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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체육복표’라 불리는 이 개념에는 언제나 ‘베팅사업’이라는 말이 연관어로 

뜬다. ‘베팅(betting)’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로 주로 도박, 경마, 주식 매매, 외
환(外換) 거래 등에서 쓰이는 말이다. 일찍이 사회학과 철학, 인류학, 자연과학, 문학 등 여러 분야
에서 백과전서적 지식인으로 두각을 보인 프랑스의 사상가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그의 명
저 ‘놀이와 인간 - 가면과 현기증(LES JEUX ET HOMMES – Le masque et le vertige)’에서 호
이징가(Johan Huizinga)의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ce)의 특징을 한 단계 심층 분석하여 규칙
과 의지의 두 가지 기준 축에 놓고 놀이를 ‘아곤(Agon)’,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스(Ilinx)’, 
‘알레아(Alea)’로 범주화했다(이상률, 2018). 그 가운데 라틴어로 주사위를 뜻하는 알레아는 아곤과
는 정반대로 규칙은 있으나 플레이어가 자신의 의지로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게임을 말
한다. 쉽게 말해 운에 좌우되는 게임 룰렛, 바카라, 제비뽑기 같은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이 그러한 
예이다. 복권을 뜻하는 단어로 영어의 ‘Lottery’, 불어의 ‘Loterie’, 독일어 ‘Lotterie’에서 보듯 그 
어원은 제비뽑기 혹은 몫을 뜻하는 ‘Lots’에서 유래했다. 로또라는 단어의 뜻을 연상하면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바로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매자에게 환급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베팅게
임이다.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과 같은 이른바 사행성 사업이 대부분 외국에서 벤치마킹 했듯이 축
구 종목 등과 같은 복권식 스포츠 베팅사업 역시 유럽에서 그 운용방식을 도입해 왔다. 스포츠토토
(Sports Toto) 역시 스포츠도박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Football Pools’라는 이름으로 1923년 영
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시작한 이후 이탈리아(1946년), 노르웨이(1948년), 스페인, 독일 등에서 시행
되어 왔고 아시아에서도 1999년에는 싱가포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2001년), 일본(2001년)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에서도 스포츠토토를 도입해 왔다. 발매시스템이나 운영체계
와 관련한 경험 등 해외 동종사업 현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투표권은 방식과 운영 등에 따라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연합복권으로 
운영하는 ‘로또(Lotto)’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운영하
는 ‘토토(Toto)’로 구분하고 토토 사업의 운영은 크게 투표 방법에 따른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과 환급 방법에 따른 고정환급률식(토토),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이 있다. 매출점유율(2021년 
기준)은 고객 전체 투표금액 중 고정된 환급비율(50%)로 적중환급금을 구성하는 토토가 7.7%, 운영
자가 경기결과별로 고정된 적중배당률(Odds)을 제시하고 고객은 선택한 경기결과에 투표하는 프로
토가 92.3%를 차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직접 겪은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 사업에 관하여 그간의 경과와 현재 그
리고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들을 나눠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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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포츠토토 사업 도입의 에피소드
체육진흥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①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주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
포츠토토) 사업의 시행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그 유산의 성공적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한다. 올림픽 잉여금 등 3,500억 원을 모태로 출범한 체육진흥공단의 최대 역점 사
업은 체육 재정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확충이었다. 당시 기금재원은 모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골프장과 볼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부가되는 부가금징수가 가장 큰 재원이었다.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 당시 공중에 띄운 비행선 사업도 초창기에는 사업개발부서를 두고 기획했지만 중단하고 
스포츠 채널 사업인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벨로드롬과 조정경기장을 활용하는 경륜사업과 경정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시기에 필자는 1992년 8월, 체육진흥공단의 공채 1기의 신입사원으로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필자에게는 국책사업이기 전에 운명론적 만남이기도 했다. 조직과 
사업에 이력이 붙을 무렵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중간 간부로서의 최대 현안이 바로 스포츠토토 사업이었고 
26년이 넘는 근무기간 중 마지막을 스포츠토토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본부장으로서 소임을 마치
고 퇴임했으니 남다른 소회가 깊다. 

