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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희 이 정 여 성 칠

열린사이버 학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건국 학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일반을 상으로 도박행동의 수 을 변별하기 하여 최 로 개발된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

(CPGI: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가 과연 그 목 에 부합하는가에 한 논란을 교차수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CPGI에 한 논란은 첫째, 문항구성이 기존의 척도들과 크게 다름이 없이 도박행동 수 이 높

은 인구집단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과연 실제 경험 자료에서 이 척도가 사회일반에 속하는 하

집단들에 걸쳐 차별 이지 않고 일 성 있게 기능하는지 여부에 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박행동의

고수 과 수 이라는 장면 내 집단 간에는 측정의 틀, 단 , 원 , 요인분산의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경제 하 집단이 여자 경제 상 집단 보다 높은 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

인분산의 크기에서는 L장면의 분산이 .100이 안 되는 작은 크기인데 반해서 H장면의 요인분산들은 모두 .569

는 .665으로 작게는 7배 크게는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한 우측 편포와 바닥효과(floor

effect)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교차수 분석 즉, 1층 수 의 집단이 L/H 장면 간에

일 성 있는지 차별 인지를 검증한 결과, 체로 단 차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 동일성이 성

립하는 일부 문항들도 원 동일성 검증을 거의 통과하지 못했다. 단 동일성이 다수 성립한 외 인 경우에

는 거의 부분의 문항들에서 원 차별성이 있었다. 따라서 거의 부분의 문항들이 L/H 장면 간에 측정단

는 측정원 에서 차별 기능을 하므로, CPGI척도를 L장면과 H 장면 간에 공통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는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 CPGI, 다층분석, 다집단분석, 차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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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2011)의 일부를 토 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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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문제도박 척도(CPGI: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의 개발(Ferris & Wynne, 2001a,

2001b)로 도박연구에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

었다. 즉, 독모형에 기반하여 병리 수 의

도박을 으로 다루어 온 기존의 추세를 벗

어나, 국민일반을 상으로 공 건강 에

서의 문제모형으로 환을 선언하게 된 것이

다. 공 건강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여 여러

나라에서 일반인 상으로( : 한국, 캐나다,

미국, 국,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CPGI

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 그 척도가 목 에

맞는 타당한 것인지에 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Ladouceur, Jacquess, Chevalier, Sevigny,

& Hamel, 2005; Svetieva & Walker, 2008). 본 연

구에서는, 국민을 상으로 도박행동 수

을 변별하기 해 최근에 개발된 CPGI1)가 과

연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인지 알아

보기 해 다층 다집단 분석을 통한 양

평가를 실시하 다.

1) CPGI는 총 31문항(인구통계 문항 제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 채 이 되는 문항들은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라는 명칭

으로 구분되는 9개 문항이다. 나머지 문항들은

채 되는 문항들이 아니고 도박에의 여도

(involvement) 그리고 도박행동 련 변수들

(correlates)에 한 것이다. 도박행동 련 변수들

(correlates)은 그것들을 가지고 도박유형의 로

일을 개발하면 PGSI의 수를 해석하는데 유

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포함되었다

(Ferris & Wynne, 2001a, 본문 pp. 3-4 참조). 그러

나 아직은 도박행동 련 변수들을 사용하여 어

떤 류의 로 일도 개발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PGSI 수 해석에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없다. 따

라서 실제 도박행동 연구에서는 개인에 한 채

이 가능한 PGSI를 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 실이다. 한 학술지에서 CPGI 라고 할 때

특별한 언 이 없으면 PGSI 로 보아야 한다.

CPGI의 개발 목 은 개발 최종 보고서(Ferris

& Wynne, 2001b)에 잘 나타나 있다.

연구 목 을 순서 로 언 하기로 한

다. 첫째로, 일반인 조사(general population

surveys)에 사용하고자, 유병률 측정(prevalence

measure)과 일반인 선별(general screen) 어

떠한 용도의 측정도구를 만들 것인지에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1차 국면에서

는 일반인 선별의 용도이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러나 일이 진 됨에 따라 두 목 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이 분명해졌다.... 유병

률 측정을 해서는 기존의 진단표 인

DSM-IV에 련지워야 하고, 일반인 선별

을 해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문항들을

포함시켜서 유병률 측정에서 이야기하는

험성(at risk)의 개념을 확 할 필요가 있

었다. 유병률 측정을 해 행동 부

결과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필요했다. 일반

인 선별용으로는 문제도박(problem gambling)

에 하여 보다 많은 인 맥락(social

context) 는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문항들

을 척도에 포함시키고자 하 다. 그러나

이 문항들은 행동문항이나 부 결과 문항

들처럼 분명하거나 진단 신호(sign)가 되

기보다는 도박문제에 한 주 이거나

(soft) 제시 (indicative) 신호들이어서 채

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Ferris & Wynne,

2001b, 본문 p.2).

즉, 원래는 일반인 선별을 목 으로 생각했

으나 결국은 유병률 측정까지 포함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목 에 한

용어가 좀 더 분명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 선별은 국민 일반에게 실시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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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박행동 수 을 CPGI에서 설정한 비도

박(nongambling: 응답면제), 비문제 도박(non-

problem gambling: 0 ), 험 도박(low risk:

1-2 ), 험 도박(moderate risk gambling: 3-7

), 문제 도박(problem gambling: 8 이상)에

맞게 분류해 주므로서 사회 으로 문제의

방, 홍보 인식에 기여하는 측면이다. 이것

은 임상장면에서 사용되는 기존 척도들의 목

인 도박행동 고수 장면에서 집단이나 지

역사회에 한 유병률 제시와는 다른 기능이

다. 유병률 측정은 개인에 한 선별과 달리,

도박행동의 범주에 속하는 인구비율의 추정이

다.

이 두 기능을 해서 재 사용되는 부분은

CPGI 31개 문항 오직 9 개문항으로, 이는

문제도박 심각도척도(PGSI: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로 불린다. 즉, 9개 문항의 PGSI

사용이 CPGI 활용의 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문항들은 채 이 되지 않으며

타당화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채 이 되지 않

으므로 가장 기본 분석인 차원 분석도 실시

되지 않았다(Ferris & Wynne, 2001b, 본문 13쪽

참조). 즉, CPGI 개발시 타당화의 핵심은 PGSI

9문항 이었기에 CPGI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에

서는 PGSI 9개 문항을 CPGI로 언 하면서 사

용한다. 단순히 PGSI라고 하면 “Canadian”이라

는 수식어가 락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CPGI

라는 통상 인 명칭이 선호된 것 같다. 이

에서도 특별한 언 이 없는한 CPGI는 PGSI 9

개 문항을 가리킨다. CPGI 의 사용자 교본이

나 최종 보고서에서도 PGSI를 일반인에게 실

시하여 선별된 결과를 요약하여 수 에서

고수 에 이르는 유병률로 보고하고 있다( :

Ferris & Wynne, 2001b, Table 14)

그런데 재 운용되는 CPGI는 일반인 선별

과 유병률 측정이라는 두 가지 목 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무리가 있다. 유병률 측정의 주된

상이던 임상장면 표본을 넘어 국민 일반을

상으로 하는 가운데, 도박행동의 고수 뿐

만 아니라 수 에 해서도 정확한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CPGI가 일반인을 상으

로 하여 도박행동 고수 집단에 해서는 잘

기능한다는 보고가 있다( : Ladoceur et al.,

2005). 그러나 원래 목 은 통 인 의학모형

이 아니라 사회공 건강모형의 추구인데,

CPGI에는 문제도박의 측정을 해서 DSM-IV

를 참조한 문항들이 부분이라는 비평도 있

다( : Svetieva & Walker, 2008). CPGI 개발자

들 역시 CPGI가 DSM과 SOGS에 큰 계(각

각에 한 상 이 모두 0.83)를 갖는 것을 목

의 성취라고 기술하고 있다(Ferris & Wynne,

2001b, Executive Summary, p.2 참조). 이것은 일

반인을 상으로 할 때 상 집단인 고수 도

박행동자들에 해서는 선별 유병률 측정

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9개 문항에 한 채 을 통해 일

반인 선별과 유병률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CPGI가 재와 같이 국민 일반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가에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

다. 국민 일반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안

의 하 집단들에 걸쳐서 척도가 잘 기능하고,

차별 이지 않음을 가정하는 것인데 그 가정

이 과연 실제 경험자료에서 지지받을 것인지

가 연구문제이다. 가정이 지지되는지, 척도의

기능에 한 경험 검증이 필요하다. 고수

집단에 한 기능에 해서는 이미 CPGI 의 9

개 문항 부분이 임상장면의 척도들에서

사용되어 왔고, 경험 연구에서도 잘 기능한다

는 보고가 있다. 반면에 수 집단에서의

기능에 해서는 경험 연구가 없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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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부분인 일반인 집단에서 선별

유병률 측정을 하는 데 리 사용되고 있으므

로 그 타당성에 한 검증이 필요한 시 이다.

한 문항의 구성으로 보아 도박행동의 수

집단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는 척도일 것으로 기 되기도 한다.

