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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남자 학생들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악하여 남자 학생 도박 독의 방 회복 로그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본연구의참여자들

은 8명의 남자 학생으로 심층 인터뷰 한 자료를 Colaizzi의 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 연구결과 경험

의 범주는 4개로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회한으로 흐르는 물, 수면 아래로 잠긴 삶, 꿈을 꾸는 날엔 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토토는 근성이 용이하고 흥미 유발 인 요소가 많지만, 일반 도박자들과 마찬

가지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독에 빠질 험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지만 도박 기간이 짧은 학생이

경제 자 조달의 한계 으로 실을 자각할 경우 도박 독 험으로부터 비교 빠르게 격리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한 도박 방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도박, 독, 스포츠토토, 남자,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male college students through sport

toto gambl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prevention program for male college gambling addict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eight male college students who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ur categories of experiences were derived as follows:

Like the wind that rushes to the sea, Tears of remorse, A locked down life and On a dream day. Research

shows that sports toto is easy to access and has a lot of interesting factors, however it has been found out that

male college students have a great risk of falling into addiction aiming to win at once like ordinary gambl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ambling preven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necessary for male college

students who lik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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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도박 독 유병률은 다른 나라

에 비하여 높은 수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사행산

업통합감독 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 7.2%

로, 이는 호주의 2010년 기 4.3%나 말 이시아의 2011

년 3.7%보다 훨씬 높은 수 이다[1]. 특히 학생의 도

박 독 유병률은 2010년 기 11.1%로 보고되어 특히

심각한수 이었다[2]. 실제 도박 상담센터 정규치료에

등록된 내담자의 연령 도 학생과 사회 년생이 부

분인 것으로 악되었다[3]. 한편 남녀별로 살펴보면 미

국의 남녀 학생의 병리 도박 유병률은 남자가 5～

9%, 여자가 1～2%로 남자 학생이 높은 편이다[4].

학생은 기성세 에 비해 인터넷 근성과 활용성이 높

으므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참여 가능성이 높고, 도박을

놀이의 일종이나 일회성 스트 스 해소용 정도로 안이

하게 인식하여 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독이

된 뒤에도 재활이나 치료에 심을 기울이지 않은 소지

가 있다[5].

스포츠토토의 공식 명칭은 체육진흥투표권으로서 생

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체육단체 각종 국제 회를 지

원하기 한 기 조성을 목 으로 2001년부터 발행되

었다[6]. 스포츠토토는 여가와 오락을 제공하는 공익기

능을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 인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도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기에는 합법 인 범 내에서

오락으로 즐기다가 베 액수와 빈도를 높여서 불

법 스포츠 도박 구매 는 독에 이를 수 있음이 선

행연구에서도지 된 바있다[7]. 스포츠베 산업에 있

어서 2015년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는 21조 8000억 원으

로 합법 스포츠토토의 3조 4000억 원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8]. 한편 2014년 발표 자료에 따를 경

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체 가입자 학생의

비율은 34%로 가장 높고, 스포츠토토 구매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도박 독 험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9]. 스포츠토토가 합법

이라는 인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나 다양한 온라인 채

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혹과 권유로 인해 특별한 죄의

식 없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역으로 빠져들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의 성격은 건 한 우연 놀이와 도박 사이

에 치하며 언제나 불법 도박으로 빠질 험성이 내재

되어 있으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순진한 학생들은 쉽

게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일단 독되면 개인의 일상생활

에 지장을 래함은 물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

탄을 래하며, 실직, 개인 산, 우울, 자살 등의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10]. 학생활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해 학문의 문성과 인격의 윤

리성을 다져가는 시기임에도, 자칫 도박으로 인해 가치

의 훼손이나 낙오자로 남겨지는 것은 국가 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도박 독은사 에 방하는 것이

단히 요하고 설사 독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치

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 문

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박 독 폐해에 한 인

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하다[11]. 도박을 주제로

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도박에 빠져든 계기 는

도박의 잘못된 신념에 한 탐색 연구[12-15], 스포츠

토토 불법 스포츠 도박 련 연구 등이 있다[16-18].

