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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the Korean and Japanese cycle racing businesses by comparing each

country’s total profits and total audience from 1996 to 2016. [Methods] In this process, it used total

profits data and total audience data from 1966 to 2016. The data showed an economic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ycle racing businesses by using each county’s economic variables.

[Results]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the income and audiences of Korean cycle racing industry

has been increased as their income level has been increased. However, Japanese cycle racing generally
has negative effects between income level and other variables except audiences. Moreover, aging

population affects negatively to Korean cycle racing industry. In contrast, aging population is less affects

to Japanese cycle racing industry. Furthermore, improvement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affects negatively to Korean cycle racing industry. As a result, Korean cycle racing industry looks like a

gambling. On the other hands, Japanese cycle racing industry becoming one of leisure sports industry.

[Conclusions] Korean cycle racing industry has to examine closely Japanese’s restructuring method &
result. Also, they have to analyze closely Japanese’s sociocultural variables which explain decreasing

profits and increasing audiences. In other words, Korea cycle racing industry needs to various methods

to becoming leisure sports industry.

Key words: Cycle racing business, Total profits & audience size, Economic variables, Aging population,
Employment & unemployment, Sport gambling industry, Leisur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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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경륜(cycle racing)은 자전거와 사람이 결합된 경기로

빠르기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 경륜‧경정법(제2조)에

의하면 경륜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

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경륜

은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순위를 겨루는 자전거 경기로

고객이 경주권을 구입하여 승자를 적중시키면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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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급금을 받게 되는 참여형 레저스포츠이다.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SPO, 2018)에 의하

면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경륜‧경정법이 확정‧공포

되어 1994년 10월 15일 서울올림픽공원 내 잠실경륜장

에서 시작되었다. 경륜은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와 욕구

충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공익기금 조성, 지방재

정 확충 재원 마련, 자전거 관련 사업 육성, 경륜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경륜은 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등과

더불어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행은 사전적

의미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우연에 의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다. 사행산업은 기본적으로 레저로서의

오락성과 우연과 도박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of Commission(NGCC,

2018)에서는 사행산업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순기능과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18, Vol. 29. No. 4, 639-649. 체육과학연구

https://doi.org/10.24985/kjss.2018.29.4.639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640 Yae Gi Kim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역기능을 동시에 지닌다고 본다. 경륜

과 같은 사행산업은 오락이나 레저라는 측면보다는 지방

재정 지원, 사회 공익기금 마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

작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공공부

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행산업은 통상 레저와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에 의하면 사행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오락관련 서비스업

에서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 등은 경주장 운영업으

로 세분된다. Bank of Korea(BOK, 2014)의 2010 기준

년 산업분류에 의하면 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은 대분류

(30)에서는 문화 및 기타 서비스, 통합 중분류(82)와 소분

류(161)에서는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기본부문(328)

에서는 스포츠 서비스업(318)으로 분류된다.

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레저의 기능을

지닌다. 하지만 베팅(betting)에 따른 보상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탐닉할 경우 재산상 손실, 도박 중독 가능성 등

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은 해당 정부로부터 철저

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NGCC. 2018).

하지만 경륜과 같은 레저 스포츠가 사행심,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규제만

강화할 경우 자칫하면 합법적인 경륜산업이 침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

다. 경륜시장의 침체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륜을 통한 공익사업

지원, 일자리 감소, 경륜산업의건전한 발전 등에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경륜 등 사행산업이

침체되거나 정체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따

라서 경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장

실태를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훨씬오래전부터 운영되

고 있는 일본의 경륜 산업과 우리의 경륜을 상호 비교하

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륜산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은 아직 시도된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륜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연구 목적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륜 산업계에서는 이미 1998년부

터 한‧일 경륜 국가 대항전을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1

월에는 일본 경륜‧오토레이스 진흥회와 업무 교류를 위

한협약을 맺기도 하였다(KSPO, 2018). 그러나 경제적

인 측면에서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

는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Kim(2008)은 우리나라의 경마 이용객과 매출액

을 이용하여 1인당 GNI, 경제활동 인구, 오락문화 지출

비중, 실업자 수 등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Jang &Kim(2012)은 국내 스포츠산업이 경제 성장

률, 소비자 및생산자물가,취업자, 실업률등과 어떤관

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륜산업

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 경륜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경륜과 경정을 하나의 산

