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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을 용하여 행동 근 체계(Behavioral Approach System: BAS), 행동억제 체

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투쟁-도피-동결 체계(Fight-Flight-Freeze System: FFFS)가 도박의 시작과

지속에 주는 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1에서는 학생 764명에게 강화민감성 측정도구인

SPSRQ(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를 실시하여 개정 이 의 BIS를 측정하

는 SP 척도가 개정된 FFFS와 BIS를 반 함을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BAS가 높은 참가

자들이 도박친화성이 높았으며, 도박 경험이 많은 집단이 은 집단보다 BAS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연구 2에서는 BAS 상 10%에 해당하는 57명에게 수정된 Iowa 도박과제를 실시하여 총 수행횟수, 반응시

간, 유리한 패와 불리한 패 선택비율의 차이, 최종 이익 액에 한 FFFS와 BIS의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최종 이익 액에서 FFFS와 BIS가 유의미한 측변인으로 확인되었고, 그 설명력은 14.1% 다. 결과들을 종

합해 보면, 1) 보상민감성을 반 하는 BAS가 높을수록 도박에 해 친화 인 태도를 보이고 도박 경험을

더 많이 했으므로 BAS는 도박의 시작에 향을 주었다. 2) 갈등상황에서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려는

FFFS는 낮고 자극에 근하여 탐색하려는 BIS는 높을수록 도박과제에서 더 많은 돈을 잃었으므로, 이

를 통해 처벌에 민감하지만 방어 방향 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FFFS와 BIS가 도박과제의 수행(지속)에

차별 으로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의 세 가지 요인인 BAS,

BIS, FFFS가 도박의 시작과 지속에 서로 다른 향을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강화민감성 이론, BAS, BIS, FFFS, 도박, Iowa 도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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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는 우리는 많은 자극과 유혹 속에

서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그 자극들이 우리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헤

어나지 못하고 그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우

리는 일상 으로 ‘ 독’이란 단어로 그 증상을

표 하곤 하는데, 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

는 향이 심각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도박 독이다. 도박 독은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 직업, 재정

측면, 법률 문제, 범죄의 증가, 도박 독자

의 치료와 방을 한 사회 비용 증가 등

그 향력이 매우 범 하다. 최근 국내 경

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고 특

히 과거와는 달리 서민층을 심으로 도박

독자가 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동아일보, 2008, 11, 3). 이처럼 도

박 독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그 향력이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체에 이르므로, 도박

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처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시 하다

고 할 수 있다.

사실 도박은 특정인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의 경우 성인의 70-90%는 평생에 한번쯤 도박

을 경험해 보았다고 보고하 다(Ladouceur,

1991: Raylu & Oei, 2002에서 재인용; Eisen 등,

1999: Sharpe, 2002에서 재인용). 하지만 병

도박의 유병률은 외국의 경우 0.9-5.8%, 한국

의 경우 6.4%-6.5%로(이경희, 2008), 도박을 경

험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만이 병 도박으

로 진행하게 된다. 도박에 한 모든 사람이

문제성 도박이나 병 도박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도박 독자가 속도로 늘어가는

시 에서 도박을 오락용으로 즐기는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사람들이 도박을 시작하면 계

속 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지속하여

병 도박으로 빠지게 되는가를 악하는 일

은 요하다. 지 까지 도박 독자의 심리

측면에 한 연구가 주로 도박의 시작에

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도박을 지속하게 하

는 변인이 무엇인지에도 심의 을 둘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의 특성인 이

익과 손실에 한 반응성이 보상과 처벌 단서

와 련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해(박재옥, 이

인혜, 2006), 도박의 시작과 지속에 향을 미

치는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revised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을 도박 행동의 측에 용해 보고자

한다.

도박 행동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사교성 도

박(social gambling) 는 오락성 도박(recreational

gambling), 문제성 도박(problem gambling), 그리

고 병 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분류된

다. 병 도박을 발생시킨다고 밝 진 요인들

로는 환경 , 문화 향과 같은 사회 요

인들, 유 과 학습을 포함하는 가족 요인들,

생물학 측면, 인지, 성격, 심리 상태 등을

포함하는 개인 요인들이 있는데(Raylu & Oei,

2002), 이 개인의 심리 요인을 설명하기

한 연구들이 실제 임상 치료 장면에서의

개입에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요

하다. 병 도박자의 핵심 성격을 악하여

도박에 취약한 성격 특성을 찾고자 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도박자들은 돈을 따기 해 도

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 행 에 의해 발

생되는 각성이나 흥분에 독되어 있어 최

수 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도박을

하며, 이 게 각성이나 흥분에 독되기 쉬운

사람들은 감각추구 성향이나 충동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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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라고 분류되고 있다(이인혜, 2004).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 성향이란 다양하

고 새롭고 복잡한 감정과 경험에 한 욕구와

이를 성취하기 해 험을 감수하려는 것과

련된 기질 특성이다(Breen & Zuckerman,

1999). 높은 감각추구자들은 도박과 같은 험

한 행 에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Coventry

& Brown, 1993: Raylu & Oei, 2002에서 재인용),

돈보다도 도박이 주는 흥분이 병 도박자에

게 보상으로 작용한다. 를 들어 자주 도박

하는 사람들은 게임의 마지막 2분 내에 내기

돈을 거는데 이것은 흥분과 각성을 유발시켜

도박자들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Dickerson, 1979: Raylu & Oei, 2002에서 재인

용). 한 실제 도박 상황에서 심박율의 변화

가 있었으며(Anderson & Brown, 1984), 자주 도

박하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도

박하는 동안 더 높은 각성수 을 보 다(Leary

& Dickerson, 1985).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결

과도 있는데, 정기 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이 가끔 도박을 하는 사람들보다 각성수 이

높지 않았고(Coulombe, Ladouceur, Desharnais, &

Jobin, 1992), 도박하는 동안 심박율의 차이도

없었다(Griffiths, 1993). 병 도박자들의 감각

추구 성향이 오히려 통제 집단보다 낮다는 연

구 결과도 있는데, 병 도박자들은 감각추구

자들이 아니라 지루함이나 외로움과 같은 우

울한 기분 는 생리 상태를 피하거나 이

고자 도박을 지속한다는 것이다(Blaszczynski,

Wilson, & McConaghy, 1986).