척도가 가지고 있는 하 집단간 동질성의

암묵 가정은 경험 자료의 양 인 평가를 통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즉 다집단 분석의

에서(손원숙, 2002; 조용래, 김정호, 2002;

Meredith, 1993; Vandenberg & Lance, 2000), 사회

일반의 하 집단들을 구분하고 CPGI가 집단

간에 동질 인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정 척도가 응답 상에 계없이 공정하게

는 립 으로 잘 기능한다는 것은 집단의

구분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달

리 말하면 여러 집단들에 걸쳐서 차별 기능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에 CPGI가 도

박행동 수 이 높은 집단(H집단)과 낮은 집단

(L집단) 간에 차별 기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

다면 L집단을 포함하는 공 건강 의 척도

로 보기에는 부 한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집단에서의 기능을 비교하는 다집단 분석(이

순묵, 김한조, 2011; Joreskog, 1971; Meredith,

1993; Sorbom, 1974)을 통해 CPGI의 문제 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간 일반화 는 집단간 차이를 조사하

는 다집단 연구는 통 으로 단일한 수 에

서 실시되었다. 즉, H집단과 L집단 간 다집단

비교를 한다면 그 아래 하 집단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연구가 종료되므로 단일수 의 연구

가 되는 것이다. 로서 직장인과 학생(최

정, 조 주, 박동건, 2005), 남자와 여자(김

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방희

정 등, 2007; 윤미혜, 신희천, 2009), 척도 수

의 고집단과 집단(손은 , 차정은, 김아 ,

2007), 비임상집단과 임상집단(조용래, 김정호,

2002), 상이한 국가(손원숙, 2002)를 상으

로 한 다집단 분석 연구에서는 비되는 연구

집단 내의 하 집단 간 차별성이 논의되지 않

았으므로, 집단 내 동질성이 암묵 으로 가정

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에 다층

근(이순묵, 2010; 한태 , 김원형, 2006;

한태 , 탁진국, 2005; Kozlowski & Klein, 2000)

의 개념을 용하 다. 보통 다층 개념에서

층의 구분은 물리 으로 포함 계( : 학생을

교사가, 교사를 학교장이 포함)에 있는 단 나

집단들 간에 정의되지만, 개념 범주화를 통

해서도 상 범주와 하 범주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서, 도박자와 비도박자의 구분

는 고수 도박행동자와 수 도박행동자

의 구분이 의미있을 경우 이 구분을 상층이라

하고, 각 범주 아래에 남/녀 하 집단을 하층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고수 도박자

가운데 남/녀 구분을 할 경우 고수 도박자

의 도박행동을 공통 으로 나타내며, 수

도박자 가운데 남/녀 구분을 할 경우 수

도박자의 도박행동을 공통 으로 나타낸다면

상층의 범주는 하층의 남/녀 집단 내 개인들

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맥락효과를 가지는 것

이다. 한, 어떤 개인의 도박행동은 그가 남

자인지, 여자인지 보다 고수 도박자인지

수 도박자인지가 더 강한 맥락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에 반해 남녀 구분이나 경제 상/

하 구분은 도박연구에서 요 구분변수로 등

장한지 매우 최근이다.

따라서 도박행동의 고수 / 수 과 남/녀

구분이라는 두 개의 구분변수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면, 두 구분변수에 하여 빈도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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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ss- tabulation analysis)에서와 같이 동등한

수 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남/녀 구분에 따른

개인행동이 도박행동의 고수 / 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다

층 인 근이 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도박 연구의 에서는 H집단과 L집단을 각

각 집단 내 동질성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아래에 하 집단( : 남녀, 경제수 상하)으로

나뉠 수 있는 다층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H집단 내 다집단 분석, L집단 내

다집단 분석, 그리고 H/L 집단과 그 하 집단

구분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별 집단들

(그림 1 참조)에 한 교차수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CPGI의 차별기능 여부를 평가해보았

다.

도박행동의

선행연구에서 본 하 집단

본 연구에서는 H집단과 L집단 구분을 상층

으로 하고 그 아래 남녀와 경제수 을 하층의

구분변수로 선택하 다. 선행연구들이 인구집

단의 다층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단층 인 연

구이긴 하지만, 도박행동이 남녀 간에도 차이

가 있고 경제수 상하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

음이 확인되어 H집단과 L집단 아래의 하층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남녀 구분과 경제

수 상하를 하층 개념으로 보는 경험 근거

는 다음과 같다.

남녀차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박행동에서의 남녀

간 차이는 반 인 도박자 비율, 정신과

특성, 독수 으로의 진행경과 등에서 나타

난다. 반 인 도박자 비율을 보면, 과거에는

도박이 주로 남성들의 활동으로 여겨졌으나

합법화된 도박 시장의 확장에 다른 근성 증

가로 인해 여성 도박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남녀 간 도박행동과 유병률의 차이

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송주연, 연규철, 이태경, 2005; 이인혜, 2004;

Afifi, Cox, Martens, Sareen, & Enns, 2010; Desai

& Potenza, 2008). 여성들은 불법도박보다는 합

법도박에 많이 여하고, 그에 따라 합법도박

의 장에서 고수 의 도박자( : 병 도박)가

증하고 있다(Delfabbro, 2000; Mark & Lesieur,

1992).

도박행동에서의 남녀차이는 정신과 특성

에서도 나타난다. 로서, 기분장애와 불안장

애 등의 정신과 문제와 병 도박과의 연

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으며(Desai &

Potenza, 2008), 국내에서도 고수 도박자 가

운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높은 우울감을 보

다(송주연 등, 2005). 충동성 측면에서는 남

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 을 보 다

(Blaszczynski, Steel, & McConaghy, 1997; Ibanez,

Blanco, Moreryra, & Saiz-Ruiz, 2003). 도박자 을

마련하기 하여 탈법행동을 하거나 도박으로

인하여 학업/직업상 험을 경험하는 비율은

고수 도박자들 가운데서도 남성이 더 높았

다(Crisp et al., 2000).

도박행동의 수 에서 고수 으로의 진행

경과 역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 연구

를 보면 도박을 시작한 이후 문제를 보이기까

지의 기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신속하다

(Grant & Kim, 2002; Ladd & Petry, 2003). 라

질에서는, 도박시작 시기상 남성이 여성보다

빠르지만, 일단 도박이 시작된 후에 고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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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진행은 여성이 더 빠름이 발견되었고

(Tavares et al., 2003), 스페인과(Ibanez et al.,

2003) 국내에서도(송주연 등, 2005) 같은 결과

를 보 다.

경제수 별 차이

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경제수 의 의미

는 직장여부, 소득수 , 교육수 과 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 으로 측정하

다. 일반 으로 경제수 이 낮으면 같은 정도

의 도박을 해도 더 많은 비율의 병 도박을

보이는데(Ladoceur, 1991; Welte, Barnes,

Wieczorek, Tidwell, & Parker, 2004) 이는 도박에

서의 손실을 완충해 수 있는 수입과 재정

자원이 없어서 나타나는 상으로 해석된

다. 한 30세 이상의 도박자들 에는 경제

수 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수 의 도박문제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lte, Barnes,

Wieczorek, Tidwell, & Hoffman, 2007). 경제수

은 한 도박행동의 유형과도 련이 있다.

로서, 자도박 기계( : 슬롯머신) 사용자들

은 룰렛 사용자들보다 경제수 이 낮은 경향

이 있었고(Kroeber, 1992),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록 운에 기반한 도박을 하는데 반해, 소득

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술에 기반한 도박을 하

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Stevens &

Young, 2010).

본 연구에 활용한

다층 다집단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H집단과 L집단을 상층집단

으로 하고 그 아래에 가능한 하층집단들을 정

의하 다. 물론 남자/여자 구분의 아래 수 에

경제수 상 집단과 경제수 하 집단을 고려

하는 모형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표본크기의

문제 그리고 해석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그림

1과 같이 제한 이 되었다.

하층 수 에서의 분석은 단일수 분석이었

고, 하층과 상층을 연결해서 검토하는 분석은

교차수 분석이었다. 하층의 단일수 분

석에서는 L집단 자료에서 남자/여자 다집단

분석과 경제수 상/하 다집단 분석을 하 고,

H집단 자료에서도 남자/여자 다집단 분석

경제수 상/하 다집단 분석을 하 다. 그런

다음 교차수 분석(cross-level analysis)으로서

L집단 L집단

남자 여자 경제수준 상 경제수준 하

H집단 H집단

남자 여자 경제수준 상 경제수준 하

그림 1. 본 연구에 활용된 다층 다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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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표본에 하여 L/H 집단으로 나 어 다

집단 분석을, 여자 표본에 하여 L/H 집단으

로 나 어 다집단 분석을 하 다. 마찬가지로

경제수 상 표본에서도 L/H 집단간 분석을

하 고, 경제수 하 표본에서도 L/H 집단간

다집단 분석을 하 다. 단일수 분석과 교차

수 분석은, 기술 으로는 2원 분류자료

( : L/H수 x남녀)에 한 다집단 분석의 반

복이지만, 개념 으로는 상층과 하층이 구분

되므로 다층 근으로 해석하 다.

분석 결과, 하층의 단일수 분석에서는 집

단간 일반화가 성립되었으나 교차수 분석에

서는 집단간 일반화가 성립되지 않았다. 즉,

세부 분류(남, 여, 경제수 상, 경제수

하)에 따른 L집단과 H집단간에 CPGI 척도가

달리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하층 분류를 무시하고 L집단과 H집단을 비교

하는, 상층에서의 다집단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집단 간 차이와 척도의 차별기능

이미 H집단과 L집단은 정의상 도박행동에

서 차이가 있는 집단이고(실제 경험자료에서

의 차이는 김교헌 등(2011)의 표 1 참조), 단층

연구들에서 남녀집단 구분이나 경제수 에

의한 집단구분 역시 평균 수의 측면에서 집

단차이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밝혔다. 따

라서 집단차이는 하나의 단층 인 상이 아

니라 여러 층에 걸친 상으로 볼 수 있고,

집단 간에 그러한 차이를 악하는 연구에 사

용되는 척도는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립 이어야 한다. 즉, 그런 척도는 하층 수

에서 남녀 간에 차별 기능을 하지

않아야 하고, 경제수 간에도 차별 기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한 교차수 에서,

하층의 각 집단(남, 여; 경제 상, 경제 하)에

련된 상층의 L집단과 H집단 간에 차별

기능이 없어야 한다. 단일수 을 넘어 교차수

검토가 포함될 때 이를 다층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척도가 하층 수 에서는 집단간

차별 기능이 없어도 교차수 검토에서 차

별성이 나타난다면, 하층 수 의 세부 분류

를 무시한 상층 수 에서의 L집단과 H집단

간 비교는 생태 타당도(Kozlowski & Klein,

2000)가 부족하므로 의미가 없어진다.

척도의 차별 기능은 측정변수가 집단과 2

원 상호작용을 하여 측정변수의 값에 혼입효

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측정변수의 값에

이론변수 수 에서의 집단차이(주효과)만이 반

되지 못하고 집단구분에 따라 척도 자체가

차별 으로 작용하는 상호작용 효과까지 혼입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 기능의 유무는

척도의 일반화 유무를 단하는 요 단서가

된다. 차별 기능의 유무를 악하는 것은

교육장면과 같이 표본크기가 클 경우 검사이

론인 문항반응이론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심

리학에서와 같이 자료가 상 으로 을 때

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다집단 분석이

하다.

