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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청소
년 도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청소년 관련 인터넷, 게임, 약물 등의 중독보다 연구가 부족하
고 학위 및 학술 논문 모두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드물다. 청소년 도박의 실태는 중독 수준을 넘어 도박자금 마련
을 위한 불법 대출과 절도,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에 대한 높은 진행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청소년이 도박에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52편, 학술논문 86편, 기타 연구 보고서 3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적 연구, 연구 대상, 연구 주제 등이 
집중되고 있어서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따른 학문적 특성과 개별 과학의 영역을 초월
하고 있는 학제 간 연구 경향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후대 연구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of juvenile gambling, which is increasing due to recent
change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The number of domestic studies on juvenile gambling has 
increased,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analyzed both degrees and academic papers in a more 
comprehensive manner than addiction to the Internet, games, and drugs related to youth. The current 
state of juvenile gambling can lead to secondary crimes, such as illegal loans and thefts for gambling
funds beyond the level of addiction, school violence and money extortion, which have been a major 
shock to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social measures because the age of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gambling is becoming lower.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52 
dissertations, 86 academic papers, and three other research reports published in Korea from 2003 to 
March 2020. As a result, quantitative research,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topics were concentrated,
and there was a limit to generalization. In addition, these results will provide rich information to future 
studies by confirming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ime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trends that transcend individual scien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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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안
겨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나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통찰
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순기능에 못지않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이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일탈과 도박 등의 부작용이 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대중화와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온라
인에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신종 
도박이 출현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충동성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부채질하기에 충분하다 할 
만큼 진화되고 있다.

2018년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 가운데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15년도 
5.1%에 비해 1.3%가 상승했다 [1].  특히, 청소년 도박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례처럼 고교생 중 상당수가 인터
넷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며, 청소년이 한
탕주의에 빠져 고액의 도박 빚을 지거나 불법대출과 고
금리 사채를 빌어 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2] [3] 
[4] [5] [6] [7] [8].

청소년기는 충동적 에너지가 증가하나 이를 조절하는 
능력은 성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도박문제에 정확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상
태로 도박을 단지 놀이나 즐거움으로 생각하거나 일종의 
놀이 문화로 여기는 현상까지 있다 [9].

이러한 청소년기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 큰 폐해를 미치게 되고 도박 시작 연령이 어
릴수록 문제성 도박이나 병적 도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0]는 선행연구 결과는 조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11]. 

그러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 다
른 문제행동 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유은진
[12]과 박은경 외[13]가 유일하지만 두 편 모두 학술 논
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학위 논문이 연구자를 배출
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4].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에 
관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후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풍
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은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환경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
으며, 개인요인에 다루어진 변인은 개인 특성, 우울, 기
질, 위험 감수 성향, 스트레스, 비합리적 도박 신념, 충동
성, 자기 통제력, 감각 추구 성향이었으며, 가족 요인으로
는 부모 애착과 가족의 응집력이었고, 사회환경적 요인으
로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최근 청소년 도박과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으로는 학
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된 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1
편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12] [13].

해외 연구 동향으로  Blinn-Pike et al [38]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국제 연구 저널에 실린 논문을 검색한 결과 
1985년 이전에는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았고 1985
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7개 논문에 양적 연구가 103
편, 질적 연구가 8편, 기타 26편으로 유병율과 양적 연구
에 치중하였고, 음주나 약물과 관련하거나 성비행이 주로 
논의되는 추세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연구된 
모든 데이터가 자기 보고식으로 되어 있고 기억의 신뢰
성과 응답의 정직성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으며, 조사 대
상 표본이 차이성, 나라마다 서로 다른 진단척도로 국가 
간의 유병률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Calado et al [39]는 전 세계 청소년 도박 유병률은 
0.2% ∼ 5.6%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페인이 
5.6%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가 0.2%로 가장 낮았다고 보
고했다. 스페인이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은 국가 간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슬롯머신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econa. et al [40]와 Delfabbro 
and King [41]은 노르웨이가 0.2%로 가장 낮은 유병률
은 중독성이 낮은 슬롯머신의 도입에 따른 도박 환경 변
화일 수 있고, 또한 어떤 나라는 다른 연구에 사용되는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많은 연구 수행
이 필요하다고 했다.  

