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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제는 도박문제를 예측하는가?

-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관계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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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코올, 약물과 같은 물질중독(substance abuse)과 도박 등의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은 

공통의 속성을 가지며, 동일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실제로 동시발생(co-occurrence)률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된다. 최근 대학생 집단에서도 음주 및 도박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로 인해 다중 중독의 

문제 및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문제도박 발생의 예측요인으로 제시되

는 음주행동에 주목하고, 이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표집 한 45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문제도

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및 가족 변인을 통제한 모델에서 음주문제는 도박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 정

책수립 과정, 향후 중독분야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논문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음주문제, 도박문제, 물질중독, 행위중독, 공동발생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중독행동(addictive behaviors)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문제로 주

목받고 있다. 인터넷이 급속히 발달한 현 사회에서는 알코올, 약물, 도박이외에 인터넷 게임이 중독

행동으로 추가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를 ‘4  중독’으로 분류하여 각 중독의 심각성과 폐해 등

의 중독문제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이해국·이보해, 2013), 『중독 예방 관리 및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청주 학교가 지원하는 해외파견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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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다양한 유형의 중독행동들은 흔히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의 중독분야 연구자들은 이

미 오래전부터 물질중독(substance abuse)인 알코올과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인 도박을 중심

으로 중독행동의 동시발생(co-occurrence)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다(Alder and Goleman, 1969). 

Doweiko(1990)는 “중독 장애의 단일화"1)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물질

중독과 병적도박, 성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은 공통의 속성을 지니며 공통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음주와 도박은 충동성, 또래 영향과 같은 공통분모에 의해 발생하며

(Barnes et al, 1999), 유사한 신경전달체계를 가지며(Bechara, 2003), 음주와 도박을 동시에 하는 사

람들은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유사한 성격특성을 지니는 등(Nower et al., 2004)의 속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Bhullar 외(2012: 12)는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이 공통의 진단기준을 가진다는 점, 전두엽의 

기능과 같은 공통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흥분감

의 증진을 위해 중독행동을 한다는 조건화이론(contingency theory) 등을 제시하며 음주와 도박의 공

동발생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임상 표본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표본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동안 자주 술을 마시며(Baron and Dickerson, 1999), 문제도박

자로 분류된 사람은 일반인보다 술을 더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며(Welte et al., 2008), 문제도박자의 

75%가 알코올사용장애라는 보고(Petry et al., 2005)도 있었다. 또한 음주하는 사람은 도박도 하는 경

향이 있고, 일생동안의 음주문제나 지난 한달 동안의 알코올사용이 문제도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eigelman et al,, 1995).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음주문제와 도박문제 간에는 높은 공

존율(co-morbidity)과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Fisher and 

Smith, 2008). 최근 DSM-V에서는 도박중독을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의 진단범주에 분류하였는데

(APA, 2013), 이는 병적 도박과 물질사용장애와의 임상적,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기반의 유사성을 기

반으로 한 분류로써(이해국·이보혜, 2013; 성준모·김정진, 2014: 142 재인용), 물질중독과 행위중독간

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주문제와 도박문제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잘 알려졌으나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

았다(Stwart and Kushner, 2005).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중독을 행위

중독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관계를 해석하고 있다(Barens et al., 2010; 

Lee et al., 2013). 예를 들어, 도박장면에서 도박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알코올의 영향은 잘 알려

졌는데(Westermeyer et al., 2005), 이는 알코올이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어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키고 위험감수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Baron and Dickerson, 1999). 종단연구를 통해 

1) Doweiko(1990)가 사용한 “중독 장애의 단일화”라는 학문적 용어는 흔히 회자되는 “중독은 한통속”

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된다. “생존의 본능마저 마비시키는 쾌락 중추가 인간의 뇌에도 있고, 이를 
자극하는 것이 사람 세상에서는 인터넷 게임,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이다. 그만큼 중독은 무섭
다. 중독은 한통속이어서, 게임 중독에서 겨우 벗어나면 알코올에 빠지기 쉽고, 도박 중독자가 마약
에 손을 댄다. 애초에 빠졌던 중독의 쾌락을 다른 그 무엇이 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 갈아타기
를 하게 된다. 그만큼 중독은 강렬하고 끈질기다.”(조선일보 2013.9.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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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에서도 알코올 사용은 시간에 따라 도박행동의 증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Barnes et al., 2005), 반복적이고 문제가 되는 알코올사용은 그 자체가 문제도박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등 음주문제는 문제도박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Johansson et al,, 2009). 반면 도박이 음주문제

