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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도박(Gambling)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

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뜻하며[1], 도박중독

(gambling disorder)이란 도박행위로 인해 개인과 가족, 친구

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타인과 직장을 포함한 조직 및 지역사회 

등에 다양한 폐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

고 지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2]. DSM-5에서는 이

러한 도박문제를 행위중독의 한 유형으로 공식화하였다.

도박중독의 국내 유병률은 5.3%로[3], 같은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국외 유병률 중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3.7%, 

미국 1.5%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높은 수치이다. 2007년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도박중독 유병률의 감소는 미미한 수준

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연령층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4]. 

도박중독이 개인과 가족, 대인관계와 사회에 주는 폐해는 심

각한 수준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도박중독은 우울증 및 불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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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자살 및 약물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병적 도박

군에 속한 사람의 70.1%가 평생 동안 하나 이상 정신질환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들은 파산, 부채, 실직 등의 상황

을 겪으면서 가족, 친구, 주변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이

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등, 인간관계의 파탄이 발생하게 된

다. 도박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5~78조 사이로 흡연이나 암의 

부담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되며[6,7], 이는 4대 중독에 속하

는 알코올, 인터넷, 게임중독에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큰 사회

경제적 부담을 차지한다. 또한, 도박중독은 국가 의료비용 증가, 

고용률 감소,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7].

그러나 국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시스템은 미흡하

다. 국외의 보고에 따르면 도박중독은 최대 90%의 재발률을 보

이는데[8], 국내의 연구는 도박중독의 재발률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원인 규명에 대한 시도가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행

산업별 주무부처 및 법적 근거가 상이하여 근거기반의 일관적

이고 지속적인 예방 ․ 치료 ․ 재활 정책이 부재한 현실이다[9]. 국

내 도박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13년에 도박문제관리센터

가 출범되었으나, 여전히 도박중독에 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

인 서비스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10], 도박중독자들

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11].

이러한 중독의 치료패러다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여 전 세

계적으로 회복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치료패러다임과는 달리 회복패러다임에서는 중독자를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보면서 전문가 중심이 아닌 중독자 중심의 서비스에 초

점을 둔다. 그렇기에 중독자 자신들이 경험한 회복과정은 치료

영역에서 활용할만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도박중독의 회복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증가

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22)는 도박중독의 회복

단계를 도움에 대한 정서적 열망을 가지는 결심단계, 채무를 

상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재건단계,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새

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는 성장단계로 제시하였다[12]. 이처럼 

도박중독에서의 회복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

이 관련 연구의 축적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13]. 하지만 회복단

계의 경험과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근거와 검토 및 분석이 부족하여 회복단계에 대한 통

합적인 이해와 재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도박중독의 

치료와 재활에의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이는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국내에는 도박에서의 회복

에 대한 공통된 개념 합의가 부재하다. 또한, 대상자의 정신건

강 문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이야기

의 전문가들인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는 핵심적인 원칙으로 볼 때[14], 도박중독자의 생생한 회복 경

험을 드러낸 질적연구를 통합하는 것은 회복 현상에 대한 맥락

을 고려한 지식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질적연구결과를 분석, 

합성하여 관심 현상에 관한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질적 

메타합성 방법(qualitative meta-synthesis)을 사용하여 국내

에서 도박중독의 회복을 다룬 연구결과를 합성하는 것이다. 이

는 도박중독의 회복경험을 드러내는 단일 연구결과들의 해석

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해당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제

공하여, 질적연구의 객관성을 획득하고 근거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도박중독은 문화권마다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데[15], 특히 서구문화와 비교해 볼 때 국내는 화투놀이 등의 

일상생활 도박과 온라인 산업의 발달 등으로 도박에 대한 사회

적 수용성 및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6]. 이를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결

과들을 연구대상 문헌으로 삼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회복 및 재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도박중독의 회복을 다룬 질적연구결

과들을 분석, 합성하여 통합적인 지식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도박중독에서의 회복의 개념을 도

출하고, 도박중독 대상자가 경험한 회복과정을 심층적으로 파

악하여 도박중독 회복의 단계별 특성과 회복을 돕는 요인 및 방

해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국내에서 도박중독의 회복을 다룬 질적연구들을 

수집하여 개별연구가 담고 있는 회복 경험을 분석하고 통합함

으로써, 도박중독의 회복에 관한 통합적 지식체를 구축하기 위

한 질적 메타합성(qualitative meta-synthesis) 연구이다. 질

적 메타합성 방법은 질적연구의 결과를 합성하여 개념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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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납적인 과정으로, 체계적인 문헌 선택 및 분석 과정을 통

해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관심 현상에 관하여 단일 

연구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

호학 분야에서 질적연구를 합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Butler (2016)를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17]. 이는 연구결과

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당 연구주제에 대하여 깊은 통찰

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다.

2. 문헌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문헌의 선정기준은 1) 도박중독을 진단받은 이후의 회복과정

이 드러나 있는 연구, 2)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 3) 국내에

서 출판된 연구로 설정하였으며 출판시기는 제한을 두지 않았

다. 문헌의 제외기준은 1)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연구, 2) 질적연구 이외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 3) 학위 논

문, 포스터 등 전문적 ․ 학술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이다. 

3. 문헌검색

국내에서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연

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

술정보원(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누리미디어(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 Science ON으로 통합)를 이용하였다. 일반

적으로 질적 메타합성의 검색어는 인구(population), 맥락

(context), 결과(outcome)를 조합하여 진행하나[17] 국내 데

이터베이스에 이를 대입하였을 때 검색되는 문헌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문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박’과 ‘회복’

으로 용어를 한정하여 검색하였다. 일차로 검색된 논문들은 문

헌관리 프로그램(Endnote X9)에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4. 문헌선정 및 질 평가

문헌선정의 체계적인 검색과정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문헌선정은 연구자 5인이 문헌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문헌검색을 시행하였다. 문헌검색은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최초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총 256편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 문헌과 출판형태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118편을 제외하였다. 138편의 도출된 문헌의 제목 

검토를 통해 연구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64

편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 

연구 개념 등에 초점을 두고 74편의 문헌의 초록을 검토하는 과

정을 거쳤다. 이때 연구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섯 명의 연구자 

중 네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문헌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총 35

편을 제외하여 3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39

편의 문헌에 대한 원문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을 

다루거나 도박의 회복과정이 아닌 중독과정만 드러나 있는 문

헌,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거나 중복된 문헌 등 17편을 탈

락시켰고, 참고문헌의 수기검색을 통해 1편을 추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23개

의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를 위하여 CASP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CASP는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연구목적의 명확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설계의 적절성, 대상자 모집 방법의 적절

성, 자료수집의 적절성,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 윤리적 고

려, 데이터 분석의 엄격성, 명료한 결과 진술 및 연구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 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문헌의 질을 평

가하였고, 연구자들의 평가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

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관해서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1점, 충족하지 않는 경우 0점, 확실하지 않으면 

0.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Table 1). 이 과정에서 

총점이 2점이고 윤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 1편

(A21)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2개 문헌이 Butler 

등이 제시한 질 평가 기준인 6점(총 10점) 이상으로 분석에 포

함되었다. 

