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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안이 언론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모든 경

기장은 서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국제올림

픽위원회(IOC)는 지난 12월 8일 모나코 총회에서 분산 개최 가능성 등을 포함한 

‘Agenda 2020’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동계

(2018년 평창) 및 하계(2020년 도쿄) 올림픽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즉 맞교환 가

능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일본과의 올림픽 분산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 국내 분산 개최 또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한 북한과의 분산 개최 방안을 두고서도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

도 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분산 개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

고, IOC도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없다고 선언하며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

다. 

IOC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분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국가 또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위기감과 함께 재정문제로 경기

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평창의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나라 중 최근 오슬로가 네 번째로 유치의사를 

철회했다. 주민들의 강렬한 반발 때문이다. 올림픽 유치가 국가 또는 도시의 영광

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올림픽 개최 이후 재정난을 겪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다들 올림픽 개최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으로 

1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재정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러

시아 소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53조원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시설관리 비용

만 한 해 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캐나다 밴쿠버 역시 11조원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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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했고, 시드니, 나가노 등 많은 올림픽 개최 도

시가 올림픽 이후 재정난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 국가는 개최 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림픽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을 치루기 위해 1조 4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

면서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2) 특

히 인천시는 문학경기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라는 정부

의 권고를 무시하고 4,722억원을 들여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을 신설했다. 이는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인천시 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만을 부각시킨 결과

이다. 즉 신설 경기장이 들어설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표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

니다. 이미 치러진 2010년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

권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

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이 지역의 재정형편을 악화

시켰으며, 앞으로 치러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

아드,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도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4,285억원을 들여 건설한 전남 영암의 F1 경기

장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전라남도가 F1 운용사

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에 개최권료 인하를 요

구했다가, 2014년 F1 일정에서 한국이 빠지는 망신

을 당하기도 했으며, 최근 2015년 일정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른 종목에 비해 개최 후 경기장 

활용의 문제는 덜 하지만, 월드컵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3)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개최

를 위해 12조원을 지출했으며, 월드컵 기간을 전후하

여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는 브라질 국민들의 시위 장

면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월드컵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성공적인 대회였지만, 현재 월드컵 경기장 중 다섯 

곳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4) 

이렇듯 대부분의 국제스포츠행사는 개최 국가 또

는 도시에 큰 재정부담을 안겨주지만 여전히 지자체

에서 국제행사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

까? 국가와 도시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관

광, 수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려는 국민들의 희망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재임 기간 중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인의 욕심도 분명 있을 것이다. 과연 대

구시민들이 육상대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싶었으며, 

충주시민들이 조정대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싶었고, 

문경시민들이 군인체육대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싶었

을까? 지자체장이 말을 꺼내기 전에는 크게 생각해보

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정부는 국민들

을 설득하기 위해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

풀려서 발표하곤 한다. 유치 단계에서는 비용보다 수

익이 훨씬 크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개최 이후 개최

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 전망과 크

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동·하계 올림픽이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풀려서 발표하곤 한다. 

그러나 개최 이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 전망과 크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6/2014102600918.html

3)  Baade and Matheson(2004)에 따르면 1994년 미국 월드컵의 경우 40억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55억~93억달러의 손실을 안

겨주었다. 

4)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083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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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렸던 아테네, 베이징, 런던, 토리노, 밴쿠버, 소치 

등이 좋은 예이다. 개최 전에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

지만, 경기장 건설 비용들은 당초 계획을 훨씬 뛰어

넘고, 개최로 인한 수익은 예상보다 저조해 큰 적자

와 빚을 남기게 되었다. 게다가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못한 경우 경기장 유지비로

도 매년 큰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스포츠경제학의 대

가인 Matheson의 2006년, 2009년 논문에 따르면 중

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로 인

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 허술한 방법론 또는 의

도적인 왜곡으로 실제보다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풀

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 수 및 

그들의 지출을 과도하게 추정하며, 지나치게 큰 승수

(multiplier)를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5) 

과연 이렇게 큰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국제스포츠

행사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국제

스포츠행사 개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 이미

지 홍보, 관광수입 증대 등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경제, 특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스포츠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좀 더 

넓게 분석해 보기 위해 개최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월드컵이다. 월드컵은 올림

픽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가장 인기 있는 국제

스포츠행사일 뿐만 아니라, 메달 수로 순위를 집계하

는 올림픽과 달리 토너먼트 승부로 인해 순위가 결정

되기 때문에 참가국의 성적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된다.