다집단 분석의 논리는 이미 많은 논문들에

서 제시되었으나 용어들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혼란을 주므로(이순묵, 김한조(2011)의 표 2 참

조), 본 연구에서는 심리측정 이론의 수량산출

론(scaling theory)에 바탕을 두고 번역된 이순묵

과 동료들(이순묵, 은희, 이찬순, 2010; 이순

묵, 김인혜, 2008; 이순묵, 김한조, 2011)의 번

역을 따랐다. 요인분석이나 구조방정식의 다

집단 분석에서 다루는 요인이란 용어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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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연구 상인 이론변수 는 잠재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심리학의 기( : Fechner,

Weber의 Psychophysical Scaling; Thurstone의

Psychological Scaling)부터 계량 인 변수로 가정

하고 측정을 해왔다. 이것이 수량산출론의

통이며, 이에 따르면 심리학에서의 변수 간

계에 한 검증은 측정변수가 아닌 요인에

기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인(이론개념, 잠재

변수) 수”라고 하는 수량을 산출하는 작업을

측정으로 정의한다(이순묵, 2002).

이에 따라 측정변수는 요인의 함수로 표

시되는 요인구조 모형(측정모형 는 측정

방정식)에서 종속변수이고 요인은 원인변수

이며, 그러한 계가 있고 없음이 측정의

틀(configuration)이고, 방정식에서의 기울기(요

인계수)는 요인을 측정하는 단 이다(unit of

measurement, Bollen, 1989; Kenny, 1979). 한

편은 요인 수 즉, 이론변수의 값이 0일 때

응답자가 부여하는 측정치의 평균으로서 요

인 는 이론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상에의

“ ”에 해당하는 지 이므로(Bollen, 1989),

측정의 원 이다. 그에 따라 측정의 틀 동

일성(configural invariance), 단 동일성(metric

invariance), 원 동일성(scalar invariance)은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 간 척도의 차

별 기능 여부를 검토하기 한 핵심 개념이

된다.

검사이론에서 차별 기능은 균일 차별기

능과 비균일 차별기능으로 나 는데 자는

이론변수의 체구간에서 측정치가 한 집단에

서 다른 집단에 비해 일 성 있게 높거나 낮

은 경우이고, 후자는 집단 간 측정치의 높고

낮음이 이론변수의 구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집단 분석으로 연

구할 때 균일 차별기능은 집단 간 측정원

(origin of measurement)의 동일성 여부(동일하지

않으면 차별기능), 비균일 차별기능은 집단

간 측정단 (unit of measurement)의 동일성 여

부(동일하지 않으면 차별기능)이다(Chan, 2000;

Stark, Chernyshenko, & Drasgow, 2006).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특성상, 검사이론에서는

차별기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측정오차

분산/공분산, 요인 수 분산/공분산의 차별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방 법

집단구분 자료수집 차

CPGI의 번역본인 KCPGI-2011(김아 , 차정

은, 권선 , 이순묵, 2011)을 2011년 1월 4일부

터 1월 29일 사이에 L장면과 H장면에서 실시

하 다. H집단 자료 수집과 L집단 자료 수집

의 장면을 구분하는 데에는 201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결과(김교헌, 조성겸, 권선 ,

이동형, 2010)와 본 연구진의 연구 경험을 활

용하 다. 본 연구진 일부는 기존에 사행

산업 이용실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사행산업 업체 계자들의 자문과 실제 자료

수집 경험을 통해 각 업체별로 수 의 도박

자 집단과 고수 의 도박자 집단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음과 같이 상이함을 발견하

다(고수 ↔ 수 ): 평일↔주말, 장외발매소↔

본장, 카지노 입구↔호텔 로비 부 시설.

먼 H장면 자료 수집은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 독 유병률이 높게 보고된(김교헌 등,

2010 참조) 강원랜드 카지노(85.6%), 경마 장외

매장(82.9%), 몇 경륜 장외매장(79.2%)을 심

으로 하 다. 를 들어, 강원랜드 카지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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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수집은 객이나 일반인이 거의 없는 평

일, 특히 카지노 입장 시간에 맞춰 카지노의

입구에서 실시하 다. 경마 장외매장과 경륜

장외매장도 장외매장 환경 특성상 여가 목

으로 방문하는 인구가 거의 없으므로 H장면

자료 수집 장소로 하 다. 당시 기후는 30

년 만에 가장 심한 1월 한 (평균 하 4.4도)

으므로, 그런 가운데 경마 본장(이용객 도박

독 유병률 68.0%)과 경륜 본장(66.9%)에 이

른 오 이나 입장 시간에 기하는 이용객이

라면 도박 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H장면

자료로 분류하 다.

L장면 자료 수집은 학생(서울 ‘ㅅ’ 학교,

‘ㅊ’ 학교, 구 ‘ㄱ’ 학교)과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 독 유병률이 낮은 로 (20.3%)

스포츠토토(35.3%) 이용객을 심으로 하

다. 더불어 좀 더 다양한 장면에서 L척도의

자료를 수집하기 해 겨울 포츠 성수기(주

말)에 가족이나 친구 단 로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로비나 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사 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원( 독심리 문

가 그들에 의해 훈련을 받은 학원생들로

모두 도박 자료수집 유경험자)이 상자에게

선별 질문을 하여, 도박을 재미삼아 는 여

가생활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L척도를 실시하 다. 결과 으로 H장면과 L장

면의 도박수 이 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

나 자료 수집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 김교

헌 등, 2011)

한편 어떤 장면에서든 남녀구분과 경제수

에 의한 하 집단 구분은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남녀 구분은 설문에서 직 물었고, 경

제수 은 경제수 을 조사한 후 일정수 을

심으로 하여 상하 집단으로 나 었다. 즉,

가계 연소득을 기 으로 3000만원 이하에 응

답한 응답자들을 경제수 이 낮은 집단으로,

4000만원 이상에 응답한 응답자들을 경제수

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

연구 참여자

L장면

L장면에서는 학생 504명(57.1%)과 도박장

이용객 379명(42.9%)이 표집 되었다. L장면 응

답자 가운데 남녀 비율을 보면 학생과 카지

노 방문객은 남녀 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

루고 있으나, 스포츠토토 이용객은 스포츠라

는 성격상 여자 이용객이 매우 어 남자가

80%에 가까웠다. L장면 응답자 가운데 학생

과 카지노 이용객은 경제 하 집단이 훨씬 많

았으나 스포츠토토는 경제 상 수 의 이용객

들이 많았다.

L장면에서 수집된 총 883명의 자료를 가지

응답 상 체(%) 남자 여자 경제 상 경제 하

1. 학생 504(57) 280 224 116 284

2. 카지노 221(25) 106 115 72 110

3. 스포츠토토 158(18) 124 32 72 41

합 계 883(100) 510 371 260 435

표 1. L장면 응답 상별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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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가능한 응답자료를 선별하 다. 선별

에서 결측치가 과도한 응답자, 불성실한 응답

자, 극단 응답자를 제거하 다. 우선은

결측치가 50% 이상인 응답자(1명)를 제외하여

882명이 남았다. 한 불성실한 응답을 검색

하고자 비교검사문항(filler item)을 사용하 다.

총 8개의 비교검사용 문항 짝 6개 이상의

문항 짝에서 불성실 응답이 나타날 경우 불성

실 응답자로 간주하여 자료에서 제거하 다.

이 과정에서 총 17명이 제거되고 865명이 남

았다.

끝으로 사분 간 범 (interquartile range)를

사용하여 외값을 보이는 응답자를 검색하

다. 자료의 25백분 와 75백분 사이의 범

를 사분 간 범 (Interquartile range, IQR)로 정

의할 수 있다. 이 때 25백분 아래로 1.5*

IQR, 75백분 로 1.5*IQR을 벗어나는 값을

극단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Moore, 2010). 따라

서 자료에서 가상의 평균 인 응답자를 산출

한 후, 이 응답자와의 상 계수가 극단값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식별하여 자료에서 제거하

다. 이 때 상 계수의 25백분 는 .4550, 75

백분 는 .7533이었으며, 사분 간 범 는

.2983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40명이 제거

되어 825명의 자료가 남게 되었다.

한 결측치가 경미한 경우 통계 방법으

로 결측치를 체하여 완 자료(complete data)

를 확보하기로 하 다. L장면 자료에서 결측

치 빈도는 문항별로 1∼4명에 불과하 다. 즉,

결측치 비율이 경미하므로 결측치 체를 실

시하기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통계 소 트웨

어인 SAS의 PROC MI 차를 이용하여, 결측

치에 해 다 체(multiple imputation)를 실

시하 다. 총 10회의 체를 실시하여 평균한

값을 산출하 으며, 결측치가 체된 자료(총

825명)를 분석에 사용하 다.

H장면

H장면 설문에서 응답 상 집단의 비율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H장면 응답자의 남

녀비율을 보면 반 으로 남자의 비율이 월

등히 높았다.

체 응답자 범주에서 경제 하수 집단이

경제 상수 집단보다 훨씬 많았다.

H장면에서 수집된 총 1,047명의 자료를 가

지고 사용가능한 응답 자료를 선별하 다. L

장면 자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측치가 과

도한 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을 검색하 으나

해당자가 없었다. L장면에서와 같이 사분 간

범 를 사용하여 외값을 보이는 응답자를

응답 상 체(%) 남자 여자 경제 상 경제 하

1. 카지노 155(15) 113 42 52 68

2. 경마(장외) 238(23) 213 25 62 121

3. 경마(본장) 243(23) 170 72 75 115

4. 경륜(장외) 193(18) 181 12 58 107

5. 경륜(본장) 218(21) 178 39 50 146

합 계 1,047(100) 855 190 297 557

표 2. H장면 응답 상별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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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7명이 제거

되어 1,030명의 자료가 남게 되었다. L장면 자

료와 마찬가지로 H장면 자료에서도 결측치

비율이 경미하 기에, 통계 소 트웨어인 SAS

의 PROC MI 차를 이용하여, 결측치에 해

다 체(multiple imputation)를 실시하 다. 총

10회의 체를 실시하여 평균한 값을 산출하

으며, 결측치가 체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 다(1,030명).