를 증진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한 실증적 검증결과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중 중독행동의 

문제는 그 각각의 폐해는 물론이거니와 예방 및 치료재활에서 이중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예컨 , 다

른 중독행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중독문제에만 개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두 

가지 중독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이 있는 경우 하나의 경로만 치료하는 것은 분명히 

치료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Grant et al., 2002).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중독이 행위중독에 선행한다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음주문제가 도박문제를 예측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이제까지 국내 중독연구 분야에서는 단일 중독을 초점으로 하여 중독의 실태, 특성, 심리

사회적 변인간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으므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목격되는 다중 중독행동의 발생현상

에 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동시발생 및 그 

관계에 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다중 중독행동에 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상은 음주 및 도박행동의 동시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진 학생 집단으로 하였다(Martin et 

al., 2014). 학생 시기는 자기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로서, 부모의 제약은 덜하고 자유시간은 

더 많아 음주, 도박 등의 고위험행동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Shaffer et al., 2005). 특히 한국의 

학생은 입학 직후부터 신입생환영회, MT, 동아리활동 등의 교내행사와 동기, 선후배간의 사교를 위해 

캠퍼스내외에서 잦은 음주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있는데, 실제로 한국 학생의 월

간 음주율 및 문제 음주율은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음주문제연구센터, 2011). 도박행

동 역시 캠퍼스에서 떠오르는 건강문제로서(Stuhldreher et al., 2007), 국내외적으로 합법 및 불법 사

행산업 매출의 급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하 사감위, 2013; Oei and Goh, 2015), 스마트폰의 보

급 및 무료 인터넷 환경 하에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 접근성의 용이함(Gainsbury et al., 2015) 등으

로 인해 학생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2)가 잇따르

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취업스트레스는 경제적, 정

서적 고통으로 작용하여 일부 학생들은 음주, 도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임성

범, 2013), 도박은 ‘불안의 시 를 살고 있는 학생들의 탈출구’라는 분석도 있었다(사감위, 2010). 이

에 본 연구는 한국 학생의 음주 및 도박행동에 주목하여, 주요 연구문제를 첫째, 학생의 음주 및 

도박문제의 동시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의 음주문제는 도박문제를 예측하는가? 로 선정

하였다.

2) 연합뉴스(2012) “등록금에 인생마저 탕진, 학생 10% 도박중독”

   학신문(2014) “한국 학생 불법스포츠도박, 유혹에 무방비”

   인하 학신문(2014) “베팅전공삼은 학생, 학가에 번진 도박중독”

   연합뉴스(2015)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중고물품거래 사기 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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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음주문제와 도박문제의 동시발생

학생은 발달단계의 특성, 개인의 성격, 가족과 또래 등의 환경 특성, 아직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의 

부족 등으로 위험감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Rolison and Scherman, 2003). 학에 입학한 이후 

학생은 부모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래 영향은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 도박, 불법약물 등의 중독행

동에 처할 위험이 높아지며, 그 결과는 학업의 어려움, 상해 및 사망, 성폭행, 범죄 등의 폐해로 나타

난다(Enrlich et al., 2006). 

특히 음주는 학생 시기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데, 폭음은 학 캠퍼스에 지속적으로 만연한 문제

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Wechsler et al., 2002). Hingson 외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하는 학생의 약 50만 명은 의도하지 않은 상해, 60만 이상은 폭력, 7만 

이상은 성폭력 및 데이트 강간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보면, 전국표본을 사용한 학생 

및 성인의 음주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1)에서 학생은 성인보다 월간 음

주율(85.4% vs 75.6%)과 문제 음주율(47.6% vs 32.9%)이 모두 높았으며 폭음률은 2배 정도 높았다

(14.1% vs 7.2%).

학생의 음주에 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도박 산업이 팽창되어있고 젊은 층이 

문제도박의 고위험 집단임에 한 실증적 결과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Huang et al., 2007; Delfabbro 

et al., 2014), 국내외에서 학생의 도박행동에 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학생

들은 도박을 여가활동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다(Chan et al., 2015). 하

지만 지난 25년간 이루어진 도박에 관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가 제시하는 것은 학생의 문제 도

박률이 성인보다 높으며(Shaffer and Hall, 1999),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Nowak and Aloe, 2014). 학생 도박행동의 심각성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전 국

민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0 의 도박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한국마사회, 2009), 선

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학생의 문제도박률은 11~14%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복순·김영호, 

2011; 장동석·남장현, 2011; 장수미, 2013).

