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논문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참여행동 및 , 
중독성향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

년 월2019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이 소 정





- i -

국 문 초 록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참여행동 및 , 
중독성향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

이      소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프로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여가 시간의 확산으로 인해 프로스

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 

더불어 좋아하는 프로스포츠의 스코어나 승패에 베팅하는 행위도 하나의 

여가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스포츠베팅의 성행을 불러왔다. 

대표적인 스포츠베팅 상품인 스포츠토토는 재원확보를 통한 공익실현

과 음성적 도박욕구의 해소 관람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순기능적인 면, 

에서의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조장 승부조작 등의 , , 

부정적 기능도 함께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스포츠토토 . 

사업은 각종 제도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의 시행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기금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가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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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 목적의 사행성 사업이 아닌 관람 스포츠시장에서 파생되어 또 ,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파생시장으로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토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스포츠 소비행동 차이

를 검증하고 참여자들의 스포츠토토 참여행동과 스포츠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 

토토 참여행동 스포츠 소비행동의 차이를 각각 규명하여 적절한 제도적 , 

보완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월 이내6

에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이 있는 성인 참여경험이 전무한 성인 두 집단, 

으로 나누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 

중독성향 및 스포츠 소비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총 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300 . 

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SPSS 25.0 , , 

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 , 

포츠 소비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에, 

서 경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높을수록 스포츠 소비행동에 부분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간이 높을수록 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라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및 스포츠 , 

소비행동에 있어 참여경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

며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모든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스포츠토토 스포츠베팅 베팅 참여행동 중독성향 스포츠 소 : , , , , 

비행동

학  번  : 2017-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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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의 필요성1 

프로스포츠는 현대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불, 

안을 낮추며 대중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유발함으로써 소속감이나 친밀감 

등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송해룡 이에 ( , 2003). 

따라 프로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세기의 유망 산업영역으로 부21

상하게 되었으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 , , 

멀티미디어 산업 등의 지식 산업이 상호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서 그 성

장 잠재력이 무한하다 조용찬 이러한 프로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 , 2004). 

함께 년 금융계를 시작으로 도입된 주 일 근무제 정착을 통한 여가 2002 5

시간의 확산으로 인해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게 되었다 오명택 정우진 박인호 이와 더불어 좋아( , , , 2016). 

하는 프로스포츠의 스코어나 승패에 베팅하는 행위도 하나의 여가문화로

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는 스포츠베팅 의 성행을 불러왔(Sports betting)

다 이장영 조욱연( , , 2016). 

스포츠베팅이란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 , 

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레저 게임이다 박준, (

휘 최성락 오시영 오늘날 스포츠베팅은 스포츠 영역의 핵심 재, , , 2014). 

원으로 부상했다탁민혁 한승백 스포츠베팅은 기술의 진보 미디( , , 2019). , 

어와의 결합 스포츠의 등장과 같은 변수들과 어우러져 스포츠의 미래, e

에 있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탁민, (



- 2 -

혁 한승백 전망된다, , 2019) .

우리나라의 스포츠베팅 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체육진흥, , , (

투표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년을 ) . 2016

기준으로 사행산업별 총매출액에서 스포츠베팅 산업 분야가 약 68.9%( 15

조 원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스포츠토토는 조 억 원으로 스포) 4 4,414

츠베팅 산업 총매출액의 약 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30% (2016 

행산업백서).

스포츠토토는 우리나라 스포츠베팅 사업 중 하나인 체육진흥투표권‘ ’

의 공식 브랜드명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 및 투표하여 적중시킨 ,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레저산업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스

포츠산업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스포츠토토는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있어 그 중요도가 높다 우리나라 체육재. 

정의 구성을 보면 약 만이 정부 체육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약 가 9% 91%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조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조에 따라 경륜ㆍ경정 20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의 입장료 부가금 정부 및 정부 외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 , 

수익금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재원은 경륜 . 

및 경정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이다 권순용 이중 스포츠, ( , 2009). 

토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도로 정부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국민체77% , 

육진흥기금에 있어 스포츠토토는 기금 조성의 가장 큰 공헌자로서 국가

체육예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토토는 사행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전레저로서의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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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참여자들은 운을 시험해 보거나 기분전환 차. 

원에서 스포츠를 보다 더 즐기기 위하여 베팅을 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 

활의 금욕주의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김종 인간의 기본( , 2006). 

적 욕구인 경쟁성 공격성 및 성취감을 스포츠가 충족시켜주듯이 인간의 , 

또 다른 욕구라 할 수 있는 사행 욕구를 스포츠토토가 소액으로 건전하

게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 

여가활동으로서의 베팅 참여를 통해 즐거움 자신감 성취감과 같은 심, , 

리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혜선 이충기( , , 2009; Neighbors, Lostutter, 

이러한 맥락에서 스Cronce & Larimer, 2002; Bernhard & Yoon, 2006). 

포츠토토는 국민들의 음성적 도박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레

저로서 또는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관람 스포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스포츠토토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리그와 월드컵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토토가 경기 . J- FIFA 

관람에 미치는 영향 및 관람 동기를 규명한 와 Funk, Nakazawa, Mahony

박세진 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토토 참여는 프로Thrasher(2006), (2008) , 

스포츠 관람 촉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포츠(+) . 

와 스포츠토토의 결합이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프로스, 

포츠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세진, 2008). 

국제올림픽위원회 에서도 도박 과는 차원이 다른 스포츠(IOC) (gambling)

베팅에 대한 가치와 국제적인 합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요소라고 선언

한 바 있다 스위스 로잔(2010.6.24., ).

이와 같이 스포츠토토는 재원확보를 통한 공익실현과 음성적 도박욕

구의 해소 관람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순기능적인 면에서의 큰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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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주의적 관점에서는 스포츠토토가 . ,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등의 부정적 기능도 함께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

다 국내의 사회적 관점이 사행문화 자체를 여가 수준이 아닌 중독과 직. 

결된다는 가정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 선입견이 클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김종( , 2006).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토토 사업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창궐로 , 

인한 사회적 문제 프로스포츠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 문제 사업의 구조, , 

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이 세 가지 이슈, 

들은 지금도 계속 문제화 되고 있거나 향후 이슈화 될 수 있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김인수 서희정 송현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 , , 2018). 

으로 인해 스포츠토토는 제한된 이벤트 베팅 상한액 매출총량제 등 이, , (ﾠ

장영 조욱연 운영에 있어 각종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 , 2016) . 

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가 선사하는 재정적 수익은 합법화된 스포츠토토 

사업에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지위를 부여한다탁민혁 한승백( , , 2019).

또한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와 더불어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1

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이재(

완 강혜진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 , 2018), 

기 위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한 보다 안정적

인 기금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스포츠토토 관련 선행연구들은 스포츠토토 참여자들만을 연

구 대상으로 하여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를 중점으로 진행해왔으며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및 스포츠토토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토토 참여가 스포츠관람 촉진에 정 의 영. (+)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있으나 이는 경기장에서 직접 스포츠를 관람하

는 소비자들에게만 국한되었고 스포츠토토 참여 직후의 변화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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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이에 대한 지속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포츠

토토가 단순히 기금조성 목적의 사행성 사업이 아닌 관람 스포츠시장에, 

서 파생되어 또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준호 김화섭 김재진( , , , 

하나의 파생시장으로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2013)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과의 스포츠 

소비행동 비교 및 스포츠토토 참여행동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를 규

명하여 스포츠토토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측면의 가치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토토의 산업적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 

대한 인식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스포츠토토의 . 

중독성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스포츠토토가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서 자

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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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2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토토 참여와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스포츠토토의 스포츠 산업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스포츠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의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행, 

동과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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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제 절 스포츠토토1 

스포츠토토의 개념1. 

스포츠토토는 대중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 투표하

여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김상규 국민여( , 2010), 

가 활성화 및 체육재정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익사업이다 국내에서는 . 

년 한 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2002 · , 

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년에 스포츠토토 사업을 도입하였2001

으며 국회입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 ’

있다 이춘재 국내 스포츠토토 사업 도입 전부터 이미 영국 프랑( , 2001). , 

스 스웨덴 등 유럽 및 아시아 등지에서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업들, 

이 스포츠레저문화로 정착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레저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원우( , 2009). 

국민체육진흥법 제 조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사행행위 등의 규제 24

및 처벌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행산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

성하여 국민이 스포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복지수준을 높이

고 있으며 지원 사업의 다각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김종민( , 2010).

스포츠토토는 구매자의 승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치밀한 자료수집과 

정보 분석을 통해 승부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분석게임이나 간접

참여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기에 대한 지식과 분. 

석력을 통해 결과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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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단순 번호 맞추기식의 기존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차이점이 있

으며 이용자들의 정보원과 이용방식 정보 접근성 및 미디어 의존성 등, , 

에서 경마 경륜 경정과도 차이가 있다 류성애 이원희· · ( , 2002; , 2001).