측정도구

CPGI의 기능평가를 해 김아 등(2011)의

한국 CPGI(KCPGI -2011)를 활용했다. 9개 문

항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과베

을 한 이 있는가, (2) 도박에 한 내성이

있는지, (3) 추 도박 경험, (4) 도박자 마련

노력, (5) 도박 련의 문제가 있다는 느낌, (6)

도박으로 인한 건강문제 야기, (7) 도박에 문

제가 있다는 지 받음, (8) 도박으로 인한 재

정문제 발생, (9) 도박으로 인한 죄책감. 척도

방식은 4 척도 다: 0=아니다, 1=가끔 그

다, 2=자주 그 다, 3=거의 항상 그 다. 이

들 9개 문항에 하여 L/H 각 장면에서의 남/

녀, 경제 상/하 집단에 한 분석용 요약자료

는 부록 I에 제시되었다.

결 과

하층의 단일수 다집단 분석

그림 1에서와 같이 각 상 집단 아래 하

집단 간에 단일수 다집단 분석(소 트웨어

는 AMOS 7 에서 최 우도법 사용)을 하 다.

우선은 하 집단 간에 측정의 틀이 동일한 지

를 보고, 이어서 측정단 의 동일성, 측정

원 의 동일성을 검토하므로서 측정체계가 동

일한 지를 분석하 다. 측정체계가 반

는 부분 으로 동일한 경우 요인분산 동일성

요인평균 비교를 통해 이론변수 수 에서

의 집단차이 여부를 악하 다.

L장면 남/녀

측정틀 동일성 검증. 두 집단의 이론변수

에 척도(scale)를 제공하기 해서, Chan(2000)이

실시하고 Vandenberg(2002)가 추천한 방식을 따

랐다. 즉, 각 집단에서 탐색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표 3 참조), 요인계수가 크고 집단 간

에 유사한 8번 문항을 참조지표로 하여 측정

틀 동일성을 검증하 다.

표 4에서 보면, 여자집단의 반 합치도

들이 기 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그 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

에 따라 두 집단 간 측정틀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RMSEA를 제외하고 TLI와 CFI 모두 무난

집 단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남자집단 .684 .677 .621 .611 .731 .752 .540 .752 .530

여자집단 .695 .534 .621 .610 .470 .764 .519 .748 .727

주. 남자집단(n=468), 여자집단(n=356)

표 3. 탐색 요인분석을 통한 각 집단별 요인계수(L장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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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치도 지수를 보 다. 결과로 두 집단 간

측정틀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의 검증을 실시하 다. 단순히 합치도만

을 높이는 목 이라면 측정오차간 공분산(상

)을 자유모수로 추정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 척도의 원래

모형을 유지하면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이후의 검증은 표 5와 6에 제시되었

다.

측정단 동일성 검증. 단 동일성 검증

시에 동일성이 많이 기 되는 경우인지 차별

성이 많이 기 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검증

략이 달라진다. 자의 경우가 모든 요인계수

에 하여 집단 간에 반 동일화 제약을

하는 통 인 경우로서 본 연구의 1층 수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최근에

연구된 경우로서(김한조, 2010; Lee & Kim,

2011; Stark, Chernyshenko & Drasgow, 2006), 본

연구의 교차수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우선

각 집단에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

은 요인계수(표 3 참조)를 보면, 5번 문항과

9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에 요인계수

의 차별성이 하지 않다. 따라서 통상

으로 사용되는 반 제약방식(HC: Holistic

Constraints)을 사용하 고(김한조, 2010; Lee &

Kim, 2011), 요인에 한 척도제공은 Yoon과

Millsap(2007)의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 다.

모형 χ2 df p RMSEA 90% CI TLI CFI SRMR

남자집단 115.680 27 .000 .084 (.068∼.100) .924 .943 .040

여자집단 183.674 27 .000 .128 (.111∼.145) .822 .866 .051

체집단 299.355 54 .000 .105 (.094∼.117) .880 .910 -

주. 남자집단(n=468), 여자집단(n=356)

통 으로 부 합치도인 RMSEA는 .08 이하, SRMR은 .10 이하가 바람직한 합치도이고, 정 합치도인

TLI와 CFI는 .90 이상이 바람직한 합치도(Vandenberg & Lance, 2000). AMOS에서는, 체집단에 한 다집단

분석시 RMSEA에 집단수(k)를 반 한 를 곱해주지 않아 직 계산하 음.

표 4. 각 집단별 모형 합치도 측정틀 동일성 검증결과(L장면, 남/녀)

모형 χ2 df p RMSEA CFI mc Gamma hat

모형1: 측정틀 동일화제약 299.355 54 .000 .105 .910 .861 .8829

모형2: 반 측정단 동일화제약 350.727 62 .000 .106 .894 .839 .8650

모형3: 부분측정단 동일화제약a 325.087 61 .000 .103 .903 .852 .8750

모형4: 측정원 동일화제약 339.534 68 .000 .098 .901 .848 .8720

모형5: 요인분산 동일화제약 381.832 69 .000 .105 .886 .827 .8553

주. 남자집단(n=468), 여자집단(n=356)

a. 1개의 측정단 동일화 제약이 해제된 상태의 모형임(5번문항)

표 5. 동일화 제약 결과(L장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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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참조집단인 L장면 남자집단의 요인분산을

1.0으로 고정하고, 여자집단의 요인분산을 자

유모수로 하 으며, 두 집단 간에 요인계수들

에 반 으로 동일화제약을 한 것이다. 이

방식의 장 은 요인계수를 1.0으로 참조지

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그 참조지표에서

집단 간에 측정단 가 동일하다는 암묵 가

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표 5와 6에서 반 측정단 동일성 검증

을 해 본 결과( 1종 오류 통제에 도움

되는CFI mc를 주로 참조) 동일성이 성립하

지 않아, 부분 동일성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5번 문항에 한 요인계수들을 자

유모수로 해제하여 부분단 동일화 제약(표5

의 모형3)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부분단 동

일성이 성립하여(표 6 참조), 두 집단간 단

동일성이 5번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에서 성

립됨을 알 수 있었다( 체 인 요인계수는 부

록II 참조). 5번 문항은 “귀하에게 도박과 련

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느낀 이 있

습니까?”로서 남자집단 요인계수는 .355, 여자

집단의 요인계수는 .206이었다. 남자들이 더

민감하게, 다양한 정도로 반응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것은 이미 탐색 요인분석 결과에

서도 견되었다.

측정원 동일성 검증. 5번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에 하여 측정원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측정원 동일성이

성립하 다(표 6 참조). 따라서 L장면에서

KCPGI에 한 응답자들 가운데 도박행동의

심리 수 이 0(무 심)일 때 응답자가 이들

8개 문항에 반응하는 기본 치는 남녀 간에

동일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 요인평균 차이를

보기 에 공통의 표 편차를 용하기 하

여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을 우선 으로 실시

하 다. 요인분산에 모두 동일화 제약을 하기

해 참조지표를 설정하 다. 참조지표는 단

동일성이 성립하는 문항들 가운데 요인계수가

비교 큰 값을 갖는 반면에 수정지수는 작은

값을 갖는 7번 문항으로 설정하 다. 그러나

산출된 두 집단 간 요인분산 값에서(남자집단

검증 상 비교 Δχ2 Δdf p ΔCFIa Δmc ΔGamma hat 결정

체단 동일성 모형1 모형2 51.372 8 .000 -.016 -.022 -.0179 기각

부분단 동일성 모형1 모형3 25.732 7 .000 -.007 -.009 -.0079 유지

원 동일성b 모형3 모형4 14.447 7 .000 -.002 -.004 -.0030 유지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4 모형5 42.298 1 .000 -.015 -.021 -.0167 기각

주. 남자집단(n=468), 여자집단(n=356)

a. Cheung과 Rensvold(2002)가 제시하는 기 치: 모형이 간명한 모형이 되면서 ΔCFI=-.01, Δmc=-.02, Δgamma hat

=-.001 이하( 치로 더 큰 값)일 때 합치도의 유의한 하로 해석. Cheung과 Rensvold의 연구에서 Steiger

(1989)의 gamma hat을 포함하 으나, 다집단용으로 수정된 Steiger(1995)의 수정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들이 제시한 기 치는 해석시 유보하 음.

b. 부분단 동일성 때문에 5번 문항의 원 동일성은 해제한 나머지 8개 문항에 한 원 동일성 검증이다.

표 6. 동일성 검증 결과(L장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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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여자집단=.027) 동일성은 성립하지 않

았다. 즉, 남자집단의 요인분산이 여자집단 요

인분산의 2배가 넘으므로 남자집단이 도박행

동에 한 반응의 폭이 훨씬 넓음을 의미한다.

요인평균 비교. 참조집단(L장면의 남자집

단)의 요인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원 동일

화 제약이 주어지면 요인평균은 참조집단에

비되는 값으로 산출된다. 앞에서 요인분산

동일성도 지지되지 않아 각 집단의 분산을 통

합하여 통합 표 편차를 가지고 효과크기를

계산하 다. 즉, 남자집단 요인평균 0, 여자집

단 요인평균 -.285(p=.00)로 효과크기는 d=.325

로서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L장면 KCPGI 척도의 수에 있

어서 남녀 간에 측정체계가 동일성이 있으므

로 남녀집단 차이의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더 높은 수를 보

는데 그 효과크기는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

한다. 측정변수 수 에서의 평균들(남자: 1.606,

여자: .775)에 기 한 남녀 간 차이는 요인

수에 기 한 평균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H장면 남/녀

측정틀 동일성 검증. 두 집단의 이론변수

에 척도를 제공하기 해서, L장면 남/녀 집단

분석에서와 같이 탐색 요인분석 결과(표 7)

를 참조하 다. 요인계수 값이 크고 유사한 8

번 문항을 참조지표로 하여 측정틀 동일성 검

증(표 8 참조)을 하 다.