Blinn-Pike et al [38]는 다양한 국가의 여러 연구자
들이 공통된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인
의 유병률보다 청소년이 높고, 청소년 문제 도박은 음주
와 마약과 같은 다른 중독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과 범죄에 다른 청소년보다 더 많이 연
루되거나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학업성적 저하가 초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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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서 진단척도 SOGS와 SOGS-RA로 도박에 대
한 유병율 조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똑
같은 진단척도를 이용하므로 3개 그룹이 질문에 대한 내
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유병률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국내 발표된 모든 논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2003년
부터 2020년 3월 현재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기타 보고서 등을 국회도서관, KCI, RISS, DBPIA, 
KISS, NDS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쳐 검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의 범주를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지원법, 청
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 기준인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으로 초·중·고·대학생으
로 하였다.    

Table 1. Thesis search and selec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Cheju university central library, KCI, 

RISS, DBPIA, KISS, NDSL 

“Youth gambling” “Students (first, middle, high, 
and college) gambling” 

56 dissertations, 98 academic papers, and 36 
others 

Toto, Lottery, Stocks... Additional Searche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Gambling in 
Korea Gambling Problem Management Center 

       Second More Search: 11 academic 
papers, 11 others
           [A total of 208 (60 degrees, 123 
academics, 47 other) ]

exclus
ion 

Articles not related to youth gambling: 8 
 (three degrees, five academics)
Articles that cannot be confirmed: 20 
   (Degree 3, Academic 17)
Degree and academic duplicate papers: 
17    (Degrees 2, Academic 15)
Journalists and others in Others: Flight 
44 

A total of 141 (52 dissertations, 86 academic papers, and 3 
others) 

※ 3 other cases: 1 research report of Korea Gambling Problem 
Management Center, 2 actual cases

3.2 분석 기준
본 연구에 있어 분석틀은 선행연구 조혜정 외[42], 유

은진[12], 박은경 외[13], 김상미 외[43]의 분석 영역과 
세부사항을 참고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By region  Main content 

1. Yearly

Present status of annual papers,
Academic Trends of Research Papers by 
Tim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by the Period of Academic Development 

2. Major field Dissertations on degree and journal paper

3. Research   
subje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adolescents 

4. Research   
subject and  
purpose 
type 

Dissertations on degree and journal paper 
research subject and classification by 
purpose

5. Analysis    
     method Analysis method by type

6.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Qualitative, Literature, Mixed 
Study

7. Qualitative  
   research    
   method 

Yearly Present Statu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Participants 

8. Treatment  
and  
intervention 

Prevention Program, Prevention and 
Intervention
Measures and measures,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and recovery process 

Table 2. Research analysis standard frame 

3.3 분석 방법 및 타당도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

정된 논문은 141편에 대해 발표 연도 및 시대별 특징, 연
구자 전공 분야, 연구 대상, 연구 주제 및 목적, 분석방법, 
연구방법, 질적 연구 방법, 치료 및 개입에 연구 대상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 자료 선정과 분석 등에 대해서는 엑셀(TXT) 
테이블 추출 기법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보조자와 경영학 박사 1명이 참여하는 삼각 검증법
을 활용하여 상호 교차하고 논점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과정을 거쳐 단독 연구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 타당도는 자료 분석 등에 
선행연구[12][13][43][44][45][46]를 고찰하여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양적 데이터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활용하였고,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신뢰성과 타당도뿐 아니라 객관성까
지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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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search type and feature 

Schola
rship
Electri

c

Introduct
ory 

Period
(‘03∼’07)

The Factors Affecting Gambling-related 
Variables, Gambling Game Behavior, Family 
Level and Residential Area 

Growing 
season

(‘08∼14)

The actual state of gambling addiction,
Gambling behavior structure model,
Developmental path structural analysis, 
Gambling addiction prevalence,  

Schola
rship
Late

Maturity
(15∼17)

Behavioral Activation and Inhibition 
System, Multigroup Analysis, Grounded 
Theory approach  

Generato Development of protection-risk factor

Division Sum Doctoral 
degree

Master 
degree

Journal 
paper

Actual 
situation

Research 
report

2003 1(0.7) - 1(0.7) - - -
2004 4(2.8) - 3(2.1) 1(0.7) - -

2006 2(1.4) - - 2(1.4) - -
2007 1(0.7) - - 1(0.7) - -

2008 2(1.4) - 1(0.7) 1(0.7) - -
2010 2(1.4) - - 2(1.4) - -

2011 9(6.4) 2(1.5) - 7(4.9) - -
2012 12(8.5) 1(0.74) 3(2.1) 8(5.7) - -

2013 7(5.0) - 1(0.7) 6(4.3) - -
2014 9(6.4) 1(0.74) 3(2.1) 5(3.6) - -

Table 3.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Research 
Papers by Year  