한편 자극추구 성향이 병 도박의 지표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인

특성임을 제시하며 오히려 병 도박자에게

특정 인 성격 로 일은 신경증 경향성과

같은 정서 취약성을 가진 높은 충동성과

련된다고 주장도 있다(Bagby et al., 2007). 병

도박의 진단명이 DSM-IV-TR에서 ‘충동 통제

장애’로, ICD-10(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는 ‘습 과 충동 장애(habit and

impulse disorders)’로 분류되는 것에서 알 수 있

듯이(Kertzman et al., 2006) 많은 연구자들은 도

박 문제를 충동 통제의 문제로 인식하여 충동

성과 도박의 계에 해 연구를 해왔다. 성

인 병 도박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아동기 주

의력결핍 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를 가졌으며(Carlton & Manowitz, 1994), 성인

병 도박자의 EEG 측정에서도 ADD 장애 아

동과 유사한 활성화 패턴을 보 다(Carlton &

Manowitz, 1987). 도박 문제와 련하여 충동

인 사람들은 (1) 잠재 보상에 과도하게 민감

하고 즉각 인 강화를 원하며, (2) 부정 결

과를 고려하지 않고 빨리 반응하는 경향이 있

으며, (3) 처벌이나 비보상(non-reward)에 민감하

지 않으며, (4)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Vitaro,

Arsenault, & Tremblay, 1999). 이런 행동 패턴

은 문제 도박의 성격과도 복되며 도박에서

요하게 인식되는 처 략과도 유사하다

(Sharpe & Tarrier, 1993: Sharpe, 2002에서 재인

용). 하지만 병 도박자 집단이 다른 물질남

용 통제집단보다 충동성 수 에서 높지 않고

따라서 충동성이 도박 문제에만 특별히

련되는 것이 아님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

(Allcock & Grace, 1988). Iowa 도박과제(Iowa

Gambling Task: IGT) 수행에 향을 미치는 개

인차 연구에서도 행동 의사결정이 보상민감

성(BAS)에서의 개인차와 자기 보고된 의사결

정 양식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측되었지

만 충동성으로는 측되지 않았다(Franken &

Muris, 2005). 이 게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로

인해 충동성을 병 도박의 취약 요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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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처럼 감각추구 성향과 충동성은 병 도

박을 일 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충동

인 사람들은 처벌과 연합된 자극보다 보상

과 연합된 자극에 상 으로 더 민감하고

(Gray, Owen, Davis, & Tsaltas, 1983: Breen &

Zuckerman, 1999에서 재인용), 보상 자극에

해서 선택 으로 을 두고 잠재 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자극은 무시한

다고 밝 지고 있다(Wallace, Newman, &

Bachorowski, 1991: Breen & Zuckerman, 1999에

서 재인용). 따라서 충동성은 처벌이 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방

해하게 되고, 도박에서 계속 돈을 잃으면서도

보상을 기 하며 도박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므로 충동성 한 가지 요

인만으로 도박 행동을 설명하기 보다는 보상

민감성과 처벌민감성을 구별하여 제안하고 있

는 Gray는 강화민감성 이론의 개념이 보상과

처벌이 공존하는 도박 상황을 설명하기에 더

한 것으로 단된다.

Gray는 표면 인 성격 특성의 원인이 되

는 신경계의 민감성에 따라 행동 근 체계

(Behavioral Approach System: BAS), 행동억제 체

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투쟁-도피

체계(Fight-Flight System: FFS)라는 세 가지 가상

신경체계를 제안하 다. BAS는 원하는 어

떤 것의 단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극 으

로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며 자신이 바라는 바

가 달성되리라고 기 할 때 생기는 정 정

서인 희망, 흥분, 행복 등을 유발하는 동기체

계로(김교헌, 김원식, 2001) 보상과 비처벌의

조건화된 신호에 민감하다(Marrero, Gamez, &

Diaz, 2008). 반면 BIS는 유기체가 처벌과 험

단서에 반응해서 움직임을 억제하는 심리

멈춤 체계에 비유할 수 있는데(김교헌, 김원식,

2001), 처벌이나 과 같은 불안 련 단서들

에 반응해서 불안을 경험하고 재 진행 인

행동을 멈추고 다른 험이나 단서들을

찾기 해 환경을 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

체계로 처벌 는 좌 된 비보상의 조건화된

신호에 민감하다(Marrero et al., 2008). FFS는 앞

의 두 체계에 비해 다소 덜 명확한 측면이 있

는데, 무조건 오자극에 한 반응으로 도

피, 회피 행동을 하도록 진한다(Corr, 2002).

Gray의 강화민감성 이론에 따르면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상 단서에 민감하고 처벌 단

서에는 둔감하다. 실제로 이런 특징은 문제

도박자의 특성과도 련이 깊다. 충동성이 높

은 사람은 도박에서도 손실이나 가정

탄과 같은 처벌 단서는 무시하고 도박에서

의 승리나 이익과 같은 보상 단서에는

민감하여 병 도박자로 락하게 된다. 따라

서 BAS가 높고 BIS가 낮은 사람이 보상에 민

감하고 처벌은 무시하게 되므로 도박에 더 취

약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연구

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 다. 박재옥과

이인혜(2006)의 연구에서 손실만회 행동과 손

실액에 있어 BAS와 BIS가 모두 높은 사람에게

서 문제도박의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Loxton,

Nguyen, Casey와 Dawe(2008)의 연구에서도 도박

자들은 충동성의 두 가지 측면과 처벌민감성

이 모두 비-문제성 도박자보다 높았다. 이 에

는 문제성 도박자가 처벌에 민감하지 않아서

도박의 단에 실패하고 계속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이와 불일치하는

결과, 즉 문제성 도박자가 처벌에도 더 민감

하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을 살펴볼 때

BIS의 달라진 역할을 반 하는 개정된 강화민

감성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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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의 강화민감성 이론은 Gray와 McNaughton

에 의해 2000년에 개정되었다. 개정 이론

에서는 불분명했던 BIS와 FFS가 개정된 이론

에서는 BIS와 FFFS(Fight-Flight-Freeze System:

FFFS)로 명명되며 자극에의 근과 회피라

는 방어 방향 측면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었

다. BIS는 불안(anxiety)과 부합하고 FFFS는 공

포(fear)와 부합하는 신경체계로 좀 더 명확히

정의된 것이다.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의 세

가지 체계를 살펴보면, BAS는 이 과 마찬가

지로 보상자극에 한 반응을 재한다. BIS는

이제 오자극에 한 반응을 재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이제 FFFS의 책임이 된다) 목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불안 상

태를 야기하고, BIS는 행동을 억제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해 험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해 자극에 근하게 되며, 주 으로는

이 상태가 걱정과 반추로 경험된다(Corr, 2004).

마지막으로 FFFS는 이 의 FFS가 무조건 자

극에만 활성화된다고 제안했던데 반해, 조건

과 무조건 오자극 모두에 한 반응을 재

한다(Corr & Perkins, 2006). FFFS는 공포(fear) 정

서와 련되며 을 주는 자극에서 멀어지

고자 한다. 따라서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에

따르면 BIS는 처벌단서에 민감하여 단순히 행

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등상황에서 갈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오히려 단서로 향하

는 반응을 통해 활성화된다(Perkins & Corr,

2006). 그러나 극 행동을 통한 반응이 아

니라 처벌 단서에 민감한 탐색을 통해 회피

행동을 조장시키게 되므로(Berkman, Lieberman,

& Gable, 2009; Corr & Perkins, 2006), FFFS는

활성화시키고 BAS는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다(Heym, Ferguson, & Lawrence,

2008).

