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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간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학교청소년 4,982명과 학교밖 청소년 518명의 실태조사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박문제수준과 지인이나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 학업성적 저하경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모두 학교 청소년
에 비해 학교밖 청소년이 더 심각하였다. 둘째, 돈내기 게임 때문에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도박문제수준과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험, 학업 성적 저하 
경험은 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도박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도박문제, 자살생각, 자살시도, 학교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roblem gambling 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of school adolescents and out-of-school adolescen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8 Survey on Youth Gambling Problems and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ut-of-school adolescents have more problems with the problem 
gambling severity, experience a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due to gambling, experience of 
borrowing money from acquaintances of lender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than school 
adolescents. Secon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ttended school, experience of borrowing money from 
lenders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variable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Third, problem gambling 
severity, experience of borrowing money from acquaintances of lenders and a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appeared to influence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of school adolescents. Based 
on this results, we suggested the method to decrease suicide due to problem gambling.
Key Words : problem gambling, suicidal ideation, suicidal attempt, school adolescent, out of school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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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

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10-19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9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그 비율도 37.5%에 
달한다.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으로 인해 청소년기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주로 학업
부담, 우울,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도박문제와 자살간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다. 최근 청
소년의 도박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을 연결고리로 한 온라인 도박
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며,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청
소년들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초고금리의 불법대출
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자들의 덫에 걸려 감금과 폭행의 피해를 당
하기도 한다[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한국 청소
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3개월 이내 돈내기 
게임 경험률이 학교 청소년은 28.4%, 학교밖 청소년은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학교 청소년 
24.2%, 학교밖 청소년 36.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
이다[2]. 또한,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도 학교 청소년의 
경우 2015년도에 5.1%였으나 2018년도에는 6.4%로 증
가하였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2015년 14.1%에서 
2018년 21.0%로 증가하였다.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도에 5.3%라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청소년의 도
박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
년은 초기에 재미 삼아 도박을 시작하지만 심리적 불안
정성이 높아 점차 중독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도
박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
를 이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시도를 할 가
능성도 높다[2]. 대검찰청의 2018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에 의하면, 소년범 절도범죄의 5.6%, 강도범죄의 
16.7%가 유흥이나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절도범죄의 1.2%, 강도범죄의 
6.3%가 유흥, 도박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 범죄 중 도박으로 인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또한, 청소년기에 도박
에 빠질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끊지 못하고,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도박문제가 이후 성인기의 도박중독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도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미국, 캐나
다, 호주에서는 청소년의 60-90%가 도박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문제수준이 4-8%이고, 위험수
준은 10-15%인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국내외 청
소년 도박문제의 증가는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온라인 
도박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2].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나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
행되었으나 도박문제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
키며,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5-6].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도박피해 경험 중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도박문제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박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나 도
박문제를 갖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외 연
구들에 의하면,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시도
율은 일반사람들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도박자들은 많은 빚
을 지고 있었으며 도박 관련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나 절도를 하는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2019년 대검찰청 자료에 비추어 
봤을 때, 도박으로 인한 금전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이는 범죄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높
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박에 사용하는 금액뿐만 아니
라 도박문제 수준도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도박문제가 심각할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율
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7]. 도박을 하
는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밖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하다는 한
국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는 이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율도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박문제수준과 도박빈도, 도박 
금액 및 잃은 금액,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 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경험 등 다양한 도박문제관련 요인 중 청
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함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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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
고 각 집단에 필요한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청소년 도박문제의 특성

도박이란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보다 더 큰 가치
가 있는 것과 교환할 것으로 기대하며, 불확실한 게임에 
내기를 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게임의 결과에 따
라 돈을 비롯한 재화가 교환되며, 이 게임은 적어도 부분
적으로는 우연이나 운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즉, 대부
분의 도박은 확률성 게임이다[5]. 

