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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seriousness of the Match-fixing through the mixed research methods
of the big data analysis (quantitative)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qualitative) using the keyword, ‘Match-
fixing’ and discusses the cautious and comprehensive basic direction for coping with negative issues and
preventing recurrence.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Naver and Daum were used as
the analysis channel and the main keywords selected for the data search were ‘Match-fixing’ and ‘Match-
fixing+(measures/eradication/solutio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limited 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6. In addition,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6 homogeneous groups (experience, interest,
knowledge)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were constructed and interviewed using purposive(intentional)
sampling. [Results] First, five factors (emotion, participant, cause, punishment, countermeasure) were catego-
rized by big data analysis. Second, through Focus Croup interview, additional keywords for three factors
(emotion, participant, countermeasure) were derived. [Conclus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various
preventive measures such as emotional reward for negative emotion, preventive and ethical education,
advancement of sports, establishment of Match fixing committee, Expert training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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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2010년 4월 e-스포츠스타크래프트리그에서국내프
로스포츠방송경기사상최초의승부조작사건이미디어
를통해대대적으로보도되면서스포츠역사상최악의사
건사고로기록되었다.당대최고의인기를누리던프로게
이머들이대거연루된이사건은팬뿐만아니라스포츠를
사랑하는국민모두에게큰충격을안겨주었다(Shin, 2016).
하지만이를시작으로 2011년프로축구, 2012년 프로야
구와프로배구, 2013년프로농구, 2014년 e스포츠 ‘리그
오브레전드’, 2015년 프로농구, 유도, 레슬링, 2016년 e
스포츠 ‘스타크래프트2’ 등 다수의스포츠종목에서승부
조작사건이연쇄적으로발생하면서그심각성이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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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Lee, 2016). 이처럼일부스포츠경기의내부문
제로서국한되어있었던승부조작은스포츠환경및패러
다임의변화로점차범법화되면서심각한사회문제로발
전하고있다(Shon, 2013). 또한국제올림픽위원회(IOC)
와유엔범죄사무국(UnitedNations Office on Drugs&
Crime), 유럽평의회(EUCommission)는세계적으로약
4,000회이상의승부조작행위가발생했음을보고하였고
그중70%이상이2000년대이후에일어났음을밝히면서
(Anderson, 2014;Gorse&Chadwick, 2011;UNODC
&IOC, 2013)승부조작경기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
음을알수있다. 이처럼승부조작행위는범죄행위로규
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승부조작경기는전혀줄어들
지않고있으며(Jeon, Park,&Choi, 2017),승부조작은
이제단순히스포츠에서뿐만아니라사회와국가, 전세
계적으로불공정한행위로인식됨과동시에스포츠의가
치를 저해하고 있다(Kim, 2015).
스포츠란경기결과에대한승·패를쉽게예상할수없기

때문에선수들은최선의경기력을수행하여야하며,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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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이에따른역동적인경기내용을통해스포츠에흥미

를느낀다(Pawlowski&Anders, 2012).하지만승부조작

으로인해사전에 경기결과가정해져 있거나 경기내용이

인위적으로조작되어경기결과가훼손된다면경기를관람

하는관중들은스포츠경기에흥미를잃게되며(Andreff,

2014), 이는 곧스포츠팬들과의신뢰관계를훼손시키고,

전체스포츠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심각한경

영문제로인한전반적인스포츠산업시장의침체를불러

일으킨다(Hong, 2002).

이렇듯승부조작은스포츠팬들의관심과외면에직접적

인영향을끼치는문제로인식되고있는상황에놓여있으

며,이에승부조작과같은만연한부정적인사건의대처방

안으로승부조작에대한인식,현황,태도등에대한키워

드(승부조작)분석파악이중요한요인으로제시되고있다

(Park&Kim, 2013).이러한맥락에서오늘날다양한네

트워크가존재하는상황에서승부조작과같은위기상황은

보다전략적이고체계적인분류에의해대처되어야하며,

승부조작에관련한키워드분석은앞으로스포츠팬들의관

심과사랑을받는데있어매우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될

것이다(Shin, Cho,&Kim, 2014).따라서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사건에대한대대적인키워드분석을통한종단

적인 기초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승부조작에대한키워드분석에효과적인대안으로빅

데이터 분석기법이 대두되고 있다(Tehrani & Ahrens,

2016).빅데이터란기존의방식으로는데이터를저장, 관

리,분석할수없는기존의데이터베이스역량을넘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로서(Mckinsey, 2011), 특정 집단이 아

닌사회전체적으로나타나는다양한인식및현상을알아

보기에 매우 적절한분석방법이다(Choi & Choi, 2016).

이러한빅데이터분석은기업과정부,학계등각종기관에

서활발히진행되어지고있으며,기존의접근방식으로는

얻을수없었던새로운가치(Insight)를창출하는데매우

효과적이다(Korea Database Agency, 2014).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SNS

(SocialNetworkService)에남겨진소셜텍스트데이터를

활용하고자한다.소셜미디어는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과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입한사용자들이정보와의견을공유하면서상호관계를

통해콘텐츠가생산되고공유되는것으로기존의매스미디

어보다높은공감과신뢰감을주고있다(Lee, Lee, Kim,

&Kim, 2017).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6)의자료에따르면국내만3세이상인구

의인터넷이용률은85.1%이며,인터넷전체이용자수로는

41,940천명으로서그중64.9%는SNS이용자로나타나

많은사람들이 SNS를이용하기때문에빅데이터키워드

분석의주요도구라할수있다(Lee, Lee,&Kim, 2017).

이러한SNS를통한정보의실시간전달및공유는사회적

현안과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핵심적인역할을주도하고

있으며(Kim&Kim, 2015), SNS에나타난게시글,댓글

등의소셜텍스트는특정사회적이슈에대한반응을예측

하고살펴봄으로써,사회현상및변화를빠르게측정할수

있다(Lee&Yoon, 2014).물론,소셜미디어에서제공되

는자료들은내용과형식면에서완결및통일성이부족하

지만개인의가치관과사회의주요현상을반영한다는점

에서의미가있으며(Park, 2013),정보제공자가본인,지

인,믿을만한출처등의정보를공유하기때문에신뢰성

또한높다(Daniasa,Tomita, Stuparu&Stanciu, 2010).