표 8에서 보면, 두 집단 모두 RMSEA에서

약간 합치도가 낮은 편이긴 하나 다른 합치도

지수들이 좋은 합치도를 보 다. 따라서 반

으로 각 집단별 1요인 모형이 자료에 어느

정도 잘 합치된다고 단하고 두 집단 간 측

정틀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RMSEA를 제외하고 TLI와 CFI 모두 만족할 만

한 합치도 지수를 보여 두 집단 간 측정틀 동

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의 검

증을 실시하 다.

모형 χ2 df p RMSEA 90% CI TLI CFI SRMR

남자집단 219.956 27 .000 .092 (.081∼.104) .949 .962 .030

여자집단 79.575 27 .000 .101 (.076∼.127) .925 .944 .046

체집단 299.530 54 .000 .094 (.084∼.105) .945 .959 -

주. 남자집단(n=838), 여자집단(n=190)

표 8. 각 집단별 모형 합치도 측정틀 동일성 검증결과(H장면, 남/녀)

집 단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H척도남자집단 .772 .769 .769 .826 .800 .746 .754 .831 .752

H척도여자집단 .666 .730 .658 .801 .757 .745 .773 .833 .648

주. 남자집단(n=838), 여자집단(n=190)

표 7. 탐색 요인분석을 통한 각 집단별 요인계수(H장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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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 동일성 검증. 표 7에서 집단 간

에 요인계수의 차별성이 하지 않고 동일

성이 다수 기 되어, 측정단 에 하여 집단

간에 반 제약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에

한 척도 제공은 반 제약시에 한

Yoon과 Millsap(2007)의 방식을 사용하 다. 표

9와 10을 보면, H장면 남녀 간에 반 측정

단 동일성이 지지되었다( 체 요인계수는

부록Ⅱ 참조).

측정원 동일성 검증. 측정원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측정원 동

일성 검증이 성립하 다(표 10 참조).

따라서 H장면에서 KCPGI에 한 응답자들

가운데 도박행동의 심리 수 이 0(무 심)

인 치에 있는 응답자들이 주어진 문항에

반응하는 기본 치는 남녀 간에 동일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 요인분산을 모두

동일화 제약하기 해 참조지표변수를 설정하

다. 단 동일성이 성립되는 문항들( 체임)

가운데 요인계수가 비교 큰 값을 갖는 반면

에 수정지수는 작은 값을 갖는 4번 문항을 참

조지표변수로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요인분산

동일성검증을 실시한 결과 H장면에서는 두

집단의 요인분산(분산=.665) 동일성이 성립되

었다.

요인평균 비교. 요인분산 동일성이 지지되

어 공통의 표 편차를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하 다. 즉 남자집단 요인평균을 0으로

할 때, 여자집단의 요인평균이 -.448로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임을 나타냈다(p<.05). 효

과크기를 보면 d=.549로 간이상의 크기를

보 다.

종합해보면 H장면 KCPGI 척도의 수에 있

검증 상 비교 Δχ2 Δdf p ΔCFI Δmc ΔGamma hat 결정

체단 동일성 모형1 모형2 15.765 8 .000 -.001 -.003 -.0028 유지

원 동일성 모형2 모형3 12.973 8 .000 -.001 -.002 -.0017 유지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3 모형4 7.712 1 .000 -.001 -.003 -.0024 유지

주. 남자집단(n=838), 여자집단(n=190)

표 10. 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비교 합치도 지수(H장면 남/녀)

모형 χ2 df p RMSEA CFI mc Gamma hat

모형1: 측정틀 동일화제약 299.530 54 .000 .094 .959 .887 .9039

모형2: 측정단 동일화제약 315.295 62 .000 .089 .958 .884 .9011

모형3: 측정원 동일화제약 328.268 70 .000 .085 .957 .882 .8994

모형4: 요인분산 동일화제약 335.980 71 .000 .085 .956 .879 .8970

주. 남자집단(n=838), 여자집단(n=190)

표 9. 동일성 검증 결과: 각 모형 합치도 지수(H장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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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남녀 간에 측정체계가 동질성 있으므로

남녀 집단 차이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측

정변수 수 에서의 평균들(남자: 10.292, 여자:

6.632)에 기 한 남녀 간 차이는 요인 수에

기 한 평균차이를 잘 나타내는 경우이다. 남

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더 높은 수를 보

으며, 효과크기로 보면 간이상의 크기임을

의미한다.

L장면 경제수 상/하

측정틀 동일성 검증시에 참조지표 선정

단 동일성 검증시의 제약방식( 반제약)과

척도제공(Yoon & Millsap, 2007)은 모두 L장면

남/녀 집단에서 사용된 방식이었다. 결과를 요

약해 보면, L장면에서 경제수 상하 간에 측

정틀 동일성, 반 단 동일성, 반 원

동일성, 요인분산 동일성이 성립하 다.

즉, 측정체계가 동등하므로 KCPGI는 L장면에

서 경제수 상/하 집단 간 차이 연구에 사용

될 수 있으며, 측정변수 수 에서의 평균들(경

제 하: 1.608, 경제 상: 1.074)에 기 한 경제수

간 상/하 집단 차이는 요인 수에 기 한

평균차이(경제 하: 0, 경제 상: -.189; p=.022,

d=.296)를 잘 반 하고 있다. 경제수 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은 수를 보 으

며 그 효과크기는 작은 정도의 크기임을 의미

한다.

H장면 경제수 상/하

측정틀 동일성 검증시에 참조지표 선정

단 동일성 검증시의 제약방식( 반제약)과

척도제공(Yoon & Millsap, 2007)은 모두 H장면

남녀 집단에서 사용된 방식이었다. 결과를 요

약해 보면, H장면에서, 경제수 상/하 간에

측정틀 동일성, 반 단 동일성, 반

원 동일성, 요인분산 동일성이 성립하

다. 즉, 측정체계가 동등하므로 KCPGI는 H장

면에서도 상/하 집단 차이 연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측정변수 수 에서의 평균들(경제 하:

10.377, 경제 상: 8.953)에 기 한 차이는 요인

수에 기 한 평균차이를 잘 반 하고 있다.

경제수 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

은 수를 보 으며 그 크기는 작은 정도의

효과크기임을 나타내었다.

하층의 단일수 분석결과의 의미

체로, 각 장면 내 집단 간에 측정의 틀,

단 , 원 , 요인분산의 동일성이 성립하

다. 부록Ⅱ를 보면, 단지 L장면 남녀 간에만 1

개 문항에서 단 차별성이 있었고 요인분산

차별성이 찰되었다. 그러나 척도 차원에서

는 집단간에 측정단 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

는 경우이다. 한편 요인평균 척도평균은

일 성 있게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경제 하

집단이 경제 상 집단보다 높았다. 이것은 하

층 수 의 자료비교에서는, 집단 간에 도박에

한 개념구조가 동등하고, 개념을 구체 으

로 수량화하는 변환과정(1차식)에서 편(측정

원 )과 기울기(측정단 )가 같음을 의미한다.

상층의 L집단 H집단 내에서, 하층 수 에

서의 집단 간 측정체계는 동등한 것이다.

그 다면 집단 간에 측정변수들이 충분히

등한 기능을 하므로 산출되는 요인 수가

신뢰도 있으며 그에 의한 집단비교는 집단 간

일반화 는 집단차이를 추론하게 해 다. 우

선 요인분산을 보면 L장면 남녀 사이에 남자

가 여자보다 큰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집단 간

에 동일하다. 즉, 하층 수 에서는 집단간에

거의 동등한 변산도를 보 다. 따라서 집단

간 요인평균은 표성 있는 값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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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인평균 차이는 순수한 집단차이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도박행동의 고수 집단과

수 집단 각각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경

제 하 집단이 경제 상 집단보다 높다. 선행연

구들과 일 성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실시될 교차수 분

석을 한 몇 가지 시사 이 있다. 부록Ⅱ에

서 L장면의 요인분산은 .100이 안 되는 작은

크기인데 반해서 H장면의 요인분산들은 모두

.569 는 .665이다. L 장면에 비해 H장면 분

산이 작게는 7배 크게는 20배가 넘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김교헌 등

(2011)에서의 보고와 일 성 있다. 이것은

KCPGI가 H장면의 개인들을 잘 변별하는 반면

에 L장면 응답자들에서는 “도박행동”의 구성

개념이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거나, 응답자들

간 도박행동을 변별해 주는 능력이 매우 은

척도임을 의미한다. L장면에서 요인평균이 낮

고(척도평균도 마찬가지) 요인분산이 .100도

안될 정도임은 심한 우측편포이고 바닥효과

(floor effect)로 해석된다. 즉, 해당되는 문항들

이 거의 없어서 부분 응답자들이 낮은 수

를 보 고, 그들 간에 개인차가 변별되지 않

음을 의미한다.

KCPGI가 L장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능 부

족은, 각 문항의 변별도로 볼 수 있는 요인계

수의 크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L장면 요인계

수는 .355가 최고인 반면 H장면 요인계수는

.695∼.873이라는 한 차이를 보 다. L장면

과 H장면 간 다집단 분석을 한다면, 측정단

의 한 차이를 찰할 수 있을 것이고, 척

도가 L장면과 H장면 간에 차별 기능을 하

고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측을 검증하기 해 하층에서의

세부 분류에 기 하여 상층의 L집단과 H집

단을 비교하는 다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분석은 상층 변수가 하층 변수의 행

동에 가지는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를 직

인 추정 상으로 하는 통상 인 계 선

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과는 방식이 다

르다. 하층과 상층에 각각 집단이 2개씩 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각 수 에서 충분한

집단수효를 필요로 하는 계 선형모형의

용은 어렵다. 그 신에, 그림 1의 상층 변

수의 값(고수 , 수 )에 따라 하층의 집단

( : 남자)내에서 측정구조가 달라지는지를 검

증하는 방식을 취하 다. 일종의 교차수

다집단 분석이 된 것이다.

