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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이스포츠 산업규모조사는 2017년을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스포츠 실태조사는 

조사시점인 2018년 3/4분기를 기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산업규모산출에서 직업이스포츠선수(프로게이머) 연봉 포함 프로게임단 예산은 2017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직업이스포츠선수 연봉 평균은 2018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통계표 및 도표 내 숫자는 반올림하여 소숫점 1자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3. 복수응답은 한 개 이상(1-3순위, 또는 모두 선택 등)을 응답한 결과치를 집계(비가중)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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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

요 약 문

1. 연구목표

본 연구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실태 및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1) 국내 이스포츠 산업 조사항목 정리 및 

개발, 2) 국내외 이스포츠 산업 시장규모 조사 및 분석, 3) 국내 이스포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 현황조사, 4) 이스포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용자 및 환경 분석, 

5) 이스포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동향 파악 등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대한민국 이스포츠 산업규모를 추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이스포츠 산업현황

지난 1년간 주요 국내 이스포츠 동향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개최된 리그오브레

전드 2017 월드 챔피언십에서 삼성 갤럭시가 우승을 하였다. 삼성 갤럭시를 포함하여 

롱주 게이밍과 락스 타이거즈는 매각과 인수를 통해 게임단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었다. 

2017년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돌풍을 일으킨 배틀그라운드는 빠르게 

이스포츠화를 추진하여 현재 32팀이 출전하는 ‘PKL #2’ 리그로 성장했다. 동계 올림픽

이 개최된 평창에서 2017년 12월 ‘평창 이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렸다. 2018년 8월 

전세계 최초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이 상암동에서 개관하였다. 2018년 하계 아시안

게임의 시범종목으로 이스포츠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종목에 출전하여 리그오브

레전드에서 은메달과 스타크래프트2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2018년 9월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 전용경기장 ‘롤 파크’를 공개하였다. 

지난 1년간 주요 해외 이스포츠 동향은 다음과 같다.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스포츠 종목의 리그에서 프랜차이징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트랜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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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 전통적인 스포츠 

구단의 이스포츠 참여 트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포뮬러 원(F1)도 이스포츠에 적극적

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이스포츠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학 

이스포츠 팀과 리그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스포츠 장학금을 수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뉴주(Newzoo)에 의하면, 2018년 전세계 이스포츠 매출액은 9억6백만 달러(906M$)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액수는 2017년 6억 5500만달러(655M$)와 비교할 때 38.3% 

성장한 수치다. 뉴주는 이런 상승이 지속되어 2021년 16억5천만 달러(1.65B$)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이스포츠 산업실태 조사

국내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위해 다음의 영역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이스포츠 정식종목은 13개가 있다. 3개의 전문종목과 8개의 일반종목, 

그리고 2개의 시범 종목이 있다. 2017년 국내에서 열린 주요 이스포츠 대회는 총 19개 

종목에 86개의 대회가 열렸다. 총 상금규모는 68.9억원이었다. 2017년 주요 이스포츠 

종목사가 국내 이스포츠 시장에 투자한 규모는 343억원이었다. 2018 LCK 게임단의 

총 예산규모는 321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55.8% 증가하였다. 2018 LCK 1군 선수 

연봉의 평균은 1.76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80% 증가를 보였다.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프로게이머의 수는 421명이다. 세부 내용은 LCK 10팀 82명, LoL 챌린저스 

코리아 8팀 58명, 오버워치 컨텐더스 리그 12팀 92명, PUBG PKL #2 32팀 148명, 

그 외 종목 41명 등이다. 2017년 관람석을 갖춘 이스포츠 경기장은 3 곳이었다. 이곳에서 

열리는 종목은 평균 8개였으며, 연간 개최일수는 215일이었다. 누적 입장객수는 

187,227명이었으며, 그 중 해외관람객수는 국내 관람객의 5% 수준인 9361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이스포츠 방송사 조사결과, 케이블 기반 OGN, SPOTV Games 

2곳의 방송사 매출액은 452.8억 원이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5% 감소한 액수이다. 

인터넷/스트리밍을 기반으로 이스포츠 방송사 매출액 205.3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액수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액수였다. 2018년 6월 현재 중국, 북미, 유럽 등 

해외 진출 선수는 총 15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부트 캠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이스포츠 선수의 수는 24개팀 192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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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973억 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내역은 게임단 예산 206억, 

대회 상금 68.9억, 방송 452.8억 원, 스트리밍 205.3억 원, 기타(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 40억원 등이다. 2016년 933억원과 비교해보면 4.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스포츠 이용자 설문조사

직업 이스포츠(프로) 선수 : LCK 리그 1군 선수 조사 결과 선수 평균 연령은 20.8세, 

경력은 2.8년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 연봉은 2017년(9,770만원) 보다 상승한 1억 

7,558만원이었으며, 연봉 외에도 대회 상금, 스트리밍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향후 국내 이스포츠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88.3%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62.8%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2017년(76.5%) 보다 다소 낮은 64.7%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북미 지역(57.6%)을 가장 선호하였다. 은퇴 고려 시점은 

본인의 경기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라는 비중이 52.9%로 압도적이었으며 은퇴 

후에는 ‘이스포츠 코칭 스태프’(19.6%)와 ‘인터넷 플랫폼 개인 방송활동’(19.6%)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마추어 선수 : 리그오브레전드 3부 리그 이상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 조사 

결과, 선수 평균 연령은 19.3세였으며 경력은 1.4년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의 51.8%가 

프로선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50.0%는 소속팀이 있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참가한 

대회는 1.9회 정도며 5.4%만이 연 200만원 이상의 개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 아마추언 

선수로서 어려운 점으로 ‘불투명한 향후 진로’(39.9%)와 ‘열악한 훈련 환경’(37.5%)을 

언급하였다. 

관람객 : 이스포츠 경기장 관람객 조사 결과, 직접 관람하는 이유로는 ‘현장감’(68.1%), 

‘게임 자체의 재미’(53.3%), ‘특정 선수 응원’(38.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 관련 

정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55.9%)와 SNS(41.9%)를 통해 얻고 있었으며, 연 평균 

9.6회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관람은 본인 포함 평균 2명이 오며, 1회 

방문 시 1인 평균 26,777원을 지출했다. 경기 관람과 관련해서 ‘해설/아나운서의 

진행’(49.8%)과 ‘쾌적한 경기장 내 환경’(47.8%)을 이유로 88.6%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시청자 : 이스포츠 시청자 조사 결과, 이스포츠는 밤9~12시(평일 기준 55.2%)에 

모바일(50.0%)로 시청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선택 시에는 ‘팀/선수’(81.0%)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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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72.8%)를 주로 고려하며, ‘배틀 그라운드’(44.6%)와 ‘리그오브레전드’(40.4%)를 

주로 시청하였다. 시청 정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46.8%)와 ‘이스포츠 커뮤니티’ 

(37.8%)를 활용하며, 이스포츠 방송에 대해서 68.0%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51.6%는 

타인 추천의향을 보였다. 이스포츠를 시청하는 이유는 ‘재미 있어서’(64.2%)가 압도적

이었다.

5. 이스포츠 비즈니스 제안

이스포츠 비즈니스로 ‘이스포츠 관광’을 제안하였다. 지역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이스

포츠에 열광적인 중국의 젊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수립을 위해 비지트 서울의 

이스포츠 경기장 관람 프로그램과 진에어 그린윙스 투어프로그램 등 이스포츠 관광의 

참고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LCK 관람 및 경기장 활용 프로그램 및 기존 

관광연계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스포츠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6. 결론 및 제언

2017 대한민국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973억원이었으며, 2016년 대비 4.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성장영역은 이스포츠 대회와 스트리밍 분야였다. 반면 정체 

및 감소 영역은 프로게임단 예산 및 케이블 기반 방송 제작사의 매출 감소경향이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 시장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주도권 회복을 위한 면밀한 시장의 검토와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8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조사 영역 이외에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추가로 조사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발견되었다. 그 영역들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이스포츠 코칭스텝, 1인 미디어 활동하는 (전) 프로게이머,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외 

이스포츠 이적시장, 그리고 이스포츠 정보사업, 이스포츠 아카데미 등 부가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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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Research goal

The study was conducted to aim "Accurate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state and scale of the e-sports industry in Korea,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so that it can provide a basis for improving the industry." Major 

research details include, 1) collecting and development of survey items in 

Korea, 2) survey and analysis of the actual size of the market in the overseas 

and local markets, 3) basic trend survey of the overall industry in Korea,4) 

users and environment details by considering of speciality of e-sports, 5) 

changes and trending of the e-sports industry a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estimate the size of the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7 and propose a new business model.

2. Industrial status of E-sports

The major trends of e-sport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are as follows. 

Samsung Galaxy won the 2017 League of Legend World Championship held 

in China. LongJu Gaming and the ROXS Tigers, including Samsung Galaxy, 

had a change in team ownership through the sale and acquisition. 

Battlegrounds, which gained momentum through the online game 

distribution platform Steam in 2017, quickly grew into a 'PKL #2' league 

where 32 teams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Pyeongchang, where the 

Winter Olympics was held, 'Pyeongchang E-sports Festival' was held in 

December 2017. In August 2018, the first 'E-sports Hall of Fame' opened 

in Sangam-dong. By the end of 2018 the Asian Game was adopted as an 

exhibition. Korea took part in two events, winning silver in the League of 

Legend and gold medals in Starcraft 2. In September 2018, 'LOL Par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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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dium dedicated to the League of Legend, was unveiled. 
Over the past year, major overseas trends have been as follows: The 

franchising movement is intensifying in the world-renowned E-sports 

leagues such as the League of Legend and Overwatch. Although it is not 

yet being introduced in South Korea, Korea is expected to be affected if 

global trend is strengthened. Traditional sports teams such as soccer, 

football, ice hockey and basketball are participating in the games. Formula 

One (F1) is also actively advancing to e-sports. In the U.S. and China, The 

leading countries’ universities are forming leagues with the e-sport team, 

and more and more schools are asking for scholarships. 
According to News, global sales of e-sports in 2018 are estimated at $96 

million (906M$). Compared to $655 million (655M$) in 2017, this amount 

has grown by 38.3%. New York expects the rise to continue to grow to 

$1.65 billion in 2021.

3. Investigation on the Industrial Conditions of e-sport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status of the country's 

e-sports. As of 2018, there are 13 official categories in Korea; 3 professional 

categories, 8 general categories, and 2 exhibition events. In 2017, 86 

competitions were held in 19 games. The total amount of prize money was 

68.9 billion won. In 2017, major investment by a major investment company 

in Korea was 34.3 billion won. The total budget for the 2018 LCK gaming 

group was 32.1 billion won, up 55.8 percent from 2017. The average annual 

salary for the 2018 LCK first-tier players was 1.7.6 billion won, an increase 

of 80 percent from 2017. As of October 2018, the number of professional 

gamers in Korea is 421. The details are 82 League of Legend players in 

10 LCK teams, 58 players in 8 LoL Challengers Korea team, 92 overwatch 

professional players, and 148 players in 32 Teams of PUBG PKL #2. In 2017, 

there were three exhibition halls. There were an average of eigh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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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here, and the annual number of events was 215 days. The cumulative 

number of visitors is estimated to be 187,227, among which 9361, which 

is 5 percent of the domestic audience.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e-sports in 2017, the sales of two broadcasting companies - cable-based 

OGN and SPOTV Games - were 452.8 billion won. The figure is a 5 percent 

decrease from a year earlier. Based on the Internet/streaming, the company's 

revenue was estimated at 205.3 billion won, up 28 percent from a year 

earlier. As of June 2018, a total of 151 foreign players from China, North 

America and Europe entered the country. The number of players from 

overseas who visited Korea for the boot camp in 2017 was 192 from 24 

teams. 
It is estimated that size of 2017's e-sports industry is 973 billion won. 

The details are 20.6 billion won for the game team, 68.9 billion won for 

prize money, 452.8 billion won for broadcasting, 205.3 billion won for 

streaming and other 4 billion won for online and offline media 

advertisements. Compared to 933 billion won in 2016, it has grown by 4.2 

percent. However, the growth rate of 4.2 percent compared to 19.9 percent 

in 2015 and 29.1 percent in 2016 is seen as a result of the rapid fall in 

growth rate. 

4. E-Sports Survey Result From Users

1) Professional : The survey on LCK League first-tier players showed that 

the average age of players is 20.8 years and their careers are 2.8 years. 

Currently, the average annual salary was 17.58 million won, up from 97.7 

million won in 2017, and they are also receiving prize money and streaming 

from competitions. 88.3% of Korea's market prospects and 62.8% of players 

were positive with future in e-sports. For overseas expansion, 64.7 percent, 

slightly lower than the 76.5 percent in 2017, preferred the North American 

region (57.6 percent). When considering retirement, 52.9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did not have their ow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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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19.6 percent who wanted to be an "e-sports coaching staff" 

and 19.6 percent who wanted Internet platform private broadcasting 

activities. 
2) Amateur : According to a survey of amateur athletes who competed 

in the League of Legend 3rd League or higher, the average age of players 

was 19.3 years and had a career of 1.4 years. 51.8 percent of the players 

hope to become professional, and 50.0 percent of them had their own teams. 

For the first year of 2017, participation was 1.9 times, with 5.4 percent 

earning more than 2 million won a year. As an amateur athlete, he mentioned 

the difficult future career path (39.9 percent) and the poor training 

environment (37.5 percent). 
3) Visitors :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at the e-sports stadium, 

68.1 percent of the participants watched the game in person, 53.3 percent 

of the viewers watched the game in person, and 38.9 percent of the 

participants. Information related to games was obtained through Internet 

portal sites (55.9 percent) and SNS (41.9 percent) and the average annual 

attendance is 9.6 times. The average person who watched the game, 

including himself, spent 26,777 won per person on average on the first visit. 

88.6 percent said positive things about the game, citing the (49.8 percent) 

and the environment in the stadium (47.8 percent). 
4) Viewers :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ESPO viewers, the 

group watched the movie between 9 p.m. and 12 p.m. (55.2 percent on 

weekdays) as mobile (50.0 percent). When selecting the program, 

'Team/competitor' (81.0%) and 'Categories/Tournament' (72.8%) were 

mainly considered, and 'Battle Ground' (44.6%) and 'League Of Legend' 

(40.4%). The spectator information used Internet portal sites (46.8 percent) 

and the e-sports community (37.8 percent), and the broadcasting service 

was 68.0 percent satisfied and 51.6 percent recommended others. The 

reason of watching ‘entertaining’ was 64.2 percent.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xvii -

5. E-sports Business Proposition

'e-sports Tour' is proposed as a business. To create a way to attract young 

tourists from China who are close in the region but enthusiastic about the 

country, it also referred from the e-sport Stadium visiting Program in Seoul 

and the Jin Air Greenwings Tour Program. Based on this, the Commission 

proposed LCK viewing, stadium utilization programs and existing tourism 

projects. Finally, a policy agenda and implementation strategy were 

presented to implement the tourism policy in e-sports.

6.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e size of Korea's e-sports industry in 2017 was 973 billion won, which 

is 4.2 percent growth from 2016. Major areas of growth were the e-sports 

competition and streaming field. On the other hand, the stagnant and 

shrinking areas have seen on sales decrease for pro-gaming teams and 

cable-based broadcast companies. Given the rapidly growing market of 

e-sports around the world,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closely the 

market and establish a new strategy to restore control as the country's 

founder of e-sport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search areas, the survey also shown areas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for the development of e-sports. Among them 

are the world's best coaching staff in Korea, professional gamers who work 

in single media, the increasingly active transfer market in the country and 

abroad, and the e-sports Information Business and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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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세계적으로 이스포츠 시장이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뉴주(Newzoo)1)는 2018년 전세계 이스포츠의 매출이 9억 600만 달러(한화 

약 9,821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뉴주(Newzoo)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규모는 연평균 27.4%씩 고속 성장하여 2021년에는 16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인 PwC의 자료2)에 따르면 연평균 19.1% 성장을 하여 2021

년도 8억 74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치가 보고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스포츠 시장은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스포츠의 종주국 우리나라 이스포츠도 세계 전망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스포츠 실태조사에서 두 자릿수(14.9%)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플레이어언노운스배틀그

라운드(이하 PUBG)’의 전세계적인 인기는 그간 소외되었던 국산 이스포츠 종목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스포츠를 선도하던 대기업이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삼성 갤럭시’는 우승 

직후 게임단을 매각하였고, 프로게임단인 ‘CJ 엔투스’는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임단을 해체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국내 이스포츠 시장이 보여주는 서로 상반된 현상을 통해, 

우리나라 이스포츠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영역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이스포츠 시장을 규모와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강점과 보강해야 할 약점을 점검하는 것은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과 지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과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스포츠의 정확하고 세밀한 실태 

파악과 다양한 성장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 뉴주(Newzoo, 2018). 2018 글로벌 이스포츠 마켓 리포트(GLOBAL e-Sports MARKET REPORT)

2) PricewaterhouseCoopers(PwC, 2017), Informa Telecoms & Media.

Ⅰ.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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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국내 이스포츠 산업 조사항목 정리 및 개발

국내외 이스포츠 산업 시장규모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이스포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 현황조사

이스포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용자 및 환경 분석

이스포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동향 파악 

2) 조사범위 및 내용

이번 조사의 특징은 기존의 자료와 연속성을 가지고 트랜드를 파악하고 종목사, 방송사, 

경기장, 종목/선수 해외진출, 부트캠프 등의 요소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산업현황 

13가지 조사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산업현황 조사항목

구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산업 현황
(13항목)

국내외 트렌드 
및 동향

2017년 산업현황 조사항목 별 국내외 주요 동향, 글로벌 산업규모 파악

종목 정식종목, 시범종목의 종목명과 숫자 현황

대회 기준 상금 규모 이상 대회 수, 상금 등

종목사
주요 대회 개최 종목사 투자규모, 투자액 증감현황, 전담부서 유무 
인력 수 등

게임단 2018년 LCK 참여팀 예산, 선수/코칭스텝현황, 1군선수 연봉, 후원사 등

경기장 개최종목수, 개최일수, 누적입장객수, 해외관람객비율, 종목별 입장료 등

방송/스트리밍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캐스터/해설/연출/심판 등 종사자 수 등

지원기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예산, 종사자 수 등

부트캠프 종목, 지역, 팀 등 

해외진출 종목/선수 수, 지역 등

공인용품 기업수, 공인용품 종류 등

기타 이스포츠기자단 규모, LCK선수 스트리밍 현황 등

산업규모 상금, 게임단예산, 방송매출액, 스트리밍 및 기타 요소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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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스포츠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 경기장 관람객, 시청자 등에 4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Ⅰ-2] 이용자 조사항목

구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이용자
(4개 영역)

프로 선수
선수인적사항, 선수활동전반, 미래전망,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등

아마추어 선수

경기장 관람객 관람객 인적특성, 관람행태전반, 만족도 등

이스포츠 시청자 시청자 인적특성, 시청행태전반, 만족도 등

산업현황 조사와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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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위의 산업현황 및 설문조사는 자료 및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였다. 세부 조사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Ⅰ-3] 연구방법

조사방법 조사 영역 세부방법

자료 및 문헌 
조사

국내외 트랜드 및 동향, 종목, 대회, 게임단(컨텐더스, 
PKL#2), 부트캠프, 해외진출, 공인용품, 기타(스트리밍 등)

보도자료, 보고서, 
홈페이지 등 조사정리

설문조사
(9종)

업체조사: 종목사, 게임단(LCK), 경기장, 방송사, 지원기관
방문조사, 전화 및 

e-mail 조사

개별설문조사: 프로선수, 아마추어선수, 관람객, 시청자 등 면접설문 및 온라인 설문

전문가회의
업체조사 시 미(무)응답 자료추정, 산업규모산출, 

신규사업제안
전문가 의견 종합

1) 조사 개요 총괄

[표 Ⅰ-4] 조사방법 개요

구분 조사 항목 기준 조사대상 조사방법

산업 현황

종목 정식/시범 종목 13개 종목 문헌/자료조사

대회 총상금 500만원 이상 대회 86개 대회
문헌/자료조사 

+설문조사

종목사 상기 대회기준을 충족한 종목사 7개사 설문조사

게임단
LCK, LoL 챌린저스 코리아, 

컨텐더스리그, PKL #2
62팀/421명

문헌/자료조사 
+설문조사

경기장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3개소 설문조사

방송/스트리밍
이스포츠경기 방송을 제작하는 

케이블, 인터넷 방송제작사
5개사/242명 설문조사

지원기관 중앙 및 지자체 지원기관 18개 기관 설문조사

부트캠프 부트캠프 목적 방한 외국 게임단 24팀/192명 문헌/자료조사

해외진출 해외진출 종목/게이머 2종목/151명
문헌/자료조사+ 

설문조사

공인용품 KeSPA 공인용품 6종 문헌/자료조사

이용자조사

프로 선수 LCK 1군 로스터 선수 11개팀/51명 면접설문조사

아마추어 선수
16년, 17년도 LoL 3부리그(팀리그) 

출전 팀 소속 선수
34개팀/56명 온라인 설문조사

경기장 관람객 LoL, PUBG 경기장 현장 관람객 229명 면접설문조사

이스포츠 시청자
미디어를 통해 이스포츠 시청 경험이 

있는 10대~50대 이하 국민
500명 온라인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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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스포츠의 개념

1) 정의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게임물3)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관한법률(이하 이스포츠법) 제2조1호).

2) 주요 용어 정의

‘이스포츠법’에 따른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전문이스포츠: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② 이스포츠선수: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③ 이스포츠단체: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쳬를 

말한다.

④ 이스포츠산업: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⑤ 이스포츠시설: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⑥ 생활이스포츠: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활동을 

말한다.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심의규정’에 따른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이스포츠 종목: 이스포츠 종목 선정 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게임물을 말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Ⅱ. 이스포츠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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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스포츠 대회: 이스포츠 종목으로 개최되는 대회를 말한다.

③ 직업선수: 등록선수4) 중 전문 이스포츠팀에 계약되어 보수를 받으며 이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즉 ‘프로게이머’라고 불리는 선수들을 말한다.

④ 전문 이스포츠팀: 한국 이스포츠협회 회원 팀의 기준에 준하는 전용연습시설과 지도자를 

갖추고, 소속 선수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운영하는 단체, 즉 ‘프로 게임단’을 말한다.

3) 조작적 정의

위의 법률적 용어와 현실의 용어사용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 표기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① ‘이스포츠산업’의 정의에 의거하여, 본 조사의 핵심 대상은 ‘전문 이스포츠팀’과 ‘이스포츠 

선수’ 의 활동 및 주변 환경에 집중한다. ‘생활이스포츠’ 즉 순수 아마추어 이스포츠는 

본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PC방 대회나 개인주

관의 대회는 대회의 횟수와 상금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② ‘이스포츠 종목’과 ‘대회’는 ‘종목 선정 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게임물과 이들 

게임물로 개최되는 대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PUBG>와 같은 

신생 종목들의 부상과 오버워치 등 일부 외산 인기 종목의 반영이 신속하게 규정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종목 선정 기관의 심의를 통과 하지 않은 종목 

중 상금규모와 리그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 포함시켰다.

③ ‘전문 이스포츠팀’은 이스포츠 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프로 게임단’으로 

표기하였다. ‘2017 이스포츠 실태조사’에서 ‘프로 구단(球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으나, 공을 다루는 단체라는 의미의 ‘구단’보다는 ‘프로 게임단’이라는 명칭이 이스포츠

팀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 이스포츠협회 회원 팀의 기준에 

준하는 전용연습시설과 지도자를 갖추고, 소속 선수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체’라는 

정의에 의하여 이스포츠협회 회원 팀이 아닌 팀 중 전용연습시설과 지도자, 소속 선수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게임단도 프로게임단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④ ‘직업선수’는 일반적으로 이스포츠 팬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프로 게이머’와 병기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이스포츠 종목선정 심의규정’ 정의에 의거, 전문 이스포츠팀에 계약

되어 보수를 받으며 이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아닌 개인 활동 선수(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프로게이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등록선수”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한국 이스포츠협회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이스포츠 정목선정 심의규정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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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이스포츠 동향

1) 국내 동향

 ‘2017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과 게임단 변동

중국에서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2017 월드 챔피언십(일명 롤드컵)’ 결승에서 SKT T1과의 

대결하여 삼성 갤럭시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12월 1일 삼성 갤럭시 게임단은 

벤처기업 KSV(코리아실리콘밸리)에 매각 되었다. 이후 KSV는 젠지e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히어로즈오브더스톰 팀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삼성전자 칸‘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삼성 갤럭시 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게임단이었다. 