따라서소셜네트워크를활용한승부조작에대한빅데이

터키워드분석은사회적현안과관심,이슈,개인의가치

관그리고새로운잠재변수등을도출하여의미있는의사

결정을내릴수있다는점에서본연구의분석방법으로적

합하다할수있겠다(Lee, Lee, Kim,&Kim, 2017). 하

지만이러한빅데이터분석은키워드의방대한양과잠재

변수및불특정변수들로인해모든단어에대한해석및

의미도출이어렵고연구자의주관적소견과판단이배제

되기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Lee, Lee,

&Jang, 2017). 이에본연구는빅데이터분석의한계점

을 최소화하고 결과에 대한 객관화 및 정당화 그리고 새

로운의미도출을위해질적분석을추가한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s research)을 하고자 한다.

혼합연구방법은양적·질적연구를혼합또는결합하는

연구의종류로서(Johnson&Onwuegbuzie, 2004),자료

수집및분석, 결과통합및도출을위해양적및질적인측

면을모두활용하는방법이다(Greene, 2008;Tashakkori

&Teddlie, 2010).혼합연구방법은한가지보다두가지

로접근할때연구문제를더잘이해할수있으며(Creswell

&Plano Clark, 2007), 결과의해석을확장할수있다는

장점을지닌다(Collins, Onwuegbuzie&Sutton, 2006;

Onwuegbuzie &Leech, 2005).

또한 연구설계에있어서혼합연구의타당성을높이기

위하여본연구의특성과가장적합한혼합연구모델중하

나인양적연구선행순차적전략을실시하였다.Cre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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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이제시한6가지전략모델(양적연구선행순차적

전략,질적연구선행순차적전략, 순차적변형전략, 동

시적삼각화전략, 동시적내재전략, 동시적변형전략)중

하나인양적연구선행순차적전략은양적연구를주된방

법으로질적연구를보조적인방법으로사용하는연구설

계로서,질적연구로양적연구의결과를설명및보완하고

양적연구에서나타나지않는새로운결과가나타났을때

유용하다(Morse, 1991; Sung, 2013).

Krueger&Casey(2014)는양적연구이후에연구결과

에대한해석을객관화및정당화하고새로운의미도출을

위한방법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제시하면서양적연구

인빅데이터분석에대한보조연구방법으로질적연구인

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포커스그룹인터뷰는

특정주제에대해참여자들이연구주제에대한의견을생

성및공유하는조직적인집단토의로서(Krueger, 1986),

참가자들간의상호교환적인대화를통해연구주제에대

해좀더깊게이해할수있는질적연구이다(Krueger&

Casey, 2014). 이러한포커스그룹인터뷰는연구자의특

수한목적과주제를가지고토의를진행하기때문에참여

자들의경험,감정, 신념, 가치관을이끌어내는데유용하

며,참여자들끼리적극적인상호작용을통해다양한자료

가수집되므로주제에대한통찰을얻는데매우효과적이

다(Hong, 2015;Morgan, 1996).또한,특정집단을대표

하는전문가가아닌최소한의지식과목적의식을가진참

가자들을대상으로그룹인터뷰를실시한다는점과집중

적인논의를통해일대일인터뷰보다깊고풍부한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Lederman, 1990;

Thomas, MacMillan, McColl, Hale, & Bond, 1995).

Nobuyoshi(1987)는어떤동기에대한심층적인파악과연

구주제에대한인식및태도를알아보고문제발견과대책

안을추출하는연구로서포커스그룹인터뷰가적합하다

고하여본연구의보조분석방법으로채택하였다.이에본

연구에서는빅데이터분석을통해승부조작에대한인식,

사회현황,감정,잠재변수및새로운가치등을발견하고자

하며,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빅데이터분석에대한양

적연구결과를보완하고새로운의미도출을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승부조작’을주제어로다양한키

워드를파악하기위해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양적연구

와승부조작에대한기본적인경험, 관심,지식등을가진

연구대상자들간의토의를통해결론을도출해내는포커

스그룹인터뷰인질적연구를활용하여승부조작의부정

적사안대처와재발방지를위한신중하고종합적인기본

방향에대해논의하는데본 연구의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1차 분석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데이터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차(보조)

분석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으며,포커스그

룹인터뷰는보조분석으로빅데이터분석을통해추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Division Contents

Scope of coverage Naver, Daum
Collection period 2010. 1. 1 - 2016. 12. 31
Collection tool TEXTOM

Keyword Match-fixing & Match-fixing+
(Measures/eradication/solution)

Analysis Tools UcINet 6.0, NetDraw

Table 1. Analysis data information

(1) 빅데이터

본연구에서는정보접근이용이한웹사이트방문자순

위1, 2위를차지하고있는(NielsenKoreanclick, 2017)

네이버와다음에서제공하는블로그/웹/뉴스/지식인(TIP)/

카페를분석채널로선정하였다. 자료검색을위한키워드

는 ‘승부조작’과추가로승부조작에대한대책방안들도함

께살펴보기위하여 ‘승부조작+(대책/근절/해결)’총 2개

의주제어를선정하였다.자료분석기간은승부조작이미

디어를통해대대적으로보도가된 e-sports 최초의스타

크래프트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난 해인 2010년 1월 1일

부터 2016년12월 31일까지총 7년의기간을연구기간으

로 한정하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2차분석으로는포커스 그룹 인터뷰를실시하였다.