최근 질 연구로 스포츠토토를 선택하는 이유와 경험

의미를 탐색한 사례 연구가 발표되었으나[19], 아직

은 학생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도박 경

험에 한 심층 이해를 도와주기에는 부족한 이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겪게 되는 주 인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를 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과정에서

의 경험을 악하여 학생 도박 독자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는 략을 세워 실무에 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도박 경험의 의미를 심층

으로 악하여 남자 학생 도박 독의 방 회복

로그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

질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겪게 된 경험은 무엇

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상학 인 연구방법 Colaizzi

(1978) 방법을 용하여 학생의 도박 독경험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으로 면담하여 분석한 질 연

구이다. 상을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하게 생각

하는 상학은 구체 인 삶의 장에서 상자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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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느낌이나 지각 반응 등을 의미 있게 해석

한다[20]. 그러므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편견

없이 기술하기 하여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호

치기(epoche) 함으로써 단 지를 하 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상학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

석한 상학 질 연구이다.

2.2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도박 문제로 인해 학생활의 어

려움을 경험하거나 도박 독 상담 센터나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남자 학생으로Table 1과 같았다.

도박 독 련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 연구 목 과의도를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

발 으로동의한 상자를최종 8명으로 선정하 다. 참

여자의 도박 시작 시기는 17～20세 으며, 도박 기간은

2년에서 6년 사이로 평균 4.25년으로 모두 남자 학생

으로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e students (n=8)

Particip

ants
Age

Gambling

period

Beginning of the first

gambling

1 24 5 years Freshman in college

2 24 4 years 1st grade in high school

3 23 3 years Freshman in college

4 23 2 years 2nd grade in college

5 28 6 years Freshman in college

6 26 5 years 3rd grade in college

7 22 4 years 3rd grade in high school

8 20 5 years 2nd grade in high school

2.3 자료분석

연구에서는 학생 도박 독 경험자의 경험에 근거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연구참여자들 각자한 명씩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연구 참여자에게 한 인터뷰

는 2017년 12월∼2018년 2월에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장소는 인터

뷰가 자유롭고, 집 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학교 교내 사무실을 이용하여, 60분

에서 9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 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도박 독자로서의 경험은 어떠한가?’로 시작

하 다. 여섯 명의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 성 있는 인터뷰를 유지하기 해 구조화된 면담 질

문을 구성하 다. 면담 질문은 도박 독을 경험한 국내

ㆍ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분석한 내용을 토 로 하

다. 자료가 포화되어 연구 참여자들의응답 내용이 반복

될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 다. 자료 분석은 상학

분석 방법의 하나인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을 활용

하 다. Colaizzi 방법의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해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

는다. 둘째, 탐구하는 상을 포함하는 구와 문장으로부

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 인 형태로 재진술

(general restatement)한다. 넷째, 의미 있는진술과 재진

술 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낸

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 모음

(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여섯째,

주제를 의미 있는 상과 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하

게 최종 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이에

따라 먼 참여자의 기술에서 추출된 의미 있는 문장이

나 구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이며 추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다. 이후 이를 주 제 묶음으로 범주화해

나감으로써 경험의 본질 구조를 기술하 다. 이 과정에

서 연구 참여자의 공통 인 속성을 도출하여 이를 연구

참여자의 입을 통해 표 된 언어를 빌어 기술하 다.

2.4 연구 참여자에 한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 (NSUIRB-

20170601)을 받아 진행하 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동기, 목 , 방법, 녹음등의연구과정에 하여충분

히설명하고, 수집된내용은연구이외의목 으로이용되

지않을것이며익명성이보장됨을상세히알렸다. 한본

인이원하지않는경우언제든지인터뷰를 단할수있음

을확실히한이후연구참여자에 한연구동의서를작성

하 다.

2.5 연구의 질 확보 추가

본 연구에서는 원시자료 분석 시, 연구의 질을 확

보하고자 신뢰성(credibility), 합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의 네

가지 기 을 고려하 다[21]. 신뢰성 확보를 하여 참

여자를 선정할 때 도박 경험을 잘표 해 수있는지

를 고려하 으며, 참여자들이 솔직하게 생생한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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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 다.

한, 심층면담뿐만 아니라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 확보

를 하여 질 연구자 등 동료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2명의 지원을 받아 연구의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참여자 검증(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합성을 확립하기 해 참여자들의 일반 특성과 도

박 독의 특성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용성을

높이고자 하 으며, 감사 가능성확립을 해 Colaizzi가

제시한 연구 방법을 충실히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 다. 확인가능성은 편견을 배제하고

립성을 유지하며 연구과정과 결과에 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이해를 호 치기 하여 이를 연

구의 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이로부터 립성을 갖도

록 하여 질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

력했다. 한 사실 가치를 해 연구자는 연구 개시

에 3회 이상 질 연구학회등을 통해 상에 한 이

해를 제고했다. 연구과정과 결과가 립 이라는 것은

신뢰성 , 합성 ,감사 가능성이 확립되었을 때 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 세 가지 기 을 모두

확립하도록 하여 확인 가능성을 확립하 다.

