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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경륜 도박의 참여 동기, 스트레스 그리고 몰입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
을 위해 'J 경륜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347개 이다. 수집된 자료는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증가할수록 몰입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스트레스 간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몰입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륜 도박자 
상담 시 경륜 참여 동기 확인 필요성과 지나친 경륜 도박 몰입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같은 실천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stress and flow
in bicycle race gambling. To accomplish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gambling users of a bicycle 
velodrome. A total of 347 samples were employ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flow increased 
as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contest increased. Second, the influence of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race on immersion showed that a higher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race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stress. Third, verification of the motive for participating in the race and
the mediated effect of immersion between stress revealed that immersion had a mediated effect on 
str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motivation for career participation in counseling of 
experienced gamblers. Moreove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excessive gambl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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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도박 공화국’, ‘배팅하는 한국사회’라
는 표현을 할 만큼 사회 속에서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
다[1,2]. 우리 사회에서 쉽게 도박을 접하는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이용실
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 이다[3]. 이 수치는 동일한 척도(CPGI: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사용하여 조사한 국가들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3.5%, 체코 2.9%, 노르
웨이 4.4%, 뉴질랜드 1.3%, 캐나다 퀘벡주 1.8% 등)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도박 유병률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4]. 게다가 국내의 사행산업 규모는 점점 더 커지
고 있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
권, 소싸움 경기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총 21조 7,263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
는 2008년 기준 15조 9,699억 원에 비하여 약 1.3배 이
상 증가한 것이다[5]. 이러한 자료들을 보았을 때, 사행산
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불법 도박까지 포함한다면 도박중독은 더욱 심각하다. 
불법 사행산업의 경우 합법 사행산업에 비하여 규모가 
더 크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83.7조원이었다[6]. 이렇게 사행산
업이 불법 혹은 합법 구분 없이 규모가 크다는 것은 도박
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또한 다수에 달한다는 이야기이
다[7]. 도박중독은 도박중독자 본인 뿐 아니라 그들의 가
족, 친지, 이웃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복구시키기 위하거나 
도박을 계속할 목적으로 불법사채, 담보대출, 퇴직금 카
드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8]. 도박에 빠져드는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탈세, 횡령, 절도 등 범법행위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
키기도 한다[9].

본 연구의 주제인 경륜 도박의 경우 많은 중독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는 경륜 사행산업의 매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륜은 다른 종류의 사행산업인 카지노,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에 비하여 높은 편
에 해당한다. 2017년 기준으로 경륜은 2조 1,744억 원
으로 총 사행산업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
인들이 이용하는 카지노보다 약 6,514억 원 더 많은 규
모이다[5]. 경륜도박의 규모는 다른 스포츠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

나인 프로농구의 경우 2017년 한 해 관중 수는 약 76만 
명이다[10]. 다른 스포츠인 야구와 비교해 보자면 2017
년 840만 명의 관중수를 기록했다[11]. 이는 경륜장 이
용자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관중 수이다. 반면 축구의 경
우 2017년에 148만 명의 관중을 기록했다[12]. 이는 경
륜 이용자보다 약 백만 명 많은 수이며, 축구를 즐기는 
관중과 경륜을 즐기는 관중이 비슷한 수치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에 비하여 2017년에 경륜장을 방문한 이용
객은 약 137만 명이다[5]. 이는 동일한 년도에 프로농구
를 관전한 76만 명보다 약 1.8배 많은 수이다. 프로 농구
는 일반적으로 10월부터 개막하여 다음해인 3월까지 보
통 월요일에만 경기가 열리지만 경륜의 경우 보통 주말
을 포함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경기가 열린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확인해 보면 경륜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륜을 
즐기는 많은 이용자들이 도박 중독의 위험 속에 살아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륜의 경우 다른 사행산업과 다르게 가족단위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경륜장 환경
이 경륜 도박자 뿐 아니라 그들의 주변 사람에게까지 도
박 중독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경륜이 건전한 레저 혹은 스포츠가 아닌 도박이라
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륜의 이러
한 위험요소들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들 보다 특별한 관
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도박을 하는데, 도박
으로 인한 폐해는 기존연구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다. 심
지어 도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연구들은 도박
의 부정적인 면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경륜이 도박중독
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간 학계에서는 몇몇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륜산업의 발전방안과 활성화에 관
한 연구[13-19] 둘째, 사행적 특성을 제외한 경륜 도박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20,21] 등 이 있다. 앞서 말
한 연구들은 경륜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경제적 효과와 
건전화 방안에 기여한 바가 크다. 기존 연구들은 경륜 도
박이 사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스
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은 경륜 도박에 관하여 면밀히 다루고 있지 
못하며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경륜에 
배팅을 하는 순간, 그것은 스포츠가 아닌 도박이기 때문
에 항상 중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륜을 
바라보고 연구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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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경륜 중독요인에 관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륜 참여 동기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경륜 참여 동기, 경륜 몰입과 일
상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륜 관람 참여 동기
경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수인만큼 경륜 관람