4-12명 사이의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Morgan&Seannell, 1998). 목적적(의도적)표본추출

(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주제에 대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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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경험(엘리트선수출신:운동경력10년이상)과관

심(프로스포츠 관람객: 관전횟수, TV시청 모두 10회 이

상)그리고지식(체육학과대학원생:주제관련논문및과

제수행경험)을갖춘대상에대해설문및면담을통해연

구대상으로적합하다고판단된6명을최종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을 3개의 분야로 세분화한 이유는

빅데이터분석결과에대한다양한의견을듣고자하였으

며, 인터뷰참여자의특성은 <Table 2>와같다. 연구기간

은2018년1월 22일과1월 29일에연구자가마련한대학

강의실에서 총 2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도구

(1) 빅데이터

본연구에서는빅데이터분석의대표기법인텍스트마

이닝을실시하였으며,이를통해추출된단어들중핵심단

어를구별하여의미연결망분석을통해시각화하였다. 또

한승부조작에대한국민들의감정도함께살펴보기위하

여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이란비정형텍스트데이터에서가치와

의미가있는정보를찾아내는기법으로인터넷등에올라

온글에서특정주제와관련된부분을뽑아의미를분석하

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을 말한다(TTA, 2018),

의미연결망분석은단어가동시에발생하는빈도를측정하

고상호단어간의상징적연결구조와의미론적해석을도

모하며(Park&Leydesdof, 2004),미시적관점뿐만아니

라거시적관점에서텍스트에내재된다양한의미를계량

적으로파악하고분석하여문장에서단어와의미구조등

을분석할수있기에사회적현상및동향을분석하는데매

우유용하다(Lee&Lim, 2012).감성분석은오피니언마

이닝(OpinionMining)이라고도불리며,웹사이트와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기술로써,네티즌들의감성과의견을통계·수

치화하여객관적인 정보를제공해준다(TTA, 2018).

본연구에서는단어에대한보다정확한의미를파악하

고정제작업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자다음3가지

절차를진행하였다.첫째, 단어의정확한의미를파악하기

위해정제작업과정에서핵심단어의연결단어와텍스트를

확인하였으며,둘째, 단어가추출된수집채널에서수집기

간에맞는날짜를선정해직접검색을통해단어의정확한

의미를파악하였다.셋째,이모든과정을빅데이터연구경

험(KCI등재지 논문 3편)이 있는 1인과 스포츠산업경영

박사1인이함께정제작업을실시하였으며,본연구의공

동저자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서

제외하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연구는대상자들의활발한토의를위해개방형질문

으로편성하였다. 또한Krueger(1998)가 제시한포커스

그룹인터뷰분석과정인연구시작, 연구진행, 연구직후,

연구종료후4단계의지침사항을준수하였다.또한인터

뷰형식은Krueger&Casey(2000)가제시한5가지질문

방식을수정하여도입질문,전환질문,핵심질문,마무리질

문의4가지형태로세분화하여진행하였으며,참여자들

간의역동적이고자유로운응답을위해서질문지는참고

하되이에얽매이지않고자유롭게토의를진행하였다.인

터뷰총소요시간은100분~120분으로한정하였으며,수

집된자료로는인터뷰과정중에녹음본과연구자가직접

작성한현장노트이다.

자료 분석

(1) 빅데이터

본연구의자료수집및분석을위하여소셜매트릭스프

Participants Age Gender Characteristic

1 LSJ 31 male Former pro-sports player
Experience

2 LHG 28 male Elementary·Middle·High school·University former elite athlete
3 KJY 30 male Pro-baseball spectator

Attention
4 KYJ 26 female Pro-soccer spectator
5 GSJ 28 male Master of physical education

Knowledge
6 JYS 33 male Doctor of physical education

Table 2. FGI interview subject pers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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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인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은 네이

버, 다음,구글등다양한검색포털사이트등의자료를검

색하여데이터및연관키워드순위와공출현빈도에따른

매트릭스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네트워크 분석 시

매우유용한소프트웨어이다(Lee, Lee,&Kim, 2017).또

한Ucinet6를사용하여추출된단어간의연결구조파악

과연결정도중심성을분석하였으며,네트워크시각화를위

해 NetDraw기능을 활용하여 승부조작과 관련된 키워드

에대해네트워크시각화와CONCOR분석을실시하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신뢰도와타당도를확보하기위해서Lincoln&Guba

(1985)가제시한질적연구의신뢰성과진실성점검요소

에서삼각검증법(triangulation),동료보고,감사추적방

법을수행하였다.첫째, 연구자간삼각검증을위해질적

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1명, 스포츠산업경영전공박사

1명이함께분석에참여하여질문지구성과공통으로나타

나는주제와범위를중심으로최종적인결과를합의하에

도출하였다.둘째, 연구목적과문제를선정하는데있어서

동료보고를통해선행연구를선정하고분석하였으며, 결

과를도출하는모든과정에있어객관성유지를위해빅데

이터정제작업전문가집단이아닌다른동료연구자들에

게보고및논의하여연구의타당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

였다.셋째,분석과정을현장노트에수시로기록하고추적

하여연구결과의 신뢰성을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 승부조작 데이터 분석 결과

승부조작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위해 2010~2016년

텍스트마이닝과 연결정도 중심성값은 다음 <Table 3>과

같다.연결정도중심성은특정단어가다른단어들과얼마

만큼직접적인관계를맺고있는가를통해서네트워크내

에서핵심(중심)키워드가위치하는정도를말한다(An&

Min, 2016).

2. 승부조작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결과

네트워크내의패턴및연결관계를시각적으로도출하

기위해연결정도중심성을바탕으로네트워크시각화와

CONCOR분석을실시하였다.시각화결과는다음 <Fig. 1>

Word Frequency Centrality Word Frequency Centrality Word Frequency Centrality
match-fixing 95175 0.391 arrest 1879 0.034 Japan 655 0.051
athlete 22488 0.085 broker 1620 0.025 soccer 641 0.034
supervisor 14685 0.134 e-sports 1585 0.035 announcement 636 0.018
suspicion 12278 0.072 the prosecution 1459 0.028 competition 570 0.016
pro-baseball 8194 0.1 money 1413 0.014 moundsman 518 0.021
Pro-soccer 7626 0.093 shock 1383 0.015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515 0.024investigation 7171 0.039 team 1377 0.017
incident 6379 0.038 NC Dinos 1333 0.041 Korean wrestling 515 0.016
match 5623 0.035 illegality 1302 0.044 short track 502 0.019
pro-basketball 4148 0.084 club 1281 0.028 Spain 457 0.034
participate 4084 0.036 police 1184 0.03 Seoul 449 0.02
sports 3933 0.042 Wonju DB Promy 1140 0.063 biased one-sided 

referee 441 0.024complicity 3448 0.021 baseball pitcher 1071 0.031
reporter 3102 0.026 taekwondo 1049 0.052 present office 420 0.017
pro-sports 2956 0.049 suicide 886 0.041 LoL(game) 419 0.025
soccer athlete 2920 0.079 Korea 807 0.014 Gyeonggi Northern 