업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분석되고 있다(Moon, Lee, &

Lee, 2008; Lee,Moon, Daniel P,&Kim, 2010;Kwon,

Shin, Lee,&Kim, 2013). 하지만 1994년에 출범한 우

리나라의 경륜시장 규모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독

자적인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륜이 어

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경륜시장이 여타의 경제

변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경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개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im(2008)은 한국과 일본의골프참여자의변화가

1인당 GNI, 소비지출 비중, 경제활동 인구 등의 경제지

표와 어떤관계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Yoon&Kim

(2017)은 한국과 일본의 경마시장과 주요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국가 간 비교‧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후발 스포츠산업 국가들의 해당 스포츠산업이 보다 성장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륜은 우

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으며 시장규모도 크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사회적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

장을 비교‧분석한다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우리의 경륜산업이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는 일본의 경륜산업과 비교‧분석해보고 우리의 경륜시장

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륜 매출액과 이용객

을 중심으로 경륜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인당

GDP, 고용률, 실업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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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륜 매출액과 입장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

본의 경륜의 매출액과 입장객을 주요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륜산업

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장 실태 비교

우리나라에서 경륜은 1994년 10월 15일 서울올림픽공

원 내 잠실경륜장에서 시작되어 6주 동안경주를 하였다.

2000년 12월에는창원돔경륜장, 2003년 11월에는 부산

경륜장이 개장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잠실경륜장을

광명돔경륜장으로 이전하였다. 우리나라 경륜장은 3개의

본장과 20개의 장외매장이 운영되고 있다(KSPO, 2018).

1996년∼2016년간한국의 경륜시장은 다음과 같은특징

을 나타낸다.첫째, 2016년 우리나라 경륜의총이용객은

1996년 1,245천명에 비해약 4.4배증가하였다. 장외매

장은 2000년부터 운영되었는데, 당시 장외매장 이용객이

62.1%(2,202천명)를차지하였다.광명돔경륜장으로 이

전한 2006년에는 장외매장 이용객이 74.2%, 2008년에

는 80.9%까지증가하기도 하였다.둘째, 우리나라 경륜의

총매출액은 1996년 1,851억원에서 2016년에는약 12.3

배(22,818억원)증가하였다. 장외매장의 매출액은광명

돔 경륜장으로 이전한 2006년에는 65.1%까지증가하기

도 했으나 2016년에는 60.6%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경륜시장의 매출액과 이용객은 절반 이상이 장외매장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알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륜

시장 이용객과 매출액의 변화 추세, 장외매장의 높은 매

출액등은 경마시장에서도유사한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Yoon, Kim,& Kim, 2017).

장외매장은 이용객들의 시간과 비용 절약, 편리성, 경

륜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장외

매장은 자칫하면 단순한 돈벌이나 투기수단을 제공하는

장소로왜곡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반발과 마찰을야

기하기도 한다.셋째, 우리나라에서 경륜 경기 수는 1996

년 1,416회에서 2016년 2,170회로 증가하였다. 1일 평

균이용객은 2011년에는 66,600명까지증가하기도했으

나 2016년에는 35,884명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륜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3

년 이후부터 미세하게나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NGCC, 2018). <Fig. 1>은 우리나라의 경륜시장의 총

매출액과 장외매출액, 이용객과 장외이용객을 나타낸다.

한편, 일본의 경륜은 2차세계대전 이후국민들의근로

Fig. 1. The profits and audience of Korea cycle racing (199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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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학교건설, 도로복구,청소

년 지원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8년 11월 20일 일본 고쿠라(小倉) 경륜

장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륜은 관중들의 관심 증대,

급속한 경제성장, 지방도시의 부흥 목적 등에 힘입어 경

륜을 시행한지 3년 만에 경륜장이 63개로늘어나기도 하

였다. 당시 일본의 경륜산업은 전후 국가재건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Seo, 2014).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일

본의 경륜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일본

의 경륜 이용객수는 1996년에 21,940천명에서 2016년

에는 약 4.0배(87,335천 명)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륜

이용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일본 경륜 이용객 1인당평균구매액은 1996

년 44,824엔에서 2016년에는약 83.8%감소하였다. 이

와 같이 1인당평균구매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일본의 경

륜산업이 갬블링(gambling) 등 사행성보다는 건전한 레

저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둘째, 일본

경륜시장의 총매출액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14,046억엔에서 2016년에는약 44.7%(6,346