을 하게 되는 동기 또한 개개인 마다 다르다. 그 동기도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경륜 관람 참
여 동기를 휴식동기, 흥분동기, 회피동기, 사교동기, 금전
적인 동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휴식동기이다. 도박동기로써 휴식은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생활의 활력 찾기 등과 관련이 있다[22].

둘째, 흥분동기이다. 흥분동기란 아슬아슬한 스릴과 
쾌감과 같은 자극이 필요하여 경륜장을 찾으며 도박을 
하는 동기이다[23,24]. 

셋째, 회피동기이다. 회피동기는 일상에서 느끼는 우
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이다[25]. 

넷째, 사교동기이다. 사교동기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되는 동기
이다[26]. 

다섯째, 금전적인 동기이다. 금전적인 동기는 도박의 
고유한 동기이다. 도박을 시작하는 데 있어 금전적인 동
기가 다른 동기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도박자들이 경제적, 
정서적 보상을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27]. 

2.2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의 가치, 환경 그리고 욕구로 인하여 

부과되는 속성에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변화 현상이다[28,29]. 또한 스트레스는 인간이 삶 속에
서 지속적으로 직면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30].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대
인관계문제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근심,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걱정, 신경과
민, 분노 등 다양한 현상을 가져다준다[31]. 이처럼 스트

레스는 정상적인 정서적, 육체적 상태를 위태롭게 할 수
도 있다[32]. 더 나아가 개인의 행동체계, 정서체계, 생리
체계에 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33]. 이는 스트
레스가 가진 특징이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34]. 

스트레스를 도박의 관점에서 본 기존연구[35]는 스트
레스로 인한 탈출구로 도박행동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도박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개인의 스
트레스 해소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
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
박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것은 경험된 자료로 확인해 
볼 문제이다.

2.3 몰입
몰입은 집중하고 깊이 몰두하여 즐거움 혹은 유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36]. 몰입의 긍정적인 면은 즐거움
과 유능감을 느낌으로써 해당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든다는 것이다[37]. 그러나 몰입이 도박행
동을 할 때에 이루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상에서도 
몰입을 느낄 때 즐거움과 유능감을 느끼듯 경륜에 베팅
을 할 때에도 몰입을 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유능감을 
느낀다. 한마디로 몰입은 경륜 도박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몰입이 심해지면 과몰입이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경제
적 손실을 발생 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 
도박의 몰입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대근, 김용만(2017)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 이용자들의 다른 사행산업에 대한 몰입 연구
[22,38,39]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행산업
의 몰입에 관한 연구를 경륜 도박에 적용시키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다.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경륜 도박만이 가
지고 있는 특수성과 독특성 때문이다. 즉 다른 종류의 도
박과는 차이점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 특수성과 독특성
이 경륜 도박 몰입에 영향을 주고 여러 문제 행동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도박이 아닌 경륜 도박에서의 몰입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4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스트레스, 그리고 몰입의 
    관계

