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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용자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

 김   서   희1)                    신   성   만†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고 도박행

동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을 

통해 도박행동 심각도와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

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성인 402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 동기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심

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을 매개로 하여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이러한 경로를 통한 대인존재감은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를 통해 도박이용자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도박행동, 수  도박행동, 기본심리욕구, 일반 동기, 인존재감, 자기결정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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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중독사회라고 불릴 만큼 니코

틴, 알코올, 마약, 성 등 다양한 중독문제들로 

인해 위기상태에 놓여있으며, 그 중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지향의 사회에서 점점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도박중독 문제이

다(양정하, 2019).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 연령층

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2018

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국가의 평균 유병률(3.7%)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박문제가 비교적 심

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의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

독 대상자 및 가족은 16,951명으로, 2019년 

14,929명이었던 것에 비해 15.4% 증가했으며, 

특히 주식 및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담 인원이 

2019년 1,008명에서 2020년 1,732명으로 71.8% 

증가했다(김준석, 2021, 이천용, 2021).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의 도박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도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락의 목적으로 도박

을 하지만, 소수의 사람은 도박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Hodgins, Stea, & Grant, 2011).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우울, 불안, 두려움, 죄책감, 자살사고

(이흥표, 2002; Sussman, 2017)와 같은 심리적 

문제부터 폭력, 이혼 등의 관계적 문제, 그리

고 자퇴, 실직,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예진, 권선중, 김예나, 

2020; Shaffer & Hall, 2002). 특히, 도박중독자는 

도박의 결과에 대한 인지적 오지각을 보이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을 벗어나 과도하게 도박에 참여함으로써 심

각한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오세연, 

2011; Sussman, 2017). 이러한 피해는 도박중독

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가족, 

친구와 동료 및 사회시스템에 직⋅간접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Darbyshire, 

Oster, & Carring, 2001; Ferland et al., 2008), 도

박문제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이 요구된다(김영훈, 이영호, 2006; 장훈 등, 

2010).

도박행동으로의 개입과 유지에는 사회문화

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상

호작용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미영, 

2006, Blaszczynski & Nower, 2002; Griffiths & 

Delfabbro, 2001). 도박 행동은 다양한 생리심리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도박문제

의 치료를 위해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라고 주장해왔다(DiClemente, Story, & Murray, 

2000; Griffiths & Delfabbro,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을 유

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Deci & Ryan, 

1994) 기본심리욕구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인 동기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

(Deci & Ryan, 1985)은 인간 동기에 대한 거시

적 이론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여섯 가지 

미니 이론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 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 Theory; BPNT)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이 행동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기

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성장과 통합, 웰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율감(Autonomy), 소속감

(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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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 Deci, 2017). 자율감은 스스로가 행동

의 주체라고 느끼기 원하고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세 가지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된다(Deci & Ryan, 2002). 소속감은 관계의 

연속 상에서 관심을 주고받으며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거나, 기여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Baumeister & 

Leary, 1995; Deci & Ryan, 2014). 유능감은 개인

이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능력

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 충족된다(Deci & Ryan, 

2000). 그러나,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방해하여 심리적 고통이 증가

할 때, 기본심리욕구는 만족되지 못하고 좌절

된다(Chen et al., 2015). 욕구의 좌절은 스스로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자율감 좌절), 동

료나 친구,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단절된 

경험을 인식하는 것(소속감 좌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유능감 좌절)을 포함한다(Mills, Li 

Anthony, & Nower, 2020).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

독 대상에 몰두하기 쉽다(정민선, 김현미, 권

현용, 2012). 선행연구들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은 인터넷, 게임, SNS, 스마트폰, 

운동, 도박 등 다양한 중독 행동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명순, 이보영, 2017; 김