음주행동과 도박행동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관련 연구를 보

면, Ladouceur 외(1994)의 연구에서는 학생(n=1,471)의 흡연, 알코올사용, 비합법적 약물의 사용, 

범죄체포 경험이 도박문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Lesieur 외(1991)는 조사 상 학생(n=1,771)

의 85%가 도박경험이 있었고, 과도한 도박행동, 과도한 알코올 및 약물사용, 과식과 같은 중독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Barnes 외(2005)의 청소년 및 학생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는 공통의 인구사회학적,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이 도박, 알코올사용, 약물사용, 비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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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표본에서 중독행동의 동시발생 및 그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독행동의 동시발생 기전은 중독행동 간에는 공통속성이 있으며 공통원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은 공통의 진단기준을 갖

는다는 것이다. 즉 모든 중독행동은 욕구 충족을 위한 강렬한 바람(desire), 통제 상실, 강박적 사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지속하는 등의 속성을 갖는데, 중독행동의 진단기준이 사로잡힘

(pre-occupation), 통제 상실, 내성, 금단임을 생각해볼 때, 문제도박은 사실상 “약물 없는 중독

(addiction without the drug)”으로 볼 수 있다(Potenza, 2001). 둘째, 알코올, 담배, 약물, 도박 등의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은 뇌의 전두엽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공통기반을 갖는다(Ducci and Goldman, 

2008). 즉 알코올중독자와 문제도박자 모두 충동조절이 어려운 것은 충동성에 해 통제기능을 갖는 

전두엽의 문제 때문이다(Bhullar et al., 2012). 셋째, 음주와 도박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

시키거나 흥분감의 증진 등 기분을 바꾸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하는 유사한 동기를 가진다. Briggs 외

(1996)는 두 중독행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알코올중독은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해야 하

는 ‘물질’이고 도박중독은 ‘물질이 아니라는 점’에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두 가지 중독행동 

간에 얼마만큼의 교차점(cross-over)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2) 음주문제와 도박문제의 관계 및 이를 설명하는 이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와 도박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정확한 속성에 

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Stewart와 Kusher(2005)는 이 두 행동의 인과관계에 해 여러 경로를 

탐색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도박문제가 음주문제를 초래한다는 가설이다. 즉 비문제도박자는 도박장

면에서 사회적으로 어울릴 목적으로 음주하는 반면, 문제도박자는 도박장면에서 처음에는 사교를 위

해 마시던 술이 도박참여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경제적 손실, 

관계갈등과 같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견디기 위한 자가 처방(self-medication), 스트레스에 

한 처수단으로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박으로 인한 손실에 한 응으로 음주한

다는 이 가설은 Zack 외(2005)의 연구에서는 그 경로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도박손실에 한 응으

로 음주하는 사람은 이미 문제도박자가 되기 이전에도 자주 음주하던 사람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가 있다(Stewart and Kusher, 2005).  

두 번째는 음주문제가 도박문제를 예측한다는 가설로서 과도한 음주가 도박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알코올은 인지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행동을 하도

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손상되고,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며

(Baron and Dickerson, 1999)3), 강력하고 즉각적인 단서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위험행동을 감수하도

3) 알코올은 cerebral cortex에서 각성수준을 낮춤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뇌의 변화는 
상 적으로 적은 알코올 양으로도 일어난다고 한다. 2잔정도 혹은 .05%의 알코올 농도만으로도 각
성 수준을 낮추고, 탈 억제 효과를 일으키며, 판단력 손상이 초래된다(Ray and Ksi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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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음주할 때 도박 의지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Breslin 외(1999)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

한다. 탈 억제제로서의 알코올의 기능은 음주가 도박의 선행요인이라는 점에 설득력을 더하는데. 