KSV팀의 최고성장책임자(CGO) 아놀드 허는 한국 이스포츠 시장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고 

성장속도가 높아 잠재력이 독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한국 대기업들과 달리 

국제적인 선수들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의 자본과 이스포츠 비즈니스를 한국에 

접목하고자 함을 밝힌바 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 이스포츠 전문 회사 킹존(KING-ZONE)이 롱주 게이밍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롱주 게이밍은 ‘킹존 드래곤X’로 팀명 및 팀엠블럼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한화생명은 LCK 2018 스프링 6위를 기록한 락스 타이거즈를 인수했다. 서머 

시즌부터 락스 타이거즈는 '한화생명이스포츠'로 활동하게 되었다.

 플레이어언노운스의 배틀그라운드(PUBG) 부침(浮沈)

배틀그라운드는 스팀 얼리 억세스(Early Access)5)로 천 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배틀그라운드는 5개월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2017년 11월에는 

판매량 2,400만 장을 돌파했다. <2017 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80명의 

선수가 참여한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 at G-star’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동시 시청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였다6). 2018년 

1월 OGN이 총상금 2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대회 'PSS 베타

'(PUBG SURVIVAL SERIES Beta)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4월과 6월 

아프리카 TV PUBG 리그(APL) 2개의 시즌을 개최하였으며, PSS 2개의 시즌에 이어 2018년 

10월 32개 팀이 출전하는 PUBG 코리아 리그 2018 # 2(이하 PKL #2)를 개최하였다. 

5) '얼리 액세스(Early Access)‘는 정식 버전의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6) 지디넷코리아,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 4천만 동시 시청(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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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늘면서 문제점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게임 내에서 ‘게임핵’ 이라고 불리는 

비인가프로그램이 만연하고, 버그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런 문제는 동시

접속자 수 하락으로 나타났다. 2018년 초기 300만명을 넘어섰던 기록이 2018년 7월 이후 

100만명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PC방 점유율 역시 1위자리를 <리그오브레전드>에게 내어

주고 2위로 하락하였다. 야심차게 준비한 이스포츠 리그 역시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프로그램 

내의 버그 등이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PUBG의 인기 부침은 이스포츠가 되기 위해서 종목 자체의 콘텐츠 완성도와 

체계적인 이스포츠 리그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스포츠화를 위한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평창 이스포츠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평창 이스포츠 페스티벌'이 

2017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평창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이스포츠가 남녀노소 계절과 관계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평창 이스포츠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아마추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인 이스포츠 

PC클럽 클럽대항전과 유엔해비타트 유스컵이 열렸다. 공인 이스포츠 PC클럽 클럽대항전은 

전국에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클럽 대표 <리그 오브 레전드> 8개팀과 <배틀그라운드> 

20개팀이 출전하였으며, 이중 전국 최고 클럽팀을 선발하게 하였다.

‘평창을 응원합니다’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대행사의 성격이었지만, 이스포츠의 아시안게임 정식종목화와 올림픽 종목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 의미가 내포되었다. 

 2018 하계 아시안게임 출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시범 종목으로 이스포츠가 채택되었다. 세부 

종목으로는 <PES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II>, <클래시 로얄>, <펜타스톰>, 

<하스스톤> 등 총 6개 종목이다. 시범종목이기 때문에 메달이 수여되더라도 공식 집계나 

종합순위 통계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다음 대회인 2022년 아시안 게임부터 정식 종목이 

될 예정이기에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대한체육회 가맹 이슈로 인해 대회 출전이 불투명하였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18명의 선수들은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몽고, 대만이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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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예선에 출전하였다. 예선결과 우리나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II> 

등 2 종목에서 본선에 출전하였다. 아시안게임 결과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은메달을, 

<스타크래프트 II>에서 금메달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안 게임은 정식 국제 스포츠 대회에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의미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 하나가 이스포츠의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중계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공중파를 통해 접하는 이스포츠는 젊은이들만 즐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을 생중계한 KBS의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마이케이(myK)에서 중국과 결승전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25만 명, SBS를 통해 일부 경기를 중계했던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결승전 당시 공식 중계 채널이 최고 동시 시청자 수 약 22만 명을 기록하였다7).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이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및 계획을 8월 28일 발표했다. '문체부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86억원 

가운데 77%를 차지하는 66억 원을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확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림 Ⅱ-1] 2018 하계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경기 생중계 화면(KBS 캡쳐)

7) 데일리이스포츠, 아시안게임 롤 결승전 myK에서 25만 명이 봤다…지상파 시청률은 저조(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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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에 ‘롤 파크(LoL Park)’ 개관과 종목사 주도 이스포츠 트랜드

라이엇게임즈는 2018년 9월 17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에 리그오브레전드 전용 

경기장 '롤 파크(LoL Park)'를 공개하였다. 롤파크는 450석 규모의 전용 경기장과 함께 

팬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10월에 열릴 '2018 LoL 월드 챔피언십' 예선전 경기장으로 

활용된다.

롤파크 개장을 기점으로 LCK 중계 주관사의 변화도 일어났다. ‘2018 LCK Summer’까지 

OGN, SPOTV GAMES가 중계하며 이후 LCK 중계는 ‘리그 오브 레전드 2018 시즌 월드 

챔피언십’부터 라이엇게임즈로 주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존 서울 OGN e스타디움, 넥슨 

아레나에서는 더 이상 LCK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된다. 라이엇게임즈가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사로부터 중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변화된다. 롤 파크 개장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이스포츠 방송제작사와 경기장 등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시장에서 방송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2017년부터 감지되었다. 

2017년 ‘오버워치 APEX’의 주최는 이스포츠 전문 방송사, OGN이었다. 그러나 2018년

부터 주최가 블리자드로 변경되었으며, 이름 역시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는 OGN이 아닌 MBC스포츠플러스와 방송 계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의 

게임 팬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오버워치 대회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스포츠 채널 ESPN을 통해 이스포츠를 방영하고 있다. 이처럼 종목사가 

필요에 따라서 방송사를 선택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해외 종목사의 국내 투자 및 콘텐츠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롤파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런 흐름은 투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멈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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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종로 '롤 파크(LoL PARK)' 내부>

* 출처: 라이엇게임즈 제공

2) 해외 동향

가. 전반적인 동향

 이스포츠 프랜차이징(Franchising)

프랜차이즈(Franchise)란 특정 지역에서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을 할 수 있는 독점 연고권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스포츠를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스포츠에서도 프랜차이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클럽은 프랜차이즈 규정에 의해서 리그 출전

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이런 프랜차이징 시스템은 가입시 가입비를 내고 들어가게 된다. 

2017년 시작된 오버워치리그의 지역 연고제는 이스포츠 프랜차이징의 모델이다. 오버

워치리그는 전세계 12대 도시의 연고권을 구매한 구단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트랜드는 

리그오브레전드리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2017년 서머시즌부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8). 북미의 경우, LCS 2018 시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최저 연봉을 

7만 5천 달러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다9).

8) 인벤. [롤드컵] '페이커' "갈리오 스킨 원해" 결승전 미디어데이 Q&A(2017. 11.4.)

9) 데일리 이스포츠, 라이엇 게임즈, 북미 LCS 개편…프랜차이즈 모델 도입 및 선수 협회 창설,(20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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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트랜드가 강화될 경우 우리

나라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스포츠는 협회가 주도하여 프랜

차이즈 시스템을 구현한다. 그러나 이스포츠는 협회가 아닌 개별 종목사가 프랜차이징을 

주도하는 것이 스포츠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스포츠를 

이끌어 온 한국이스포츠협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스포츠 구단의 이스포츠 참여 가속화

미국 로펌사인 폴리앤라드너(Foley&Lardner)가 실시한 2018 이스포츠 조사 보고서10)에 

의하면, 2019년도 이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체는 

기존 프로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구단들일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축구, 야구 종목의 스포츠 구단들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투자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트랜드는 실제로 많은 스포츠 영역에서 일어났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축구

2015년 터키 스포츠 클럽인 베식타스(Beşiktaş Jimnastik Kulübü)가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창단해 터키 리그인 TCL에 참가하면서부터 스포츠 시장 자본이 이스포츠로 흘러들어

가는 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의 축구팀 볼프스부르크(VfL Wolfsburg), 영국의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West Ham United F.C.)가 피파17 종목 프로게이머를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트랜드가 형성되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대부분 팀들이 피파 프로게이머를 영입하면서 2017년부터는 

리그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e리그앙’이라는 이름의 대회가 출범했고, 스페인 대회는 

‘버추얼 라리가 이스포츠’로 명명됐다. 이 대회에는 실제 리그앙과 라리가에 출전하는 팀들이 

의무적으로 피파 프로게이머를 보유해 참가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미국 축구리그인 MLS도 eMLS라는 피파18 이스포츠 대회를 출범시켰다. 

eMLS에는 MLS에 출전하는 팀들 대부분이 출전한다. e리그앙과 같은 방식이다. 최근에는 

호주의 A리그도 e-리그라는 피파 리그를 출범시켰고,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일본의 J리그도 

피파18 이스포츠에 참여를 결정했다. 

피파18 이스포츠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자 FIFA의 공식 이스포츠 대회인 피파 인터랙티브 

월드컵(FIWC)은 2018년부터 피파 e월드컵으로 대회가 바뀌었고, 위에서 언급된 리그들은 

10) 폴리앤라드너(Foley&Lardner, 2018). 이스포츠 옵저버(The eSports Observer)- 2018 이스포츠 조사 보고서
(2018 Esports Survey Report)(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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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피파 e월드컵의 글로벌 시리즈 예선으로 연계됐다. 세계 유명 축구팀들이 

이스포츠를 통해 대결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②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미국의 인기 종목인 미식축구는 매든 NFL(Madden NFL)을 통해 이스포츠에 진출했다. 

매든 NFL(Madden NFL)은 일렉트로닉 아츠(EA)에서 출시되고 있는 미식축구 비디오 게임 

시리즈다. 매든 NFL(Madden NFL)은 매든 얼티밋 리그 챔피언십이라는 이스포츠 대회를 

출범하고 미국 현지에서 ESPN, 디즈니 XD 채널을 통해 대회가 중계되었다. 아이스하키 

게임인 NHL 시리즈 역시 최근 이스포츠화를 선언했다11). 

③ 농구

농구 역시 NBA2K를 통해 이스포츠에 도전한다. NBA2K 개발사인 테이크 투 인터렉티브 

소프트웨어(Take-Two Interactive)는 최근 NBA와 손을 잡고 NBA2K 리그를 출범시켰다. 

NBA2K는 1999년 이후로 개발되고 출시된 농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NBA2K 리그에는 

17개 실제 NBA 팀들이 참여한다. 다만 밀워키 벅스는 벅스 게이밍,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워리어스 게이밍, 유타 재즈는 재즈 게이밍 등으로 각 팀마다 고유의 이스포츠 팀명을 

붙이는 등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④ F1

2017년 9월 세계적인 모터 스포츠인 포뮬러 원(F1) 역시 이스포츠에 진출했다. F1 이스포츠 

시리즈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직접 주최하는 대회로 실제 F1과 비슷하게 꾸며진 환경

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특징이다. 모터 스포츠 게임 중에서는 이미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가 

존재했지만 F1이 직접 이스포츠 대회를 주최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 2018년 8월 독일의 포뮬러 원(F1) 팀 메르세데스가 F1 이스포츠 

팀을 공식 창단했다. 메르세데스가 4인의 유럽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스포츠 팀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12). 메르세데스가 영입한 선수는 브렌던 리, 해리 잭스, 패트릭 

크루트이, 다니 베레즈나이로 대부분이 이전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헝가리 출신의 다니엘 베레즈나이는 지난 7월 영국 런던 지피니티 아레나에서 열린 프로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됐다. 이 드래프트에는 총 40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으며 그중 16명이 

프로 계약을 맺었다.

2018년 가을 시작되는 2018 F1 이스포츠 시리즈에는 총 9개 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 데일리게임, [기획] 정통 스포츠 시장 문 두드리기 시작한 이스포츠(2018.4.16.)

12) Daily e-Sports, 메르세데스, 유럽 선수 4인 영입하며 F1 이스포츠팀 공식 창단(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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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시리즈의 2018 시즌은 총 세 번의 대회에 걸쳐 치러지며, 대회 총 상금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2천만 원)로 책정됐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스포츠

2017년 미국 유타대학교는 <리그오브레전드> 장학금제도를 신설하여 이스포츠 선수를 

위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은 

2017년 가을부터 <오버워치>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13). 어바인 대학은 북미에서 이스포츠에 

큰 관심을 보이는 대학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캠퍼스 이스포츠 경기장인 'UCI 이스포츠 아레나'를 신축했다. 또한 어바인대 <오버워치> 

팀은 미국 대학 이스포츠 리그인 '2016 Tespa Collegiate Series'에서 우승을 거두는 

등 좋은 성적을 보였다. 
오하이오주 애크론 대학(University of Akron)은 세계 최대 이스포츠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같은 주에 위치한 애쉬랜드 대학(Ashland University)도 이스포츠 포트나이트

(Fortnite) 대학팀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선수를 유치하려 최신 게임 센터 

시설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C 버클리의 칼 이스포츠(Cal Esports Community 

Center) 소속 이스포츠 팀은 엔비디아(NVIDIA)와 커세어(Corsair)사와의 스폰서십을 체결

하기도 하였다14). 

중국 대학이 이스포츠 학과를 경쟁적으로 개설하며 프로게이머 등 관련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 매체 제몐(界面)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가 2016년 '전자경기

운동과 관리방법'을 '고등교육 직업학교 전공 목록'에 포함 시킨 이후 대학의 관련 학과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15). 

2017년 쓰촨대학 출판사가 '전자경기해설개론'을 출판해 이스포츠 교재 제작에 나섰고, 

중국촨메이(傳媒 미디어)대학이 디지털예술(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학과를, 상하이희극대학

(上海戲劇學院)이 '전자경기해설과 무대예술 인재 육성' 학과를 개설했다.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통하는 베이징대학도 2018년 봄학기 이스포츠 과목을 개설했는데 120명 정원에 

200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현재 중국에서 이스포츠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20여 개에 달한다.

13) 아시아경제, '게임유학' 떠날 날 온다…유타大, LOL장학금 신설(2017.4.8.)

14)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콘텐츠산업동향(2018.9.7.)

15) 뉴스핌, '게임에 미래 있다' 이스포츠 산업 초고속 성장, 중국 관련 학과 개설 열풍(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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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 올림픽 종목화

이스포츠가 성장하면서 올림픽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8월 

토니 에스탕게 파리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이스포츠 종목 도입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이스포츠가 지닌 자본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스포츠의 

올림픽 입성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16). 

하지만 관람 수요의 산업적 관점에서 이스포츠의 잠재력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18~25세 청년들은 1주일에 이스포츠를 1.95시간 시청하는 반면 스포츠는 1.67

시간으로 조사17)되었다. 

야구, 그리고 올림픽의 비인기 종목들과 더불어 올림픽 경기 전반의 시청율이 감소하면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현재 젊은 시청자들은 야구 및 비인기 종목이 지루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이저리그의 경우에도 시청자 및 관람객 분석을 통해 50대가 주류가 되면서 향후의 

성장 동력에 대해 고민이 많고 보다 빠르고 집중력 있는 스포츠 관람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 상황에서 관람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10~20대 시청자 혹은 관람객을 

스포츠 판으로 끌어들어야 하는데 기존 스포츠 룰로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한 것이 이스포츠이고, 이스포츠는 젊은 층들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지표인 시청율로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어렵지만 시청자 수 등을 통해 영향력이 입증되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에서의 관객층 확대를 위해 이스포츠를 정식종목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토니 에스탕게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 유치위원장은 AP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이스포츠가 스포츠와 무관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이스포츠에 IOC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 디스이스게임,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아시안게임 이후 '폭력적 게임 올림픽 입성 반대' 재확인(2018. 9.3.)

17) State of Online Video 2017(https://goo.gl/F3Bk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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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지역별 동향

 북미

ICT 시장조사업체 스트라베이스(Strabase)의 보고서18)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 게임 

이용자의 75%가 이스포츠팬임을 자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5만8900

달러(한화 6천5백만원)이었고, 평균 25세였으며 슈팅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당 평균 7시간 35분을 게임을 하는데 소비하였으며, 그 중 3시간은 

이스포츠를 즐겼다고 응답하였다. 

북미와 유럽에서 <포트나이트>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포트나이트>는 초창기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몰이에 이은 후발주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로 

대등한 경쟁관계다. 두 게임 모두 스트리밍 콘텐츠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보는 

게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스포츠 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틀그라운드>는 2018년 7월 PGI(PUBG Global Invitational)를 개최한 바 있으며, 

<포트나이트> 역시 ‘2019 포트나이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

2018년 7월 마지막 주 주말 ESPN의 생방송 채널들(ESPN, ESPN2, DisneyXD, ABC)의 

프라임 타임시간에 오버워치 리그 파이널을 중계하였다20). 뉴욕 바클레이 센터(Barclays 

Center)에서 열린 오버워치 리그 결승전은 ABC와 ESPN에서는 처음으로 이스포츠를 생중계

하였으며, 현장 티켓 판매가 매진되기도 하였다. 이날 결승전은 한국인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런던 스핏파이어(London Spitfire)팀이 다국적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퓨전

(PhiladelphiaFusion)을 3대 0으로 꺾고 초대 우승과 상금 USD $100만 달러를 획득

하였다.

 중국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이스포츠를 국가 정식 체육 종목으로 지정하여 국가체육총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하이시는 2017년 

12월 발표한 '문화 콘텐츠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의견'에는 전자경기게임산업이 포함

됐다21).

18) 스트라베이스(STRABASE)- 통계가 살펴 본 2018 미국 게임 이용자 행태분석(2018. 6.5)

19) 지디넷코리아, 에픽게임즈, 1천억 규모 ‘2019 포트나이트 월드컵’ 계획 공개, (2018.06.14.) 

20)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콘텐츠산업동향(2018.9.7.)

21) 뉴스핌, '게임에 미래 있다' 이스포츠 산업 초고속 성장, 중국 관련 학과 개설 열풍(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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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시장조사를 전문기관 뉴주(Newzoo)에서 이스포츠 부문 수석을 맡고 있는 패네킷

(Pannekeet)은 “서구권에 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모바일 기기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성능의 스마트폰과 

경쟁 기반 모바일 게임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이스포츠를 위한 기회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2). 

[그림 Ⅱ-3] 중국 이스포츠 시장 비교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콘텐츠산업동향(2017년 20호)

이런 흐름에 맞추어 2017년 텐센트는 <왕자영요> KPL 프로 연맹을 설립했다. 연맹은 

<왕자영요> 프로 리그를 개최할 뿐 아니라 수입 분배, 샐러리캡, 이적 규칙, 에이전트 규칙, 프로 

교육 등 기본 제도를 제정한다. 이는 중국 이스포츠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전국적인 

업계 자율 조직으로 북미의 NFL, NBA 등 프로연맹과 같은 조직이 생겼다는 의미다23).

2016년 가을 리그 2017년 봄 리그

5.6억 뷰어
4배

26.8억 뷰어
경기 콘텐츠 관람 뷰어 수

1,300만 명
3배

3,800만 명
하루 최고 관람객

1,000명
13배

13,000명
결승전 현장 관람 인원

[그림 Ⅱ-4] 2016-2017 KPL 현황 비교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콘텐츠산업동향(2017년 20호)

22) 뉴주(Newzoo), 2018 Global Esports Market Report(2018. 2. 21)

23) 인민화보, 중국 이스포츠, 황금시대의 개막(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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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이스포츠 시장 규모가 2017년 7억 6천만 달러(한화 

약 8,52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5억 달러(한화 약 1조 6,818억 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에 추산된 중국의 이스포츠 시장 매출은 1억 400만 달러(한화 

약 1,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세계 이스포츠 시장 매출 

순위에서 2위라고 밝혔다. 텐센트의 보고서에 2020년까지 중국의 이스포츠 팬이 전세계 

이스포츠 팬(5억 9천만 명)의 59%인 3억 5천만 명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다24).

 유럽

유럽 이스포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다. ESL의 배경인 터틀 엔터테인먼트가 쾰른에 있고 

라이엇게임즈의 유럽 지부는 베를린에 위치한다. SK게이밍, 마우스스포츠와 같은 유럽의 

인기 프로게임단도 독일에 자리하고 있다. 2017년 독일에서 이스포츠와 관련된 전향적인 

정책이 발표되었다25). 사회민주당은 2017년 4월24일 이스포츠의 잠재력과 전망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고 이는 독일 주요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포츠 관련 주제를 다룬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방 선거에 앞서 이스포츠를 핵심 공약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독일 스포츠계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스포츠를 스포츠 종목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민주당이 이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독일은 유럽 게임 산업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닷이스포츠(Dot 

esports)는 "이스포츠가 연방 선거에 핵심 쟁점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사회민주당이 관련 

이슈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스포츠 방송인 스포르트원(Sport1)이 현지에서 이스포츠 전용 TV 채널을 

새롭게 개설을 추진한다고 스포르트원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26). 스포

르트원은 지난 2016년부터 ESL One 프랑크푸르트 대회를 시작으로 이스포츠 중계에 뛰어

들었다. 이후 ESL One 시리즈와 유럽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시리즈 등을 방송해왔다. 

스포르트원이 스포츠 채널에서 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이스포츠 전용 채널을 따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이스포츠 콘텐츠가 다양해졌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시사된다.

덴마크 코펜하겐시 지방정부는 코펜하겐 북서부 그뢴달(Grøndal) 지역에 있는 그뢴달

멀티센터(GMC)에 175만 크로네(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스포츠 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2017년 1월6일 발표했다27). 또한 덴마크 축구팀 FC코펜하겐은 110년 역사를 

24) 출처: 게임플, 텐센트, 2020년 중국 이스포츠 시장 규모 15억 달러 전망(2018.6.28)

25) 데일리이스포츠, 독일 사회민주당, 연방 선거에 이스포츠 진흥 공약 내건다(2017.5.25.)

26) 데일리이스포츠, 독일 Sport1, 이스포츠 전용 채널 만든다(2018. 8. 22)

27) NAKED DENMARK, 코펜하겐시 이스포츠 센터 만든다(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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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영화제작사 노디스크필름(Nordisk Film)과 손잡고 2017년 1월3일 이스포츠 팀 노스

(North)를 창단하기도 하였다.

최근 다수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들 중 이스포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은 폴란드를 

꼽는다. ‘프로젝트 이스포츠(Projekt Esport)’라는 이름으로 금융계를 포함한 여러 산업군

에서 150여 개 회사가 이스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9월 30일, ESL(Electronic Sports League)은 15만 유로(한화 약 1억9천만 원)의 상금을 

두고 펼쳐진 유러피안 마스터즈 2018 서머 스플릿(European Masters 2018 Summer 

Split)의 결승전이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5월에는 19일, 20일 양일에 걸쳐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Counter Strike: Global Offensive, CS: GO)> 자선 대회가 

열렸다. 이는 폴란드 국제 경기장(Polish National Stadium)에서 열린 첫 번째 이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터키에서 LoL 챔피언스 리그가 생긴다. Turkish Champions League(TCL)은 북미 

리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8개의 팀 포맷을 활용할 예정이며 2018년 

TCL리그에서 한국 선수 13명이 활약하였다. 

 일본

2018년 2월, 트위치와 마이니치 신문의 후원 아래 일본 이스포츠 리그(Japan e-Sports 

League)가 출범했다. 일본 프로 축구팀인 도쿄 베르디도 이 리그에 팀을 참여시켰다. 현재 

일본 이스포츠 리그에는 다섯 개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다섯 팀이 속해 있으며, <피파 18 

(FIFA 18)>(PS4), <블레이 블루 센트럴픽션(BlazBlue Centralfiction)>(PS4), <오버워치

(Overwatch)>(PC) 세 개 종목으로 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 이스포츠 시장 발전에 장애로 지적되어 온 대회 상금 규모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된다. 일본에서는 게임 회사 자신이 자사 판매하는 게임 

대회에 상금을 제공할 경우 ‘경표법(景表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래서 10만엔(한화 

약 100만원)을 상한으로 제품 가격의 20배 이상의 상금의 제공이 금지되어왔다.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 이스포츠 연합(Japan esports Union: JeSU)’이 2018년 2월에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일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CESA)’가 주도하고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JOGA)’의 후원을 배경으로 ‘일본 이스포츠 협회(JeSPA)’, ‘이스포츠 촉진기구’, 

‘일본 이스포츠 연맹(JeSF)’의 3가지 단체를 하나로 합쳐진 조직이다. 일본 이스포츠 연맹

(JeSU)은 자신들이 인증한 ‘전문 인증 제도’를 통해 고액의 상금 제공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 이스포츠 대회 상금 이슈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기에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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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중국/일본/한국 제외)

델(Dell)이 중동 지역 이스포츠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6일 델은 새로운 게이밍 온라인 포털 ‘Ready to Game ME’를 공개하며, 

중동 전지역의 이스포츠 플레이어와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밍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다29). 