강화민감성의 측정도구로는 Carver와 White

(1994)의 BIS/BAS 척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Torrubia, Ávila, Moltó와 Caseras(2001)는

Gray의 이론이 구체 인 단서에 한 민감성

을 다루는 데 반해 BIS/BAS 척도의 문항 내용

은 보상과 처벌에 한 일반 인 민감성과

련되어 있다는 을 문제로 지 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좀 더 구체 인 상황에서 강화민

감성을 측정하면서 Eysenck 차원의 회 도 좀

더 정확히 반 할 수 있는 척도인 SPSRQ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를 개발하 다. SPSRQ는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강화민감성

측정도구 하나로 척도가 개발된 스페인

(Torrubia et al., 2001) 뿐 아니라 미국(O'Connor,

Colder, & Hawk, Jr., 2004), 랑스(Caci,

Deschaux, & Bayle, 2007), 루마니아(Sava &

Sperneac, 2006) 등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두 척도 모두 강화

민감성 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었지만 개정되기

이론에 기 하 으므로 FFFS를 측정하기

한 하 척도가 없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개

정 이론에 근거한 척도로 BAS와 BIS의

향만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방어 방향 면에

서 BIS와 구분되는 FFFS의 향까지 고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는 BIS/BAS 척도 BIS 척도를 요인분석 하

여 두 문항1)(Johnson, Turner, & Iwata, 2003:

Heym et al., 2008에서 재인용) 는 세 문항2)

1) 문항 10(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좀처럼 민해지거나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과 문항 12(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2) 문항 10, 12, 6(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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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m et al., 2008)을 FFFS 문항으로 분류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 다(Marrero et al., 2008).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BAS, BIS와 FFFS의

문항 수 불균형을 조 이나마 이고 도박이

라는 좀 더 구체 인 상황에서 강화민감성의

향과 그로 인한 행동을 측하기 해서

SPSRQ가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SPSRQ

척도 SR 척도는 BAS에 따른 충동성 차원

에서의 차이를 평가하기 해 고안되었으며

이는 개정된 이론에서도 그 로 유지되고 있

다. 반면 SP 척도는 기존 강화민감성 이론의

BIS에 근거하여, 오 결과나 새로운 것의

가능성과 련된 일반 상황에서의 행동 억

제(수동 회피)와 처벌 는 실패의 에 의

해 생기는 근심 등의 인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에 따라

각각 FFFS와 BIS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BIS를 측정하는 척도에 포함된 FFFS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개정된 이론에 근

거해 BIS와 FFFS 민감성이 도박 행동에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면 도박 독에

취약한 개인이 가지는 성격 특성을 악하는

데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의 도박 연구들은 어떤 사람이 도

박을 시작하게 되는가에 을 두었고 이를

설명하기 해 충동성을 언 하여 왔다. 하지

만 실제 도박자들 상의 연구에서 도박을 시

작하는 데는 충동성과 련된 BAS의 향이

크지만 지속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다는 결과가 있다(Demaree, DeDonno, Burns, &

Everhart, 2008). 한 부분의 실험 상황에서

는 도박 과제를 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험을 하게 되므

로, 실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수행과 BAS의

생각이 들면, 나는 보통 크게 흥분하게 된다)

련성은 수행 자체가 아니라 도박에 한 흥

미나 근성을 반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BAS가 낮은 사람은 도박에

근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며 BAS가 높은 사람

들은 병 도박의 가능성이 크다기보다는 도

박친화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박재옥과 이인혜(2006)의 연구

에서 도박친화성이 높은 집단은 BAS가 높은

집단이었고 BIS 민감성은 도박친화성에 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충동성과 련이

높은 BAS는 도박을 하기로 결정하는 기에

향을 미치며, 도박 의 선택에는 BIS와

FFFS가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도박 상황은 득과 실을 따져야 하는 갈등상황

이므로 BIS를 활성화하는 상황이다(Loxton et

al., 2008). BIS가 개정 이론처럼 주로 행동

억제의 기능을 한다면 이 결과는 모순된 것이

된다. 하지만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을 살펴

보면, BIS는 갈등상황에서 자극에 근하

려는 동기를 진시키게 되므로 자극 주

변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때 FFFS가 낮으면 처벌자극에 민감

하지 않아 도박을 더 지속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SPSRQ의 SP 척도의 요인

분석을 통해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의 요인

구조를 악한 다음, 강화민감성 척도와 도박

태도 신념 척도, 도박경험 질문지를 실시

하여 BAS가 높은 사람들이 도박친화성과 도박

행동 근성이 높은지를 검증한 후, BAS가 높

은 참가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상으로 도

박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도박 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BIS와 FFFS 민감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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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1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을 용한 연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측정도구의

성 여부를 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강화민감성 측정도구로 SPSRQ의 사용이

한 지 검토하기 해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 행동활성화 행동억제 체계 척

도(K-BAS/BIS 척도, 김교헌, 김원식, 2001)와

SPSRQ의 련성과 SPSRQ 체 척도의 요인구

조를 비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Carver와

White(1994)의 BIS/BAS scale을 국내에서 표 화

한 K-BAS/BIS 척도는 BAS 13문항과 BIS 7문항

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PSRQ는 원

래 Catalan으로 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O'Connor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부록). 연구

자가 번안한 내용을 어에 능통한 심리학자

세 분과 원어민 심리학자 한 분이 검토, 수정

하는 차를 거쳤다. 원 척도는 이원반응 자

기보고 측정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불어

SPSRQ 연구에서 4 척도를 사용하 을 때

더 정교한 구조가 나온 에 근거해(Caci et

al., 2007; Lardi, Billieux, d'Acrement, & Linden,

2008) 4 척도를 사용하 다. 강원 학교 교

양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하는 만 17-29세

의 남·녀 학생 326명(평균 나이 20.87세

±2.37, 남학생 64.4%)을 상으로 K-BAS/BIS

척도와 SPSRQ를 실시하 으며, 비 연구에서

의 내 일치도 Cronbach  계수는 BAS 척도

.81, BIS 척도 .72, SP 척도 .84, 그리고 SR 척

도 .81이다. K-BAS/BIS 척도와 SPSRQ의 상

분석 결과, BAS 척도는 SR 척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r(349) = .543, p <

.001, BIS 척도는 SP 척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r(351) = .615, p < .001. SPSRQ

체 척도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데, 요인 1은 기존의 BIS에 해당

하는 문항들을 포함하며 요인 2는 BAS에 해당

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연구 결과

SPSRQ는 K-BAS/BIS 척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강화민감성 이론을 잘 반 하는 척도라고

단된다.