다현, 최진아, 2019; 정민선 등, 2012; Costa, 

Coppolino, & Oliva, 2016; Mills et al., 2018, 

2020).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낮은 개인은 도

박에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이나 승리에 

대한 열망 등을 추구하고, 타인과의 연결성을 

유지하여(이흥표, 2003)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높이고, 균형을 이루

고자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핵심

인 자율감이 만족되지 않은 개인은 도박 경험

을 자아 확대, 자아 강화, 자아 위협 등으로 

지각하여 도박에 더 과도하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Neighbors & Larimer, 

2004).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본심리욕구가 다양한 

중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으나, 기본

심리욕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중독 행동을 유

발하는지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한, 기본심리욕구와 함께 연구된 다른 행동중

독에 비해 도박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는 대부분 아동(김다현, 

최진아, 2019; 김혜란, 이경숙, 2019) 및 청소

년(김기모, 김현철, 2013; 정민선 등, 2012; 조

희경, 최종옥, 2014)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

문에, 현시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심리

욕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박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Deci와 Ryan(2000)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면 성장을 위한 추구

로 최대의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고 최고의 주

관적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개인의 어떤 동기는 전

적으로 의도적이고 개인의 관심사나 가치를 

반영하는 내부적인 한편, 다른 동기는 누군가

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강요받는 것처

럼 완전히 외부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

고 지각되는 자율감을 느낄 때 스스로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기 원하고, 소속감을 느낄 때 

타인을 이용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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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기의 연속체(Continuum of Motivation; Ryan & Deci, 2000)

이 아닌,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하며, 유능감을 느낄 때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전하여 내재적 동

기가 유발된다(Deci & Ryan, 1991; Ryan & Deci, 

2000). 동기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동기와, 학업동기나 도박

동기와 같이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

치는 맥락적 동기로 구분되는데(Vallerand, 199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동

기 연구들이 도박동기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개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동

기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 동기의 수준에 주목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등 

다양한 대상에게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내

재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기본심리욕구와 동기 수준의 관련성이 

검증되었다(Alesi, Gómez-López, Chicau Borrego, 

Monteiro, & Granero-Gallegos, 2019; Klaeijsen, 

Vermeulen, & Martens, 2018; van Aart, Hartman, 

Elferink-Gemser, Mombarg, & Visscher, 2017). 

Olafsen, Deci, Halvari(2018)의 연구에서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작업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반대는 성

립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확

인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내재적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인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김

덕진, 양명환, 2013; 안미준, 2019).

동기의 수준은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이 

조절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Rodriguez, Neighbors, Rinker, & Tackett, 2015). 

내재적 동기는 삶의 만족과 직업 성과 등 적

응적인 결과를 유발하고(류영주, 양수진, 2017; 

Siddiqui, Thomas, & Soomro, 2020), 외재적 동기

는 높은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도박 등 부적

응적인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nk et al., 2017; Garcia, Adrianson, 

Amato, & Rapp-Ricciardi, 2020; Mills et al., 2020; 

Neighbors & Larimer, 2004). Rodriguez 등(2015)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동기의 수준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연

구 결과 내재적 동기는 낮은 추격(chasing) 및 

회피동기를 통해 도박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외재적 동기는 높은 추격 및 회피동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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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결정성 이론과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

지 않은 개인이 특정 행동이나 과업 자체에서 

의미를 찾거나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받지 못

하고, 외재적 동기가 유발된 채로 행동에 참

여하거나 외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에 참

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외재적 동

기가 높은 개인은 외적 보상과 같은 특정 결

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쫓

으며 추격매수를 하고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

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일반 동기 수준에 영향

을 미치고, 다시 일반 동기 수준이 도박행동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중독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는 감각을 발달시켜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쉽게 느낀다(Bayan, 2009). Rosenberg

와 McCullough(1981)은 자기개념의 요소로 대

인존재감(Mattering)을 제안하였는데, 대인존재

감이란 타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걱정

하며, 나에게 의존한다는 느낌과 더불어, 행동

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 확장의 경험이자 

동기이다. 대인존재감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

가 마음을 열도록 하고(Elliott, Kao, & Grant, 

2004; Rayle, 2006),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대인관계와 삶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유발하기에(Amundson, 