Giacopassi 외(1998)는 도박자에게 알코올이 탈 억제제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재정적 제약요소로부

터 자유롭게 하고, 신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예컨 , 카지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알코올음료는 도박자가 베팅할 때 사회적 금기에 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도박 토닉”으로 불리기

도 한다(Popkin, 199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경로 중 현재까지 실증적 검증이 지속되고 있는 두 번째 가설, 음주

문제가 도박문제를 예측한다는 경로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경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Ellery 외(2005)는 VLT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도박자(n=44)

에 한 실험연구에서 음주가 게임시간, 베팅률, 손실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Blankenship 외(2007)는 성인 2,674명을 상으로 층화표집을 통해 1996, 1998년 연속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음주한 날은 특정 유형의 도박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자주 술

을 마실수록 더 자주 카드 및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Barnes 외(2010)는 학생의 폭음이 문제도박의 

선행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이 주로 하는 도박은 스포츠베팅, 카드게임 등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활동은 주로 사교목적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서 사교를 위한 음

주장면에서 도박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Barnes 외(1999)의 청소년 알코올 및 도박에 관한 종단연구(1

차년도 13~16세, 6차년도 18~22세)에서도 음주문제가 있는 남자 청소년이 금주자 혹은 사회적 음주

를 하는 청소년보다 더 자주 도박에 참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Bhullar 외(2012)는 위계적 회귀분

석을 통해 학생의 폭음과 병적도박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바 있고, Welte 외(2008)의 병적도박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알코올남용은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Ladouceur 외(1994)는 쌍생아 조사에서 

도박중독의 위험 요인 중 알코올관련 유전변인이 12~20% 사이를 차지한다고 하여 선행요인으로서 

유전의 역할도 보고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음주와 도박행동의 인과관계를 초점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최근 들어 

문제도박의 영향요인으로서 음주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도박경험이 있는 전지역 남

녀 학생 171명을 상으로 도박중독 영향변인을 탐색한 유채영과 김은혜(2014)의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가 습관성 도박의 지표인 도박빈도를 경로로 하여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

타났다. 부산지역 학생을 상으로 한 김정은(2013)의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음주빈도

가 문제도박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호남지역 성인 429명의 문제도박 영향요인을 살펴본 양정남 

외(2011)의 연구에서도 문제음주가 예측변인이었으며, 사행산업장외발매소 이용자(n=167명)의 도박

중독 위험요인을 살펴본 연구역시 알코올중독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성준모·김정진, 2014), 음

주문제는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및 성인을 상으로 한 표본이지만, 도박중독 예측요인으로서 음주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인

과관계가 국내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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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의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 

표본임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인구사

회학적,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현재까지 학생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이다(Teeters 

et al., 2015). Winters 외(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91%, 여학생의 84%가 도박참여의 경험이 있

었고, 문제도박 수준도 남학생이 14%, 여학생이 3%로 큰 차이가 있었다. 국내 학생의 문제도박 영

향요인을 살펴본 유채영(201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러한 

도박행동에서의 성차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감수행동을 하며, 충동성에 한 처수

준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Wong et al., 2013).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더 도박행동을 한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Wickwire et al., 2007), 학생 

도박에 한 메타분석에서는 연령이 1살 증가할수록 문제도박률이 1.72%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

기도 하였다(Nowak and Aloe, 2014).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학년은 문제도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채영, 2012).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문제도박에 한 연령의 영향력은 일

관되지 않다. 학업성적에 해서는 평균이하의 성적을 받는 학생이 문제도박과 더 유의한 관계가 있

었고(Winters et al., 1993), 도박을 하는 학생의 경우 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하여(Wickwire 

et al., 2007), 학업성적은 문제도박의 위험요인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경제 상태와 도박의 관련성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Bondolfi 외(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문제도박의 위험요인이 된

다고 한 반면(χ²= 10.88, p<.01), Potenza(2001)의 조사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

는 등(χ²= 4.21, p<.05)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도박행동에 한 가족의 영향력은 매우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 이중 중독 연구 및 실천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처럼 도박가족력은 자녀의 도박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Wickwir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도박은 청소년이 위험도박 혹은 문제도박에 빠질 위험을 

2.8배 더 상승시켰다. Langhinrichsen-Rohling 외(2004)의 연구를 보면, 도박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부

모는 도박행동 정도가 낮은 반면, 문제도박 청소년은 부모 역시 높은 도박행동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

구에서는 학 입학 이후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감독, 통제가 느슨

해지는 것 자체가 학생이 도박문제를 가질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있다(Shaffer et al., 2005). 학생

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보다 친척 및 친구와 지내거나 홀로 사는 경우

에 도박에 한 지식과 관심이 높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심각도, 미래도박의사가 모두 유의미

하게 높았다(장동석·남장현, 2011).