Provincial Police Agency 401 0.013ramification 2851 0.021 game 794 0.015
K-league 2534 0.045 concealment 752 0.025 Chang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399 0.016Starcraft 2240 0.077 Anyang Korea 
Ginseng Corporation 750 0.036progamer 2148 0.067 permanent expulsion 398 0.012

pro-volleyball 2034 0.068 Javier Aguirre 700 0.059 privatization 
organization 398 0.023gambling 1970 0.059 referee 669 0.017

Table 3. 2010~2016 Match-fixing data result



124 Jeoung-Hak Lee et al.

과같다. CONCOR분석이란유사한특성을가진키워드

를중심으로군집을구성하는것으로서(An&Min, 2016),

동질적인단어들간의그룹을형성해준다.총 16개의그

룹이형성되었으며,이를(1)가담자및감성, (2)의혹및

부인, (3)은폐, (4)프로스포츠, (5)감독, (6)선수, (7)법,

(8)수사, (9)자진신고,(10)선수및처벌, (11)선수, (12)

법적처벌, (13)선수기소, (14)부정적결과, (15)원인

및처벌, (16) 논란으로명명하였다. 그룹명과단어에대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Fig 1. 2010~2016 CONCOR analysis result

No. Group name Word

1 Participant & 
Emotion

participate, athlete, broker, referee, 
reporter, shock, fan

2 Suspicion & 
Deny

L-athlete, baseball pitcher, investigation, 
suspicion, NC dinos baseball club, deny

3 Concealment L-athlete, concealment, club, 
the persons concerned, present office

4 Pro-sports pro-baseball, pro-volleyball,
match-fixing, Incident

5 Supervisor pro-basketball, supervisor, K-supervisor, 
J-supervisor

6 Athlete L-athlete, suspicion, Nexen
7 Law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law
8 Investigation investigation, cyber crime, police
9 Voluntary report Report, Y-athlete

10 Athlete & 
punishment K-athlete, C-athlete, disciplinary

11 Athlete Starcraft, pro-gamer, M-athlete
12 Legal punishment imprisonment, the prosecution
13 Athlete indictment M-athlete, indictment
14 Negative result suicide, taekwondo

15 Cause & 
punishment

Illegal gambling, money, 
permanent expulsion

16 Controversy
P-athlete, controversy, association, 
complicity, PD Notebook, team, sports, 
ramification, Pro-soccer

Table 4. 2010~2016 CONCOR analysis result

3. 승부조작+(대책/근절/해결) 데이터 및 네트워

크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승부조작+(대책/근절/해

결)키워드에대한텍스트마이닝과Ucinet6를실시한결

과 나타난 단어의 빈도수와 연결정도 중심성 값은 다음

<Table 5>와같다.또한네트워크내의패턴및연결관계

를시각적으로도출하기위해연결정도중심성을바탕으

로네트워크시각화와CONCOR분석을실시한결과총 4

개의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다음 <Fig. 2>, <Table 6>과

같다.

No. Word Frequency Degree 
centrality

1 gambling 3,420 0.140
2 prevention 1,262 0.207
3 investigation 980 0.036
4 ethics education 868 0.077
5 report 615 0.126
6 prevent recurrence 597 0.146
7 entrance irregularities 473 0.109
8 written apology 467 0.048
9 voluntary report 461 0.109
10 strengthen law 460 0.026
11 fundamental  430 0.049
12 a special exclusive team 373 0.026
13 imprisonment 364 0.017
14 system improvement 346 0.03
15 permanent expulsion 270 0.035

Table 5. Match-fixing+(Measures/eradication/solution) data result

Fig 2. Match-fixing+(Measures/eradication/solution) 
CONC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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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ord

1 ethics education, prevention, prevent recurrence
2 fundamental, investigation, gambling
3 voluntary report, permanent expulsion
4 strengthen law, imprisonment, written apology

Table 6. Match-fixing+(Measures/eradication/solution) CONCOR 
analysis result

4. 승부조작 감성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승부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을분석하기위하여감성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
<Fig. 3>과 같다. 부정적 단어로는 충격, 실망, 최악, 의
심,안타까움등이추출되면서승부조작에대한국민들의
부정적 감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긍정적 단어로는 희
망,진심,재밌다,괜찮다등의단어들이추출되었지만매
우낮은빈도수를나타내면서승부조작에대한국민들의
감성은부정적감성이압도적으로많이나타나는것을확
인할 수 있다.

Fig 3. Match-fixing Sentiment analysis result

5. 승부조작 빅데이터 분석 범주화 결과

승부조작과 승부조작+(대책/근절/해결)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마이닝과 감성분석 그리고
의미연결망분석을통해추출된결과를토대로5개의요인
으로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감정키워드는충격,의심,최악,실망, 배신감등의단

어가 나타났으며, 가담자 키워드는 선수, 코치, 감독, 심
판, 브로커, 기자,구단(관계자)가나타났다.원인키워드
는 돈, 불법, 도박, 입시비리가 나타났으며, 처벌 키워드
는 체포, 구속, 징계, 영구제명이 나타났다. 대책 키워드
는예방,윤리교육, 제도개선, 법강화, 신고, 자진신고가
나타났다.

Group Word

Emotion Shock, doubt, the worst, disappointment, 
sense of betrayal, etc

Participant athlete, coach, supervisor, referee, 
broker, reporter, A club official

Cause money, illegality, gambling, entrance irregularities

Punishment arrest, imprisonment, disciplinary, 
permanent expulsion

Measure prevention, ethics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strengthen law, report, voluntary report

Table 7. Categorization Result

6. 승부조작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된 결과를 토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질문지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ime Method of question Content of a question

5 minutes Introduction question
What sport do you like?
Do you often see professional sports?

5 minutes Conversion question
What is sports match-fix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tch-fixing?