청소년 도박문제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
정이나 학교의 지도감독과 보호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도
박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5]. 국외 연구에 의하면 청
소년 도박문제는 성별, 연령, 학업성취, 아버지의 학업수
준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8].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도박으
로 인한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고, 도박을 처음 
접한 연령이 어리고 특히 부모가 정기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도박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9-10]. 특히 15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경우 더 늦게 
도박을 시작한 경우에 비해 약물남용, 정신적 문제, 자살 
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낮은 학업성취도, 
약물남용, 음주는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위
험요인이며. 도박 초기의 큰 손실이나 이익, 정신건강문
제와 충동성 등도 주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13]. 다음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보호요인은 부모의 지
도감독, 지지적 가족 관계, 가족 생활 만족과 학교적응 등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도박을 접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잘 지도하고 가족관계가 긍정적이며, 가족
생활 만족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수록 심각
한 도박문제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4, 10, 12].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은 도박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수
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 사회적 관계 문제, 일상생활 리듬 
파괴, 학교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우울이나 자
살시도와 같은 정신건강문제도 함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음주나 담배 등 다른 중독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높았다[10, 14].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도박으로 인해 가
족관계나 다른 관계들이 붕괴되기도 하며, 이전의 친구관
계는 도박관련 모임으로 대체되고,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

된다[15].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또한 비행이나 범죄, 무
단결석이나 학업저하 등 학교 관련 문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16, 17].

학교밖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학교 청소년과 비교할 때 
10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이면서 보호자
의 역할이 부재하고,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 속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5]. 

2.2 도박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자살생각이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자살 수단

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며, 자살시도는 고의적이며 실제적
인 자해 등 죽으려는 의도를 갖고 자살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만 자살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이다[18]. 도박문제는 
심각한 약물남용과 충동성, 자살경향성 등의 정신건강문
제와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시도율은 일반사람들의 3.4배에 달하
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실업, 건강 문제 등인 것으
로 나타났다[7-8]. 도박으로 인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
도 경험이 있는 도박자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도
박 관련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고, 이른 나이에 도박을 시
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약물남용 등이 도박
자들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7]. 
국내의 연구에서도 도박문제가 심각할수록 도박에 사용
하는 금액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도박자는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이 심각해
지면서 도박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경제적인 파산
을 하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19].

도박을 하지 않는 집단과, 낮은 위험의 도박 집단, 위
험수준의 도박 집단, 문제가 있는 도박 집단, 병리적 도박 
집단의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낮은 위험 수준과 위험 수준 
집단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없었으나 문
제가 있는 도박 집단과 병리적 도박 집단은 모두 자살생
각과 자살시도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었다[7]. 즉, 도
박문제가 심각할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율이 높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박중독치유 및 도
박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박심각도에 따라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빚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도박 심각도와 자살생각을 부분 매개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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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과 가족
요인, 친구 또는 학교 요인 등 다양하다. 개인요인과 관련
하여 성별, 연령, 우울, 절망감, 스트레스, 음주여부 등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20].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가 더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
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 우울은 자살생각
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절망감과 스트레스, 음주 및 
약물문제도 청소년의 자살율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22]. 가족요인으로는 가정불화와 가정해체,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이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며, 친구 또는 학교 요인으로는 성적저하와 친
구갈등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8].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청소년
에 비해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 중
단 이후 약물이나 폭력, 가출, 음주문제 등 비행에 더 빠
져들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살과 관련한 위험요인에 더 노
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살생각과 관련하여서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우울할수록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
소년 모두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가
정불화, 친구갈등은 학교청소년의 자살생각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 경제상태는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살시도는 여자청소년, 음주, 
주변인자살 등이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충동성, 친구갈등은 학교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18].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도
박문제관리센터의 승인을 통해 조사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

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학교 청소년은 2018년 8월 
국내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교밖 청소년은 2018년 8월 교육부의 정규 
교육 과정에 있지 않은 청소년으로, 중·고 교육과정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입학을 유
예하거나, 제적/퇴학/자퇴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
지 않은 만13세-18세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
년쉼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소속 중인 청소년이다. 