흡연은 문제도박 영향요인으로 제시되는데(Barnes et al., 1999), 알코올과 함께 흡연 역시 도박과 

자주 동시 발생하는 중독행동이다. 성인 문제도박자를 상으로 한 Ronzitti 외(2015)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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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46.4%가 흡연자임이 나타났지만, 흡연자 및 비흡연자 집단간에 문제도박 수준의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반면 영국 청소년을 상으로 한 Forrest와 McHale(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도박에 흡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이 연구의 상은 전국 표집이 되도록 전국을 서울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강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학생 수 등 규모가 유사한 2-3개의 사립 종합 학교(총 14개)에 재학 

중인 1~4학년 870명을 편의 표집에 의해 조사한 표본에서 추출되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2년 10월

부터 한 달간이었고, 설문내용 및 연구동의의 중요성 등 설문절차에 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각 

캠퍼스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자기보고식 응답에 의해서 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에게는 커피쿠폰이 지급되었다. 자료 분석의 상은 음주와 도박 

모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 학생 455명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음주행동은 지난 1년간의 

음주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를 제외하였고, 도박행동은 카드, 화투, 

경마, 복권, 카지노, 인터넷 도박 등 여러 도박유형에 한 문항 중 이제까지 도박경험이 ‘전혀 없다’라

고 응답한 자는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1) 독립변인: 음주문제

학생의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초기단계의 문제음주자 선별에 유용하며, 국내외적으

로 중독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Babor 

et al., 2001)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음주의 빈도와 양, 음주폐해, 의존증상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0~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분포에 따라 7점 이하는 저위험음주

자(사회적 음주자), 8~15점은 고위험음주자, 16~19점은 알코올남용자, 20점 이상은 알코올의존자로 

구분한다. Cronbach’s α는 .852로 나타났다. 

(2) 종속변인: 도박문제

도박문제는 캐나다에서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상으로 개발된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중 문제도박 진단을 위한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PGSI: Ferris and Wy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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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규모 지역사회 표본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한 Brooker 외(2009)의 연구에서도 타당성이 검증되어 문제도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

이 재확인되었다. 즉 PGSI는 국내외 도박관련 연구에서 SOGS, KNODS 척도 등과 함께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로서, 0점 비문제도박자, 1~2점 저위험도박자, 3~7점 중위험도박자, 8점 이상 

문제도박자로 선별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및 성인 등 전국 표본을 상으로 국가에서 실시한 선

행연구에 따라(사감위, 2010; 2014), 비문제성도박자와 저위험도박자를 비문제도박군, 중위험도박자와 

문제성도박자를 문제도박군으로 분류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33이었다.

(3) 통제변인

이 연구의 목적인 음주문제가 도박문제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박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가족 변인을 분석모델에 투입하여 통제한 후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성적, 경제 상태, 흡연 상태 등을 고려하였

고, 가족 특성으로는 가족과의 거주 여부, 도박가족력 여부를 포함하였다. 변수 명 및 코딩 내용은 성

별(남학생 1, 여학생 0), 학년(1~4학년), 성적(응답일 기준 직전학기에 한 자기보고 학점), 흡연여

부(현재 흡연중이다 1, 아니다 0), 경제 상태(학자금 출받은 적이 없다 1, 있다 0), 거주 상태(부모

와 함께 살고 있다 1, 함께 살고 있지 않다 0), 도박가족력(부모 중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다 1, 없다 0)으로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조사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고, 조사 상자를 문제도박군(PGSI≧3)과 비문제도박군(PGSI<3)으로 나누어 변인간의 차이를 교

차분석 및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문제인 문제도박의 발생을 예측하는 음주문제의 역할

을 검증하기 위해 이분형 종속변인의 예측요인 탐색에 유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455명의 학생은 다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표 1>.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 

배 이상 많았는데(70.5% vs 29.5%), 이는 원 표본 870명중 음주와 도박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만을 

상으로 분석했으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및 도박행동 모두 경험이 많은데서 나온 차이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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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표집 지역을 보면, 강원지역(7.7%)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비교적 골고루 표집된 것을 알 수 

있으며(서울경기 20.2%, 충청 33%, 경상 22.2%, 전라 16.9%), 학년의 분포도 편중되지 않았다(1학년 

27.5%, 2학년 24.8%, 3학년 28.1%, 4학년 19.6%). 직전학기 평균학점은 3.52점/4.5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44, 최 값은 4.50이었다.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자금 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3 정도였고, 거주상태로는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과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서 살거나 하숙, 자취 등을 하고 있는 학생의 분포(51.6% vs 48.4%)는 유사하였다. 