       (unit : Number of papers,%)

2015 13(9.3) - 6(4.3) 6(4.3) 1(0.75) -
2016 15(10.6) 1(0.74) 5(3.6) 9(6.3) - -

2017 15(10.6) 1(0.74) 7(5.0) 6(4.3) - 1(0.7)
2018 24(17.1) 1(0.74) 7(5.0) 15(10.6) 1(0.75) -

2019 21(14.9) - 5(3.6) 16(11.3) - -
2020 4(2.8) - 3(2.1) 1(0.7) - -

Sum
mation

141
(100.0)

7(5.2) 45(32.3) 86(60.3) 2(1.5) 1(0.7)

4. 연구 결과

4.1 발표 연도 및 시대별 특징 
청소년과 도박과 관련하여 2003년도부터 2020년 3

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 논문은 총 
141편으로 논문의 발표 형태는 박사학위 논문 7편, 석사
학위 논문 45편, 학술논문 86편, 실태조사 2편, 연구보고
서 1편이었다. 논문의 연도별 동향을 도박 관련 시대 상
황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전국 단위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도적으로 실시된 2015년도를 기준으
로 2003년∼ 2014년까지를 학문 전기로, 2015년∼ 현
재까지를 학문 후기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학문 전기
를 2008년 사행산업 건전화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2003년∼2007년까지를 도입기로, 2008년∼ 2014년까
지를 성장기로 정하고, 학문 후기를 실태조사가 제도화되
어 조사를 시작한 1차(2015년도)와 2차(2018)로 나누어 
2015년∼2017년까지를 성숙기로, 2018년∼현재까지를 
발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기준으
로 살펴보면 <Table 3>과 <Table 4>와 같이 도입기인 
2003년∼2007년까지는 석사학위 논문 4편과 학술논문 
4편으로 총 8편으로 연 평균 1.60편이 발표되었으나, 성
장기인 2010년∼2014년까지는 박사학위 논문 4편, 석
사학위 논문 8편, 학술논문 29편으로 총 41편이 발표되
어 연평균 5.85편으로, 2015년∼2017년까지는 박사학
위 2편, 석사학위 18편, 학술논문 21편, 기타 2편으로 총 
43편이 발표되어 연평균 14.34편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하였고, 2018년∼2020.3월까지는 박사학위 논문 1편, 
석사학위 논문 15편, 학술논문 32편, 기타 1편으로 총 
49편으로 연평균 16.33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Table 4. Development process of research paper 
    (unit : Number of thesis, average annual paper quantity)

Division Sum

Academic degree
Journal 
thesis OtherDoctor

al 
degree

Master 
degree

electro
-era 
study  

Introduc
tory 

Period
(‘03∼’07)

8
(1.60) - 4

(0.80)
4

(0.80) -

Growing 
season

(‘08∼14)

41
(5.85)

4
(0.57)

8
(1.14)

29
(4.14) -

later 
period 
study 

Maturity
(‘15∼17)

43
(14.34)

2
(0.67)

18
(6.00)

21
(7.00)

2
(0.67)

Generat
or

(‘18∼’20)

49
(16.33)

1
(033)

15
(5.00)

32
(10.67)

1
(0.33)

Sum mation 141
(7.83)

7
(0.39)

45
(2.50)

86
(4.78)

3
(0.16)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5>
와 같이 학문 전기인 도입기에는 도박 관련 변인 연구, 
도박성 게임 행동, 가족 수준 및 거주지역 영향요인 등이 
주를 이루었다. 성장기에는 도박중독 실태, 도박행동 구
조모형, 발달 경로 구조분석 등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학
문 후기 성숙기에는 행동 활성화 및 억제 체계, 다 집단 
분석, 질적 연구 등이 연구가, 발전기에는 보호-위험요인 
측정도구 개발, 연구 동향 분석, 위험-보호요인, 메타분
석, 자발적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 혼합 및 문헌연구 등이 
주를 이루는 연구적 특징이 있었다.