이 공간을 이용해 중동 지역의 게이머들은 최신 게임 및 관련 행사, 그리고 게이밍 기어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전세계 게이머와 교류할 수 있다. 중동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젊은 연령대 게이머에게 고성능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스포츠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에서 <도타 2> 중동 게이밍 챔피언십(Middle East Gaming Championship)이 

2018년 6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총 상금은 1만 달러(약 1,000만 원)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대회 진행을 위한 장소를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의 이스포츠 동향으로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에서는 동남아 지역으로 묶여서 관리되었던 리그오브레전드 리그가 독립리그로 

승격되었다30).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이 급격히 떠오르는 이스포츠 신흥시장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스포츠 전적 업체 OP GG에 따르면, 리그오브레전드 브론즈 이상의 

이용자 수에서 269만명 규모로 166만명의 북미를 능가하는 수치다31).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추어 국내 이스포츠계도 베트남에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국영방

송사인 VTC에서 이스포츠 전문방송 채널 개설을 준비 중이며, 여기에 아프리카TV가 참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2). 또한 한화생명은 2018년 11월 베트남에서 ‘이스포츠 글로벌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33). 

 기타지역

한국이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가 2018년 3월 7일 

멕시코이스포츠협회(Federación Nacional De Deportes Electronicós Mexico A.C, 

FNDEM)와 공식 교류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34). 멕시코이스포츠의 리더는 

28)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takashikiso/20180212-00081525/

29) techradar, Dell's new portal "Ready to Game ME" targets Middle Eastern gamers(2018. 6.6)

30) 데일리이스포츠, '독립 지역 승격' 베트남, 실력으로 입증했다(2018.05.09)

31) OP GG(https://pgr21.com/pb/data/humor/e4893d8d1a7eab20b504bcb82fa5772f.jpeg)

32) 비즈니스포스트, 서수길, 아프리카TV 성장동력으로 e스포츠사업 판 더 키워(2018. 11.4)

33) 비즈니스포스트, 한화생명, 베트남에서 e스포츠 앞세워 앞세워 인지도 높여(2018.11.15)

34) 출처: 인벤, 한국이스포츠협회, 멕시코이스포츠협회와 MOU 체결(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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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 협회장(現 멕시코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 1997~현재)이다. 그는 “멕시코 이스포츠 

협회는 멕시코 정부와 스포츠계의 정식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특히 멕시코 올림픽 

위원장이자 범아메리카스포츠기구 (PASO, Pan American Sports Organization) 부회장인 

Carlos Padilla Becerra가 지난해 프랑스올림픽 준비 IOC 회의에 참석해 이스포츠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스포츠로 올림픽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후 적극적으로 멕시코 이스포츠협회 설립에 나섰고, 이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의 노하우를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이번 MOU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3. 이스포츠 시장 동향

1)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 전망

이스포츠 시장 규모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는 회사는 다양하며,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 크기의 편차도 크게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뉴주(Newzoo)35)는 2018년 

전세계 이스포츠의 매출이 9억 600만 달러(한화 약 9,821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6억 5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8.3% 성장한 것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저작권(Media Rights), 광고(Advertising), 기업 후원(Sponsorship), 상품판매 및 입장권

(Merchandise & Tickts), 퍼블리셔 수수료(Game Publisher Fees) 등 5개 부문의 매출액을 

합하여 시장 규모를 산정한다. 2018년 이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업후원으로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다음으로 광고, 저작권, 퍼블리셔 수수료, 

상품판매 및 입장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주(Newzoo)는 이런 상승이 지속되어 2021년

에는 16억5천만 달러(한화 약 1조 7,886억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5) 뉴주(Newzoo, 2018). 2018 글로벌 이스포츠 마켓 리포트(GLOBAL e-Sports MARKE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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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2018년 이스포츠 연관 사업 매출액과 비율

* 출처: NEWZOO, 2018 GLOBAL e-Sports MARKET REPORT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스포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중국과 북미이다. 2018년 이스포츠 매출의 56%인 5,000억 원이 중국과 미국에서 창출될 

것이며 북미가 중국보다 많은 수입을 가져갈 것이라고 뉴주(Newzoo)는 예측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이스포츠 매출액은 6%인 6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Ⅱ-6] 2018 이스포츠 시장 지역별 분석

* 출처 : NEWZOO, 2018 GLOBAL e-Sports MARKET REPORT



27

Ⅱ

이
스
포
츠

산
업

현
황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2) 글로벌 이스포츠 시청자 성장률

뉴주(Newzoo)는 이스포츠를 열광적으로 즐기는 애호가(esports enthusiast)들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년 전세계적으로 1억 6,500만 명이 이스포츠를 

즐길 것이라 밝혔다. 이는 2017년보다 15.2%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1년까지 

2억5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된다. 뉴주(Newzoo)는 월1회 이상 시청하는 사람을 

애호가로 분류하고, 그 이하의 시청자를 일반시청자로 분류하였다. 특히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에 이스포츠가 입성할 경우 시청자 규모는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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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종목 및 대회현황

 종목

‘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이하 이스포츠법)’에 의거한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이스포츠협회(이하 KeSPA)의 규정에 따르면, 이스포츠 종목은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게임물을 의미한다. 이스포츠 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구분된다. 정식정목은 종목선정 심의를 통하여 이스포츠 적격성에 문제가 없고, 저변 및 

환경이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종목이다. 정식종목은 다시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세분한다.

[표 Ⅲ-1] 2018년 이스포츠 종목 현황

구분 종목 수(개) 종목 명

정식종목

전문종목 3 <리그오브레전드>, <피파온라인3>, <클래시로얄>

일반종목 8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2>,

<카트라이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스스톤>,
<PES 2018(위닝일레븐 2018)>, <펜타스톰>

시범종목 2 <스페셜포스>, <한빛오디션>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이스포츠 정식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LoL)>, <피파온라인3>, 

<클래시로얄> 등의 3개 종목이 ‘전문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2>, <카트라이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스스톤>, <PES 2018(위닝

일레븐 2018)>, <펜타스톰> 등 8종목이 일반종목으로 총 11개의 종목이 정식 이스포츠 종목으로 

공인되어 있다. 시범종목은 <스페셜포스>와 <한빛오디션> 등 2 종목이다.

2017년도와 이스포츠 종목을 비교해보면, 전문종목에서 <클래시로얄>이 추가되었으며, 

일반종목에는 <하스스톤>과 <PES 2018(위닝일레븐 2018)> 등이, 시범종목에는 <한빛 

오디션>이 추가되었다. 2018년 이스포츠 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을 합쳐서 총 13종이 

공인되어 있다.

Ⅲ. 이스포츠산업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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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이스포츠 대회 현황은 2017년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금 5백만원 이상 규모의 대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도 실태조사와 다르게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회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에 제외하였다. 대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하였기에 2017년에 시작하여 

2018년에 종료된 대회는 제외하였다. 

2017년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스포츠 대회는 86개였으며 상금 총액은 약 68억 9천만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종목별 대회는 19개 종목에서, 총 83개 총 상금규모는 

67억 3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종합 이스포츠 대회는 대통령배 KeG와 장애학생 e페스티

벌, 2017 KeSPA컵 등 3개로 총상금 1억 6천4백만 원 규모였다. 

2016년 대회와 비교할 때 주요 종목의 상금과 대회수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소액상금을 

산출에서 제외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대회 수는 적었지만 상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오버워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종목은 상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PUBG)>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비교자료가 없지만, 2018년 상반기에만 6억원 이상의 상금규모와 세계대회를 개최한 점 

등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었다. 

[표 Ⅲ-2] 2017 종목별 이스포츠 대회와 상금(2017년도 대회 상금 순)

종목이름
대회(단위: 개) 상금(단위:억원)

2016 2017(증감) 2016 2017(증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Heroes of the Storm)* 5 4(-20%) 6.6 10.1(+53%)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 20 10(-50%) 10.4 9.5(-8.7%)

스타크래프트2(Starcraft II)* 70 17(-76%) 10.4 9.3(-10.6%)

오버워치(Overwatch) 13 12(-7.7%) 2.8 9.0(221.4%)

펜타스톰(PentaStorm) - 3 - 6.6 

블레이드 앤 소울(Blade & Soul) - 4 - 4.9 

배틀그라운드(PlayerUnknown's BattleGrounds) - 2 - 3.0 

피파 온라인3(Fifa Online 3)* - 4 - 3.0 

서든어택(Sudden Attack)* - 1 - 2.7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Counter Strike Online) 4 4(0%) 0.8 1.5(+87.5%)

기타(클래시 로얄 등 9종목) - 22 - 7.7 

총계 221 83(-62.4%) 46.0 67.3(+46.3%)

* 공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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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규모가 가장 큰 종목별 대회는 <펜타스톰>의 AIC Asia 2017로 6억 원의 상금규모였으

며, 뒤를 이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약 4억 9700만원의 상금규모의 대회를 2회 개최하였

다.

종목별 대회수는 221개에서 83개로 증감을 보였다. 특히 <오버워치> 대회의 상금이 

221.4% 늘었다. 개인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트리머가 주관하는 대회가 늘어나

고 있으나 총 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2017 이스포츠 종합 대회와 상금

대회이름 종목 수 상금규모(억 원) 비고

KeG 5 0.32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9 0 상장수여

2017 KeSPA 컵 3 1.32

총계 17 1.64

종합 대회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이하 KeG)’와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KeSPA컵’ 등이 개최되었다. 2017년도 KeG는 9회를 맞이하여 예선과 결선을 포함하여 

총 3240만원의 상금 규모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2017년도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예선은 5월에서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본선은 

2017년 9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었다.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명이 참가하였다. 우승 상금은 없는 대신 우승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되었다.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넥슨이 주최하고 OGN이 주관한 2017 KeSPA컵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상암 e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클래시

로얄>, <카트라이더> 등 3 종목이었으며 총 상금은 1억 3,200만원 규모였다. 

2017년 이스포츠 대회 상금 변화를 5개년간 살펴본 [그림 Ⅲ-1]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23.1% 줄어든 것 이외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특히 2016년 46억원에 비해 2017년

에는 상금규모가 68.9억원(종목별 대회: 67.3억원 + 종합대회: 1.6억원)으로 49.8%로 

큰 상승을 보였다. 참고로 2014년 대회는 상금 뿐 아니라 스트리밍방송 수입 등 다른 

영역까지 합쳐진 액수이기에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상금규모만 분리가 어렵기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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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대회 상금규모 변동(2013-2017년도)

3.2. 종목사 현황

[표 Ⅲ-4] 2017 이스포츠 종목사 현황

2017년 
총투자규모

(억 원)

투자개요(%)
2016년대비
투자규모증감

전담부서 인원수
(평균)방송/대회

투자비율
선수/게임단

투자비율
기타

투자비율

343 67% 24% 9% +6% 8.3명

2017년도 이스포츠 종목사 현황은 주요 종목사(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넥슨, 엔씨소프트, PUBG, 네오위즈 등) 6사의 응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이스포츠 종목사의 국내 총투자규모는 약 343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6년도 

대비 평균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사의 주요 이스포츠 투자 영역은 방송 및 

대회에 67%를, 선수 및 게임단에 24%를, 기타(인프라 등) 10%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스포츠 종목사들은 대체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종목사당 이스포츠 전담부서 

인력 규모는 평균 8.3명이었다. 

종목사의 투자액은 게임단과 방송사 매출, 선수상금 등 산업규모 추정의 영역들과 겹치기에 

산업규모 추정요소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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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게임단 및 선수 현황

1) LCK 프로 게임단36) 조사

[표 Ⅲ-5] 2018 LCK 프로 게임단 현황

선수/코칭스탭 평균 인원(명)
프런트(명)

예산(단위:억) LCK 1군선수 
평균연봉
(단위:억)

후원사(평균)
LCK 팀 그 외 종목 LCK 통합

7.8명/2.8명 4.9명/1.5명 3.1명 219.0 321.0 1.76 3.2개

2018년도 프로 게임단37) 현황은 다음의 11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도 서머시즌 

LCK 10개 팀인 SK telecom T1, KING-ZONE DragonX, Kt Rolster, Hanwha Life 

Esports, Gen.G, Afreeca Freecs, Jin Air Greenwings, Griffin, MVP, bbq OLIVERS과 

2018년도에 스프링시즌 LCK 경기를 수행했던 KONGDOO MONSTER를 포함하였다. 

LCK 11개 프로게임단은 평균 7.8명의 선수와 2.8명의 코칭스텝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이외에 <하스스톤>, <PUBG>, <오버워치>, <왕자

영요(펜타스톰(국내), 아레나 오브 발러(Arena of Valor)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 되고 있음: 

이하 왕자영요)> ,<클래시 로얄>., <도타 2> 등 종목의 팀이 있으며, 선수는 평균 4.9명, 

코칭스텝은 1.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프로 게임단 운영을 담당하는 직무 담당자인 프런트는 

팀당 3.1명이 있었다. 

LCK의 예산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 되었으며, 미응답 자료는 관련 전문가의 추정과 

유사 프로게임단의 응답치를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LCK 프로게임단 예산은 21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LCK팀이 운영하는 다른 종목의 팀 예산과 합산하면 321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도 게임단 예산 206억원과 비교하면 55.8% 성장을 나타냈다. LCK 1년 

평균 팀 예산이 약 20억으로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1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이 있는 반면, 50억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도 있는 등 게임단도 양극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LCK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의 약자로 라이엇게임즈가 
주최하고 OGN과 SPOTV GAMES가 주관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상위 대회다.

37) 2017년도 ‘프로 구단(球團)’으로 표기되었던 항목이었다. 구단은 공을 다루는 스포츠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스포츠의 특성과 맞지 않기에 이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 게임단’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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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게임단 예산 206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 젠지(Gen.G)와 

킹존(KING-ZONE) 등 해외 자본이 투자된 게임단의 전폭적인 투자와 PUBG 등 신규 

게임단으로 투자 등이 이루어진 이유로 전년도 206억원 대비 55.8%성장을 보였다. 

[그림 Ⅲ-2] 조사대상 LCK 게임단 전체 예산 분포(단위: 개)

LCK 1군 선수의 평균 연봉은 1억 755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프로게임단 예산 

중 연봉 비율에 대한 응답을 선수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연봉의 세부구간은 아래 

그림과 같다. 5억원 이상 4.7%, 2~5억원 구간이 16.3%, 1~2억원 구간이 16.3%, 5천만원~ 

1억원 구간이 25.6%, 2천만원~ 5천만원 구간이 37.2%로 나타났다. 전년도 9770만원과 

비교할 때 평균 연봉은 8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반면 전년도 1억원 미만의 비율이 75%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62.8%로 

줄었다. 주요한 연봉 변화의 요인으로는 올해 해외투자를 받은 프로 게임단들을 중심으로 

선수 연봉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년도 연봉 평균에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작은 <리그오브레전드> 2부리그 4 팀이 포함된 것에 비해 올해는 1부 리그인 LCK팀 소속 

선수들만의 연봉을 조사했기에 증가비율이 높아보이는 효과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단과 선수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연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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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LCK 1군 선수 프로게이머 연봉 비율 분포(단위: %)

후원현황은 네이밍 후원은 ‘진에어’와 ‘BBQ’ 등 2곳으로부터 받고 있었으며, 일반 후원은 

게임단 당 평균 3.2 곳에서 받고 있었다. 

스트리밍은 트위치TV(Twitch.tv), 아프리카TV, 네이버TV, 도유TV(Douyu TV)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활동을 위해 주요 게임단들은 선수들이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방송실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

2) 직업 이스포츠선수(프로 선수)현황

본 보고서에서 ‘직업 이스포츠 선수’는 법률적인 계약에 의해 팀에 소속되어 전업으로 

이스포츠 대회에서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선수를 의미한다. 2018년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는 LCK 선수 82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 평균 연령은 20.8세, 

경력은 2.8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이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되는 정도와 신생 종목들을 고려할 때 직업 이스포츠 

선수는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로는 LCK 2부리그 성격인 

‘리그오브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리그’ 8팀(58명), ‘오버워치 컨텐더스 리그’ 12팀(92명), 

신생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PUBG PKL #2’ 32팀(148명)이 있다. 그리고 LCK 팀이 

운영하는 그 외 기타 종목(<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왕자영요> 등)의 선수의 수가 

41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직업 이스포츠 선수의 수는 421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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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2018 종목별 직업 이스포츠 선수 현황 분포(단위: 명)

3.4. 경기장 현황

1) 2017년 경기장 운영 개요

[표 Ⅲ-6] 2017 이스포츠 경기장 현황

좌석수
(누적)

개최종목수
(평균)

개최일수
(평균)

누적입장객수
(누적)

해외관람객비율
(평균)

1686석 8개 215일  187,227명 5%

2017년 관람석을 갖춘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은 넥슨 아레나(436석), 서울 OGN e스타디움

(1050석), 아프리카 프릭업 스튜디오(200석) 3곳 등 총 1686석의 관람석이 있다. 개최 

종목은 연 평균 8개의 종목이 개최되고 있었다. 연중 평균 215일 대회가 개최되고 있었으며 

누적 입장객수는 총 187,227명이었다. 해외 관람객 비율은 평균 5%로, 이스포츠 경기장을 

9361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리그오브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2> 등 주요 종목에서 외국어 

해설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스포츠 경기장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방송사가 스튜디오 겸용으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 새롭게 개관한 이스포츠경기장은 ‘롤 파크(LOL Park)’ 

450석, 액토즈 소프트의 ‘액토즈 아레나’ 100석 등이 있다. 또한 경기도 판교 소재 인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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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방송국(100석)이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방 3개소 

이스포츠 경기장 및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로 개관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2) 입장료

[표 Ⅲ-7] 2017 이스포츠 종목 입장료 현황

종목 입장료 비고

리그오브레전드 2000원/4000원 평일/주말 차등

피파 온라인3 3000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5000원

카트라이더 2000원

2017년도 이스포츠 종목 중 입장료가 있는 종목 수는 4개 종목이며, 입장료는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3.5. 방송/스트리밍

1) 2017 이스포츠 방송 현황

[표 Ⅲ-8] 2017 이스포츠 방송 산업 현황

방송사
유형

2017 
이스포츠 

매출액(억원)

전년대비 
증감(평균 %)

종사자수(명)

캐스터 해설
연출

(옵저버)
심판 기타

케이블 기반 452.8 -5% 20 40 20 17 116

인터넷/스트리밍 
기반

205.3 +28% 17 30 37 31 126

총계 658.1 37 70 57 48 242

2017년도 이스포츠 리그 및 대회 제작 송출 방송사 조사결과, 케이블 기반 OGN, SPOTV 

Games 2곳의 방송사는 452.8억 원이었으며, 케이블과 공중파가 아닌 인터넷/스트리밍을 

기반으로 이스포츠 방송제작 및 송출을 하는 아프리카TV, 인벤TV, 나이스게임TV 3곳의 

방송사는 195.3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인터넷 기반 소규모 방송 제작사의 매출은 

10억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산한 인터넷 기반 방송사의 2017년도 총 매출은 205.3억 

원으로 추정된다.



40

Ⅲ. 이스포츠산업 실태 조사

2016년 대비하여 케이블 기반 방송사는 매출액이 5% 감소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이스포츠 주요 리그를 종목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기반 방송사는 매출액 2016년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블 기반 방송사의 매출 감소와 인터넷 기반 방송사 

매출 증가요인은 이스포츠 콘텐츠 유통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1인 미디어의 

발전과 주요 콘텐츠로서 이스포츠는 비용대비 효과에서 케이블 방송사의 매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케이블 방송사와 리그를 진행하던 종목사들이 인터넷 기반 

방송사로 파트너를 바꾸는 현상이 매출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방송사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는 캐스터 37명, 해설 70명, 연출 57명, 심판 48명, 현장 

운영과 기술 전문을 포함한 기타 242명으로 총 45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계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스트리밍 

기반 방송국 관련자 인터뷰에서 연출(옵저버)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종목을 잘 이해하고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스포츠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연출(옵저버) 양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를 비롯한 이스포츠 미디어들이 폭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프로게이머 스트리밍 현황

[표 Ⅲ-9] 2018 프로게이머 스트리밍 현황

플랫폼 스트리밍 선수(명) 비율
팔로워+애청자

(단위: 명)
비율

트위치TV
(Twitch.tv)

27 54% 2,494,466 75.54%

아프리카TV 23 46% 807,795 24.46%

합 계 50 100% 3,302,261 100%

2018년 8월 기준 LCK 10팀 중에 스트리밍을 하는 선수의 트위치TV(Twitch.tv) 팔로워 

수와 아프리카TV 애청자 수를 데스크 리서치하였다. 실시간 시청자의 경우 평일이나 주말, 

시간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누적 데이터인 팔로워와 애청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스트리밍을 하는 선수 수는 총 50명으로 약 총 330만명의 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트위치

TV(Twitch.tv) 75.54%와 아프리카TV 24.46%로 조사되었다. 50명의 선수 중 페이커

(Faker), 피넛(Peanut), 프레이(PraY) 등 상위 3명의 선수가 전체의 59.62%의 팬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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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원기관

[표 Ⅲ-10] 2018 지원기관 현황

기관명
예산 전담인력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1,492 1,358 5 5 

한 국 이 스 포 츠 협 회 4,500 2,400 17 11 

한국이스포츠협회 강원지회 8 5 11 12 

국 제 이 스 포 츠 연 맹 766 650 7 5 

부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650 585 2 2 

대 구 디 지 털 산 업 진 흥 원 10 10 1 1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40 200 1 2 

광 주 정 보 문 화 산 업 진 흥 원 18 18 1 1

대 전 정 보 문 화 산 업 진 흥 원 22 22 1 1 

울 산 정 보 산 업 진 흥 원 30 30 1 1 

경 기 콘 텐 츠 진 흥 원 200 150 1 1 

충 청 북 도 지 식 산 업 진 흥 원 30 30 10 1 

충 남 문 화 산 업 진 흥 원 8 8 2 2 

경상 북도 문화 콘텐 츠 진흥 원 70 50 1 1 

경 남 문 화 예 술 진 흥 원 10 10 2 1 

서 귀 포 시 청 63 63 1 1 

전 남 정 보 문 화 산 업 진 흥 원 40 30 1 3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10 10 1 1 

합계/평균 7,967 5,629 3.7 2.9 

국내 이스포츠를 지원하는 총 18개의 총 예산은 2017년 79억 6700만원에서 2018년 

56억 2900만원으로 29.6% 감소하였다. 한국이스포츠협회의 예산은 2017년도 45억 원에서 

2018년도 24억 원으로 53.3% 감소하였다. 

각 기관별로 이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2017년 평균 3.7명에서 2018년 

평균 2.9명으로 0.8명 줄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경우 전년도 특수한 사정으로 

파견인원이 있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였다. 한국이스포츠협회 

강원지회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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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외진출현황

2017년도 이스포츠 해외 진출 현황은 종목사 설문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 종목

[표 Ⅲ-11] 2017 해외진출 국산 이스포츠종목 현황

종목 리그명 총상금(억원) 비고(개최국)

크로스파이어

CROSSFIRE IEM Expo Invitational 2017 0.2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

2017 Global Invitational In China 2.3 중국 태창(太仓)

CFS 2017 12.6 중국 시안(西安)

서머너즈 워 SWC 2017 1.2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계 16.3

2017년도 해외 진출한 종목은 <크로스파이어>, <서머너즈워> 등 2개로 총 상금 16.3억 원 

이었다.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 개발했으나 해외 배급사가 대회를 운영하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크로스파이어>는 CFS 2017을 비롯하여 3개 대회 15.1억 원, <서머너즈워> SWC 2017는 

지역대회를 포함하여 11개 대회 1.2억 원의 상금 규모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다.

2) 2018 해외진출 이스포츠 선수 현황

[표 Ⅲ-12] 2018 해외 진출 이스포츠 선수 현황(2018년 7월 현재)

자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2018년 6월 현재 해외 진출한 선수는 <리그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에 각각 91명, 61명으로 총 152명이 북미, 중국, 유럽 등지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목
선수 수

합계
중국 북미 유럽 기타

리그오브레전드 31 15 6 39 91

오버워치 4 46 11 0 61

총계 35 61 17 3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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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LCK 1군 선수 82명을 넘는 91명의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발한 해외진출은 국내 활동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7년 중국

에서 개최된 ‘2017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일명 롤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중 한국인 

선수는 한국 3팀 18명과 해외 소속 한국 선수 16명 등 총 34명의 한국선수가 활약하였다. 

이런 국내외에서 한국선수들의 활약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국내외 팀들 간에 

연봉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관계자 인터뷰 결과 파악되고 있다. 