5. 자료추출 및 분석

질적 메타합성의 단계는 문헌추출(extraction)과 문헌합성

(synthesis)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문헌추출은 두 단계로 이

루어졌는데 먼저 연구자들은 각각의 문헌을 읽고 방법론, 목

적, 결과, 연구의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Table 2). 다음 단

계로 메타합성을 위한 초기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한국도박문

제관리센터에서 제시한 도박중독에서의 회복의 3단계인 결심

기, 재건기, 성장기를 가로축으로 설정하고, 세로축은 알코올

중독의 회복에 관한 메타합성 연구[18]를 참고하여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정하였다. 

선정된 문헌들을 반복하여 읽고 고찰하면서 분석 틀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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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갔으며, 개인내적 영역에는 신체, 심리/정서, 영성, 인지/행

동, 경제적 요소로, 대인 관계적 영역에는 가족, 친구, 전문가/상

담가, 동료, 기타로 세분화하였다. 사회/문화 영역에는 사회제도 

및 정책/문화, 익명의 도박중독자들(Gambling Anonymous, 

GA).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 지역사회

센터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석 틀에 22개 문헌

의 연구결과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는 합성의 첫 

단계인 coding에 해당한다. 정리된 연구결과들을 반복하여 읽

으며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깊이 있

는 토론을 이어나가며, 각 회복단계별 특징을 드러내는 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으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재발요인)과 회복

을 돕는 요인(보호요인)을 파악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책임연구자는 두 편의 메타합성 연구를 통하여 알코올중독

의 회복, 트라우마가 알코올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도출하며 중독의 회복 분야

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전 경험을 지니고 있다. 모든 연구자

는 대학원 과정에서 중독정신간호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중독

에 대해 체계적 지식을 학습하였으며, 고찰연구와 질적연구방

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였다.

연구결과

1. 선정 문헌의 일반적 특성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 22편에 포함된 총 213명의 대상자

가 겪은 도박중독 및 회복 경험을 분석하였다(Table 3). 

1) 출판연도

선정된 문헌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7편이, 2018년 이

후에 15편이 출판되었는데, 이를 통해 최근에 도박중독과 회복

과 관련된 질적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Flow chart of artic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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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설계

방법론으로 현상학 연구 11편(50.0%), 근거이론 연구 5편

(22.6%), 사례연구 3편(13.6%), 생애사 연구와 주제분석 연구, 

그리고 일상생활 연구가 각각 1편씩으로, 최근 도박중독 회복

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대상자

213명 중 여성이 41명(19.2%) 남성이 172명(80.8%)을 차지

하여 남성 도박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논문은 생애사분석 한 편이 유일했다[A22]. 

분석 대상자 213명의 나이는 16세에서 81세로 그 범위가 넓었

고, 대부분 대상자는 30대에서 50대에 속했다. 대상자의 발달

단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A10]와 62세에서 80세 사이의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A7]가 한 편씩 있었다. 

22편의 문헌 중 단도박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14편

(63.6%)이었고, 단도박 기간은 6개월에서 35년으로 그 차이가 

컸다. 이 중 3편의 문헌을 제외한 19편의 연구에서는 2년 이상 

단도박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분석대상 대상자들

Table 1. Quality Assessment of the Studies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No.

Section A:
Are the results valid?

Section B:
What are the results?

Section C:
Will the results 

help locally?
Total
score

1 2 3 4 5 6 7 8 9 10

Clear 
statement 

of aims

Qualitative 
methodology

Research 
design

Sampling
Data 

collection
Reflexivity

Ethical
issues

Data 
analysis

Findings
Value of 
research

A1 1 1 1 1 1 1 1 1 1 1 10

A2 1 1 1 1 1 1 1 1 1 1 10

A3 1 1 1 1 1 1 1 1 1 1 10

A4 1 1 1 1 1 1 1 1 1 1 10

A5 1 1 1 1 1 1 1 1 1 1 10

A6 1 1 1 1 1 1 1 1 1 1 10

A7 1 1 1 1 1 1 1 1 1 1 10

A8 1 1 1 1 1 1 1 1 1 1 10

A9 1 1 1 1 1 1 1 1 1 1 10

A10 1 1 1 1 1 0.5 1 1 1 1 9.5

A11 1 1 1 1 1 1 1 1 1 1 10

A12 1 1 1 1 1 1 1 1 1 1 10

A13 1 1 1 1 1 0 1 1 1 1 9

A14 1 1 1 1 1 1 1 1 1 1 10

A15 1 1 1 1 1 1 1 1 1 1 10

A16 1 1 1 1 1 1 1 1 1 1 10

A17 1 1 1 1 1 1 1 1 1 1 10

A18 1 1 1 1 1 0 1 1 1 1 9

A19 1 1 1 1 1 1 1 1 1 1 10

A20 1 1 1 1 1 0 1 1 1 1 9

A21 1 0 0 0 0 0 0 0 0.5 0.5 2

A22 1 1 1 0.5 1 1 1 1 0.5 0.5 8.5

A23 1 1 1 1 1 0 1 1 1 1 9



37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김잔디 · 류아라 · 이현선 등

Table 2. Summary of the Included Articles

No. Author
(year) Aim of the study

Participants
N (F/M)

Age
(GAP)

Research 
design Main theme identified/ Result

A1 Kang JH
(2018)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mbling 
addicts' good deed 
experiences and the recovery 
from addiction through 
looking at their good deed 
experiences. 

N=8 (3/5)
41~78 years old
(-)

Giorgi's 
phenom-
enological 
method

5 themes
- Good deed
- Unlocking good nature
- Self-reflection
- Feeling responsibility
- Finding new role 

A2 Kang JH,
Kim YH,
Lee DJ 
(2019)

To explore how inferiority 
complex is related to 
gambling addiction and how 
gamblers overcome 
inferiority in the course of 
recovery. 