교차수 다집단 분석

그림 1에서 하층과 상층에 걸쳐 세로로 정

의되는 두 집단씩을 비교하는 교차수 다집

단 분석을 하 다. 즉, 남자 L/H 장면 비교,

여자 L/H 장면 비교, 경제 하 L/H 장면 비교,

경제 상 L/H 장면 비교를 하 다. 측정동일성

검증에서 참조지표 선정은 하층 수 분석 시

와 동일하지만, 단 동일성 검증부터는 집단

간 모수의 제약을 해 반제약을 사용하기

가 어렵다. 그에 따라 하층 수 분석에서의

반제약 방식에서 척도제공을 해 사용된

Yoon과 Millsap(2007)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

다. 부록II를 보면 L장면과 H장면 요인계수들

이 하게 다르므로 측정단 차별성이

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통 인 반

제약 방식은 실패하므로( : 김한조, 2010; Lee

& Kim, 2011; Yoon & Millsap, 2007), 개별제약

방식이 필요하다. 즉, 기 모형에서 참조지표

로 사용된 측정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측

정변수(여기서는 문항) 하나씩에 해서만

집단간 단 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8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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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동시에 합치시켜서 각각의 측정단 가

집단 간에 차별 인지 여부를 검증하 다.

개별제약 방식을 사용한 원 동일성 검증

에서는 모형 식별을 해 2단계 과정을 거쳤

다. 즉, 1단계로 참조집단의 요인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참조원 (reference origin)의 설정을

해 하나의 문항을 선택해서 측정원 을 집단

간에 동일화 제약하 다. 그런 다음 2단계로

나머지 문항들의 원 을 하나씩 추가로 동일

화 제약하면서 집단 간 동일성을 검토하 다.

문항을 바꿔가며 이러한 2단계 과정을 실시하

다.

남자집단 L/H 장면 비교

측정틀 동일성 검증. 참조지표 설정을

해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집단별

로 요인계수가 크며 두 집단 간 요인계수 차

이가 가장 작은 문항은 6번 문항이었다. 따라

서 측정틀 동일성 검증은 6번 문항을 두 집단

의 참조지표로 하여 그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하 다.

측정틀 동일성을 검증하기 하여 L장면 자

료와 H장면 자료에 모형을 합치시킨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 다. 두 자료에서 모두

한 합치도를 나타내고 있기에, 모형을 두 자

료에 동시에 합치시켜보았다. 표 11의 결과를

보면 TLI는 .943 CFI는 .957, 그리고 RMSEA는

.089로 측정틀 동일성이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인 기 으로 보아 RMSEA의 값

이 미흡하긴 하나, 모형 설정에서 측정오차간

상 을 모두 고정모수로 한 것을 감안하면 무

난한 합치도이다.

측정단 동일성 검증. 표 12는 단일수

분석에서와 달리 개별제약 방식을 이용하여

남자집단 L/H장면의 단 동일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이다. 표 13을 보면 어떤 비교가 기각

되는지(단 차별성), 유지되는지(단 동일성)

를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참조변수인 문항 6

모형 χ2 df p RMSEA 90% CI TLI CFI SRMR

L척도 115.680 27 .000 .084 (.068∼.100) .924 .943 .043

H척도 219.956 27 .000 .092 (.081∼.104) .949 .962 .030

체집단 335.636 54 .000 .089 (.080∼.099) .943 .957 -

주. 남자 L장면(n=468), 남자 H장면(n=838)

표 11. 측정틀 동일성 검증(남자 L/H 장면)

모형
동일화 제약

상
χ2 df p

모형1 측정틀 335.636 54 <.001

모형2 1번 문항 349.652 55 <.001

모형3 2번 문항 345.030 55 <.001

모형4 3번 문항 337.161 55 <.001

모형5 4번 문항 367.755 55 <.001

모형6 5번 문항 335.640 55 <.001

모형7 7번 문항 341.210 55 <.001

모형8 8번 문항 353.269 55 <.001

모형9 9번 문항 337.547 55 <.001

표 12. 측정틀 측정단 에 동일화 제약 결과(남

자 L/H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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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에 문항 3, 5, 9번의 단 동일성이 유지

되고, 1, 2, 4, 7, 8번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측정원 동일성 검증. 표 14는 개별제약

방식을 이용하여 남자집단 L/H장면의 원 동

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0에서는

단 동일성이 성립되는 모든 문항들의 요인

계수를 두 집단 간에 동일화 제약하 다. 모

형 11에서 16까지는 참조원 을 3, 5, 6번 문

항으로 교 로 바꾸어가면서 설정하고, 추가

로 나머지 문항들의 원 을 집단 간에 동일화

제약하 다. 표 15를 보면 어떤 비교가 기각

되는지(원 차별성), 유지되는지(원 동일성)

를 알 수 있다. 보수 으로 단하기 해서

한 번이라도 원 동일성 검증이 기각되는 문

항은 L장면과 H장면 간에 측정원 이 다른

것으로 보기로 하 다. 결과로 문항 3, 5, 6, 9

번 모두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3, 5, 6, 9번 문항에서 단 동일성이 성립

하 으나 이들 문항에서 모두 원 차별성이

나타났으므로 이미 단 차별성이 있는 1, 2,

4, 7, 8번 문항까지 포함하면 남자집단 L/H 장

모형비교 제약문항 Δχ2 Δdf p 차별성/동일성 단

1 vs 2 1번 14.016 1 <.001 차별

1 vs 3 2번 9.394 1 .002 차별

1 vs 4 3번 1.525 1 .216 동일

1 vs 5 4번 32.119 1 <.001 차별

1 vs 6 5번 0.004 1 .950 동일

1 vs 7 7번 5.574 1 .018 차별

1 vs 8 8번 17.633 1 <.001 차별

1 vs 9 9번 1.911 1 .167 동일

표 13. 개별제약을 이용한 단 동일성 검증 결과(남자 L/H 장면)

모형 동일화 제약 상 χ2 df p

모형10 측정단 (3, 5, 6, 9번) 338.910 57 <.001

모형11 3, 5번 문항a 345.367 58 <.001

모형12 3, 6번 문항a 368.515 58 <.001

모형13 3, 9번 문항a 339.681 58 <.001

모형14 5, 6번 문항a 349.679 58 <.001

모형15 5, 9번 문항a 341.015 58 <.001

모형16 6, 9번 문항a 357.289 58 <.001

a 두 문항 첫 번 문항이 참조원 으로 사용되었음.

표 14. 원 동일화 제약 결과(남자 L/H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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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측정틀 외에 측정단 와 측정원 의 차

별성이 하므로 요인 수가 신뢰도 있게

산출될 수 없고 그 수를 집단 간에 비교하

는 것이 의미없다. 따라서 분석을 종료하 다.

여자집단 L/H 장면 비교

참조지표 설정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집단별로 요인계수가 크며

두 집단 간 요인계수 차이가 가장 작은 문항

은 6번 문항이었다. 따라서 측정틀 동일성 검

증은 6번 문항을 두 집단의 참조지표로 하여

그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하 다.

측정틀 동일성을 검증하기 하여 L장면 자

료와 H장면 자료에 모형을 합치시킨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 다. 두 자료에서 모두 미흡

한 합치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자집단에서

KCPGI의 기능에 한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해, 모형을 두 자료에 동시에 합치시켜보았다.

표 16의 결과를 보면 TLI는 .868, CFI는 .901,

그리고 RMSEA는 .119로서 합치도가 좋은 편

이 아니므로 여기서 분석을 종료할 수도 있으

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측정틀 동일성이 지

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의 검증을

하 다. 앞서의 남자집단에서와 같이 진행하

으나, 측정단 가 1, 2, 4, 5, 7, 8문항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동일성

이 성립하는 나머지 3문항 가운데 오직 1개의

문항(3번)만이 원 동일성이 성립하 다. 따

라서 이후의 요인 수의 산출이나 집단간 비

교는 의미없으므로 분석을 종료하 다.

경제수 하 집단 L/H 장면 비교

측정틀 동일성 검증. 참조지표 설정을

해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별로

모형비교 제약문항 Δχ2 Δdf p
차별성/

동일성 단

10 vs 11 3, 5번 6.457 1 .011 차별

10 vs 12 3, 6번 29.605 1 <.001 차별

10 vs 13 3, 9번 0.771 1 .380 동일

10 vs 14 5, 6번 10.769 1 .001 차별

10 vs 15 5, 9번 2.105 1 .147 동일

10 vs 16 6, 9번 18.379 1 <.001 차별

표 15. 개별제약을 이용한 원 동일성 검증 결과(남자 L/H 장면)

모형 χ2 df p RMSEA 90% CI TLI CFI SRMR

L척도 183.674 27 .000 .128 (.111∼.145) .822 .866 .056

H척도 79.575 27 .000 .101 (.076∼.127) .925 .944 .046

체집단 263.249 54 .000 .119 (.105∼.134) .868 .901 -

주. 여자 L장면(n=356), 여자 H장면(n=190)

표 16. 측정틀 동일성 검증 결과(여자 L/H 장면)



이순묵 등 /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CPGI)의 기능평가를 한 다집단 분석

- 237 -

요인계수가 크며 두 집단 간 요인계수 차이가

가장 작은 문항은 8번 문항이었다. 따라서 측

정틀 동일성 검증은 8번 문항을 두 집단의 참

조지표로 하여 그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하

다.

측정틀 동일성을 검증하기 하여 L장면 자

료와 H장면 자료에 모형을 합치시킨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 다. 두 자료에서 모두

한 합치도를 나타내고 있기에, 모형을 두 자

료에 동시에 합치시켜보았다. 표 17의 결과를

보면 TLI는 .944, CFI는 .958, 그리고 RMSEA는

.091로 측정틀 동일성이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단 동일성 검증. 표 18은 개별제약

방식을 이용하여 경제수 하 집단 L/H장면의

단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9

를 보면 어떤 비교가 기각되는지(단 차별

성), 유지되는지(단 동일성)를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참조변수인 문항 8번 외에 문항 2,

3, 6, 7, 9번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1, 4, 5번에

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측정원 동일성 검증. 표 20은 개별제약

방식을 이용하여 경제수 하 집단 L/H장면의

원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21

을 보면 어떤 비교가 기각되는지(원 차별

성), 유지되는지(원 동일성)를 알 수 있다.