 서울올림픽개최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는 IMF의 시련을 겪은 대한민국에게 큰 시련이자 하나
의 도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축구경기장을 지을 재원이 마땅찮은 상황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시 이사
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의 비전이 「체육진흥기금 5천억 원 조성」이었다. 국가적인 어려움에 이 기금은 경기
장 시설을 짓는데 최고의 목돈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원 이외에도 경기장 건설에 
애를 먹는 울산, 수원, 인천, 전주, 서귀포 등 5개 도시에 총 1,80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금 재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마련하고 추후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익금으로 보전키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그
림 1>. 당시 영향력을 발휘한 주무장관과 임직원들은 국가적 사업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차출에 공감대를 이
루고 염출된 기금충당 대체 사업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1998년에 국민체육진흥법
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발행사업자로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관건은 운영 당
사자였다. 당시 문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금액을 보전하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한 국민의 
사행성 조장 가능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위수탁사업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국회 회의록, 1998) 당시 
공단은 자전거 배팅사업인 경륜사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모터보트 배팅 사업인 경정 사
업과 부가금 사업 등 일련의 기금조성사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는 데
에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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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지원관련 기사

(출처: 중앙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
면 시행 당해연도인 2001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낙관적인 경우 970억 원, 
보수적으로는 640억 원, 중도적으로 810억 원으로 예상하고 2005년에 가서는 약 9,000억 원 이상 되는 것
으로 봤고 GDP 대비 0.05% 혹은 0.1%를 상회하는 성숙된 시장으로 봤을 때 2조 원대 매출액을 예상을 하
고 있었다. 복표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마련 그리고 국내 
체육발전 기반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다는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이목을 끌었던 발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
행 초기부터 누가 실질적인 발행업무를 맡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 국민
체육진흥법 제4장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에서는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
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의 조항에서는 2022년 1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
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우려대로 사업 시행 초기 ‘황금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과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02년 정가에 불어 닥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는 공단의 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공단에서는 이 
사업이 갖는 세간의 주목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시민단체까지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6명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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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결과 한국풀스컨소시엄(917.060점)이 한국전자복권컨소시엄(877.314점)을 누르고 2000년 12월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 이듬해 2001년 2월에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최종수탁사업자로 선정됐으며 그해 10월 6
일 우여곡절 끝에 축구와 농구 경기를 대상으로 발매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로비 
등을 고리로 정관계 인사와 함께 2002년 6월에는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구속되는 초유
의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필자는 비서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임원들을 보좌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공직무사(公直無私)’를 강조하면서 올곧게 업무를 추진하려는 직장 풍토를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임원들 간 미묘한 갈등과 오해는 부끄러울 일이었다. 시행초기부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제는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 체육투표권 사업의 현주소를 보
노라면 스포츠 분야에 파장을 일으킨 크고 작은 사건에도 슬기롭게 극복한 공단 직원들의 저력과 공의를 
믿는다.     

Ⅱ. 스포츠토토 사업의 발전
1. 스포츠토토 사업 개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일명 스포츠토토 사업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와 국민의 
여가 체육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등)에 근거 도입,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 스포츠토토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종    류
∙ 투표방법에 따른 구분 :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

∙ 환급방법에 따른 구분 : 고정환급률식, 고정배당률식

발행대상종목 ∙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배구, 씨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주)스포츠토토코리아 (위탁기간 : 2020. 7. 1 ~ 2025. 6. 30(5년) 

발매횟수
∙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2022년 연간 1,000회 계획(증량발행 별도)

단위금액 ∙ 100원∼1,000원(1인당 구매한도 10만원) 

발매

금액

구성

환급금
∙ 고정환급률식 :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 고정배당률식 :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70

위탁운영비 ∙ 발매금액의 25% 이내에서 문체부장관이 정함

수익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100%(주최단체지원 10%,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5%,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지원 5% 포함)

발매금액

구성비율

∙ 발매금액 구성비율(2021년도 기준)