<오버워치> 종목 해외 진출 선수들은 대부분 오버워치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1월 오버워치리그 12개팀이 발표한 로스터38) 113명 중에 한국인이 

45명(39.8%)이었다. 특히 오버워치 초대 리그 1위 런던 스핏파이어팀은 감독, 코치진, 

선수 모두 한국인들이었다.

[그림 Ⅲ-5] 오버워치 리그 초대 우승팀 런던 스핏파이어의 한국 선수들

38) 스포츠에서 로스터(roster)란 팀의 멤버들, 멤버들의 리스트, 라인업(lineup)과 비교를 뜻한다. (출처: 체육학 
사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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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트캠프(전지훈련) 현황

[표 Ⅲ-13] 2017년 부트캠프 현황

종목
선수(단위: 명)

중국 북미 유럽 기타 합계

리그오브레전드 0 54 54 55 163

오버워치 0 10 0 0 10

PUBG 10 0 0 0 10

총계 10 64 54 55 183

자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에 2017년 부트캠프, 즉 경기력을 

높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지훈련을 온 해외 게임단은 23개 팀의 183명 선수가 방한 

하였으며, 평균 체류 기간은 약 20.1일이였으며, 팀당 평균 선수 5.3명, 코치 1.6명, 스탭 

1명으로 약 8명 규모로 확인되었다. 

1인당 체류비용은 평균 237만원(2100$)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면, <리그

오브레전드>는 163명, <오버워치>는 10명, <PUBG>는 10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리그오브

레전드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방문했으며, 오버워치는 북미지역에서, PUBG는 중국지역

에서 방문하였다. 



45

Ⅲ

이
스
포
츠
산
업

실
태

조
사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3.9. 기타

1) 이스포츠 공인용품 및 이스포츠 PC클럽

[그림 Ⅲ-6] KeSPA 공인용품 마크

자료조사 결과, 2018 8월 현재 이스포츠 협회와 공식 협약을 맺은 공인용품사는 삼성전자와 

제닉스 등 2개 업체, 6가지 장비가 이스포츠 공인용품으로 인증되었다. 삼성전자는 ‘노트북 

오디세이 Z’와 ‘삼성 데스크탑 Odyssey’ 등 2가지 장비가 공인용품으로 인증되었고, 제닉스는 

‘의자’,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4 종의 게이밍 장비에 대한 공인인증 협약을 맺었다. 

제닉스의 게이밍 장비의 경우 이스포츠 동호인과 아마추어가 구입을 할 경우 15%의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2018 8월 현재 76개소의 KeSPA 공인 이스포츠클럽이 전국에 분포되어있다. 공인 이스포츠 

클럽은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PC방 업소를 생활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스포츠의 지역 균형 발전, 생활 이스포츠의 거점으로 삼고자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이스포

츠클럽은 2017년 기준 연 4회의 정규클럽대회와 연 2회 클럽간 대항전이 개최되었으며 

대통령배 전국 이스포츠 아마추어대회(KeG) 지역 예선이 진행됐다. 클럽 동호인에게는 

공인용품/제휴사 할인과 프로 이스포츠 팀이 참여하는 동호인 트레이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아마추어 이스포츠의 근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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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공인 이스포츠클럽 사례: 서울 강북구 소재 오즈라운지

2) 이스포츠 데이터 및 교육 사업

과거에 없었던 이스포츠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포츠 데이터 

산업’과 ‘이스포츠 교육’ 분야다. 

이스포츠 이용자의 게임통계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 ‘오피지지’의 글로벌 사용

자가 월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스포츠를 넘어 정보기술(IT)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39). 

2012년에 설립된 이 서비스는 2015년 하루 평균이용자 105만명, 월평균 이용자 1,601만명

에서 2018년 6월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 215만명, 월평균 이용자 3,180만명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특히 해외 이용자 비중이 70%가 넘는다. 앞으로 이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오피지지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에 이스포츠 교육시설 설립 및 확산이 두드려졌다. ‘게임코치아카데미’의 경우 

2017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스포츠 교육’ 목적으로 정식 학원인가를 받았다40). ‘락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프로게이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스포츠 선수과정과 단기과정, 체험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천대학교와 청강문화산업대 등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41). 스포츠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것처럼 이스포츠를 배우고, 선수가 되기 

위한 교육시설은 이스포츠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9) 한국경제, 20대 프로그래머 두 명, 게임통계로 글로벌 '대박'(2018. 7.1)

40) 전자신문, 게임코치 아카데미, 국내 최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스포츠 학원 정식 인가(2017. 7.31)

41) 매일경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락스아카데미’ 출범(201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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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국내 이스포츠산업 규모

1) 산업규모 추정 방법

‘이스포츠법’에서 ‘이스포츠 산업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포함되는 영역은 

이스포츠 미디어 부문, 이스포츠 게임단 부문, 이스포츠 대회 부문 등이며, 이들 영역의 

매출액이 산업규모 추정의 핵심 대상이다. 이스포츠의 산업규모 추정은 이스포츠의 전체 

매출규모를 파악하고 매출액의 항목별 구성과 그 비중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각 항목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주요 이스포츠 산업영역의 업체를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조 공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였다. 사전 연락 후 진행한 업체면담은 

해당 업체 임원 및 담당자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이스포츠 실태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설문을 구두로 하거나 설문지를 전달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결과 방송사와 스트리밍 업체는 100% 응답을 얻었으며, 이스포츠 게임단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응답을 얻었고, 이스포츠 대회부문은 1개 종목을 제외하고 응답을 얻었다. 얻지 못한 

응답은 복수의 동종 이스포츠 분야 전문가에 의해 추정된 값의 평균을 투입하였다.

모든 자료가 산업규모 추정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종목사의 투자액의 경우 방송사 매출과 

프로 게임단 예산 등에 중복계상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 추정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지역진흥원 등의 지원기관 예산은 대부분 

아마추어 이스포츠 즉, 생활 이스포츠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하였다. 

2) 이스포츠 산업규모

 2017 이스포츠 산업규모

2017년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973억 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내역은 방송부문 매출 

452.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로게임단 예산 206억원

(21.2%), 인터넷/스트리밍 매출 205.3억원(21.1%), 대회 상금 68.9억원(7.1%), 기타부문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 40억원(4.1%)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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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2017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

2016년도 산업규모 933.4억원과 비교한 [표 Ⅲ-14]을 보면, 2017년 산업규모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격히 성장하는 1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스트리밍 부문 매출이 50.5%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대회상금부문이 49.8% 증가를 보였다. 종목사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대회 규모가 성장하며 

전체적인 상금규모의 상승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 게임단 예산은 3.2%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매출규모가 큰 방송분야의 매출액은 OGN과 SPOTV GAMES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 452.8억원이었다. LCK의 예산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 되었으며, 

미응답 자료는 관련 전문가의 추정과 유사 프로게임단의 응답치를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LCK 프로게임단 예산은 21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LCK팀이 운영하는 다른 종목의 

팀 예산과 합산하면 321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도 게임단 예산 206억원과 비교하면 

55.8% 성장을 나타냈다. LCK 1년 평균 팀 예산이 약 20억으로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1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이 있는 반면, 50억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도 있는 등 게임단도 양극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사 조사과정에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2016년도 시장규모가 모기업 매출을 

통해 추출되는 과정에서 과소추정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방송분야 매출액을 372.3억원에서 475.4으로 수정하여 2017년 방송분야 성장률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분야를 포함하는 전체 산업규모도 830.3억원에서 933.4억원

으로 수정되어 2017년 산업규모와 비교되었다. 다음으로 기타에서는 전년도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이 반영되어 산출되었다. 전년도 조사대상 중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스트리밍으로 

범주가 변경된 매체가 있어서 36.5%라는 과도한 하락으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을 전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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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12.6%의 감소로 보정된 결과를 다음 [표 Ⅲ-14]에 제시하였다.

[표 Ⅲ-14] 이스포츠 시장규모(2016~2017)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수정 전) 2017년 증감

상금규모 46.0 68.9 49.8%

게임단 예산 212.7 206 ▽ 3.2%

방송분야 475.4(372.3) 452.8 ▽ 5%

인터넷/스트리밍 136.4 205.3 50.5%

기타(매체 광고 등) 62.9 40 ▽ 12.6%(동일기준적용)

합계 933.4(830.3) 973 4.2%

[그림 Ⅲ-9] 이스포츠 시장규모 (2014~2018년도)

이스포츠 산업규모의 5년간 변화를 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 2자리수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 2017년은 4.2%로 한자리수의 성장률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규모와 비교

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규모 6억 5500만 달러42)(한화 약 7407억원)와 

42) 뉴주(Newzoo). 2018 Global Esports Market Report(2018년2월)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2017년 평균환율 
1130.84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수다. 뉴주의 시장규모 추정은 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예를 
들면, 퍼블리셔 수수료(Game Publisher Fees))이 있기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규모를 세계시장과 비교하기 위해 매년 동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시장규모추정치 중 뉴주의 보고서가 연속성
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였기에 수치의 해석 시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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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이스포츠 시장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도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시장 비율이 16.8%에 비해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규모가 

18.9%였던 것과 비교해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시장 비율변화(2015-2017년) (단위: %)

3) 각 부문별 시장규모

 미디어 부문

2017 이스포츠 시장규모 중 방송매출액이 452.8억원으로 46.6%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한다. 본 조사에서는 방송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2017년 매출액을 조사하였다. 2016년

까지 국내 방송사 매출액은 기존의 자료의 경우 본사의 합계 매출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하였

기에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자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OGN과 SPOTV 

Games의 매출액을 수정하면 다음의 [표 Ⅲ-15]와 같다. 특이 사항은 국내외 이스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스포츠 방송매출은 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결과 

2015년도 매출도 추정보다 크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내역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기에 2015년도 기존의 수치를 유지하였다.

[표 Ⅲ-15] 국내 방송사 매출액

기업수
매출 규모(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개사 302.9
475.4

(수정전: 372.3)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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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스포츠 스트리밍 분야 규모는 이스포츠 방송 제작과 스트리밍을 겸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나이스게임TV, 인벤TV의 자료를 조사하여 합산하였다. 또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이스포츠 콘텐츠 제작을 하는 중소규모의 스트리밍 제작사들의 매출도 추정하여 

투입하였다. 스트리밍 시장은 전년대비 2016년 40% 성장, 2017년 5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포츠 콘텐츠 유통이 전통적인 케이블 TV에서 

1인미디어 중심의 스트리밍 분야로 급격한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Ⅲ-16] 국내 이스포츠 스트리밍 매출 규모

기업수
매출 규모(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7개사 96.6 136.5 205.3

국내 이스포츠 온오프라인 매체는 데일리이스포츠, 포모스, OSEN 등 기사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다. 전년도 온오프라인 매체로 포함되던 인벤은 스트리밍 방송

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스트리밍 분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들 매출은 매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와 전문가의 추정을 통해 19개 이스포츠기자단 매체들에 적용하여 40억원

으로 산출되었다. 

인터뷰 결과 많은 이스포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들도 이스포츠 이외 주제의 커뮤니티와 

게임을 함께 다루고 있었다. 순수 보도 매체의 성격이 복합적인 서비스 성격으로 바뀌고 

있음이 시사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타’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교육’이나 ‘통계’ 서비스 시장이 커질 경우 기존 이스포츠 매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아직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현재의 ‘기타’ 부문은 ‘이스포츠 서비스’ 부문으로 항목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표 Ⅲ-17] 국내 이스포츠 온오프라인 매체 매출 규모

기업수
매출 규모(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19개사 60.1 62.9 40.0

 프로게임단 부문

게임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되었다. 2015년 이후 프로게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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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젠지(Gen.G)와 킹존(KING-ZONE) 등 해외 

자본 유입과 <PUBG>, <오버워치> 등 신규 종목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321억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이런 액수는 2017년 206.6억원에 비해 55.8%큰 폭의 상승된 것이다. 5개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그림 Ⅲ-11]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2015년에서 2017년

까지 스타크래프트리그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정체기가 관찰된다. 본 조사의 대상이 2017년 

산업규모 산출이기에, 전년도 조사 액수인 206.6억원이 투입되어 이스포츠 산업규모가 

산출되었다.

[표 Ⅲ-18] 프로게임단 예산 규모

조사대상 게임단
예산 규모(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KeSPA 소속 게임단 146.8 221.0 212.7 206.6 321.0

[그림 Ⅲ-11] 프로게임단 예산 규모 (2014~2018년도)

 대회부문

[표 Ⅲ-19] 대회 상금 규모

종목
상금 규모(억원)

2013년4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LoL 외 52.0 40.0 42.5 46.0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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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부문 규모는 2017년 상금규모 500만원 이상의 대회를 전수조사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68.9억원의 상금규모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6년 46억원 대비 49.8% 성장한 

수치이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 상금규모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히어로즈오브스톰>이 3억 5천만원 증가되었고, <오버워치>는 6억2천만원이 

증액 되는 등 기존 종목의 경기의 상금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과 <PUBG>와 같은 

새로운 종목의 큰 상금규모 대회 개최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림 Ⅲ-12] 대회 상금 규모 (2014~2018년도)

43) 2013년 대회 상금은 ‘스트리밍 방송 수입’과 ‘입장료 수입’ 등과 합산되어 산출되었기에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Ⅳ
이스포츠 이용자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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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스포츠 선수 조사 결과

1) 직업 이스포츠(프로)선수

 조사 개요

직업 이스포츠 선수(이하 프로선수) 조사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리그 

11개 팀 1군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8개팀 5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Ⅳ-1] 이스포츠 프로선수 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샘플 수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리그 11개 팀1군 선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 51명

 프로선수 연령

이스포츠 프로선수의 평균 연령은 20.8세였으며, 22세 선수가 1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가 17.6%로 많았다.

Ⅳ. 이스포츠 이용자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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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프로선수 : 현재 연령

 프로선수 등급

선수들의 리그오브레전드 등급(티어)는 챌린저 비중이 7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스터가 21.6%를 차지하였다. 

[그림 Ⅳ-2] 프로선수 : 등급

 프로선수 경력

프로선수들의 경력은 평균 2.8년이며 3년 미만의 경력 비중(53.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Ⅳ-3] 프로선수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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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연봉

상금, 광고 등의 수입을 제외하고 소속팀에서 받은 2018년도 연봉은 연 2천~5천 만원 

미만의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으나,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도 37.3%로 연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Ⅳ-4] 프로선수 : 연봉

주) 설문조사에 데스리서치를 반영하여 산출

 연봉 변화

2018년도가 2년차 이상인 선수들의 경우, 64.4%가 작년(2017년)보다 연봉이 증가하였다. 

작년과 변화가 없는 비율은 13.3%이며 8.9%는 작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림 Ⅳ-5] 프로선수 : 연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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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연봉 외의 수입원 

2017년에 활동한 프로선수들은 연봉 이외에도 대회상금, 스트리밍 수입, 방송출연/행사를 

통해 연봉 외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 중 대회상금 비중이 7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리밍 수입이 62.2%로 높았다. 

[그림 Ⅳ-6] 프로선수 : 2017년 연봉 외의 수입원

 2017년 연봉 외의 수입 규모

연봉 이외의 수입규모는 연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35.6%로 가장 높았으나, 22.3%는 

연봉 외에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림 Ⅳ-7] 프로선수 : 2017년 연봉 외 수입 규모



61

Ⅳ

이
스
포
츠

이
용
자

설
문

조
사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게임 스트리밍 방송 여부 및 방송 채널

프로선수의 84.3%가 현재 게임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채널은 

트위치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8] 프로선수 : 게임 스트리밍 방송 여부 및 방송 채널

 향후 국내 이스포츠 시장 전망 

프로선수들은 향후 국내 이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88.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스포츠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매우 긍정적 : 37.3 / 긍정적 : 51.0%)

[그림 Ⅳ-9] 프로선수 : 향후 국내 이스포츠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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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프로선수로의 본인의 미래

이스포츠 프로선수로서의 본인의 미래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긍정적’ 31.4%, ‘긍정적’ 

31.4%로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높았다.

[그림 Ⅳ-10] 프로선수 : 향후 프로선수로의 본인의 미래

 해외 진출 의향

프로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64.7%가 진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프로선수들의 

해외 진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선호지역으로는 북미가 57.6%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뒤로 유럽과 중국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그림 Ⅳ-11] 프로선수 : 해외 진출 의향 및 의향 국가



63

Ⅳ

이
스
포
츠

이
용
자

설
문

조
사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은퇴 고려 시기 

프로선수들은 본인의 경기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은퇴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3년차 미만의 비중이 높은 점이 반영되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23.5% 나타났다. 

[그림 Ⅳ-12] 프로선수 : 은퇴 고려 시기

 향후 프로선수 활동 기간 

향후 프로선수로서 예상 활동 기간은 평균 5.3년 정도 기대하고 있었으며 현재 평균 

경력이 2.8년임을 고려할 때 선수 생활은 8년 정도 기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13] 프로선수 : 향후 프로선수 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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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계획

프로선수 은퇴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이스포츠 코칭 스태프 19.6%, 인터넷 플랫폼 개인 

방송 활동 19.6% 등 이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4] 프로선수 : 은퇴 후 계획

 프로선수 인성문제로 인한 제재 반응

이스포츠 프로선수가 인성문제로 제재(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이 33.3%, 

찬성하는 편이 52.9%로 긍정적인 반응이였다. 

[그림 Ⅳ-15] 프로선수 : 인성문제로 인한 제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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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게임 장애’ 국제질병분류 시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정신장애로 포함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프로선수의 92.2%가 모르고 있었다. WHO의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

분류 시도가 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선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매우 부정적 : 17.6%, 부정적 : 49.0%) 

[그림 Ⅳ-16] 프로선수 : WHO ‘게임 장애’ 국제질병분류 시도 인지여부

[그림 Ⅳ-17] 프로선수 : WHO ‘게임 장애’ 국제질병분류 시도 반응



66

Ⅳ. 이스포츠 이용자 설문 조사

2) 아마추어선수

 조사 개요 

2016년, 2017년도 리그오브레전드 3부 리그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34개팀 

소속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5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Ⅳ-2] 이스포츠 아마추어선수 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샘플 수

리그오브레전드 3부 리그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34개팀 소속 아마추어 선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56명

 아마추어선수 연령 

이스포츠 아마추어선수의 평균 연령은 19.3세였으며 연령 범위는 15세부터 32세까지 

다양하였다. 그 중 18세 선수가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Ⅳ-18] 아마추어선수 :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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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선수 성별

아마추어 선수들의 성별은 남성의 비율 94.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19] 아마추어선수 : 성별

 선수 등급 

선수들의 리그오브레전드 등급(티어)는 다이아 비중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스터가 3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Ⅳ-20] 아마추어선수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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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선수 경험 

아마추어선수들의 경험 수준은 팀 배틀 활동 경험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챌린저 리그 활동 경험이 14.3%로 높았다. LCK 연습생 출신도 1.8% 포함되었다 

[그림 Ⅳ-21] 아마추어선수 : 경험

 아마추어선수 경력 

아마추어선수들의 경력은 평균 1.4년이며, 1년 미만이 35.7%로 가장 높았다. 평균 연령이 

19.3세로 낮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예상된다.

[그림 Ⅳ-22] 아마추어선수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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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선수 희망 여부

아마추어선수들의 51.8%는 프로선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8.6%는 아마추어선수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림 Ⅳ-23] 아마추어선수 : 프로선수 희망 여부

 일주일 평균 개인 연습일 수

아마추어선수 활동을 위해 일주일 평균 5.4일 연습하고 있으며, 매일(주 7일) 연습하는 

비중이 53.6%로 가장 많았다.

[그림 Ⅳ-24] 아마추어선수 : 개인 연습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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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평균 팀 연습일 수

아마추어 선수의 50%는 소속팀이 없었으나 소속팀이 있는 경우 일주일 평균 3.4일 팀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5] 아마추어선수 : 팀 연습 일 수

 개인 연습이 있는 날 평균 연습 시간 

개인 연습이 있는 날의 경우 평균 6.6시간을 연습하고 있었으며 4~6시간 미만 연습하는 

경우가 23.2%로 가장 높았다. 14시간 이상 연습하는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그림 Ⅳ-26] 아마추어선수 : 1회 평균 개인 연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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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연습이 있는 날 평균 연습 시간 

소속팀이 있는 경우 팀 연습이 있는 날 평균 3.9시간을 연습하고 있었으며 2~4시간 

정도 연습한다는 비중이 17.9%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Ⅳ-27] 아마추어선수 : 1회 평균 팀 연습 시간

 2017년 동안 참가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 건 수

아마추어선수 중 2017년 동안 참가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에 평균 1.9건 참가하였다. 

그러나 아마추어선수 중 30.4%는 대회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림 Ⅳ-28] 아마추어선수 : 참가 대회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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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동안 참가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 개인 최고 성적

2017년에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의 개인 최고 성적은 우승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준우승이 20.5%로 높았다. 

[그림 Ⅳ-29] 아마추어선수 : 개인 최고 성적

 2017년 동안 참가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 팀 최고 성적

2017년에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의 팀 최고 성적은 4강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승이 17.9%로 높았다. 

[그림 Ⅳ-30] 아마추어선수 : 팀 최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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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인 수입

2017년 동안 이스포츠 아마추어선수 활동으로 얻은 수입(대회 상금 등)에 대해서 선수들의 

58.9%는 전혀 없었으며 35.7%는 연 200만원 미만이였다. 응답자의 30.4%가 대회 출전 

경험이 없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31] 아마추어선수 : 개인 수입

 2017년 팀 전체 수입

소속팀 전체의 수입에 대해서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2%로 나타

났으며 그 이상의 응답은 매우 낮았다. 팀 전체의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도 23.2%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32] 아마추어선수 : 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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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스트리밍 방송 여부 및 방송 채널

아마추어선수의 10.7%가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었으며, 주로 이용하는 채널은 트위치 

TV와 아프리카 TV가 각각 66.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33] 아마추어선수 : 게임 스트리밍 방송 여부 및 방송 채널

 아마추어 선수 생활 만족도

이스포츠 아마추어선수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선수 생활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는 비율은 37.5%로 나타났다.(매우 만족 12.5%, 

만족하는 편 25.0%)

[그림 Ⅳ-34] 아마추어선수 : 선수 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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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선수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아마추어선수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열악한 훈련환경과 불투명한 향후 진로가 상대적

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는 소속팀이 없는 비율이 높은 점과 낮은 수입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Ⅳ-35] 아마추어선수 : 아마추어 선수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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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아마추어선수 예상 활동 기간 

향후 아마추어선수로서 예상 활동기간은 평균 2.2년이며 현재 평균 경력이 1.4년임을 

고려한다면 선수생활은 3.6년 정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36] 아마추어선수 : 향후 아마추어선수 예상 활동 기간

 프로선수 인성문제로 인한 제재 반응

이스포츠 프로선수가 인성문제로 제재(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51.8%, 

찬성하는 편 16.1%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 Ⅳ-37] 아마추어선수 : 프로선수 인성문제로 인한 제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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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게임 장애’ 국제질병분류 시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정신장애로 포함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아마추어선수의 64.3%가 모르고 있었다. WHO의 ‘게임 장애’의 국제

질병분류 시도가 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선수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32.1%,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이다 8.9%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9.3% 나타났다. 

[그림 Ⅳ-38] 아마추어선수 : WHO ‘게임 장애’ 국제질병분류 시도 인지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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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스포츠 관람객 조사 결과

 조사 개요

이스포츠 관람객 조사는 이스포츠 경기장(리그오브레전드 및 배틀그라운드)에 직접 관람

하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되어 22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조사는 관람객에 대한 최근 트렌드 파악을 목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일부 

경기장/종목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기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Ⅳ-3] 이스포츠 관람객 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샘플 수

이스포츠 경기장(리그오브레전드 및 
배틀그라운드)에 직접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조사 229명

 응답자 특성

[그림 Ⅳ-39] 관람객 :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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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포츠 경기 이용 행태

 정보 채널 

관람객들은 이스포츠 경기 관련정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55.9%)와 소셜미디어(41.9%)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여성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40] 관람객 : 정보 채널

[표 Ⅳ-4] 관람객 : 정보 채널

복수 응답
(단위 : %)

사례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스포츠
커뮤니티

친구/
주변
지인

1인 방송/
스트리밍

인터넷
블로그

전체 (229) 55.9 41.9 34.1 22.7 21.0 0.9

성별
남 (122) 70.5 21.3 37.7 26.2 18.0 0.8

여 (107) 39.3 65.4 29.9 18.7 24.3 0.9

연령

10대 (43) 39.5 48.8 39.5 16.3 30.2 2.3

20대 (163) 57.7 44.2 31.9 26.4 19.6 0.6

30/40대 (23) 73.9 13.0 39.1 8.7 13.0 -

관람
종목

LOL (139) 66.2 27.3 41.0 23.7 14.4 0.7

배그 (90) 40.0 64.4 23.3 21.1 3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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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관람 이유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이유는(1+2순위 기준), 현장감이 있어서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가 53.3%로 높았다. 