보수 으로 단하기 해서 한 번이라도 원

동일성 검증이 기각되는 문항은 L장면과

H장면 간에 측정원 이 다른 것으로 보기로

하 다.

따라서 문항 8번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2, 3,

6, 7, 9번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체 9개의 문항 1개의 문항(8번) 만이

집단 간 측정단 와 원 이 동일하므로 이후

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단하여 분석을 종

료하 다.

모형 χ2 df p RMSEA 90% CI TLI CFI SRMR

L척도 95.225 27 .000 .104 (.082∼.128) .899 .924 .050

H척도 131.624 27 .000 .084 (.070∼.099) .956 .967 .029

체집단 226.849 54 .000 .091 (.079∼.103) .944 .958 -

주. 경제 하 L장면(n=232), 경제 하 H장면(n=548)

표 17. 측정틀 동일성 검증 결과(경제 하 수 L/H 장면)

모형
동일화 제약

상
χ2 df p

모형1 측정틀 226.849 54 <.001

모형2 1번 문항 235.267 55 <.001

모형3 2번 문항 226.996 55 <.001

모형4 3번 문항 228.646 55 <.001

모형5 4번 문항 245.616 55 <.001

모형6 5번 문항 230.717 55 <.001

모형7 6번 문항 229.170 55 <.001

모형8 7번 문항 228.167 55 <.001

모형9 9번 문항 229.566 55 <.001

표 18. 측정틀 측정 단 에 동일화 제약 결과(경

제 하 수 L/H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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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비교 제약문항 Δχ2 Δdf p
차별성/

동일성 단

1 vs 2 1번 8.418 1 .004 차별

1 vs 3 2번 0.147 1 .701 동일

1 vs 4 3번 1.797 1 .180 동일

1 vs 5 4번 18.767 1 <.001 차별

1 vs 6 5번 3.868 1 .049 차별

1 vs 7 6번 2.321 1 .128 동일

1 vs 8 7번 1.318 1 .251 동일

1 vs 9 9번 2.717 1 .099 동일

표 19. 개별제약을 이용한 단 동일성 검증 결과(경제 하 수 L/H 장면)

모형 동일화 제약 상 χ2 df p

모형10 측정단 (1, 4, 5, 8번) 231.789 59 <.001

모형11 2, 3번 문항a 237.335 60 <.001

모형12 2, 6번 문항a 231.880 60 <.001

모형13 2, 7번 문항a 238.474 60 <.001

모형14 2, 8번 문항a 235.228 60 <.001

모형15 2, 9번 문항a 242.724 60 <.001

모형16 3, 6번 문항a 237.388 60 <.001

모형17 3, 7번 문항a 231.886 60 <.001

모형18 3, 8번 문항a 232.323 60 <.001

모형19 3, 9번 문항a 233.217 60 <.001

모형20 6, 7번 문항a 238.584 60 <.001

모형21 6, 8번 문항a 235.374 60 <.001

모형22 6, 9번 문항a 242.676 60 <.001

모형23 7, 8번 문항a 232.891 60 <.001

모형24 7, 9번 문항a 232.573 60 <.001

모형25 8, 9번 문항a 235.568 60 <.001

a. 두 문항 첫 번 문항이 참조원 으로 사용되었음.

표 20. 원 동일화 제약 결과(경제 하 수 L/H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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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 상 집단 L/H 장면 비교

참조지표 설정을 해 탐색 요인분석 결

과를 참조하면, 집단별로 요인계수가 크며 두

집단 간 요인계수 차이가 가장 작은 문항은 6

번 문항이었다. 따라서 측정틀 동일성 검증은

6번 문항을 두 집단의 참조지표로 하여 요인

계수를 1.0으로 고정하 다.

측정틀 동일성을 검증하기 하여 L장면 자

료와 H장면 자료에 모형을 합치시킨 결과를

표 22에 제시하 다. 두 자료에서 모두

한 합치도를 나타내고 있기에, 모형을 두 자

료에 동시에 합치시켜보았다. 표 22의 결과를

보면 TLI는 .949, CFI는 .962, 그리고 RMSEA는

.079로 양호한 합치도 지수를 나타내어 측정

틀 동일성이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경제 하 집단에서와 같이 측정단 동일

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7개 문항(1, 2, 4, 5, 7,

8, 9번)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나머지 2개

문항은 원 에서 차별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수의 산출 비교는 의미없으므로 분

석을 종료하 다.

교차수 분석결과의 의미

하층 수 의 집단들이 상층의 L/H 장면에

따라 차별 인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체로

단 차별성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

경제 하 집단에서는 다수 문항에서 동질성이

성립). 단 동일성이 성립하는 일부 문항들도

모형비교 제약문항 Δχ2 Δdf p
차별성/

동일성 단

10 vs 11 2, 3번 5.546 1 .019 차별

10 vs 12 2, 6번 0.097 1 .755 동일

10 vs 13 2, 7번 6.685 1 .010 차별

10 vs 14 2, 8번 3.439 1 .064 동일

10 vs 15 2, 9번 10.935 1 <.001 차별

10 vs 16 3, 6번 5.599 1 .018 차별

10 vs 17 3, 7번 0.097 1 .755 동일

10 vs 18 3, 8번 0.534 1 .465 동일

10 vs 19 3, 9번 1.428 1 .232 동일

10 vs 20 6, 7번 6.795 1 .009 차별

10 vs 21 6, 8번 3.585 1 .058 동일

10 vs 22 6, 9번 10.887 1 <.001 차별

10 vs 23 7, 8번 1.102 1 .294 동일

10 vs 24 7, 9번 0.784 1 .376 동일

10 vs 25 8, 9번 3.779 1 .052 동일

표 21. 원 동일성 검증 결과(경제 하 수 L/H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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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동일성 검증을 거의 통과하지 못했다.

즉, 단 동일성이 다수 성립한 외 인 경

우(경제 하 집단)에는 거의 부분의 문항들에

서 원 차별성이 있었다. 따라서 거의 부

분의 문항들이 L/H 장면 간에 측정단 는

측정원 에서 차별 기능을 하므로, CPGI척

도를 장면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민일반을 상으로 도박행

동의 수 을 변별하기 하여 최 로 개발된

CPGI가 과연 그 목 에 부합하는가에 한 논

란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검토하 다. 검토를

해 번역본(KCPGI-2011)을 사용하 다. 먼

하층의 단일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L장면

과 H장면 각각의 아래에서 하 집단 간에

측정의 틀, 단 , 원 , 요인분산의 동일성

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장면 남녀

간에만 1개 문항에서 단 차별성이 있었고 요

인분산 차별성이 찰되었다. 즉, 도박행동의

고수 는 수 집단 각각에서 그 하층

집단인 남/녀, 경제수 상/하 집단간 비교를

한 사용시에 CPGI는 집단 간 등한 측정체

계를 유지할 것이다.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남자 경제 하 집단이 여자 경

제 상 집단 보다 높은 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수 분석에서 각 장면을 서로

비교한 결과, L장면의 요인분산이 .100이 안

되는 작은 크기인데 반해서 H장면의 요인분

산은 모두 .569 는 .665으로 작게는 7배 크

게는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심한 우측 편포와 바닥효과(floor effect)에

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CPGI가 H장면

의 개인들을 변별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

한 반면, L장면의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문항

들이 거의 없어서 부분 응답자들이 낮은

수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차 변별 기능

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장면 간 차이를 참고하여 교차수

분석을 하 다. 즉, 하층 수 의 집단이

L/H 장면 간에 일 성 있는지 차별 인지를

검증한 결과, 체로 단 차별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단 동일성이 성립하는

일부 문항들도 원 동일성 검증을 거의 통과

하지 못했다. 단 동일성이 다수 성립한

외 인 경우에는 거의 부분의 문항들에서

원 차별성이 있었다. 따라서 거의 부분의

문항들이 L/H 장면 간에 측정단 는 측정

원 에서 차별 기능을 하므로, CPGI척도를

L장면과 H장면 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모형 χ2 df p RMSEA 90% CI TLI CFI SRMR

L척도 87.251 27 .000 .073 (.056∼.090) .936 .952 .041

H척도 87.203 27 .000 .087 (.067∼.108) .958 .968 .031

체집단 174.454 54 .000 .079 (.066∼.092) .949 .962 -

주. 경제 상 수 L장면(n=421), 경제 상 수 H장면(n=293)

표 22.측정틀 동일성 검증 결과(경제 상 수 L/H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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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지 한 바와 같이, 공

건강 모형에 기 하여 일반 시민을 모집단

으로 도박행동을 변별하려는 CPGI는 본래의

목 이나 용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즉, CPGI를 사용할 때 도박행동의 수

과 고수 집단 간에 측정체계가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개발자들

이 제시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

은 문제는 단순히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문화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험도가 높은 도박자들의 변별에 활용된 문

항을 상당수 차용(9개 7개)한 CPGI 문항

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한 것이다. 따

라서 국내에서 국민을 상으로 도박행동이

나 문제를 변별하기 해서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민 상의 척도에는 도

박행동이나 문제의 다양한 수 을 포 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고, 각 개

념을 직 표상하는 문항들이 일정 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척도의 개발과정에

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은 다집단 분

석을 통해 집단 간에 차별 기능을 하는 문항

들을 제거해야 한다.