100 minutes Key questions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encountered the match-fixing?
Who do you think is the person who i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match-fixing?
What do you think is the cause of match-fixing?
Do you know about punishment for a match-fixing participant?
What is your opinion on the punishment level for match-fixing participant?
Do you know how to eradication measures match-fix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radication of match-fixing?

10 minutes Final questions Did my summary is appropriate?
Do you have any content you want to add or modify?

Table 8.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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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부조작 감정

감정요인에대한인터뷰결과부정적 단어인 충격, 안

타까움, 의심,배신감이나타나면서빅데이터감성분석의

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새로운부정적단어로심각

성, 슬픔,창피, 허무함의단어가 나타났다.

“솔직히제가좋아하는스포츠가아니면승부조작이든뭐든
관심도감흥도없었어요. 남의일이라고생각했거든요. 그런
데제가응원하는스포츠팀에서승부조작사건이일어났을
때는그배신감은이루말할수가없었어요. 그뒤로는그스
포츠에대한관심도줄고경기를막상보더라도예전처럼집
중해서 보거나 응원하지는 않아요.” (KYJ)

“학생 때선수경험이있었는데그때는감독님말씀에따라
이기고지는게당연하다고생각했어요. 동기, 선배들도그랬
거든요. 그래서승부조작에대해서그렇게나쁘게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
승부조작사건으로피해를본아버지가자살한뉴스를보고
승부조작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LHG)

“스포츠를전공하는사람으로서너무안타까웠죠. 프로스포
츠에서그것도돈때문에유명한선수들이승부조작에가담
하는것을보고매우충격이었죠. 그리고스포츠에서의심각
성을 크게 느꼈어요. 과연 팬들이 승부조작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전처럼 그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인지…제생각은아니거든요. 그래서힘들게쌓아올린스
포츠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건 아닐지 한편으론 걱정
도 되더라구요.” (JYS)

(2) 승부조작 직/간접적 가담자

가담자요인에대한인터뷰결과감독,코치,선수,브로

커, 심판이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석결과와동일하게나

타났으며,새로운승부조작가담자로학생선수의선배와

학부모, 불법스포츠도박운영자 및이용자가 나타났다.

“감독과선수들에게승부조작을의뢰하는브로커들이제일
문제아닌가요?. 평생운동만해오던선수들이브로커의꼬
임이넘어가는거죠. 그렇다고이를받아들이고행하는선수
들도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아! 그리고 심판도
경기를진행하는사람으로서브로커의유혹을벗어날수없
다고 봐요.” (KYJ)

“요즘엘리트학생선수들의입시비리가논란이되고있는데
이러한입시비리와승부조작은매우관계가높다고봐요. 특
히학생선수들은자의에의해승부조작을하는경우도있지
만타의에의해승부조작에가담하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

그중학생선수들에게가장영향력있는사람이코치와감독
이죠. 감독님의말씀은곧법이거든요... 아! 그리고좋은대
학을가기를원하는선수의선배또는학부모가상대선수에
게 승부조작을 회유하기도 해서 어리고 순진한 학생선수의
경우 반 강제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요”
(LHG)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이
용자들이 가장큰 문제라고생각해요. 합법적인 ‘토토’가 있
는데도불구하고더많은돈을벌수있다는이유때문에이
러한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하는 것은 스포츠를 활용해서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KJY).

(3) 승부조작의 근본적인 원인

원인요인에대한인터뷰결과돈, 불법도박,입시비리

가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석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으

며, 새로운승부조작 원인은나타나지 않았다.

“당연히가장큰원인은돈아니겠어요? 스포츠경기에참여
하는선수, 감독, 심판모두는깨끗하고공정한경기를위해
최선의경기력을수행해야하는데이모든것을포기하면서
까지승부조작을하는이유는당연히돈이가장큰원인이라
고 생각해요.” (GSJ)

“프로스포츠에서는당연히돈이가장큰원인이겠지만학생
선수들에게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입시비리가 원인이 될
수있어요. 학생선수들에게좋은대학은정말중요한문제거
든요. 학업성적이전혀중요하지않으니깐당연히경기실적
을쌓으려고노력하는데후배가선배를위해서경기에서져
주거나 감독님이 시키는 경우도 많구요.” (LHG)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스포츠도박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도 다들 승부조작이 불법이고 선수로서의
명예를더럽힌다는것쯤은모두알거에요.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이유는 돈뿐이겠죠?
아! 그리고불법스포츠도박에접근하기가너무쉬워요. 학생
들도가입하는데큰어려움이없더라구요. 그러니당연히이
용자들이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니깐 브로커들이 선수나 감
독을 회유 하는거죠.” (LSJ)

(4) 승부조작 가담자 처벌

처벌요인에대한인터뷰결과영구제명,출전금지, 구

속, 집행유예, 징역이 나타나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나타났으며,새로운승부조작처벌은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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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영구제명또는출전금지가있고법쪽으로는구
속되더라도대다수가집행유예가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법이 약하다보니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하지않는것같아요. 승부조작에대한보다체계적이고강
력한 법이 만들어줘야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
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요?” (KYJ)

“방출, 영구제명, 출전금지가 있는데 평생을 스포츠만 해온
선수들에게 영구제명은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건데 너
무과한처벌은아닌가생각해요. 왜냐하면승부조작가담이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선배나 감독
또는 브로커의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GSJ)

“대표적으로영구제명그리고법적처벌은잘모르겠어요. 선
수들입장에서는영구제명은굉장히치명적인처벌일수있
지만팬입장으로는당연한결과라고봐요. 승부조작을일으
킨선수들에게팬들은큰상처를받는데그런선수를두번
다시는보고싶지않을거거든요. 그리고승부조작에가담한
한 선수 때문 그 스포츠의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어떻게 그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구제명은
매우 적절한 처벌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JYS)

(5) 승부조작 대책 방안

대책요인에 대한 인터뷰 결과 예방, 교육, 법 강화가

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석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

새로운승부조작대책은전문가양성,보상(혜택)이나타

났다.