억엔) 감소하였다. 이는 1996년의 본장과 장외매장 매출

액이 2016년에는 각각 74.8%, 8.1%감소하였기때문이

다. 일본 경륜의 장외매출액은 1996년에 30.0%에 불과

했으나, 2001년부터 증가하여 총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장외매장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의 61.0%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 경륜시장

의총매출액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대폭감소 추세를 나

타낸다.셋째, 일본의 일부 경륜장은 경영 실적악화 등으

로 폐쇄되기도 하였다. 1996년 경륜장 수는 50곳에서

2016년에는 42개소로 8개소가 감소하였다. 실제로 2010

년카게츠엔(花月園), 2011년 대진(大津)비와코, 사테라

이트(satellite), 2012년에는 무코마치(向日町) 등이 폐

쇄되었다(Seo. 2014). 일본의 경륜개최 일수는 1996년

3,930회에서 2016년에는 약 44.7% (2,172회) 감소하

였다. <Fig. 2>는 일본 경륜의 총매출액, 장외매출액, 총

이용객 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륜시장의총이용객, 총매출액등은꾸준

한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총이용객은 2009

년, 총매출액은 2013년 이후부터 미세한 감소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반면 일본 경륜의총이용객 수는증가 추세

를 나타내는데 비해 총매출액, 경륜장 수, 경주 수 등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륜 이용객이 꾸준

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고령자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매출액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경

륜 이용객을 제대로 유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

다(Yoshinori Ishikawa, 2010).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

장의 장외 매출액, 환급금 비중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Fig. 2. The profits and audience of Japan cycle racing (199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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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Table 1>에서는 1996년∼2016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경륜 시행 시기. 경주 수, 총매출액, 장외매출액,

총이용객 등의 변화를 나타낸다.

분석 모형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장에 대한 주요 경제변수와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륜 매출액, 이용객

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경륜시장

의 연도별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중심으로아

래와 같이 각각의 시장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통해 최소자승

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으로 추정하였다.

log    log 
 
 

모형에서 시장규모(MS)는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장의

연간총매출액(REV), 이용객 수(POP)를 각각 시장 규모

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경륜 매출액, 이용

객 수는 일정 기간추세를 가지는 비정상(non-stationary)

자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경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는 경마, 경

륜‧경정, 골프 등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였다. 첫째, 소득수

준(INC)의 변화를 반영하는 1인당 실질 GDP를 사용하

였다. 통상적으로 레저스포츠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

수록 레저스포츠 시장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의 증

가는 경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

다2). 1인당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

므로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둘째, 인구 구조 변화의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OLD)을

사용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레저스포츠의 종류에 따라 시장규모

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륜시장

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객의 연령층이 다른 레저스

포츠 종목에 비해 다소높은 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경륜시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3). 셋째,

고용(EMP)은 경륜이 레저스포츠이면서 동시에 사행산

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 및 실업 지표가 경륜시

장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4). 사행

산업에서는 경기 하강기나 고용 상황이 침체될수록 오히

려 시장규모가 커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

국과 일본의 경륜도 사행산업의 특성이 강하다면 실업률

이 증가할수록 시장규모에 양의 영향이 관측될 것이다.

2) 최초 모형에는 소득수준 뿐 아니라 소비성향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도 모형에 포함해 보았으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최종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3)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로 고령자 비율 대신 생산가
능인구(15-65세미만) 비중도 사용해 보았으나, 대체로 고령
자비율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4)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사용한 분석도 실시해 보았으나, 대체
로 실업률을 사용한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업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Korea Japan
Time of implementation 1994. 10. 1948. 11.

Race (number) 1,416(‘96)→2,170(‘16). 53.2%↑ 3,930(‘96)→2,172(’16). -44.7%↓
Total audience (thousand person, times) 1,245(‘96)→5,520(’16). 4.4↑ 21,940(‘96)→87,335(‘16). 4.0↑
Total sales (ten thousand ₩, 円: times) 1,851(‘96)→22,818(’16). 12.3↑ 14,046(‘96)→6,346(’16). 2.2↓

Over the count sales(%) 68.2(‘00)→60.6(‘16). 7.6%p↓ 30.0(‘96)→61.3(’16). 31.3%p↑
Number of cycle racing 1→3 50→44