연구 1에서는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을 반

하는 SP의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여 FFFS

와 BIS의 요인 구조를 살펴본 후, 충동성과 보

상민감성이 도박의 시작에 요한 역할을 하

고(Demaree et al., 2008; Loxton et al., 2008) 도

박친화성이 병 도박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언해 다는 (이인혜, 2005)에 근거하여

강화민감성과 도박친화성의 상 계를 살펴

보았다. 학생 집단의 경우 병 도박까지

진행된 경우는 드물지만 도박 경험 정도에서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보상민감성,

도박친화성과 도박 경험의 계도 살펴보았다.

BAS가 높은 사람은 도박의 처벌 요소보다는

요인　 문항 번호*

요인 1** 39, 47, 19, 5, 15, 43, 21, 35, 7, 17, 11, 45, 31, 37, 20(-), 41, 13, 9, 29, 40, 33

요인 2 44, 42, 26, 30, 2, 12, 18, 14, 22, 38, 4, 46, 24, 48, 16, 10, 6, 28

* 문항 번호 : 요인부하량 .30 이상인 문항 번호
** 요인 1: BIS, 요인 2: BAS

표 1. SPSRQ의 탐색 요인분석(요인 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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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요소에 민감하여 도박에 해 더 친화

인 태도와 신념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도

박 친화성은 도박 여의 결과에 선행하는 도

박 빈도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이인혜,

2005) 도박을 할 기회가 있다면 더 쉽게 도

박을 시도해 으로써 도박에 한 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강원 학교의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 767명을 상으로 하 다.

측정도구

SPSRQ(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Torrubia 등(2001)에 의해 개발된 BIS, BAS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SR 척도는 BAS에

따른 충동성 차원에서의 차이를 평가하기

해 고안되었으며 문항들은 돈, 성, 사회 사

건, 권력, 자극 추구 등과 같은 구체 인 다양

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SP 척도는 처벌민

감성의 검토(checking)와 통제(control) 양식에 따

른 기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해 고안

되었다. SP(홀수 문항)와 SR(짝수 문항) 두 척

도가 각각 24문항씩을 포함하여 총 문항 수는

48문항이며 4 척도(1 : 그 지 않다 -

4 : 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의 내 일치도 Cronbach  계수는 SP 척도가

.87, SR 척도가 .81이다.

한국 도박 태도 신념 척도(K-GABS)

Breen과 Zuckerman의 도박 태도 신념 척

도(GABS)를 번안한 K-GABS(이인혜, 2005)를 사

용하 다. GABS는 3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박의 결과에만 을 둔 다른 도

박 독 평가 도구들과는 달리 도박의 여 정

도를 진 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기

인 취약성, 즉 잠재 인 도박에의 친화성

(affinity)을 평가하기 한 척도이므로(이인혜,

2005), 병 도박자가 아닌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도박 취약성을 악하기에

한 도구라고 단된다. 질문에 한 반응은

‘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4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도박에

해 비합리 신념과 정 태도를 많이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비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Cronbach  계수는 .92이다.

도박 경험 질문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화투, 복권(스포

츠 토토 포함),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인터

넷 도박(포커, 고스톱 포함)과 같은 도박 경험

에 한 질문지(이인혜, 2005)를 실시하 다.

차 자료분석

강원 학교 남․녀 학생 767명을 상으

로 SPSRQ, K-GABS와 도박 경험 질문지를 실

시하 다. 참여한 767명 외국 유학생으로

한국어 독해가 힘든 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764명의 자료를 SPS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먼 SPSRQ가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

을 반 하는지 알아보기 해, 개정 BIS를

측정하는 SP 척도의 탐색 요인분석(PCA 방

식, Varimax)을 실시하 다. 그리고 BAS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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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R 척도와 도박친화성을 평가하는 K-

GABS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실제 도박 경

험 정도에 따른 BAS와 도박친화성 차이를 알

아보기 해, 도박 경험 질문지의 응답에 따

라 참가자들을 한 달에 한번 이상 도박을 하

는 집단(이하, 도박 집단)과 도박을 하지 않는

집단(이하, 비도박 집단)으로 나 어 두 집단

간 SR 수와 K-GABS 수의 차이를 검증하

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SR 수 상

10%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을 연구 2의 실험

과제 참가자로 선별하 다.

결과 논의

연구에 참여한 764명의 성별은 남학생이

374명(48.9%), 여학생이 390명(51.1%)이며, 연령

분포의 범 는 18-35세, 평균 연령은 20.45세

(표 편차 2.54)이다.

먼 SP 척도가 BIS 문항과 FFFS 문항의 두

구조로 나뉘는지 알아보기 하여 SP 문항들

에 하여 탐색 요인분석(PCA 방식, Varimax)

을 한 결과 eigen 값이 1이상인 요인이 5개 추

출되었다. 이것을 다시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

론에 근거하여 2요인만 추출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PCA 방식, Varimax)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한 가지 요인에만 .40 이상 되는 문

항만을 선별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별 문항 내용을 검토하여 요인 1은 FFFS

로, 요인 2는 BIS로 명명하 다. 요인분석 결

과에 근거해 SPSRQ의 SP 척도를 SP-FFFS(9문

항)와 SP-BIS(6문항) 척도로 구분하고, SR 척도

는 SR-BAS 척도로 명명하 다.

SR-BAS, SP-FFFS, SP-BIS와 K-GABS의 척도별

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K-GABS의 평균 수는 성별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다, t(752) = 3.338, p

< .001. 즉 남학생의 K-GABS 수가 여학생

의 수보다 더 높았다. SR-BAS 척도의 평균

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지 않았다. 반면, SP-FFFS 척도와 SP-BIS 척도

의 평균 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각 t(760) = 3.123, p < .01; t(760) =

4.958, p < .001. 즉 SP-FFFS와 SP-BIS 평균

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도박친화성과 강화민감성의 계를 알아보

기 한 상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K-GABS는 SR-BAS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r(749) = .351, p < .001, SP-BIS와도

약한 정 상 을 보 다, r(754) = .114, p <

.01. 반면, K-GABS와 SP-FFFS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SR-BAS는 SP-FFFS와는

약한 부 상 을 보 고, r(756) = -.132, p <

.001, SP-BIS와는 약한 정 상 을 보 다,

r(756) = .223, p < .001. SP-FFFS와 SP-BIS는

서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r(762) =

.473, p < .001. 이를 통해 자극에 근하

려는 BIS와 멀어지려는 FFFS는 방어 방향의

측면에서는 상반되지만 처벌민감성 측면에서

는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민감성과 실제 도박 경험의 계를 알

아보기 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는

데, 비도박 집단에 비해 도박 집단의 K-GABS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t(753) = 7.169, p

