적

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개인의 행위 유형이 각각의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집

단의 도출과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표적 집단의 특성에 대한 파악

이 용이하며 그러한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가 가

능하다[22]. 

본 연구는 전국 단위 규모로 최초로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조사 자료에 잠재계층분석을 적용하여 청소년 도박유형에 따라 잠

재계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각 계층별 도박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과 도박문제 감소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적용한 청소년 도박의 하위집단별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서술적 2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15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14,011명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조사에서 수집한 변수 중 도박관

련 변수(도박유형, 도박 경험 및 참여 행태, 도박유해환경 여부)와 

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주거 지역, 학년)를 이용하였다. 

1) 도박유형

도박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

는 게임으로 총 13개 유형이며,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오프라인 게

임 7종(Cards), 뽑기(Claw or Prize draw), 스포츠내기(Sports bet-

ting), 스포츠 외 내기(Other betting), 복권구입(National lo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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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구입(Sports pools),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투표권

구입(Horse betting)과 넷마블, 한게임 등 온라인 사이트의 카드나 

화투 등 게임 6종(Online cards), 온라인 내기 게임(Online betting), 
인터넷 복권구입(Online lotteries), 토토/프로토 베트맨 이용 스포츠

내기 게임(Online sports betting, betman), 베트맨이 아닌 불법 스

포츠내기 게임(Illegal online sports betting), 인터넷 불법 카지노 게

임(Internet Casino)이다. 

2) 도박 경험 및 참여 행태

도박 경험 및 참여 행태는 최초로 도박을 한 연령과 유형, 자주 하

는 도박유형, 도박빈도와 사용 시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과 잃은 금

액, 도박으로 가장 크게 딴 금액이다. 

3) 도박유해환경 여부

도박유해환경 여부는 주변인의 잦은 도박 여부인 인적 측면과 인

근 지역의 도박장 소재에 관한 물리적 측면이다. 

4. 자료 수집

원자료의 모집단은 2014년 4월 기준 교육 통계 서비스(http://

kess.kedi.re.kr)에서 제공하는 유초중등 통계자료의 전국 중학생 

1,717,911명과 고등학생 1,839,732명이었으며, 표본 설계 단계에서 

지역별표본 쏠림 현상(지역별 표본크기를 모집단 비율대로 비례배분

을 할 경우 S, G, B, G 지역 등에 과도하게 표본이 쏠리게 됨)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제곱근 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 한 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유형이나 계열,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확률비례계통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최종 선정

대상 학교는 중학교 120개, 고등학교 130개이며, 각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거쳐 한 학교에서 2개 학년에 각 1개 학급씩 총 2개 학급을 

조사하였다. 조사 종료 후 응답한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를 일치시키

기 위하여 사후층화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원자료 수집은 2015년 

8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전에 훈련받은 면접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집단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 면접 조사원은 담임교사와 관리자를 

퇴실하도록 한 후 조사 목적과 작성 시간, 참여에 대한 손해와 이익, 
자료의 비밀 보장 및 접근성의 제한, 자율적 참여 등 윤리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를 서면으로 받았다. 원자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자료이용신

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데이터 파일을 

받았으며,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 7001355-201708-E-051). 

5. 자료 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변수별 빈도와 분포를 제시하였고, 잠재계층

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도박관련 특성을 χ2 검정 및 Fisher’s 

exact 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s method로 사

후 검정하였다. 

원자료의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13개 도박행위에 대하여 연구대상

자의 응답 정도(예, 아니오)로 확률값을 계산하여 각 응답자가 속하

는 세부 집단을 정하고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산출하였다. 잠재계층

분석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값과 모형 비교 검증치, 분류의 정확성 

등 통계적 기준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하위집단 수를 결정한다[19]. 