Table 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the Academic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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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8∼’20)

measurement tool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exploratory research,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of explanation model for 
prevention, Risk-protection 
factormeta-analysis,
Voluntary recovery and research 

4.2 연구자 전공 분야 
학위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의 학과(전공) 

분류 기준에 따라 중·소분류로 연구자 중심의 제출 논문
을 <Table 6>과 같이 분류한 결과 총 52편 중 상담심리
학과가 17편으로 전체 논문 중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학과 13편(25.0%), 간호학과 체육교
육학이 각각 4편(7.7%), 교육학 3편(5.8%) 등의 순이었다.

Table 6. Current Status of Degree Papers by Department  
(unit : Number of thesis, %)

Field and departmen Composition ratio 

Medical 
health 
care

Nursing department 4(7.7)
Health science department 2(3.9
Medical department 1(1.9)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and Welfare 1(1.9)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13(25.0)

Youth guidance 
department 1(1.9)

Education 
counseling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17(32.7)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4(7.7)

Department of Education 3(5.8)
Counseling education
department 2(3.9)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2(3.9)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1(1.9)

Special counseling 
department 1(1.9)

              Sum mation 52(100.0)

  
학술논문은 한국 연구재단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학

술단체 통계 목록상 중분류 기준으로 1차 분류하고 중분
류가 없거나 타 분류와 유사한 경우 대분류 기준을 보완
하여 분류한 결과 <Table 6>와 같이 총  89편 중 복합학
이 19편(21.4%),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이 각각 11편
(12.4%), 행정학 7편, (7.9%), 생활과학과 예방의학이 각
각 6편(6.8%), 간호학이 5편(5.6%), 교육학이 4편(4.5%) 
등이었다. 

Table 6. Present State of Papers by Academic 
Organization 

    (unit : Number of thesis, %)
Field and 
departmen Journal group name Number of 

thesis

Interdisciplinary 
Studies

Asian Cultural Academy, Korean Digital 
Policy Society,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Korean Leisure Culture Society, 
Korea Wellness Society, Korea 
Convergence Society, Korea Clinical 
Psychology Society 

19(21.4)

social 
science 

field 

Social 
welfare 

field 

Social Welfare Education Council, 
School Social Welfare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Mental Health Social Welfare 
Society, Korea Community Welfare 
Society, Korea Youth Welfare Society, 
Korea Care Management Society 

11(12.4)

Laboratory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Chungnam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Health Psychology Society, Korea Social 
Welfare Society,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Society,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Social Safety Crime Information 
Society

11(12.4)

Administra
tive field

The Korean Society of Criminal 
Psychology, the Police Research 
Institute, the Korean Police Association, 
and the Korean Society of Addiction 
Crimes 

7(7.9)

Life 
science 

field 
korea family management society, 
korean youth society 6(6.8)

health 
and 

medical 
field 

Preventive 
medicine 

field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Healthcare Industry 
Society, Korea Health Society, Korea 
Health Information Statistics Society, 
Korea School Regional Health 
Education Society 

6(6.8)

Family 
medicine 

field 
 Korea stress society 1(1.1)

Medicine 
field korea psychodrama society 1(1.1)

nursing 
field 

Korean Mental Nursing Society, 
Community Nursing Society 5(5.6)

Humani
ties and 
Science

s

pedagogy 
field

The Korean Society of Learning and 
Physical Education 4(4.5)

computer 
science 

field
The Korean Content Society and the 
Korean Computer Information Society 3(3.4)

literature 
informatio
n science 

field

korea small business convergence 
society 2(2.2)

tourism 
field Northeast asian tourism society 1(1.1)

law field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1(1.1)
engineerin
g general 

field
korea industry-academy technical 
society 2(2.2)

arts and 
physical 

education 
field

The Korean Society of Social Sports 
and
Industry Management 

2(2.2)

christian 
theology 

field 
korea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society 1(1.1)

physical 
education 

field 
korea sports society 1(1.1)

Other
Korea Gambling Problem 
Management Center, Korea Counselor 
Association 

5(5.6)

    Sum mation 8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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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대상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박은경 외[13]의 