< .001, SR-BAS 수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t(755) = 6.165, p < .001. 반면, 두 집단 간

SP-FFFS 수와 SP-BIS 수 차이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SPSRQ의 SP

척도는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SP-FFF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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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요인 2

35. 보통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727 .051

17. 당신은 수 음을 타는 편입니까? .689 .170

19. 창피 당할까 두려워 가능한 한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를 피하는 편입니까? .663 .188

7. 모르는 사람에게 화 거는 일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644 .145

5. 새롭거나 상치 못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642 .265

29. 당신은 잘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편입니까 .557 .103

21.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좋은 이야기 거리를 고르는 게 어렵습니까? .477 .103

33. 상사에게 월 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454 .272

3. 무엇인가 구해보았자 얻어질지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 그것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편입니까?
.423 .092

41. 당신은 어떤 일을 무 걱정해서 머리 쓰는 일을 잘 못하게 될 정도가 될 때가 종

종 있습니까?
.241 .676

23. 당신은 당신이 했던 일이나 해야 할 일에 해 생각하느라 종종 잠들기가 어렵습

니까?
-.002 .652

31. 당신은 종종 당신이 했던 말 는 행동 때문에 걱정하는 편입니까? .227 .649

37. 당신은 당신의 불안정감이나 두려움만 없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곤 합니까?
.238 .600

11. 당신은 어릴 때 학교나 집에서 받은 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곤 했습니까? .045 .528

13. 어떤 과제를 제 로 비하지 못하면, 그 과제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단히 요하

게 여기게 됩니까?
.206 .465

Eigenvalue 3.402 2.420

설명 변량(%) 22.682 16.131

Cronbach  .789 .681

* 요인 1: FFFS, 요인 2: BIS

표 2. SP의 탐색 요인분석(요인 수 지정)

　 체(N = 764) 남(n = 374) 여(n = 390) t

K-GABS 72.72(14.30) 74.51((15.13) 71.05(13.24) 3.338***

SR-BAS 59.41(7.47) 59.36(7.96) 59.50(6.93) .263

SP-FFFS 22.57(4.31) 22.08(4.40) 23.05(4.18) 3.123**

SP-BIS 16.37(2.92) 15.85(2.85) 16.88(2.88)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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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각 척도별 수의 평균(표 편차)과 성별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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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BIS 척도로 구분되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의 BIS와 FFFS를 측

정하기 해 특질불안 척도( : STAI-T)와

공포 질문지( : Fear Survey Schedule, Fear

Questionnaire)를 사용하기도 하 지만, 기존의

공포 척도를 FFFS의 측정도구로 사용하기에

몇 가지 문제 이 악되어(Cooper, Perkins, &

Corr, 2007; Perkins, Kemp, & Corr, 2007) 본 연

구에서는 FFFS를 측정하기 해 기존의 공포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악된 문제 들로

는 첫째, 다른 성격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는

체로 자신에 해 서술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공포 척도는 공포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공포 척도의 하 척도로 사회 공

포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는 순수한

공포라기보다는 사회 평가에 한 불안의

요소를 담고 있어 BIS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된다. 셋째, 다른 성격 척도는 일

반인 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공포 척도

는 주로 임상 집단에서 공포증 진단과 치료

시 사용하는 측정도구이므로 상이 다르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SRQ를 사용하여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을

도박 행동의 측에 용해보고자 하 다.

도박에의 근에 향을 주는 성격 특성을

살펴보기 한 K-GABS와 SR-BAS, SP-FFFS,

SP-BIS 각각의 척도와의 상 분석 결과, BAS

가 높을수록 도박친화성이 높음이 검증되었다.

상 의 정도는 다소 낮았지만 BIS 한 높

을수록 도박친화성이 높았고 이는 BIS가 갈등

상황에서 자극에 근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FFFS는 도박친화성과 련이 없

었다. FFFS와 BIS의 정 상 계를 통해 이

두 체계가 처벌민감성 측면에서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FFFS와 BIS가 BAS와는 상

반되는 계의 방향을 보 음을 통해 이 두

체계가 방어 방향 측면에서는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게

보상민감성이 높은 참가자들이 일단 도박에

한 정 인 신념과 기 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도박 경험도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BAS가 높은 참가

자들이 실제 도박 과제에서 FFFS와 BIS에 따

라 어떤 수행을 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SR-BAS 수 상 10%에 해당하는 참가자들

을 상으로 연구 2를 진행하 다.

　 1 2 3 4

1. K-GABS 1.000

2. SR-BAS .351*** 1.000

3. SP-FFFS .041 -.132*** 1.000

4. SP-BIS .114** .223*** .4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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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K-GABS와 SPSRQ의 척도 간 상 계

도박 경험 정도

t도박

(n = 300)

비도박

(n = 464)

K-GABS 77.19(14.63) 69.80(13.31) 7.169***

SR-BAS 61.43(7.30) 58.09(7.28) 6.165***

SP-FFFS 22.20(4.36) 22.82(4.27) 1.942

SP-BIS 16.37(2.98) 16.37(2.89) .008

*** p < .001

표 5. 도박․비도박 집단의 척도별 수 평균(표

편차)과 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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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2

도박 행동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제 하나

는 ‘Iowa 도박과제(Iowa Gambling Task: IGT,

Bechara, Damasio, Damasio, & Anderson, 1994:

Suhr & Tsanadis, 2007에서 재인용)’이다. 이 과

제는 두엽 피질 손상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결함을 평가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Bechara,

Damasio, Tranel, & Damasio, 2005) 보상과 처벌,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실생활에서의 결정과 유

사한 과제이며, 병 도박, 섭식 장애, 물질

남용, 정신병질을 포함한 여러 장애에서 의사

결정 능력의 손상 정도를 평가한다(Glicksohn,

Naor-Ziv, & Leshem, 2007; Suhr & Tsanadis,

2007; 서유진 등, 2005). 연구 2에서는 연구 1

을 통해 도박에 한 친화성이 높다는 것이

검증된 BAS 수 상 10%의 참가자들을

상으로 BIS와 FFFS가 IGT 수행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연구 1을 통해 BAS는 도박 수행 시의 단

보다는 도박에 한 정 인 태도나 친화성

을 반 하고, 도박의 시도나 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박을 시작

하게 하는 요인으로 BAS가 향을 미친다면,

도박을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BIS와 FFFS

의 역할을 가정할 수 있다. IGT 수행과 SPSRQ

의 련성 연구에서도 조한 IGT 수행을

측하는 것은 SR이 아니라 오히려 SP 다(Davis,

Patte, Tweed, & Curtis, 2007). SP는 개정된 BIS

와 FFFS를 반 하며, 개정된 FFFS는 처벌이나

비보상 자극에 민감하여 그 자극에서 멀어지

고자 하고, 개정된 BIS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처벌이나 비보상 자극으로 다가가서 탐색하려

는 체계이다. IGT는 100번의 수행 후 종료하

도록 되어있지만 개정된 이론에 근거한 FFFS

와 BIS의 역할을 보기 해서는 언제 자

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최 이익을 얻

었다고 생각할 때 수행을 단하도록 과제를

수정하여 어느 시 에서 수행을 멈추는지(수

행 횟수)를 통해 도박의 지속성에 향을 미

치는 FFFS와 BIS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도박 지속의 결과를 반 하는 최종 이익

액, 합리 단 여부를 반 하는 선택하는

카드 패의 비율(net-ratio), 반응 시간도 FFFS와

BIS 민감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연구 1에 참여한 강원 학교 학생들

SR-BAS 수 상 10%에 해당하는 참가자를

선별하여 이 실험 참가에 동의한 57명을

상으로 하 다.