본 연구에서도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후 적합도 지수인 아카이케 

정보기반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베이지언 정

보기반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를 추정하여 AIC

와 BIC의 값이 낮은 경우에 산출된 잠재집단의 수를 최적의 모형으

로 선정하였다. 모형의 비교 검증은 Lo Mende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LRT]의 검증치가 유의한 경우로 잠재계층의 수

를 점차 늘려가면서 k-1집단 모형과 k집단 모형간의 로그최대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와 유의확률(p value) 값을 확인하여 p값이 유의한 

잠재집단의 수(k집단 모형)를 결정하였다. 각각의 잠재계층이 1에 가

까울수록 정확한 분류를 나타내는 Entrophy 값도 참고하였다. 이 연

구의 잠재계층분석은 Mplus version 8.0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 분

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version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52.5%, 여학생 47.5%이었고, 
평균 연령은 14.96±1.43세이었다. 거주지역은 특별시 16.8%, 광역시 

26.1%, 중소도시 57.1%이었으며, 평생 도박경험률은 42.1%, 지난 3

개월 내 도박을 경험한 대상은 24.2%(3,393명)이었다. 도박 시작 연

령은 12.12±2.71세이었고, 도박 개수는 0.53±1.22개로 나타났다

(Table 1). 

2. 청소년 도박의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 비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잠재계층을 

4개 군으로 나눌 때 정보기반지수인 AIC와 BIC가 각각 41,748.91과 

42,164.03으로 다른 모형에 비하여 값이 낮았으며, Entropy도 1보다 

낮은 0.86으로 나타나 적합하게 분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형

의 비교 검증치에서도 LMR-LRT는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일 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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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p값을 나타내어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것을 선택하는 것

이 적합하였다(p<.001)(Table 2). 

본 연구에서 결정된 4개 잠재계층유형의 각 하위집단은 지난 3개

월 동안 13개 도박유형에 대한 개별 사례의 사후 확률값을 산출하였

으며, 잠재계층별 소속비율과 지표반응확률값에 근거하여 각 하위집

단의 이름도 명명하였다. 먼저 하위집단1 (Class 1)은 카드나 화투

(Cards), 뽑기(Claw or Prize draw), 스포츠내기(Sports betting) 및 

스포츠 외 내기(Other betting)에서의 확률값이 각 0.03, 0.06, 0.02, 
0.01로 매우 낮았다. 이 잠재계층은 표본 중 가장 많은 84.5%를 차

지하였으며, 도박을 거의 하지 않아 비도박군으로 명명하였다. 하위

집단2 (Class 2)는 표본의 1.0%이었으며, 확률값이 체육진흥투표권

(Sports pools) 0.53, 경마 등 투표권(Horse betting) 0.41, 불법 온

라인 스포츠내기(Illegal online sports betting) 0.55, 인터넷 카지노

(Internet casino) 0.23으로 불건강한 도박 유형뿐 아니라 오프라인

과 온라인내기에서도 0.79~0.83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높았다. 따

라서 이 잠재계층은 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하위집단3 (Class 3)은 

표본의 11.9%가 속하였으며, 확률값이 도박유형 중 주로 오프라인

에서의 뽑기(Claw or Prize draw) 0.64 및 스포츠 외 내기(Other 

betting) 0.37, 카드나 화투(Cards) 0.29로 두드러져 오프라인군으로 

명명하였다. 하위집단4 (Class 4)는 표본의 2.6%이었으며, 상대적으

로 높은 확률값을 뽑기(Claw or Prize draw) 0.98, 스포츠 외 내기

(Other betting) 0.95 및 스포츠내기(Sports betting) 0.61, 온라인내

기(Online betting) 0.59, 온라인 복권(Online lotteries) 0.41에서 보

여 광범위군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의 하위집단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남성 비율

은 하위집단1 50.5%, 하위집단3 60.0%, 하위집단4 68.3%, 하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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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Study Population

Item
Frequency 

(n=14,011†)