2.4.1 경륜 관람 참여동기와 스트레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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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관람 참여동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는 Parker와 
Decotiis(1983)이 말한 스트레스 발생요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40]. 그들은 경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지
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경륜 관람객들과 비교해 보았
을 때 경제적인 보상과 보상을 위한 압박 등으로 스트레
스가 발생되는 점이 동일하다. 경륜을 관람하려는 참여동
기에는 개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참여 동기가 존재한다
고 설명한 바 있다[40]. 그 중 도박의 가장 고유한 동기인 
금전적 동기가 보상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스
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근(2017)의 연
구에 따르면 도박에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속된 욕구로 불안과 기대, 우울 등으로 감정
의 여러 변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앞서 스트
레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불균형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도박의 참여 동기는 
이용자들에게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동기가 금전적 동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교 동기로 시작하였으나 대인
관계가 좋지 않아져 스트레스로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도박장에는 서로 정보
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단절 혹
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4.2 경륜 관람 참여동기와 몰입의 관계
경륜 관람 참여동기와 몰입과의 관계는 

Csikszentmihalyi 와 Rathunde(1993)의 신생 동기 이
론(theory of emergent motivation)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몰입이란 ‘개인의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최적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로 정
의하였다[39,41]. 그래서 여가 생활로서 경륜 관람 참여 
동기는 유희와 사교, 금전적인 동기로써 충분히 몰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Mathieu와 Zajac은 몰입을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와 계산적 몰입(calculative commitment)
로 구분하였다[42]. 정서적 몰입이란 심리적인 애착과 비
슷한 의미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바램이며 계산적 
몰입은 관계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이탈하게 되면 예
상되는 손실과 전환비용 때문에 필요성을 지각하는 것이
다[43]. 이 두 가지 몰입 중 계산적인 몰입관점에서 보면 
사교적인 동기로 경륜에 참여하였다가 구성원들의 관계
에서 이탈되면 손실이 있어 몰입하게 된다고 해석이 가
능하다. 즉 사교적인 도박으로 인해 지속한 몰입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륜이 하나의 스포츠로도 분류가 되는 만큼 스

포츠 관람 동기와 몰입을 본 연구[44]를 살펴보면 일상에
서 받은 우울,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회피동기가 강할수록 관람객은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4.3 스트레스와 몰입의 관계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해소 수단으로 

여가생활을 찾게 되거나 개인마다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옮긴다. 그러나 여가생활을 찾고, 그 생활에서 긍정적인 
충족을 경험함으로써 내성이 생겨 더욱 자극적인 여가를 
찾고 몰입을 하게 된다[45]. 스트레스 감소이론
(Stress-reduction theory)에 따르면 몰입을 하기 전부
터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몰입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
이라고 말한다[46]. 즉 경륜 관람에 몰입하기 전부터 가
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경륜관람에 몰입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과몰입 혹은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이론(Problem-behavior 
theory)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행동이론은 개인이 
지각한 사회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행동문제나 정서
적인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47]. 문제행동
이론에서는 성격 체계(personality system), 인지된 환
경 체계(perceived environmental system), 행동 체계
(behavioral system)가 연관된 작용으로 몰입과 중독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48]. 성격 체계는 사회에 대해 가
진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와 같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인지된 환경체계는 부모 혹은 또래 집단의 통제와 지
지, 허용적 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49]. 행동 체계는 성
격 체계와 인지된 환경 체계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행
동이며 도박 중독, 과도한 음주 행위, 마약 등 다양한 문
제 행동을 포함한다[48].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다양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체계의 
작용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며 이것이 경륜 관람에 
몰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감소 이론과 문제행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몰입이나 중독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50-5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
트레스 해소를 위해 몰입할 수 있지만 지나친 몰입이 오
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견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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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Study model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8년 'J경륜장'을 이용하는 

성인으로, 임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면대면 설문조사
를 원칙으로 하였고, 자기기입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실
시기간은 2018년 9월 13일, 9월 15일로 총 2일간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총 473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
지를 살펴보고, 무성의한 설문지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하
고 총 3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독립변수: 경륜 관람 참여 동기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는 이흥표의 도박동기

[53], 그리고 박세준과 이영진의 연구를 기반으로[54] 본 
연구와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경륜 관람 
참여 동기는 회피동기 3문항, 흥분동기 5문항, 사교동기 
3문항, 일상탈출동기 3문항, 금전적 동기 3문항으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부정
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경륜 관람 참여 동기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2로 나타났다. 