실험 과제

IGT(Bechara et al., 2005)는 네 벌의 카드 패

에서 한 번에 한 장씩 자유롭게 카드를 선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따도록 하는 과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 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과제를 단할 수 있도록 수정하

고 단 없이 계속하면 총 100회 시행 후 종

료되도록 하 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A,

B, C, D 각각의 카드 패는 보상/처벌의 분포가

다르다. 즉 돈을 얻는 정도와 잃는 정도가 달

라서 ‘A와 B’ 카드 패는 선택을 할수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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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돈을 잃게 되는 불리한 패(net loss)이고, ‘C

와 D’ 카드 패는 선택을 함에 따라 결국은 돈

을 따게 되는 유리한 패(net gain)이다. IGT

의 총 수행횟수, 한 시행 당 평균 반응시간,

net-ratio(‘C+D’ 선택비율- ‘A+B’ 선택비율), 최

종 이익 액이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차 자료분석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 패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카드 패와 불리한 카드 패가 있다는 지시문과

(Fernie & Tunney, 2006) 수행 결과에 따라 연구

참여 사례비가 차등 지 된다는 지시문을 읽

고 수정한 IGT를 시작하 다. 가능한 한 최

의 이익을 얻도록 수행하고 최 한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될 때 과제 수행을 단하도록

지시하 으며, 과제의 총 수행횟수, 한 시행

당 평균 반응시간, net-ratio, 최종 이익 액이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다. 과제가 모두 끝난

후 지시에 한 이해 정도와 유리한 패의

악 여부, 과제 단 시 과 그 기 등을 알

아보는 과제 후 질문지를 실시하 다. 질문지

응답이 끝나면 연구 목 에 따라 과제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사례비가

차등 지 된다고 말하 음을 밝힌 후 모든 참

가자에게 동일한 연구 참여 사례비를 지 하

다. 자료들은 SPSS 16.0을 이용하여 분석되

었으며, 각 척도별 상 계를 분석한 후 FFFS

와 BIS에 의한 IGT 수행을 측하기 하여

표 다회귀분석(동시입력방식)을 실시하

다.

결과 논의

SP-BAS 수 상 10%에 해당하는 참가자

실험 참가에 동의한 57명(남학생 28명, 여

학생 29명)의 평균 연령은 20.42세(표 편차

2.33)이다. 각 척도별 수와 IGT 종속측정치

의 상 계 평균과 표 편차는 표 7과 같

다. K-GABS는 SR-BAS와만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r(57) = .388, p < .01. SR-BAS는

SP-FFFS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으며,

r(57) = -.312, p < .05, 종속측정치인 net-ratio,

최종 이익 액과도 각각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r(57) = -.291, p < .05, r(57) =

-.274, p < .05. SP-FFFS는 SP-BIS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r(57) = .336, p < .05. 수

행횟수는 반응시간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으며, r(57) = -.590, p < .001, net-ratio는

최종 이익 액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r(57) = .768, p < .001.

표 8에는 실험 참가자들의 IGT 수행 종속

　 A B C D

카드 당 평균 이익 $100 $100 $50 $50

총 손실(10장) $1250 $1250 $250 $250

이익 - 손실(10장) -$250 $250 $250 $250

손실 카드 비율(10장당) 5 1 5 1

표 6. Iowa 도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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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인 총 수행횟수, 한 시행 당 평균 반응

시간, net-ratio, 최종 이익 액에 해 SP-FFFS

와 SP-BIS를 측변인으로 한 표 다회귀분

석(동시입력방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행

횟수, 반응시간, net-ratio에 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최종 이익

액에 한 회귀모형은 R2 = .141로 약

14.1%의 설명력을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

미한 모델이었다, F(2, 54) = 4.444, p < .05.

이익 액에 가장 향을 주는 측 요인은

SP-FFFS 으며, β = .337, p < .05, 그 다음

측요인은 SP-BIS 다, β = -.315, p < .05. IGT

　 1 2 3 4 5 6 7 8

1. K-GABS 1

2. SR-BAS .388** 1

3. SP-FFFS .132 -.312* 1

4. SP-BIS .051 .018 .336* 1

5. 수행횟수 -.155 .039 -.174 .167 1

6. 반응시간 .175 -.113 .074 -.066 -.590*** 1

7. net-ratio -.170 -.291* .174 -.142 -.037 .053 1

8. 이익 액 -.055 -.274* .230 -.202 -.258 .201 .768*** 1

평균　 81.91　 72.23　 21.53　 17.71　 72.95　 1.47　 2.38　 41.75　

표 편차 14.02　 4.08　 　4.31 2.92　 31.18　 1.03　 24.55　 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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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척도별 수와 IGT 종속측정치의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종속변인 측변인 B β t R2 F

수행횟수
SP-FFFS -1.880 -.260 -1.885

.088 2.606
SP-BIS 2.726 .255 1.847

반응시간
SP-FFFS .026　 .108 .753　

.015 　 .403　
SP-BIS -.036 -.102 -.714

net-ratio
SP-FFFS 1.423　 .250 1.801　

.076 2.209　
SP-BIS -1.903　 -.226 -1.627　

이익 액
SP-FFFS 63.352 .337 2.513*

.141 4.444*　
SP-BIS -87.883　 -.315　 -2.356*　

* p < .05

표 8. FFFS와 BIS의 IGT 수행에 한 표 다회귀분석(동시입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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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한 FFFS와 BIS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제 후 질문지 응답의 분석 결과, 과제의

평균 이해 정도는 87.03%로 부분의 참가자

들이 과제의 지시문을 충분히 이해하 다. 카

드게임을 단 없이 끝까지 수행한 참가자는

50.9% 으며, 그 외 29.8%는 더 이상 손해 보

지 않으려고, 10.5%는 최 의 이익을 보았다

고 생각되어서 과제를 단하 다고 보고하

다. 유리한 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참가자의

52.6%인 30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하 다. IGT

수행 시 각각의 카드 패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패가 있다는 지시문을 읽

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후 질문지의 응답에

서 과반수 이상의 참가자들이 유리한 패가 없

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유리한 패가 있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과 없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간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는데,

유리한 패가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총 수

행횟수가 더 많았으며, t(55) = 2.241, p < .05,

반응시간은 더 빨랐다, t(55) = 2.400, p < .05.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BAS가 높은

참가자들의 IGT 수행 시 FFFS와 BIS가 최종

이익 액을 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FFFS가 낮고 BIS가 높을수록 최종 이익 액이

었다. FFFS와 BIS의 측이 유의하지 않았던

수행횟수의 경우 비록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 다는

에서 추후 연구에서의 가능성은 엿볼 수 있

었다, R2 = .088, F(2, 54) = 2.606, p < .10.