표 스포츠토토와 복권 경마 경륜 경정의 차이점류성애2-1. , · · ( , 2002)

스포츠토토 복권 경마 경륜 경정· ·

정보원

스포츠 전문 매체를 

포함한 종합 대중 

매체 전반

없음
일부 매체의 경마 

정보

이용방식 자신이 분석 판단, 운 자신의 분석 판단, 

정보 접근성 용이 필요 정보 없음
경기장 내에서만 

용이

미디어 의존성 거의 전적으로 의존 전혀 없음 경기장 소식지

  

스포츠토토는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스포츠

를 위한 기금확보와 활용에 기여한다 이 기금은 스포츠문화를 육성하. 

고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에 쓰이기 때문에 스포츠토토가 한국 스, 

포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포. , 

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전 국민이 누구나 체육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신승호 전찬수( , , 2015)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

는 것이다.

전 세계의 스포츠 경기 단체들은 직접적인 스폰서십 또는 정부를 통

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합법 베팅 사업의 수익을 공유한다 스포츠 베팅. 

의 이러한 재정적 중요성은 베팅 중독 승부조작 등의 사회 문제에도 불, 

구하고 스포츠베팅 산업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가로막아 왔다탁민혁( , 

한승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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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또한 국민 여가스포츠 육성과 재원조성 목적의 발전적 측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최소노력의 원칙, (the principle of least 

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하기에 과도한 몰입은 강한 중독성을 가effort)

져와 개인적 사회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Hansen &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인간 내면에 존재하Rossow, 2008). 

는 욕구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적인 억제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틀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범수 조광( , 

익, 1997).

이에 년 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과 함께 이에 근거2007 1 ‘ ’ 

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스포츠토토 경륜‘ ’ , , 

경정 경마 복권 카지노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스포츠토토, , , 

의 경우 매출액 제한 등의 제반사항을 규제받고 있다 김상훈 이순호( , , 

2013).

스포츠토토 참여경험2. 

스포츠토토 참여자는 선호하는 스포츠경기를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즐기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스포츠 발

전과 기금 조성에 이바지하게 된다김종( , 2007).

김범식 은 스포츠의 간접참여가 정치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1990)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 형태가 차적 참여와 차적 참여로 구분되고 각각 1 2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세분화된다고 말했다 스포츠토토 참여자는 스포. 

츠 경기를 분석 예측하여 금액을 베팅한 자로 큰 범주하에서 간접참여·

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스포츠토토라는 새로운 스포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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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직접참여 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에 류성애 는 스포츠에 직접 . (2002)

참여하거나 간접참여 하는 차 차 참여자와는 다르게 스포츠 경기를 1 ·2

예측하거나 스포츠 내기를 하거나 선수나 팀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 주식 

투자 게임 등에 참여하는 자를 차적 참여자 로 정의하였다 표 ‘3 ’ ( 2-2 

참조).

표 스포츠 참여구분 류성애2-2. ( , 2002)

참여구분 특징

차적 참여1 선수나 지도자로서 스포츠에 행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차적 참여2
경기를 개최하는 흥행주나 구단주 또는 관중이나 시청자와 

같이 부대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차적 참여3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레저 게임으로 변

형시켜 즐기는 형태

차적 참여의 또 다른 예는 판타지스포츠 이다 자동차 3 (Fantasy Sport) . 

경주 하키 농구 축구 야구 등 실제 프로리그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온, , , , , 

라인이나 인터넷상에서 하는 게임(Karg & McDonald, 2011; Spinda & 

인 판타지스포츠에 대한 의 연구Haridakis, 2008) Bernhard & Eade (2005)

에 의하면 합법적인 도박 형태라는 점과 지식이 필요한 게임이라는 점, 

에서 판타지 스포츠와 갬블링이 유사한 활동임을 언급한 (Holleman, 2006)

바 있다 또한 판타지스포츠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성향을 비교한 . 

의 연구에서는 판타지스포츠 참여가 갖는 A.J. Karg, H. McDonald (2011)

경쟁성 및 갬블링 동기와 관련된 내재적인 특성 을 고려(Lee et al., 2008)

했을 때 판타지스포츠 활동이 갬블링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용이하

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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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자와 판타지스포츠 참여자의 

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자의 기준을 

최근 개월 이내 스포츠토토 구매경험이 있는 자 로 정의하였다‘ 6 ’ .

스포츠토토 참여행동3.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의 하위요인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 및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변별력이 큰 베팅금액, 

참여빈도 참여기간으로 한정하였다, . 

베팅금액 특정 개인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금액으로 한 달 동1) : , 

안 스포츠토토 베팅에 사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참여빈도 특정 개인이 스포츠토토에 직접 참여하는 횟수로 한 2) : , 

달 동안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횟수를 의미한다.

참여기간 특정 개인이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기간으로 처음 스포3) : , 

츠토토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스포츠토토에 참여해

왔는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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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스포츠토토 중독성향2 (DSM-IV)

모든 게임과 놀이가 그렇듯이 적절한 한계와 범위 내에서 행하는 사

람은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여 생활의 활력을 얻지만 게임에 대한 자제, 

력을 상실한 일부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와 가족문제 및 사

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김영숙 이는 갬블링 스포츠의 본연의 목적( , 2002). 

인 여가활동 대리만족 스트레스 해소 등의 휴식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 , 

게임의 배당금을 통해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때문이다

이승연 이태희 갬블링을 순수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즐기고 있( , , 1999). 

는지 아니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중독성 갬블링으로 즐기고 있는, 

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차재호( , 1998).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갬블링의 중독성과 관련한 조사도구를 활용

해야 하는데 그 중 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설정한 기준인 , 1994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단기준이다Edition) . 

미국 질병진단기준 은 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설문지로 (DSM-IV) 10

해당하는 항목이 개일 경우 건전 갬블러 개 이상 개 미만일 경우 잠0 , 1 5

재적 갬블러 개 이상일 경우 중독성 갬블러로 판별한다 각 문항의 내, 5 . 

용은 갬블링 관련 강박적 행동 정서적 변화 대인관계 등이다, , . DSM-Ⅳ

에 대한 각각의 항목구성은 다음의 표 과 같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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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목 구분2-3.  DSM-Ⅳ

몰입

(preoccupation)
갬블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내성

(tolerance)
갬블링을 할 때 강한 흥분을 맛보기 위하여 액수를 늘린다.

금단증상

(withdraw)
갬블링을 끊으려고 했으나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감을 느낀 적이 있다.

현실도피

(escape)
갬블링을 하면 불안감 초조감 우울한 감정 등이 사라지곤 한다· · .

추적

(chasing)
갬블링을 하면 잃은 돈을 찾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베팅한 적이 있다.

거짓말

(lying)
가족 및 주변 사람에게 갬블링 사실을 숨기려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통제불능

(loss of control)
갬블링을 줄이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불법행위

(illegal acts)
갬블링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적 행동을 생각한 적이 있다.

중요 관계의 위협

(risked significant 

relationship)

갬블링으로 인해 사회적 대인적 관계가 실추된 적이 있다· .

재정적 파탄

(bailout)
갬블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경마 참가자를 건전 경마집단과 중독 DSM-Ⅳ 

경마집단으로 구분한 허종훈 과 김태종 의 연구에서는 건전 집(2000) (2001)

단과 중독 집단은 이용 행태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심리적 , 

특성에 있어 각각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중독성에 . 

있어 시간적 노출 빈도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마에 

대한 시간적 노출 빈도가 많을수록 건전 집단이라 할지라도 중독집단으

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중독 경마집단일수록 충동. 

적 성향 및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은 과 정재춘 또한 경마와 경정 참가집단을 해당 진단(2002) (2004) 

기준을 활용하여 건전 및 도박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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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건전집단의 경우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등 여가를 위해 참여, 

하는 반면 도박집단은 주로 금전획득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경정 참여집단 간 이용행태적 차이 검증에서는 도박집단이 일 평. 1

균 베팅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자의 도박성 판단기준으로 참여유형을 

구분한 양민용 의 연구에서와 같이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들의 스(2009)

포츠토토 중독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DSM- . Ⅳ

도를 통해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들의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

여성향 및 스포츠 소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 절 스포츠 소비행동3 (Sports Consumption)

스포츠 소비행동의 개념1. 

과 은 소비행동을 소비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Schiffman Kanik(1978)

족시켜주는 서비스나 제품 아이디어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 · · · ·

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스포츠 환경에 접목해보면 스포. , 

츠라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스포츠 관련 제품의 구매와 사용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 및 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스포츠 소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선( , 2008). 

또한 임번장 과 이진균 은 스포츠 소비란 개인의 결정에 의, (1986) (2003)

해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전하거나 간접적으로 시청 라디오 청취, TV , , 

신문 및 잡지 구독 등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정보를 얻거나 타인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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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하여 스포츠를 접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소비자들은 스포츠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가치관 

및 태도 행동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다 어떤 이들은 정기, (Meir, 2000). 

적으로 경기를 관람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경기가 있을 때만 관, 

람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스포츠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유료 . 

스포츠 채널을 시청하는 등 스포츠 소비자들은 다TV (Bob et al., 2003) 

양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경험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

다 즉 스포츠 소비자들은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Wann et al., 2001). , 

라 다양한 스포츠 소비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김인준( , 2011).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

심 증대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콘텐츠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뉴미디어가 도입되면서 진행된 미디어의 디지털화 및 . 

