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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과 문제도박의 계를 검증하고, 성별 학교 별 차이 검증을 목 으로 수행되었

다. 이를 해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3,653명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은 험 도박 수 과 문제

성 도박 수 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둘째, 온라인 돈내기 게임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부정 향에 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의 문제도박 가능성이 여학생 집단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별 차이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이 학생 집단보다 온라인 돈내기 게임의 경험으로 인한 문제도박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과 문제도박을 방하기 한 실천 략을 제안하 다.

주 어 : 청소년, 돈내기 게임, 문제도박, 성별 비교, 학교 별 비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betting games and problem gambling among 

adolescents, with attention paid to comparisons by gender and school leve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a sample of 3,653 adolescents from the 2015 Survey on Youth Gambling Problem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xperiencing online betting games compared to non-online betting gam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s of being light and severe problem gambling among adolescents. Second, the associations between online betting 

games and problem gambling was more pronounced for male adolescents than for female adolescents. Third, the 

associations between online betting games and problem gambling was more pronounced for high school students than 

for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strategies to prevent problem 

gambling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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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 진단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이상의 험군 청소

년은 19만 6,337명이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 복 험’ 청소년은 6만 4,924명으로 조사되었다[1]. 스

마트폰의 인 보 과 새로운 기기의 등장 등이 새

로운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의 특성과 맞물려 보다 자극

인 온라인 게임이나 놀이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의 보 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데, 기성세 와 달리 온라인 매체가 익숙하고 보편 인

소통방식이 되버린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사이버 일탈문

제가 표 이다. 그 범 는 음란물의 노출부터 사이버

폭력에 이어 도박까지 확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2]. 특

히, 의 청소년은 디지털 세 로서 온라인 도박의 노

출 온라인 돈내기 게임에 한 근이 수월하여 문제

도박의 험이 높다[3]. 본 연구에서 문제도박은 독으

로의 진행이 의심되는 험 수 도박과 높은 독 수

인 문제성 도박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온라인 방식의 돈내기 게임은 온라인 도박, 인터넷 도

박, 사이버 도박, 원격도박 등과 혼용된 용어로 실 공간

혹은 오 라인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 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자화폐나 자

융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4]. 선행연구

에 의하면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내기를 하게 되면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박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 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문제성 도박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6].

도박문제는 도박의심각도에 따라 세단계로분류할 수

있다. 심각도가 낮은 순서 로 유희성 도박(recreational

gambling) 혹은 사교성도박에서 문제성 도박 혹은 습

성 도박(habituational gambling)으로 발 되며, 최종

으로는 병 도박 단계에 이르게 된다[9]. 청소년의 도박

문제는 국내외에서 그 수 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국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도박이 사교성 도박이 아닌

문제성 도박비율이 성인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돈내기 등 도박을 경험한 청소

년의 비율이 50%를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즉, 온라인 매체를 일상 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온라

인 방식의 돈내기게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함

께 도박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련하여 국외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는 세

에서 온라인 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 라인 도박

을 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도박을 한 집단에게서

도박 독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 이는 온라

인 매체에 한 노출정도가 큰 청소년일수록 문제도박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온라인 도박이 오 라인

도박에 비해 문제도박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의 향과 련하여

재 국내 청소년을 상으로 온라인 도박 노출정도와

문제도박과의 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매체를 일상 으로 사용하

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

은 단순히 일회성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박문제에 한 이론으로 공 보건학 모델은 도박문

제가 개인(host), 도박매체(agent), 환경(environment)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12]. 이는 사회환경의 향을 강조

한 것으로 온라인 근성이 높은 청소년 도박을 이해함

에 있어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매체에 한 방 차원의

개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연구는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한 온라인과 비온라인 도박 유형

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청소년의 도박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결과, 인터넷 독과 비합리 도박신념,

부모의 도박행동 등이 향을 미치고 있었고 재 도박

이 미래도박 행동 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 결과, 성별과 학년의 증가가 유의미한요인인 것을 확

인하 다[13]. 청소년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도박행동과 인터넷 게임 수가

높게 나타나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성별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따라서 온라인 매체를 일상 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방할 수 있는 략과 책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

박에 미치는 향과 성별 학교 별 차이를 규명하고

온라인 도박의 향을 살펴 으로써 청소년 도박문제의

방과 개입을 한 실천 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돈

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 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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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째, 청소년의 온라인돈내기게임 경험은 문제도박