 Ⅱ.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개최와 참가 성적이 경제, 

구체적으로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인 소비,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1. 데이터 및 방법론

우선 연구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에서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된 36개국과 BRICs 4개국 중 

1990년과 2014년 사이 월드컵에 1회 이상 참가한 

26개국이다. <표 1>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를 

1990년과 2014년 사이 월드컵 참가 횟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개최와 참가 성적이 경제, 

구체적으로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인 

소비,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5) Baade and Sanderson(1997)은 스포츠행사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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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 포함된 국가 분류

1990~2014년 사이
월드컵 참가 횟수

국가

7회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

6회 네덜란드, 잉글랜드1)

5회 벨기에, 프랑스, 일본

4회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3회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2회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1회 중국, 뉴질랜드

주: 1)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누어 축구

리그를 운영하며 국제대회에도 따로 참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경제 변수와 잉글랜드의 월드컵 변수를 한 국가의 것으로 취급

하였음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크게 경제 변수와 월드

컵 변수로 나눌 수 있다. 경제 변수로는 1989년부터 

2013년 사이 각 국가의 연도별 GDP성장률, 소비성

장률,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 (미국달러 대비) 평균 

환율성장률 및 세계경제성장률이며, 월드컵 변수로는 

같은 기간 동안의 월드컵 참가 및 성적에 대한 변수와 

월드컵 개최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켰다. 이 중 연간 

GDP성장률, 소비성장률,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은 

각 분석별 종속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든 분석

에서 공통적으로 독립변수로 이용되었다. 

국가별 연간 GDP성장률과 세계GDP성장률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를 이

용하였으며, 소비 및 수출과 수입의 연간 성장률은 

OECD의 National Accounts를 이용하였다. 환율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나타

난 미국 달러 대비 각 화폐의 연도별 연중 평균 환율

을 이용하였다.6) 월드컵 개최와 성적에 관한 데이터

는 인터넷의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표 2>에서는 각각의 분석에 종속변수로 쓰인 네 가

지 변수를 소개하였다. <표 3>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에 포함된 월드컵 관련 변수들과 그에 대한 설명을 추

가하였다. 예를 들어 월드컵 8강 진출에서 8강에서 

탈락한 국가는 월드컵 참가, 16강 진출, 8강 진출 변

수는 각각 1의 값을 가지며, 4강 진출, 결승 진출, 우

승 변수는 각각 0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

에 대한 계수는 전단계에서 현단계로 진출했을 경우 

추가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

귀분석 결과 8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1.5이고, 4강 진

출 변수의 계수가 0.5라고 해서 8강까지만 진출하는 

게 4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4

강에 진출했을 경우 8강에 진출한 효과에 더해 0.5만

큼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월드컵 개최

에 관한 변수의 경우 월드컵 개최연도 이전 또는 이후

에도 경기장 건설, 국가 이미지 홍보 등으로 인한 긍

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월드컵 개최 연도 변

수에 더해 개최 전년, 개최 후년 변수를 추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8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1.5이고, 

4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0.5라고 해서 

8강까지만 진출하는 게 4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4강 진출했을 경우 8강에 진출한 효과에 더해 

0.5만큼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6) 따라서 환율상승률이 양수(+)인 경우 화폐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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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별 종속변수

관측수1) 평균 표준편차

GDP성장률 630 2.64 3.19

소비성장률 531 2.31 2.90

수출성장률 531 5.32 6.14

수입성장률 531 5.28 7.58

주: 1)   GDP성장률의 경우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러시아를 제외한 모

든 국가에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가 존재하지만(모든 나라에

서 198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가 존재했다면 관측수는 650(=26(국

가수)×25(연도수)), 소비,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1990년대 또는 2000년대부터 자료가 존재하기에 관측수가 GDP성장