Percentage 

(100.0%)
M±SD

Gender

   Male  7,349 52.5

   Female  6,662 47.5

Age 14.96±1.43

Home region 

   Capital  2,357 16.8

   Metropolitan  3,664 26.1

   Province  7,990 57.1

School year

   Middle school 1  2,346 16.7

   Middle school 2  2,670 19.1

   Middle school 3  3,020 21.6

   High school 1  2,974 21.2

   High school 2  3,001 21.4

Lifetime gambling behavior experience

   Yes  5,895 42.1

   No  8,116 57.9

First onset of gambling 12.12±2.71

Number of gambling behavior  0.53±1.22

3 month gambling behavior experience

   Yes  3,393 24.2

   No  10,618 75.8

Gambling of significant others 

   Yes  2,216 15.8

   No  8,724 62.3

   Don’t know  3,071 21.9

Nearby gambling place

   Yes  1,123  8.0

   No  8,742 62.4

   Don’t know  4,146 29.6

M±SD=Mean±standard deviation.
†The number of samples to which weights are applied after parameter 

estimation.

Table 2. Model Fit Indices of the Latent Class Analysis Solutions 

Model AIC BIC Entropy LMR-LRT p†

1 classes 53,839.45 53,937.57 - -

2 classes 43,047.84 43,251.63 0.89 10,819.61 <.001

3 classes 41,968.80 42,278.25 0.89  1,107.04 <.001

4 classes 41,748.91 42,164.03 0.86  247.89 <.001

5 classes 41,628.34 42,149.12 0.87  147.32 .290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CA=Latent Class Analysis; LMR-LRT=Lo Mende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p value for the k versus k-1 clas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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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Youth gambling type by latent classes.



단2는 86.8%이었다(χ2=165.83, p<.001). 현재 연령은 하위집단1 

14.94세, 하위집단3 15.13세, 하위집단4 14.98세이었고 하위집단2는 

15.64세로 나타났다(F=12.10, p<.001). 최초 도박 연령은 하위집단2

가 13.72세로 하위집단1의 12.09세, 하위집단3의 12.66세, 하위집단

4의 12.56세와 차이가 있었다(F=20.22, p<.001). 오프라인에서의 도

박유형을 자주하는 하위집단1은 99.6%, 하위집단3은 90.4%, 하위집

단4는 88.3%, 하위집단2는 51.5%이었다(χ2=330.09, p<.001). 거의 

매일 도박하는 경우도 하위집단3 1.3%, 하위집단4 2.2%, 하위집단2 

5.8%로 나타났다(χ2=123.57, p<.001). 도박개수는 하위집단1 0.10개, 
하위집단3 2.12개, 하위집단4 4.71개, 하위집단2는 6.61개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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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among Gambling Subclasses of the Latent Classes Analysis

Item
Class 1 (84.5%) Class 2 (1.0%) Class 3 (11.9%) Class 4 (2.6%)

χ2/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5,980 (50.5) 118 (86.8) 1,001 (60.0) 250 (68.3) 165.83 <.001

     Female 5,628 (49.5) 18 (13.2) 668 (40.0) 116 (31.7)

Age (yr) 14.94±1.49a) 15.64±1.31b) 15.13±1.41a) 14.98±1.48a) 12.10 <.001

Home region 

     Capital 2,044 (17.3) 13 (9.6) 250 (15.0) 50 (13.7) 14.06 .029

     Metropolitan 3,092 (26.1) 38 (27.9) 439 (26.3) 95 (26.0)

     Province 6,703 (56.6) 85 (62.5) 981 (58.7) 221 (60.3)

First onset of 

gambling (yr)

12.09±2.79a) 13.72±2.61b) 12.66±2.68a) 12.56±2.54a) 20.22 <.001

First pattern of gambling

     Offline 3,618 (97.2) 88 (64.7) 1,531 (91.7) 332 (90.7) 315.94 <.001

     Online 106 (2.8) 48 (35.3) 139 (8.3) 34 (9.3)

Frequent pattern of gambling

     Offline 1,216 (99.6) 70 (51.5) 1,510 (90.4) 323 (88.3) 330.09 <.001

     Online 5 (0.4) 66 (48.5) 132 (9.6) 43 (11.7)

Frequency of gambling (times/week)

     ≤1 1,192 (97.6) 104 (75.9) 1,516 (90.8) 328 (89.6) 123.57† <.001†

     2~6 29 (2.4) 25 (18.3) 132 (7.9) 30 (8.2)