Ration of refund (total sales of %) 72 75

Table 1. Comparison Korea and Japan cycle racing business 199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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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에 대한 변수로는 실업률(UE)과 고용률(EM)

을 사용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별도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에 포함한 경기 수(RACE)

는 매년 경륜 경기가개최된횟수이다. 경륜개최 회수의

변화는 경륜시장의 매출액, 이용객 수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륜이 시행된 이후 경기 회수는

경기장 확충,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증가하

고 감소할 수 있어 경륜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리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여건의 변화가 경륜

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용객들의 지출 규모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살펴보기 위하여 시장규모 대신

이용객 1인당 구매액(CAP)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

을 추가하였다.

분석 자료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과 일본 자료를 각각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륜관련 자료

사용이 가능한 기간인 1996~2016년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한국의 경륜 매출액, 이용객, 경기 수 등에 대한 자료

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 홈페이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 관련 통계 등을 취합하였

다. 일본의 경륜시장 규모 및 관련 자료는 한국레저산업

연구소와 야노(矢野)코리아 등의 레저백서를 취합하여

사용하였다. 그외분석에 사용된 주요 경제변수는 OECD

통계, 기획재정부,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 노동통계 등

을 활용하였다. <Table 2>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

장에 대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나타

낸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륜시장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륜시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DP 등 소득수준의 증가는

경륜 시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계수값의 추정치를 분석해 보면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면, 1인당 GDP가 1%p증가할때, 경륜 매출액

7.6%, 이용객 수 5.9%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소득수준의 증가는 경륜시장을 증대시키는 효

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DP등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매출액 증가에 따른 효과가 이용객

수의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

인구 비율 증가는 경륜시장에서 일관되게 음(-)의 값으

로 추정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인구의 고

령화는 경륜 매출액과 이용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국의 경륜 이용객 중 고령

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고령자 비율 증가로 인한 시장 규모의 감소 정도는

매출액감소보다 이용객 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큰것

Variables
Korea cycle racing (1996-2016) Japan cycle racing (1996-2016)

Obs. Mean S.D. Min Max Obs. Mean S.D. Min Max

Total sales: REV (ten thousand $) 21 167.3 77.4 23.0 310.3 21 788.0 190.0 521.2 1,291.2 

Total audience: POP (thousand person) 21 5,807 2,532.8 1,245 9,429 21 53,305 26,630 12,902 87,335

A head sales: CAP ($) 21 282.8 91.8 114.7 444.5 21 253.6 226.9 63.5 625.5 

 GDP per capita: INC ($) 21 25,226 7,158 14,428 36,630 21 32,303 5,556 24,516 42,293

Elderly population rate OLD (%) 21 9.6 2.4 6.1 13.8 21 20.9 3.7 15.1 27.5 

Employment: EM (%) 21 59.5 1.2 56.4 60.9 21 58.2 1.5 56.5 61.5 

Unemployment: UN (%) 21 3.7 1.1 2.0 7.0 21 4.3 0.7 3.1 5.4 

Number of cycle racing: RACE(number) 21 1,851.2 263.8 1,416 2,170 21 3,095 621 2,172 3,930

Table 2. Korea & Japan cycle racing industry analysis (basic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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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여건이 개선

될수록경륜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륜시장에서 고용률은 음(-)의 값으로, 실업률은 양

(+)의 값으로 각각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 분석기간동안우리나라의 경륜시장은 다분히사

행산업의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적인 레저스포츠 산업들과는 달리 고용이악화되고 실업

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경륜의 매출액과 이용액 수가 증

가했다는 것이다. 넷째, 통제변수로 사용한 경기 수는 시

장규모에 대한 추정 모형에서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모형에서 이를 제외할 경우변수누락으로 인

한 편이(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동 모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

형 (i)~(iv)에서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 값이

0.914~0.96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륜 시장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요 경제

변수를 사용하는 동 모형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륜 시장에 대한 주요 경제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륜은 대체로 유사한 성격

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종속변수로 시

장규모가아닌 이용객 1인당 구매액을 사용한모형 (v)~

(vi)에서 경륜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

째, 경륜은 소득수준개선에 따른 매출액 증대효과가 이

용객 수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1인당 구매액 역

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자 비율, 고용

률 등은 1인당 구매액에 유의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

다. 이는 시장 규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된 변수에 대해서 구매액 변화보다는 이용객 수의 변