률에 비해 적음

<표 3> 월드컵 관련 변수

설명

월드컵 참가
(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을 참가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16강 진출(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16강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8강 진출(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8강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4강 진출(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4강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결승 진출(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결승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우승(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우승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월드컵 개최( )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월드컵 개최 1년 전
( )

i국가에게 t년도가 월드컵 개최 1년 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월드컵 개최 1년 후
( )

i국가에게 t년도가 월드컵 개최 1년 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분석 방법은 각 국가의 연도별 변수를 포함시킨 패

널회귀분석이며 분석별로 연간 GDP성장률, 소비성

장률,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 중 한 변수가 종속변

수이며, 독립변수로는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에 관

한 변수와 환율변수, 세계경제성장률, 그리고 종속변

수의 시차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포함시

켰다. 

2. 분석 결과

가.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GDP에 미치는 영향

우선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간 GDP성장률을 종속변수

로 하고, 지난 연도의 GDP성장률과 앞서 설명한 월

드컵 개최 및 참가에 관한 변수, 환율과 세계경제성장

률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4>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GDP성장률 0.467*** 0.055 0.000

월드컵 참가 0.154 0.511 0.766

16강 진출 0.573 0.659 0.392

8강 진출 0.692 0.587 0.250

4강 진출 0.018 0.702 0.979

결승 진출 -1.617 1.154 0.174

우승 1.650 1.285 0.211

월드컵 개최 0.403 0.696 0.568

월드컵 개최 1년 전 0.172 0.405 0.675

월드컵 개최 1년 후 -0.259 0.733 0.727

환율 상승률 -0.001** 0.000 0.016

세계GDP성장률 0.951*** 0.101 0.000

Number of observations 626

Number of groups 26

R(overall) 0.5398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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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GDP성장률과 

이번 연도 GDP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세계경제성장률이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경

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

율이 하락할수록, 즉 화폐가치가 상승할수록 GDP성

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경제적으로 유의하다고 말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개

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월드컵 관련 변수들이 경제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

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월드컵 관련 변수들이 

GDP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여 합쳤을 

때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월드컵 관련 변수가 GDP뿐만 아니라 소비,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나.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GDP 구성요소 중 소비는 특히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

사를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월드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볼 때 월드컵

을 개최하거나 월드컵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낸 국

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소비를 늘

릴 수도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월드컵의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연간 소비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표 5>는 패널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5>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소비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소비성장률 0.384*** 0.057 0.000

월드컵 참가 -0.079 0.592 0.896

16강 진출 0.185 0.558 0.743

8강 진출 0.851** 0.393 0.040

4강 진출 -0.253 0.827 0.762

결승 진출 -1.407 1.239 0.268

우승 1.518 1.223 0.227

월드컵 개최 0.972 0.629 0.135

월드컵 개최 1년 전 0.548 0.523 0.305

월드컵 개최 1년 후 -1.669 1.426 0.253

환율 상승률 -0.035*** 0.0113 0.005

세계GDP성장률 0.529*** 0.099 0.000

Number of observations 514

Number of groups 25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소비성장률과 

이번 연도 소비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세계경제성장률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즉 화폐가치가 상승할수록 

소비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8강에 진출할 경우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8강에 이

어 4강, 결승에 진출할 경우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조적으로 월드컵 개최와 관련

된 변수는 소비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진작을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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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월드컵에 참가하

여 8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이다. 물론 월드컵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 것

이다. 능력 있는 감독을 영입해야 하며, 선수들의 훈

련시설을 확충하고, 유망주를 육성하며, 국내리그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월

드컵 개최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

율적인 방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칫 잘못하여 월드컵을 개최해 놓고 좋은 성

적을 내지 못 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남들에게 파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여름 홈

에서 독일에 7대 1로 대패한 브라질 국민들이 느끼는 

바일 것이다. 