남성은 현장감에 대한 응답이, 여성은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41] 관람객 : 직접 관람 이유

[표 Ⅳ-5] 관람객 : 직접 관람 이유

1+2 순위
(단위 : %)

사례수 현장감
게임
자체
재미

특정
선수
응원

스트
레스
해소

공감대
형성

게임
플레이
도움

이벤트
참여

응원
문화

전체 (229) 68.1 53.3 38.9 7.9 6.6 7.9 7.4 8.3

성별
남 (122) 73.8 59.0 21.3 7.4 8.2 8.2 9.8 9.0

여 (107) 61.7 46.7 58.9 8.4 4.7 7.5 4.7 7.5

연령

10대 (43) 48.8 65.1 44.2 4.7 7.0 14.0 4.7 9.3

20대 (163) 71.2 49.7 40.5 8.0 6.1 6.7 8.6 7.4

30/40대 (23) 82.6 56.5 17.4 13.0 8.7 4.3 4.3 13.0

관람
종목

LOL (139) 73.4 60.4 30.2 9.4 5.0 5.0 2.9 10.8

배그 (90) 60.0 42.2 52.2 5.6 8.9 12.2 1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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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횟수

관람객의 이스포츠 경기장 관람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평균 9.6회였으나 최빈도는 1회가 

25.3%로 가장 높았다. 평균 관람 횟수를 고려한다면 관람 빈도가 높은 일부 매니아의 영향으

로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의 횟수가 타 연령대 비해 

높았다.

[그림 Ⅳ-42] 평균 관람 횟수

[표 Ⅳ-6] 관람객 : 관람 횟수

(단위 : 회 / 평균) 사례수 관람 횟수 

전체 (229) 9.6

성별
남 (122) 6.9

여 (107) 12.8

연령

10대 (43) 7.6

20대 (163) 10.2

30/40대 (23) 9.4

관람 종목
LOL (139) 9.0

배그 (9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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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장소 

2회 이상 관람한 관람객들이 이전에 방문한 경기장은 상암 이스포츠 스타디움이 95.3%로 

압도적이였다. 그 다음으로 강남 넥슨 아레나 55.0%, 삼성동 프릭업 스튜디오 28.1%로 

나타났다. 여성의 응답율이 모든 경기장에서의 관람율이 높았으며 삼성동 프릭업 스튜디오 

방문율은 타 연령대비 30/40대에서 높았다. 

[그림 Ⅳ-43] 관람객 : 관람 장소

[표 Ⅳ-7] 관람객 : 관람 장소

복수 응답
(단위 : %)

사례수
상암

이스포츠 
스타디움

강남 넥슨
 아레나

삼성동
프릭업 

스튜디오
기타

전체 (171) 95.3 55.0 28.1 18.1

성별
남 (84) 94.0 48.8 19.0 13.1

여 (87) 96.6 60.9 36.8 23.0

연령

10대 (29) 96.6 44.8 24.1 13.8

20대 (129) 95.3 57.4 27.9 18.6

30/40대 (13) 92.3 53.8 38.5 23.1

관람
종목

LOL (102) 98.0 59.8 13.7 8.8

배그 (69) 91.3 47.8 49.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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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경기 

중복응답으로 질문한 관람한 경기의 결과는 리그오브레전드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가 42.7%로 높게 나타났다. 배틀그라운드를 관람한 관람객들의 

52.2%는 오버워치 경기도 관람하였다. 

[그림 Ⅳ-44] 관람객 : 관람 경기

[표 Ⅳ-8] 관람객 : 관람 경기

복수 응답
(단위 : %)

사례수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
운드

오버
워치

스타
크래
프트2

스타
크래
프트1
리마
스터

하스
스톤

히어
로즈

오브더
스톰

피파
온라인

전체 (171) 66.7 42.7 25.1 7.6 2.9 2.9 1.2 0.6

성별
남 (84) 82.1 23.8 9.5 10.7 4.8 4.8 2.4 -

여 (87) 51.7 60.9 40.2 4.6 1.1 1.1 - 1.1

연령

10대 (29) 65.5 44.8 31.0 6.9 3.4 - - -

20대 (129) 68.2 41.9 24.8 6.2 2.3 3.1 0.8 0.8

30/40대 (13) 53.8 46.2 15.4 23.1 7.7 7.7 7.7 -

관람
종목

LOL (102) 98.0 6.9 6.9 7.8 2.9 2.9 - 1.0

배그 (69) 20.3 95.7 52.2 7.2 2.9 2.9 2.9 -



84

Ⅳ. 이스포츠 이용자 설문 조사

2) 최근 이스포츠 경기 관람 방법

 관람 인원 

이스포츠 경기 관람 시 평균 인원은 본인 포함 2명이 관람하는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9명이 함께 관람하였다.

[그림 Ⅳ-45] 관람객 : 동반자 수

[표 Ⅳ-9] 관람객 : 동반자 수

(단위 : %)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평균(명)

전체 (229) 31.9 55.5 7.4 3.5 1.3 0.4 1.9

성별
남 (122) 32.0 59.8 6.6 1.6 - - 1.8

여 (107) 31.8 50.5 8.4 5.6 2.8 0.9 2.0

연령

10대 (43) 30.2 58.1 7.0 4.7 - - 1.9

20대 (163) 33.1 54.6 6.1 3.7 1.8 0.6 1.9

30/40대 (23) 26.1 56.5 17.4 - - - 1.9

관람
종목

LOL (139) 36.0 56.8 5.0 2.2 - - 1.7

배그 (90) 25.6 53.3 11.1 5.6 3.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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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평균 지출 비용(1인 기준)

이스포츠 경기를 1회 관람 시 1인당 평균 26,777원을 지출하였다. 1~2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3만원 미만이 24.0%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22,852원)보다 여성(31,252원)의 지출 비용이 많았고 타 연령대비 

20대(29,129원)의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6] 관람객 : 1회 평균 지출 비용

[표 Ⅳ-10] 관람객 : 1회 평균 지출 비용

(단위 : %) 사례수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29) 9.6 32.3 24.0 17.9 2.2 14.0 26,777 

성별
남 (122) 9.8 32.0 27.0 18.9 1.6 10.7 22,852 

여 (107) 9.3 32.7 20.6 16.8 2.8 17.8 31,252 

연령

10대 (43) 14.0 53.5 14.0 9.3 2.3 7.0 18,233 

20대 (163) 9.8 28.2 25.2 19.0 1.8 16.0 29,129 

30/40대 (23) - 21.7 34.8 26.1 4.3 13.0 26,087

관람
종목

LOL (139) 9.4 31.7 28.1 18.0 2.2 10.8 23,446 

배그 (90) 10.0 33.3 17.8 17.8 2.2 18.9 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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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이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24점이며, 긍정 응답율도 88.6%로 매우 

만족한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타 연령대비 10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Ⅳ-47] 관람객 : 만족도

[표 Ⅳ-11] 관람객 : 만족도

(단위 : %) 사례수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229) 0.4 1.3 9.6 51.1 37.6 1.7 9.6 88.6 4.24

성별
남 (122) 0.8 0.8 6.6 54.9 36.9 1.6 6.6 91.8 4.26

여 (107) - 1.9 13.1 46.7 38.3 1.9 13.1 85.0 4.21

연령

10대 (43) - - - 46.5 53.5 - - 100.0 4.53

20대 (163) 0.6 1.8 12.3 52.1 33.1 2.5 12.3 85.3 4.15

30/40대 (23) - - 8.7 52.2 39.1 - 8.7 91.3 4.30

관람
종목

LOL (139) - 0.7 7.9 51.1 40.3 0.7 7.9 91.4 4.31

배그 (90) 1.1 2.2 12.2 51.1 33.3 3.3 12.2 84.4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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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로는 해설/아나운서의 진행이 좋았다(현장감, 이해에 도움)는 의견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쾌적한 경기장 내 환경이 47.8%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의 

의견이지만 불만족 이유로는 경기장 내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19.2%)와 관람객 대상 

이벤트가 부족하다(19.2%)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Ⅳ-48] 관람객 : 만족 이유

[그림 Ⅳ-49] 관람객 :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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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관람 의향

이스포츠 경기 재관람 의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5.6%로 긍정적인 평가이다.

(반드시 관람 52.8% / 관람의향 있는 편 42.8%)

[그림 Ⅳ-50] 관람객 : 재관람 의향

[표 Ⅳ-12] 관람객 : 재관람 의향

(단위 : %) 사례수

관람
의향
전혀
없음
(1)

관람
의향
없는
편
(2)

보통
(3)

관람
의향

있는 편
(4)

반드시 
관람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229) 0.9 0.4 3.1 42.8 52.8 1.3 3.1 95.6 4.46

성별
남 (122) 0.8 0.8 4.1 51.6 42.6 1.6 4.1 94.3 4.34

여 (107) 0.9 - 1.9 32.7 64.5 0.9 1.9 97.2 4.60

연령

10대 (43) - - 2.3 34.9 62.8 - 2.3 97.7 4.60

20대 (163) 0.6 0.6 3.1 42.9 52.8 1.2 3.1 95.7 4.47

30/40대 (23) 4.3 - 4.3 56.5 34.8 4.3 4.3 91.3 4.17

관람
종목

LOL (139) - - 2.2 47.5 50.4 - 2.2 97.8 4.48

배그 (90) 2.2 1.1 4.4 35.6 56.7 3.3 4.4 92.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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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 : 추천 의향

이스포츠 경기 추천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89.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반드시 

추천 39.3% / 추천의향 있는 편 50.2%) 이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높은 

재관람 의향과 추천의향으로 이어지고 있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51] 관람객 : 추천 의향

[표 Ⅳ-13] 관람객 : 추천 의향

(단위 : %) 사례수

전혀
추천
의향
없음
(1)

추천
의향

없는 편
(2)

보통
(3)

추천
의향
있는
편
(4)

반드시
추천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229) 0.4 1.3 8.7 50.2 39.3 1.7 8.7 89.5 4.27

성별
남 (122) 0.8 0.8 6.6 54.1 37.7 1.6 6.6 91.8 4.27

여 (107) - 1.9 11.2 45.8 41.1 1.9 11.2 86.9 4.26

연령

10대 (43) - 2.3 7.0 37.2 53.5 2.3 7.0 90.7 4.42

20대 (163) 0.6 1.2 9.8 51.5 36.8 1.8 9.8 88.3 4.23

30/40대 (23) - 4.3 65.2 30.4 - 4.3 95.7 4.26

관람
종목

LOL (139) - 0.7 7.2 53.2 38.8 0.7 7.2 92.1 4.30

배그 (90) 1.1 2.2 11.1 45.6 40.0 3.3 11.1 85.6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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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불 의향 입장료

이스포츠 경기장 입장료로 지불 가능한 최대 금액은 평균 20,843원으로 나타났다. 1~2

만원 미만의 비중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3만원 미만이 25.3%로 높았다. 

남성(19,934원)보다는 여성(21,879원)의 지불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52] 관람객 : 최대 지불 의향 입장료

[표 Ⅳ-14] 관람객 : 최대 지불 의향 입장료

(단위 : %) 사례수
1만원
미만

1~2
만원
미만

2~3
만원
미만

3~4
만원
미만

4~5
만원
미만

5~6
만원
미만

6만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29) 10.9 44.1 25.3 9.2 0.9 6.1 3.5 20,843 

성별
남 (122) 9.8 45.1 24.6 10.7 - 7.4 2.5 19,934 

여 (107) 12.1 43.0 26.2 7.5 1.9 4.7 4.7 21,879 

연령

10대 (43) 11.6 39.5 27.9 9.3 2.3 2.3 7.0 23,535 

20대 (163) 10.4 45.4 25.2 9.8 0.6 5.5 3.1 20,282 

30/40대 (23) 13.0 43.5 21.7 4.3 - 17.4 - 19,783

관람
종목

LOL (139) 14.4 40.3 23.7 11.5 1.4 6.5 2.2 19,122 

배그 (90) 5.6 50.0 27.8 5.6 - 5.6 5.6 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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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품 구입 경험

응답자의 39.7%가 이스포츠 관련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23.8%)보다는 여성(57.9%)의 구입 경험율이 높았으며, 리그오브레전드 관람객(31.7%)

보다는 배틀그라운드 관람객(52.2%)의 관련 상품 구입 경험율이 높았다.

[그림 Ⅳ-53] 관람객 : 관련 상품 구입 경험

[표 Ⅳ-15] 관람객 : 관련 상품 구입 경험

(단위 : %) 사례수 구입 미구입

전체 (229) 39.7 60.3

성별
남 (122) 23.8 76.2

여 (107) 57.9 42.1

연령

10대 (43) 34.9 65.1

20대 (163) 41.7 58.3

30/40대 (23) 34.8 65.2

관람종목
LOL (139) 31.7 68.3

배그 (90) 52.2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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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관련 상품 

관련 상품 구입자 기준, 구입 경험한 제품은 유니폼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에코백(22.0%), 텀블러(18.7%)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큰 여성에서 

유니폼 구입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54] 관람객 : 관련 상품

[표 Ⅳ-16] 관람객 : 관련 상품

복수응답
(단위 : %)

사례수 유니폼 에코백 텀블러 기타

전체 (91) 69.2 22.0 18.7 36.3 

성별
남 (29) 51.7 31.0 31.0 24.1 

여 (62) 77.4 17.7 12.9 41.9 

연령

10대 (15) 66.7 26.7 13.3 33.3 

20대 (68) 70.6 20.6 19.1 39.7 

30/40대 (8) 62.5 25.0 25.0 12.5

관람
종목

LOL (44) 75.0 18.2 13.6 38.6 

배그 (47) 63.8 25.5 23.4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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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이내 관람 경기 

관람객들이 최근 1년 동안 이스포츠 외에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한 종목은 야구 35.4%, 

축구 12.7%, 농구 7.9%, 배구 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6.8%는 최근 1년간 경기장에서 

관람한 경험이 없었다.

[그림 Ⅳ-55] 관람객 : 최근 1년 이내 관람 경기

[표 Ⅳ-17] 관람객 : 최근 1년 이내 관람 경기

복수응답
(단위 : %)

사례수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경험 없음

전체 (229) 35.4 12.7 7.9 4.4 56.8

성별
남 (122) 42.6 15.6 10.7 4.1 49.2

여 (107) 27.1 9.3 4.7 4.7 65.4

연령

10대 (43) 23.3 9.3 7.0 4.7 69.8

20대 (163) 37.4 11.7 8.0 3.1 55.2

30/40대 (23) 43.5 26.1 8.7 13.0 43.5

관람
종목

LOL (139) 38.1 14.4 7.2 4.3 55.4

배그 (90) 31.1 10.0 8.9 4.4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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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활동

관람객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취미활동으로는 게임이 62.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동영상 시청(33.6%)과 이스포츠 관람(33.6%)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

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그림 Ⅳ-56] 관람객 :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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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플레이 게임

관람객들이 주로 하는 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 64.4%, 배틀그라운드 49.8%, 오버워치 

30.1% 순으로 나타났다.(1+2순위 기준) 남성은 리그오브레전드, 여성은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비중이 높았다. 

[그림 Ⅳ-57] 관람객 : 주 플레이 게임

[표 Ⅳ-18] 관람객 : 주 플레이 게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전체 (229) 64.6 49.8 30.1

성별
남 (122) 80.3 41.8 13.9

여 (107) 46.7 58.9 48.6

연령

10대 (43) 62.8 48.8 39.5

20대 (163) 66.9 49.1 31.3

30/40대 (23) 52.2 56.5 4.3

관람종목
LOL (139) 95.0 25.2 11.5

배그 (90) 17.8 87.8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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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스포츠 시청자 조사 결과

 조사 개요 

이스포츠 시청자 조사는 패널사(Tillion)의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이스포츠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전국을 최근 1년 이내에(2017년 8월 이후)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한 시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설계의 성별 비중은 2017년 이스포츠 실태조사의 ‘이스포츠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자의 성별 비율’을 참고하여 할당하였으며, 연령별 비중은 본 연구소의 

기존 이스포츠 연구내용과 이스포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할당하였다. 

[표 Ⅳ-19] 이스포츠 시청자 조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설계 샘플 수

이스포츠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최근 
1년 이내(2017년 8월 이후)에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한 중학생 이상 남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설문

성/연령별
Quota 

Sampling
500명

 응답자 특성

[그림 Ⅳ-58] 시청자 :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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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빈도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빈도는 주1~2회가 36.0%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72%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9] 시청자 : 이스포츠 시청 빈도

[표 Ⅳ-20] 시청자 : 이스포츠 시청 빈도

(단위 : %) 사례수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전체 (500) 11.2 24.8 36.0 18.2 9.8 

성별
남 (350) 13.4 26.9 36.0 15.4 8.3 

여 (150) 6.0 20.0 36.0 24.7 13.3 

연령

10대 (150) 6.0 21.3 30.7 26.7 15.3 

20대 (150) 11.3 30.7 36.0 17.3 4.7 

30대 (150) 16.0 25.3 40.7 10.0 8.0 

40대 (50) 12.0 16.0 38.0 20.0 14.0 

주
시청
종목

LOL (134) 11.9 30.6 31.3 17.9 8.2 

배그 (114) 9.6 22.8 36.8 20.2 10.5 

오버워치 (70) 8.6 18.6 38.6 22.9 11.4 

스타1 (55) 12.7 20.0 45.5 12.7 9.1 

기타 (127) 12.6 26.0 34.6 16.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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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시간

이스포츠 경기는 평일에 평균 1.7시간, 주말에 평균 1.8시간 시청하고 있었으며 평일과 

주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Ⅳ-60] 시청자 : 시청 시간

[표 Ⅳ-21] 시청자 : 시청 시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평일 주말 

전체 (500) 1.7 1.8

성별
남 (350) 1.7 1.8

여 (150) 1.7 1.8

연령

10대 (150) 1.4 1.5

20대 (150) 1.7 2.0

30대 (150) 2.0 2.0

40대 (50) 1.6 1.7

주
시청종목

LOL (134) 1.7 1.9

배그 (114) 1.8 1.8

오버워치 (70) 1.6 1.7

스타1 (55) 1.5 1.7

기타 (127) 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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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시간대 

이스포츠 경기는 밤 9~12시 시간대에 시청하는 비중이 평일과 주말 모두 가장 높았다. 

주말에는 평일대비 심야 시청(밤 12~ 새벽 3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61] 시청자 : 시청 시간대

[표 Ⅳ-22] 시청자 : 평일 시청 시간대

(단위 : %) 사례수
오전 

6~9시 
이전

오전 
9~12시 

이전

오후 
12~3시 

이전

오후 
3~6시 
이전

오후 
6~9시 
이전

저녁 
9~12시 

이전

밤 12~ 
3시 이전

새벽 
3~6시 
이전

전체 (500) 1.0 0.8 1.8 6.8 22.6 55.2 10.0 0.4

성별
남 (350) 0.6 1.1 2.0 6.9 24.6 54.3 9.1 0.3

여 (150) 2.0 - 1.3 6.7 18.0 57.3 12.0 0.7

연령

10대 (150) - - - 8.0 24.0 54.7 10.0 -

20대 (150) - 1.3 4.0 6.0 27.3 48.0 11.3 1.3

30대 (150) 1.3 0.7 2.0 6.7 22.0 59.3 7.3 -

40대 (50) 6.0 2.0 - 6.0 6.0 66.0 14.0 -

주
시청
종목

LOL (134) 0.7 - 3.0 5.2 30.6 46.3 11.2 0.7

배그 (114) 0.9 1.8 - 7.9 18.4 59.6 10.5 0.9

오버워치 (70) - 1.4 4.3 11.4 17.1 55.7 7.1 -

스타1 (55) - - 1.8 5.5 20.0 65.5 7.3 -

기타 (127) 2.4 0.8 0.8 5.5 22.0 55.9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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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시청자 : 주말 시청 플랫폼

(단위 : %) 사례수
오전 

6~9시 
이전

오전 
9~12시 

이전

오후 
12~3시 

이전

오후 
3~6시 
이전

오후 
6~9시 
이전

저녁 
9~12시 

이전

밤 12~ 
3시 이전

새벽 
3~6시 
이전

전체 (500) 0.4 3.6 5.4 11.0 22.6 38.8 14.6 0.8

성별
남 (350) - 3.7 3.7 11.4 24.0 38.9 14.3 0.9

여 (150) 1.3 3.3 9.3 10.0 19.3 38.7 15.3 0.7

연령

10대 (150) - 4.7 6.0 8.7 26.0 39.3 11.3 -

20대 (150) - 2.7 4.0 10.0 30.0 32.0 14.7 1.3

30대 (150) - 4.7 6.7 12.7 17.3 40.7 16.7 1.3

40대 (50) 4.0 - 4.0 16.0 6.0 52.0 18.0 -

주
시청
종목

LOL (134) 0.7 1.5 3.0 11.2 32.1 35.8 10.4 -

배그 (114) - 5.3 3.5 10.5 15.8 43.0 19.3 0.9

오버워치 (70) - 5.7 10.0 10.0 22.9 35.7 11.4 1.4

스타1 (55) - 3.6 5.5 16.4 21.8 40.0 9.1 1.8

기타 (127) 0.8 3.1 7.1 9.4 18.9 39.4 18.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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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플랫폼 

이스포츠 경기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비중이 7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아프리카 

TV(31.6%), 케이블 TV(30.2%) 순이였다.(1+2순위 기준) 그러나 이스포츠 시청 시간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프리카 TV와 트위치 TV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튜브 

응답율이 높은 부분은 응답자들이 이스포츠를 경기 중계와 부가 콘텐츠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62] 시청자 : 시청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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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시청자 : 시청 플랫폼

1+2순위
(단위 : %)

사례수 유튜브 케이블 TV
아프리카

TV
네이버 트위치 TV 페이스북

카카오
TV

전체 (500) 71.8 30.2 31.6 26.8 17.8 14.2 6.8

성별
남 (350) 74.0 27.1 35.7 24.6 17.4 14.3 6.0

여 (150) 66.7 37.3 22.0 32.0 18.7 14.0 8.7

연령

10대 (150) 87.3 17.3 25.3 20.7 22.7 19.3 7.3

20대 (150) 70.0 19.3 40.0 28.7 21.3 14.0 5.3

30대 (150) 57.3 45.3 34.7 30.0 13.3 11.3 6.7

40대 (50) 74.0 56.0 16.0 30.0 6.0 8.0 10.0

주
시청
종목

LOL (134) 67.9 22.4 39.6 31.3 21.6 14.2 2.2

배그 (114) 76.3 31.6 27.2 21.9 20.2 15.8 7.0

오버워치 (70) 80.0 25.7 22.9 25.7 28.6 12.9 2.9

스타1 (55) 70.9 41.8 50.9 16.4 3.6 9.1 5.5

기타 (127) 67.7 34.6 23.6 31.5 11.8 15.7 14.2

시청
시간

고 (174) 64.4 26.4 36.8 26.4 26.4 11.5 7.5

중 (216) 75.0 32.9 31.0 24.1 13.4 14.8 7.4

저 (110) 77.3 30.9 24.5 32.7 12.7 17.3 4.5

주) 시청 시간 : 평일+주말 포함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은 고, 1~2시간 미만은 중, 1시간 미만은 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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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기기

이스포츠 경기는 모바일로 시청하는 비중이 50.6%로 TV(26.2%), PC(23.2%)대비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시청 비율은 타 연령대비 10대에서 높았다.