연구 틀을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연구 
대상자는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모두 대학생이 65편
(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24편
(17.1%), 중학생과 고등학생 23편(16.3%) 순으로 많았
다. 그다음 중학생 5편(3.6%), 초등학생 2편(1.4%), 고등
학생과 대학생 3편(2.1%),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도
박 경험에 대한 연구 1편(0.7%),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
지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4%),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 1편(0.7%), 대학생과 성인 1편(0.7%),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편(0.7%) 등이었다. 학술논문에서
는 청소년 학교 급별로 전 대상을 고루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위논문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특정 학교급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Table 7. Rresearch subject status 
(unit : Number of thesis, %)

Division 

Academic 
degree

Journal 
thesis

  Sum 
mationDoctor

al 
degree

Master 
degree

Schoolchild - 2(1.4) - 2(1.4)

middle school students - 2(1.4) 3(2.2) 5(3.6)
high school students - 9(6.4) 15(10.7) 24(17.1)

university student 5(3.6) 23(16.3) 37(26.2) 65(46.1)
adult - - 1(0.7) 1(0.7)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2(1.4) 7(5.0) 14(9.9) 23(16.3)

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 - 1(0.7) 2(1.4) 3(2.1)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university 
student

- - 1(0.7) 1(0.7)

schoolchild +middle 
school students+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 

- - 2(1.4) 2(1.4)

university student 
+adult - - 1(0.7) 1(0.7)

schoolchild +middle 
school students - - 1(0.7) 1(0.7)

other - 1(0.7) 12(8.5) 13(9.2)

    Sum mation 7
(5.0)

45
(31.9)

89
(63.1)

141
(100.0)

4.4 연구 주제 및 목적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주제 및 목적을 살펴보면 

<Table 8>와 같이  영향요인이 62편(44.0%), 인과관계 
19편(13.5%), 차이 및 구조 11편(7.8%), 질적 연구 10편
(7.1%), 예방 및 개입 7편(5.0%), 특성 및 범죄, 태도 및 
차이 각각 6편(4.3%), 실태와 대응, 인식 수준, 척도 개발 
및 검증 각각 4편(2.8%), 탐색 연구 3편(2.1%), 실태 조사 
2편(1.4%), 도박 경로, 메타 분석, 기타 각각 1편(0.7%) 
순으로 영향요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Table 8. Classification by research subject and 
purpose 

(unit : Number of thesis, %)

Division  Thesis 
number(%)

Influence factor 62 (44.0)
Causal relation 19 (13.5)
Difference and structure 11 (7.8)
Qualitative research 10 (7.1)
Prevention and intervention 7 (5.0)
characteristics and crimes 6 (4.3)
attitude and difference 6 (4.3)
Actual condition and response 4 (2.8)
Recognition level 4 (2.8)
measu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4 (2.8)
search study 3 (2.1)
actual condition survey 2 (1.4)
Gambling path 1 (0.7)
Meta-analysis 1 (0.7)
other research purposes 1 (0.7)

Sum mation 141 (100.0)

4.5 분석 방법
연구 분석방법 종류별 기법(중복 포함)에서는 <Table 

9>과 같이 총 141편 중 질적 연구 10편을 제외한 131편
의 양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 통계기법은 회귀분석
으로 75편(29.4%)으로 쓰였는데, 이는 도박과 관련한 독
립변수들을 분석하여 그 변수들의 관련성과 변화, 정도나 
성격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양적 연구 총 131편에 적용된 통계적 기법의 
가지 수는 255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논문 1편당 평균 
2.09개의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학위논문과 학
술논문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박사학위 논문 총 7편 
중 통계 기법은 12가지로 1편당 평균 사용된 분석기법 
수는 1.7개, 석사학위 논문은 총 45편에서 질적 연구 2
편을 제외한 양적 연구 논문 43편 중에 분석기법 수는 
99개로 1편당 사용된 평균 분석기법 수는 2.3개, 학술논
문 총 86편에서 질적 연구 8편과 기타 실태 및 연구보고
서 9편을 제외한 양적 연구 논문 69편 중에 분석기법 수
는 144개로 1편당 사용된 평균 분석기법 수는 2.1편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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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alysis method classification status  
(including duplicate)

(unit : number of times, %)

Division Sum Doctoral 
degree

Master 
degree

Journal 
thesis

Regression 
analysis 

75
(29.4)

3
(1.2)

31
(12.1)

41
(16.1)

Correlation 
analysis 

52
(20.4)

1
(0.4)

22
(8.6)

29
(11.4)