 - (환급금)62.1%, (판매수수료)5.3%, (위탁운영비)1.1%, (수익금)31.5%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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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은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주
는 참여형 스포츠 레저게임이다. 출범 초기의 어려움과 난관 그리고 위탁업체와의 쟁송, 이른바 ‘최순실 게
이트’를 비롯해 정권 교체기마다 체육계에 불어 닥친 우여곡절 끝에도 스포츠토토 사업은 오늘날 체육 재정
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체육 및 여가활동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발행대상 종목 및 발매 횟수, 발
매금액의 구성 등의 내용을 개관하면 <표 1>과 같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공포(1999.8.31)에 이어 한국
타이거풀스 컨소시엄과 2001년 2월 위수탁계약 체결, 그리고 그해 10월 축구와 농구 종목을 대상으로 역사
적 발매를 개시한다. 그해 첫 매출액은 약 28억 4,800만 원으로 축구 종목에서 11억 9,600만 원 그리고 농
구 종목에서 16억 5,200만 원을 기록하는데 상대적으로 겨울철 스포츠 특성상 농구 종목의 매출이 많았다. 
이후 대상 종목도 축구, 농구 이외에 야구, 골프, 배구, 씨름 종목으로 확대되었고 지금도 몇몇 종목과 이스
포츠 등에서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림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좌:변경 전/ 우:변경 후)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5년마다 투표권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에 따라 스포츠토토, ㈜케이토토에 이어 현재는 ㈜스포츠토토 코리
아가 사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해 왔던 스포츠토토 
사업이 향후 위탁구조에서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의 조항이 기존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에서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로 개정되었다1). 

이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운영 방식에서 현재 수탁업체의 계약이 만료
되는 2025년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 회사가 수탁사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08. 2. 29.,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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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복권발행·관리 및 판매업무, 소싸움 경기사업, 경주사업(경륜·경정 등) 등의 이른바 사
행성 사업이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만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분쟁, 거기에 무엇보다도 입찰 경쟁에서 비롯된 낮
은 위탁운영비 낙찰로 전체 발매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위탁업체에서는 운용예산 절감 및 영업 손실까
지 예상되고 있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허가받은 독점적 사행성 사업임에도 민간위탁업
체이다 보니 발행사업자인 체육진흥공단의 감사 외에 국회나 감사원 등의 감사나 통제가 어려운 현실론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2021년도 기준 발매금액의 구성비율은 <그림 3>과 같고, 그 동안의 스포츠토토의 사업 
추진 경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3> 발매금액 구성비율 (2021년 기준)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표 2> 스포츠토토 사업 추진 경과

일 시 내 용

1999. 08. 31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공포

2000. 07. 27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2001. 02. 05 ∙ 수탁사업자 선정(한국풀스) 승인(문화관광부)

2001. 02. 15 ∙ 위수탁계약 체결(공단↔한국풀스)

2001. 10. 06 ∙ 발매 개시(축구, 농구)

2004. 06. ∙ 발행종목 추가(골프)

2004. 07. ∙ 발행종목 추가(야구)

2004. 09. ∙ 발행종목 추가(씨름)

2006. 01. ∙ 발행종목 추가(배구)

2006. 09. 26 ∙ 투표권사업 위수탁계약 갱신(공단↔스포츠토토)

2009. ~ ∙ 매출총량 제도 실시

2015. 07. 01∼2020. 06. 30 ∙ 수탁사업자 사업운영 개시((주)케이토토)

2020. 07. 01∼2025. 06. 30 ∙ 신규 수탁사업자 사업운영 개시((주)스포츠토토코리아)

2022. 01. 18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위탁구조 개선)
출처 국민체육진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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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토토 사업의 재정적 기여

 2022년도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본예산은 607조 7,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문
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약 7조 4,000억 원이며 체육 분야의 총예산은 1조 9,303억 원이다. 국내 체육정책 지
원 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국의 재정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3> 2022 체육국 재정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본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5,507 17,230 1,723 11.1
일반회계 19 18 △1 △6.3
균특회계 1,901 1,859 △42 △2.2
체육기금 13,588 15,354 1,766 13.0