이에 따른 스포츠 편재성의 확대로 인해 스포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혜진 또한( , 2002). , 

기존의 스포츠 소비가 단순히 신문 라디오 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 TV

데 그쳤다면 지금은 인터넷의 동시성 신속성 양방향성과 같은 특징을 , , 

바탕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스포츠 정보를 열람하고 게시판에 ,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김상규( , 2012).

은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형태가 인간의 내면적 또는 외Kenyon(1969)

면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며 다음 표 와 같이 스포츠 참여의 2-4

유형을 일차적 참여와 이차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스포츠 소비. 

는 이차적 참여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소비와 간접 소비로 구분된다, . 

직접 소비는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이에 

해당하며 간접소비는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접하는 시청자 청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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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이에 해당한다.

표 스포츠 참여의 유형2-4. (Kenyon, 1969)

양식
일차적 

참여

이차적 참여

소비자 생산자

직접 간접 지도자 중재자 기업주

역할

경쟁자

운동선수

경기자

관람자

시청자

청취자

독자

강사

코치

감독

스포츠통제기구

경기규칙위원회

주심 부심 , 

기록원

기타 공무원

스포츠용품 

제조업자

판촉인

도매상

소매상

윤승재 는 스포츠 소비행동을 스포츠 활동참여 경기관람 경기 (2007) , , 

시청 신문구독으로 구분하여 직접 스포츠를 행하는 참여와 경기장TV , 

을 방문하여 관람하거나 를 시청하는 참여를 소비행동에 모두 포함시TV

켰다 임번장 서희진 은 특정 개인이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의 일원. , (2000)

으로 참석하는 것을 직접 소비라 하고 개인이 대중매체 라디오 신(TV, , 

문 잡지 또는 대화를 통하여 스포츠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접소비라 , )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한 스포츠참여 유형과 스포츠 소Kenyon(1969)

비행동에 대한 임번장 의 정의를 바탕으로 직접 경기장에 가서 스(1986) , 

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행위와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시청 청취 구독, , 

하는 행위 대화를 통하여 스포츠와 관계를 맺는 이차적 참여를 스포츠 , 

소비행동의 범위로 정하고 스포츠 경기관람 스포츠 미디어소비 스포츠 , , 

관련 대화 세 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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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관람1) 

스포츠 경기관람은 관람스포츠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을 탐색하고 관람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사회문화적 심리학적 ·

과정과 행위를 뜻한다 이지선 스포츠산업에서 관람스포츠 부문은 ( , 2008). 

각종 스포츠 경기의 직접 혹은 간접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람 소

비자에게 만족과 여가선용을 이끌어내는 영역이며 거시적 측면에서 스, 

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생성시키며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잠재력이 

크고 전체 스포츠 수요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람스포츠는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성민( , 2002).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람 소비자의 증가는 중요한 목

표이며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관람스포

츠 소비자로서의 관중을 들 수 있다 안주환 관람소비자의 추이가 ( , 2011). 

프로스포츠 시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 일차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 

프로스포츠 시장의 발전이 관람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관람스포츠 소비인구의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전략을 , 

수립해야 한다 김숙자( , 2004).

많은 선행연구에서 경기관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

는데 그 중 , 리그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토토 참여가 리그 관J- J-

람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의 연구에 Funk(2006)

의하면 스포츠토토 참여가 관람자들에게 경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경기관람 전에 스포츠경기 및 경기 결과예측 정보를 탐색하게 만들기 때

문에 궁극적으로 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확대를 유도한다고 하였

다 즉 스포츠토토가 스포츠 관람의 촉진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

지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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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디어소비2) 

스포츠 미디어소비는 라디오 신문 인터넷 모바일 책 잡지 등의 TV, , , , ,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스포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스포츠 관련 프로, 

그램 스포츠 기사들을 다운받아 선택하여 보고 읽고 정보를 얻는 일련, , , 

의 활동 이다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미 일(Wirakartakusmah, 2008) . 

반 대중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시청을 통한 간TV 

접 참여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김원제(2004, ). 

스포츠 경기관람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미디어소비는 스포츠 팬들의 

대표적인 스포츠 소비행동이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바탕. 

으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고 스포츠에 관한 지식, 

과 정보를 얻는 것이 스포츠 소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혜진 소비자가 상품 속성의 혜택을 얻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 , 2002). 

듯이 시청자는 스포츠 경기 중계 시청을 통해 다양한 유무형의 혜택을 

기대하고 시청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가 기대하는 혜택. 

은 스포츠 시청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

다김광수 이진균( , , 2003).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 시스템 또한 중계 대상 경기 선정 시 팬들의 

이목이 쏠리는 스포츠토토 게임 발매대상 경기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스포츠토토 홍보부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들이 스포츠 미디어 ( , 2006),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중계뿐만 아니라 신문의 스포츠 면에 실리는 기사 또한 수용자의 TV , 

주요 정보원으로 간주된다 어재석 신문과 같은 스포츠 매체는 여( , 2006). 

느 매체보다 논리성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체 수용자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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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한 서희진 은 스포츠 신문과 잡지는 스포츠 소비자의 , 1998). , (1994)

인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스

포츠 정보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

다 또한 과거에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간에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였. , 

지만 이제는 신문이나 잡지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권욱동 원영신 즉 모든 스포츠 미디어가 인터넷을 바탕으로 통( , , 1999). , 

합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청 청취하는 행위 스포츠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 , 

잡지 책을 읽는 행위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를 인터넷모바일웹사이, , / (

트 블로그 및 관련 게시판 포함 을 통해 소비하는 것을 스포츠 미디어 , )

소비로 간주하였다. 

스포츠 관련 대화3) 

대화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간 행위의 한 형태

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 

는 역할을 하며 서상택 스포츠 관련 대화는 타인과 스포츠에 대( , 2012), 

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기관람이나 미디어 소비와 함께 스. 

포츠팬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 중 하나로 여기에는 인터넷, 

이나 모바일 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인터넷이나 모바. 

일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는 게시판을 이용한 상호작용 자료실, , 

온라인 대화방 등이 있다 김현근( , 2003).

스포츠 소비행동에 대한 임번장 의 정의에서도 경기관람이나 (1986) TV

시청 라디오 청취 인터넷 이용 신문이나 잡지 구독과 마찬가지로 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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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스포츠를 접하는 소비행동 가

운데 하나라고 하였다김인준( , 2011).

또한 스포츠뉴스 시청 신문의 스포츠면 구독Kim et al. (2008) TV , , 

스포츠 경기관람 스포츠에 관한 라디오 청취 스포츠 관련 잡지 및 TV , , 

책 읽기와 더불어 스포츠에 관해 이야기하는 행동을 스포츠 소비행동의 

하나로 간주하였다김인준 해당 연구에서는 판타지스포츠에 더 ( , 2011). 

많이 참여하는 집단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스포츠 관련 대화를 포함한 스

포츠 소비행동 또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스포츠 

관련 대화 또한 많이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직접 대화 및 모바일 , 

메신저를 통한 대화 정보공유 웹사이트나 블로그 및 관련 게시글 댓글 , , , 

등 인터넷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스포츠 관련 대화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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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참여경험2. ·참여행동과 스포츠 소비행동

미디어 의존이론1) 

미디어 의존이론이란 미디어는 개인이 필요로하는 정보와 지식 오락 , 

등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개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이론이다(Sandra J., Ball R. & Melvin L., 

스포츠 소비자들은 스포츠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가치관과 태도1976). , 

행동을 다양하게 드러낸다(Meir, 2000; Shank, 2002; Westerbeek & 

스포츠 소비행동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스포츠 소비자들의 Smith, 2003). 

심리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행위이며 스포츠 소비자들은 다양, 

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경험하고 스포츠 소비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려 한다(Wann et al., 2001).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종목과 팀의 전력은 물론 

소속 선수들의 기량 또한 파악해야 한다 감독의 용병술과 경기 당일의 . 

선수 라인업 일기예보까지 예의 주시하며 사전 지식을 더해 나름대로의 ,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스포츠토토 참여 과정에서 . 

자신의 분석 선호 선입견 등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스, , . 

포츠토토 이용자들은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경기 관련 스포츠 보도와 콘

텐츠에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류성애 즉 미디어 의존이론에 ( , 2002). , 

따라 스포츠토토 참여자들의 미디어 소비는 경기 결과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자신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려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전의 수용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

존하면서 간접적으로 소비만 하였다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도입은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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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용자들은 새로운 게임에 , 

적극 참여하면서 미디어를 소비만 하는 차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토토 등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는 스포츠 차적 참여, 3

자들은 미디어 스포츠를 소비만 하던 수용자들이 아니라 이제 보다 능동

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 

따라서 스포츠토토 참여자들의 스포츠 미디어소비가 비참여자들 보다 

높을 것이며 참여자들의 경우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높을수록 경기 관, 

련 정보와 지식에 대한 필요나 욕구가 높아지게 되어 스포츠토토 참여행

동과 스포츠 미디어소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용과 충족 이론2) 

과 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소비 성향을 연구하는 Rubin Bantz(1987)

틀로서 특정 개인이 매체를 이용하려는 욕구 자체에 주목하여 이용 행위

를 분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 

는 개인이 매체에 대해 어떠한 이용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용행

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맥러드와 베커. (McLeod & Becker, 

는 욕구와 충족 기대 이용 행위를 인과관계로 표현하여 이용 행위1981) , , 

에 있어 이용동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웹에 대한 연구에서는 . 