다.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국가 홍보일 것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력을 자

랑하고 국가의 브랜드가치 또는 네임밸류를 높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제 분야가 

수출일 것이다. 국가의 이름이 홍보되고, 국가의 이

미지가 좋아진다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해외에

서 더 많이 팔릴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

최가 유일한 홍보수단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

최보다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10년 월드컵 결승에서 

당시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던 무적함대 스페인이 오

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꺾

고 우승을 차지하여 스페인 축구 황금세대(golden 

generation)의 정점을 찍은 장면을 많은 축구팬들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

가 어디였는지 물어보면 주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남아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월

드컵으로 인해 남아공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 수

도 있지만, 월드컵 당시 보도된 범죄 등 위험한 치안

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으

며, 이는 오히려 남아공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의 개

최 및 참가 성적이 연간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표 6>은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다.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월드컵에 참가하여 8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월드컵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월드컵 개최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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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수출성장률 0.161*** 0.049 0.003

월드컵 참가 1.538* 0.847 0.082

16강 진출 0.044 1.648 0.979

8강 진출 0.404 1.569 0.799

4강 진출 2.285* 1.233 0.076

결승 진출 -2.947 1.903 0.135

우승 1.268 2.324 0.590

월드컵 개최 2.182 1.288 0.103

월드컵 개최 1년 전 -1.634 2.397 0.502

월드컵 개최 1년 후 2.123 1.456 0.158

환율 상승률 0.055*** 0.011 0.000

세계GDP성장률 2.804*** 0.278 0.000

Number of observations 514

Number of groups 25

R(overall) 0.4322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수출성장률과 

이번 연도 수출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출도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할수

록, 즉 화폐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출성장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월

드컵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4강에 진출할 경우 긍정적인 효

과가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월드컵 

개최 변수의 경우 p값이 10.3%이므로 비록 10%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수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월

드컵 참가, 4강 진출, 월드컵 개최 변수 중 어느 것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

기에, 이 같은 변수들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확실하게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효과가 있다고 해

석하더라도 주목할 점은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월드컵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월드컵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비

용이 든다. 하지만 개최와 성적 사이에서 국가를 홍보

하고, 수출을 늘리기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각각의 경우에 따른 투자와 효과를 잘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월드컵 개최와 참가 성적

은 경우에 따라 소비와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

는 가능성은 수입의 증가이다. 월드컵 개최와 좋은 성

적으로 인한 심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구입의 증가로 이어졌을 수

도 있다. 늘어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의 구입이었을 경우, 늘어난 소비가 국내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의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연간 수입증가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표 7>은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다.

늘어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의 구입이었을 경우, 

늘어난 소비가 국내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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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수입성장률 0.119** 0.050 0.025

월드컵 참가 0.862 1.268 0.503

16강 진출 0.661 1.556 0.675

8강 진출 5.550** 2.522 0.038

4강 진출 -4.096 2.663 0.137

결승 진출 -3.413 2.817 0.238

우승 -0.498 4.703 0.917

월드컵 개최 4.327* 2.489 0.095

월드컵 개최 1년 전 1.995 2.371 0.409

월드컵 개최 1년 후 -0.377 1.679 0.824

환율 상승률 -0.066 0.039 0.105

세계GDP성장률 3.334 0.253 0.000

Number of observations 514

Number of groups 25

R(overall) 0.4210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수입성장률과 

이번 연도 수입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세계경제성장률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할수록, 즉 화폐가치가 상

승할수록 수입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이지만 10% 수준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도는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할 경우 수입증가율이 커지게 되며, 월드컵을 개

최할 경우에도 수입증가율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월드컵 개최 또는 8강 진출은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요 또한 

커지게 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마. 요약 및 분석의 한계점

본 장에서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의 구성요소에는 부분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GDP성장률 자체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우선 가장 큰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크기이다. 본 연구

에서는 26개국의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

널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충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

수를 살펴보면 발생빈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

다. 예를 들어, 월드컵은 7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국가 또한 6개국에 불과하다.7) 

반면 월드컵에 참가한 경우, 16강에 진출한 경우는 

개최 또는 우승의 경우보다 훨씬 많기에 회귀분석에

서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추정되었을 확률이 높다. 