한편 부, 모, 혹은 부모 모두 도박으로 어려움을 겼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도박가족력을 언급한 학생은 

11.4%이었다. 조사시점 당시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1%이었다.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N=455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21 70.5

여 134 29.5

지역

서울경기 92 20.2

충청남북 150 33.0

경상남북 101 22.2

전라남북 77 16.9

강원 35 7.7

학년

1학년 125 27.5

2학년 113 24.8

3학년 128 28.1

4학년 89 19.6

성적  MEAN(SD): 3.52(.62) MIN.: .44 MAX.: 4.50 

경제상태
학자금대출경험있다 136 29.9 

학자금대출경험없다 319 70.1 

거주상태 부모와 거주 235 51.6

기숙사, 하숙, 자취 220 48.4

도박가족력
있다 52 11.4 

없다 403 88.6 

흡연
한다 169 37.1 

안한다 286 62.9 

다음 <표 2>는 조사 상자의 음주 및 도박행동의 수준, 음주문제와 도박문제의 동시발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음주행동은 AUDIT 척도에서 7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위험음주자 21.5%, 8~15점 고

위험음주자 38%, 16~19점 알코올남용자 17.1%, 20점 이상에 해당하는 알코올의존자는 23.3%로 나타

났다. 8점 이상의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총 78.5%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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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PGSI 척도에서 중위험도박자와 문제성도박자를 합쳐서 문제도박군으로 

간주할 때, 본 연구에서는 중위험도박자가 5.5%, 문제성도박자가 5.5%로 나타나 총 10.8%의 조사

상자가 문제도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문제(AUDIT 8점 이상)와 도박문제(PGSI 3

점 이상)가 함께 나타나는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의 동시발생률은 13.8%로 제시되었다.

<표 2>  조사 상자의 음주, 도박행동  동시발생 정도 (N=45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음주행동

저위험음주자 98 21.5

고위험음주자 173 38.0

알코올남용자 78 17.1

알코올의존자 106 23.3

도박행동

비문제성도박자 380 83.5

저위험도박자 26 5.7

중위험도박자 25 5.5

문제성도박자 24 5.3

음주문제와 도박문제의 
동시발생 

예 63 13.8

아니오 392 86.2

  

 

2) 문제도박 여부에 따라 주요 변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가?

<표 3>에서는 종속변인인 도박문제에 해 PGSI 총점에서 3점 이상인 경우를 문제도박군(n=49), 

3점 미만인 경우를 비문제도박군(n=406)으로 구분하고, 주요 변인간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t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도박행동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변인은 성별(χ²=14.383, p<.001), 도박가족력(χ²=6.589, 

p<.05), 흡연(χ²=9.408, p<.001), 음주행동(t =-3.275, p<.01)이다. 즉 문제도박군에서 남학생, 흡연자, 

도박가족력을 가진 자가 더 많고, 음주수준이 높은 학생이 더 많이 분포하였다. 문제도박 유무에 따른 

학년, 경제상태, 거주상태, 성적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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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문제도박군

(n=49)

비문제도박군
(n=406)   χ²

 N % N %

성별
남 46 93.9 275 67.7

 14.383***
여 3 6.1 131 32.3

학년

1 20 40.8 105 25.9

6.454
2 10 20.4 103 25.4

3 14 28.6 114 28.1

4 5 10.2 84 20.7

경제상태
학자금대출경험있다 16 32.7 120 29.6

.200
학자금대출경험없다 33 67.3 286 70.4

거주상태
부모와 거주 23 46.9 212 52.2

.488
기숙사, 하숙, 자취 26 53.1 194 47.8

도박가족력
있다 11 22.4 41 10.1

6.589*
없다 38 77.6 365  89.9

흡연
한다 28 57.1 141 34.7

9.408***
안한다 21 42.9 265 65.3

변인

문제도박군
(n=49)

비문제도박군
(n=406)  t 

M SD M SD

성적 3.43 .81 3.54 .59 1.123

음주행동 7.29 4.74 5.02 4.56 –3.275**

<표 3>  문제도박 여부에 따른 변인 간 차이 (N=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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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주문제는 도박문제를 예측하는가?