     7 0 (0.0) 8 (5.8) 21 (1.3) 8 (2.2)

Number of 

gambling behavior

0.10±0.30a) 6.61±2.35d) 2.12±0.76b) 4.71±0.81c) 27,355.91 <.001

Time used for 

gambling (minute)

21.36±32.20a) 94.59±99.39d) 42.33±52.52b) 55.31±72.48c) 13.11 <.001

Money spent on 

gambling (won)

4,987.03±14,624.59a) 220,670.11±60,635.01b) 15,320.73±2,560.73a) 117,209.74±46,421.52a) 75.32 <.001

Money lost by 

gambling (won)

3,761.29±16,790.16a) 88,817.73±28,034.38b) 8,013.07±50,901.05a) 113,330.06±64,092.05a) 49.49 <.001

Money won by 

betting (won)

11,462.10±89,029.36a) 253,538.12±50,786.11b) 24,745.49±3,657.89a) 23,687.53±2,385.33a) 111.99 <.001

Gambling of significant others 

     Yes 1,531 (12.9) 76 (55.9) 465 (27.9) 144 (39.3) 598.69 <.001

     No 7,704 (65.1) 34 (25.0) 849 (50.9) 137 (37.3)

     Do not know 2,604 (22.0) 26 (19.1) 355 (21.2) 86 (23.4)

Nearby gambling place 40.19 <.001

     Yes 888 (7.5) 23 (16.8) 165 (9.9) 46 (12.6)

     No 7,434 (62.8) 77 (56.2) 1,030 (61.7) 202 (55.2)

     Do not know 3,517 (29.7) 37 (27.0) 474 (28.4) 118 (32.2)

M±SD=Mean±standard deviation.
*Except for missing factors, the total number of cases is different.
†Fisher’s exact test.
a)~d)Scheffe’s test (mean with the other letter significantly different).



보였다(F=27,355.91, p<.001). 도박 사용 시간도 하위집단1 21.36분, 
하위집단3 42.33분, 하위집단4 55.31분이었으며, 하위집단2는 94.59

분으로 나타났다(F=13.11, p<.001). 도박에 사용한 돈은 하위집단1

은 4,987.03원이었고 하위집단3과 하위집단4는 15,320.73원과 

17,209.74원이었으며, 하위집단2는 220,670.11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F=75.32, p<.001). 인적 유해환경이 있는 하위집단1은 12.9%, 하위

집단3은 27.9%, 하위집단4는 39.3%, 하위집단2는 55.9%이었으며

(χ2=598.69, p<.001), 물리적 유해환경이 있는 하위집단1은 7.5%, 하
위집단3은 9.9%, 하위집단4는 12.6%, 하위집단2는 16.8%로 차이를 

보였다(χ2=40.19, p<.001). 

논    의

청소년 도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예방의 표적 대상을 확인하

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이미 군집분석과 다른 대상자 중심의 확률 결

과를 제시하는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 행태

의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개입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시도되었

다[22].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 도박의 하위집단은 비도박군(하위집

단1), 위험군(하위집단2), 오프라인군(하위집단3), 광범위군(하위집

단4)의 4개로 분류되어 6~8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선행연구

[12,13,23]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도박활동이 회상 오류

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삶의 변화나 현재에 충실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11] 측정 시점을 지난 3개월로 하였으며[6], 연구마다 문화적

으로 청소년이 도박유형을 선택하는 성향이 달라 모형 추정 결과와 

각 잠재계층의 성향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빈번한 도박은 뽑기 및 카드나 화투 게임이

었으나, 이탈리아 고등학생과 호주 청소년은 스포츠내기와 오프라인 

복권이 두드러졌다[12,23]. 또한 선행 연구[12,13,23]와 유사하게 우

리나라의 일부 청소년에서도 복권 및 투표권과 불법 도박유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의 도박유형을 살펴본 결과 도

박을 거의 하지 않는 하위집단1과 위험한 수준으로 도박을 하는 하

위집단2의 극심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호주 청소년[12]과 스

위스 20대 미만 남성 군인[13]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 이와 같이 도박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예방 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빈번한 

도박유형 또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하위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중재 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위집단1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박을 거의 하지 않는 비도박군

이었으며, 대상자의 84.5%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다른 하위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준거 집단으로 삼았다. 