1993), 중독상담장면과 중독 행동의 문제를 경

험하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일반 동기 수준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나, 기

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과 상황특정적 동기가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Demir와 Davidson(2013)의 연구

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대인존재감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소속감과 대인존재감

의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Marshall, 2001)와 

자율감이 대인존재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Schmidt, Stoddard, Heinze, Caldwell, & 

Zimmerman, 2020; Taylor & Turner, 2001) 등이 

보고됨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대인존

재감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동기가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Chatters(2018)가 실시한 연구에서 내재적 

학업동기는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외재적 학업 동기와 무동기는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을 보았을 때, 일

반 동기 수준도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대인존재감은 중독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마음을 열도록 돕고, 상담관계를 강화하며

(Bayan, 2009; Elliott et al., 2004; Rayle, 2006), 

중독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Flores, 

2004). 중독 행동을 사회 및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연구에서는 대인존재감이 아닌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내적 구인으로 간주하나, 

대인존재감은 사회적, 관계적 측면을 반영하

는 개념이기에(Rosenberg & McCullough, 1981) 

개인을 사회의 한 부분으로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인

으로 간주 될 수 있다(송주석, 박기산, 김예인, 

최희락, 신성만, 2018). Flores(2004)는 중독 치

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외적 변인으

로 공감, 정서적 유대, 지지를 강조하면서, 이

를 통해 중독자의 충동적인 물질사용 혹은 중

독 행동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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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등(2018)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인존재감,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탐색하

여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에서 대인존재감이 완전 매개함을 확

인하였다. 이처럼, 대인존재감은 중독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아직까지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지 않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수준이 도박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

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

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

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그 관계에서 이중매

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가설 1.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

각도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저수준 도박

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연구자 소속기관인 H대학교의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2021-A0005)을 

득한 후 진행하였다. 도박의 변화단계 알고리

즘(Belding, Iguchi, & Lamb, 1996)에서는 지난 3

개월간 도박을 한 적이 없는 도박자들을 단도

박의 실행 및 유지단계로 분류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

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성인을 

도박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도박 관

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도박중독의 예방 및 회

복을 돕는 목적의 카페와 블로그 등 18곳에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오프라인으로 응답을 희

망하는 경우 설문지를 우편 발송 및 우편 회

수하는 방법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설

문에는 총 532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지 내 지

시적 조작 점검 문항(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 item)을 설정하여 불성실 문항으로 간

주된 자료(Oppenheimer, Meyvis, & Davidenko, 

2009)를 제외한 4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

도박행동 심각도의 측정을 위해 DSM-Ⅳ

의 병적 도박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를 김

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묵(2011)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

(K-CPGI)를 사용하였다. K-CPGI는 총 9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지난 1년 동안의 도박 관련 

행동이나 폐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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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에

서는 점수에 따라 비문제성 도박(0점), 저위험

성 도박(1-2점), 중위험성 도박(3-7점), 문제성 

도박(8점 이상)으로 구분하며, 중위험성 이용

자와 문제성 이용자를 합한 비율이 도박중독 

유병률로 추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행

동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절단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도박행동 문제 수준

을 파악하고, 합산점수는 도박행동 심각도를 

의미하는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김아영 등

(201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

도는 .94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도박행동 척도(L척도)

저수준 도박행동을 보이는 개인이 고수준 

도박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에 응답할 경우, 대

부분 ‘매우 그렇지 않다’로 표기하여 ‘비문제

성 도박’ 상태로 분류되고, 바닥효과를 보이

면서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타당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교헌, 권

선중, 김세진, 이순묵, 2011). K-CPGI에서 보

고되는 바닥효과(Floor effect; 이순묵, 윤수철, 

차정은, 김종남, 여성칠, 2012)를 보완하고, 보

다 높은 수준을 포함하는 도박행동의 심각도

(K-CPGI)와 구분하여 저수준 도박행동을 측정

하기 위해 김교헌 등(2011)이 개발 및 타당화

한 저수준 도박행동 척도(L척도)를 사용하였

다. ‘도박에의 무관심’, ‘사교도박’, ‘저위험도

박’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문항

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사교도박 요인에서 마

지막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복수의 의미로 해

석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고(김교헌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내적 일치도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교헌 등(2011)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3, 