특정 내용 또는 웹 사이트 이용에 웹 이용동기가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있다(Eighmey & McCord, 1998).

이용과 충족 이론이 전제하는 수용자들의 능동성은 그들이 우연히 하

게 된 특정 이용 행위에 있어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 나가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다 김병선 은 매체 이용 (Eighmey & McCord, 1998). (2004)

행위를 통해 이용자가 얻고자 하는 특정 동기가 충족이 되면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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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용 행위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용자들의 욕구 

충족 과정을 통해 특정 이용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개인이 사용 및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심　 　 　 　 　 　

리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간주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우 다　 　 　 　 　 　

른 목적을 위해 같은 대중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수용자가 단순히 미디어(Severin and Tankard, 1997). 

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소비를 통해 욕구를 다양

하게 충족시키려 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제시되기 . 

이전에는 미디어가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는 관점에서 수동적인 수

용자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사람들이 왜 특정 미디어나 내용을 . 

청취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무엇을 하는

지를 연구하게 되었다(Ruggiero, 2000).

판타지스포츠가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TV Todd M. & 

에 의하면 판타지스포츠 참여자들의 동기를 이해하는 Kerry A. K (2010)

데 있어 이러한 이용 충족 이론을 인터넷의 사용과 시청에 적용할 수 TV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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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모형 및 가설3 

제 절 연구모형1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과 같이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참여행3-1 , , 

동 중독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스포츠 소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 

였다 또한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을 독립변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을 종. , , 

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

종속변인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유

스

포

츠  

소

비

행

동

스포츠 

경기관람무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참여빈도

스포츠 

미디어소비
참여기간

베팅금액

스포츠토토 

중독성향

건전
스포츠 관련 

대화
잠재

중독

그림 연구모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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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가설2 

스포츠토토 참여경험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1. 

리그와 월드컵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토토가 경기관람에 J- FIFA 

미치는 영향 및 관람 동기를 규명한 와 Funk, Nakazawa, Mahony

박세진 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토토 참여는 프로Thrasher(2006), (2008) , 

스포츠 관람 촉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 , TV 

스포츠에 대한 시청 동기와 행동에 대해 연구한 에 의Walter G. (1981)

하면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여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보다 스, 

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행동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스포츠베팅을 꼽았다 또한. , Todd M. N. & Kerry A. 

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베팅의 일종인 판타지스포츠 참여가 K.(2010) TV 

스포츠 경기 시청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토토 참여자가 . 

스포츠 소비행동이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H1. 

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경기관람에는 유의한 차이H1-1. 

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소비에는 유의한 차H1-2. 

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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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2. 

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베팅의 일종인 Todd M. & Kerry A. K(2010)

판타지스포츠는 시청을 높여주는 보완물 라고 언급한 바 TV (complement)

있다 미디어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 오락을 제공하는 주요 수. , 

단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미디어에 의존적이게 된다는 미디어 의존이론과 이용자가 단순히 미, 

디어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가

지고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소비를 통해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려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이용과 충족이론에 입각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H2. (+)

이다.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스포츠 H2-1.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

것이다.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은 스포츠 H2-2.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은 스포츠 H2-3.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H3.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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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스포츠 H3-1.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은 스포츠 H3-2.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 (+)

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은 스포츠 H3-3.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 (+)

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 .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H4-1.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은 H4-2.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

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은 H4-3.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과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및 스포츠 소비행3. 

동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박성은 과 정재춘 이 를 이용하여 경마와 경정 참여(2002) (2004) DSM-Ⅳ

자를 분석한 연구결과 경정 참여집단 간 이용행태적 차이 검증에서 일 , 1

평균 베팅금액이 도박집단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또한 의 연구에 의하면 문제성 갬블러. Phillips, J. & Ogeil, R (2011)

들은 갬블링 시설에 더 많이 접근한다고 하였다. 

스포츠토토 참여유형과 스포츠관여도 관람만족 소비행동간 인과관계, ,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양민용 의 연구에서는 중독성 집단으로 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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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베팅의 금액 및 구입 횟수 경기관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 . , 

포츠토토 게임을 구입 후 소비자들의 구전의도와 재관람의도에서도 건전

집단보다 잠재집단과 중독집단에서 구전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재관람의, 

도에 대한 사후분석결과에서도 건전집단보다 잠재집단과 중독집단이 스

포츠토토 구매 후 재관람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토토. , 

에 대해서 중독성이 있는 집단이 게임 구매 후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 

도출하였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에는 유의한 차이H5. 

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에는 유의한 H5-1.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에는 유의한 H5-2.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유의한 차H5-3. 

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H6. 

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경기관람에는 유의한 차이 H6-1. 

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소비에는 유의한 차 H6-2.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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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H6-3.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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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방법4 

제 절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자들과 비경험자들의 스포츠 

관련 성향 차이를 검증하고 나아가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스포츠관여, 

도와 스포츠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을 스포

츠토토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이 없는 성인으로 ,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의 경우 보다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개월 이내 로 경험 기간의 범위를 한정‘ 6 ’

하였다. 

설문조사는 년 월부터 월까지 약 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참여 2019 3 4 3 , 

경험자의 경우 대 이상 성인 중 최근 개월 이내에 스포츠토토에 참여20 6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 비경험자의 경우 대 이상 성. 20

인 중 평생 스포츠토토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

전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 

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self-administration method) . 

사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서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빠른 ,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며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윤은성 김영원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 , 2002; , , , 2008).

모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경험자 부 비경험150 , 

자 부 총 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150 300 .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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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성이 각각 와 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세 세가 59.3% 40.7% , 31 ~40

세 세가 세가 세 세가 세 이26.7%, 41 ~50 26.7%, 21~30 23.3%, 51 ~60 20.0% 61

상이 순서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년제 졸업이 로 3.3% . (4 ) 63.0%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년제 졸업이 고등학교 졸업이 대, (2 ) 15.3%, 12.3%, 

학원 석사 졸업이 대학원 박사 졸업이 순서로 나타났다 월 ( ) 7.0%, ( ) 1.7% . 

개인소득의 경우 만원이 로 가장 많았으며 만원 이상이 200~299 24.0% , 500

만원이 만원이 만원 미만이 18.7%, 300~399 17.7%, 400~499 13.7%, 100

만원이 순서로 나타났다13.7%, 100~199 12.3% . 

또한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의 경우 최근 참여시기는 주 전이 , 1

로 가장 많았으며 개월 전 개월 전 주 전 개월 전 개19.3% , 1 , 2~3 , 2 , 6 , 4~5

월 전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의 경우 년 이상이 로 가장 높게 . 3 13.7%

나타났다 참여빈도의 경우 월 회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 20.3% , 

월 회 이하가 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금액의 경우 월 1 16% . 

만원 미만이 로 가장 높았고 액수가 적은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1 20% ,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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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4-1.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78 59.3

여자 122 40.7

연령대

세 이하20 0 0

세21~30 70 23.3

세31~40 80 26.7

세41~50 80 26.7

세51~60 60 20.0

세 이상61 10 3.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2 0.7

고등학교 졸업 38 12.3

대학교 년제 졸업(2 ) 45 15.3

대학교 년제 졸업(4 ) 189 63.0

대학원 석사 졸업( ) 21 7.0

대학원 박사 졸업( ) 5 1.7

월 개인소득

만원 미만100 42 13.7

만원100~199 37 12.3

만원200~299 71 24.0

만원300~399 54 17.7

만원400~499 41 13.7

만원 이상500 55 18.7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참여 150 50.0

미참여 150 50.0

합계 300 100.0



- 33 -

최근 참여시기

주 전1 58 19.3

주 전2 20 6.7

개월 전1 32 10.7

개월 전2~3 22 7.3

개월 전4~5 7 2.3

개월 전6 11 3.7

참여 기간

개월 미만3 12 4.0

개월 개월 미만3 ~6 21 7.0

개월 년 미만6 ~1 28 9.3

년 년 미만1 ~2 33 11.0

년 년 미만2 ~3 15 5.0

년 이상3 41 13.7

참여 빈도

월 회 이하1 48 16.0

월 회2~3 61 20.3

월 회4~6 23 7.7

월 회7~9 7 2.3

월 회 이상10 11 3.7

참여 금액

월 만원 미만1 60 20.0

월 만원 만원 미만1 ~3 45 15.0

월 만원 만원 미만3 ~5 30 10.0

월 만원 만원 미만5 ~10 9 3.0

월 만원 이상10 6 2.0

합계 1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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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조사도구2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관여도와 스포츠 

소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스포츠토토 참여성향이 스포츠 소, 

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응답대상자는 자기평가기입법 으로 설문. (self-administration)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모집된 설문지 부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317

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부의 설문지의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300 .