[그림 Ⅳ-63] 시청자 : 시청 기기

[표 Ⅳ-25] 시청자 : 시청 기기

(단위 : %) 사례수 모바일 TV PC

전체 (500) 50.6 26.2 23.2

성별
남 (350) 50.3 23.4 26.3

여 (150) 51.3 32.7 16.0

연령

10대 (150) 69.3 11.3 19.3

20대 (150) 54.0 20.7 25.3

30대 (150) 32.7 39.3 28.0

40대 (50) 38.0 48.0 14.0

주
시청종목

LOL (134) 60.4 18.7 20.9

배그 (114) 54.4 23.7 21.9

오버워치 (70) 42.9 28.6 28.6

스타1 (55) 49.1 32.7 18.2

기타 (127) 41.7 32.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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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채널

이스포츠 경기 정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46.8%)를 통해서 얻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이스포츠 커뮤니티(37.8%)와 1인 방송/스트리밍(33.2%)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Ⅳ-64] 시청자 : 정보 채널

[표 Ⅳ-26] 시청자 : 정보 채널

(단위 : %) 사례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1인 방송
스트리밍

친구/
주변지인

SNS 블로그

전체 (500) 46.8 37.8 33.2 25.8 23.8 14.8

성별
남 (350) 47.7 41.4 34.9 22.9 23.1 15.7

여 (150) 44.7 29.3 29.3 32.7 25.3 12.7

연령

10대 (150) 41.3 29.3 42.0 29.3 29.3 10.0

20대 (150) 43.3 36.7 39.3 22.7 28.0 12.0

30대 (150) 54.7 47.3 26.7 25.3 18.0 22.0

40대 (50) 50.0 38.0 8.0 26.0 12.0 16.0

주
시청
종목

LOL (134) 54.5 48.5 31.3 20.9 22.4 9.7

배그 (114) 46.5 33.3 41.2 21.1 28.1 13.2

오버워치 (70) 35.7 27.1 40.0 31.4 27.1 11.4

스타1 (55) 47.3 38.2 32.7 20.0 18.2 20.0

기타 (127) 44.9 36.2 24.4 34.6 22.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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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시청 경기 종목 

주로 시청하는 이스포츠 경기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의 시청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리그오브레전드를, 여성은 오버워치 선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65] 시청자 : 주 시청 경기 종목

[표 Ⅳ-27] 시청자 : 주 시청 경기 종목

1+2순위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
레전드

베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

크래프트1
스타

크래프트2

전체 (500) 40.4 44.6 33.4 19.4 16.8

성별
남 (350) 44.9 43.7 26.6 24.9 16.6

여 (150) 30.0 46.7 49.3 6.7 17.3

연령

10대 (150) 55.3 50.7 40.0 7.3 8.7

20대 (150) 43.3 46.0 36.0 22.0 10.7

30대 (150) 29.3 37.3 26.7 26.7 26.7

40대 (50) 20.0 44.0 26.0 26.0 30.0

주
시청
종목

LOL (134) 100.0 33.6 24.6 13.4 9.0

배그 (114) 27.2 100.0 34.2 5.3 6.1

오버워치 (70) 18.6 45.7 100.0 8.6 8.6

스타1 (55) 18.2 16.4 16.4 100.0 25.5

기타 (127) 11.0 18.1 12.6 9.4 35.4



106

Ⅳ. 이스포츠 이용자 설문 조사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 요소

이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팀/선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종목/대회를 고려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방송사/해설자의 비중은 낮았다. 상대

적으로 10대/20대는 팀/선수를, 30대는 방송사/해설자를, 40대는 종목/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림 Ⅳ-66] 시청자 :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 요소

[표 Ⅳ-28] 시청자 :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 요소

1+2순위
(단위 : %)

사례수 팀/선수 종목/대회 방송사/해설자

전체 (500) 81.0 72.8 46.2

성별
남 (350) 83.4 74.0 42.6

여 (150) 75.3 70.0 54.7

연령

10대 (150) 84.7 77.3 38.0

20대 (150) 86.7 71.3 42.0

30대 (150) 74.7 66.7 58.7

40대 (50) 72.0 82.0 46.0

주
시청종목

LOL (134) 83.6 73.9 42.5

배그 (114) 83.3 70.2 46.5

오버워치 (70) 85.7 75.7 38.6

스타1 (55) 83.6 80.0 36.4

기타 (127) 72.4 69.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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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유형

이스포츠 경기는 주요장면만 정리한 방송 시청(하이라이트) 비중이 28.4%로 나타났다.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기보다는 다른 방송과 병행 시청하거나 

방송을 스킵하면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Ⅳ-67] 시청자 : 시청 유형

[표 Ⅳ-29] 시청자 : 시청 유형

(단위 : %) 사례수 하이라이트
다른 방송 
병행 시청

생방송
연속 시청

녹화 방송
스킵 시청

녹화 방송
연속 시청

전체 (500) 28.4 22.2 19.6 18.8 10.8

성별
남 (350) 25.7 22.6 22.9 17.4 11.1

여 (150) 34.7 21.3 12.0 22.0 10.0

연령

10대 (150) 37.3 12.7 23.3 13.3 12.7

20대 (150) 26.7 24.7 18.0 18.0 12.7

30대 (150) 20.7 31.3 18.7 21.3 8.0

40대 (50) 30.0 16.0 16.0 30.0 8.0

주
시청
종목

LOL (134) 22.4 20.1 28.4 14.9 14.2

배그 (114) 32.5 17.5 16.7 21.9 10.5

오버워치 (70) 37.1 21.4 12.9 21.4 7.1

스타1 (55) 23.6 27.3 23.6 18.2 7.3

기타 (127) 28.3 26.8 15.0 18.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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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 시청 이유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이유는 재미가 있어서가 가장 높은 64.2%로 나타났다. 10대

/20대에서는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와 심심해서의 응답율이, 30대/40대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68] 시청자 : 시청 이유

[표 Ⅳ-30] 시청자 : 시청 이유

1+2순위
(단위 : %)

사례수 재미 심심해서
플레이에

도움
스트레스

해소
특정 선수 

응원
공감대
형성

전체 (500) 64.2 32.8 36.8 29.4 17.8 19.0

성별
남 (350) 64.9 33.7 36.9 27.7 17.1 19.7

여 (150) 62.7 30.7 36.7 33.3 19.3 17.3

연령

10대 (150) 66.7 38.0 38.7 16.0 20.0 20.7

20대 (150) 68.7 34.7 40.7 28.0 21.3 6.7

30대 (150) 61.3 26.7 32.0 40.7 13.3 26.0

40대 (50) 52.0 30.0 34.0 40.0 14.0 30.0

주
시청
종목

LOL (134) 75.4 32.8 36.6 19.4 26.9 9.0

배그 (114) 57.9 32.5 43.9 31.6 10.5 23.7

오버워치 (70) 71.4 21.4 41.4 31.4 17.1 17.1

스타1 (55) 70.9 41.8 29.1 27.3 12.7 18.2

기타 (127) 51.2 35.4 31.5 37.8 17.3 26.8



109

Ⅳ

이
스
포
츠

이
용
자

설
문

조
사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주 시청 종목 플레이 빈도

주로 시청하는 이스포츠 경기 종목에 대해서 89.8%는 실제 플레이하고 있었다. 플레이하는 

빈도는 시청 빈도와 유사한 주 1~2회 응답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Ⅳ-69] 시청자 : 주 시청 종목 플레이 빈도

[표 Ⅳ-31] 시청자 : 주 시청 종목 플레이 빈도

(단위 : %) 사례수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거의 하지 
않음

전체 (500) 13.2 21.6 32.6 15.0 7.4 10.2

성별
남 (350) 14.3 24.6 33.1 14.9 5.1 8.0

여 (150) 10.7 14.7 31.3 15.3 12.7 15.3

연령

10대 (150) 14.0 23.3 26.0 17.3 8.0 11.3

20대 (150) 15.3 24.0 31.3 14.0 8.0 7.3

30대 (150) 10.7 20.0 40.0 12.7 5.3 11.3

40대 (50) 12.0 14.0 34.0 18.0 10.0 12.0

주
시청
종목

LOL (134) 19.4 23.1 28.4 9.7 8.2 11.2

배그 (114) 11.4 28.9 33.3 14.9 3.5 7.9

오버워치 (70) 8.6 24.3 35.7 15.7 5.7 10.0

스타1 (55) 3.6 12.7 40.0 20.0 9.1 14.5

기타 (127) 15.0 15.7 31.5 18.1 10.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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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이스포츠 경기 시청과 관련하여 시청자들의 만족도는 평균 3.80점이였으며, 응답자의 

68.0%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30~40대 

대비 10~20대의 긍정 응답율이 높았다.

[그림 Ⅳ-70] 시청자 : 만족도

[표 Ⅳ-32] 시청자 : 만족도

(단위 : %) 사례수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만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00) 0.2 0.6 31.2 54.8 13.2 0.8 31.2 68.0 3.80

성별
남 (350) 0.3 0.9 28.0 56.9 14.0 1.1 28.0 70.9 3.83

여 (150) - - 38.7 50.0 11.3 - 38.7 61.3 3.73

연령

10대 (150) - - 24.0 56.7 19.3 - 24.0 76.0 3.95

20대 (150) 0.7 - 24.7 60.0 14.7 0.7 24.7 74.7 3.88

30대 (150) - 2.0 41.3 50.0 6.7 2.0 41.3 56.7 3.61

40대 (50) - - 42.0 48.0 10.0 - 42.0 58.0 3.68

주
시청
종목

LOL (134) - - 25.4 54.5 20.1 - 25.4 74.6 3.95

배그 (114) 0.9 0.9 22.8 65.8 9.6 1.8 22.8 75.4 3.82

오버워치 (70) - 1.4 27.1 55.7 15.7 1.4 27.1 71.4 3.86

스타1 (55) - 1.8 38.2 49.1 10.9 1.8 38.2 60.0 3.69

기타 (127) - - 44.1 47.2 8.7 - 44.1 55.9 3.65



111

Ⅳ

이
스
포
츠

이
용
자

설
문

조
사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시청 시간 변화

향후 이스포츠 경기 시청 시간은 현재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다.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대폭 증가 11.4% / 소폭 증가 30.6%)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소폭 감소 6.4% / 대폭 감소 1.0%)보다 높아 향후 전반적인 시청 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71] 시청자 : 향후 시청 시간 변화

[표 Ⅳ-33] 시청자 : 향후 시청 시간 변화

(단위 : %) 사례수
대폭
감소
(1)

소폭
감소
(2)

비슷
(3)

소폭
증가
(4)

대폭
증가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00) 1.0 6.4 50.6 30.6 11.4 7.4 50.6 42.0 3.45

성별
남 (350) 1.4 6.9 50.3 28.6 12.9 8.3 50.3 41.4 3.45

여 (150) - 5.3 51.3 35.3 8.0 5.3 51.3 43.3 3.46

연령

10대 (150) 1.3 10.7 50.7 24.0 13.3 12.0 50.7 37.3 3.37

20대 (150) 1.3 4.0 50.0 32.7 12.0 5.3 50.0 44.7 3.50

30대 (150) - 6.0 49.3 35.3 9.3 6.0 49.3 44.7 3.48

40대 (50) 2.0 2.0 56.0 30.0 10.0 4.0 56.0 40.0 3.44

주
시청
종목

LOL (134) - 8.2 54.5 21.6 15.7 8.2 54.5 37.3 3.45

배그 (114) 0.9 6.1 43.0 42.1 7.9 7.0 43.0 50.0 3.50

오버워치 (70) 2.9 5.7 55.7 25.7 10.0 8.6 55.7 35.7 3.34

스타1 (55) 1.8 5.5 52.7 27.3 12.7 7.3 52.7 40.0 3.44

기타 (127) 0.8 5.5 49.6 33.9 10.2 6.3 49.6 44.1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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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 추천 의향

이스포츠 경기 추천 의향에 대해서 5점 만점 기준 평균 3.55점이며, 긍정 응답 비율이 

51.6%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여성에서의 추천 의향이 남성대비 높아 향후 여성 시청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Ⅳ-72] 시청자 : 추천 의향

[표 Ⅳ-34] 시청자 : 추천 의향

(단위 : %) 사례수

전혀
추천의향

없음
(1)

추천
의향

없는편
(2)

보통
(3)

추천
의향

있는편
(4)

반드시
추천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00) 0.6 5.6 42.2 41.4 10.2 6.2 42.2 51.6 3.55

성별
남 (350) 0.9 5.4 44.0 39.1 10.6 6.3 44.0 49.7 3.53

여 (150) - 6.0 38.0 46.7 9.3 6.0 38.0 56.0 3.59

연령

10대 (150) 1.3 6.7 38.0 39.3 14.7 8.0 38.0 54.0 3.59

20대 (150) 0.7 2.7 41.3 44.7 10.7 3.3 41.3 55.3 3.62

30대 (150) - 8.0 44.7 40.7 6.7 8.0 44.7 47.3 3.46

40대 (50) - 4.0 50.0 40.0 6.0 4.0 50.0 46.0 3.48

주
시청
종목

LOL (134) - 6.0 41.8 39.6 12.7 6.0 41.8 52.2 3.59

배그 (114) 1.8 4.4 34.2 48.2 11.4 6.1 34.2 59.6 3.63

오버워치 (70) - 5.7 38.6 47.1 8.6 5.7 38.6 55.7 3.59

스타1 (55) - 7.3 60.0 27.3 5.5 7.3 60.0 32.7 3.31

기타 (127) 0.8 5.5 44.1 40.2 9.4 6.3 44.1 49.6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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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배경

이스포츠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콘텐츠이자 트렌드다. 한국은 세계 유명 

이스포츠 선수들과 이들이 활약하는 리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리가 가깝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이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인 유커(游客)는 연령대가 높은 반면, FIT(Free Independent 

Traveler), 즉 자유여행객인 싼커(散客)는 20~30대 젊은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싼커는 

이스포츠에 열광하는 연령대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이스포츠는 

세계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우리나라 삼성과 SK가 맞붙은 리그

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은 온라인 판매 1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암표는 정상가의 3배에 팔리기도 하였다44).

[그림 Ⅴ-1] 2005년-2015년 사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젊은 관광객 비율변화

* 출처: 아시아경제, [뻔한 요우커 가고, 스마트 싼커 온다]젊은 중국인들, 韓 관광 판 바꾼다(2016. 4.28)

44) 한국일보, ‘롤드컵’ 관전 4만 중국팬 “한국팀 경기보며 한국에 호감”(2017. 11. 6)

Ⅴ. 이스포츠 비즈니스 제안 :
이스포츠 관광(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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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늘어난 중산층의 규모는 미국의 중산층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중국 인구 중 여권을 소지한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외 개별여행객의 1인당 

지출은 전체 해외여행객 평균보다 18% 많았고 한국을 찾은 중국 개별여행객의 1인당 

지출경비도 2,483달러로 중국 단체여행객과 전체 외국인 관광객보다 각각 19.4%, 31%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들을 이스포츠 관광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스포츠의 발전 뿐 

아니라 사드사태 이후 침체된 한국 관광산업의 부흥으로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5.2. 이스포츠 관광 참고 사례

비지트 서울 : 이스포츠 스타디움 투어프로그램

가. 개요

신청대상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가능

기간 : 2018년 5월~12월 월 1회 18:00~이스포츠 경기 종료 시까지

장소 : 에스플렉스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3분

주요내용

  - 서울 e스타디움 및 OGN 이스포츠 스타디움 및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견학(40분) + 

이스포츠 경기 관람(약 180~300분)

정원 : 15명

언어 : 한국어, 영어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온라인 링크(https://goo.gl/1JRnW5) 접속 후 신청서 제출

프로그램 신청 관련 안내

  - 일부 경기일정에 따라 투어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온라인 게임 참여등급)에 따라 미성년자는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신청은 운영일 2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신청자가 15명을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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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프로그램 예정일 3~5일전 확정 메일을 발송합니다.

문의처 : 한류 체험프로그램 운영사무국(한국어, 영어)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6:00(한국시간 기준)

  - 전화번호 : +82-2-790-3994 / E-mail : hallyuseoul@gmail.com

나. 프로그램의 장단점

장점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다.

  - 무료로 진행되어 접근 문턱이 낮다

단점 

  - 상암동 e스타디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스포츠 경기 및 시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 영어권 이외의 외국인은 참여가 어렵다. 지역적으로 가깝고 이스포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중국인 관광객을 포괄하기 어렵다.

  - 인원이 소수이며, 신청도 2주전에 받기 때문에 사전 계획에 의한 대규모 참여 관람을 

기대하기 어렵다.

  - 2018년 하반기 이후 가장 인기있는 이스포츠 대회인 LCK가 상암동 e스타디움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관광의 매력 및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Ⅴ-2] 비지트서울 이스포츠 스타디움 투어 사진

* 출처: 비즈트서울 홈페이지(http://www.visitseoul.net/index)

mailto:hallyuseoul@gmail.com


118

Ⅴ. 이스포츠 비즈니스 제안 : 이스포츠 관광(tour)

한국 이스포츠 관광 사례: J사 인터뷰

2017년 4월, 9월 중국 LoL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한 관광 프로그램은 시즌 참관과 

LCK 결승전을 중심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 관광 프로그램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게임단

메니지먼트사(JL Factory)에 제안이 와서 성사된 것으로 관계자 인터뷰에서 밝혔다. 4박5일 

일정으로 15여명이 놀이공원방문, 고궁 체험, 김치 만들기, 강남 거리 방문, 한국 LOL 

구단 방문, LCK결승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주된 구성이다. 여기에 참여한 관광객은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이었으며, 일부는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관광에 대한 평가는 고궁이나 한국의 전통 체험보다는 LCK 결승 관람, 한국의 현대적인 

장소 방문, 놀이동산 방문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관광을 주선했던 주최이 연구진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특히 중국 이스포츠 관광객들은 프로게임단을 만나고, 플레이의 수준이 높은 

LoL 한국서버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원했다. 1인당 비용은 150만원 수준이었다.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게임단메니지먼트사가 관광

객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고, 또 결승전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 확보 가능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를 

발급받는 문제는 본인인증이라는 한국의 법률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단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은 까다로운 본인인증절차(외국인 등록증 혹은 본인 소유의 

휴대폰 번호 등)로 인해 아이디를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스포츠 관광은 매우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진에어 그린윙스의 홍콩 패키지 컨셉투어

e-스포츠&뮤직페스티벌 (EMF HK 2018, E-sports & Music Festival)이 2018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EMF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리그오브레전드, 베틀그라운드 등 게임토너먼트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홍콩관광청(HKTB)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11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 맞추어 8월 24일부터 진행된 ‘진에어 그린윙스와 함께하는 홍콩3일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이스포츠 팬 이 참여하여 이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5). 

프로그램은 홍콩 관광청과 진에어가 공동 추진하여 성사되었다. 최초 20명의 예약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15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45) 출처: https://goo.gl/7EEE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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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진에어 그린윙스의 홍콩 패키지 컨셉투어 홍보 웹페이지

이 프로그램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유명 프로게임단이 부트캠프에 참여하거나 

국내 개최 대회에 참여할 때 해당국가 팬들을 함께 관광단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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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스포츠 관광 촉진방안

 중국과 협력체제 구축

2017년 8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알리바바 그룹은 새로운 국내외 여행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다. 이 조인트 벤처는 알리바바의 관광 서비스 플랫폼 

페이주(飛猪, 영문명: Fliggy)를 통해 메리어트을 호텔들을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이스포츠협회와 알리바바 간의 협약 내지 공동법인 설립을 

모색할 수 있다. 

알리바바는 이미 자회사 알리스포츠(阿里体育)를 통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약칭 OCA)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을 추진하여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 종목에 이스포츠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총수 마윈은 2018년 3월 

미국 블룸거그 테크놀로지와 인터뷰에서 “2028 올림픽에 이스포츠를 등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스포츠 사업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 

이스포츠 관광의 공동사업추진 제안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좋은 징조로 판단된다.

[그림 Ⅴ-4] 2018년 8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알리바바 그룹간의

조인트 벤처설립 발표 기념사진

* 출처: 호텔아비아, 메리어트,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조인트 벤처 설립(201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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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K 관람 촉진 및 경기장 활용 프로그램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LCK 응원 및 관람을 상품화 촉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1) LCK 시즌 중 경기관람 :

관람객 이름이나 단체명을 안내 스크린에 표시해준다. 그리고 응원팀의 유니폼이나 

관련 상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관람료에 포함시켜 나누어주는 것도 높은 부가가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중 아나운서가 관람객 혹은 

단체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람객들이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연출도 고려할 수 있다. 

게임단에 따라 여력이 된다면, 단체 사진이나 간단한 팬 미팅도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LCK 경기장 투어 :

스페인의 대표 축구팀인 FC바르셀로나의 홈경기장인 캄프 누 (Camp Nou) 경기장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트로피전시관, 선수 락커룸, 기자 브리핑룸 등을 엮은 관람 상품권을 

1인당 25유로(약 3만원)에 판매한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스포츠 경기장 

투어에 적용할 수 있다. 경기가 없는 날이나 비시즌에는 경기장과 선수석 체험 등을 

묶어 투어프로그램 판매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LCK 경기가 종로 롤 파크에 집중됨에 

따라 활용율이 낮아질 수 있는 상암 이스포츠 스타디움을 활용하면 경기장의 운영의 

효율성 뿐 아니라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LCK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

팸투어란 항공사나 여행업체,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급업자들이 자신의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업자, 보도관계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사전답사여행을 뜻한다. 팸 투어를 LCK 관광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 유투버를 초청하여 한국 LCK 관람을 주제로 팸 투어를 실시한다. 투어 

내용을 콘텐츠화함으로써 LCK홍보 및 관광에 대한 욕구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유명 은퇴선수 해설 가이드 활용 :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 등 과거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선수와 LCK에서 활동

하다 은퇴한 선수 등 다양한 은퇴 선수들을 활용하여 경기장 및 대회 설명, 체험프로

그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선수들의 은퇴 이후 활동영역을 넓힌다는 

점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광 명소(attraction)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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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광연계사업

1) 관광개발진흥기금 활용 콘텐츠 개발 :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통해 LCK 

및 이스포츠 관광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2) 국내외 관광사를 대상으로 LCK 관광 설명회 개최 :

국내외 주요 관광사들을 대상으로 LCK 관광설명회 개최함으로써 기존 관광 상품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선택관광으로 활용하여 LCK가 이스포츠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하면서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다. 

5.4. 이스포츠 관광 정책 제안(안)

가. 주요 정책과제

① 인프라 정비

  - 경기장 시설정비: 경기장 편의시설(통역/체험 등) 개선, 전시관/갤러리 등 부대시설 

확충

  - 경기장 주변 인프라 확충: 이스포츠 연계 관광 안내 및 체험(이스포츠 클럽 PC방 등) 

등 경기장 주변인프라 개선 및 확충

② 상품개발

  - 이스포츠 관광상품 자산발굴: 경기장을 활용한 투어코스 개발, 현역/은퇴 이스포츠 

선수를 활용한 인적 특성화

  - 이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LCK관람 관광상품 개발, 아마추어 선수 및 일반 이스포츠 

애호가 대상 부트캠프 프로그램 개발, LCK 게임단 및 2, 3부 리그 게임단 활용 

체험 프로그램 개발, 기존 관광상품 내 옵션 투어화

③ 지원체계구축

  - 이스포츠 관광정보 체계화: 다양한 언어로 이스포츠관광 안내 정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이스포츠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이스포츠 관광 취급

여행사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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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지원수단 마련: 관광기금을 활용한 예산지원, 이스포츠관광 육성 공모지원사업, 

은퇴 선수 및 이스포츠 애호가를 중심으로 이스포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프로

그램 개발

  - 이스포츠 관광 조직 구축: 이스포츠 관광 콘트롤타워 구성, 국내외 게임사, 게임단, 

관광사 간 협력체계 구축, 이스포츠 관광 애로사항 해결(비자발급, 한국서버 아이디 

발급 등)

나. 추진체계

[그림 Ⅴ-5] 관광 정책 제안 추진체계



124

Ⅴ. 이스포츠 비즈니스 제안 : 이스포츠 관광(tour)

다. 추진전략

[그림 Ⅴ-6] 관광 정책 제안 추진전략

5.5. 기대효과

가. 이스포츠 활성화 :

신설 및 유휴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LCK 리그 활성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며, 은퇴 이후 선수 진로 개발 등 이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산 이스포츠 종목으로 관광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및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관광활성화 :

이스포츠를 관광매력물로 삼아 4차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탄생시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선도적인 관광상품화는 중국의 싼커는 물론 미국 유럽의 젊은이

들도 한국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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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태조사 결과 요약

가. 총론

2017 대한민국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973억원 규모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국내 시장규모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내 이스포츠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장부문: 대회와 스트리밍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포츠가 1인 

미디어의 핵심 콘텐츠화가 강화되고 있음이 시사된다.

정체 및 감소: 프로게임단의 예산 및 방송제작사의 매출은 한 자릿수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 국내외 이스포츠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정체 및 감소경

향은 우려스러운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주요발견

국내외 동향: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프로게임단 운영에서 철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한 반면, 글로벌 트랜드에서는 이스포츠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지원이 강력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활발한 해외진출: 우리나라 출신 선수 및 코칭스텝은 전세계 주요 리그에 150명 이상 

진출하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선수 및 코칭스텝의 활약은 향후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영향력과 위상강화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목사 주도 이스포츠 시장: 글로벌 종목사들의 리그 프랜차이즈화와 직접 방송제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경기장, 방송사, 협회 등 우리나라 이스포츠 

구성원들의 역할과 위상 변화 및 산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요구된다.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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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부트캠프 및 관광: 전 세계 주요 게임단 및 게이머는 비시즌과 주요 경기 

결승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사례들은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전세계 20-30의 젊은이들에게 이스포츠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고 판단된다.