Table 2. Categories and bundle of themes

Categories subject cluster subject

Like the wind that rushes

to the sea

A touch of temptation

A friend’s suggestion

Internet advertising

Temptation of money

Be caught in a bait of thrill

Fun and excitement

Favorite sports

The taste of money

Frustration coming back as a

boomerang

Hung-Chung Mang-cheng

Minus

Recurrent pain

Tears of remorse

Crumbling moments

Headache

Roller coaster

A shipwreck, Collapse

A sleepless night

A flood of regrets

Dull feeling, Feeling of loss

Regret

Resentment

A runaway calf

Out of control

Anxiety

No anger control

A succession of illusions
In one shot

Fantasy

A locked down life

A tight tug-of-war

Ambivalence

Restriction

Think of lost money

Broken daily life
Addiction

A messed-up school life

A swamp of despair
Lie

Drowning

A wrong conviction
Fear

Trust

On a dream day

Hit the bottom
Guilty feelings

The bottom of life

Being aware of reality

A fight with gambling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education

Reaching out and asking for

help

Open consultation

Mi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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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학생 도박 독자 경험의 구성요소

도박 독자 학생의 경험의 의미는다음과 같이 4개

의 주제와 14개의하부 주제로 Table 2와 같이도출되었

다.

1) 제1주제: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연구 참여자들 부분이 스포츠토토를 시작하게 된

경 는 친구의 권유와 인터넷 고 는 SNS 고를통

해서 다. 온라인을 통해쉽게 배 할 수 있다는 장 과

처음에는 은 액수로 시작하기에 큰 부담감이 없다는

생각으로 쉽게 시작하게 된다. 일단 시작된 스포츠토토

는 스릴감 넘치는 재미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검은돈의 유혹은 참

여자들로 하여 도박의 소용돌이 안에 갇힌 삶을 경험

하게 하면서 부메랑처럼 반복해 돌아오는 좌 을 맛보

게 했다.

가. 유혹의 손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도박은 강력한 족쇄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가족을통해 경찰서에 신고를 당할 만큼

괴 이고, 을 떠도 깨지 않는꿈같은연쇄 인 악몽

이 지배하 다. 그러한 도박 독이 자신들에게 찾아왔

다는 것이 신기하게도 참여자들의 친한 친구를 통해

유혹이 왔다는 것이다. 친구나 지인 추천을 통해 문자가

날라 오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고가 유혹의 손길이

되었다.

친구가 한테 와서이거 같이 걸어보자고.. 같이얘기하

면서 하는 게 재미있단 말이죠. 친구가 돈을 따는 걸 보

면 나도 하고싶으니까나 에는제가 스스로 찾아서 하

게 돼요.(참여자 2)

처음에 주변 친구 추천을 통해서 토토 사이트를 들어가

고 페이스북 고, 댓 알바, 스팸문자, 인터넷 방송...

추천인 아이디로 들어가면 추천인에게 충 이 되니까

그걸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참여자 1)

나. 스릴의 미끼에 걸리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학생들

이다. ‘스포츠토토’는 시간 가는 모를 정도로 재미있

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기 심리에 젖어들다가 결국에는 푹 빠지게 되는 경

험을 한다. 재미와 함께 돈까지 따게 되면 흥분의 도가

니에 빠지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결국 재미와 돈을 안

겨 도박의 미끼는 돈을잃고 울게 되는상황과굶주림

을 경험해도 스스로 미끼를 뱉어 낼 수가 없다.