하위집단2는 온 · 오프라인 내기 및 각종 투표권 구입 등의 합법 

사행 산업과 온라인 불법 스포츠내기나 인터넷 카지노 도박을 하는 

위험군이었다. 이 집단은 인적 유해환경과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

며, 최초로 도박을 시작한 연령의 평균은 13.72세, 현재 연령 평균은 

15.64세로 약 2년 만에 급속도로 위험한 도박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이 집단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거의 매일 도박을 하거나 빈번한 온

라인 도박유형, 도박 개수와 도박하는 시간뿐 아니라 도박에 사용하

는 금액도 하위집단1과 비교할 때 40배 이상이었다. 병적으로 도박

을 하는 성인의 경우 도박비용이나 잃은 금액이 높으며[24], 위험 청

소년에서 도박의 개수가 많고 잦은 도박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흡연 및 약물 사용 등을 보고하고 있으므로[12,13,25], 이 집단의 심

각성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 수준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은 극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하면서 헤

어나오지 못할 만큼 도박에 빠질 수 있고[10], 이들은 학교 성적도 

나쁘고 무단결석이나 우울 등 건강상 어려움 뿐 아니라 범죄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9,23]. 따라서, 이들이 불

법 도박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고 문제도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

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할 것

으로 예측하여 집중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 학교의 상담ㆍ보건교사 및 지역사회 현장의 

간호사는 온라인 상의 내기나 불법 스포츠 내기 및 카지노 도박과 

같은 도박 유형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 처벌이나 추후 대응이 아닌 

대상자 교육 및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에 치료적 연계 등이 이루어져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적극

적으로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위집단4는 하위집단1과 비교해 뽑기나 카드, 스포츠 경기가 아

닌 내기 및 스포츠내기가 두드러졌고, 경마 등 투표권이나 복권 등

의 합법 사행산업을 중간 정도, 인터넷 카지노도 조금 하는 광범위

군이었다. 이 집단은 온라인상의 복권 유형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

로 국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오프라인 복권 유형[13,25]과는 달랐다. 

복권은 성인집단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유형으로[3,25], 국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복권 구입의 접근성이 용이하다[12].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행성이 주는 

재미와 대박 열풍 등으로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에서도 수월해졌음

을 보여준다. 복권은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고 높은 배당금

에 현혹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권구입은 노력으로 얻는 대가의 중

요성보다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게 되고 다른 유형의 도박 문제로 

발전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로 보여진다[26]. 특히 이 집단은 위험군

인 하위집단2에 비하여 여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도박 사용 시간이

나 빈도가 낮아 별도의 계층으로 분류된 Boldero 등[12]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박 사용 시간이 적으면 문제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행성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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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미 돈이나 노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인지적 개념이 형성되

어 다양한 도박유형에 접근하면서 도박에 사용하는 금액도 점점 증

가되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12]. 따라서 각종 내기 유형을 자주 

하거나 복권을 구입하는 유형을 보고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행

동이 문제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미국이

나 호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작위성이나 복

권에 당첨될 확률 등 수학적 개념에 관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경제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도

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도박에 자주 노출된 청

소년의 경우 이들은 도박을 문제행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

이므로 도박으로 초래되는 비용 손실과 부정적 결과를 인식할 수 있

도록 도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집단3은 온라인 상에서 카드와 내기는 조금하며, 오프라인 

카드와 내기를 중간 정도 하고 뽑기가 두드러지는 오프라인군으로 

광범위군(하위집단4)보다 도박으로 가장 크게 딴 금액이 높았다. 이

는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유행처럼 번진 인형뽑기방을 반영한 결과로

서 경품뽑기와 함께 오프라인 상에서의 카드나 복권, 스포츠내기가 

두드러지는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23,27]. 뽑기는 특별한 기술

이 없어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즉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게 하여 강한 중독성