CPGI를 번역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결과 밝

진 차별 기능을 감안할 때, 번역 인

KCPGI의 사용에서 주의할 이 시사된다. 먼

역학 연구의 맥락에서 보자. 여러 집단

특정 집단에서 높은 수 의 도박 문제가 찰

될 경우, 보통은 그 집단이 가진 독특성을

험 요인으로 보거나 도박 문제가 낮은 집단에

을 맞추어 보호 요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이 지지되려면 측정에

활용된 도구에서, 집단에 따른 차별 기능이

없다는 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와 같

이 차별 기능이 찰된다면, 동일한 조사방법

과 동일한 도구( : KCPGI-2011)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집단에서 수집된 결과를

직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

인 를 들어 보자.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박장 이용객 집단(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일 성있게 높은 수 의 도박 문제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헌 등, 2010). 이러

한 결과는 도박장 이용객이라는 특정 집단의

취약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는

한편, 일반인 집단의 건강한 도박 행동 요인

악에도 시사 을 수 있다. 그러나 척도

의 차별기능으로 인하여, 이용객을 상으로

수집된 KCPGI 수와 일반인을 상으로 수

집된 수가 동일 척도 상에 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

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일반인과 이용객 사이에 나타난 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척도의 차별 기능이

해석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 에서 필요한 것은 KCPGI의 차별 기능이

이미 수행된 특정 연구의 해석에 향을 미칠

가능성은 차치하고, 차별기능으로 인해 앞으

로 래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 안 활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차별 기능이 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한 가

지 더 살펴보자. 역학 연구의 목 이 아니더

라도, KCPGI를 사용하여 연구 환경에 따라 다

양한 집단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한

묶음으로 자료를 합쳐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L장면과 H장

면 같이 차별 기능이 나타나는 집단이 표집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242 -

되어 합쳐질 경우 연구결과는 오염될 수 있다.

즉,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 으로 기능할

험성을 가진 측정도구를 다양한 집단에 활

용한 후 그 측정치들을 직 비교하거나, 임

의로 합친 결과에 기 한 추론을 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따라서 KCPGI는 도박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특

정 집단 내에서 도박 문제를 측정하는데 제한

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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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ddress the controversy of whether or not the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which was developed to discriminate those in the general population with a gambling problem,

accomplishes its stated purpose. The first controversy is that the items of the CPGI are not much

different from existing scales, which are intended to discriminate people who have severe gambling

problem. The second controversy is that the items of the CPGI are not appropriate for those people who

have a less severe gambling problem or minor gambling problem. Quantitative evaluation through

multi-level and multi-group analysis demonstrated configural invariance, metric invariance, scalar invariance,

and invariance of factor variances. However, the factor variances of the low-level groups were less than

.100 which is much smaller than the value (between .569 and .665) observed in the high-level groups.

The distribution of scores seemed to be positively skewed with an apparent floor effect. When cross-level

analyses were performed, metric invariance hardly held. Several items satisfying metric invariance did not

show scalar invariance. Thus, CPGI is not appropriate to use for high and low level groups since most

items of the CPGI showed differential functioning across the two group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tudy as well a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CPGI, multi-level analysis, multi-group analysis, differential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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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각 집단별 요약 자료

부록 I-1

L장면 남자(n=468)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144 0.391 1.000

2. 내 성 0.142 0.405 0.493 1.000

3. 추 도박 0.254 0.516 0.425 0.525 1.000

4. 자 마련 0.139 0.392 0.400 0.374 0.439 1.000

5. 문제느낌 0.215 0.487 0.525 0.487 0.424 0.415 1.000

6. 건강문제 0.136 0.441 0.521 0.505 0.445 0.485 0.594 1.000

7. 문제지 0.201 0.500 0.303 0.316 0.362 0.262 0.379 0.424 1.000

8. 재정문제 0.131 0.384 0.503 0.502 0.407 0.519 0.550 0.530 0.444 1.000

9. 죄 책 감 0.244 0.577 0.358 0.311 0.298 0.276 0.356 0.360 0.442 0.480 1.000

부록 I-2

L장면 여자(n=356)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045 0.207 1.000

2. 내 성 0.084 0.298 0.440 1.000

3. 추 도박 0.166 0.442 0.380 0.386 1.000

4. 자 마련 0.073 0.310 0.518 0.208 0.488 1.000

5. 문제느낌 0.079 0.299 0.306 0.336 0.306 0.242 1.000

6. 건강문제 0.081 0.312 0.465 0.380 0.412 0.433 0.353 1.000

7. 문제지 0.081 0.347 0.380 0.315 0.298 0.312 0.291 0.485 1.000

8. 재정문제 0.051 0.244 0.623 0.329 0.393 0.398 0.370 0.612 0.351 1.000

9. 죄 책 감 0.115 0.369 0.411 0.424 0.557 0.468 0.301 0.603 0.279 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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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3

L장면 경제 상(n=421)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088 0.300 1.000

2. 내 성 0.095 0.346 0.471 1.000

3. 추 도박 0.192 0.482 0.328 0.448 1.000

4. 자 마련 0.107 0.366 0.327 0.409 0.505 1.000

5. 문제느낌 0.140 0.410 0.422 0.393 0.309 0.281 1.000

6. 건강문제 0.100 0.384 0.420 0.449 0.450 0.569 0.455 1.000

7. 문제지 0.138 0.458 0.259 0.278 0.322 0.267 0.303 0.396 1.000

8. 재정문제 0.081 0.306 0.468 0.445 0.428 0.540 0.479 0.601 0.363 1.000

9. 죄 책 감 0.133 0.421 0.303 0.322 0.402 0.417 0.333 0.492 0.300 0.489 1.000

부록 I-4

L장면 경제 하(n=232)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108 0.311 1.000

2. 내 성 0.169 0.418 0.492 1.000

3. 추 도박 0.270 0.490 0.520 0.538 1.000

4. 자 마련 0.121 0.339 0.450 0.252 0.429 1.000

5. 문제느낌 0.200 0.469 0.476 0.534 0.521 0.446 1.000

6. 건강문제 0.144 0.418 0.548 0.555 0.428 0.305 0.606 1.000

7. 문제지 0.192 0.482 0.440 0.441 0.409 0.335 0.503 0.490 1.000

8. 재정문제 0.143 0.418 0.582 0.506 0.490 0.489 0.562 0.553 0.489 1.000

9. 죄 책 감 0.261 0.536 0.377 0.460 0.494 0.303 0.363 0.396 0.563 0.4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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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5

H장면 남자(n=838)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995 1.014 1.000

2. 내 성 1.047 0.991 0.732 1.000

3. 추 도박 1.367 1.002 0.626 0.607 1.000

4. 자 마련 1.072 1.018 0.629 0.617 0.658 1.000

5. 문제느낌 1.214 0.964 0.567 0.587 0.627 0.673 1.000

6. 건강문제 0.916 0.958 0.548 0.578 0.526 0.619 0.624 1.000

7. 문제지 1.209 0.969 0.550 0.549 0.576 0.616 0.613 0.580 1.000

8. 재정문제 1.190 1.032 0.634 0.591 0.614 0.709 0.668 0.615 0.643 1.000

9. 죄 책 감 1.283 1.007 0.545 0.572 0.562 0.578 0.615 0.585 0.596 0.664 1.000

부록 I-6

H장면 여자(n=190)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556 0.785 1.000

2. 내 성 0.598 0.814 0.637 1.000

3. 추 도박 0.917 0.920 0.536 0.563 1.000

4. 자 마련 0.598 0.856 0.594 0.599 0.497 1.000

5. 문제느낌 0.768 0.898 0.475 0.516 0.533 0.560 1.000

6. 건강문제 0.651 0.855 0.429 0.496 0.508 0.604 0.623 1.000

7. 문제지 0.807 0.940 0.419 0.583 0.458 0.592 0.590 0.595 1.000

8. 재정문제 0.734 0.929 0.521 0.553 0.473 0.702 0.637 0.624 0.689 1.000

9. 죄 책 감 1.003 1.015 0.389 0.432 0.459 0.488 0.521 0.449 0.540 0.56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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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7

H장면 경제 상(n=293)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877 1.016 1.000

2. 내 성 0.935 0.972 0.727 1.000

3. 추 도박 1.278 0.996 0.616 0.643 1.000

4. 자 마련 0.892 0.991 0.655 0.658 0.676 1.000

5. 문제느낌 1.047 0.952 0.557 0.614 0.657 0.707 1.000

6. 건강문제 0.794 0.927 0.542 0.590 0.526 0.629 0.637 1.000

7. 문제지 1.037 0.958 0.556 0.639 0.634 0.655 0.627 0.589 1.000

8. 재정문제 0.976 1.032 0.628 0.647 0.637 0.766 0.718 0.677 0.658 1.000

9. 죄 책 감 1.117 1.011 0.551 0.586 0.611 0.640 0.627 0.617 0.568 0.713 1.000

부록 I-8

H장면 경제 하(n=548)

문항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과베 0.998 1.015 1.000

2. 내 성 1.018 0.982 0.728 1.000

3. 추 도박 1.332 1.008 0.634 0.606 1.000

4. 자 마련 1.080 1.016 0.639 0.613 0.661 1.000

5. 문제느낌 1.224 0.976 0.577 0.587 0.610 0.638 1.000

6. 건강문제 0.944 0.951 0.554 0.555 0.551 0.613 0.620 1.000

7. 문제지 1.226 0.988 0.553 0.552 0.557 0.620 0.606 0.571 1.000

8. 재정문제 1.220 1.023 0.655 0.597 0.643 0.708 0.660 0.584 0.667 1.000

9. 죄 책 감 1.335 1.016 0.519 0.542 0.546 0.538 0.572 0.522 0.599 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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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단일수 분석에서 각 문항의 측정단 (요인계수) 집단별 요약

문항 L장면 H장면 L장면 H장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경제 하 경제 상 경제 하 경제 상

C1 .236 .236 .756 .756 .218 .218 .783 .783

C2 .259 .259 .752 .752 .271 .271 .755 .755

C3 .343 .343 .764 .764 .347 .347 .777 .777

C4 .252 .252 .837 .837 .246 .246 .834 .834

C5 .355 .206 .775 .775 .318 .318 .764 .764

C6 .337 .337 .720 .720 .336 .336 .691 .691

C7 .267 .267 .748 .748 .290 .290 .741 .741

C8 .280 .280 .866 .866 .296 .296 .865 .865

C9 .348 .348 .759 .759 .315 .315 .739 .739

요인평균 0 -.285 0 -.448 0 -.189 0 -.210

효과크기 d=.325 d=.549 d=.296 d=.228

척도평균 1.606 .775 10.292 6.632 1.608 1.074 10.377 8.953

요인분산 .057 .027 .665 .665 .080 .080 .569 .569

표본크기 468 356 838 190 232 421 548 293

주. 요인계수는 Yoon & Millsap(2002) 방식으로 단 동일성 검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