스포츠 소비행동1. 

스포츠 소비행동은 스스로가 지각하는 스포츠와 관련된 소비 행동의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경기의 직접 관람 시청 라디오 청취 , TV , 

그리고 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한 정보탐색 활동의 정도를 의미한, 

다 스포츠 소비행동의 측정은 의 연구에서 . Theodorakis & Wann(2008)

쓰인 경기관람 스포츠 미디어소비 스포츠 관련 대화의 정도를 측정한 , ,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보완 및 수정하여 점 척도의 문5 9

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단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5 Likert scales ‘ ’

에 점을 부여하고 매우 그렇다 에 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1 , ‘ ’ 5 , 

록 스포츠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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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으로 변별력이 큰 베팅금액 참여빈도 참여기간, , 

으로 한정하였다. 

베팅금액 특정 개인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금액으로 한 달 동1) : , 

안 스포츠토토 베팅에 사용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원 미만부터 만원 1 10

이상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참여빈도 특정 개인이 한 달 동안 스포츠토토에 직접 참여한 횟2) : 

수로 월 회 이하부터 월 회 이상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1 10 . 

참여기간 특정 개인이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기간으로 처음 스포3) : , 

츠토토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스포츠토토에 참여해

왔는지를 의미한다 개월 미만에서 년 이상의 범위에서 기간을 구분하. 3 3

여 측정하였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3.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판 을 기초로 윤종대 정철4 (DSM-IV) , 

규 장호중 이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중독성 질병진단, (2006) . 

기준 는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예 또는 아니오 로 응답DSM-IV 10 , ‘ ’ ‘ ’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 라는 응답이 개 이상일 경우 중독집. ‘ ’ 5

단으로 에 해당하는 집단은 잠재집단으로 모든 항목에 아니오로 , 1~4 , ‘ ’

응답한 집단은 건전집단으로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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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내용 및 문항 수는 다음 표 와 같다4-2 .

표 설문지의 구성4-2. 

설문의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유 무, 1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참여빈도 구매금액 회당 베팅금액, , , 

이용기간
4

스포츠토토 중독성향 DSM-IV 10

스포츠 소비행동
경기관전 미디어 소비 스포츠 관련 , , 

대화
9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득, , , 4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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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자료처리방법3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SPSS ver. 25.0 ,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 검정 , , (one-way ANOVA), 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분석1. (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

아보기 위해 수집한 기초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 을 (frequency analysis)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 

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분석하였다, .

신뢰도 분석2. (Cronbach’s )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일관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검사문항 간 Cronbach’s . α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널리 사

용되는 방법이다 신뢰도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 

있으나 일반적으로 값이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Cronbach’s 0.7 α

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을 (Nunnally, 1978). 0.7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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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분석3. 

신뢰도 분석이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면 타당도 분석은 측정도구가 연구목적에 맞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 

는지의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validity) .

독립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4. t- (ANOVA)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여부 참여행동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 , 

츠 소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t-

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세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을 비교. 

하는 통계 검정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

해 사용하였다.

회귀분석5.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성향이 스포츠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분. 

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

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수립한 가설 . 

내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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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결과5 

제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 

인인 스포츠토토 중독성향 스포츠 소비행동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은 표 , 

과 같다5-1 .

표 기술통계 분석 결과5-1. 

변인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토토 

중독성향

SPT1 1 2 1.45 0.499

SPT2 1 2 1.70 0.458

SPT3 1 2 1.74 0.442

SPT4 1 2 1.64 0.482

SPT5 1 2 1.63 0.486

SPT6 1 2 1.73 0.445

SPT7 1 2 1.72 0.452

SPT8 1 2 1.83 0.378

SPT9 1 2 1.82 0.389

SPT10 1 2 1.82 0.383

스포츠 

소비행동

SCB1-1 1 5 2.39 1.071

SCB2-1 1 5 3.13 1.162

SCB2-2 1 5 2.9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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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B2-3 1 5 2.92 1.082

SCB2-4 1 5 2.91 1.092

SCB2-5 1 5 2.86 1.130

SCB3-1 1 5 2.70 1.055

SCB3-2 1 5 2.69 1.116

SCB3-3 1 5 2.5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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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신뢰도 분석 결과2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계수를 사용하였Cronbach’s α

다 계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 Cronbach’s α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값이 이상이면 , Cronbach’s 0.7 α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을 기준으로 0.7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와 . 5-2

같으며 각 변인의 계수가 을 나타내고 있어 모두 , Cronbach’s .841~.950α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0.7 

다. 

표 신뢰도 분석 결과5-2. 

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α

스포츠토토 중독성향 10 .841

스포츠 소비행동 9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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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타당도 분석 결과3 

본 연구의 스포츠 소비행동 변인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 회전을 하였

다 그 결과 측도는 로 나타났고 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 .941 , Bartlett

도 유의확률이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05 

단되었다 한편 누적분산이 로 나타나 구성된 개 요인의 설명. 85.091% , 3

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0.4 , 

도를 만족하였으며 추가적인 항목 제외 및 조정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 

다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5-3 .

표 타당도 분석 결과5-3. 

Item 1 2 3

스포츠 미디어소비1 .854 .304 .174

스포츠 미디어소비2 .796 .294 .329

스포츠 미디어소비3 .779 .346 .281

스포츠 미디어소비4 .751 .479 .162

스포츠 미디어소비5 .729 .445 .254

스포츠 관련 대화1 .276 .833 .29

스포츠 관련 대화2 .427 .801 .215

스포츠 관련 대화3 .47 .764 .21

경기관람 .347 .345 .865

아이겐값 3.664 40.715 40.715

공통분산(%) 2.764 30.711 71.426

누적분산(%) 1.23 13.665 85.091

KMO=.941, Bartlett’s χ2=2491.164(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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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독립표본 검정 결과4 t-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유의한 1. H1.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라 스포츠 소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t- . 5-4 

와 같다. 

표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 비교5-4 

***p<0.001, **p<0.01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경기관람에는 유의한 차이H1-1. 

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 소비행동의 하위항목에 있어 스포츠 경기관람의 경우 스포츠

집단 n
경기관람 미디어 소비 스포츠 대화

M(SD) M(SD) M(SD)

참여 

경험

참여 150 2.81(.97) 3.28(.80) 3.07(.91)

미참여 150 1.94(.99) 2.60(1.09) 2.21(.94)

 t 7.704*** 6.206*** 8.035***

p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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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7.704, p 스포츠토<.001), 

토 참여경험 집단 이 비경험 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M=2.81) (M=1.94)

타났다.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소비에는 유의한   H1-2.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 미디어소비의 경우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t=6.206, p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집단 이 비경험 <.001), (M=3.28)

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2.59) .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H1-3. 

있을 것이다. 

스포츠 관련 대화의 경우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8.035, p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집단 이 비경험 집<.001), (M=3.07)

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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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회귀분석 결과5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1. H2. (+)

미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스포츠 H2-1.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

것이다.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은 스포츠 H2-2.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은 스포츠 H2-3.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스포츠 경기관람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

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다음 표 는 스포츠토토 참여행. 5-5

동이 스포츠 경기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표 가설 검증결과5-5. H2 

종속변인 독립변수 B S.E β t p

경기관람

상수 1.936 .219 8.825*** .000

참여빈도 .164 .084 .193 1.951 .053

베팅금액 .151 .087 .171 1.743 .083

참여기간 .055 .049 .093 1.134 .259

F=7.643(p<.001), R2=0.136, D-W=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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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경기관람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H2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7.643, p 각 회귀계수들의 값은 <.001),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기각되었다H2-1, H2-2, H2-3 .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2. H3. (+)

을 미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스포츠 H3-1.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은 스포츠 H3-2.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 (+)

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은 스포츠 H3-3.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 (+)

칠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스포츠 미디어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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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설 검증결과5-6. H3 

종속변인 독립변수 B S.E β t p

미디어 

소비

상수 11.419 0.864 　 13.213*** .000

참여빈도 0.218 0.331 0.062 0.657 .512

베팅금액 0.590 0.341 0.162 1.730 .086

참여기간 0.837 0.192 0.343 4.364*** .000

F=12.603(p<.001), R2=0.206, D-W=2.066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미디어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H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2.603, p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01), 

약 로 나타났다20.6% (R2 한편 통계량은 으로 =0.206). Durbin-Watson 2.066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2

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참여빈도는 스포츠 미디어소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베팅금액 또한 스포츠 .512). 

미디어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 가설 .086), 

는 기각되었다 반면 참여기간은 스포츠 관여도에 유의한 정H3-1, H3-2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837, β p 은 채택되었다<.001) H3-3 .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3. H4. (+)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H4-1.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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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은 H4-2.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

이다.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은 H4-3.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스포츠 관련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5-7 .