을 보일 수 있다[28]. 카드 게임 유형은 어릴수록 빈번하나[25], 카드

나 내기 유형과 같은 정신적인 기술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문제도박

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29],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위험 수

준의 카드 게임 유형이 카지노 등 광범위한 도박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높아 예방적 중재가 요구된다[6,13,27].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보이는 청소년은 예방의 대상으로 표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집

단에 속한 청소년에게는 보편적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다[6]. 이들이 

재미로 하는 인형뽑기가 놀이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박에 대한 개

념과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이 시기에 여러 

대안활동과 놀이문화 참여 기회의 제공과 함께 또래 집단으로부터 

뽑기 등 도박행동을 권유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대처기술 강화 교

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향후 이들의 

행동이 온라인 도박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학교 체험활동과 연계

하여 도박의 수용성과 가용성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 정신건강 평

가에 도박문제 관련 문항을 포함하고 평가자를 보건교사 및 정신간

호사 등으로 확대하여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의 노력도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과 잃은 금액, 가장 크게 딴 금액의 사후 검정 

결과 위험군(하위집단2)을 제외한 광범위군(하위집단4) 및 오프라

인군(하위집단3), 비도박군(하위집단1)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

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종합대책은 중독 문제

에 대한 조기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

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독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해 필수 배

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미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중독관련 교육을 이수한 간호

사들이 도박중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중재를 제공하고 있으

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도 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참여하여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과 건강문제의 높은 관련성

[9]은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간호사들이 

도박문제의 선별과 교육, 상담 및 의뢰 서비스 등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도박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

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박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활동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평생 도박경험률은 42.1%로 부산지역 청소

년 도박경험률 23.2%보다 높았으며[18], 국가적 단위에서 수행된 캐

나다의 청소년 도박경험률인 42.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30]. 표집 

규모나 선정 대상,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위험하거나 광범위한 도박유형을 보이는 경우는 3.6%

로 캐나다의 문제성 도박 청소년 2.8%보다 높았다[30]. 특히 본 연

구에서 위험군은 1.0%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성 도박군 비율인 

1.1%와 유사하였다[6]. 청소년의 도박은 주로 비공식적으로 나타나

고 흡연이나 음주 행동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며, 물질 남용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나 탈선 등 다양한 문제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청
소년기 도박 경험이 성인기의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이환 되는

[7,14,30] 등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

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도박유형의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하위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자료 조

사 및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전 지역 청

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기존

의 연구와 달리 청소년의 도박유형을 잠재계층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대상자 중심인 잠재계층모형을 적용하

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하위집단을 찾아내고 특성별 중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급의 학생 수가 

25인 미만인 경우 표집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난 3개월 동안의 

도박 유형에 대한 자가 보고를 기반으로 도박을 정의하여 연구대상

자가 특정 유형의 도박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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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전국 규모로 조사한 2015년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

사 자료를 활용한 서술적 2차자료분석 연구로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잠재유형분석을 통해 하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의 근거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생도박 

경험률은 42.1%이었으며, 청소년 도박의 하위집단은 비도박군 

84.5%, 위험군 1.0%, 오프라인군 11.9%, 광범위군 2.6%의 4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잠재계층 하위집단별로 도박유형과 특성

에 차이를 보였으며, 위험군은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의 문

제군 비율인 1.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양한 현장의 간호사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조기선별로 그 유형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성인기 도박중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위험군

은 불법 온라인 스포츠내기나 인터넷 카지노 도박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도박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접

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법적 처벌 등

이 실행되기 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연계 등의 집중 

관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광범위군의 경우 무작위성이나 확률 등의 

수학적 개념과 경제윤리를 보건교육에 접목하여 올바르고 책임감있

는 선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프라인군에서 빈번한 뽑기나 

내기가 온라인 유형 또는 광범위군이나 위험군의 도박유형으로 진행

되지 않도록 대처기술 증진을 위한 교육과 대안활동과 놀이문화를 

확대하는 등 하위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도박문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교를 포함

한 지역사회 여러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중재가 제공될 뿐 아

니라 청소년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박문제 예방 정책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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