화 효과가 더욱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able 3>은

한국의 경륜시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일본의 경륜시장 분석 결과

일본의 경륜시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을 때 소득수준

의 개선은 경륜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륜 매출액과 이용객은 대부

분 음(-)의 영향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65

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경륜 시장 규모에 대해 음의값을

가지나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고용이 개선되면 경륜시장도 개선되

는 정방향의 영향이 관측되었다. 경륜 이용객 수는 고용

Dependant variable:　
log(REV) log(POP) log(CAP)

(i) (ii) (iii) (iv) (v) (vi)
constant -56.210*** -65.332*** -35.219*** -48.606*** -11.781* -7.515
　 (6.819) (7.469) (3.311) (5.126) (6.232) (6.918)

log(INC) 7.550*** 7.777*** 5.917*** 6.161*** 1.633** 1.616*

　 (0.778) (0.837) (0.378) (0.574) (0.711) (0.775)
OLD -0.471*** -0.522*** -0.516*** -0.589*** 0.045 0.067
　 (0.103) (0.107) (0.050) (0.073) (0.094) (0.099)
EM -0.112** -0.177*** 0.065
　 (0.050) (0.024) (0.046)
UN 0.108* 0.152*** -0.044
　 (0.054) (0.037) (0.050)

RACE -0.002*** -0.002** -0.000 0.000 -0.002***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observations 21 21 21 21 21 21
adjusted R2 0.918 0.914 0.963 0.923 0.673 0.649

Note: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standard error.
***, **, * = 1%, 5%, 10% statistically significant terms remain.

Table 3. The results of Korean cycle racing industr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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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실업률 모두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륜 매출액에

대해서 고용률은 양(+)의 영향, 실업률은 음(-)의 영향

이 관측되었다. 일본 경륜시장은 한국과는 달리 사행산

업의 성격보다는 레저스포츠로서의 성격이 더짙은 특징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경기 수는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정된 결정 계수 값이 0.711~0.804로 한국에 비

해서는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조금낮았다. 넷째, 일본 경

륜 산업에 대해서도 종속변수로 시장규모가아닌 이용객

1인당 평균 구매액을 사용한 모형 (v)~(vi)을 추정해

보았다. 일본 경륜시장은 1인당 평균 구매액에 대해 유

일하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수

준이다. 일본 경륜에서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이용

객 수가크게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그

만큼의 매출액증가 효과는 나타나지않았기때문에 1인

당 매출액은큰폭으로 감소하는효과가 나타났다. 그외

모형 내 변수들은 경륜 1인당 구매액에 영향이 없는 것

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이 감소하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일본 경륜산

업은 분석기간 동안매출액은 대체로 감소하면서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의 경륜시장은 더 이상 갬블링등 사행산업이 아니라 건

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Table 4>는 일본의 경륜시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결 론

분석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

국의 경륜은아직역사가그리길지않아많은 자료가축

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륜은 분석 가능한

기간이 20여 년에 불과해 시계열 분석을 위한 관측치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경륜의 역

사와 시장 규모, 경제 규모, 문화‧사회적특성 등에서 차

이가 있어 이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일본 경륜의 과거 자료를 수집하여 성장

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보다 유

용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한국과 일본의 경륜시장을 비

Dependant variable:　
log(REV) log(POP) log(CAP)

(i) (ii) (iii) (iv) (v) (vi)
constant 14.995 26.459*** -57.645* -64.775* 81.851** 100.444***

　 (8.909) (8.777) (32.716) (32.631) (32.759) (33.653)
log(INC) -0.762 -1.563* 7.551** 7.978** -8.313** -9.541**

　 (0.889) (0.894) (3.263) (3.323) (3.267) (3.427)
OLD -0.097* -0.074 -0.254 -0.283 0.157 0.209
　 (0.050) (0.049) (0.185) (0.184) (0.185) (0.189)
EM 0.059** -0.067 0.126
　 (0.025) (0.091) (0.091)
UN -0.085** -0.004 -0.081
　 (0.036) (0.135) (0.139)

RACE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observations 21 21 21 21 21 21
adjusted R2 0.804 0.802 0.720 0.711 0.821 0.804

Note: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standard error.
***, ** ,* = 1%, 5%, 10% statistically significant terms remain.