6.2. 제언

이스포츠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며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포츠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과거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실태조사의 대상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이스포츠 시장 환경에 맞는 기민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가. 향후 조사에 대한 제언

코칭스텝 심층 조사: 우선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외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프로 게임단의 경기력 수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랬을 때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코칭스텝의 질적 수준이다. 특히 2018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

서 성과를 보인 주요 팀들의 공통점은 한국인 코칭스텝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코칭스텝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 등의 근로환경변화가 이스포츠

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칭스텝의 역량 향상

(예: 선수 심리조절스킬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 

1인 미디어 활동 (전)프로게이머 및 콘텐츠 조사: 이스포츠 시장에서 1인 미디어는 

매우 주목받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스포츠 실태조사에서는 

1인미디어 활동 (전)프로게이머들에 대한 심층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시청자 조사 결과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1인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이스포츠 콘텐츠(예를 들면, 

경기 하이라이트, 실시간 중계 등)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규 이스포츠 서비스 시장: 과거에 없었던 이스포츠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사례는 ‘이스포츠 데이터 산업’과 ‘이스포츠 교육’ 분야다. 이스포츠 이용자의 

게임통계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 ‘오피지지’의 글로벌 사용자가 월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스포츠를 넘어 정보기술(IT)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46). 특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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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비중이 70%가 넘는다. 앞으로 이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오피지지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교육지원청으

로부터 ‘이스포츠 교육’ 목적으로 정식 학원인가를 받은 ‘락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프로게이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스포츠 선수과정과 단기과정, 체험과정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47). 스포츠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것처럼 이스포츠를 배우고, 선수가 

되기 위한 교육시설은 이스포츠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향후 

조사항목으로 ‘이스포츠 서비스 시장 부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스포츠 선수 이적시장’도 중요한 시장동향의 변화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 제언

이스포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변화 대응 정책: 이스포츠 콘텐츠가 기존 케이블 TV 

중심에서 스트리밍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이스포츠 시장의 변화는 이스포츠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미디어의 변화 트랜드와 연결된

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트랜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으로 이스포츠 

콘텐츠의 중심에 있던 케이블 TV의 경영 악화는 자칫 그동안 쌓아온 이스포츠 제작 

역량의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이런 손실은 회복이 어렵다는 점과 국내의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튜브와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국내 팀 및 선수의 이스포츠 콘텐츠 유통은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국내에서 일어난 활동이지만 국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음이 시사된다. 자칫 이스포츠산업 자산이 무방비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 선수 및 코칭스텝의 활동은 국내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 올해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나 <오버워치> 리그 등에서 보여주는 

한국 선수 및 코칭스텝의 활약은 전세계 이스포츠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직이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향후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강화와 세계 이스포츠계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서 이스포츠종사자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정책수립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6) 한국경제, 20대 프로그래머 두 명, 게임통계로 글로벌 '대박'(2018. 7.1)

47) 전자신문, 게임코치 아카데미, 국내 최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스포츠 학원 정식 인가(2017.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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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선수

[표 Ⅶ-1] 응답자 일반 사항

(단위 : %) 사례수 비율

전체 (51) 100.0

연령
10대 (14) 27.5

20대 (37) 72.5

등급

챌린저 (38) 74.5

마스터 (11) 21.6

다이아 (2) 3.9

선수경력
3년 미만 (27) 54.0

3년 이상 (23) 46.0

[표 Ⅶ-2] A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평균

전체 (51) 20.8

연령
10대 (14) 18.4

20대 (37) 21.8

등급

챌린저 (38) 20.8

마스터 (11) 21.2

다이아 (2) 20.0

선수경력
3년 미만 (27) 19.8

3년 이상 (23) 22.2

[표 Ⅶ-3] A2. 귀하의 이스포츠 종목 티어(등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챌린저 마스터 다이아

전체 (51) 74.5 21.6 3.9

연령
10대 (14) 85.7 14.3 -

20대 (37) 70.3 24.3 5.4

등급

챌린저 (38) 100.0 - -

마스터 (11) - 100.0 -

다이아 (2) - - 100.0

선수경력
3년 미만 (27) 74.1 18.5 7.4

3년 이상 (23) 73.9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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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 B1. 귀하가 이스포츠 프로(LCK)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위 : %) 사례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7~8년
미만

무응답
평균
(년)

전체 (51) 9.8 21.6 21.6 17.6 3.9 11.8 7.8 3.9 2.0 2.8

연령
10대 (14) 21.4 42.9 21.4 7.1 - - - - 7.1 1.3

20대 (37) 5.4 13.5 21.6 21.6 5.4 16.2 10.8 5.4 - 3.3

등급

챌린저 (38) 7.9 26.3 18.4 18.4 5.3 10.5 7.9 2.6 2.6 2.7

마스터 (11) 9.1 9.1 27.3 18.2 - 18.2 9.1 9.1 - 3.3

다이아 (2) 50.0 - 50.0 - - - - - - 1.3

선수 
경력

3년 미만 (27) 18.5 40.7 40.7 - - - - - - 1.3

3년 이상 (23) - - - 39.1 8.7 26.1 17.4 8.7 - 4.5

[표 Ⅶ-5] B2-1. (B1. 1년 이상의 응답자) 귀하의 금년도 연봉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단위 : %) 사례수 증가했다 동일하다 감소했다 무응답

전체 (45) 64.4 13.3 8.9 13.3

연령
10대 (10) 70.0 10.0 - 20.0

20대 (35) 62.9 14.3 11.4 11.4

등급

챌린저 (34) 64.7 17.6 2.9 14.7

마스터 (10) 60.0 - 30.0 10.0

다이아 (1) 100.0 - - -

선수
경력

3년 미만 (22) 81.8 4.5 - 13.6

3년 이상 (23) 47.8 21.7 17.4 13.0

주) 활동 기간 1년 미만 응답자 중 연봉협상 경험자는 포함 

[표 Ⅶ-6] B2-2. (B1. 1년 이상의 응답자) 귀하께서는 작년(2017년)에 소속팀에서 받으시는 

연봉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으셨나요? 작년에 발생한 수입원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대회 상금
스트리밍 

수입
방송출연/ 
행사 등

개인 후원
연봉 외의 
수입 없음

무응답

전체 (45) 73.3 62.2 46.7 8.9 8.9 8.9

연령
10대 (10) 70.0 80.0 40.0 - 10.0 10.0

20대 (35) 74.3 57.1 48.6 11.4 8.6 8.6

등급

챌린저 (34) 73.5 64.7 50.0 11.8 8.8 8.8

마스터 (10) 80.0 50.0 40.0 - 10.0 10.0

다이아 (1) - 100.0 - - - -

선수
경력

3년 미만 (22) 68.2 68.2 50.0 4.5 13.6 9.1

3년 이상 (23) 78.3 56.5 43.5 13.0 4.3 8.7

주) 활동 기간 1년 미만 응답자 중 연봉협상 경험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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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 B2-3. 작년(2017년)에 연봉 이외의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위 : %) 사례수
연 2천

만원 미만

연 2천~
5천만원 

미만

연 5천~
1억원 미만

연 1억~
2억원 미만

연 2억~
5억원 미만

무응답

전체 (45) 35.6 15.6 13.3 6.7 15.6 13.3

연령
10대 (10) 50.0 10.0 10.0 - 10.0 20.0

20대 (35) 31.4 17.1 14.3 8.6 17.1 11.4

등급

챌린저 (34) 35.3 11.8 14.7 5.9 17.6 14.7

마스터 (10) 30.0 30.0 10.0 10.0 10.0 10.0

다이아 (1) 100.0 - - - - -

선수경력
3년 미만 (22) 45.5 27.3 13.6 - - 13.6

3년 이상 (23) 26.1 4.3 13.0 13.0 30.4 13.0

[표 Ⅶ-8] B3. 귀하께서는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1) 84.3 15.7

연령
10대 (14) 85.7 14.3

20대 (37) 83.8 16.2

등급

챌린저 (38) 92.1 7.9

마스터 (11) 54.5 45.5

다이아 (2) 100.0 -

선수경력
3년 미만 (27) 85.2 14.8

3년 이상 (23) 82.6 17.4

[표 Ⅶ-9] B3-1. 그렇다면, 스트리밍 방송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기타

전체 (43) 30.2 16.3 67.4

연령
10대 (12) 33.3 8.3 66.7

20대 (31) 29.0 19.4 67.7

등급

챌린저 (35) 28.6 20.0 65.7

마스터 (6) 50.0 - 66.7

다이아 (2) - - 100.0

선수경력
3년 미만 (23) 17.4 8.7 87.0

3년 이상 (19) 42.1 26.3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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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0] B4. 향후 국내 이스포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1점(매우 부정적이다)에서 5점(매우 긍정적이다)으로 말씀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부정적
(1)

부정적
(2)

보통
(3)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1) 2.0 - 9.8 51.0 37.3 2.0 9.8 88.2 4.22

연령
10대 (14) - - 7.1 42.9 50.0 - 7.1 92.9 4.43

20대 (37) 2.7 - 10.8 54.1 32.4 2.7 10.8 86.5 4.14

등급

챌린저 (38) - - 7.9 50.0 42.1 - 7.9 92.1 4.34

마스터 (11) 9.1 - 18.2 45.5 27.3 9.1 18.2 72.7 3.82

다이아 (2) - - - 100.0 - - - 100.0 4.00

선수 
경력

3년 미만 (27) - - 7.4 48.1 44.4 - 7.4 92.6 4.37

3년 이상 (23) 4.3 - 13.0 52.2 30.4 4.3 13.0 82.6 4.04

[표 Ⅶ-11] B4-1. 향후 이스포츠 프로선수로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미래를 1점(매우 부정적이다)에서 5점(매우 긍정적이다)으로 
말씀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부정적
(1)

부정적
(2)

보통
(3)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1) 2.0 7.8 27.5 31.4 31.4 9.8 27.5 62.7 3.82

연령
10대 (14) - 7.1 21.4 28.6 42.9 7.1 21.4 71.4 4.07

20대 (37) 2.7 8.1 29.7 32.4 27.0 10.8 29.7 59.5 3.73

등급

챌린저 (38) - 7.9 23.7 34.2 34.2 7.9 23.7 68.4 3.95

마스터 (11) 9.1 9.1 45.5 18.2 18.2 18.2 45.5 36.4 3.27

다이아 (2) - - - 50.0 50.0 - - 100.0 4.50

선수 
경력

3년 미만 (27) - 3.7 25.9 33.3 37.0 3.7 25.9 70.4 4.04

3년 이상 (23) 4.3 13.0 30.4 26.1 26.1 17.4 30.4 52.2 3.57

[표 Ⅶ-12] C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선수로서 해외 진출 의사가 있으신가요?

(단위 :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1) 64.7 35.3

연령
10대 (14) 28.6 71.4

20대 (37) 78.4 21.6

등급

챌린저 (38) 65.8 34.2

마스터 (11) 54.5 45.5

다이아 (2) 100.0 -

선수경력
3년 미만 (27) 55.6 44.4

3년 이상 (23) 78.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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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3] C1-1. 해외 진출 의사가 있으신 경우, 어느 지역으로 진출을 가장 희망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북미 유럽 중국 기타

전체 (33) 57.6 18.2 18.2 6.1

연령
10대 (4) 25.0 - 75.0 -

20대 (29) 62.1 20.7 10.3 6.9

등급

챌린저 (25) 64.0 12.0 20.0 4.0

마스터 (6) 50.0 33.3 16.7 -

다이아 (2) - 50.0 - 50.0

선수경력
3년 미만 (15) 33.3 33.3 26.7 6.7

3년 이상 (18) 77.8 5.6 11.1 5.6

[표 Ⅶ-14] C2. 귀하께서는 향후 은퇴시기를 언제 정도로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단위 : %) 사례수

본인의 
경기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

군대 입대 
시기

소속팀 또는 
타 팀과의 

계약이 
어려운 시기

기타
아직 생각 

해본적 없음 

전체 (51) 52.9 13.7 7.8 2.0 23.5

연령
10대 (14) 50.0 7.1 - - 42.9

20대 (37) 54.1 16.2 10.8 2.7 16.2

등급

챌린저 (38) 52.6 15.8 7.9 - 23.7

마스터 (11) 54.5 9.1 9.1 9.1 18.2

다이아 (2) 50.0 - - - 50.0

선수경력
3년 미만 (27) 55.6 3.7 3.7 3.7 33.3

3년 이상 (23) 52.2 26.1 13.0 - 8.7

[표 Ⅶ-15] C2-1. 귀하가 이스포츠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향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위 : 년) 사례수 평균(년)

전체 (51) 5.3

연령
10대 (14) 7.4

20대 (37) 4.5

등급

챌린저 (38) 5.7

마스터 (11) 3.9

다이아 (2) 4.0

선수경력
3년 미만 (27) 7.2

3년 이상 (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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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6] C3. 귀하께서는 은퇴 이후의 활동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단위 : %) 사례수
이스포츠 

코칭
스태프

인터넷 
플랫폼 개인
방송 활동

이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

이스포츠 
해설/ 

캐스터 등 
방송활동

학업 기타
아직 

생각해본 
적 없음

전체 (51) 19.6 19.6 9.8 3.9 3.9 5.9 37.3

연령
10대 (14) 7.1 21.4 7.1 7.1 14.3 7.1 35.7

20대 (37) 24.3 18.9 10.8 2.7 - 5.4 37.8

등급

챌린저 (38) 15.8 15.8 13.2 5.3 2.6 7.9 39.5

마스터 (11) 36.4 27.3 - - 9.1 - 27.3

다이아 (2) - 50.0 - - - - 50.0

선수 
경력

3년 미만 (27) 14.8 22.2 7.4 3.7 7.4 7.4 37.0

3년 이상 (23) 26.1 17.4 8.7 4.3 - 4.3 39.1

[표 Ⅶ-17] D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선수가 인성문제로 제재(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반대
(1)

반대
(2)

보통
(3)

찬성
(4)

매우
찬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1) - - 13.7 52.9 33.3 - 13.7 86.3 4.20

연령
10대 (14) - - 28.6 50.0 21.4 - 28.6 71.4 3.93

20대 (37) - - 8.1 54.1 37.8 - 8.1 91.9 4.30

등급

챌린저 (38) - - 13.2 50.0 36.8 - 13.2 86.8 4.24

마스터 (11) - - 9.1 63.6 27.3 - 9.1 90.9 4.18

다이아 (2) - - 50.0 50.0 - - 50.0 50.0 3.50

선수 
경력

3년 미만 (27) - - 14.8 63.0 22.2 - 14.8 85.2 4.07

3년 이상 (23) - - 8.7 43.5 47.8 - 8.7 91.3 4.39

[표 Ⅶ-18] D2. 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정신장애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1) 7.8 92.2

연령
10대 (14) 14.3 85.7

20대 (37) 5.4 94.6

등급

챌린저 (38) 10.5 89.5

마스터 (11) - 100.0

다이아 (2) - 100.0

선수경력
3년 미만 (27) 7.4 92.6

3년 이상 (23) 8.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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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9] D2-1. 귀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 시도가 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부정적
(1)

부정적
(2)

보통
(3)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1) 17.6 49.0 29.4 3.9 - 66.7 29.4 3.9 2.20

연령
10대 (14) 21.4 50.0 21.4 7.1 - 71.4 21.4 7.1 2.14

20대 (37) 16.2 48.6 32.4 2.7 - 64.9 32.4 2.7 2.22

등급

챌린저 (38) 21.1 39.5 34.2 5.3 - 60.5 34.2 5.3 2.24

마스터 (11) 9.1 81.8 9.1 - - 90.9 9.1 - 2.00

다이아 (2) - 50.0 50.0 - - 50.0 50.0 - 2.50

선수 
경력

3년 미만 (27) 22.2 51.9 18.5 7.4 - 74.1 18.5 7.4 2.11

3년 이상 (23) 13.0 47.8 39.1 - - 60.9 39.1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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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마추어 선수

[표 Ⅶ-20] 응답자 일반 사항

(단위 : %) 사례수 비율

전체 (56) 100.0

연령
10대 (38) 67.9

20대 이상 (18) 32.1

등급

챌린저 (1) 1.8

마스터 (18) 32.1

다이아 (25) 44.6

플래티넘 (12) 21.4

선수경력*
1년 미만 (20) 36.4

1년 이상  (35) 63.6

* 선수경력 무응답 1명

[표 Ⅶ-21] A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위 : 세) 사례수 평균

전체 (56) 19.3

연령
10대 (38) 17.7

20대 이상 (18) 22.7

등급

챌린저 (1) 24.0

마스터 (18) 18.5

다이아 (25) 19.2

플래티넘 이하 (12) 20.1

선수경력
1년 미만 (20) 18.5

1년 이상  (35) 19.7

[표 Ⅶ-22]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56) 94.6 5.4

연령
10대 (38) 94.7 5.3

20대 이상 (18) 94.4 5.6

등급

챌린저 (1) 100.0 -

마스터 (18) 100.0 -

다이아 (25) 92.0 8.0

플래티넘 이하 (12) 91.7 8.3

선수경력
1년 미만 (20) 90.0 10.0

1년 이상  (35) 97.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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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3] A3. 귀하의 리그오브레전드 티어(등급)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챌린저 마스터 다이아 플래티넘 이하

전체 (56) 1.8 32.1 44.6 21.4

연령
10대 (38) - 36.8 44.7 18.4

20대 이상 (18) 5.6 22.2 44.4 27.8

등급

챌린저 (1) 100.0 - - -

마스터 (18) - 100.0 - -

다이아 (25) - - 100.0 -

플래티넘 이하 (12) - - - 100.0

선수경력
1년 미만 (20) - 30.0 45.0 25.0

1년 이상 (35) 2.9 34.3 45.7 17.1

[표 Ⅶ-24] A4. 다음 중 귀하의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 선수로서 경험하신 수준을 

선택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LCK팀 연습생 

경험
챌린저 리그 
활동 경험

팀 배틀 활동 
경험

해당사항 없음

전체 (56) 1.8 14.3 64.3 19.6

연령
10대 (38) 2.6 2.6 76.3 18.4

20대 이상 (18) - 38.9 38.9 22.2

등급

챌린저 (1) - 100.0 - -

마스터 (18) 5.6 16.7 61.1 16.7

다이아 (25) - 16.0 64.0 20.0

플래티넘 이하 (12) - - 75.0 25.0

선수경력
1년 미만 (20) - 5.0 70.0 25.0

1년 이상 (35) 2.9 20.0 62.9 14.3

[표 Ⅶ-25] A5. 귀하의 아마추어 선수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무응답
평균
(년)

전체 (56) 35.7 32.1 10.7 5.4 8.9 5.4 1.8 1.4

연령
10대 (38) 42.1 31.6 10.5 5.3 5.3 5.3 - 1.3

20대이상 (18) 22.2 33.3 11.1 5.6 16.7 5.6 5.6 1.8

등급

챌린저 (1) - - - 100.0 - - - 3.0

마스터 (18) 33.3 38.9 27.8 - - - - 1.0

다이아 (25) 36.0 36.0 4.0 - 12.0 12.0 - 1.7

플래티넘 이하 (12) 41.7 16.7 - 16.7 16.7 - 8.3 1.5

선수경력
1년 미만 (20) 100.0 - - - - - - 0.2

1년 이상  (35) - 51.4 17.1 8.6 14.3 8.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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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6] B1. 귀하는 프로게이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수 응답)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 

전체 (56) 51.8 28.6 19.6

연령
10대 (38) 63.2 18.4 18.4

20대 이상 (18) 27.8 50.0 22.2

등급

챌린저 (1) 100.0 - -

마스터 (18) 83.3 - 16.7

다이아 (25) 40.0 36.0 24.0

플래티넘 이하 (12) 25.0 58.3 16.7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50.0 30.0 20.0

1년 이상  (35) 51.4 28.6 20.0

[표 Ⅶ-27] B2. 귀하는 평소 아마추어 선수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평균 몇 일 연습을 하시나요? 

개인 연습 횟수와 팀 연습 횟수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개인 연습)

개인 연습
(단위 : %)

사례수
주 1일 
미만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 7일 
평균
(일)

전체 (56) 10.7 1.8 1.8 3.6 8.9 8.9 10.7 53.6 5.4

연령
10대 (38) 10.5 - - 5.3 7.9 7.9 7.9 60.5 5.6

20대 이상 (18) 11.1 5.6 5.6 - 11.1 11.1 16.7 38.9 4.9

등급

챌린저 (1) - - - - - - 100.0 - 6.0

마스터 (18) 5.6 - - - - - 11.1 83.3 6.5

다이아 (25) 12.0 4.0 - - 12.0 20.0 8.0 44.0 5.1

플래티넘 이하 (12) 16.7 - 8.3 16.7 16.7 - 8.3 33.3 4.2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20.0 - - - 10.0 5.0 15.0 50.0 5.1

1년 이상  (35) 5.7 2.9 2.9 5.7 8.6 11.4 8.6 54.3 5.5

[표 Ⅶ-28] B2. 귀하는 평소 아마추어 선수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평균 몇 일 연습을 하시나요? 

개인 연습 횟수와 팀 연습 횟수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팀 연습)

팀 연습
(단위 : %)

사례수
주 1일 
미만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7일 
소속팀
없음

평균
(일)

전체 (56) 8.9 3.6 5.4 8.9 5.4 7.1 1.8 8.9 50.0 3.4

연령
10대 (38) 10.5 2.6 5.3 13.2 7.9 2.6 - 7.9 50.0 3.1

20대 이상 (18) 5.6 5.6 5.6 - - 16.7 5.6 11.1 50.0 4.2

등급

챌린저 (1) - - - - - - - - 100.0 -

마스터 (18) - 5.6 - 16.7 11.1 5.6 - 11.1 50.0 4.1

다이아 (25) 20.0 4.0 8.0 8.0 4.0 4.0 4.0 4.0 44.0 2.4

플래티넘 이하 (12) - - 8.3 - - 16.7 - 16.7 58.3 5.2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10.0 5.0 - 10.0 5.0 - - 5.0 65.0 2.6

1년 이상  (35) 8.6 2.9 8.6 8.6 5.7 8.6 2.9 11.4 42.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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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9] B2-1. 그렇다면, 연습이 있는 날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나요? 

개인 연습 시간과 팀 연습 시간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개인 연습)

개인 연습
(단위 : %)

사례수
2시간
미만

2~4
시간
미만

4~6
시간
미만

6~8
시간
미만

8~10 
시간
미만

10~12
시간
미만

12~14
시간 
미만

14
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56) 10.7 14.3 23.2 12.5 7.1 16.1 10.7 5.4 6.6

연령
10대 (38) 10.5 10.5 23.7 15.8 5.3 21.1 7.9 5.3 6.7

20대 이상 (18) 11.1 22.2 22.2 5.6 11.1 5.6 16.7 5.6 6.4

등급

챌린저 (1) - - - - 100.0 - - - 9.0

마스터 (18) - - 16.7 5.6 - 38.9 22.2 16.7 10.2

다이아 (25) 12.0 20.0 28.0 20.0 8.0 8.0 4.0 - 5.2

플래티넘 이하 (12) 25.0 25.0 25.0 8.3 8.3 - 8.3 - 4.1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20.0 10.0 15.0 5.0 15.0 15.0 10.0 10.0 6.8

1년 이상  (35) 5.7 17.1 25.7 17.1 2.9 17.1 11.4 2.9 6.6

[표 Ⅶ-30] B2-1. 그렇다면, 연습이 있는 날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나요? 

개인 연습 시간과 팀 연습 시간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팀 연습)

팀 연습
(단위 : %)

사례수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소속팀 
없음

평균
(시간)

전체 (56) 7.1 17.9 8.9 12.5 3.6 50.0 3.9

연령
10대 (38) 7.9 21.1 7.9 10.5 2.6 50.0 3.5

20대 이상 (18) 5.6 11.1 11.1 16.7 5.6 50.0 4.8

등급

챌린저 (1) - - - - - 100.0 -

마스터 (18) - 16.7 16.7 16.7 - 50.0 4.4

다이아 (25) 12.0 20.0 8.0 12.0 4.0 44.0 3.6

플래티넘 이하 (12) 8.3 16.7 - 8.3 8.3 58.3 3.8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15.0 5.0 10.0 5.0 - 65.0 2.6

1년 이상  (35) 2.9 25.7 8.6 17.1 2.9 42.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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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1] B3. 귀하께서는 작년(2017년) 1년 동안 참가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는 총 몇 건 

인가요?