FFFS와 BIS의 IGT 반응시간에 한 회귀모

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몇 가지 측면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반응시간 측정

의 조작 정의에 문제 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반응시간이라는 종속변인의 측정을 해

카드 패 선택 시의 반응시간만 측정하 고,

카드 선택 후 다음 카드 제시까지의 잠재기

시간은 측정하지 않았는데, 잠재기 동안에도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해 생각하고 어떤 카

드 패가 유리한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개인마다 총 수행횟수가 다르므로 반응

시간을 한 시행 당 평균 반응시간으로 측정하

는데, 수행 기의 반응시간에 비해 후반부

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수행을 끝까지 한 사람의 반응시간이 간에

단한 사람의 반응시간에 비해 빠르게 평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도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는 BIS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갈

등상황에서 BIS가 활성화될 때 극 인 행동

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걱정과 반추로 경험되

유리한 패
t

유(n = 27) 무(n = 30)

총 수행횟수 84.37(23.40) 66.47(35.06) 2.241*

반응시간 1.14(0.59) 1.76(1.24) 2.400*

net-ratio 5.55(24.51) -0.47(24.64) .923

이익 액 155.19(810.41) -60.33(813.71) .322

* p < .05

표 9. 유리한 패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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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BAS는 억제하고 FFFS를 활성화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갈등상

황이 되면 BIS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이를 민

감하게 인식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므로

반응시간이 빠르다는 연구도 있다. Berkman

등(2009)의 연구에서는 높은 BIS 민감성을 가

진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갈등을 더 빨리 탐

지하므로 갈등을 해결하기 해 더 효과 으

로 자원을 배분할 것이며, BIS는 BAS와 상호

작용하게 되어 갈등상황에서 빠른 반응에

한 BIS의 효과는 높은 BAS에 의해서는 증폭될

수 있다고 제시하 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높

은 충동성이 행동 과제에서 더 많은 오류와

더 빠른 반응을 설명하 다(Helmers, Young, &

Pihl, 1995). 본 연구에서도 BAS 상 수의

참가자들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높은 BAS

가 빠른 반응 속도를 래하 을 가능성이 있

다. IGT 수행 시 반응시간에 한 결과가 부

한 반응시간의 측정에 기인하는지, 갈등

해결의 진인자로 BAS와 상호 작용하는 BIS

의 역할을 반 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유리한 패와

불리한 패가 있다는 지시문을 읽고 과제를 수

행하 고 부분의 참가자들이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 다고 답하 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가자들이 유리한 패가 없었다고 응

답한 은 도박에 한 선입견, 즉 도박에서

는 무선 으로 제시될 뿐 특별히 유리한 패,

불리한 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BIS가 높은 참

가자들도 유리한 패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을 도박

행동에 용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1에서

SPSRQ SP 척도는 FFFS와 BIS라는 두 구조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악하 다. 보상민감성

이 높은 참가자들은 도박친화성이 높았으며,

FFFS와 BIS는 모두 처벌에 민감한 체계이나

자극에 한 방어 방향에서는 상반되었다.

한 보상민감성이 높거나 도박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병 도박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도

박을 경험해 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단된다. 연구 2에서는 FFFS와 BIS가 IGT의 최

종 이익 액을 측하는 유의미한 측변인이

었으며, FFFS가 낮고 BIS가 높을수록 최종 이

익 액이 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

을 도박 연구에 용해보았다는 데에 있다.

강화민감성 이론은 2000년에 개정된 이후 많

은 연구에서 개정된 이론의 내용은 언 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여 히 기존의 이론

을 용하여 BAS와 BIS의 향만을 다루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 인 상황에서

의 강화민감성을 측정하는 SPSRQ를 처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 으며,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개정된 강화민감성 이론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았다. 처음으로 사용되는 척도인 만큼

SPSRQ의 국내 타당화 연구 과정이 필요하겠

지만, 이 연구에서는 간과되었던 FFFS와 개

정 과는 역할이 달라진 BIS를 확인하고 이

들을 용해보았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다

음으로 질문지를 통한 분석 뿐 아니라 실제

과제 수행에 이론을 용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FFFS와 BIS가 모든 종속측정치에

서의 측에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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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측은 유의미하 으며, 유의하지 않

았던 총 수행횟수에서도 가설과 일치하는 방

향성을 보여 추후 연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BAS가 낮은 사람들은 도

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실험실 연구에서는 BAS가 높거나 낮은

참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도박 근성

과 과제 수행에서의 차이가 혼입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에 한 근성이 높은

BAS 상 집단만을 상으로 하여 좀 더 명확

한 FFFS와 BIS의 향을 보고자 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도 가지고

있다. 우선 IGT 수행 시 지시문에 유리한 패

와 불리한 패가 있음을 제시하 음에도 불구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가자들이 유리한 패가

없었다고 응답하여 카드 패가 무선 으로 제

시된다고 생각하여 선택 시 FFFS와 BIS의 특

성이 제 로 반 되지 못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박과제라기보다는 보상과 처벌

이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평가하기

한 과제로 소개하고 과제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개정된 이론에 따른 FFFS는 투쟁(fight), 도피

(flight), 동결(freeze)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반

하지만, 본 연구에서 SP를 통해 악한 FFFS의

측면은 주로 도피와 동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

만을 반 하고 있다. FFFS의 세 가지 측면 모

두 자극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동기는 같

지만 을 지각하는 거리에 따라 행동은 다

르게 나타날 것이며, 에 한 방어 거

리 지각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그 개인의

FFFS 민감성을 반 할 것이다(Corr & Perkins,

2006). 이때 같은 동기를 가지더라도 ‘투쟁’이

라는 행동으로 반응할 경우 외부에 보이는 행

동은 ‘도피’나 ‘동결’과는 다를 것이다. 세 번

째로 BAS가 높은 참가자들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도박 과제의 수행에서 반응속도나 오

류에 여 히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BAS

의 역할을 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인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조명과 실감나는 음향, 주

변에 도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실험실 상

황에서는 카지노와 같은 도박의 흥미진진함을

재연할 수 없었다는 도 과제 수행에 몰입하

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도박장과 같은

분 기를 내어서도 안 된다는 한 간과할

수 없었다.