<표 4>는 조사 상자의 음주문제가 도박문제 발생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

구사회학적 및 가족 변인을 통제한 모델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2LL 차이에 의한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판단한 결과, χ²=37.950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p<.001) 적합하였고, 변수의 설명력은 13.5%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문제도박 발생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p<.001), 경제상태(p<.05), 음

주문제(p<.05)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 음주문제 정도

가 높아질수록 문제도박군에 속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문제도박군에 포함될 확률이 3.5배정도 높았고(OR=3.494, p<.001, CI: 1.495-8.169), 경제상태가 나은 

경우 1.79배 문제도박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OR=1.793, p<.05, CI: 1.030-3.121). 종합하면, 인구사

회학적, 가족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주행동의 수준은 문제도박의 발생을 1.03

배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OR=1.034, p<.05, CI: 1.00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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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Exp(B) 
95% CI

(low-high)

성별 1.251 .433. 3.494** 1.495-8.169

학년 -.132 .132. .876. .676-1.135

성적  .043 .217. 1.044 .682-1.599

경제상태  .584 .283 1.793* 1.030-3.121

거주상태  -.281 .267 .755. .447-1.273

도박가족력  -.617 .374. .540 .259-1.123

흡연  .541 .286 1.717 .979-3.010

음주문제  .034 .017 1.034* 1.000-1.069

상수항  –2.747 .968 .064**

χ²=37.950, p<.001 

–2LogLikelihood=369.367 

Nagelkerke R²=.135, Cox & Snell R²=.080 

Hosmer & Lemeshow Test: χ²=5.123, p>.10 

Classification Accuracy(%) =83.1

<표 4>  문제도박 발생을 측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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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남학생 1 여학생 0), 경제상태(학자금 출 경험 없다 1 있다 0), 거주상태(부모와 함께 살고 있
다1 살고 있지 않다 0), 도박가족력(있다 1, 없다 0), 흡연(흡연 중이다 1, 아니다 0).

 

5. 결론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동시발생은 다중 중독행동으로 인해 보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예방이

나 치료에 있어서도 복잡한 과정에 한 이해 및 개입 전략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실천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중독행동의 동시발

생 현상에 주목하고, 음주문제가 도박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연구모

형을 구성하여 전국의 학생 455명을 상으로 중독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제

까지 단일 중독의 실태, 특성, 심리사회적 변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중독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중독행동의 동시발생에 한 민

감성을 제고시키고, 다중 중독의 예방적 접근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을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 및 정책수립에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

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음주 및 도박문제가 국내 학생 집단에 상당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음주문제는 이 연구와 동일 척도를 사용하여 학생 음주문제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우 주목되는 결과이다. 이 연구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1)

의 학생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저위험음주자 21.5% vs 52.5%, 고위험음주자 

38% vs 35.4%, 알코올남용자 17.1% vs 5.7%, 알코올의존자 23.3% vs 6.4%로 나타났고, 총 문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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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78.5% vs 47.5%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본 표본의 

다수(70.5%)가 남학생이라는 점, 음주 및 도박행동 경험이 있는 학생만을 상으로 분석했다는 점

에서 높은 문제음주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문제도박률은 10.8%로 나타났는데, 학생

을 상으로 동일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권복순·김영호, 2011; 장동석·남장현, 2011; 장수미, 2013) 

결과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상한 바 로 한국 성인의 문제도박률 5.4%와 비교할 때(사감

위, 2014), 2배 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중 음주문제와 도박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즉, 중독문제가 동시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13.8%에 해당하였다. 관련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동시발생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외 연구와 비교해보면, 미국 1개 학교 학생을 상으로 한 Martin 외(2014)의 연구에서는 

DSM-IV에 의해 문제도박으로 진단된 학생 60명중 81.7%가 문제음주자(AUDIT≧8)로 나타나 음

주문제와 도박문제의 높은 동시발생률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이 연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

는데, Martin 외(2014)의 연구는 문제도박으로 진단된 임상표본을 상으로 하였고, 상이한 측정도구

(PGSI vs DSM-IV)를 사용하였으므로 주의 깊은 비교가 요구된다. 앞으로 전국 표본 및 임상 표본의 

활용, 동일 측정도구의 사용, 동서양의 도박개념에 한 인식 등을 고려한 추후연구를 통해 비교가 필

요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양 중독 행동 간에는 분명한 교차점이 있음이 제시된 것이

다. 중독영역의 학자들은 학생의 음주와 도박의 동시발생 현상을 지적하면서 공통적으로 ‘캠퍼스’를 

중심으로 중독문제에 한 적극적인 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Lesieur et al., 1991; Martin et 

al., 2014). 학생들은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보다 도박이 더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며(Wickwire et al., 2007), 부모와 교육자 등도 도박은 매우 수용적인 여가활동으로 여긴다(Oei 

and Goh, 2015). 이러한 인식은 학생이 도박의 잠재적 위험성에 해 경계하지 않도록 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쉽게 도박에 참여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학생 중독행동에 한 구체적