N=9 (4/5)
39~62 years old
(-)

Giorgi's 
phenom-
enological 
method

9 themes
- Economic inferiority complex
- Best way to overcome inferiority complex (gambling)
- Temporary superiority
- Frustration and lingering affection
- New inferiority complex
- Building support systems
- Mind control
- Alternative activities
- Finding satisfaction

A3 Kang JH,
Um DW, 
Lee HK
(2017)

To examine the recovering 
gambling addicts' 
overcoming process on their 
hardships of life which 
hamper their recovery. 

N=10 (5/5)
44~76 years old
(-)

Grounded 
theory process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31 concepts were construct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32 subcategories and 14 categories. 

A4 Kang JH,
Lee HK
(2016)

To examine how a person's 
sense is changing in the 
process of gambling 
addiction and recovery

N=10 (5/5)
39~76 years old
(-)

Giorgi's 
phenom-
enological 
method

Meaningful units were categorized into 18 'emerging 
themes', and integrated by the total of 6 'essential themes.'

A5 Kang JH,
Lee HK
(2016)

To examine how a person's 
senses, feelings, thoughts 
and actions which are basic 
constituents of human 
existence, has changed in the 
gambling addicts' recovering 
process

N=10 (5/5)
39~76 years old
(-)

Giorgi's 
phenom-
enological 
method

- Dull senses
- Fixation of thoughts
- Ambivalent feelings
- Loss of control
- Recovery of senses
- Reconstruction of thoughts
- Relaxed feelings
- Abstinent life

A6 Kang JH,
Lee HK
(2019)

To ascertain what makes the 
existential experiences 
possible in the recovery 
process of gambling addicts 
and how it shapes the will of 
gambling abstinence

N=8 (1/7)
42~62 years old
(19 month~
18 years)

Hermeneutic 
phenom-
enology 
approach

3 steps
- First step: existential self-consciousness
- Second step: struggle (inner conflict)
- Third step: mastering existence

A7 Kang JH,
Joo WT
(2018)

To explore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elderly 
gamblers.

N=5 (3/2)
62~80 years old
(12~15 years)

Case study 
method

13 topics
- Elderly gamblers started to stop gambling through 

disillusionment and death anxiety 
- Conflicted in the process of recovery due to the loneliness, 

the regret of the years, the anxious aging, the old body, the 
joyfulness, and the temptation of life gambling. 

- Escaping from gambling addiction by constructing a new 
life-world, overcoming everyday obstacles, self-reflection 
through others, alternative activities, and having simple 
dreams and hope creation.

A8 Kang JH,
Choi Y
(2018)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suicide attempts and the 
recovery experiences of 
gambling addicts

N=10 (1/9)
39~76 years old
(-)

Phenom-
enological 
method

1. Five topics
- Floor experience and breakdown
- Fluctuation
- Support of others
- Awareness
- Finding a new way of life
2. The essential theme 
"Overcome suicide crisis caused by 'floor experience' with 
support and awareness of others and discover new ways of 
life style rather than gambling"

GAP=Gambling abstinence periods; F=female; M=male; 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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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Included Articles (Continued)

No. Author
(year) Aim of the study

Participants
N (F/M)

Age (GAP)

Research 
design Main theme identified/ Result

A9 Kim KH,
Kang JH
(2020)

To explore a gambling addict's 
good deed and recovery 
experience through G. A. By 
focusing on the traits of G. A. 
In South Korea

N=9 (0/9)
Born in 
1939~1983
(GA participate 
in 2~39 years)

Case study 
method

12 topics: 
G. A. in South Korea is identified to have traits that are
-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 Regular meeting
- Openness and expandability
- Forming and reinforcing social relationships.' 
Gambling addicts, according to these traits, experienced 
good deeds consisted of 
- Operational supports including official duty
- Supports for new and exiting members
- The extension of the good deeds
Gambling addicts recovered through
- Perceiving self positively
- Perceiving others positively
- Self-reflection and forgiveness
- Enhancing responsibility
- Discovering new life values
Overall, a good deed in G. A. is defined as 'inner-changing 
recovery through relationships with fellow members.'

A10 Kim YN,
Kwon SJ
(2020)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recovery 
process of adolescents' 
gambling problems and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N=30 (2/28)
16~20 years old
(-)

Grounded 
theory 
method-
ology

A total of 23 higher categories, 62 lower categories, and 156 
conceptualizations.

A11 Kim YG,
Lee SY
(2020)

To understand the essential 
meaning of community 
experience of long-term 
gambling abstinence residents 
near Kangwonland

N=5 (2/3)
53~67 years old
(3~9 years)

Phenom-
enological 
method

4 essential themes:
- Recovery of everydayness
- Self-care
- Connected with significant other
- Social recognition
The community experiences of long-term gambling 
abstinence residents near Kangwonland are in the process of 
restoring everydayness, they are "struggling" to feel happy 
and to receive social recognition from the other residents 
through self-care and connection with the significant other.

A12 Kim YG,
Lee SY
(2021)

To understand the recovery 
experience of everyday life of 
the applicants for casino 
self-exclusion program living 
near Kangwon Land Casino

N=4 (3/1)
52~66 years old
(3~6 years)

Everyday 
life research

Main theme: 
- To live life diligently
- Accepting the mediocrity of everyday life as well as the 

obvious but not easy daily routines.
1. In th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subjective reality, the 

subjective reality appeared as a daily struggle of constant 
effort for a normal life after the permanent suspension, 
and the factors that changed subjective reality included 
recognition of vulnerability to gambling addiction, guilt, 
and COVID-19 pandemic.

2. the significant others were family members, friends, field 
experts, and fellow recoverers. Adapta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be working for a living, working for proof of 
ability, working for future preparation, living as an 
autonomous entity, and helping other gamblers recover.

A13 Kim HS,
Park SG
(2015)

To analyze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recovery from 
gambling addiction by 
questing for the recovery 
experiences of the compulsive 
gambler without exagg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participants themselves 
To suggest the practical bases 
for the reason why they need 
GA in the process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s.

N=12 (0/12)
40~70 years old 
approximately
(7~27 years)

Qualitative 
study, 
phenom-
enological 
Colaizzi's 
approach

79 meaning units, 19 theme units and 5 categories were 
classified.
GA was classified as 5 categories.
- 'Not receptive to GA', 
- 'Receptive to GA', 
- 'Gradual participation in GA', 
- 'Follows GA principles in everyday life'
- 'Grace of the Greater Power'. Spiritual orientation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ir recovery.