무 쉽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걸기만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건 5분 안에 5만 원 벌게 해 주는데

알바는 8시간씩 막 해야 나오잖아요.. (참여자 2)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좌 감

연구 참여자들은 쉽게 돈을 벌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돌아보면 마이 스 던 경험이 공통 이다. 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다. 때로는가족, 친구, 지인들로부

터 외면당하고, 먹튀 사이트에 당하고, 돈 잃고 사람 잃

고, 생활까지 엉망이 되는 좌 의 순간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

돈을 벌기 해서 했는데 돈을 따지를 못하니까 자꾸

제가 출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 돈을 훔쳐

서... 학교를 다닐 때도 수업에 집 하지 않고 밤낮이 바

고, 그 게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집안에만 박 있

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5)

2) 제2주제: 회한으로 흐르는 물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 문제에 해 공통 으로 후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도박문제에 한 무의식 인

공허감과 상실감에서 오는 의식 인 후회와 회의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번에는... 한 번만 더...”라는 동의

어를 반복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자리를 맴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박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 이는

의지라기보다는 “나는 망할 리가 없다”는, 막연한 믿음

이고 결국 “이건 잘못되었다”는 막바지에 갖는 의식

인 후회감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외없이 갖는 공통된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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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 지는 순간들

연구 참여자들은 에 지의 고갈과 역행으로 학업에

소홀해지고, 때로는 스트 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린다.

이와 같이 신체 , 정신 어려움을 체감하면서도 롤러

코스터처럼 딸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는 합리화로

자신을 무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스트 스를 술로 풀려

고 하는 그릇된 선택을 한다. 도박을 해 출받고 사

채 쓰고 스스로 미친놈이라고 멍청한 짓이라고 인지함

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무 져 가는

지를 철 히 경험하며 린 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다.

스트 스가 진짜 빡 오는 거 요. 그러다가 이제 돈

을 많이 잃잖아요. 두통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머리가 진

짜 아 요. 학교 앞에서 술도 많이 마셔요. 진짜 월, 화,

수, 목, 다 먹어요. 이러다가 알코올 독으로 갈 수

있는데...(참여자 3)

거짓말도 하고, 만약에 한 번 걸게 되면 그 경기를 계

속 보게 돼요. 다른 일에 집 이 안돼요. 한 5분마다 계

속... 핸드폰에 라이 스코어가 있거든요 시험기간에는

특히 공부도 안 되고...(참여자 5)

나. 려오는 후회

연구 참여자들은 아낌없이 돈을 쓰고 호화로운 생

활을 하고 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허탈감과 함께 공허함이 려오는 것을 느낀다. 한방에

번 돈이기에 돈의 가치도 제 로 느끼지 못하고 무가치

하게 돈을 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거

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후회감이 려오기 시작함을

경험한다.

주말알바여서 얼마 받지도않아요. 한 30만원? 한달

동안일한 거를하루 만에 다 날린 거 요. 근데도 돈 생

기면 하고... 돈 잃었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해도 돈이

앞에 있으면 바로 오늘 어디에 걸지 뭐 이런 생각

이 들어요.(참여자 4)

다. 고삐 풀린 망아지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조 이 안되는 통제 불능 상

태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 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되면서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이런 정서

인 문제와 함께 돈도 궁핍해지고, 학업도 집 력 하

로 기 부터 흔들려 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통제력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자신을 경험한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갑과 카드

에 손을 고 싶은 유혹도 느낀다.

뭔가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뭔가 잃으면 잃을 때마

다 무 스트 스 받고 막화나고감정 으로안좋아요.

동생한테 화내고 물건 던지고.(참여자 2)

부산 경찰서에서 훈방 처리 어요... 걸리고 안 걸린

차이 요. 사채로 출받았던 돈이 있으니까 이가

커서 재미로 도박도 하고 그냥 좀 멍청하게 썼죠... 돈

을.(참여자 8)

라. 착각의 연속

연구 참여자들은 반에 땄던 경험을 통해 환상을 갖

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도박으로 쉽게 딴 돈으로

인해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이 돈 같아 보이지 않게 되

고, 자신에게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

게 만드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빡세게 열심히 해가지고 벌은 돈이 50-60

만 원인데, 그건 내가 한 큐에 거는 돈 정도니까... 성실

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은 돈 같아 보이지도 않고... 한 큐

에 잘하면 천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참여자 5)

3) 제3주제: 수면 아래로 잠긴 삶

도박을 하는자신과 마주 할 때 부모에게 는스스

로에게 갖는 가장 주된 감정은 죄책감이었다. 이러한 죄

책감은역으로그 상황에몸 담게되는 부작용으로작용

했다. 결국 이들은 도박을 한 자신의 잘못은 명백한데

자신의 굴 에 갇히게 되어 독 상태로까지 어들게

되는 것이다.