“현재 협회 및 정부에서 승부조작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하지만이러한
활동이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소속사나
구단및팀내에서자체적으로보다집중적이고체계적인소
규모단위의교육이필요해요. 그리고무엇보다교육은주기
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고보여주기식의형식적인교육
은 안되겠죠.” (GSJ)

“승부조작과관련된교육전문가들이없는것으로알고있어
요. 따라서승부조작윤리교육전문가들을양성해서각협회
및단체를통해선수들에게교육해야해요. 그리고승부조작
에대한교육도중요하지만승부조작을하지않았을때혜택
을주는것도좋은방법인것같아요. 승부조작을했을때에
대한처벌은있지만안했을때에대한보상은없잖아요? 예
를들어승부조작사건이한번도일어나지않은스포츠종목
또는팀에대해깨끗한스포츠팀이라는상패를주면서명예
를 안겨주는거에요. 그럼 팀에 대한이미지도 좋아지고팬
들도신뢰할수있지않겠어요? 대신구단또는팀에서문제
가발생하면개인이아니라구단또는팀전체에엄격한제
재(벌금, 정지 등)를 해야하구요.” (KYJ)

“저는학생선수시절승부조작에대한심각성과위험성을전
혀느끼지못했어요. 그래서학생선수들에대한교육이절실
한 것 같아요. 학생선수들은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때문에지도자들에대한승부조작교육이우선시되야
하고 학생선수들의 부모들도 함께 교육해 준다면 학생들의
승부조작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봐요.”
(LHG)

논 의

1. 승부조작 감정

본연구에서는 ‘승부조작’을키워드로빅데이터분석인

감성분석을통해승부조작에대한국민들의감성을분석

하였다.그결과충격,의심,최악,실망, 배신감등의부정

적 감성단어들이 추출되었으며, 긍정적 단어로는 희망,

진심, 재밌다,괜찮다등의단어들이추출되었다. 하지만

긍정적단어는매우낮은빈도수를나타냈음은물론 ‘스포

츠에 희망은 없다’, ‘진심으로 사과하다’, ‘차라리 지는 것

이괜찮다(낫다)’ 등긍정의의미로쓰이고있지않음을확

인하였다.또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서연구대상자

의승부조작에대한인터뷰를실시한결과부정적단어인

충격, 안타까움, 의심, 배신감이나타나면서빅데이터감

성분석의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새로운부정적단

어로 심각성, 슬픔, 창피, 허무함의 단어가 나타났다. 이

처럼 연구결과를통해스포츠에서승부조작사건으로인

해많은사람들이마음에상처를입었음을확인할수있었

으며,이는스포츠에대한애정과관심이승부조작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큰배신감을 느꼈기때문으로 사료된다.

Shin, Lim, &Kim(2012)의연구에의하면승부조작

사건에대한대중매체보도이후관중수가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Lee(2016)은 본래 스포츠 체계의 코드는 선,

좋음,존중의대상이지만스포츠에승부조작이개입되면

악,나쁨,멸시의대상으로바뀌고팬들은선수,감독,팀

그리고스포츠자체를존중하지않으며,멸시,외면,불신

하여스포츠의존립자체의위기를제시하였다.이처럼승

부조작으로인한팬들의부정적감성은스포츠산업에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승부조작으로 인해 짜고

치는경기, 가짜경기, 재미없는경기를제공한승부조작

관계자들은팬을기만한정신적피해에대한어떠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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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Zhou(2013), Zu&Lee(2016)의연구에의하면승부

조작과같은부정적사건이관중의선호도와재관람의도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이러한부정적상황(승부조

작)에서인지적보상을제공할시에는평소상황으로의회

복보다낮은효과를나타내지만감정적보상을제공하면

선호도와재관람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

다. 또한 Koo,Won &Lim(2017)의 연구에서도승부조

작이라는위기상황에서이성적소구방식의기사보다감성

적소구방식의사과기사가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

였으며,특히사과기사를전달할때사진을포함하는것이

그렇지않은것보다더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따라서물질적인보상은오히려팬들의감정을자극하

여역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진정성있는사진또

는영상사과문,승부조작예방및방지캠페인,봉사활동

등을통해승부조작사건으로마음의상처를받은팬들의

부정적감정을조금이나마줄일수있도록감정적보상활

동이필요하겠다. 승부조작은단어자체가부정적의미를

지니는단어로서이러한결과는당연할수있다.하지만이

처럼부정적단어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승부조작

에대한심각성을다시한번재고할수있기를기대한다.

2. 승부조작 가담자

연구결과승부조작가담자요인으로선수,코치,감독,

심판, 브로커, 기자,구단(관계자)이추출되었다.또한포

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감독,코치,선수,브로커,심판이

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석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

새로운승부조작가담자로학생선수의선배와학부모,불

법스포츠도박운영자및이용자가나타났다.이처럼연구

결과를통해스포츠승부조작사건에상당히많은사람들

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최근 승부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Choi, 2012;

Kwon, Lee, &Lee, 2016; Lee &Seo, 2013; Nam&

Kim, 2016;Yeun, 2015)등에서도승부조작가담자로선

수,코치,감독, 심판, 브로커, 구단(관계자),선배와학부

모, 불법스포츠도박을직간접적승부조작가담자로제시

하면서본연구의결과를지지해주고있다.특히본연구

에서는빅데이터분석결과 ‘기자’가승부조작가담자로나

타나기도하였는데이는 2015년 스타크래프트 2에서감

독, 선수그리고게임전문기자가함께승부조작에자발적

으로가담한사례로서,전게이머였던현게임전문기자가

브로커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은퇴한선수가게

임전문기자가되면서자신의직업을통해승부조작에가

담했던것으로은퇴선수와스포츠관련직업군도얼마든

지 승부조작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승부조작을 선수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코치,감독, 심판뿐만아니라구단, 학생선수및학

부모등모든스포츠관계자들에대한대대적인예방및윤

리교육이시급하다하겠다. Jeon, Park, &Choi(2016)

의연구에의하면국내아마추어성인운동선수들을대상

으로 승부조작 예방교육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435명

(74.2%)이 교육경험이없다고답했으며, 승부조작관련

처벌내용인지여부에서는 372명(63.5%)가모른다고답

하면서예방교육의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Kim&Han(2017)은신고나감시를하는전담기