GAP=Gambling abstinence periods; F=female; M=male; 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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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Included Articles (Continued)

No. Author
(year) Aim of the study

Participants
N (F/M)

Age (GAP)

Research 
design Main theme identified/ Result

A14 Shim SH
(2018)

To explore the meaning of 
spirituality experience in the 
recovery process of 
gambling addiction;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to provide a 
passage of spiritual 
intervention based on 
experience to the therapeutic 
approach of gambling 
addiction.

N=10 (0/10)
38~56 years old
(5~25 years)

Spirituality 
experience 
study 
methodology 
of pastoral 
theology

In terms of main characteristics on the order of spiritual 
journey such as before the spirituality experience, experience 
process and its result. 
In addition, the role of Christian counselor was proposed as 
the interpreter of the spiritual journey in the process of 
recovery.

A15 Yoon MS,
Chae WS
(2010)

To develop the entity theory 
on the recovering process 
from gambling addiction.

N=7 (0/7)
52 years old
(average)
(10 years 
average)

Qualitative 
study 
grounded 
theory 
methodolog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990)

1) The casual condition was 'Being cut off money;
- 'Losing the will',
- 'Shame'
- 'Repent'
- 'Wanting to die'. 
2) The core phenomenon was 'Giving up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The intervening condition to boost this phenomenon was 
'Being helped by friends', 'Being supported by the police', 
'Being led by the family', 'Showing the willpower'. 

3)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identified as 
'Cutting off the flow of funds', 'Overcoming the temptation 
of gambling', 'Diverting attention to other things', ending 
up 'Being conscious of family' Growing up', 'Being free'.

4) The core concept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gambling addiction was revealed as 'Being free by giving 
up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5) The process of getting over the gambling addiction was 
-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being shattered,
- Giving up the dream of hitting the jackpot, 
-' Getting out of it', and 'Being free'. 

6) The study participants (4 types)
- 'Challenging type', 
- 'Enjoying type', 
- 'Showing off type', 
- 'Obsessive type'.

A16 Lee KM,
Kang SK,
Thak PK
(2015)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mpede the gambling 
abstinence attempted by 
gamblers who experience 
gambling relapses; 
To investigate how to 
manage and control their 
gambling exposure risk 
situations

N=16 (11/5)
39~67 years old
(1~3 year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tudy
Krippen-
dorff's content 
analysis

4 dimensions
- Social dimension: social isolation and excessive 

confrontation
- Family dimension: avoidance, conflict, sense of distance, 

onlooking, and false masks 
- Physical dimension: somatization symptoms
-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mensions: embroilment, 

helplessness, self-pity, resentment and anger, indolence

A17 Lee KM, 
Lee HK
(2019)

To investigate the recovery 
process and contents of the 
restorers who escape from 
gambling addiction.

N=10 (0/10)
43~58 years old
(-)

Qualitative 
longitudinal 
case study

- Family life was a process of overcoming the confusion and 
distrust and wrapping the wound through mutual growth. 

- Economic life appeared as a process of liberation from 
money by infusing personality with money. 
- Strategy was to reform the everyday life and expand the 
denotation of gambling addiction.

A18 Lee DJ,
Kang JH
(2020)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and 
maintain recovering 
gambling addicts 
researching detail in the 
gambling addicts' good 
deed.

N=10 (0/10)
38~82 years old
(2~35 years)

Giorgi's 
phenom-
enological 
method

5 themes 
- 'Bottom feeder'
- 'Forced recovering gambling addicts'
- 'Experiencing good deed'
- 'Self-Reflection (changing from good deed)' 
- 'Self-Authorization (authentic way of recovery)'. 
- ＞general structure technology as 
'Changing Forced recovering gambling addicts into 
Authentic recovering gambling addicts through 
self-reflection and self-authorization taking this opportunity 
experiencing good deed'.

GAP=Gambling abstinence periods; F=female; M=male; 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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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자진하여 영구정지한 자, 

GA에 참여한 자, 1년 이상 단도박했으나 재발한 자, 선행경험

과 회복의 경험이 있는 단도박자, 감각 회복의 경험, 생활고 극

복의 경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2. 회복과정 경험

질적 메타합성을 수행한 결과, 도박중독의 회복과정을 아우

르는 전체 주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

정’으로 드러났다. 이 주제는 도박에 빠진 시기에는 나는 내가 아

닌 중독에 잠식당했고 도박에 지배당했지만, 단도박을 결심하

고 회복과정이 시작되면서, 삶을 둘러싼 여러 차원에서의 재건

을 거쳐 점차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삶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 전체 주제에는 회

복과정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타

인을 도우며, 이러한 선행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함

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 위에서 나아가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도박문제관리통합센터에서 제시한 결심기(de-

cision-making phase), 재건기(life-reconstruction phase), 성장

기(life-fulfillment phase)의 세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단계 사

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재발요인과 회복의 보호요인을 추가로 

도출하였다(Table 4). 

Table 2. Summary of the Included Articles (Continued)

No. Author
(year) Aim of the study

Participants
N (F/M)

Age
(GAP)

Research 
design Main theme identified/ Result

A19 Lee DJ,
Kim KH,
Maeng SJ,
Kang JH
(2021)

To examine through the 
grounded theory that GA 
participants recover through 
good works.

N=10 (0/10)
38~49 years old
(2~35 years)

Grounded 
theory method

- Force GA participation
- Colleague support
- GA operation support
- Advancement experience
- Opportunity
- Talent
GA's structural Ten themes could be derived,
including 'characteristics', 'continuation of good deeds', 
'expansion of good deeds', and 'real gambling'.
the core category of 'going from forced gambling to true 
single gambling through advanced experience' is assumed, 
'advanced expansion type', 'recovery expert type', 'activity 
maintenance type', 'mixed type' 

A20 Lee KM, 
Lee HK 
(2019)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tigma, reaction, coping, 
and results.

N=9 (0/9)
46~58 years old
(3~13 years)

Phenom-
enological 
study

48 topics were derived.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ir recover experiences mean 
'a great resignation'
'making road to the society'
'an evolution to a positive human being' 
'going against a rule of gravitation in stigma', 
'a present of freedom from of growth', 
'making miracle through hope'
'a ritual of new life through self-renewal'. 

A22 Hong HM,
Kim YG
(2014)

To analyze a life history of 
an elderly female gambler 
who gambled about thirty 
years. Authors interpreted 
lived-experience and various 
kind of meanings of 
gambling.