각 하위요인은 도박에의 무관심 .86, 사교도

박 .72, 저위험도박 .78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Korean Vers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K-BPNS)

기본심리욕구의 측정을 위해 Ryan과 Deci 

(2000)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기반으로 이

명희와 김아영(2008)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및 타당화 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K-BPNS)를 사용하였다. ‘자

율감’, ‘유능감’, ‘소속감’의 3개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총 18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

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92, 각 하위요인

은 자율감 .77, 유능감 .90, 소속감 .85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일반 동기 척도(Korean version of 

General Motivation Scale; K-GMS)

일반 동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Sharp, Pelletier, Blanchard, Levesque(2003)이 개발

하고 Pelletier 등(2005)이 수정한 일반 동기 척

도(General Motivation Scale; GMS)를 권선중 등

(2006)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일반 동기 

척도(K-GMS)를 사용하였다. ‘내적 조절’, ‘통합

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사된 조절’,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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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무동기’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최근 자기결정성 연구에서는 내적 조절과 

통합된 조절이 유사한 조절유형으로 확인되어 

‘자율적 동기 합성체’로 결합하여 연구하므로

(Deci & Ryan, 2000; Vansteenkiste, Simons, Lens, 

Soenens, & Matos, 2005), 본 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와 통합된 조절을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

하여 활용하였다. 일반 동기 수준의 산출에는 

Ryan과 Connell(1989)이 동기 유형에 따라 가중

치를 부여하여 통합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 제안한 상대적 자율성 지수

(Relative Autonomy Index; RAI)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율성이 높은 동기에는 양의 가중치

를, 타율성이 높은 동기에는 음의 가중치를 

둠으로써 RAI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내재

적)인 일반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

적 자율성 지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Vallerand, Pelletier, & Koestner, 2008), RAI = 

(×자율적 동기 합성체확인된 조절)-(내사

된 조절×외적 조절). 권선중, 김교헌, 이

흥표, 이홍석(200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고, 본 연

구에서 전체 문항은 .95, 각 하위요인은 내적 

조절 .83, 통합된 조절 .81, 확인된 조절 .83, 

내사된 조절 .79, 외적 조절 .81, 무동기 .84으

로 나타났다.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Korean version of 

Mattering Scale)

대인존재감의 측정을 위해 Elliott 등(2004)이 

개발한 대인존재감 척도(Mattering Scale)를 최

한나와 임윤선(2013)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

국판 대인존재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알아봄’, 

‘상호의존’, ‘중요함’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최한나와 

임윤선(201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9, 각 하위요인은 알아봄 .82, 

상호의존 .78, 중요함 .87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3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Process Macro의 

다중매개분석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과 달리, 하나 이상의 매개변인을 한 번

에 검증하는 다중매개효과 모형의 검증이 가

능하고,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한 검증

이 가능하며,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허원무, 2013)을 갖는다. 또한, 

조합점수를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여 일반 동

기 수준의 산출을 위해 조합점수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

박 이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도박행동의 

문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수의 

분포 정도와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통

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기본심리욕구가 도박행

동 심각도와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6번을 사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도박행

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

의 이중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와 저수준 도

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

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직

접 및 간접효과의 유의도 확인을 위해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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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1 기본심리욕구 만족 -

2 일반 동기  .430** -

3 대인존재감  .693**  .428** -

4 도박행동 심각도 -.329** -.143** -.373** -

5 저수준 도박행동 -.182** -.113* -.171** .533** -

M 2.90 0.43 2.41  6.89†  23.62†

SD  .70 1.94  .56 6.38 7.44

왜도 -.04  .18 -.39 .76 -.61

첨도  .57 1.96  .19 -.40  .49

주. *p<.05, **p<.01, †합산점수의 평균값

표 1. 주요 변인 간 상   기술통계

트스트래핑(Boor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Hayes(2013)의 권장대로 표본 수 10,000, 신뢰