생활체육 6,577 6,585 8 0.1
전문체육 3,895 3,965 70 1.8

스포츠산업 3,116 4,804 1,688 54.2
※ 2022년 체육분야 : 총 1조 9,303억 원(체육국 1조 7,230억 원, 체육협력관 1,853억 원, 사감위 220억 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체육국 재정집행계획

<표 3>에서 보듯이 체육 재정에서 차지하는 체육진흥기금의 비율은 절대적이다.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공
단에서 관장하는 체육진흥기금액의 조성 규모는 매년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 내외이다. 그런데 스포츠
토토로 조성되는 연간 체육진흥기금은 대략 1조 5억 원 안팎으로 정부의 체육 재정에서 차지는 비율은 압
도적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심대한 매출 저하를 기록했던 경륜·경정 사업에 비해 온라인, 소매판매
점 형태로 발매되는 스포츠토토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었다. 매출액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
가 경륜이나 경정 사업에 비해 체육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고객환급액과 공익재
원으로서의 배분구조에 있다. 

        <그림 4> 유사 사업과의 발매금액 배분구조(스포츠토토)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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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사업의 경우 고객환급금이 72%이며 레저세(10%), 농어촌특별세(2%) 등 제세금이 16%를 차지
하고 있고 발매수익금 12% 중 개최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회로 환원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24.5%), 청
소년육성기금(19.5%) 등과 함께 정작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은 42%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스포츠토토는 고객환급금이 65% 내외(2021년의 경우 
62.1%)이며 30% 안팎의 수익금 전액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림 5> 유사 사업과의 발매금액 배분구조(경륜·경정)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들의 체육활동이 있는 곳에 각종 인프라 구축은 물론 올림픽이나 각종 스포츠 메가이벤트에서도 지
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최근 5개년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4> 체육진흥투표권의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민체육기금조성액(A) 15,767 16,546 18,288 17,228

투표

권

매출액 41,991 47,428 51,100 48,928

체육기금(B) 13,173 14,287 15,874 15,554

비율(B/A,%) 83.5 86.3 86.8 90.3

※ 체육기금 연간조성액은 2조 원 내외로 이중 85% 내외를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달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아울러 2001년 10월 첫 발매를 계기로 지난 2021년까지 스포츠토토의 발매액은 증량발행분을 제외한 일
반 발매의 경우 약 50조 9,097만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의 발매실적과 2022년
도 계획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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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누계 및 최근 5년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고정환급률 고정배당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종합 승부식 기록식

2001~

2021
50,909,784 3,419,715 3,722,534 1,671,807 278,409 79,699 1,223 38,089 41,293,126 405,181

2017 4,196,788 147,110 136,637 67,324 7,351 314 - 6,398 3,794,389 37,265

2018 4,734,731 159,821 153,264 54,432 8,043 517 - 5,788 4,285,042 67,824

2019 5,103,449 197,442 175,881 75,422 12,429 562 -　 6,239 4,567,870 67,604

2020 4,892,842 267,487 118,169 60,463 7,562 380 - 4,534 4,378,533 55,714

2021 5,619,491 220,363 151,296 50,638 7,533 388 - 4,770 5,114,351 70,151

2022계획 6,164,800 235,300 162,500 60,000 7,200 500 - 3,100 5,607,100 89,100

 ※ 증량발행 별도발행 회차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Ⅲ. 스포츠토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는 국내 사행성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까지도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 매출에 따른 공익사업은 물론 경기 운
영 경비마저 조달이 어려워 급기야는 운영자금마저 차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경마나 경륜과 같이 관중들
이 직접 베팅하는 다중시설 경기에는 그 파급력이 심대하여 그 탈출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베팅을 일부에 
도입하는 대안이 대두되기도 했다. 스포츠토토나 로또의 경우 경마나 경륜·경정과는 달리 대규모 다중 밀집 
공간이 아닌 현장 판매점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유사 업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심대하지는 
않았지만 축구나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자체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2021년 
12월 31일 개통판매점 기준 판매점은 일반판매점 4,586개소, 편의점 등의 체인 1,913개소 등 총 6,499개소
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인한 국내리그 일시 중단은 물론 해외 경기 매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 경기 
구조상 미국·유럽 리그의 불안정 역시 매출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순매출액의 규모도 늘어나 2021년에는 5,128억 원을 기록하
였고, 2022년에는 5,200억 원의 순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 회복의 가시화로 그 추세는 더 확
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세계 복권시장의 규모는 2022년의 경우 약 3,470억 달러(393조 1,510억 원)를 예상하며(Markl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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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2) 세계의 온라인 모바일 복권(Online Mobile Lottery) 시장 규모는 코로나 영향에도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약 9.5%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로 성장할 전망이며, 2020년 31억 달러(3조 5,123억 원)
에서 2027년에는 58억 달러(6조 5,7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Global Industry Analysts, 2022). 
갬블링 형태의 스포츠 베팅(Sports betting) 역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21년 세계 스
포츠베팅과 복권시장(lottery market) 규모는 약 1,946억 달러(220조 4,818억 원) 규모이며 이는 전년도 
1,730억 달러(196조 90억 원)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Statista, 2022).