N=1 (1/0)
63 years old
(26 month)

Life history Theme of narrative was 'Others seduced me to go awry from 
my innocent ways/
3 segments and results of analysis 
- Her first gambling experience was a consequence of 

'dialectical interaction of oppression and deviation/
- Her second gambling experience in Japan was a 

consequence of 'reciprocal action of diachronic and 
synchronic conditions'

- Her last gambling experience in Kangwonland was the 
process of change 'from legitimated gambler to panhandler, 
and recovery again'

A23 Lee EJ,
Kim JR
(2020)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gambling 
disorder, who 
Participated in the 
therapeutic community.

N=10 (1/9)
39.9 years old
(average)
(11 years old 
average)

Qualitative 
study

Seven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 Trusting in a warm and safe environment; 
- Being comforted by colleagues' empathy; 
- Recognition of personal problems through colleagues' 

stories; 
- Recognition of personal wrong values through philosophy; 
- Recognition of a personal problem with lifestyle;
- Empathizing with family members; 
- Development of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cope with 

relapse

GAP=Gambling abstinence periods; F=female; M=male; 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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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심기: 상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딛고 상황을 인정하면서 

지지를 통해 단도박을 결심함 

도박중독에 빠진 대상자들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총체적인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더 이상 도박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결과로 그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도박의 폐해를 자각하

고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들이 단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첫걸음인 결심기의 특성으로 해석되며, 

이 결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하위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물질적 어려움을 포함한 총체적 상실 및 관계의 단절로 

도박을 지속할 수 없음

일확천금을 향한 부푼 기대, 짜릿한 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했던 도박의 덫에 걸려 헤어 나올 수 없었던 대상자들은 돌

이키기 어려운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주된 상실은 경제적 파산이었다[A2,A3,A8,A9,A15,A22].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틀지 못하고 냉방에서 지낼 만큼 생활고

에 시달리며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A15], 전 재

산을 탕진하고 감당하지 못할 빚까지 지게 되어 사채꾼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기도 하였다[A3,A8]. 돈 한 푼 없게 되자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에 반복적인 자살 시도로 생명

을 위협하기도 하였다[A8]. 많은 대상자는 경제적 파산으로 자

금줄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도박을 

중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도박자금의 고갈이 도박중

독에서 있어서 단도박의 필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상실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실은 대인 기피증을 

일으키기도 하였다[A2]. 도박에의 심취는 감각의 상실을 초래

하여 대상자는 산, 강, 꽃, 공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주위 환경에 

Table 4. Themes and Sub-themes of the Study

Overarching theme: The journey of becoming the master of my life and growing together

Stage & factors Theme Sub-theme

Decision-making 
phase

Overcoming negative emotions 
caused by loss, acknowledging 
the situation and deciding to 
stop gambling with support

․ Inability to continue gambling due to total loss, including material 
hardship, and severing relationships

․ Feeling psychological pain enough to decide to stop gambling
․ Acknowledging the harms of gambling and accepting reality

Life-reconstruction 
phase

Embracing myself and my 
surroundings and actively 
living with the hope of healing 
and recovery

․ Becoming more aware of self and others
․ Letting go of the desire for wealth and continue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steadily

․ Fostering trust with a family member who has not given up on me.
․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Life-fulfillment 
phase

To be at the center of life, pursue 
new values of life and want to 
live with others

․ Pursuing new values of life by affirming self and others and embracing 
hope

․ Moving toward a life that serves self and others by extending good deeds
․ Responsible and actively involving in gambling addiction issues

Protective factor / 
Barrier

Developing strategies with 
support in the face of false 
beliefs about gambling, 
psychological confusion, and 
poor environment

․ Stepping into the gambling house again due to low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confusion

․ Preoccupied with the idea that gambling is the best solution
․ Experiencing the temptation to relapse in an environment conducive to 
gambling

․ Staying away from gambling with support from family and community
․ Developing specific strategies to keep gambling away

Table 3.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Artic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Year 2010~2017
2018~2021
Total

7
15
22

(31.8)
(68.2)
(100.0)

Methodology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Case study
Life history
Thematic analysis
Everyday life story
Total

11
5
3
1
1
1

22

(50.0)
(22.6)
(13.6)
(4.6)
(4.6)
(4.6)
(100.0)

Sex Female
Male
Total

41
172
213

(19.2)
(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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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각을 잃고 오로지 도박장의 칩에만 극도로 집착하게 되

었다[A4]. 도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주위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혼자가 되었다[A6].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져 대

상자들은 오갈 데 없이 홀로 ‘무인도에 고립’되는 경험을 하였으

며[A8,A11], 이혼, 낙태, 가족의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관계의 

파국에 이르기도 하였다[A6,A15]. 이처럼 도박은 대상자들이 

평소 소중히 여겼던 가족, 직장,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앗아갔

고, 대상자들은 도박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 단도박을 결심할 만큼 심리적 고통을 느낌 

대상자들은 상실과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극단적인 부정적 

정서들을 경험했다. 도박으로 인한 총체적 상실이 고립으로 이

어지면서 ‘심리적 천공’과 같은 회의감, 허전함, 허무함, 고독감 

등을 느꼈다[A6,A8,A10]. 도박을 멈추지 못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자책과 그 결과 마주친 최악의 상황

으로부터 대상자들은 처절한 괴로움, 원통함, 불안감, 우울감, 

후회감, 죽고 싶은 감정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A2,A4, 

A5,A9]. 또한, 그 모든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비롯하였기에 대

상자들은 죄책감, 비참함, 패배감, 좌절감, 열등감, 환멸감 등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난하게 되었다[A5,A8, 

A9]. 이처럼 대상자들이 겪는 처절한 심리적 고통은 자기반성

을 통해 단도박을 결심하게 만드는 촉진제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도박의 폐해를 자각하고 현실을 수용함 

대상자들은 도박으로 인한 상실, 단절, 심리적 고통을 겪으

며, 도박에 관한 환상을 깰 수 있게 되었고 현실을 수용하고 새

로운 목표를 재결단하게 되었다[A3,A7]. 사회적 낙인으로부

터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체념’을 통해 현실을 발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상으

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기도 하였다[A20].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동기를 생성

할 수 있었다[A3]. 자살 시도 후 회복과정에서 대상자는 도박

보다 더 소중한 가족들이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도박을 새

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A8]. 특히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인지적 변화는 단도박 결심을 촉발했는데, 도박은 

실력이 아닌 운에 좌우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합

리적 신념을 갖게 됨으로써 단도박을 결심하게 되었다[A10]. 

특히 카지노 도박중독 대상자들은 도박이 생계수단이 될 수 없

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도박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카지노 영구정지 신청’과 같은 외적 통제를 이용하는 실질적

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A3,A12]. 