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향은 성별에 따라다르게 나타나는

가? 넷째, 온라인 돈내기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향은 학교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연  

2.1 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행활동과 도박행동에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국도박문제 리센터와 사행산업

통합감독 원회의 주 으로 실시된 2015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 다[14]. 자료는 국

에서 무작 로 선정된 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까지의 재학생 14,011명을 상으로 수집하 고, 연구문

제를 검증하기 해 주요변수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3,65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2.2 측 도

2.2.1 독립변수: 라  돈내기 게  경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을 측

정하기 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

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 다. 제시된 돈내기

게임 유형은 비온라인 돈내기 게임(카드, 화투, 뽑기, 복

권, 경마, 경륜 등)과 온라인 돈내기 게임( 인터넷 복권,

스포츠 베 , 카지노 게임 등)으로 조 이라도 더 많이

한 돈내기 게임에 응답한 자료를 오 라인 돈내기 게임

0,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 1로 조작화 하 다.

2.2.2 변수: 문 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문제도박은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척도(Gambling Problems Severity Scale)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15]. 이 척도는 지난 3개월 동안 심

리･사회･경제 폐해, 조 실패 등 도박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9개 문항 4 리커트 척도로 보고한다. 체 문항

수의 합이 1 이하는 비문제 도박 수 , 2 이상 5

이하 험 도박 수 , 6 이상 문제성 도박 수 으로

선별하며, 척도 사용방식을 용하여 조작화 하 다[14].

2.2.3 통 변수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과 문제도박의 계를 확인하기

한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 변수로 성별(‘여학생’=0,

‘남학생’=1), 학교 (‘ 학교’=0, ‘고등학교’=1), 보호자유

무(‘보호자 있음’=0, ‘보호자 없음’=1), 한달 용돈(‘없음’, ‘5

만원’, ‘10만원’, ‘10만원 이상’의 네 가지 범주로 ‘없음’을

기 변수로 하여 나머지 세 개 범주에 해 이분변수로

조작화 함)을 포함하 다.

2.3 

연구문제 검증을 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고, 성별과 학 에 따라 온라인 돈내기 게임과 문제도박

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χ²분석을 활용하 다. 둘째, 온

라인 돈내기 게임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종속변수를 세 개 범주로 한 다 명목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수행하 다. 셋째, 온라인 돈내기 게임이 문제

도박에 미치는 향에 해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별차이를 분석하 고, 동일하게 학교 별 차

이 검증을 해 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 명목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특  

분석 상 청소년의 일반 특성에 한 기술통계 분

석의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먼 , 성별과 학

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이각각 57%와 54%로

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여부의 경우

분석 상 청소년의 부분인 9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 달 평균 용돈을 살펴보면, 5만원과 10만원을

받은 청소년이 각각 45%와 31%로 부분을 차지했고,

10만원을 넘게 받은 청소년이 21%로 뒤를 이었다. 다음

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 하나인 돈내기 게임 유형의

경우 비온라인 게임을 경험한 경우가 92%, 온라인 게임

을 경험한 경우가 8%로 나타났다. 문제도박의경우 체

분석 상 17%가 험 도박 수 을 5%가 문제성

도박 수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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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sample
Variable N(%)

Gender
Female 1,572(43.0)

Male 2,081(57.0)

School level
Middle school 1,675(45.9)

High school 1,978(54.2)

Living with parents
Yes 3,473(95.1)

No 180(4.9)

Monthly allowance

None 119(3.3)

50,000 won 1,650(45.2)

100,000 won 1,117(30.6)

Over 100,000 won 767(21.0)

Betting games
Non-online 3,351(91.7)

Online 302(8.3)

Problem gambling

No 2,854(78.1)

Light 626(17.1)

Severe 173(4.7)

Note. N=3,653.