경제 현상이나 사회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
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으로,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
여 생긴 표현이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차단해도, 수요가 있
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사행산업이다. 사행산업의 
법적 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개정 2012. 
5.23). ‘게임성’이라기보다는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으로 베팅이나 게임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거래
가 발생하는 사행산업은 비슷한 업종이 사업의 일시 중단이나 획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매출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경주방식이나 고객
들 베팅의 성향이 비슷한 경마나 경륜 사업은 야간경주나 휴일 경주를 실시할 경우 눈에 띄는 매출변화를 
보인다. 또한 2004년도 이른바 ‘바다이야기’라는 성인 오락실 게임이 유행했을 때나 단속 이후에는 유사 사
행산업의 전반적인 매출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준 사례가 그 예이다. 사행성 사업의 경우 합법에 비해 접근
성이나 환급구조가 간편하고 베팅금액이나 구매 횟수도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시장규모 역시 훨씬 크고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 문제는 일정한 매출 규모를 제한하는 사행성 사업의 매출 총량으로 인해 발매중단이
나 조기에 매출이 달성되어 시행이 종료될 경우 불법시장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전 
세계 불법 스포츠베팅 산업의 규모가 약 1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출처 불명의 인터넷 기
반 불법 스포츠베팅 산업을 합법화시켜 스포츠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상품 조합이나 발매 중단으로는 한계에 부딪
힐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매출총량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1. 스포츠토토 매출 총량의 합리적 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를 위해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사감위는 ‘①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②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 ‘③ 사행산업 현장 조사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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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신고 접수 처리’, ‘⑤ 도박 중독 및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⑥ 
사행산업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조사·연구·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의미한다.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
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측면에서 2009년부터 사감위법 제16조에 근거한 사행산
업 총량제를 도입·실시해왔다. 현재 총량제는 ‘영업장 수에 대한 총량제’와 ‘매출총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영업장 수에 따른 총량제’의 경우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2013년)에서는 사행산업 영업장 
수 총량을 92개소로 설정하였고 이후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018년) 상 사행산업 영업장 
수 총량은 2013년 수준(98개소)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9년 기준으로 영업장 수 총량은 99개소를 관
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0).

판매점이 주 영업장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사행산업체의 영업장 수와
는 성격이 다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이 차지하는 규모를 OECD 회원국의 각국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평균비율로 제한하는 매출총량제이다. 매출총량의 경우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의 
적정성,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 국민들의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 등을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전체 사행산업 규모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사행산업의 전년도 순매출액 
상대 비중 등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순매출액은 실제 고객지출액으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이다.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예외로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사감위에서 관리하는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아
래 <표 6>에서 보듯이 14조 3,758억 원이며 순매출액은 6조 6,076억 원으로 집계됐다.

<표 6> 사행산업현황
(단위 : 억 원, %)

2021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계

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총매출액

(비중)

7,750 4,050 10,476 3,792 1,513 59,753 56,195 229 143,758

5.4 2.8 7.3 2.6 1.1 41.6 39.1 0.2 100

순매출액

(비중)

7,750 4,050 2,716 1,060 422 28,719 21,295 64 66,076

11.7 6.1 4.1 1.6 0.6 43.5 32.2 0.1 100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런데 감사원이 2019년 7월 실시한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매출총량 산정 불합리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과거 국내 사행산업 비율 등 미검토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매출총량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게이밍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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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비율을 포함하여 매출 총량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율을 국내 사행산업에 
배분하기로 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매출총량제의 실효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출총량제 미준수 사업자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2에 따른 중
독예방치유부담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다(감사원, 2019). 