2) 재건기: 나와 주변을 수용하고 치유와 복구의 희망을 품은 채 

적극적으로 생활함

재건기의 대상자들은 단도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

데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적 문제

들을 치유하고 복구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계속해간다.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착실하게 경제활동을 시작

하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단도박 모임에 적극적으

로 참석하였다. 재건기의 특성은 다음 4가지 하위주제로 도출

되었다.

(1) 자신과 타인을 올곧게 인식하게 됨 

재건기에서 대상자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로소 밥맛을 느끼고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A5]. 이 시기를 구별 짓는 행동 특성은 중독에 빠졌

을 때 자신이 일으켰던 문제와 가족 및 재정문제를 수용적이고 

겸허한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자신의 감정과 생활습관 등을 점

검하고 교정하려는 모습들이다[A17]. 비난을 감수하고 긍정

하는 인간으로서의 변화를 겪으며, 부정적 정서에서 해방되며 

단도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A3,A10,A20]. 

그럼으로써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

과 동시에 삶의 편안함을 찾아가며, 단도박을 유지해나가는 경

험을 한다[A3,A5,A9]. 

(2) 부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착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감 

재건기의 대상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절감하게 된다. 이전에 

도박을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 대부분

을 도박장의 시간과 리듬 속에 살아온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허드렛일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 돈

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과 미래를 위해 돈을 쓰고 모으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이들은 재건의 변화를 보였다[A11,A12,A17]. 구

체적으로 이 시기에 대상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재결단

을 하며 ‘일확천금’에 대한 희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

지고, 요리, 운전, 부동산 등 새로운 일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일

용직 근로, 식당 아르바이트, 중독관리센터 업무보조 등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다[A3,A7]. 청소년의 경우 용돈을 모으

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빚을 청산하려는 모습을 보

인다[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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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를 포기하지 않은 가족과의 믿음을 싹틔움

대상자들은 자신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가족에 

대해 비로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항상 곁에서 힘을 주는 가족이 있다는 믿음 자체

는 도박중독의 회복과정에서 큰 버팀목이었다[A3,A12,A23]. 

중독 시기에 생겼던 회의와 불신을 극복하고, 회복과정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면서 점차 믿음이 축적되고 관계가 회

복되어갔다[A10,A17]. 대상자들은 가족 및 대인관계에 있어

서 더는 타인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대해 편안함을 느

끼기 시작했다.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며,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A23].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과거에 받지 

못한 사랑을 갈망하며 일탈하는 등, 잠재되었던 가족 위기사건

이 발현되기도 하여[A17], 이 시기는 가족을 둘러싼 양가적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4) 단도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대상자들은 가족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GA에 참여하기도 하고, 

강제로 TC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들의 자조모임 참여의 

시작은 비자발적이었지만, 그 장점과 이득을 깨닫게 되면서 이에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모임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느끼고[A5-A7,A9,A13,A14], 롤모

델을 만나기도 했으며, 같은 문제를 가진 동료를 돕는 것이 자

신이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경험을 나누면서 도박의 

갈망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

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다[A7,A9,A13]. 나아가 GA 운영에

서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가진 공동체 속에서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찾았다[A9,A13].

3) 성장기: 삶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타인

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함 

성장기의 특징은 단도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과거 도

박중독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

상자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안정감과 성취감, 더 나

아가 선행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 자신 모두를 돕는 삶을 살게 

되면서 도박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대상자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장기로 명명하였으며, 성장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하위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고 희망을 품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해 나감 

대상자들은 단도박 후 새로운 삶을 살면서 도박중독자였던 

과거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의 자

신을 받아들이고 현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자신

을 긍정하게 되었다[A1,A5,A9,A11]. 단도박자로서 타인을 바

라보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A9]. 대상자들은 회복과정에서 삶의 목표

가 일확천금이 아닌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

다[A1,A5-A7,A9]. 목표와 희망이 생기면서 삶의 방식도 자연

스럽게 변하였다. 경제생활을 위해 도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

고[A1,A5],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새로운 직업을 갖

고 학부, 대학원 과정을 다니거나 동료상담가 교육과정을 이수

하기도 했다[A2,A5,A6,A9]. 이처럼 성장기의 단도박자들은 

자신이 생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자율적 존재로 살아가고

자 하고 있다[A12]. 

(2) 선행을 지속하고 확장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나아감

대상자들은 단도박 후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선행을 시작

했다. 선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과 관련하여 유기견센터 봉사활동 등을 하기도 하고[A19], 타

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인요양원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

다[A1]. 그 밖에도 자신의 재능과 직업을 살려 지역주민을 돕

고 집수리 봉사를 하거나 동료 단도박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A11,A19]. 자신도 회복과정에서 도움

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사하고자 자신과 같은 문제

를 겪고 있는 다른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 

GA 동료상담가, 중독관리센터 상담사, 예방 강사 등의 활동으

로 선행을 확장했다[A1,A7-A9,A12,A17,A19].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돕고 있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

는 기회를 얻었다[A1,A7,A9]. 또한, 선행을 통해 보람을 느끼

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A1,A7,A8]. 봉사활동 

대상자들에게 좋은 회복모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단도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A1].

(3)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도박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

대상자들은 도박중독자의 삶에서 벗어나 치유자로서 도박

문제의 예방과 다른 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시에, 도박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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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대상자들은 카지노 앞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도박의 위

험성과 심각성 알리며 사회활동을 하기도 하였다[A8,A9]. 시

민단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의 캠페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

[A7,A9].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박장을 발견하여 유관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박문제 예방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A8,A9,A17].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단도박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3. 재발요인 및 보호요인

결심기를 거치며 재건기로 가는 길목에서 특히 대상자들은 

재발에 대한 많은 유혹을 겪게 된다. 동시에 회복을 위한 지지

를 받고, 대처전략을 개발해 나간다. 재발요인 및 보호요인의 

전체 주제는 ‘도박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심리적 혼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전략을 수립해 나감’으로 도출되었

다. 이 주제에서는 도박중독의 회복과정 중에 다시 도박장에 발

을 디디게 한 재발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기로 이들을 

이끈 보호요인에 대한 내용을 다섯 가지 하위주제로 나타냈다.