표 가설 검증결과5-7. H4 

종속변인 독립변수 B S.E β t p

스포츠

대화

상수 6.458 0.614 　 10.510*** .000

참여빈도 0.245 0.236 0.103 1.042 .299

베팅금액 0.288 0.243 0.116 1.189 .236

참여기간 0.413 0.136 0.248 3.030** .003

F=12.603(p<.001), R2=0.134, D-W=1.711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관련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H4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2.603, p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01), 

약 로 나타났다13.4% (R2 한편 통계량은 으로 =0.134). Durbin-Watson 1.816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2

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참여빈도는 스포츠 대화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베팅금액 또한 스포츠 대화에 =.299).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 가설 는 =.236), H4-1, H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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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다 반면 참여기간의 경우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 (+)

것으로 나타나( =.413, β p 가설 은 채택되었다<.01) H4-3 . 

제 절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6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에는 유1. H5.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총 명의 참여자 중 중독성향에 따른 집단의 구분 결과 표 과   150 , 5-8

같이 건전집단이 명 잠재집단이 명 중독집단이 명29 (19.3%), 78 (52.0%), 43

으로 나타났다(28.7%) .

표 중독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5-8.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참여자의 중독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라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5-9 .

집단구분 n 비율(%) 누적비율(%)

건전집단 29 19.3 19.3 

잠재집단 78 52.0 71.3 

중독집단 43 28.7 100

합계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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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독성향 구분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평균 비교5-9.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에는 유의한 H5-1.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라 베팅금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중독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01), 

잠재집단 건전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M=2.49), (M=1.97), (M=1.55) .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기간에는 유의한   H5-2.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참여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베팅 

금액

건전집단 29 1.55 0.95 

7.129** .001잠재집단 78 1.97 0.97 

중독집단 43 2.49 1.26 

참여 

빈도

건전집단 29 1.62 0.94 

7.650** .001잠재집단 78 2.08 1.11 

중독집단 43 2.63 1.16 

참여 

기간

건전집단 29 4.14 1.73 

.556 .575잠재집단 78 3.81 1.68 

중독집단 43 4.05 1.51 

합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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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p 가설 는 기각되었다=.575), H5-2 .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빈도는 유의한 차 H5-3. 

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참여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 중독집단이 참여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01). 

잠재집단 건전집단 순으로 나타났다(M=2.63), (M=2.08), (M=1.62) .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유의한 2. H6.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자의 중독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라 스포츠 소비

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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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독성향 구분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 평균 비교5-10.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경기관람에는 유의한 차이 H6-1. 

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자의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경기관람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중독집단에서 스포츠 경기관람이 가<.001). 

장 높게 나타났으며 잠재집단 건전집단 순으로 (M=3.40), (M=2.72), (M=2.21)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소비에는 유의한 차 H6-2. 

이가 있을 것이다.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경기

관람

건전집단 29 2.21 0.94 

16.604*** .000잠재집단 78 2.72 0.84 

중독집단 43 3.40 0.93 

미디어 

소비

건전집단 29 2.81 1.04 

7.199** .001잠재집단 78 3.34 0.62 

중독집단 43 3.48 0.79 

스포츠

대화

건전집단 29 2.55 0.95 

11.661*** .000잠재집단 78 3.01 0.86 

중독집단 43 3.52 0.75 

합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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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참여자의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소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중독집단이 미디어소비가 가장 높<.01). 

게 나타났으며 잠재집단 건전집단 순으로 높게 (M=3.48), (M=3.34), (M=2.81)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H6-3. 

있을 것이다.

스포츠토토 참여자의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중독집단이 스포츠 대화가 가장 높게 나<.001). 

타났으며 잠재집단 건전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M=3.52), (M=3.01), (M=2.55)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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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논의 및 결론6 

제 절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1 

논의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로서 스포츠

토토의 산업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토토가 건전한 여. , 

가 활동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독성 측면에서 적절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들. 

과 비경험자들의 스포츠 소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고 스포츠토토 참여행

동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스. , 

포츠토토 중독성향과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및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 

파악하여 스포츠토토가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론과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학문

적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스포츠토토 참여경험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1) 

가설 검증결과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경

기관람 미디어소비 스포츠 대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 

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에서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평균값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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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은 특정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 

한 주 동안 모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야 하므로 자신이 응원하는 특정 

팀에 그치지 않고 전체 경기로 관심을 확대 류성애 정영남 민경( , 2002; , 

훈 하며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경기 관련 스포츠 보도와 콘텐츠에 , 2000) ,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한다류성애 는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 스( , 2002) , 

포츠토토 참여경험이 스포츠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실무적으로 스포츠토토 참여집단은 비참여집단보다 스포츠 소, 

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관람스포츠 조직의 중요한 목표 고, 

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람스포츠 조직의 스포츠마케팅 . 

관리자는 스포츠토토 베팅 대상 경기들에 특화된 마케팅을 시도하여 스

포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노출 효과를 갖게끔 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이 권장된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이 스포츠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2)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소비행동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경기관람에 정 의 . (+)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참여빈도 및 베팅금액은 스포츠 소비행동에 정 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참여기간은 스포츠 미디어소비 및 , 

스포츠 대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토토(+) . 

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일수록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더 많이 

시청하고 스포츠를 주제로 타인과 더 많이 소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참여빈도와 베팅금액이 아닌 참여기간 만이 스포츠 소비에 정 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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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해당 결과는 실무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업의 마케팅 방향 , 

설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 

다양한 형태의 베팅상품을 제공하는 등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

도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즉 스포츠토토가 레저문화로서 정착할 . ,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스포츠산업 전체가 활성화되

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토토 중독성향과 스포츠 소비행동 스포츠토토 참여행동과의 3) , 

관계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 소비행동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모든 스포츠 소비행

동 요인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또한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에 있어서도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 

베팅금액과 참여빈도에 있어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스포츠토. 

토에 대한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많이 경기를 관람하고 미디어

를 통해 시청하는 등 높은 스포츠 소비행동을 보이지만 스포츠토토 참, 

여에 있어서 더 많은 액수를 베팅하고 더 많은 횟수로 참여하는 경향을 ,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박성 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

련이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건전집단이 베팅금액과 참여빈도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치를 참, , 

여기간에서는 오히려 중독집단보다도 높은 평균치를 보인다는 점은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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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레저문화로서 스포츠토토의 정착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2. 

본 연구는 스포츠토토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스

포츠 소비행동 차이를 검증하고 참여자들의 스포츠토토 참여행동과 중독

성향 스포츠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토토 소비자들의 스포츠 소비성향에 대한 객관화, 

된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토토 참여자

의 응답대상자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한

계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외의 다, 

른 변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각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참여행동과 스포츠 소비, ,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밝혀졌으나 스포츠토토에 많이 참여한 집단이 스

포츠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인지 스포츠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 

이 스포츠토토에 많이 참여하는지 그 인과관계는 검증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및 발전시킨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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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2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기금확

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과 사행산업에 대한 . 

정부의 규제로 인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활발한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스포츠토토 관련 선행연구들은 스포츠토토 참여자들만

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진행해왔으며 스포츠토토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의 비교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 

계점을 극복하고 스포츠토토가 단순히 기금조성 목적의 사행성 사업이 

아닌 관람 스포츠시장에서 파생되어 또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하, 

나의 파생시장으로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

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토토 참여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과의 스포츠 소

비행동 비교 및 스포츠토토 참여행동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를 검증

하여 스포츠토토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측면의 가치를 밝혀내고자 하였

다 나아가 스포츠토토의 중독성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스포츠토토가 건. 

전한 여가 활동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라 스포츠 소비행동에는 유의한 ,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참여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 

스포츠 경기관람 스포츠 미디어소비 스포츠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 ,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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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은 스포츠 소비행동에 부분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토토 이용기간이 높을수록 . 

경기관람을 제외하고 미디어소비 스포츠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세 번째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에 따라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및 스포, 

츠 소비행동에 있어 참여기간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포츠토토 참여행동 및 스포츠 소, 

비행동의 모든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토토 참여경험과 참여행동이 스포츠 경기관람, 

스포츠 미디어소비 스포츠 대화 등 스포츠 소비행동을 진작하는 스포츠, 

토토의 산업적 가치를 규명하는 결과로서 사행성 및 중독 등의 역기능, 

에만 주목해왔던 스포츠토토 사업의 순기능을 제시하여 스포츠토토 사업

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토토 마케팅 . , 

방안 또는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업의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이라는 긍정적 취지와 스포, 

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별개로 사행사업으로서, 

의 태생적 한계인 도박성 관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에서 .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토토에 대한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베팅금

액과 참여빈도에 있어 높은 평균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전집단이 베팅금액과 참여빈도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치를, 

참여기간에서는 오히려 중독집단보다도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건전한 레저문화로서 스포츠토토의 정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토토에 대한 도박성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데 있어 사업 홍보에 앞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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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별도의 예방책과 안전장. 

치 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스포츠토토 홍보 및 참여 권장은 지

양되어야 할 것이다. 



- 61 -

참 고 문 헌

강준호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분류(2005). . 체육과학연구, 16(3), 118-130.

권순용 체육재원의 전망 국가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2009). ; 

민체육진흥기금의 현황과 전망. 스포츠과학, 108  , 2-8.

김광수 이진균 스포츠 시청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2003). . 한국언론

학보, 47(2), 338-360.