3.2.2 종속변수: 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중심으로 DeLongis와 동료들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
도를[55] 김정희가 번안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

한 것을 활용하였다[56]. 스트레스를 상세히 살펴보면, 
대인 스트레스 3문항, 직무 스트레스 3문항, 경제적 스트
레스 3문항, 자신 스트레스 2문항, 외부환경 스트레스 3
문항, 가정생활 스트레스 2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 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5로 나
타났다. 

3.2.3 매개변수: 몰입
매개변수인 몰입는 Novak과 동료들이 개발하고[57], 

이를 국내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해서 사용한 박상일[58], 
박은영[2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몰입은 ‘경륜 관람은 내 기대를 충족시
켰다’, ‘경륜 관람동안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경
륜 관람동안 완전히 몰두하였다’, ‘경륜을 관람하고 있으
면 정신없이 시간이 흐른다’ 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몰입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36으로 나타났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59-61]를 통해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통
제변수를 상세히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소득이며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우
선 성별은 ‘여성=0, 남성=1’로 분석을 위하여 더미화 하
였으며,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기술통계를 통해 적절한 절단값을 확인하고 분석의 편의
를 위해 ‘고졸이하=0, 대졸이상=1’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배우자 유무 역시 ‘0=없음, 1=있음’로 더미화 하였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 =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
만=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으로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

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방
향성과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종속변수인 스트레스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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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스

트레스 간 몰입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62]의 3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
단계에서는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
계 모형에 매개변수인 몰입을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Baron과 Kenny[62]의 매개효과검증방법은 분석의 
편의성이 높아 자주 활용되지만,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 Hayes[63]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활용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은 여성이 43명, 남성이 304명, 연령의 경우 최솟값
은 28세, 최댓값은 80세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58.35, 
표준편차는 9.1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는 
263명, 대졸이상은 84명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이 131명, 배우자 있음이 216명으로 나타났
다. 월소득은 최솟값은 100만원 미만, 최댓값은 5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84, 표준편차는 1.36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는 최솟값은 20, 최댓
값은 85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9.69, 표준편차는 10.16
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스트레스의 최솟값은 16, 
최댓값은 64로 나타났으며, 평균 33.80, 표준편차는 
10.47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몰입의 최
솟값은 4, 최댓값은 2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1.83, 표
준편차는 2.83으로 나타났다. 

4.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고,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독립변수인 경륜 관
람 참여 동기와 매개변수인 몰입을 제외하면 상관계수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관계수로 인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 다중공선성문
제의 유무를 살펴볼 것이다.

Bicycle
Racing

Spectator
Motivation

Flow Stress

Bicycle
Racing

Spectator
Motivation

1

Flow .62*** 1
Stress .37*** .32*** 1

*p<.05, **p<.01, ***p<.001 

Table 1.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347)

우선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종속변수인 
스트레스(r=.37, p<.001)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몰입(r=.62, p<.001)과도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
수인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몰입(r=.32, p<.001) 역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스트레스 간 몰입의 매개
    효과 검증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스트레스 간 몰입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62]의 3단계 매개효
과검증방법을 활용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2를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선 Model 1에서는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의 스트레스에 대
한 F값은 7.75(p<.001)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16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
여 동기의 B값이 .38(p<.001)로 나타남에 따라 종속변수
인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통제변수중에서는 월소득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91, 
p<.05),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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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S.E) t B(S.E) t B(S.E) t
(constant) 22.78(5.83) 3.90*** 3.82(1.22) 3.14** 20.69(5.95) 3.48***

Gender -1.45(1.59) -.91 -.52(.32) -1.59 -1.17(1.58) -.74
Age -.06(.07) -.92 -.01(.01) -.24 -.06(.07) -.90

Education Level Dumm -.71(1.35) -.53 -.04(.30) -.15 -.68(1.37) -.50
Marital Status -.46(1.13) -.40 -.04(.25) -.15 -.44(1.13) -.39