Frequency 
analysis 42(16.4) 2

(0.7)
22

(8.6)
18

(7.1)

Anova 40
(15.8)

1
(0.4)

10
(4.0)

29
(11.4)

Factor analysis 23
(9.1)

3
(1.2)

5
(2.0)

15
(5.9)

Variance 
analysis

9
(3.5) - 3

(1.2)
6

(2.3)

Cross-analysis 7
(2.8)

1
(0.4)

3
(1.2)

3
(1.2)

Analysis of 
variance

3
(1.1)

1
(0.4)

2
(0.7) -

Difference 
analysis

2
(0.7) - - 2

(0.7)
Discriminant 

analysis 
1

(0.4) - - 1
(0.4)

Standard 
deviation 

1
(0.4) - 1

(0.4) -

Sum mation 255
(100.0)

12
(4.7)

99
(38.8)

144
(56.5)

4.6 연구방법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Table 10>과 같

이 전체 논문 141편 중 양적 연구가 128편(90.8%)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질적 연구로 10편(7.1%), 문헌 연구 
2편(1.4%), 혼합적 연구 1편(0.7%)으로 발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고근영 외[47]와 같이 양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성으로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 

Table 10. research method analysis
(unit : number of times, %)

Division quantitativ
e study 

qualitative 
study

literature 
study 

mixed 
study 

thesis 
number

Doctoral 
degree

7
(4.9) - - - 7

(4.9)
Master 
degree

43
(30.5)

2
(1.4) - - 45

(31.9)
Journal 
thesis

75
(53.2)

8
(5.7)

2
(1.4)

1
(0.7)

86
(61.0)

Other 3
(2.2) - - - 3

(2.2)
Sum 

mation
128

(90.8)
10

(7.1)
2

(1.4)
1

(0.7)
141

(100.0)

4.7 질적연구 방법
다음은 질적 연구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석사 논문 2편

과 학술 논문 8편을 총 10편이 발표되었는데 <Table 

11>과 같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4편(40%), 근거 이론
적 연구 방법이 4편(40%), 탐색적 연구 2편(20%)으로 청
소년 도박과 관련된 질적 연구에서는 대부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두드러진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alysis
 (unit : number of times, %)

Division explorator
y study 

phenomenolog
ical study

grounded 
theoretical 

study 

thesis 
number 

Doctoral 
degree - - - -

Master 
degree - 2

(20.0) - 2
(20.0)

Journal 
thesis

2
(20.0)

2
(20.0)

4
(40.0)

8
(80.0)

Sum 
mation

2
(20.0)

4
(40.0)

4
(40.0)

10
(100.0)

이는 주경필[48]의 청소년학 연구 학술지 별 정량적 
비 정략적 연구물들의 2008년 이후로 현장의 경험을 담
은 구체적인 질적 연구 방법들이 확산되면서 이론과 개
념적 연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실증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7년까지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 후보로 인정
된 학술지 청소년 복지 연구 관련 총 연구물 474편 중에 
정량적 연구는 384편, 비정량적 연구물은 90편으로 비
정량적 연구 비율이 19.0%이고 청소년 상담 연구는 총 
409편 중 정량적 연구물은 337편이며, 비정량적 연구물
은 72편으로 비정량적 연구 비율이 17.6%인 점을 고려
하면 청소년 도박 연구에서 질적 연구 비율은 총 연구물 
141편 중 질적 연구는 10편(0.7%)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4.8 치료와 개입 
청소년 도박에 대한 양적인 성장만큼 치료와 개입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으로 <Table 12>과 같이  대
책과 대응 방안이 3편(30%), 예방과 개입 2편(20%), 예
방 프로그램 2편(20%)이 전부이며, 회복과정에 대한 질
적 연구가 2편(20%)으로 도박 관련 변인이나 요인에 비
하면 미흡하다. 그 마저도 개인의 대처 능력 함양이나 대
처방식, 자기 통제력 증진, 사회극 등 효과를 검증하는 방
법이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전부이다 [49] [50] [51]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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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urrent status of treatment and 
intervention research 

                 (unit : number of times, %)

Division 계 Doctoral 
degree

Master 
degree

Journal 
thesis

Prevention 
program 

2
(20.0) - 1

(10.0)
1

(10.0)
Prevention and 

intervention 
2

(20.0) - - 2
(20.0)

Measures and 
measures 

3
(30.0) - - 3

(30.0)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1
(10.0) - - 1

(10.0)