학교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는 전국에서 133개교, 고
등학교는 전국에서 126개교가 대상 표본으로 선정되었
으며, 조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
종 17,5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
우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거
나 비인가 대안학교를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최종 
1,2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본 연구에서는 도박문제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
근 3개월 이내에 한 가지 이상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
소년들을 분석에 활용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학교 청소년 4,982명, 학교밖 청소년 518명이다. 

3.2 변수의 구성과 측정
3.2.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도박문제수준, 지난 3개월간 가

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 빈도, 돈내기 게임 총 사용금액, 
돈내기 게임 총 잃은 금액, 첫 돈내기 게임 경험 나이, 돈
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험, 돈
내기 게임 때문에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 돈내기 게
임 때문에 학업 성적 저하 경험이다. 

도박문제수준은 특정기간 동안 행위자가 도박행동을 
하면서 겪은 각종 부정적 경험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구
분한 것으로, 본 조사에서는 캐나다 청소년들의 도박행동 
및 도박문제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된 CAGI(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중 핵심 9문항에 해
당하는 GPSS(Gambling Problem Severity Subscale)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없다 0점, 가끔있다 
1점, 자주 있다 2점, 거의 항상 있다 3점으로 계산하여 
9문항 총점이 0-1점일 경우 비문제수준(Green)이고, 총
점이 2-5점일 경우 저-중위험 수준(Yellow)이며, 총점
이 6점 이상일 경우 문제수준(Red)으로 구분한다. 

3.2.2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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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및 시도이

다. ‘귀하는 돈내기 게임 때문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과 ‘귀하는 돈내기 게임 때
문에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두 문항을 활용하였다. 두 문항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
우 0으로, 두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
우는 1로 조작화 하였다. 

3.2.3 통제변수
성별과 연령, 가정불화와 가정해체 등이 청소년의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반영
하여[18, 20]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부모동거여부,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3 자료분석방법
도박문제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비교분석하
기 위해 먼저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도박
문제와 관련한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도박관련 문제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고,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성별은 학교 청소년은 남자가 2,611명(52.4%), 여자
가 2,371명이고(47.6%), 학교밖 청소년은 남자가 336명
(64.9%), 여자가 182명(35.1%)이었다. 연령은 학교청소
년은 만 13세 이하가 912명(18.3%), 만 14세가 985명
(19.8%), 만 15세가 974명(19.5%), 만 16세가 1,085명
(21.8%), 만17세에서 18세가 1,026명(20.6%)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만 13세 이하가 18명(3.5%), 만 
14세가 31명(6.0%), 만 15세가 42명(8.1%), 만 16세가 
107명(20.7%), 만 17-18세가 320명(61.8%)이었다. 부
모 동거여부는 학교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4,779명(95.9%),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가 203명
(4.1%)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가 336명(64.9%), 함께 살고 있지 않다가 182명(35.1%)
이었다. 

Variable
School Adolescents

(n=4,982)
Out-of-School 

Adolescents
(n=518)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611 52.4 336 64.9

Female 2,371 47.6 182 35.1

Age

Under the age 
of 13 912 18.3 18 3.5
14 985 19.8 31 6.0
15 974 19.5 42 8.1
16 1,085 21.8 107 20.7

17-18 1,026 20.6 320 61.8
Resident with parents 4,779 95.9 336 64.9

Non-resident with 
paretns 203 4.1 182 35.1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4.2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주요변수에 대
    한 빈도분석