Income(Month) -.91(.43) -2.11* .01(.10) -.11 -.92(.44) -2.10*
Bicycle Racing Spectator 

Motivation .38(.06) 5.96*** .17(.10) 12.72*** .29(.08) 3.69***

Flow - - - - .54(.25) 2.20*
Adj R² .16 .39 .17

F 7.75*** 28.26*** 7.43***
*p<.05, **p<.01, ***p<.0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Flow Between Bicycle Racing Spectator Motivation and Stress               (N=347)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는 경륜 관람 참여 동기가 매

개변수인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위해 통제변수
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모형의 몰
입에 대한 F값은 28.29(p<.001)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
명력은 39.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의 B값이 .17(.001)로 나타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는 경륜 관람 참여 동기와 
스트레스 간 몰입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1에서 매개변수인 몰입을 추가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
은 .17(p<.001)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7.0%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의 B값이 
.29(p<.001)으로 나타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인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몰입의 B값이 .54(p<.001)으로 
나타나 몰입이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Model 1과 비교했
을 때 독립변수인 경륜 관람 참여 동기의 영향력이 감소
하였다(B=.38 -> B=.29). 한편 Model 1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월소득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B=-.92, p<.05).

다음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Hayes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할 때, 재

추출수를 5,000번으로 권유하는데[63],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였다. Table 3을 살
펴보면,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95%의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내용들을 통해 경륜 관람 참
여 동기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몰입이 매개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ias-

Corrected
Boot LLCI

Bias-
Corrected
Boot ULCI

Indirect
effcet .09 .04 .01 .18

Direct
effect .29 .08 .14 .44

Total
effect .38 .06 .26 .51

Table 3. Verification Result of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5. 논의 및 결론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경륜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 동기가 도박 몰입도를 증가시
키고 몰입도가 매개 역할을 하여 다시 일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이론적 함의이다. 첫째, 연구결과 경륜 동기 수준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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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도박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일반 도박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이다[42-44,64]. 즉 일반 도박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동기가 존재하고 이것이 경륜 도박에 몰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기존 연구
[23]에서 제시한 것처럼 휴식, 스릴(흥분)감 추구, 일상 
탈출(회피), 사교, 금전 획득과 같은 동기에 의해 경륜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선행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동기들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기와 몰입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기 위해 
다양한 동기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 동기들이 어떻게 경
륜과 같은 스포츠도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결과 몰입도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박 몰입이 스트
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주장[22,45-48]과는 반
대되는 결과이다. 도박자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도박
을 하지만, 오히려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사행산업은 국민의 일
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경륜 역
시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포합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경륜장으로 향
한다. 하지만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일상 스트레스를 증
가시킨다. 물론, 몰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몰입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 도박을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
로만 보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강조하
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몰입이 스트레스 해소 수준을 넘
어 오히려 그것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
르지 않다.

다음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이다. 우선, 경륜과 같은 
스포츠 도박자에 대한 올바른 개입을 위해서는 도박자들
의 동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수준 증가가 
몰입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동기가 경륜 도박
자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독재활 
분야의 전문가들은 몰입 수준이나 중독 수준을 확인함과 
동시에 왜? 경륜 도박을 하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륜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정부에서는 도박
자들의 지나친 몰입을 경계하도록 예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륜 매출 증가가 사행산업 활성화에 도움
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몰입으로 스
트레스 상태를 경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베
팅 상한제 도입 또는 베팅 실명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나친 도박 몰입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건전도박 내지는 책임도박 문
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편향성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모든 경륜장을 표집단위로 설정하
지 못했다. 이럴 경우 표본의 편향성으로 인해 일반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할당표집 방
법을 고려하여 표본의 편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도박 참여 동기의 다양성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박 
참여 동기가 경륜 도박 몰입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휴식, 회피, 사교, 흥분, 금전 동
기 중 어떤 동기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떤 동기가 경륜과 같은 스
포츠 도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
가 질적 탐색을 통해 다양한 동기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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