김범식 스포츠의 간접 참여가 정치 태도에 미치는 효과(1990). . 한국체

육학회지, 29(2) 106-107.

김상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의 도박열정과 도박자아효능감 및 (2010).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8  (2), 205-220.

김상훈 이순호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3). . 한

국체육과학회지, 22(2), 713-726. 

김석우 (2010). 활용의 실제SPSS AMOS 서울 학지사. : .

김선구 홍승후 스포츠 동호회 참가여부에 따른 스포츠미디어 소, (2011). 

비형태 비교.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1), 431-438.



- 62 -

김숙자 프로스포츠 관중의 경기 관련 정보획득 및 구매행태에 관(2004). 

한 연구. 이화체육논집, 7, 1-7.

김원제 미디어스포츠의 기원 및 변동 과정(2004).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지, 17  (2), 203-222.

김인수 서희정 송현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구조 , , (2018). (sportstoto) 

개선과 불법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7(1), 231-246.

김인준 방신웅 김기한 스포츠 비디오게임 경험이 스포츠팬덤과 , , (2014). 

스포츠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정도 이용충족도 실재감의 : , , 

관점에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9(2), 37-52.

김 종 (2004).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

서 스포츠토토 주. ( ).

김종민 여가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2010). . 스포츠과학논문

집, 22, 1-13.

김주연 최현주 안경모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및 불법 온라인베팅 , , (2017). 

축소방안에 관한 인식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426-435.

김태민 조광민 이광용 스포츠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른 스포츠 , , (2005). 

소비행동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5, 143-152.



- 63 -

김혜선 이충기 갬블링 열정척도를 통한 스포츠토토 이용객의 시, (2009). 

장세분화 연구. 관광연구저널, 23(1), 21-34.

김화섭 강준호 이진면 김재진 , , , (2014). 스포츠 시장 가치망에 따른 통계 

작성과 정책 방향 세종 산업연구원. : .

류동수 김지영 판타지스포츠 이용동기에 따른 스포츠 팬덤 형성, (2013). 

이 스포츠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4(1), 

425-438.

류성애 (2002). 대중매체의 스포츠 보도가 수용자의 경기 결과 예측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

박성은 (2002). 건전경마집단과 도박경마집단간 만족도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세진 (2008). 스포츠토토 참여가 관람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우 사례연구. (2009). Sports Toto . Korea Business Review, 13  (1), 

1-32.

박준휘 최성락 오시영 스포츠 토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2014). 

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35-57.



- 64 -

박현권 이혁기 스포츠관여도와 스포츠제품의 브랜드 인지 지각, (2009). , 

된 품질 및 충성도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379-387.

박현정 류지아 스포츠 참여동기가 스포츠 관여도와 관람 시청 소, (2010). /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2), 123-13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7). 사행산업백서2016 .

서희진 미디어 수용자의 욕구특성이 스포츠 소비자 역할사회화에 (1994).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  , 39-54.

서희진 (2001). 스포츠 수용자의 소비행동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 . 

울대학교 대학원.

석강훈 스포츠이벤트 속성과 관람행동 및 지지도와의 관계(2014). . 관광

레저연구, 26(8), 431-450.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방법( ) SPSS/AMOS . 파주 : 21

세기사.

송해룡 (2003). 스포츠 미디어를 만나다 미디어 스포츠의 이해, :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신승호 전찬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한 체육공헌프로그램 연, (2015). 

구. 국민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논총, 32, 5-20.



- 65 -

안주환 (2011). 스포츠복권 참여동기와 스포츠참여 행동과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안서영 (2010). 대학생 스포츠토토 참여자의 스포츠관여도가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

양민용 (2010). 스포츠토토 참여유형과 스포츠관여도 관람만족 소비행동, , 

간 인과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

오명택 정우진 박인호 관람스포츠 소비자의 관람동기 서비스품, , (2016). , 

질 재관람의 관계, . 한국체육과학회지, 25(5), 525-539.

윤종대 정철규 장호중 스포츠 갬블링 참여성향과 만족감의 관, , (2006). 

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7, 461-470.

어재석 (2006). 미디어 소비자 특성이 스포츠 시청태도 및 행동에 미TV

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

이성민 (2002). 관람스포츠 환경에 따른 프로야구단의 상대적 가치평가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

이연호 배영목 임병인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 , (2013). 

방안. 규제연구, 22(1), 37-62.

이웅기 스포츠에 대한 하나의 생각 스포츠토토와 여가문화의 정. (2001). : 



- 66 -

착. 한국체육학보, 79, 6-8.

이장영 조욱연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산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16).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7-88.

이재완 강혜진 워라밸과 삶의 만족, (2018). . 지방정부연구 , 22(3), 

267-291.

이지선 (2008). 스포츠토토 참여와 스포츠관람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진균 (2003). 스포츠 시청 태도와 시청 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재석 이충기 가연 갬블링 동기와 열정 및 행동의도 간 영향관, , (2011). 

계 분석. 관광연구저널, 25(3), 5-20.

이충기 송학준 윤설민 갬블링 동기 열정 참여의도 간 구조관계 , , (2011). , ,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0(4), 217-232.

이혜진 (2002). 팬십 차원에 따른 미디어스포츠 이용행태 연구 스포: TV 

츠 프로그램과 인터넷 스포츠콘텐츠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임종원 (1994). 소비자행동론. 서울 경문사 : .



- 67 -

장재원 (2013).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한 기업의 로열티 변화에 대(loyalty)  

한 연구 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를 중심으로: .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성식 스포츠소비 현황 및 특성 분석(2004). . 체육과학연구, 15(2), 

74-89.

조용찬 프로스포츠 구단 프런트 구성원의 현황 전문성 과 효율적 (2004). ( )   

확보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3    (3), 559-567. 

천명환 소셜네트워크 이용동기에 따른 감정적 관여 인지적 관여(2012). , 

의 형성과 만족. 경영과 정보연구, 31(2), 21-39.

최연화 (2011). 한국 스포츠토토 구매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탁민혁 한승백 스포츠베팅 돈과 윤리의 딜레마, (2019). : . 한국체육학회지, 

58(2), 97-112.

한범수 조광익 , (1997).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 

관광연구원.

황선환 대학생의 여가 활동으로서 스포츠 미디어 선택 요인이 인(2008). 

터넷 스포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3), 

244-251.



- 68 -

Bernhard, B., & Eade, V. (2005). Gambling in a fantasy world: An 

exploratory study of rotisserie baseball games. UNLV Gaming 

Research & Review Journal, 9(1), 3.

Binde, P. (2013). Why people gamble: A model with five motivational 

dimension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3(1), 81-97.

Breen, R. B., & Zuckerman, M. (1999). Chasing'in gambling behavior: 

Personality and cognitive determinant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27(6), 1097-1111.

Celsi, R. L., & Olson, J. C. (1988). The role of involvement i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2), 210-224.

D'Astous, A., & Gaspero, M. D. (2013). Explaining the performance of 

online sports bettor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3(3), 

371-387.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Dutta-Bergman, M. J. (2004). Complementarity in consumption of news 

types across traditional and new media.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8  (1), 41-60.



- 69 -

Frey, J. H. (1992). Gambling on sport: Policy issu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8(4), 351-360.

Funk, D. C., Nakazawa, M., Mahony, D. F., & Thrasher, R. (2006). The 

impact of the national sports lottery and the FIFA World Cup on 

attendance, spectator motives and J. League marketing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arketing and 

Sponsorship, 7(3), 115-133.

Gantz, W. (1981). An exploration of viewing motive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television spor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5  (3), 263-275.

Gantz, W., & Wenner, L. A. (1995). Fanship and the television sports 

viewing experienc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2  (1), 56-74.

Hansen, M., & Rossow, I. (2008). Adolescent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Does the total consumption model apply?.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4  (2), 135-149.

Hing, N., Vitartas, P., & Lamont, M. (2013). Gambling sponsorship of 

sport: An exploratory study of links with gambling attitudes and 

intention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3(3), 281-301.

Holleman, M. C. (2006). Fantasy football: Illegal gambling or legal game 



- 70 -

of skill. NCJL & Tech., 8, 59.

Hraba, J., & Lee, G. (1996). Gender,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1), 83-101.

Karg, A. J., & McDonald, H. (2011). Fantasy sport participation as a 

complement to traditional sport consumption.  Sport Management 

Review, 14(4), 327-346.

Kim, Y., Walsh, P., & Ross, S. D. (2008). An Examin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consumptive behaviors of sport video 

gamers. Sport Marketing Quarterly, 17(1).

Laurent, G., & Kapferer, J. N. (1985). Measuring consumer involvement 

profi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1), 41-53.

Lee, C. K., Lee, Y. K., Bernhard, B. J., & Yoon, Y. S. (2006). 

Segmenting casino gamblers by motivation: A cluster analysis of 

Korean gamblers. Tourism Management, 27  (5), 856-866.

Lee, S., Seo, W. J., & Green, B. C. (2013). Understanding why people 

play fantasy sport: Development of the fantasy sport motivation 

inventory.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13(2), 166-199.