또한 본 연구는 GDP 관련 변수에 한정하여 분석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 적더라도, 부분적으로 개최지의 관광수입이 늘어

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도가 증진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의 구성요소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GDP성장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브라질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1990년 월드컵부터 2010년 월드컵까지 7회의 월드컵 중 1994년과 2002년 두 번 우승을 차지하여 그 기간 중 총우승국은 6개국

이다. 



현 분안 석 2

32     2015.2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인한 효과는 국가마

다 다를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 개최 

전 국가의 이미지, 스포츠 시설 확충 정도에 따라 비

용 및 효과가 상이할 수 있지만, 다양한 국가들의 이 

같은 상세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분석 결과는 

단순히 효과의 평균치만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스

포츠이벤트 국가가 평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는 추정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이 같은 분석으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월드컵의 경우 다른 스포

츠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다양

한 스포츠이벤트들은 도시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월

드컵의 경우 국가에서 (또는 한일 월드컵처럼 두 국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즉 도시에서 개최하는 경우 개최

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지면 해당 지역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에 재원을 요청하려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어

쩔 수 없이 지방정부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지

자체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행사를 무리해서 개

최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

마 이러한 점이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지자체들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분

석하려면 국가 행사인 월드컵보다는 지역 행사인 올

림픽, 아시안게임 등이 더 적합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결

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국가 행사

인 월드컵은 다른 지역 행사와는 효과가 다를 수도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싶은 가능성은 분명

하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조차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도, 개최보다는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스포츠행사 

개최를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경제적인 효

과는 다시 한 번 엄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리고 향후에 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경제적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효과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서

울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

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남

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을 겪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

라인줄만 알았던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88서울올림픽을 통해 외국인들의 머리와 가

슴에 확실히 인식시켜준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더 이상 세계의 변방

국가가 아니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

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선

진국의 문턱을 넘어 이제는 세계일류 브랜드가 된 대

한민국의 국력을 널리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행사인 월드컵조차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최보다는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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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도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

과 TV를 생산해 내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 소니(Sony) 플레이스테이

션 게임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란 선진국 

청소년들이 이제 한국 노래를 들으며, 한국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라고 있다. 굳이 국제스

포츠행사를 통해 국력을 과시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리고 국제스

포츠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 아테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

엇일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그들을 모시는 

신전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

은 철학자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인간

의 본질에 대해 논하는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남아프

리카공화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 또는 희망봉과 케이프반도의 멋

진 풍경일 것이다. 아테네 올림픽 또는 남아공 월드컵

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은 멋진 문화유

산과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이다. 다만 20세기 초반 

일제 침략, 20세기 중반 전쟁, 20세기 후반 급격한 경

제성장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에 대

해 우리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 했고, 따라서 

당연히 외국인들에게 알릴 기회도 많지 않았다. 경제

적 효과도 크지 않고, 외국인들의 큰 관심도 얻지 못 

하는 국제행사 대신 우리 본연의 문화유산과 자연경

관을 재발굴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

하고,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더 큰 일이 아닐까?

물론 스포츠산업도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큰 즐거

움을 주며, 시장규모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산업 육성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국

제행사 개최는 아닐 것이다. 축구팬들이 바르셀로나

를 찾는 이유가 FC바르셀로나의 경기장이 비싼 돈을 

들여 지었기 때문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멋

진 활약을 직접 보고, 축구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인 

바르셀로나의 문화를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도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할 비용으로 유소년 유망주

를 육성하고, 국내 리그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회성 

대회 유치보다 국민행복증진 및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를 무조건 반

대할 필요는 없다.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뛰

어날 수 있고, 국가홍보 효과, 국민행복증진에도 분

명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

지 않은 채 정치인들의 업적을 쌓기 위한 행사는 바람

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엄밀히 수행하고, 기존 시

설을 이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

되어야 한다. 또한 행사를 위해 건설된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도 개최 후가 아닌 유치 단계에서 미리 마련

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쳐 국제스포츠행사

를 유치하고 개최할 경우 국가 이미지가 더욱더 홍보

되며,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미래세대

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행복을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엄밀히 수행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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