Recovery 
process study 

2
(20.0) - - 2

(20.0)

Sum mation 10
(100.0) - 1

(10.0)
9

(90.0)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청소년 도박

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논의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살펴본 
결과 2003년을 기준으로 한 도입기에는 연평균 1.14편
이었고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성장기에는 연평균 5.86
편이었다. 이는 2000년 10월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2001년 10월 축구 및 농구 토토 발매 개시, 2006년 바
다이야기 사태를 겪으면서 2006년 4월에 게임산업 진흥
법이 공포되는 법률적 기반과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사회적 측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5년을 시작으로 본 성숙기에
는 연평균 14.33편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8년을 기
점으로 한 발전기에는 연평균 16.33편으로 조금 더 증가
하였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근거로 청소
년의 도박중독에 관한 조사 연구가 2015년에 시작된 계
기로 보인다. 

둘째, 연구 대상자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순으로 많았다. 이는 장동석 외[55]에서 조사 대상
자 중 13%가 중증 중독자로 판정될 정도로 많은 대학생
들이 성인 도박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 연구가 90.4%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석 방법에는 빈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이 인과관계 분석과 빈
도·교차 분석, 빈도·변량 분석, 교차·아노바 분석, 변량·평
균분석 등의 차이 분석 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다양한 통

계적 기법으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를 탐색함으로써 지식 확대와 개념적 준거의 틀을 형성
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혼합적 연구는 청소년 도박
에서는 학술논문 1편만이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양적 
및 질적 연구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심층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지
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박행동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는 
그동안 여러 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와 속성, 규칙성뿐만 
아니라 도박 행동에 대한 경험적 심리와 의식을 발견하
여 일반화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룬 것에 비해 치료와 개
입에 대한 연구적 다양성과 이론화는 다소 아쉬운 점이다.

5.2 제언 및 한계
청소년 도박에 분석에 최종 선정된 논문 학위논문 52

편과 학술논문 86편, 연구보고서 3편으로 총 141편을 
분석한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발행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타당화 등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해석에 있
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국외 청소년 도박 연구 동향 등에 대한 논문을 함께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을 구조화하고 일관
된 측정으로 수적(數的)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해석함으로
써 지식을 산출하는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면이 강하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주관성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해
석하거나 발견하는 연구 방법으로 언어적·시각적 분석 
효과가 있는 지식을 산출방식이라 할 수 있다 [43]. 이러
한 질적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적 실체와 
현상 및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해석을 통해 현장의 
문제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적합한 지식의 확보를 가능
케 한다라고 볼 수 있다 [56]. 

따라서 청소년 도박이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중독과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불법 사행산업이 계속 진화하고 있
는 현실에서 교육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이에 따른 
개인요인 등이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라고 볼 때 다양한 
도박 경험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야 한다.  또한 주경필[45]의 청소년학 질적 연구 방법 분
석에서 2017년까지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 후보로 인정
된 학술지 청소년 복지 연구물은 474편 중 비정량적 연
구물이 90편(19.0%)이며, 청소년 상담 연구물은 40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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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비정량적 연구물은 72편(17.6%)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청소년 도박에 대한 질적 연구 비율(10/141)은 0.7%
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Q방법론[57][58]적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개입 방안이나 타 분야의 개념과 
이론을 접목하는 등의 다양성이 가미되는 연구기법이 개
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은 부족하므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경험적 연구와 함께 대면적 상
담을 통한 질적 연구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될 때 교육 
현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린 나이에 도박을 경험한 경우 도박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며 도박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는 선행연구[59][60]와 스마트폰 대중화로 사용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등학생 등 저(低) 
연령대에 대한 연구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사회과학분야 학제간 연구 활성화에 대해 
논하는 학제 간 연구[61]도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복
잡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청소년 도박을 인식하
고 학제 간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학계에서 임상적 연구가 차지하
는 비중이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게 현실이
다. 이러한 결과는 실천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이 학문적
인 위상을 위협하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
천의 임상적 목적이 개입이라고 볼 때[62]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료 개입 등의 연구 영역 확대는 학문적 발전을 이
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도박에 있어서 그
동안 연구가 부족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해외에
서 이루어진 연구는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본문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논문의 주제 위주로 분석하는 과정에 연구
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타당도와 신뢰도 
등 다소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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