3.2 별  학 급별 주 변수  특

Table 2는 성별 학교 별 주요변수에 한 기술통

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 , 온라인으로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경우가 여학생(5%)보다 남학생(11%)이

많았고, 학생(6%)보다 고등학생(10%)이 많았다. 다음

으로 문제도박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험 도박 수

(15% vs. 19%)과 문제성 도박 수 (2% vs. 7%) 모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많았다. 반면, 학교 에 따른 문

제도박의 경우 험 도박 수 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문제성 도박 수 에서는 학생(4%)보다 고등학생(6%)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by gender and school level

1. By gender Female Male χ2

Betting
games

Non-online 1,497(95.2) 1,854(89.1)
44.48***

Online 75(4.8) 227(10.9)

Problem
gambling

No 1,303(82.9) 1,551(74.5)

48.93***Light 231(14.7) 395(19.0)

Severe 38(2.4) 135(6.5)

2. By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χ2

Betting
games

Non-online 1,568(93.6) 1,783(90.1)
14.40***

Online 107(6.4) 195(9.9)

Problem
gambling

No 1,333(79.6) 1,521(76.9)

11.48**Light 284(17.0) 342(17.3)

Severe 58(3.5) 115(5.8)

Note. N=3,653. Frequencies with percentages in parentheses were
reported. **p<.01, ***p<.001.

3.3 라  돈내기 게  경험  문 도 에 미치

는 향

Table 3은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

도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

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돈내기 게임 경험을 독

립변수로 하고 문제도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 명목 로

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비온라인 비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은 문제도박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비온

라인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과 비교하여 온라인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비문제 수 을 기

으로 험도박수 에속할 험이2배(RR=2.042, p<.001),

문제성 도박 수 에 속할 험이 6.6배(RR=6.605,

p<.001) 높았다. 한 험 도박 수 을 기 으로 문제

성 도박 수 에 속할 험도 3.2배(RR=3.235, p<.001)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influence of online betting games 

on problem gambling

Variable B SE RR

1. No vs. light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714*** (.146) 2.042

Gender .280** (.092) 1.333

School level -.107 (.096) .899

Living with parents .177 (.199) 1.193

Monthly allowance

50,000 won .258 (.287) 1.294

100,000 won .295** (.291) 1.344

Over 100,000 won .808*** (.294) 2.242

2. No vs. severe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1.888*** (.186) 6.605

Gender .816*** (.193) 2.262

School level .147 (.182) 1.159

Living with parents .591* (.299) 1.805

Monthly allowance

50,000 won -.028 (.541) .973

100,000 won .350 (.542) 1.420

Over 100,000 won .935 (.540) 2.548

3. Light vs. severe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1.174*** (.206) 3.235

Gender .537** (.206) 1.710

School level .254 (.195) 1.289

Living with parents .414 (.329) 1.513

Monthly allowance

50,000 won -.285 (.590) .752

100,000 won .054 (.592) 1.056

Over 100,000 won .128 (.590) 1.136

Model fit LR χ2=220.22***

Note. N=3,653. Gender 1=male, school level 1=high school, ‘no
allowance’ w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monthly allowance.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RR=relative-risk ratio.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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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라  돈내기 게  경험  문 도 에 미치

는 향  별 비

분석 상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

도박에 미치는 향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있다. 앞서 체 표본을 상으로 수

행하 던 동일한 다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여학생

과 남학생을 구분하여 실시하 다. 분석의 결과,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부정 향은

반 으로 남학생 집단에서 조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먼 , 비온라인 비 온라인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남학생은 비문제 수 비 험 도박 수 에 속할

험이 2.3배(RR=2.262, p<.001), 문제성 도박 수 에 속할

험이 7배(RR=7.033,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여학생의 경우 비온라인 비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

험이 비문제 수 을 기 으로 문제성 도박 수 에 속할

험만 5.2배(RR=5.234, p<.001) 높이고 있었다. 비온라

인 비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험 도박 수 에

속할 험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Comparison by gender in the influence 

of online betting games on problem 

gambling

Variable
Female Male

RR SE RR SE

1. No vs. light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1.158 (.483) 2.262*** (.388)

School level .730* (.113) 1.021 (.125)

Living with parents 1.812 (.562) .972 (.252)

Monthly allowance

50,000 won 1.998 (1.062) 1.006 (.350)

100,000 won 2.585 (1.384) .906 (.323)

Over 100,000 won 4.342** (2.365) 1.518 (.541)

2. No vs. severe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5.234*** (2.338) 7.033*** (1.465)

School level .626 (.225) 1.477 (.318)

Living with parents .694 (.716) 2.032* (.656)

Monthly allowance

50,000 won .750 (.583) 1.148 (.870)

100,000 won .717 (.581) 1.898 (1.434)

Over 100,000 won 2.116 (1.706) 2.943 (2.215)

3. Light vs. severe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3.381* (1.707) 3.109*** (.714)

School level .857 (.327) 1.447 (.337)

Living with parents .383 (.404) 2.090* (.779)

Monthly allowance

50,000 won .375 (.344) 1.141 (.913)

100,000 won .277 (.262) 2.095 (1.676)

Over 100,000 won .487 (.460) 1.939 (1.543)

Model fit(LR χ2) 39.47*** 148.76***

Note. Female n=1,572, male n=2,081. School level 1=high school,
‘no allowance’ w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monthly allowance.
RR=relative-risk ratio, SE=standard error. *p<.05, **p<.01, ***p<.001.