구간 95%를 설정하여 간접효과가 신뢰구간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  특성  도박문제 수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여자 

216명(53.7%)가 남자 186명(46.3%)에 비해 많았

다. 연령 범위는 만 19세~68세였고, 평균연령

은 만 36.6세(SD=8.36)였다. 연령별로는 20대

가 66명(16.4%), 30대가 205명(51.0%), 40대가 

106명(26.4%), 50대가 21명(5.2%), 60대가 4명

(1.0%)으로 3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도박문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K-CPGI 점수를 기준으로 도박문제 수준

을 살펴본 결과, 문제성 도박 집단이 157명

(3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서 중위험성 도박 108명(26.9%), 저위험성 도

박 59명(14.6%), 비문제성 도박 78명(19.4%)으

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유병

률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K-CPGI 점수 3

점을 기준으로 도박행동의 문제 수준을 살펴

보면, 연구참여자 중 265명(66.0%)이 도박중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상 분석

주요 변인들(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 도박행동의 심각도, 저수준 도박

행동)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을 초

과하지 않아 모든 주요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이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

석 결과와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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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수준 1.187 .125  9.516***  .942 1.432

기본심리욕구 만족 → 대인존재감  .495 .031 15.954***  .434  .556

일반 동기 → 대인존재감  .046 .011  4.080***  .024  .068

기본심리욕구 만족 → 도박행동 심각도 -.148 .066 -2.236* -.278 -.018

일반 동기 → 도박행동 심각도  .016 .019  .849 -.021  .054

대인존재감 → 도박행동 심각도 -.381 .083 -4.441*** -.535 -.207

주. *p<.05, ***p<.001

표 2.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인존재감, 도박행동 심각도 간의 경로계수

다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도

박행동 심각도와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과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박행동 심각도에의 다중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와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3.4595, R2=.150, p<.001), 구체적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일반 

동기(=1.187, p<.001), 대인존재감(=.495,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도박행

동 심각도(=-.148, p<.05)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동기는 

대인존재감(=.04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도박행동 심각도(=.016,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존재감은 도박행동 심각도(= 

-.381,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계수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유의한 매개변

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매개변수인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Hayes, 2009). 본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

구 만족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332, p<.05)보다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추가되었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도박행동에 미

치는 영향(=-.148, p<.05)이 줄어들어, 기본심

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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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 및 직접효과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도박행동 심각도 -.332 .048 -.426 -.239

직접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도박행동 심각도 -.148 .066 -.278 -.018

간접효과   SE LLCI ULCI

총 간접효과 -.184 .055 -.295 -.079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 도박행동 심각도  .019 .025 -.026  .073

기본심리욕구 만족 →  대인존재감  → 도박행동 심각도 -.183 .050 -.285 -.089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 대인존재감 → 도박행동 심각도 -.020 .008 -.040 -.007

표 3.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인존재감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효과 분해

하한값 사이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 간접효과(=-.184, CI=-.295~-.07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단순 매개효과의 경

로 중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를 매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019, CI=-.026~.07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대인존재

감을 매개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183, CI=-.285~-.089)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도

박행동 심각도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020, CI=-.040~-.00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저수준 도박행동에의 다중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

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F=5.2014, R
2
=.04, p<.01), 구체적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일반 동기(=1.187, 

p<.001), 대인존재감(=.495,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저수준 도박행동(= 

-.072, p>.05)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동기는 대인존재

감(=.04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쳤으나, 저수준 도박행동(=-.007,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존재감은 저수준 도박행동(=-.062, p>.05)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유의한 매개변수

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매개변수인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본 모형에서 기본심리

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114, p<.01)을 보인 것에 반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추가되었을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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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1.187 .125  9.516***  .942 1.432