가. 팽팽한 다리기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으로 궁핍함을 느끼면서도 친구

들이 빌려주고 사주는 것을 얻어먹으며 큰 불편함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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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도박의 굴 에 구속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삶

을 한다. 잃어도 본 이라는 무모한 생각과 부모님

께 죄송하면서도 부족한 용돈도 채우고 잃은 돈도 메워

야 한다는 끊을 수 없는 매력으로 팽팽하게 다리기를

하는 삶이 이들을 도박으로 이끈다.

어차피 불법으로 딴 돈이라 막 썼는데, 잃으면 제 돈

같거든요. 수 에 있던 돈을 잃으면 다시 액을 만들어

야겠다는 충동감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잃

어도계속하는 것같아요. 다그 게 잃다가 1년후에제

통장이 0원이 된 거죠.(참여자 3)

나. 깨어진 일상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을 하면 잡 갈 수도 있다는 불

안함과, 일상생활이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수

업도 일도 뒷 이고 생각과 에 지가 온통 도박에 휩싸

여 있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 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

면서 아무 지도 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애써 무감

각해지는 것이다.

도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을 받는 거죠. 미술

학원도 안 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수업시간에 자고 뒤

에 앉아서 다른 거 하고... 이런 내가 일상생활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도박을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 가면서...(참여자 2)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한 9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지 납입 이에요 계속...(참여자 8)

다. 망의 늪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도박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과 다시

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공존할 때 이들은 이를

헤쳐 나가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애써 무시한

다. 어느 날 문득 도박의 늪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지만,

발을 빼려 하면 더 깊이 도박의 장으로 빠져드는 자

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을 하다 보면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가 훨씬 많

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계속 거짓말하면서... 후배 뭐

사주느라 돈 썼다. 오늘 책 사는데 10만원 원치 샀으면

20만 원 원치 샀다 이런 식으로계속 이리 리 돌리면서

돈이 되게 막 부족해요. (참여자 4)

이제 제가 미친 거 같아요. 완 도박이죠. 2분의 1이

확률이 진짜 최고의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애들

이랑 다시 빠졌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땄어요. 항

상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었는데.. 결국엔 다 잃게 돼

요. 잃고 나면 본 생각나고 그 죠( 참여자 1)

라. 잘못된 확신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명품 구매와 호화로운 생

활을 부러워하며,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리는 삶을

동경한다. 해볼 만하다는 어 난 생각이 사설 사이트로

까지 자신을 이끌어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삶

은 태롭게 좌지우지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는 확신으로까지 번져가는 삶을 경험한다.

돈맛을 알아버려서... 카드에 이 액이 없으면 안 된

다는 생각이 커서... 옷도 비싼 거 100만 원 짜리 사고그

랬거든요. 이게다 제돈같은거 요. 딴건 정말많은데

고작 100만 원을 제가 감당을 못 한 거 요.(참여자 3)

4) 제4주제: 꿈을 꾸는 날엔

도박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욕심과 한탕주의가 도

박 독자로 이끈 것만 같다고 진술한다. 참여자들은

학생활 일상의 틀이 깨지면서 바닥을 경험하게된다.

한 자신이 도박을 하게 된 과정을 되짚어 보며 상

황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발견한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된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

다.

가. 바닥 치기

몸이 부서져라 아 게 번돈을 하수구에 버린 것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욱하는 순간의 감정에 공부도 놔 버

리고 살아온 삶, 명 에도 혼자만 즐겁지 않았던 경험을

고백한다. 인생의 바닥을 맛보며 더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코 에 몰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

세뱃돈을 한 30만 원을 받은 날에 바로 25만 원을 잃

었어요. 그때 진짜 와... 어떻게 보면하수구에 버린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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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그게 무 죄책감이 무 컸고 명 인데도 혼자

즐겁지도 않고 그랬던 이 있어요.(참여자 6)

나. 실을 자각하기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입

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도박의 폐단을 지각하면서 시

간 여유가 없을 만큼 일부러 바쁘게 살기도 한다. 힘

겨운 도박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들은 빠져들기보

다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리게 느끼며 방

교육의 요성을 이야기한다.

아직 안 한 사람은시작을 안 하는 게 답인것 같아요.