3.5 라  돈내기 게  경험  문 도 에 미치

는 향  학 급별 비

Table 5는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과 문제

도박의 계에서 학교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체 표본을 상

으로 수행된 다 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학생 집단

과 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실시하 다. 분석 결

과, 청소년의 온라인을 통한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

박에 미치는 부정 향이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두드

러짐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비온라인 비

온라인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고등학생은 비문제 수

비 문제성 도박 수 에 속할 험이 9.2배(RR=9.209,

p<.001), 험 도박 수 비 문제성 도박 수 에 속

할 험이 5.1배(RR=5.079,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비온라인 비온라인 돈내기 게임을경험한

Table 5. Comparison by school level in the 

influence of online betting games on 

problem gambling

Variable
Middle school High school

RR SE RR SE

1. No vs. light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2.399*** (.541) 1.813** (.358)

Gender 1.176 (.159) 1.467** (.186)

Living with parents 1.425 (.508) 1.114 (.267)

Monthly allowance

50,000 won 1.116 (.399) 1.616 (.786)

100,000 won .996 (.373) 1.895 (.916)

Over 100,000 won 1.914 (.749) 2.925* (1.413)

2. No vs. severe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2.380* (1.021) 9.209*** (.2.054)

Gender 1.456 (.415) 3.118*** (.848)

Living with parents 2.531 (1.393) 1.668 (.604)

Monthly allowance

50,000 won 1.030 (.767) .771 (.613)

100,000 won 1.214 (.934) 1.523 (1.176)

Over 100,000 won 1.839 (1.477) 2.705 (2.071)

3. Light vs. severe problem gambling

Online betting games .992 (.445) 5.079*** (1.289)

Gender 1.238 (.377) 2.125** (.615)

Living with parents 1.777 (1.075) 1.497 (.596)

Monthly allowance

50,000 won .923 (.737) .477 (.428)

100,000 won 1.219 (1.009) .804 (.705)

Over 100,000 won .961 (.826) .925 (.805)

Model fit(LR χ2) 36.87*** 196.07***

Note. Middle school n=1,675, high school n=1,978. Gender 1=male,
‘no allowance’ w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monthly allowance.
RR=relative-risk ratio, SE=standard error.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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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비문제 수 비 문제성 도박 수 에 속할 험

만 2.4배(RR=2.380, p<.0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

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비문제 수 비 험 도박

수 에 속할 험에 미치는 향의 경우 학교 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과 문

제도박의 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계가 성별 학교

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주요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온라인돈내기 게임을 주로 하는 청소년은

비온라인 돈내기 게임을 하는 청소년보다 험 도박

수 과 문제성 도박 수 이 높았다. 이는 온라인 돈내기

게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최근 10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인터넷도박이 인터넷 게임 독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결과를 지지한다[16]. 가상의 게

임머니로 이루어지는 카드 화투게임, 사행산업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복권과 인터넷 스포츠베 을 제외하

고 온라인 돈내기 게임은 불법이다. 더욱이 사행산업은

청소년에게 지하고 있어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온라인 돈내기 게임을 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인터넷도박은 합법으로 시작할지라도 병 도

박과 불법 도박 확산의 가능성이 높고[17], 청소년의 불

법 도박 사이트 방문경험은 도박문제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에 한

불법 온라인 도박의 노출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참여를 제한하는 근을 제안한다. 이를

해 청소년 온라인 돈내기 게임이 사이버일탈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만큼 인터넷 독문제와 도박문제를 포 하

는 사이버일탈에 한 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국가차원에서 도박문제의 발생을 방하는 략이 필

요하다. 특히, 불법 사행산업 불법 인터넷도박은 사행

산업통합감독 원회와 게임물 리 원회의 감시 상인

만큼 사행산업의 건 화와 청소년 보호를 한 불법게임

물의 유통방지를 해 불법사행산업 근 과도박성 온라

인 게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장성 있는 정책과 제도마

련을 한 근거자료를 축 할 필요가 있다[19].