본 연구 대상자인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주
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수준을 측정한 결과, 학교 청
소년은 비문제군 3,852명(77.3%), 위험군 862명
(17.3%), 문제군 268명(5.4%)인데 반해, 학교밖 청소년
은 비문제군 258명(49.8%), 위험군 155명(29.9%), 문제
군 105명(20.3%)으로 위험군과 문제군의 비율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 빈도는 학교 청소년은 한달에 1회가 
3,323명(66.7%), 한달 2-3회가 1,048명(21.0%), 일주일 
1회 311명(6.2%), 일주일 2-6회 244명(4.9%), 매일 55
명(1.1%)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한달에 1회가 227
명(43.8%), 한달 2-3회가 142명(27.4%), 일주일 1회 65
명(12.5%), 일주일 2-6회 65명(12.5%), 매일 19명
(3.7%)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돈내기 
게임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가
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의 총 사용 금액은 학교 청소년의 
경우 1만원 이하가 3,685명(74.0%),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가 791명(15.9%),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310
명(6.2%),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120명(2.4%), 50
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25명(0.5%), 100만원 초과가 
27명(0.5%)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만원 이하가 
230명(44.4%),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가 84명(16.2%),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66명(12.7%),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110명(21.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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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14명(2.7%), 100만원 초과가 12명(0.3%)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용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에서 총 잃은 금액은 
학교 청소년의 경우 0원이 601명(12.1%), 1만원 이하 
3,573명(71.7%),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11명(10.2%),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63명(3.3%), 10만원 초과 50
만원 이하 86명(1.7%),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3명
(0.3%), 100만원 초과 9명(0.2%)이었고, 학교밖 청소년
의 경우 0원이 35명(6.8%), 1만원 이하 248명(47.9%),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05명(20.3%), 5만원 초과 10만
원 이하 77명(14.9%),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6명
(6.9%),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명(1.9%), 100만
원 초과 5명(1.0%)으로 잃은 금액도 학교밖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돈내기 게임 경험 나이는 학교 
청소년의 경우 만 6세 이하 84명(1.7%), 만 7-9세 325
명(6.5%), 만 10-12세 1,675명(33.6%), 만 13-15세 
2,265명(45.5%), 만 16-18세 630명(12.6%)이었고, 학
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6세 이하 5명(1.0%), 만 7세
-9세 36명(7.1%), 만 10-12세 159명(31.2%), 만 13-15
세 189명(37.1%), 만 16-18세 120명(23.6%)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만 16세-18세에 처음으로 돈 내기 게임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
험은 학교 청소년의 경우 없다가 4,706명(94.5%), 있다
가 276명(5.5%)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없
다가 427명(83.9%), 있다가 82명(16.1%)으로 학교밖 청
소년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더 많았다. 돈내
기 게임 때문에 업체에서 돈 빌린 경험은 학교 청소년의 
경우 없다가 4,935명(99.1%), 있다가 49명(0.9%)이었으
나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없다가 498명(97.8%), 있
다가 11명(2.2%)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업체에서 돈을 빌
린 경험이 더 많았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학업성적이 저
하된 경우는 학교 청소년의 경우 없다가 4,900명
(98.3%), 없다가 82명(1.7%)이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은 
없다가 470명(92.3%), 있다가 39명(7.7%)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성적 저하 경험이 더 많았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과 관련
해서는 학교 청소년의 경우 없다가 4,933명(99.0%), 있
다가 49명(1.0%)이었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없다가 
498명(97.8%), 있다가 11명(2.2%)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청소년
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 499명(10.0%), 하고는 있으나 

부족하다 855명(17.2%), 어느 정도 한다 2,189명
(43.9%), 매우 자주 한다 1,440명(28.9%)이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 151명(29.2%), 하고
는 있으나 부족하다 173명(33.4%), 어느 정도 한다 152
명(29.3%), 매우 자주 한다 42명(8.1%)으로 학교밖 청소
년이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School 

Adolescents
(n=4,982)

Out-of-School 
Adolescents

(n=518)
Frequency Ratio

(%) Frequency Ratio
(%)