만약에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하지말라고하면 귀

에 들어오지도 않을걸요...(참여자 4)

통장을 줬는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돼서 검찰 조사받고, 조사후에 고의성이 없어서 불기소

유 받고... 출이 더 어려워져야 될 거 같고… 출처를

한두 달 정도는확인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참여자 8)

다. 손 내 어 도움 청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으로 인한 상실감을 맛보며, 마

인드 컨트롤을 통해 아 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노

력한다. 교육이나 일 일의 개방 인 상담을 통한 도움

을 받아서라도 단도박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표출된다.

문 인 일 일 상담을 한다 던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는그런 말보다는 문 인상담을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참여자6)

3.2. 도박 독자 학생의 경험의 본질 구조

본 연구를 통해 학생 스포츠토토 도박 독 경험자

들의 경험을 아우르는 범주는 “친구를 통해 헛된 꿈을

부여잡고 허공을 맴돌다가 빈껍데기가 되어 실의 삶

으로 빠져나오는 체험의 본질 ”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

구 참여자들은 빠져 들어가고 빠져 나오는 주체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한 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존

재이다. 그러기에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연결된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 조차분노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지

나간 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망스러워하는 것이다. 이

들은 도박으로 인한 수혜자인 것 같지만, 피해자라는 이

신분을 스스로 갖는다. 이들은 다양한 고통의 경험

속에서 도박 독이라는 삶의 무게와 자신의 멍에를 짊

어지고 아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감으로 하

루의 삶을 힘겹게 이어간다.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들의 스포츠토토 도박 경험을 이해

하기 한 상학 연구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스

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학생들로 바람처럼 언제 불어

왔는지 모를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삶이 무 져

내리는 쓰라린 경험과 함께 후회의 물을흘린다. 일상

의 괴와 함께 망감, 죄책감, 인지 오류 등을 경험하

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면 아래 잠겨 있음

을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 기 시작한다.

참여자 부분은 친구들을 통해서 스포츠토토를 시작

하게 되었고, 재미와 스릴을 즐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

게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경험이 선행연구의 도박

동기와 일맥상통하 다[12,19]. 한 스포츠토토를 통한

도박은 합법 인 근이 가능함으로 인터넷 고나

SNS를 통한 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반복 인 사이트

연결 시도가 참여자들에게 떨쳐버릴 수없는 유혹의 손

길로 작용하 다. 이는 학생의 스포츠토토는 속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온라인 도박에

한 근성이 높아지고, 성인이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

에 합법 인 근이 가능하여 도박의 험에 노출될 확

률이 상 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

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22,23].

박 환상, 본 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과 돈을 딸

것 같다는 막역한 기 감을 가지고[12] 시작한 도박은

스릴과 재미를 가져다 다는 잘못된 믿음과 비합리

도박 신념을 갖게 만든다[13]. 도박자에게 도박은 삶의

권태도 불안도 없어지게 만드는 생활의 윤활유이고 강

력한 마취제라는유혹의손길이첫 발을딛게 만드는 계

기가 되는 것이다[14]. 도박에게 승리만 있을 수 없음에

도 손실의 경험은 기억에도 없고 오직 승리의 체험만을

심 상으로 두고 극 화시키고 있다. 참여자들 부

분은 아직 도박 보자에지나지않지만이들이 본연구

에서 경험하는 도박 독의 문제 은 일반 도박에서 나

타나는 후회, 망, 원망과자책, 통제 불능, 양가감정, 잘

못된 신념 등의 경험이 거의 동일하게 드러났다



남자 학생의 도박 경험에 한 질 연구- 스포츠 토토를 심으로- 52

[5,13,15,22]. 한편 참여자들은 학생 신분으로 도박 기

간이 평균 으로 짧고, 도박자 을 마련할 경제 능력

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오히려단도박의의지를갖게 만

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것이었다. 그러므로 방교육

의 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하는 일부 참여자들의 의지는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자를 한 문 상담센터의 개입의 요성을 암시

하는 결과가 된다.

도박은 달콤함만을 주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이 기

에 가지는 도박에 한 정 신념이 여러 번의지속

인 손실을 경험한 후 망감을체험하는것이 확인 되었

다[15]. 일단 시작된 도박은 흥분을 일으키는 재미로 인

해 한 번 문 미끼를 스스로는 내뱉을 수 없게 된다. 잡

힌 물고기 신세가 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 무 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후회와 자책의 시간으로 자신을 원

망하게된다. 이는 본연구 참여자들의 표 뿐만 아니라,

송진아(2011)[15]의 연구에서도 도박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되돌이표로 반복되는 부메랑 같은 일