둘째, 온라인 돈내기 게임과 문제도박의 계에서 남

학생 집단은 비온라인 돈내기 게임 비 험 도박 수

과 문제성 도박 수 의 가능성이 높았고, 여학생 집단

은 문제성 도박 수 의 가능성에만 유의미한 향을 보

다. 성별로 남학생 집단의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학생 집단의 도박문제가 여학생 집단보다 높다는 성별차

이를 지지하는결과[20]로본 연구는 국내청소년을 상

으로 온라인 돈내기 게임에서도 이러한 성별차이를 확인

한 것이다. 청소년은 도박을 놀이로인식하고 있고[8], 경

쟁과 승패에 한 심의 정도가 높은 남성의특성[21]은

온라인 돈내기 게임에서 남학생 집단의 문제도박 수 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측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도

박문제 방을 해서는 성별특성을 고려한 방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방효과를 기 하기 해

이러한 성별차이에 한 개입의 효과를 지속 으로 검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청소년 도박문제 방교육

을 담하고 있는 한국도박문제 리센터의 방교육을

살펴보면, 교육내용은 이 같은 성별차이를 반 하지 못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교육의 목 을 1차 방에

국한하 기 때문인데, 교육 상을 도박경험 문제수

과 성별에 따라 구분할 수 없을지라도 방교육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도록 경험정도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결과 문제도박은 남자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돈내기 게

임의 경험이 문제성 도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문제성 도박을 하고 있는 여자청소년이 온

라인 돈내기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도박행태

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안함과 동시에 고 험 문제도박

수 의 여자 청소년에 한 개입 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셋째, 학교 별 차이는 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비온

라인 게임과 비하여 온라인 돈내기 게임의 경험이

험 도박 수 문제성 도박 수 에 향을 미쳤고,

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험 도박 수 이, 고등학생은

학생보다 문제성 도박 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

년 도박행동의 연령차이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22]와 연

령차이가 있다는 연구[13] 등 선행연구별로 상이한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 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돈

내기 게임과 문제도박의 계에 한 것으로 동일한 맥

락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령이 높은 집단인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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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성 도박 수 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을 확인하 다. 하지만 학생에서도 온라인 돈내기 게

임이 문제도박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

박문제의 연령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박문제

는 진행성 독문제로 이른 나이의 도박 경험은 이후 도

박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도박문제의

방을 해 상을 명확히 하고, 연령별 차별화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3].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구

조 내에서 방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학교와 고등학교

의 교육체계 내에서 가능한 교육형태와 근 방법을 마

련하여야 한다. 재 한국도박문제 리센터와 국 14개

지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방교육

은 1시간 1회성 교육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많은 시간을 방교육에 할애할 수 없는 학교 장의 구

조 한계에 따른 것이다. 고무 인 것은 역시와

구 역시가 청소년 도박문제 방을 한조례의 제정

공포를 앞두고있다. 이는 청소년에 한 도박문제

방교육의 수요확 와 효과 인 교육을 한질 보완에

한 욕구증 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물리 으로 제

한된 시간 내에 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형태 교육방법을 용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본 연구결과를 기 로 성별,

연령 등 인구학 특성 도박경험에 따른 맞춤형 방

교육에 한 개발과 효과측정을 통한 개선을 과제로 제

안한다.

본 연구는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돈내기 게임 경험

문제도박에 해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되었기에 과

는과소추정의가능성이있다. 둘째, 도박과 같은청소

년의 문제행동은 그 원인이 다양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 기에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와 련 청

소년이 경험하는 도박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에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귀납 으로 추론하는 질 연구방

법을 용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괴로움을 보

다 구체 으로 드러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 으로 표성 있는 표본을 통

해 온라인 돈내기 게임의 경험과 문제도박의 계를 검

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계에서 성별

과 학교 별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도박문제를

방하기 한 개입방안을 제시하 다는 에서연구의 강

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도박문제 한 실

태와 황 등 연구가 부족한 실에서 청소년의 도박문

제를 방하기 한 기 자료가 되고, 이를 토 로 향후

보다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연구가이어지길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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