관및예방교육프로그램이부재한상황으로인해제도적

지원을받지못하고승부조작과같은불공정한환경에무

방비로노출되어있다고하였으며,Bang&Hwang(2017)

은승부조작사건이발생한이후의적절한대응도중요하

지만무엇보다승부조작예방을위한국가및사회의정책

적조치와노력의중요성을제시하기도하였다.따라서정

부,협회,구단,단체등에서대대적이고체계적인승부조

작예방프로그램교육을실시하여선수들이승부조작의심

각성을인식하고이를공유하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특히Kim, Lee,&Lim(2016)의연구에의하면학생선

수들은승부조작에대한무지와인지로인해어린시절부

터승부조작경험을하게되었고또한운동부내의상명하

복문화와이익관계로인해승부조작에반강제적으로가

담한다고제시하였다.따라서미래의스포츠주역이될학

생선수와 학생선수 관계자(감독, 코치, 학부모 등)에 대

한의식교육을강도높게시행하여성인이되어서도올바

른 스포츠윤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승부조작직간접적가담자를밝혀내는것은매우

중요하며,이를통해승부조작을사전에예방하고이들의

승부조작 범죄행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승부조작 원인

연구결과 승부조작 원인요인으로 돈, 불법도박, 입시

비리가추출되었다. 또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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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입시비리가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석결과와

동일하게나타났으며,새로운승부조작원인은나타나지

않았다.이처럼연구결과를통해스포츠승부조작사건의

대표적인 원인이 돈, 불법도박, 입시비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Jeon, Park, & Choi(2016)의 연구에 의하면 선수들

이승부조작에직간접적경험의사유에대한분석결과상

급학교진학및상급의팀진출이가장높은순위를차지

하였고금전및 경제적이득이직접경험 3위간접경험 2

위를차지하였으며, Shon(2013)은 상급학교진학, 대표

선수선발,좋은대회성적,불법스포츠도박을승부조작의

원인으로제시하면서본연구의결과를지지해주고있다.

또한Nam&Kim(2016)는승부조작의주요원인으로경

제적유혹, 학연-지연,진학을제시하였고Kim(2011)은

승부조작의사회적원인으로선수의생존권문제,사회적

관계,경계문제를제시하면서본연구의결과를일부분지

지해주고있다.

특히 Caruso(2009)와 Forrest(2012)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승부조작의가장큰원인으로스포츠배팅을통

한금전의이득으로진단하였으며,Choi(2012)는불법스

포츠도박은국내프로스포츠에서승부조작의대표적인원

인으로서인위적으로승패를결정하여금전적이득을취하

는것으로불법도박사이트에서의베팅과연관성을제시

하였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제작비용이 저렴

하고시간적으로빨리개설이가능하며,국내외의각종스

포츠경기에서 베팅의 대상이 다양하고, 1인당베팅금액

이제한되어있는정식스포츠토토와는달리고액의베팅

과배당이가능하여쉽게사람들을유인할수있기때문이

다(Moon & Park, 2012).

Kim(2017)의 불법스포츠도박및승부조작근절에관

한연구에따르면불법스포츠도박근절요인에대한중요

도분석에서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차단, 불법스포츠도

박대비합법상품의경쟁력강화,불법스포츠도박운영자

및 이용자 처벌, 사법기관의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정책,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신고및차단강화가중요도순위

5위이내를차지하였으며,Lee, Cho,Bae,& Park(2018)

는불법스포츠도박단속은성공할가능성은낮고단속비

용은크기때문에비용이적게드는온라인단속에집중하

고 전문화된인력양성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근절을위한보다효과

적인단속체계를위해온라인전문인력양성과시스템강

화를통해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대한단속을확대,보

강하여야할것이다.또한감시신고센터를설치하여감시

업무 및 신고접수를 통해 운영자 색출 및 사이트 차단을

지속적으로진행하고스포츠도박은범죄라는인식을심

어주는캠페인활동을통해이용자들의접근은사전에방

지하여야 할것이다.

또한체육특기자제도로인해입시비리가큰문제가되

고있다.입시비리는스포츠4대악인승부조작,입시비리,

성폭행(폭행), 조직사유화중하나로서본연구의결과를

통해승부조작과연관성이있음을확인하였다.체육특기

자란1972년부터시행되어온제도로서체육에특별한소

질을가진학생을발굴하고육성하기위하여대학진학시

특례를인정하는제도로운동만잘하면학업성적과상관

없이대학교까지진학이가능한운동선수를양성하기위해

만들어진제도다(Jeong, 2015).이러한입시제도로인해

대부분의학생선수들은대학진학을1차목표로설정하면

서그과정에승부조작이이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입시

비리는 선수 개인의 단독 범행이 아닌 선수, 코치, 감독.

관계자(학교,학부모,협회)등의집단에의해이루어지고

있다(Chung&Choi, 2010).최근승부조작과관련된입

시비리사건들(Kim, 2018;Kim, 2015;Mo, 2014)이보

도되면서그심각성이대두되고있으며,이러한승부조작

입시비리는수백만체육입시생들과그들의학부모의가

슴에큰상처를주고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나서서 이를 근절하

고자다양한방법을도모하고있지만큰효과를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방인이 시급하다. 국

내 스포츠는소수의엘리트선수들을집중적으로키워내

는시스템으로올림픽, 월드컵등국제대회에서큰성적

을내면서한국은스포츠강국으로성장하였다.하지만소

수의선수들만이대표가될수있으며,다수의선수들은사

회에서 도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교관계자와 학부

모들은승부조작을통한입시비리를할수밖에없는상황

에이르렀다.따라서미국과,영국,일본등대표적인스포

츠선진국처럼스포츠활동에자율성을부여하는스포츠

클럽활성화를통해운동과학업이함께병행할수있도록

하여야한다.선수로서꿈을이루지못했다면다른분야로

직업을가질수있도록가능성을만들어준다면승부조작

입시비리뿐만아니라은퇴후취업문제까지도해결이가

능할것이다.이에정부에서적극적인지원과스포츠관계

자와국민들의인식변화가필요하며,장기적인노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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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될것이다.이를통해한국이승부조작과입시비리를예

방하고진정한스포츠선진국으로서자리잡길기대한다.