사행 산업 시행기관에서는 연간 총량을 초과한 경우, 차년도 매출총량 산정 시 초과금액 감액 및 중독예
방치유부담금 산정 시 감면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실태점검에 따라 이
에 대한 준수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 자료를 근거로 감사보고서에 요약해 놓은 사행산업 
매출총량 및 배분 흐름도를 보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사행산업 매출총량 및 배분 흐름도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스포츠토토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상대적으로 경마, 경륜·경정 등의 경주류 사행산업은 매출액이 저하
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인 매출총량의 산정이 요구된다. 참고로 경륜·경정 사업의 기금조성액은 
2019년 387억 원에서 2020년에는 21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 인터넷 활성화와 이스포츠 및 가상게임의 부상, 미국 연방 대법원의 스포츠베팅 합헌 결정2)에 따
른 해외 스포츠 베팅시장의 급부상으로 IP우회를 통한 해외베팅이용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와 같은 매출 총
량 구조로는 불법도박 혹은 해외 베팅 시장으로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매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 방식이나 시스템 개선 등과 병행하여 단기간 혹은 한 달 이상 발매중단
을 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럴 때면 판매점 및 고객들로부터의 항의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2) 스포츠 베팅을 불법으로 규정한 프로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 ‘PASPA(Professional and Amateur Sports Protection Act of 
1992)’ 제 10조의 위헌 결정(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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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토토 건전화 대책

흔히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대부분 공적 기금과 재원 확충, 그리고 베팅이라는 리
스크가 상존하기에 양날의 검과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토토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인터넷 
발매에다 6천개소가 넘는 판매점에서 발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업종에 비해 구매권 구입이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감위에서 조사한 「2021년 사행산업기관 건전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과몰입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맞게 중독 위험요소와 몰입 정도 측정을 통해 이용자를 선발하고 프로그램 이
용 후 과몰입 완화가 부족한 사람은 프로그램으로 재편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역시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기관에서 동
시에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건전화의 주요 지표로 추
진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규모와 인터
넷 기반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관련 상담 및 교육, 예방 캠페인, 자가 진단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도박 중독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도박중독 예방치유 전담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표 7> 사행산업사업자 도박중독 예방치유 전담기관 현황(외국인 전용 카지노제외)

구분 사행산업사업자 치유기관·부서 주요프로그램
인원/명

(연간 예산/억 원) 

카지노 강원랜드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교육, 중독상담,    

 치유프로그램
23(53.8)

경마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교육, 

  중독예방홍보, 중독상담
28(16.1)

경륜·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희망길벗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교육, 중독상담 9(1.7)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교육, 상담의뢰 1(0.1)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행복지기 중독

예방상담센터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교육, 중독상담 1(0.1)

체육진흥투표권 ㈜케이토토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홍보물 부착 
소싸움경기 청도공영사업공사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홍보물 부착 

복권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 ∙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중독상담 1(0.1)
출처 :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2019)

낙이불음(樂而不淫),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에는 보상회로(reward circuit)라는 것이 있다. 뇌과학에서 말
하는 보상회로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라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달리기를 할 때에 경험하
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처럼 보상회로는 기분을 좋게 하고 획득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 내기도 한
다. 보상회로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그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 그 대상을 다시 획
득하도록 사람의 마음과 몸을 조종한다. 이른바 중독(addiction)에 빠지는 것이다. 미국정신병리학회는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이라는 간행물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진단명을 정의하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DSM이 



제2022-10월호

14

중독으로 간주하는 것은 마약, 알코올, 니코틴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과 도박 중독 두 가지다. 오
늘날 누구나 접하는 스마트폰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화된 중독의 현상을 빗대어 호모 아딕투스
(Homo additus) 즉 중독되는 인간의 군상을 대변한다(김병규, 2022).