Gambling 
problem level 

Non-problem 
group

(Green)
3,852 77.3 258 49.8

Danger group
(Yellow) 862 17.3 155 29.9
Problem 

group(Red) 268 5.4 105 20.3

Gambling 
frequency

once a month 3,323 66.7 227 43.8
2-3times a month 1,048 21.0 142 27.4

Once a week 311 6.2 65 12.5
2-6times a week 244 4.9 65 12.5

Every day 55 1.1 19 3.7

Gambling sum

10thousand won 3,685 74.0 230 44.4
10—50thousand 

won 791 15.9 84 16.2
50-100thousand 

won 310 6.2 66 12.7
100-500thousand 

won 120 2.4 110 21.2
0.5-1million won 25 0.5 14 2.7

1milion won 27 0.5 12 2.3

Gambling loss 
amount

0won 601 12.1 35 6.8
10thousand won 3,573 71.7 248 47.9
10—50thousand 

won 511 10.2 105 20.3
50-100thousand 

won 163 3.3 77 14.9
100-500thousand 

won 86 1.7 36 6.9
0.5-1million won 13 0.3 10 1.9

1milion won 9 0.2 5 1.0

Age of start of 
gambling

Under the age of 6 84 1.7 5 1.0
7-9 325 6.5 36 7.1

10-12 1,675 33.6 159 31.2
13-15 2,265 45.5 189 37.1
16-18 630 12.6 120 23.6

Borrowing 
money from 
acquaintance

No 4,706 94.5 427 83.9
Yes 276 5.5 82 16.1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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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박문제가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도박문제가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심각한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둘 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돈내기 게임 때문에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돈내기 게임을 하더라도 대부분 
잃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돈을 빌
리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
이 있을 경우 심각한 정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박문제수준과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험, 돈내기 게임 
때문에 학업 성적 저하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도박문제수준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를 할 승수(odds)는 1.163배로 도박
문제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확률이 높
아진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
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과 자살시도를 할 승수가 3.325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성적 저하 경험이 있을 경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를 할 승수는 16.14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
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연령 이었는데,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생
각과 자살시도를 할 승수는 3.716배였다.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 학교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수
준과 문제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도박문제가 심각할
수록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77%를 차지하는 비문제수준의 돈내기 게임을 

하는 학교 청소년들이 위험수준과 문제수준의 심각한 도
박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개입이 필요하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험과 학업성적 저하 경
험은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비율
을 보였으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 
청소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을 하
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는 업체에
서 돈을 빌린 경험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21].

돈내기 게임 빈도와 돈내기 게임 사용 금액, 총 잃은 
금액, 첫 돈내기게임 경험 나이, 성별, 부모 동거여부, 가
족과의 진솔한 대화 정도는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
년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지 않았다. 

변수 School Adolescents Out-of-School 
Adolescents

B(S.E) Exp(B) B(S.E) Exp(B)

Gamblin
g factor

Gambling problem 
level 

.151*
(.059) 1.163 -.139

(.146) .871

Gambling frequency .460
(.234) 1.584 -.015

(.415) .985

Gambling sum .004
(.283) 1.004 .466

(.410) 1.593

Gambling loss amount -.238
(.289) .789 -.424

(.442) .655
Age of start of 

gambling
-.139
(.311) .870 -.413

(.481) .662
Borrowing money 
from acquaintance

1.202*
(.593) 3.325 1.305

(1.103) 3.687
Borrowing money 

from lender
5.040***
(.575) 154.443 5.105**

(1.596) 164.823
Decline academic 

performance
2.781***
(.549) 16.141 2.368

(1.375) 10.672

Individu
al factor

Gender -.041
(.552) .960 -2.137

(1.482) .118

Age .044
(.199) 1.045 1.313*

(.612) 3.716

Family 
factor

Resident with parents -.763
(1.158) .466 -1.438

(1.081) .237
Conversation with 

family
.113

(.260) 1.120 -.824
(.676)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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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5. 결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불법 

Borrowing 
money from 

lender
No 4,935 99.1 498 97.8
Yes 49 0.9 11 2.2

Decline 
academic 

performance
No 4,900 98.3 470 92.3
Yes 82 1.7 39 7.7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
No 4,933 99.0 498 97.8
Yes 49 1.0 11 2.2