4. 승부조작 처벌

연구결과처벌요인으로체포,구속,징계,영구제명이

추출되었다.또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영구제명,출

전금지, 구속,집행유예,징역이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

석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새로운승부조작처벌은

나타나지않았다.이처럼연구결과를통해스포츠승부조

작사건의대표적인처벌로는영구제명, 구속,징역,집행

유예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으며,다수의기사를(Chae,

2017, Kim, 2017; Lee, 2017; Lee, 2016; Lee, 2016;

Nam, 2016; Park, 2013)통해서도이를확인하였다.하

지만이러한처벌들이사법,협회,구단,연맹등에따라수

위및절차가다르기때문에이를통합관리감독할수있

는 기구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승부조작에대한종합적인교육및처벌을관리

감독할수있는도핑방지위원회와같은승부조작전담방

지위원회설립이요구된다(세계반도핑기구:WADA). 승

부조작은더이상스포츠에서만의문제가아니라국제적,

사회적으로심각한범죄행위로간주되고있기때문에이

러한승부조작통합관리기구설립은시급하다할수있다.

이에하위부서로서스포츠도박방지위원회와소청행정위

원회 그리고 윤리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스포츠 도박을

엄격하게제재하고승부조작에가담한선수들을징계처

분하며,승부조작예방교육및홍보활동과선수들을불시

감시,검문하는등엄격한관리와처벌을통한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기구로서의역할이 필요하겠다.

5. 승부조작 대책

‘승부조작+(대책/근절/해결)’을키워드로빅데이터분

석인텍스트마이닝과의미연결망분석을실시한결과대책

요인으로예방,윤리교육, 제도개선, 법강화, 신고, 자진

신고가나타났다. 또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예방,

교육, 법강화가나타나면서빅데이터분석결과와동일하

게나타났으며,새로운승부조작대책은전문가양성, 보

상(혜택)이나타났다.특히 ‘승부조작+(대책/근절/해결)’

키워드에대한빅데이터분석결과연결정도중심성에서

예방과재발(방지)가 가장높은중심성값을 나타내면서

승부조작사건에대한사후처벌보다는승부조작을미연

에방지하는예방이무엇보다중요한대책방법임을확인

할 수있었다.

한국e스포츠협회에서는선수들의기본적인소양과안

정적인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변호사를강사로초빙하

였으며(Ham, 2017), 승부조작혐의로실형을선고받았

던전프로스포츠감독이프로스포츠승부조작부정방지

교육강사로재기하기도하였다(Kim, 2016).이처럼법률

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교육은 법률, 비자, 세금, 처벌 등

법적인전문지식을선수들에게전달할수있으며,승부조

작경험이있는전프로스포츠감독의승부조작교육은인

지도와실제승부조작가담경험자가전하는이야기의진

정성,경험,반성등선수들에게큰교육적인효과를보일

것이다.따라서승부조작가담자에대한강력한법제재도

중요하지만선수들에게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

다양한경험과지식을갖춘승부조작교육전문가양성을

통해사전에미리승부조작을예방하는것이무엇보다효

과적인대책방안이라고 할 수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승부조작’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

(양적)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질적) 연구를 활용한 혼합

연구방법을실시하였으며,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빅데이터분석을통해5개의요인(감정,가담자,원

인,처벌, 대책)이범주화되었다.둘째, 포커스크룹인터뷰

를통해 3개의요인(감정, 가담자, 대책)에 대한추가키

워드를도출하였다.

이처럼빅데이터분석과포커스그룹인터뷰를활용한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승부조작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과

변수그리고그룹들이추출되었다.따라서승부조작과같

은사회적문제에대한접근방법으로이러한키워드분석

을이해하고해석할수있는빅데이터분석과양적연구에

대한해석을보완하고새로운의미도출을위한질적연구

를통해국제적,사회적문제에부합한전략및정책을통

한신중하고종합적인접근이필요할것이다.승부조작관

련연구및대책방안들은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오

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승부조작은 이루어지

고있다.하지만이처럼부정적사건에대한연구일수록지

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이러한연구가조금이

나마 승부조작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방안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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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연구의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과향후연구

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첫째,본연구는빅데이터분석

을통해추출된잠재변수및단어에대한의미해석을위해

전문가집단과함께정제및해석을실시하였고, 또한이

를 보완하고새로운의미도출을위해일반인을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하지만특정집단의의

견이라일반화에무리가있다는단점을지니고있기에향

후연구에서는승부조작전문가집단을구성하여다양한

현상및문제점에대한보다전문적인해결방안제시를위

해델파이기법을활용한다면전문성과현실성을갖춘결

과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둘째,본연구는다

수의데이터를보유하고있다고판단된분석키워드로 ‘승

부조작’과 ‘승부조작+(대책/근절/예방)’을선택하였다.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스포츠/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

박’ 등의유사용어들에대한종합적접근을통해보다다

양한잠재변수및단어추출이필요하겠다.셋째,본연구

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각 스포츠별 승부조작에

대한의견을세분화하지못했다.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

각스포츠별승부조작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분야별로

파악할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승부조작에대한대대적

인키워드분석및인터뷰기법을통해다양한변수들에대

해서돌이켜볼수있었으며, 이를통해승부조작의부정

적사안대처와재발방지를위한기초자료가될수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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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승부조작 키워드 분석

이정학․이재문(경희대학교), 김후년(대진대학교)

[목적]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를 활용한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승부조작의 심

각성 재고 및 부정적 사안 대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양적 연구방법은 네이버와 다음을 분석채널로 선정하였고, 자료검색을 위해 승부조작과 승부조

작+(대책･근절･해결)을 주제어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한정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은 목적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동질적 집단 6명

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감정, 가담자,

원인, 처벌, 대책)이 범주화 되었다. 둘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3개의 요인(감정, 가담자, 대책)에 대한

추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정적 감성에 대한 감정적 보상 활동, 예방 및 윤리교

육, 스포츠 선진화, 승부조작 전담 방지위원회 설립, 전문가 양성 등의 다각적인 방지책이 요구된다.

주요어: 승부조작, 빅데이터, 포커스그룹인터뷰, 혼합연구방법, 키워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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