사행산업 현장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그 치유가 어느 곳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사행산업사업자 
도박중독 예방치유 전담기관을 살펴보면 경마 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유캔센터’, 경륜·경정사업 시행기관
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희망길벗’, 카지노의 ‘중독관리센터’, 유사 복권사업인 동행복권의 경우에도 ‘동행클
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노출이 쉬운 스포츠토토
의 경우 도박 중독과 예방을 위한 활동이 캠페인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운영, 홍보 및 계도에 국한
되어 있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위탁운영 전환에 따른 대비 등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4차 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비즈니스 등을 망라하여 사회 곳곳의 변화를 고속도로 위 속도측정기에 빗대어 주요 기관의 실제 변
화를 열거하고 있다. 시속 100마일(160km)로 질주하는 기관은 기업이나 사업체이며, 시속 90마일은 시민단
체, 시속 60마일은 가족, 시속 30마일은 노동조합이다. 코끼리가 완강하게 버티듯 시속 25마일은 정부 관료
조직과 규제기관, 시속 10마일은 학교, 시속 5마일은 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만국우
편연합(UPU)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Inter 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시속 3마일은 경제부국의 
정치조직으로 의회와 백악관에서부터 정당 그리고 가장 느림보 시속 1마일 속도기관은 법원, 변호사협회, 
법과대학원과 법률회사 등을 포함하는 법률기관이다. 초스피드의 21세기 정보, 생물학적(info-biological)경
제가 지속적으로 도래하는 현실에서 속도의 충돌(The Clash of Speeds)은 이제는 불가피한 현실이자 도전
이다(Toffler, 2006).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수탁사업자인 ㈜스포츠
토토 코리아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투표권 사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 및 원활한 인수인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와 대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투표권 모바일 발매, 이스
포츠 등 발매 종목 확대에 따른 선행조치 그리고 투표권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조가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어 인적 및 기구구성이 만만치 
않다. 현재 수탁사업자의 고용 계승과 자회사 설립에 따른 관련 부처 승인 절차 및 사업장 확보, 원활한 사
업인수 테스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그동안 최적화되고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 및 신형발매기(호
돌이 D형), 상용 소프트웨어 및 판매점 장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이제는 공영
화와 함께 시도해 볼만 하다. 로또복권이나 경마시스템의 경우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며 스포츠토토 사업 
역시 동남아 일부 국가들을 통해 논의만 진행되었을 뿐 여러 요인들로 인해 중단되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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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해외로 합법화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
맨’을 통해 인터넷 스포츠베팅을 운영(모바일 발매 불가)하고 있으며, 유해 트래픽(DDos) 공격 등을 방지하
기 위해 해외 IP의 접근 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

Ⅳ. 에필로그
일이나 연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집중도 있고 하는 만큼 보람을 느낄 때는 스스로가 즐겁게 몰입하여 매

진할 때다. 흡사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톨스토이의 분신과도 
같은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이 풀 베기 작업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흠뻑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다.

힘들고 벅찬 일은 늘 상대가 있고 곧바로 결과가 계량화하여 나오는 경우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변수가 
너무 많다. 해당 경기종목의 흥행, 고객들의 성향, 수탁업체와 현장 판매점과의 원활한 관계, 그날그날 수치
화되는 매출액, 거기에다 수시로 일어나는 법적 쟁송 등은 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도 투표권 사업 업무는 막중하면서도 대외적 리스크가 상존하여 일종의 격무로 인한 기피부
서로 인식되기도 한다. 베팅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행성 사업에는 늘 합법과 불법 간의 보이지 않
는 치열한 노고들이 전개된다. 

공공기관에서의 사행사업은 늘 공익성과 수익성의 긴장이 도사린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3년간은 스포츠
토토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이 체육 재정과 국민체육진흥 및 여가 활동의 육성이
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그 수익금을 스포츠를 통
해 빈곤 퇴치와 평화, 화합과 전진을 도모하는 ‘Right To Play’3)(UNHCB, 2022)와 같은 국제 비영리 자선
활동 기구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3) 이전의 ‘Olympic Aid’ (www.olympicaid.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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