Table 4. The results of Japanese cycle racing industr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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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륜

산업이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륜

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더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 넷째, 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은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제도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본 연구에서 제도

및 인프라와 관련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경기 수를 변

수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향후 경륜 관련 사행산업 규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포함한다면 모형의

적합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경륜시장의 매출액과 이용객,

주요 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과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경륜시장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매

출액과 이용객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본의 경륜시장은 이용객 수를 제외하고는유의하지 않거

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Yoon, Kim,& Kim(2017) 등의 선행연구인 주요 경

제지표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경마시장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확대해석한다

면, 한국의 경륜산업은 성장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단계에 있는 우리의 경륜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우선, 경륜과

경정, 경륜장 간경쟁을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륜과 경정을 분리 운영하여 상호경쟁시키거나 장외매

장또는 경륜장간경쟁분위기를 조성할필요가 있다. 경

쟁은 경륜산업의 성장은물론 종사자들의근로의욕도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륜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사행산업 감독 당국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

야할 것이다. 경륜 등 사행산업의 성장을억제하고 있는

총량제도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세한 완화를 고

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총량제 완화는 사행산업 관련 조

직의 발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일자리 등과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다가 중단한 인터

넷 베팅에 대해서도 양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투표, 전화투표 등도 허용하고 있다

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Shin et al.(2013)도 경

륜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륜산업이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경륜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의 경륜

시장은 더 이상 확대되지않고 있다. 일본의 경륜 산업은

사양산업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 기간 중

일본의 경륜시장에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수 있다. 최근 우리의 경륜시장에서도 매출

액과 이용객 등이 미세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시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경륜산업의 구조조정 조치

들을 면밀히살펴볼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영 실적이 저

조한 우리의 경륜장에 대해서는 근본 요인을 파악하고,

활성화와 구조조정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의 경우 고령화는 경륜시장 규모에 부정적

인 영향이 주로 나타나는반면, 일본의 경우유의하지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모두초고령사회로 빠

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경륜이 건

전한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고령자들

의유입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보다많은 고령자유입은

경륜의 공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

서는 보다 편안하고쾌적한 시설개선 등이필요하다. 경

륜장과 주변의 여가나 레저시설 확충은 공익성뿐만 아니

라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마

찰이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경우 고용 및 실업의개선이 오히려 경륜

시장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행산업으로

써의 특성이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정방향 영향으

로 경륜이 사행산업 보다는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경륜시장도 레저스포츠와

동시에 공익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선행 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Lee et al.(2010)은 경륜은 가족 참여형 레저 스포츠이

자 공익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oon et al.(2017)은 경륜 등 스포

츠 사행산업은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

소할 수 있으며 공익성을 지닌 유익한 레저 스포츠라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륜산업

계나 관련당국에서는 경륜 경기를 통해 매년 수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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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금과 각종 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많은 이용

객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경륜의 긍정적인 효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용객들의 경륜 경기 참여

가 여가나 레저 스포츠 외에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는 긍정적 사고, 자부심 등을 가질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륜 등 스포츠 갬블링은 사행산업이라는 이

유로 정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분이 매출액, 이용객 등에 대한 규제들이다.

최근 경륜과 같은 일부 사행산업의 매출액과 이용객 등

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행산업의 건

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규제와 동시에 고려

되어야할 것이다.또사행산업 감독당국은 경륜 등 합법

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지도‧감독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더많은 관심과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보다 불법

사행산업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

기 위한 부처 간, 국가 간 협력과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경기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사행산업 참

여자들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경륜 경기를 모방한 불법 스

포츠 갬블링 중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를 양성

화하는 대신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

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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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경륜 시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김예기(서울디지털대학교)

[목적]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경륜시장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경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

을 둔다. [방법] 1996년∼2016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 경륜의 총매출액과 총이용객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결과] 연구대상

기간 중 한국의 경륜 총매출액과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 경륜의 총이용객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나 총매

출액, 경기 수 등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륜시장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매출액과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륜시장은 이용객 수를 제외하고

다른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로 나타나

는 반면, 일본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용과 실업율 등의 개선이 경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사행산업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일본 경륜시장의 구조 조정의 방식과 성과, 일본 경륜의 매출액 감소와 이용객

증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륜이 레저 스포츠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주요어: 경륜산업, 총매출액, 총이용객, 경제변수, 실업률, 고용률, 고령인구, 사행산업, 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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