Conversation 
with family

Not at all 499 10.0 151 29.2
A little 855 17.2 173 33.4

A little bit more 2,189 43.9 152 29.3
Very often 1,440 28.9 4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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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광고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은 실시간으로 불법 온
라인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다. 초기에는 친구의 권
유와 호기심으로 사다리게임, 홀짝 등을 재미 삼아 시작
하지만 점차 도박 이용 금액이 커지면서 돈을 빌리고 빌
려주는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들
에게 인기 있는 사다리게임의 경우 판돈이 수백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23].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매우 심각하
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도박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경험 중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을 
비교하여 확인함으로써 도박문제로 인해 청소년을 자살
로까지 이끄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도박 관련 문제에 있어서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한 번이라도 돈
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수준을 확인한 결과, 학교 청소년의 위험군은 17.3%, 문
제군은 5.4%인데 반해, 학교밖 청소년의 위험군은 
29.9%, 문제군은 20.3%로 나타나서 학교밖 청소년의 도
박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
소년의 경우 이미 도박문제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로 인
해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로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
험이나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 도박으로 인한 성적 저
하 경험도 학교밖 청소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심각한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한 경험도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2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문제의 
발견이나 개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난 3개월 간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 빈
도와 돈내기 게임 사용 금액, 잃은 금액에서도 학교밖 청
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
살에 대한 위험요인인 가족구조와 가족과의 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학교밖 청소년이 부모와 비동거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문제와 이로 인한 자살생각
과 자살시도와의 관계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청소년
에 비해 더 많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둘째, 도박문제가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도박 
문제수준은 학교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게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도박문제가 심각할수
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학교 청소년의 경우 위험군이 
17.3%, 문제군이 5.4%인데 반해, 학교밖 청소년은 위험
군이 29.9%, 문제군이 20.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학
교밖 청소년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이 위험 또는 문제군으
로 주위에 이미 도박문제가 심각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
에 단순히 문제수준이 높다는 것이 자살을 설명하는 것
이 아니라 문제수준이 높으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연관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청소년의 경우 위험 
또는 문제군일 경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은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빚으로 인한 심리
적 압박이 도박 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한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도박자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선
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7, 19].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지난 3개월간 돈내기 게임 총 사용금액이나 돈내기 
게임 총 잃은 금액은 학교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모두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학교 청소년의 90%는 5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잃은 금액도 1만원 이하가 83.8%로 소액이용
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
은 학교 청소년보다 사용금액이나 잃은 금액이 다소 많
았으나 100만원을 초과하여 잃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을 빌린 경험
이나 학업 성적 저하 경험은 학교 청소년에서만 자살생
각이나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도박문제 수준은 학교밖 청소년
이 더 심각하지만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나 성적 저
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학교 청소년이 더 취약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 중에서
는 연령이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
우 가족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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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
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
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청소년에 비해 학교밖 청
소년의 도박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도박예방교육이나 상담서비스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
서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심리건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박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험수준과 문제수준의 도박문제를 보
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신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개입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도박문제수준이 심각하거나 지인 또는 업
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경우, 도박문제로 인해 
성적이 저하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
층 상담이 요청된다. 

셋째, 도박문제 예방 교육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한
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1366 도박중독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서 초중고 및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중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은 높지 않다. 여성가족부
(2016)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의
하면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교육 경험률은 34.5%에 그치
고 있다. 따라서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도박문제의 위험
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경우 불법인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은 학교 청소년과 학
교밖 청소년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불법도
박 광고에 대한 규제와 불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
제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소액의 용돈으로 재
미 삼아 도박을 시작하지만 용돈이 떨어지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내고, 그 후에는 주위에서 돈을 빌
리거나 도박 비용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처럼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불법
대출을 ‘작업대출’이라고 부르며, 전주(錢主)는 대부분 청

소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
고를 통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혹한다. 그러므로 이
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청소년에 비해 자살생
각과 자살시도가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관하게 되며 이는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나 아동청소년그룹홈, 학교밖 청소
년 지원센터 입소시 자살위험성을 스크리닝하고 위험군
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
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의 연계협
력을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보다 심층적 연구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
학, 청소년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
박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도박문제 청소년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향과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러나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확인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각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
를 거쳐 자살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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