1) 낮은 자존감과 심리적 혼란으로 다시 도박장에 발을 디딤 

대상자들은 도박에 대한 강박적 유혹이 재현되기 전 다양한 

심리적 혼란을 경험했다[A3,A5-A7,A16]. 단도박 후의 일상에

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무력감과 함께 느낀 나태

함, 무감동, 무감각을 해소하고자 다시금 도박장에 발을 디뎠

다[A5,A7,A16]. 그들은 단도박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했고 빨리 재기해야 한다는 조급

함으로 위축되기도 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다[A3]. 점차 단

도박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고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더욱 하

찮고 불행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여 자기비하와 자기연민에 빠

져들게 했다[A3,A16]. 누군가는 이러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을 극복하는 기제로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와 같은 심리적 

우월감을 재경험하고자 다시 도박에 심취하였다[A2]. 대상자

들은 단도박 후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통제하려고 했지

만 어려움을 겪자 원한과 분노가 치 어 오름을 느끼거나

[A16]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다 망했다는 좌절감과 무기력함

을 느끼며 다시 충동적으로 도박을 시작했다[A6]. 이처럼 낮은 

자존감과 동시에 단도박 결심을 무력화할 만큼의 부정적 정서

를 중심으로 한 혼란스러운 경험은 그들이 다시금 도박을 시작

하도록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도박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힘

대상자들은 단도박 후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으며 도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상황에 봉착

했다[A3,A5,A6,A7]. 경제적 바닥 상태에서 단기간에 어려움

을 해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A5,A7]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A3]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A7]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반면에 어떤 대상자들은 단도박 후 

재건기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해

진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금 도박에 빠져들었다[A6,A7]. 이를 

통해 단도박자들에게는 ‘경제적 상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

정’ 또한 도박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역설

적인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도박에 몰두하거나 

승리하면서 느꼈던 쾌감을 잊지 못하고 도박만이 재미를 가져

다주며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잘못된 믿음과 사고의 고착으로 더 

깊은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다[A2,A5,A12]. 이들은 언젠가는 

잭팟이 터질 것이라는 생각과 도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으

로 중독자 시절 꿈꾸었던 일확천금의 백일몽을 다시 꾸기도 하

였다[A16]. 이처럼 생활고는 단도박자들에게 지난 과거 도박

을 통해 얻은 쾌락과 기쁨 등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도

박이 생활고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

른 대안을 떠올릴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3) 도박을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재발의 유혹을 경험함

도박을 부추기는 사회적인 환경 역시 다시금 도박의 유혹에 

시달리게 만드는 요인이었다[A5,A6,A12,A16]. TV에서 경마 

프로그램을 보거나 PC방 간판을 본 순간 도박장으로 돌아가기

도 하였고[A6] 도박의 유혹에 흔들릴 때 불건전한 안마 시술소

나 룸살롱 등 또 다른 퇴폐와 일탈을 반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도박장으로 향했다[A16]. 또한, 도박장에 출입하는 주변 

지인들과 어울리다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거나[A5] 코로나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던 차에 이웃의 손에 이끌려 도박장에 간 

것이 회복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

다[A12]. 몇몇 대상자들은 동창회, 친목계도 나가지 않고 모든 

주위 환경을 단절함으로써 자발적인 고립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도박 세계에 빠져들기도 했다[A16].

4)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로 단도박을 유지해 나감 

대상자들에게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격려는 단도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특히 대상자들은 가족

이라는 지지체계 내에서 현실을 수용하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었다[A3,A4,A6,A10,A19,A22]. 청소년 연구에서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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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을 느껴 단도박을 결심하였고 

가족과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주변 친구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

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단도박을 유지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A10]. 도박문제로 인해 가족과 결별하거나 주변과 단절되어 

고립되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도박을 유지하였

다[A6,A11]. 상담사는 대상자들이 바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

게 돕는 지지자원으로서 정보를 제공했고[A7,A8,A19] 이외에

도 인간적인 접근을 해준 경찰관[A15], 종교인[A6], 후원자

[A6], 모르는 타인[A9]의 공감과 위로, 지지가 단도박을 결심

하고 유지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특히 22개의 분석대상 문헌 중 GA 또는 TC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단도박의 보호 요인으로 도출된 문헌은 9편으로, 사회

적 자원이 단도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임이 규명되었다. 대상자

들은 GA 또는 TC, 지역사회 중독관리센터 등에서 받은 지지와 

인정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다[A3,A7-A9, 

A11,A13,A17,A19,A23]. 이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앞서나간 회복자들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며 

나아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A3,A7-A9,A11,A23]. 따

뜻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동료들과 직원들의 태도는 대상자

들이 도박중독을 받아들이게 해주었으며[A13,A23] 상황대처 

능력과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자 버팀목이 되

어주었다[A9,A17]. 대상자들은 도박중독은 혼자 힘으로 회복

하기 어려우므로 단도박자 모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A11], 

심지어 카지노에 가는 것보다 모임 참여가 더 재미있다고 표현

했다[A5]. 

국가 및 사회 수준에서 상담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는 대상

자들이 생활고를 견디고 극복하는데 기반이 되어줌으로써 단

도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다[A3]. 자신보다 못한 삶을 사는 

도박중독자들이 나오는 TV 다큐 프로그램[A6]이나 TV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된 도박에 빠진 연예인의 모습 또한 도

박을 그만두어야겠다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A10].

5) 단도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 

대상자들은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흥밋거리를 탐색하거나 

종교, 일, 운동 등 건전한 대안 활동에 몰입하면서 도박으로부

터 멀어지려고 노력했다[A10,A15,A17]. 로또 추첨 방송을 보

지 않거나 도박장이 있는 곳을 가지 않고[A17], 도박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광고 메시지 차단을 신청하며[A10] 적극적으로 도

박 유발 상황을 피했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겠다

는 의지력을 발휘하거나[A15] 벼랑 끝에서 도박을 끝내고자 

카지노 출입 영구정지를 선택하였고[A3,A4,A7,A12], 도박 중

단을 위해 통장과 카드를 폐기하고 돈 관리를 다른 가족에게 맡

기거나 통장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도박자금의 흐름을 막

았다[A10,A15,A22]. 또한, 동료들이나 주변 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였다[A15,A17].

논 의

본 연구는 질적연구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박중독 회복경

험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회복 3단계 과정 및 회복을 돕는 

보호요인과 재발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총 22편, 

213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참여자는 여성이 19.2%, 남성이 80.8%

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남성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여성보다 

3~4배 높은 국내의 양상과 일치하는 분포로[1],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집단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또한, 

도박중독관리센터가 제시한 회복의 3단계를 분석틀로 사용하

여[12], 회복과정의 각 단계를 특징짓는 구체적인 양상과 단계

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결심기는 다양한 계기로 단

도박을 결심하게 되지만 많은 혼란과 함께 재발위험을 겪고, 재

건기는 경제적인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이 복구되어가는 변

화를 보이며, 성장기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나 자신 역시 성장

시켜가는 특징으로 각 단계는 차별화된다. 이에 속하는 15가지 

하위주제를 도출함으로써 각 단계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회복을 돕는 요인과 재발요인을 확인하였기에, 

도박중독 실무에서 대상자의 회복을 돕는 실제적인 근거를 제

공하였다고 본다. 