기본심리욕구 만족 → 대인존재감  .495 .031 15.954***  .434  .556

일반 동기 → 대인존재감  .046 .011  4.080***  .024  .068

기본심리욕구 만족 → 저수준 도박행동 -.072 .044 -1.643 -.157  .014

일반 동기 → 저수준 도박행동 -.007 .013  -.537 -.031  .018

대인존재감 → 저수준 도박행동 -.062 .055 -1.134 -.170  .046

주. ***p <.001

표 4. 기본심리욕구, 일반 동기, 인존재감, 수  도박행동 간의 경로계수

총효과 및 직접효과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저수준 도박행동 -.114 .031 -.174 -.053

직접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저수준 도박행동 -.072 .044 -.157  .014

표 5.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인존재감이 수  도박행동에 미치는 효과 분해

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072, 

p>.05) 기본심리욕구와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

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매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트

스트래핑으로 각 경로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총효과 및 직접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박참여자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수준, 대인존재감, 도박행동 

심각도, 저수준 도박행동의 수준을 살펴보고 

각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성 이

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문제 및 모형

을 설정하고,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

집한 4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일반 동기 수

준,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의 심각도에 어떠

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안녕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Deci & 



김서희․신성만 / 도박이용자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향: 일반 동기와 인존재감의 이 매개효과

- 597 -

Ryan, 2002),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정도가 다

양한 중독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다현, 최진아, 2019; 정민선 등, 2012; 

Allen & Andeson, 2018; Costa et al., 2016)와 맥

을 같이하며,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Dennis, Davis, Chang, & 

McAllister,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개

인은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라고 느끼지 못하

고(자율감),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느끼

지 못하며(소속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부족 할수록

(유능감) 심각한 도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 동기 수

준을 단일 매개 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

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개인은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

이 만족되지 못할수록 행동 자체의 즐거움이

나 내적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강요

받거나 별개의 보상에 목적을 가지고 특정 활

동에 참여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이는 Deci와 

Ryan(2000)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동기의 

유형을 자율(내재적)-통제(외재적) 연속선 상에

서 차별화하고,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 것(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17)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 그러나,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을 단일 매개 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내재적 동기가 도박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Kushnir, Godinho, 

Hodgins, Hendershot, & Cunningham, 2015; Mills 

et al., 2020; Rodriguez et al., 2015)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박참여자가 일

상생활에서 보이는 동기 수준이 단독으로 도

박행동에 미치는 것이 아닌, 다른 현상을 매

개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자

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충족되지 않아서 일

상에서 별개의 보상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하

더라도, 심각한 도박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대인존재감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존재감을 단일 

매개 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

욕구의 만족이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

인이 대인존재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들(Marshall, 2001; Schmidt et al., 2020; Taylor 

& Turner, 2001)과 맥을 같이하며, 두 변인 간

의 직접적인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즉, 개인은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둘러싼 세계에서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대인존재감을 단일 매개변

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존

재감이 부정적 정서나 다른 중독 행동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송주석 등, 

2018; Flett & Zangeneh, 2020; Flores, 2004)과 맥

을 같이하며,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대인존

재감을 통해 중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

로운 발견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은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

미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심각한 도박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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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을 

통해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고, 결국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동기

의 수준과 기본심리욕구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동기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좌절 정도가 클수록 도박문제

의 위험성이 크다고 밝힌 Mills 등(2020)의 연

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만

족과 동기의 수준이 각각 대인존재감에 영향

을 미치고(Chatters, 2018; Schmidt et al., 2020; 

Taylor & Turner, 2001),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대인존재감이 

중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송주

석 등, 2018; Flores, 2004)를 통해 추정하여 가

정했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개인이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

감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행동 자체

의 즐거움이나 내적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

로부터 강요받거나 별개의 보상에 목적을 가

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속

에서 자기를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

로 이어져, 심각한 도박문제라는 부적응적 결

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일반 동기 

수준, 대인존재감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저수

준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

박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총효과)을 보인 것

에 반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추

가된 연구모형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

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직접효과)으로 나타나 기본심리욕구와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