Mahan III, J., Drayer, J., & Sparvero, E. (2012). Gambling and fantasy: 



- 71 -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money on fan attitudes and 

behaviors. Sport Marketing Quarterly, 21(3), 159-169.

Marcum, J. P., & Greenstein, T. N. (1985). Factors affecting attendance 

of Major League Baseball: II. A within-season analysis. Sociology 

of Sport Journal, 2  (4), 314-322.

Meir, R. (2000). Fan reaction to the match day experience: A case 

study in English professional rugby league football. Sport 

Marketing Quarterly, 9(1), 34-42.

Mittal, B. (2002). Understanding the bases and effect of involvement in 

the consumer choice process. Ph. D. Dissertation. Pittsburgh 

University.

Neighbors, C., Lostutter, T. W., Cronce, J. M., & Larimer, M. E. (2002). 

Exploring college student gambling motivat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8  (4), 361-370.

Nesbit, T. M., & King, K. A. (2010). The impact of fantasy sports on 

television viewership. Journal of Media Economics, 23  (1), 24-41.

Paul, R. J., & Weinbach, A. P. (2010). The determinants of betting 

volume for sports in North America: Evidence of sports betting 

as consumption in the NBA and NHL. International Journal of 



- 72 -

Sport Finance , 5(2), 128.

Rothschild, M. L., & Gaidis, W. C. (1981). Behavioral learning theory: Its 

relevance to marketing and promotions. Journal of Marketing, 45(2), 

70-78.

Samra, B., & Wos, A. (2014). Consumer in Sports: Fan typology 

analysis. Journal of Intercultural Management, 6(4-1), 263-288.

Schiffman, L. G., & Kanuk, L. L. (2000). Consumer behavior. New York:  

Prentice Hall.

Schirato, T. (2012). Fantasy sport and media interactivity. Sport in 

Society, 15  (1), 78-87.

Shaffer, H. J., Hall, M. N., & Vander Bilt, J. (1999).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ordered gambling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search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9), 1369-1376.

Shank, M. D., & Beasley, F. M. (1998). Fan or fanatic: Refining a 

measure of sports involvement. Journal of Sport Behavior, 21(4), 

435.

Smith, G. J. (1992). Sucker bet or sure thing: A critical analysis of 



- 73 -

sports lotteri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8(4), 331-349.

Stewart, B., Smith, A., & Nicholson, M. (2003). Sport consumer 

typologies: A critical review. Sport Marketing Quarterly, 12(4), 

206-216.

Theodorakis, N. D., & Wann, D. L. (2008). An examination of sport 

fandom in Greece: influences, interests and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Management and Marketing, 4(4), 

356-373.

Tobar, D. A. (2006). Affect and purchase intentions of Super Bowl XL 

television spectators: Examining the influence of sport fandom, 

age, and gender. Sport Marketing Quarterly, 15  (4), 243-252.

Trail, G. T., Fink, J. S., & Anderson, D. F. (2003). Sport spectator 

consumption behavior. Sport Marketing Quarterly, 12(1).

Wann, D. L., Melnick, M. J., Russell, G. W., & Pease, D. G. 

(2001). Sport fans: The psychology and social impact of 

spectators. New York: Routledge.

Zaichkowsky, J. L. (1985).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3), 341-352.



- 74 -

부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은 스포츠토토 참여경험에 따른 스포츠 관여도 스포츠 소비행동의   , 

차이에 대한 연구를 위한 조사입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 

각 문항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강 준 호

석사과정 이 소 정

E-mail : 



- 75 -

◆ Ⅰ 스포츠토토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문항 ( ‘① ② ☞ Ⅲ 으로 이동’ )

◆ . Ⅱ 본 문항은 귀하의 스포츠토토 중독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예 아니오

1 스포츠토토에 대해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한다. ① ②

2 스포츠토토를 할 때 강한 흥분을 맛보기 위해 액수를 늘린다. ① ②

3
스포츠토토를 끊으려고 했으나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4 스포츠토토를 하면 불안감 초조감 우울한 감정 등이 사라지곤 한다.․ ․ ① ②

5
스포츠토토를 하며 잃은 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베팅한 적이 

있다. 
① ②

6
가족 및 주변사람에게 스포츠토토 경험 사실을 숨기려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7
스포츠토토를 줄이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

다. 
① ②

8
스포츠토토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적 행동을 생각한 적이 

있다.
① ②

9 스포츠토토로 인해 사회적 대인적 관계가 실추된 적이 있다. ․ ① ②

10
스포츠토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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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본 문항은 귀하의 스포츠 관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미디어 인터(TV/

넷 등 를 통해 스포츠경기를 자주 보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2
신문 인터넷 잡지를 읽을 때 스포츠에 관한 기/ /

사를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더 많은 스포츠 관련 지식을 갖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스포츠에 관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스포츠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비구입에 돈을 투자한

다.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나 팀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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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본 문항은 귀하의 스포츠 소비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평균

이다
자주

매우

자주

경기 관전1. 

1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경기장에서 직접 

스포츠경기를 관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 미디어 소비2. 

1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라디오를 통해 TV/

스포츠 중계를 시청 청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온라인 모바일 미/

디어 네이버 스포츠 문자 중계 등 를 통해 스포( , )

츠 경기 중계를 시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스포츠와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청 청취한다고 생각하십TV/ /

니까 경기 중계 제외?( )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스포츠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잡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스포츠와 관련된 콘

텐츠를 인터넷 모바일/ 웹사이트나 블로그 및 관(

련 게시판 포함)을 통해 소비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경기 중계 제외?( )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 관련 대화3. 

1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친구나 가족 지인, 

들과 스포츠에 대한 대화 카카오톡 포함 를 나눈( )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친구나 가족 지인, 

들과 스포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인터넷 웹사이트나 (

블로그 및 관련 게시글 댓글 포함 을 통해 스포, )

츠 관련 주제로 타인과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 78 -

◆ 본 문항은 귀하의 스포츠토토 참여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 Ⅴ

다.

귀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스포츠토토에 참여하십니까1. ?

월 회 이하 월 회 월 회 월 회 월 회 이상 1 2~3 4~6 7~9 10① ② ③ ④ ⑤ 

귀하가 한 달 동안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2. ?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1 1 ~3 3 ~5① ② ③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5 ~10 10④ ⑤ 

스포츠토토 구매시 회 장 당 평균 베팅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택 3. 1 (1 ) ? ( 1)

원 미만 1,000① 

원 이상 원 미만 1,000 ~5,000② 

원 이상 원 미만 5,000 ~10,000③ 

원 이상 원 미만 10,000 ~30,000④ 

원 이상 원 미만 30,000 ~50,000⑤ 

원 이상 원 미만 50,000 ~100,000⑥ 

원 100,000⑦ 

귀하의 스포츠토토 이용기간은4. ? 

개월 미만 개월 개월 미만 개월 년 미만 년 년 미만  3 3 ~6 6 ~1 1 ~2① ② ③ ④ 

년 년 미만 년 이상 2 ~3 3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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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Ⅵ

1. 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 ① ② 

2. 귀하의 연령은? 

세 이하  세  세  세  세 이상 20 21~30 31~40 41~50 51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년제 졸업   (2 ) ① ② ③ 

대학교 년제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4 ) ( ) ( ) ④ ⑤ ⑥ 

4. 귀하의 월 개인소득은?

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100 100~199 200~299 300~399① ② ③ ④ 

만원   만원 이상 400~499 500⑤ ⑥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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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on Experience, 
Behavior and Addcition Tendency for Sports Toto and 

Sports Consumption Behavior

Lee, Soj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growth of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the interest in the 

betting on the professional sport matche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which 

has led to the success of sports betting as a leisure culture. Despite its great 

achievements in sport industry, Sports Toto, a leading sports betting product, 

has also been criticized due to its negative functions such as promotion of 

gambling behavior and match fixing. As a result, Sports Toto is being 

hampered by various institutional regulations. However, more stable funding 

through revitalization of Sports Toto business has become necessary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s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Sports Toto could be a 

catalyst, which contribut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sports industry and also 

influence another market as a derivative market, rather than as a gambling 

business just for fund-raising purposes.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participation experience, behavi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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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cition tendency for Sports Toto and sports consumption behavio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two groups of adults with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Sports Toto within the 

last six months, and adults without experience in participat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tilized to collect data from 300 samples of 

on-line community users. From these data, participants' degree of Sports Toto 

usage, addiction tendencies and degree of sports consumption behavior were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one-way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tilizing SPSS 25.0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orts consumption behavior based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ports 

Toto, and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d person was higher in all factors. 

Second, the higher the behavior of participating in Sports Toto, partially the 

more positive effect of sports consumption. The longer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he more significant effect was on all factors except for 

attending the games. Third, except the participating perio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factors in Sports Toto participation behavior and 

sports consumption behavior depending on the tendency of Sports Toto 

addiction, and the higher the addiction tendency, the higher all the factors.

 Keywords : Sports Toto, Sports Betting, Betting Behavior, Addiction Tendency,  

 Sports Consumption Behavior

 Student Number : 2017-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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