상이 잘 드러나 있다. 결국 도박에 한 자신들의 행동

을 통제할 수없게 됨으로써 회한의 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5,12-14,22,24].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이기

에 도박의 폐해가 더 치명 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들은 학업에 집 할 수가 없고, 출과 사채로 얻게 된

빚을 갚기 해 알바를 놓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께 반복 인 거짓말을 하면

서 카드나 지갑에 손을 고 싶은 유혹도 느낀다. 이런

과정 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망아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학생이기에 빠른 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 단

과 우울,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여겨진

다[24]. 그러므로 학생들을 한 도박 방 재 로그

램 개발에 좀 더 큰 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도박을 통해 망을 경험한다. 도박으로

인해 일상이 망가져도 본 에 한 생각과 언젠가는

박을터트릴 수있다는잘못된신념은 도박을 통해서 정

상성을 회복하고 일상 세계로 복귀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생기는 불안과 망을 편한 구속으로 받아들

인다[12,15]. 부모님에 해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여

히 거짓말을 일삼고, 일상의 삶이엉망이된 상태에서도

도박은 상자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면서 갈등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다. 간헐 인 승리를 해 계속

인 손실의 구속을 감수하는 것이다. 상자들은 공통

으로 도박이 망감을 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

고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도박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스트 스이지만이를

해소하기 한 처방식은 다시 도박이었다[15]. 이 듯

도박은 수면 아래 몸을 잠기게 함으로써 스스로 헤엄쳐

나오기 힘든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물에 잠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까이

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 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 도움 제공자는 가족이라고 여겨

진다. 그러기에 도박 치료 로그램에 가족의 처방식

을 교육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의 도박 독은 비문제성 도박 64.8%, 험

도박 20.1%, 험 도박과 문제성 도박이 15.23% 순으

로 아직은 험이나 문제성 도박 보다는 비문제성 도

박의 비율이높기에 희망의끈을 잡을 수있다[23]. 도박

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해 의지력을 발휘하고, 도

박 유혹을 자르고 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 수 에

서 자발 으로 빠져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25,2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바닥을 치는 인생의 쓴

맛을 경험하고 난 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다.

참여자 부분이 스스로 도박 독 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 기에 학생의 도박 경험은 그리 망

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것이다. 배움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한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그들의

삶 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무나도 다행스럽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스포츠토토 도박 경험은 망

의 늪에서 손을내 고있는 은이들의소리를 듣게 되

는 요한 과정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

째, 스포츠토토를 심으로 도박 경험을 질 으로 분석

하여 학생의 도박 동기와 근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분석하 다는것이다. 둘째, 상자를 학생으로

좁히고, 학생이 주로 하는 스포츠토토를 심으로 도

박 경험을 분석하 기에 학생 도박 독 치료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생 도박 독자를 악하기 한 도구 개발의 기

자료를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성인기

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삶 가운데 재미와

흥미만을 추구하며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은 청년들

에게 국가 , 사회 측면에서 도움의 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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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잘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악하여

학생 도박 독자의 회복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상담센터

에 찾아온 참여자 8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 경험의

범주는 4개로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 유혹의 손

길, 스릴의 미끼에걸리다. 부메랑이되어 돌아오는좌

감; 회한으로 흐르는 물: 무 지는 순간들, 려오는

후회, 고삐 풀린 망아지, 착각의 연속; 수면 아래로 잠

긴 삶: 팽팽한 다리기, 깨어진일상, 망의 늪, 잘못된

확신, 꿈을 꾸는 날엔: 바닥 치기, 실을 자각하기 시

작, 손 내 어 도움 청하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학생의 도박 경험도 일반 도박자들과 같

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독에 빠질 험이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학생들

의 특성을 이용한 도박이기에 근성이 쉽고, 흥미 유발

의 진 특이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직은 도박

기간이 짧고 경제 자 조달의 한계 으로 실을 자

각하는 것이 빠르다고 본다. 그 기에 도박 단을 한

방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의 요성이 확인된 것이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도박의 독 수 을 구분하지 않고, 일

학의 학생만을 상으로 하 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 이라고 본다. 한 도박을 하는 학생들의 주

인 진술을 토 로 분석한 자료가 부분으로 신뢰성

확보의 제한 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스포츠토

토 독 상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한 처 방식과 도

박 독자 가족에 한 재 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독 수 별 연구를 통해

도박 독자의 수 에 맞는 재 로그램 개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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