인 예방 전략으로 사회복지학, 심리학과의 정신건강 교과목에 음주와 도박에 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학생 스스로 도박문제를 인식하도록 돕고, 교직원에게는 학생의 도박문제가 의심될 때 상담센터에 의

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McComb and Hanson, 2009).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

이며, 알코올 없는 MT와 학축제, 캠퍼스, 기숙사 등에서 음주 및 도박행동 금지, 광고제한 등 학

당국이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감위의 학생 도박문제 예방 

활동단 지원사업, 한보건협회의 학생 절주동아리 지원사업이 학생 중독행동에 한 유일한 예

방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며, 관련 예산도 줄어드는 추

세이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기개입,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

황이므로 학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중독문제의 개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면 법적 근

거가 발생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동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가족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주문제는 도박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중독과 행위중독 간의 인과 관계가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음주상태에서의 도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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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한 경계, 문제도박 고위험군을 상으로 음주문제에 한 정기적이고 주의 깊은 사정, 음주

문제와 도박문제의 동시발생 예방 및 치유재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러 중독행동

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어느 한 쪽만 개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데, 다른 하나가 현재 개입상

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거나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여러 중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기능 손상이 더 심하고 치료예후가 더 좋지 않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Grant et al., 2002). 

국내에서 음주문제와 도박문제를 다루는 실천현장은 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알코

올전문병원, 알코올상담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이 있다. 몇 년 전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여러 유형의 중독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독의 세부유형은 물론이

고 중독행동의 동시발생, 중독행동 간의 역동 등에 한 상담인력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고 개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독문제에 한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

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중독의 통합적 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해국·이보혜, 2013). 최근 중독행동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시급성 등에 한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신성만, 2014). 따라

서 다중 중독행동에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독문제를 관리하는 행정 부처의 협력 및 일

원화, 기관의 예산 증 , 전문 인력 보강 등 제반 시스템 마련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독

행동들의 동시발생 및 그 관계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가 축적되어 효과적인 개입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모형에서는 음주문제이외에 성별과 경제상태가 도박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

으며(Wong et al., 2013; Teeters et al., 2015; 권복순·김영호, 2011; 유채영, 2012), 이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이제는 도박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별의 차

이를 고려한 도박문제의 예방 및 치유재활 전략은 무엇인지에 한 세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나은 경우가 도박문제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ondolfi et al,,(2000)의 연구결과와는 동일하였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제도박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Welte 외(2004)의 연구와는 상반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 상태와 도박문제와의 관계는 일관되

지 않은데, 절 적 빈곤보다 상 적 빈곤이 도박동기를 일으키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Breen, 2012), 사회경제적 지위와 도박 행동 간의 관계에 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

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이 연구는 일부 인구사회학적, 가족 변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 도박문제의 발생에 한 음주문제의 영향력을 본 것으로, 향후에는 음주와 도박의 관계를 설명

하는 지역사회의 맥락적 요소(예: 접근성, 가용성, 사회적 규범 등)까지 포함함으로써, 중독행동의 동

시발생을 설명하는 지역사회 변인에 한 이해와 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음주 및 

도박행동을 경험한 학생만을 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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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이 있다. 또한 횡단자료를 통해 음주문제와 도박문제간의 관계를 추론한 것으로서 추후 종단연

구를 통해 중독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에 의한 자료 수집

방식을 사용하여 음주, 도박과 같은 중동행동에 하여 솔직한 응답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였으므로, 조사방식 및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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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rinking Problems Predict Gambling Problems?
-The Association between Substance Abuse and Behavioral Addiction-

Jang, Soo Mi

(Cheongju University)

Despite previous literatures suggesting the co-occurrence of substance abuse 

and behavioral addiction, their relationship has not been systematically explored. 

Especially, college students are a high risk group for alcohol use and gambling 

activities and they have various psychosocial problems due to addictive 

behaviors.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at drinking problems 

predict gambling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455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drinking and gambling completed a surve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fter adjusting for demographics and family 

related variables, drinking problems predicted the occurrence of problem 

gambling.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policy planning and research area 

on addiction are discussed.

Key words: drinking problems, gambling problems, substance abuse, 

behavioral addiction, co-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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