도박에 향을 주는 요인은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도박에 더 쉽게 근하는 사람들의 특

성과 더불어, 도박에 근하고도 빠져들지 않

는 사람들과 더 쉽게 빠져들고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같은 도박에 취약한 성격 특

성들이 악된다면, 이는 도박 문제를 방하

고 치료 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도나 사회 , 경제 상황의

향을 상 으로 덜 받는 학생의 도박 수행

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발

되었을 것이며, 부분의 학생들은 도박으

로 인해 큰 재정 손실을 보고하지 않지만

이 시기의 경험이 이후 액수가 크고 험한

도박으로의 여를 증가시키므로(Cyders &

Smith, 2008), 학시 의 기 도박 경험과 취

약성은 이후 병 도박을 측하는 요한 변

인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추

후 연구를 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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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inforcement Sensitivity 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Gambling Behaviors

Tae-Yeun Kim In-Hyae Yi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ie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AS (Behavioral Approach System or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and FFFS (Fight-Flight-Freeze System), in the

revised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rRST), o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gambling

behaviors. Study 1 identified two rRST factors in the SP (Sensitivity to Punishment) scale of the SPSRQ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which measures original BI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S and the beginning of gambling among 764 undergraduates. We

us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o show the presence of FFFS and BIS in SP. We found BAS, as

measured by SR,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K-GABS (Korean Gambling Attitudes and Beliefs Scale),

which reflects the individual's affinity for gambling, and also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AS between

students who gambled more than once a month and students who did not gamble. Study 2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FFFS and BIS and performance on the modified Iowa Gambling Task (IGT) in

a sample of 57 participants with high BAS scores from study 1. We calculated 4 separ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FFFS and BIS as predictors and 4 measures on the modified IGT as dependent

variables. FFFS and BIS explained a significant amount of variance regarding the gaining of money;

however, they failed to reach significance as predictors of total count, reaction time, and net gain-ratio

(good deck-bad deck).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high BAS can influence the start of gambling,

and low FFFS and high BIS can influence an individual to lose more money while gambling. We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se studi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BAS, BIS, FFFS, gambling, Iowa Gambl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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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PSRQ

*****************************************************************************************

아래의 질문들을 읽고 질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① 아니다’에,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다

르다면 ‘② 아니다’에,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도 같다면 ‘③ 그 다’에, 자신의 생각과 매우 같다면 ‘④ 매우 그

다’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아니다
아니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불법일까 두려워 뭔가 하는 것을 억제한 이 종종 있습니까? 1 2 3 4

2. 돈을 얻을 것 같은 망이 좋으면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 무엇인가 하도록 강한 동기를

유발시킵니까?
1 2 3 4

3. 무엇인가 구해보았자 얻어질지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 그것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

는 편입니까?
1 2 3 4

4. 학교, 직장에서 주변사람들이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길 가능성이 있으면 더 앞장서서 하

게 됩니까?
1 2 3 4

5. 새롭거나 상치 못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1 2 3 4

6. 당신이 보기에 외모가 잘 생겨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까? 1 2 3 4

7. 모르는 사람에게 화 거는 일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1 2 3 4

8. 어떤 약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약물을 취하겠습니까? 1 2 3 4

9. 당신은 어떤 사람 는 조직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

니까?
1 2 3 4

10. 당신은 칭찬받기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까? 1 2 3 4

11. 당신은 어릴 때 학교나 집에서 받은 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곤 했습니까? 1 2 3 4

12. 당신은 티나 사교 모임에서 심의 상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13. 어떤 과제를 제 로 비하지 못하면, 그 과제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단히 요하게 여

기게 됩니까?
1 2 3 4

14. 좋은 이미지를 얻는 데 당신 시간의 많은 부분을 니까? 1 2 3 4

15.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쉽게 낙담하는 편입니까? 1 2 3 4

16. 당신은 당신에게 사람들이 항상 애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1 2 3 4

17. 당신은 수 음을 타는 편입니까? 1 2 3 4

18. 당신이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가장 지 으로 혹은 가장 재미있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까?
1 2 3 4

19. 창피 당할까 두려워 가능한 한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를 피하는 편입니까? 1 2 3 4

20. 당신은 당신에게 매력 인 사람이 보이면 사귀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편입니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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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좋은 이야기 거리를 고르는 게 어렵습니까? 1 2 3 4

22. 어린 시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해 여러 가지를 했습니까? 1 2 3 4

23. 당신은 당신이 했던 일이나 해야 할 일에 해 생각하느라 종종 잠들기가 어렵습니까? 1 2 3 4

24.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사회 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까? 1 2 3 4

25. 당신은 식당에서 음식이 제 로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하기에 앞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

니까?
1 2 3 4

26. 당신은 보통 즉각 인 이익을 수반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1 2 3 4

27. 상 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것을 알아차렸을 때, 굳이 그 상 에 다시 돌려주러 가겠습

니까?
1 2 3 4

28. 지된 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1 2 3 4

29. 당신은 잘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편입니까? 1 2 3 4

30. 당신은 경쟁하고 이기기 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31. 당신은 종종 당신이 했던 말 는 행동 때문에 걱정하는 편입니까? 1 2 3 4

32. 굉장히 즐거운 사건에 해 맛이나 냄새를 떠올리는 것이 당신에게는 쉽습니까? 1 2 3 4

33. 상사에게 월 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1 2 3 4

34. 당신에게 유쾌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나 감각이 많이 있습니까? 1 2 3 4

35. 보통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1 2 3 4

36. 당신은 슬럿머신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종종 어렵습니까? 1 2 3 4

37. 당신은 당신의 불안정감이나 두려움만 없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까?
1 2 3 4

38. 당신은 가끔 빠른 이득을 얻고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1 2 3 4

39. 당신 자신을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두려워하는 게 많은 편입니까? 1 2 3 4

40. 당신은 매력 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쉽게 주의가 산만해져 일에 집 할 수 없게 됩니

까?
1 2 3 4

41. 당신은 어떤 일을 무 걱정해서 머리 쓰는 일을 잘 못하게 될 정도가 될 때가 종종 있습

니까?
1 2 3 4

42. 당신은 험한 일도 마다 않을 정도로 돈에 심이 있습니까? 1 2 3 4

43. 당신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비난 받을까 두려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1 2 3 4

44. 당신은 모든 활동에 경쟁 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45. 일반 으로 당신은 유쾌한 일들보다는 이 되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1 2 3 4

46. 당신은 사회 으로 높은 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 2 3 4

47. 창피 당하게 될까 무서워 뭘 못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까? 1 2 3 4

48. 당신은 다소 험이 따를 수 있더라도 당신의 신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