존재감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예

슬, 임숙희, 김교헌, 2015; Dennis et al., 2017; 

Mills et al., 2020)과 일치하는 맥락을 보였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Deci & Ryan, 1985, 

2000),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동기의 자율성

이 대인존재감에 영향을 미쳐(Marshall, 2001; 

Schmidt et al., 2020; Taylor & Turner, 2001) 대

인존재감을 통해 도박행동 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것(Amundson, 1993; Flores, 2004)이라고 가

정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즉, 개인이 자

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록 사교와 유희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

로 도박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이 일

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도박행동의 수준

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진행도가 높은 수준

의 도박행동 심각도를 측정하는 K-CPGI 척도

와 함께 저수준 도박행동을 측정하는 L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 변인이 도

박행동 심각도 및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도박행동은 도박

문제를 야기하지만 모든 도박행동이 도박문제

로 취급되거나 그 자체로 중독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하고, 유희와 오락 수준의 도박행동을 

도박중독 수준의 행동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도박행동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개

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더불어, 기존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동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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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도박동기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자기

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박경험자 삶 전반

에서 나타나는 일반 동기에 주목하여 기본심

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기본심

리욕구의 만족이 일상 생활에서의 자율적(내

재적)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통해 도박행동의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박문제로 인해 어

려움을 겪는 개인이 기본심리욕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돕고, 도박행동 자체를 문

제로 취급하고 이를 멈추기 위한 목표를 세우

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

동하는지 확인하며, 일상에서의 관심과 가치

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도박

자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 관한 자기개념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변인임에도 연구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대인존재감을 도박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했다는 의의

를 지닌다. 대인존재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사

한 개념으로 여겨지는데(최한나, 임윤선, 2013), 

개인 내적인 자아개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느

낌(Rosenberg, 1965)이고, 대인존재감은 타인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느낌(Elliott et al., 2004)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VID-19로 인하여 개인이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신체적으로나 심

리적으로 고립되어 대인존재감을 느끼지 못하

는 위기 상황에서(Flett & Zangeneh, 2020), 대

인존재감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여

겨질 수 있다. 특히, 중독문제를 경험하는 사

람들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쉽게 느끼기 때문에, 중독상담

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장면과 

개인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미 있

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Bayan,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가 친 하고 중요한 관계를 통해(Rayle, 2006) 

대인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의 효

과성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최

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행동에 참여한 성인

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

나, 온라인 설문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

로 연구참여자 중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오프라인(강원

랜드, 로또방 등)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대상들

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대상의 비율을 확대하여 표본의 대

표성을 확보하고, 도박 참여 방법에 따른 도

박 이용 관련 특성과 주요 변인의 영향력 등

에서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

여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으나, 최근 중독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에서 나아

가 기본심리욕구의 균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서(Sheldon & Niemiec, 2006) 생리․심리적 균형

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도박행동에 미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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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다차원적 연

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결

과를 청소년과 다른 중독 행동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들

의 도박행동은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

근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

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이승현, 서민

수, 조윤오, 2019), 도박을 비롯하여 음주나 흡

연, 마약 등 다른 중독 행동의 심각성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강환웅, 2020), 다양한 대상 

및 중독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

구결과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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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Gambl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Gambling Behavior: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Seo-hee Kim                    Sung-ma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Handong Global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the variables affecting gambling behavior and find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low-level gambling behavior through the general motivation level and mattering respectively. Self-reported 

data of 402 adults who have participated in gambling at least once in the last 3 months were analyzed, 

and dual-mediator model was conducte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gambling behavior severity through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Specifically,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ttering through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through this path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gambling behavior severity. On the other h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ow-level gambling behavior, but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was not significant in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n the effects of the general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presence on gambling behavior were proposed,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Gambling Behavior, Low-level Gambling Behavior, Basic Psychological Needs, General Motivation, 

Mattering, Self-determin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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