대표적인 물질중독이 알코올중독이라면 행위중독은 도박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알코올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질

적 메타합성 연구[18]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본다면 물질중

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중독문

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들이 중독 유

형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두 중독의 공통점은 전반적인 회복과정은 자신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을 수용하면서 타인과 연결되며 사회에 공헌하

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확인된 회복과정의 구체적인 특성에서

는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결심기에 중독 행동을 중단하게 된 계

기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결심기에서 대부분의 알코올중독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괴로움 상태, 즉 바닥 치기(h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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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경험 후 단주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단도박을 결심하

게 된 계기는 경제적 상태를 포함한 총체적인 상실 경험이 특징

으로 드러났다. 상실은 심리적 고통과 이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어느 순간 내면에 존재했던 열등감, 무료함, 허전함, 회의감, 허

무함, 수치심, 패배감, 좌절감 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고자 단

도박을 결심하게 됨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심기의 특징은 도박

중독 회복의 다음 단계인 ‘재건기’에 설명력을 부여하는데, 경

제적 상태 및 관계에서의 재건이 이루어져야 회복의 다음 단계

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부정적

인 정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편안함을 찾고 자신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는 회복과정이 나타났다. 즉, 결심기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도박중독자임을 깨닫

게 되고 경제적 상실과 관계 상실이 어느 정도 복구되는 재건기

를 거쳐서, 자신을 수용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

는 성장기에 이르는 것이다.

국내외 도박중독의 재발률은 5~92%로 상당히 높다[19,20]. 

재발 관련요인을 파악한 본 연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에 근

거가 되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확인된 재발요인은 무력감, 비교를 통한 열등감, 고독감 

등의 감정이다. 특히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우월하고 싶은 욕구가 도박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박중독의 재발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고된 병리적 요인[21,22]과는 다른, 대상자의 개

인적인 경험으로 자각한 심리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관점의 연

구주제가 되겠지만, 도박장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무력감이 사

라졌다는 대상자의 고백을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도박을 통해서만 이를 복구할 수 있다고 믿는 왜곡된 인지가 재

발을 일으키는 주요한 배경이 됨을 명확히 확인한 연구결과이

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결심기에는 도박에 대한 양가감정을 

인식하도록 돕는 동기강화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적극적 적용을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도박중독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에 낮은 자존감 및 자

아효능감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23-25], 이는 부정적

인 감정의 극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및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임을 시사

한다. 현장에서 도박중독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

램은 다양하다[26]. 도박중독자를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 연구[27]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중

재로서 도박의 회복에 있어 구체적인 보호요인으로 제시된, 도

박행동을 대체할 만한 대안 활동의 고안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

처방안의 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알코올중독의 회복요인 중 ‘술 없는 새

로운 관계’가 주요했으나, 청소년 연구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관계 영역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도 주목할 만하다. 도박중독의 특징인, 경제적인 파탄과 생활

고는 가족관계의 붕괴로 직접 이어진다[28]. 결심기에서 도박

중독자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재건기를 거쳐 관계의 회복이 일부 드

러나는데, 도박중독에 빠졌던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전

적 피해를 덜 끼칠수록 관계의 재건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알코올중독의 회복자들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

복된 경험이 다수 언급되는 데 반하여 도박 회복과정에서는 관

련 내용이 수적으로 적어, 도박중독자의 남겨진 가족에 관한 통

합적 고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도박중독자 아내의 공동의

존 및 회복을 다룬 연구[29,30] 결과에서 도박중독자인 남편의 

모습에 따라 변해가는 가족의 처절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

다. 가족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제도적 차원에 있어 한국이 도박과 관련하여 취약한 

예방제도, 도박 친화적인 환경에의 노출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전반적으로 도박의 회복과 깊이 관

련되어 있다. 알코올중독 역시 ‘술 권하는 사회’로 문화적 요인

이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TV의 로또방송

이나 피시방의 간판 등이 도박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촉발요인

임을 볼 때 제도적으로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접근성과 수용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

히, 한번 도박에 빠진 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행위중독의 특성

을 보였을 때 제도적으로 도박에 쉽게 빠지게끔 조장하는 요인

들을 제거하고 조절해나가는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겠다. 초반 사회보장제도의 도

움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요하게 나타

났고, 이후 단도박 모임 및 GA, 도박 관련 센터에서의 활동이 

이들의 성장과 단도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은, 현재까

지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도박중독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장기 동안에도 드러나

지 않은 잠재적 재발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논의하였다. 남

을 돕는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돕는 일이라는 대상자의 표현은 

곧, 선행을 지속하지 않고는 결국에는 도박장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삶의 완전한 변혁을 뜻하는 알코올중독 

회복 마지막 단계인 심화기(deepening-extension pha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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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게 여전히 위험요소를 가지는 도박중독 회복에서 성장

기(life-fulfillment phase)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로

운 물질’을 끊는 것과 달리,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 사

회에서 도박중독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고찰

이 요구된다. 하지만 내 삶을 조절하며 책임감을 느끼게 된 부

분은 참여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진실로 큰 변화이며, 이에 도박

에서의 회복을 칭하는 전체 주제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도출한 것은 의의가 있다. 

연령/성별에 따른 특성을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연

구의 한계점이다. 인구집단별 특징에 집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소년도박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그 심각

성이 더해지므로 향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 차이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해 국내 문헌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시행

하였는데, 이후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도박중독

의 진행 및 회복을 넓게 이해하는 데 주요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에서의 회복과정을 탐색한 다양한 

관점의 질적연구결과들을 합성하여 도박중독 회복의 본질과 

과정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체를 구축하였다.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의 현 상황을 고

려할 때, 이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회복을 돕는 실무영역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근거자료에 해당된다. 학문 영역에서는 

도박중독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문

적 관심이 치료와 재활영역 실무에서의 회복 관점으로 이어지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2010년 이후로 증가하

고 있는 국내 도박중독의 회복에 관한 질적연구들을 통합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도박중독의 회복에 관한 포

괄적인 지식체를 구축하였기에, 관련 실무를 회복 관점으로 견

인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비중있는 의

의를 지닌다. 단도박을 결심한 계기 및 회복에의 보호요인, 재

발을 일으키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가, 

도박중독 관련 정책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실증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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