(단위 : %)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평균
(회)

전체 (56) 30.4 19.6 16.1 16.1 1.8 8.9 7.1 1.9

연령
10대 (38) 31.6 15.8 18.4 13.2 2.6 13.2 5.3 2.0

20대 이상 (18) 27.8 27.8 11.1 22.2 - - 11.1 1.8

등급

챌린저 (1) 100.0 - - - - - - -

마스터 (18) 38.9 16.7 16.7 11.1 - 11.1 5.6 1.7

다이아 (25) 16.0 16.0 16.0 24.0 4.0 12.0 12.0 2.7

플래티넘 이하 (12) 41.7 33.3 16.7 8.3 - - - 0.9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35.0 30.0 10.0 15.0 - 5.0 5.0 1.5

1년 이상  (35) 28.6 11.4 20.0 17.1 2.9 11.4 8.6 2.2

[표 Ⅶ-32] B4. 귀하께서 작년(2017년) 1년 동안 참가하신 대회 중 최고 성적은 무엇인가요?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개인 성적)

개인 성적
(단위 : %)

사례수 우승 준우승 4강 8강 16강 그 이하 무응답

전체 (39) 23.1 20.5 12.8 15.4 12.8 10.3 5.1

연령
10대 (26) 23.1 19.2 15.4 11.5 15.4 11.5 3.8

20대 이상 (13) 23.1 23.1 7.7 23.1 7.7 7.7 7.7

등급

챌린저 (11) 45.5 9.1 36.4 - - - 9.1

마스터 (21) 19.0 19.0 4.8 23.8 23.8 9.5 -

다이아 (7) - 42.9 - 14.3 - 28.6 14.3

선수 
경력

플래티넘 이하 (13) 15.4 30.8 - 7.7 15.4 23.1 7.7

1년 미만 (25) 28.0 12.0 20.0 20.0 12.0 4.0 4.0

[표 Ⅶ-33] B4. 귀하께서 작년(2017년) 1년 동안 참가하신 대회 중 최고 성적은 무엇인가요?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팀 성적)

팀 성적
(단위 : %)

사례수 우승 준우승 4강 8강 16강 그 이하 소속팀없음

전체 (39) 17.9 10.3 23.1 5.1 2.6 5.1 35.9

연령
10대 (26) 19.2 7.7 26.9 - - - 46.2

20대 이상 (13) 15.4 15.4 15.4 15.4 7.7 15.4 15.4

등급

챌린저 (11) 27.3 9.1 45.5 - - - 18.2

마스터 (21) 19.0 9.5 14.3 9.5 4.8 9.5 33.3

다이아 (7) - 14.3 14.3 - - - 71.4

선수 
경력

플래티넘 이하 (13) 7.7 23.1 7.7 - - 7.7 53.8

1년 미만 (25) 24.0 - 32.0 8.0 4.0 4.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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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4] B5. 귀하께서 작년(2017년) 1년 동안 이스포츠 선수 활동으로 얻은 수입(대회 상금 

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 수익과 팀 전체 수입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개인 수익)

개인 수익
(단위 : %)

사례수 전혀 없음 연 200만원 미만
연 200~400

만원 미만

전체 (56) 58.9 35.7 5.4

연령
10대 (38) 65.8 28.9 5.3

20대 이상 (18) 44.4 50.0 5.6

등급

챌린저 (1) 100.0 - -

마스터 (18) 50.0 38.9 11.1

다이아 (25) 56.0 40.0 4.0

플래티넘 이하 (12) 75.0 25.0 -

선수경력
1년 미만 (20) 65.0 30.0 5.0

1년 이상  (35) 57.1 37.1 5.7

[표 Ⅶ-35] B5. 귀하께서 작년(2017년) 1년 동안 이스포츠 선수 활동으로 얻은 수입(대회 상금 

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 수익과 팀 전체 수입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팀 수익)

팀 수익 
(단위 : %)

사례수 전혀 없음
연 

1,000
만원 미만

연 1,000~
2,000

만원 미만

연 2,000~
5,000

만원 미만

소속팀
없음

전체 (56) 23.2 23.2 1.8 1.8 50.0

연령
10대 (38) 26.3 13.2 - 2.6 57.9

20대 이상 (18) 16.7 44.4 5.6 - 33.3

등급

챌린저 (1) - - - - 100.0

마스터 (18) 22.2 27.8 5.6 - 44.4

다이아 (25) 24.0 28.0 - 4.0 44.0

플래티넘 이하 (12) 25.0 8.3 - - 66.7

선수경력
1년 미만 (20) 20.0 10.0 5.0 - 65.0

1년 이상  (35) 22.9 31.4 - 2.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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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6] B6. 귀하께서는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6) 10.7 89.3

연령
10대 (38) 7.9 92.1

20대 이상 (18) 16.7 83.3

등급

챌린저 (1) 100.0 -

마스터 (18) 22.2 77.8

다이아 (25) 4.0 96.0

플래티넘 이하 (12) - 100.0

선수경력
1년 미만 (20) 5.0 95.0

1년 이상  (35) 14.3 85.7

[표 Ⅶ-37] B6-1. 그렇다면, 스트리밍 방송은 어디에서 하시나요?(복수 응답)

(단위 : %) 사례수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유투브

전체 (6) 66.7 66.7 16.7

연령
10대 (3) 100.0 33.3 33.3

20대 이상 (3) 33.3 100.0 -

등급

챌린저 (1) - 100.0 -

마스터 (4) 100.0 50.0 25.0

다이아 (1) - 100.0 -

선수경력
1년 미만 (1) 100.0 100.0 -

1년 이상  (5) 60.0 60.0 20.0

[표 Ⅶ-38] C1. 귀하께서는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 선수 생활 전반에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정도를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6) 12.5 8.9 41.1 25.0 12.5 21.4 41.1 37.5 3.16

연령
10대 (38) 5.3 - 44.7 31.6 18.4 5.3 44.7 50.0 3.58

20대 이상 (18) 27.8 27.8 33.3 11.1 - 55.6 33.3 11.1 2.28

등급

챌린저 (1) - 100.0 - - - 100.0 - - 2.00

마스터 (18) 22.2 - 61.1 16.7 - 22.2 61.1 16.7 2.72

다이아 (25) 12.0 12.0 32.0 32.0 12.0 24.0 32.0 44.0 3.20

플래티넘 이하 (12) - 8.3 33.3 25.0 33.3 8.3 33.3 58.3 3.83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10.0 - 40.0 30.0 20.0 10.0 40.0 50.0 3.50

1년 이상  (35) 14.3 14.3 40.0 22.9 8.6 28.6 40.0 31.4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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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9] C2.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선수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열악한 
훈련
환경

불투
명한 
향후 
진로

정부 
지원
정책 
부족

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후원
관련 
문제

군복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팬들의 
과도한 
비난/ 
욕설

기타

전체 (56) 23.2 19.6 12.5 8.9 8.9 5.4 3.6 17.9 

연령
10대 (38) 21.1 18.4 13.2 10.5 7.9 5.3 5.3 18.4 

20대 이상 (18) 27.8 22.2 11.1 5.6 11.1 5.6 - 16.7 

등급

챌린저 (1) - - - - - 100.0 - - 

마스터 (18) 16.7 27.8 11.1 - 5.6 11.1 5.6 22.2 

다이아 (25) 24.0 24.0 12.0 16.0 12.0 - - 12.0 

플래티넘 이하 (12) 33.3 - 16.7 8.3 8.3 - 8.3 25.0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10.0 25.0 10.0 10.0 10.0 - 5.0 30.0 

1년 이상  (35) 31.4 17.1 14.3 8.6 8.6 8.6 2.9 8.6 

[표 Ⅶ-40] C2.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선수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1+2순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열악한 
훈련
환경

불투
명한 
향후 
진로

정부 
지원
정책 
부족

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후원
관련 
문제

군복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팬들의 
과도한 
비난/ 
욕설

기타

전체 (56) 37.5 39.3 21.4 25.0 21.4 10.7 5.4 19.6 

연령
10대 (38) 31.6 39.5 26.3 26.3 18.4 10.5 7.9 18.4 

20대 이상 (18) 50.0 38.9 11.1 22.2 27.8 11.1 - 22.2 

등급

챌린저 (1) - 100.0 - - - 100.0 - - 

마스터 (18) 27.8 38.9 16.7 5.6 27.8 22.2 11.1 22.2 

다이아 (25) 32.0 52.0 24.0 40.0 20.0 4.0 - 16.0 

플래티넘 이하 (12) 66.7 8.3 25.0 25.0 16.7 - 8.3 25.0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20.0 45.0 20.0 30.0 25.0 - 5.0 30.0 

1년 이상  (35) 48.6 37.1 22.9 22.9 20.0 17.1 5.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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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1] C3. 귀하께서는 아마추어 선수로서 활동을 몇 년 정도 더 고려하시고 있으신가요?

[표 Ⅶ-42] D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선수가 인성문제로 제재(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반대
(1)

반대
(2)

보통
(3)

찬성
(4)

매우
찬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6) 1.8 10.7 19.6 16.1 51.8 12.5 19.6 67.9 4.05

연령
10대 (38) - 10.5 23.7 15.8 50.0 10.5 23.7 65.8 4.05

20대 이상 (18) 5.6 11.1 11.1 16.7 55.6 16.7 11.1 72.2 4.06

등급

챌린저 (1) - - - - 100.0 - - 100.0 5.00

마스터 (18) 5.6 11.1 22.2 27.8 33.3 16.7 22.2 61.1 3.72

다이아 (25) - 8.0 20.0 12.0 60.0 8.0 20.0 72.0 4.24

플래티넘 이하 (12) - 16.7 16.7 8.3 58.3 16.7 16.7 66.7 4.08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5.0 - 35.0 10.0 50.0 5.0 35.0 60.0 4.00

1년 이상  (35) - 17.1 11.4 17.1 54.3 17.1 11.4 71.4 4.09

(단위 : %) 사례수 1년 2년 3년 4년 5년 9년
10년 
이상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평균
(년)

전체 (56) 37.5 16.1 3.6 1.8 1.8 1.8 3.6 33.9 2.2

연령
10대 (38) 44.7 18.4 2.6 - 2.6 2.6 2.6 26.3 2.1

20대 이상 (18) 22.2 11.1 5.6 5.6 - - 5.6 50.0 2.8

등급

챌린저 (1) 100.0 - - - - - - - 1.0

마스터 (18) 55.6 5.6 - - 5.6 5.6 5.6 22.2 2.6

다이아 (25) 28.0 24.0 - 4.0 - - 4.0 40.0 2.2

플래티넘 이하 (12) 25.0 16.7 16.7 - - - - 41.7 1.9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55.0 15.0 5.0 - - - - 25.0 1.3

1년 이상  (35) 28.6 14.3 2.9 2.9 2.9 2.9 5.7 40.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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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3] D2. 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정신장애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6) 35.7 64.3 

연령
10대 (38) 28.9 71.1 

20대 이상 (18) 50.0 50.0 

등급

챌린저 (1) 100.0 - 

마스터 (18) 50.0 50.0 

다이아 (25) 28.0 72.0 

플래티넘 이하 (12) 25.0 75.0 

선수경력
1년 미만 (20) 20.0 80.0 

1년 이상  (35) 42.9 57.1 

[표 Ⅶ-44] D2-1. 귀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과거 ‘게임중독’ 

으로 불렸음)’의 국제질병분류 시도가 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부정적
(1)

부정적
(2)

보통
(3)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6) 32.1 8.9 39.3 12.5 7.1 41.1 39.3 19.6 2.54

연령
10대 (38) 21.1 7.9 44.7 15.8 10.5 28.9 44.7 26.3 2.87

20대 이상 (18) 55.6 11.1 27.8 5.6 - 66.7 27.8 5.6 1.83

등급

챌린저 (1) 100.0 - - - - 100.0 - - 1.00

마스터 (18) 27.8 16.7 33.3 16.7 5.6 44.4 33.3 22.2 2.56

다이아 (25) 36.0 4.0 44.0 12.0 4.0 40.0 44.0 16.0 2.44

플래티넘 이하 (12) 25.0 8.3 41.7 8.3 16.7 33.3 41.7 25.0 2.83

선수 
경력

1년 미만 (20) 20.0 15.0 45.0 10.0 10.0 35.0 45.0 20.0 2.75

1년 이상  (35) 40.0 5.7 34.3 14.3 5.7 45.7 34.3 2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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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람객

[표 Ⅶ-45] 응답자 일반 사항

(단위 : %) 사례수 비율

전체 (229) 100.0

성별
남성 (122) 53.3

여성 (107) 46.7

연령

10대 (43) 18.8

20대 (163) 71.2

30대 이상 (23) 10.0

관람 종목
리그오브레전드 (139) 60.7

배틀그라운드 (90) 39.3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39.7

3~9회 (69) 30.1

10회 이상 (69) 30.1

주 플레이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131) 57.2

배틀그라운드 (58) 25.3

오버워치 (20) 8.7

기타 (20) 8.7

거주 지역
서울 (105) 45.9

지방 (124)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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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6] A2. 오늘 관람하신 종목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전체 (229) 60.7 39.3

성별
남성 (122) 74.6 25.4

여성 (107) 44.9 55.1

연령

10대 (43) 53.5 46.5

20대 (163) 63.2 36.8

30대 이상 (23) 56.5 43.5

관람 종목
리그오브레전드 (139) 100.0 -

배틀그라운드 (90) - 100.0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62.6 37.4

3~9회 (69) 65.2 34.8

10회 이상 (69) 53.6 46.4

주 플레이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131) 91.6 8.4

배틀그라운드 (58) 8.6 91.4

오버워치 (20) 15.0 85.0

기타 (20) 55.0 45.0

거주 지역
서울 (105) 59.0 41.0

지방 (124) 62.1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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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7] B1.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복수 응답)

(단위 : %) 사례수
인터넷
포탈

사이트

소셜
미디어
(SNS)

이스포츠 
커뮤니티

친구 및 
주변지인

1인 방송/
스트리밍

인터넷 
블로그

기타

전체 (229) 55.9 41.9 34.1 22.7 21.0 0.9 1.7 

성별
남성 (122) 70.5 21.3 37.7 26.2 18.0 0.8 - 

여성 (107) 39.3 65.4 29.9 18.7 24.3 0.9 3.7 

연령

10대 (43) 39.5 48.8 39.5 16.3 30.2 2.3 2.3 

20대 (163) 57.7 44.2 31.9 26.4 19.6 0.6 1.8 

30대 이상 (23) 73.9 13.0 39.1 8.7 13.0 - - 

관람 종목
LOL (139) 66.2 27.3 41.0 23.7 14.4 0.7 2.2 

배그 (90) 40.0 64.4 23.3 21.1 31.1 1.1 1.1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63.7 27.5 28.6 31.9 26.4 1.1 - 

3~9회 (69) 55.1 37.7 40.6 17.4 23.2 1.4 2.9 

10회 이상 (69) 46.4 65.2 34.8 15.9 11.6 - 2.9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64.1 29.8 38.9 26.0 15.3 0.8 2.3 

배그 (58) 39.7 62.1 20.7 15.5 24.1 - 1.7 

오버워치 (20) 25.0 75.0 30.0 15.0 45.0 5.0 - 

기타 (20) 80.0 30.0 45.0 30.0 25.0 - - 

거주 지역
서울 (105) 55.2 40.0 38.1 23.8 17.1 - 1.0 

지방 (124) 56.5 43.5 30.6 21.8 24.2 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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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8] B2.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현장감이 
있어서

게임 
자체가 
재미

있어서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친구/ 
동료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어서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응원 
문화가 
재미 

있어서

기타

전체 (229) 40.2 33.2 17.9 2.2 2.2 1.3 1.3 0.9 0.9

성별
남성 (122) 43.4 37.7 8.2 1.6 2.5 1.6 2.5 0.8 1.6

여성 (107) 36.4 28.0 29.0 2.8 1.9 0.9 - 0.9 -

연령

10대 (43) 32.6 39.5 18.6 - 2.3 4.7 2.3 - -

20대 (163) 41.1 30.7 19.6 3.1 1.8 0.6 1.2 0.6 1.2

30대 이상 (23) 47.8 39.1 4.3 - 4.3 - - 4.3 -

관람 종목
LOL (139) 43.9 37.4 10.8 2.9 1.4 - 1.4 0.7 1.4

배그 (90) 34.4 26.7 28.9 1.1 3.3 3.3 1.1 1.1 -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35.2 36.3 13.2 2.2 5.5 2.2 3.3 1.1 1.1

3~9회 (69) 46.4 34.8 15.9 2.9 - - - - -

10회 이상 (69) 40.6 27.5 26.1 1.4 - 1.4 - 1.4 1.4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45.0 36.6 11.5 1.5 2.3 - 1.5 0.8 0.8

배그 (58) 25.9 32.8 27.6 1.7 1.7 5.2 1.7 1.7 1.7

오버워치 (20) 40.0 15.0 40.0 - 5.0 - - - -

기타 (20) 50.0 30.0 10.0 10.0 - - - - -

거주 지역
서울 (105) 41.9 36.2 14.3 1.9 - 2.9 1.0 1.0 1.0

지방 (124) 38.7 30.6 21.0 2.4 4.0 - 1.6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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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9] B2.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2순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현장감이 
있어서

게임 
자체가 
재미 

있어서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친구/ 
동료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어서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응원 
문화가 
재미 

있어서

기타

전체 (229) 68.1 53.3 38.9 7.9 6.6 7.9 7.4 8.3 1.7

성별
남성 (122) 73.8 59.0 21.3 7.4 8.2 8.2 9.8 9.0 3.3

여성 (107) 61.7 46.7 58.9 8.4 4.7 7.5 4.7 7.5 -

연령

10대 (43) 48.8 65.1 44.2 4.7 7.0 14.0 4.7 9.3 2.3

20대 (163) 71.2 49.7 40.5 8.0 6.1 6.7 8.6 7.4 1.8

30대 이상 (23) 82.6 56.5 17.4 13.0 8.7 4.3 4.3 13.0 -

관람 종목
LOL (139) 73.4 60.4 30.2 9.4 5.0 5.0 2.9 10.8 2.9

배그 (90) 60.0 42.2 52.2 5.6 8.9 12.2 14.4 4.4 -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67.0 59.3 24.2 6.6 12.1 9.9 12.1 6.6 2.2

3~9회 (69) 71.0 53.6 40.6 7.2 4.3 7.2 7.2 7.2 1.4

10회 이상 (69) 66.7 44.9 56.5 10.1 1.4 5.8 1.4 11.6 1.4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74.0 57.3 30.5 7.6 7.6 6.1 4.6 10.7 1.5

배그 (58) 58.6 50.0 51.7 6.9 5.2 12.1 8.6 5.2 1.7

오버워치 (20) 70.0 35.0 65.0 - 5.0 5.0 10.0 5.0 5.0

기타 (20) 55.0 55.0 30.0 20.0 5.0 10.0 20.0 5.0 -

거주 지역
서울 (105) 68.6 53.3 36.2 9.5 4.8 12.4 4.8 8.6 1.9

지방 (124) 67.7 53.2 41.1 6.5 8.1 4.0 9.7 8.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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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0] B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2017년 8월 ~ 2018년 8월)에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관람한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단위 : 회) 사례수 평균 관람횟수(회)

전체 (229) 9.6

성별
남성 (122) 6.9

여성 (107) 12.8

연령

10대 (43) 7.6

20대 (163) 10.2

30대 이상 (23) 9.4

관람 종목
LOL (139) 9.0

배그 (90) 10.7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1.4

3~9회 (69) 4.6

10회 이상 (69) 25.7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8.9

배그 (58) 11.2

오버워치 (20) 7.9

기타 (20) 11.7

거주 지역
서울 (105) 12.0

지방 (12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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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1] B3-1. (B3. 2회 이상 응답자 질문) 아래 이스포츠 경기장 중 어느 경기장에서 

관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사례수
상암 이스포츠 

스타디움
강남 넥슨 

아레나
삼성동 플릭업 

스튜디오
기타 

전체 (171) 95.3 55.0 28.1 18.1

성별
남성 (84) 94.0 48.8 19.0 13.1

여성 (87) 96.6 60.9 36.8 23.0

연령

10대 (29) 96.6 44.8 24.1 13.8

20대 (129) 95.3 57.4 27.9 18.6

30대 이상 (13) 92.3 53.8 38.5 23.1

관람 종목
LOL (102) 98.0 59.8 13.7 8.8

배그 (69) 91.3 47.8 49.3 31.9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33) 87.9 15.2 9.1 15.2

3~9회 (69) 94.2 43.5 15.9 17.4

10회 이상 (69) 100.0 85.5 49.3 20.3

주 플레이 게임

LOL (97) 95.9 58.8 15.5 9.3

배그 (44) 95.5 47.7 47.7 29.5

오버워치 (15) 93.3 46.7 40.0 26.7

기타 (15) 93.3 60.0 40.0 33.3

거주 지역
서울 (85) 91.8 57.6 27.1 16.5

지방 (86) 98.8 52.3 29.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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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2] B3-2. (B3. 2회 이상 응답자 질문) 귀하께서는 어떤 종목을 현장에서 

관람하셨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

크래프트
2

스타
크래프트

1
리마스터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스톰

피파
온라인

기타

전체 (171) 66.7 42.7 25.1 7.6 2.9 2.9 1.2 0.6 2.3

성별
남성 (84) 82.1 23.8 9.5 10.7 4.8 4.8 2.4 - 4.8

여성 (87) 51.7 60.9 40.2 4.6 1.1 1.1 - 1.1 -

연령

10대 (29) 65.5 44.8 31.0 6.9 3.4 - - - -

20대 (129) 68.2 41.9 24.8 6.2 2.3 3.1 0.8 0.8 3.1

30대 이상 (13) 53.8 46.2 15.4 23.1 7.7 7.7 7.7 - -

관람 종목
LOL (102) 98.0 6.9 6.9 7.8 2.9 2.9 - 1.0 1.0

배그 (69) 20.3 95.7 52.2 7.2 2.9 2.9 2.9 - 4.3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33) 66.7 36.4 6.1 3.0 - 3.0 - - 3.0

3~9회 (69) 76.8 33.3 14.5 2.9 1.4 1.4 1.4 - 2.9

10회 이상 (69) 56.5 55.1 44.9 14.5 5.8 4.3 1.4 1.4 1.4

주 플레이 
게임

LOL (97) 96.9 13.4 10.3 8.2 4.1 4.1 1.0 1.0 2.1

배그 (44) 13.6 90.9 54.5 2.3 - - - - 4.5

오버워치 (15) 26.7 93.3 46.7 - - - - - -

기타 (15) 66.7 40.0 13.3 26.7 6.7 6.7 6.7 - -

거주 지역
서울 (85) 70.6 42.4 24.7 9.4 2.4 5.9 2.4 1.2 4.7

지방 (86) 62.8 43.0 25.6 5.8 3.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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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3] B4. 오늘 이스포츠 경기 관람 시 본인 포함 몇 명이 함께 오셨나요?

동반자 없이 혼자 오신 경우라면 1명이라고 적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1명

(혼자)
2명 3명 4명 5명 6명

평균
(명)

전체 (229) 31.9 55.5 7.4 3.5 1.3 0.4 1.9

성별
남성 (122) 32.0 59.8 6.6 1.6 - - 1.8

여성 (107) 31.8 50.5 8.4 5.6 2.8 0.9 2.0

연령

10대 (43) 30.2 58.1 7.0 4.7 - - 1.9

20대 (163) 33.1 54.6 6.1 3.7 1.8 0.6 1.9

30대 이상 (23) 26.1 56.5 17.4 - - - 1.9

관람 종목
LOL (139) 36.0 56.8 5.0 2.2 - - 1.7

배그 (90) 25.6 53.3 11.1 5.6 3.3 1.1 2.1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19.8 69.2 7.7 3.3 - - 1.9

3~9회 (69) 37.7 53.6 7.2 1.4 - - 1.7

10회 이상 (69) 42.0 39.1 7.2 5.8 4.3 1.4 2.0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32.1 60.3 6.1 1.5 - - 1.8

배그 (58) 31.0 41.4 10.3 10.3 5.2 1.7 2.2

오버워치 (20) 35.0 65.0 - - - - 1.7

기타 (20) 30.0 55.0 15.0 - - - 1.9

거주 지역
서울 (105) 29.5 57.1 7.6 4.8 1.0 - 1.9

지방 (124) 33.9 54.0 7.3 2.4 1.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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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4] B5.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지출하시는 비용이 1회 평균 얼마 

정도인가요? 입장료, 간식,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29) 9.6 32.3 24.0 17.9 2.2 14.0 26,777 

성별
남성 (122) 9.8 32.0 27.0 18.9 1.6 10.7 22,852 

여성 (107) 9.3 32.7 20.6 16.8 2.8 17.8 31,252 

연령

10대 (43) 14.0 53.5 14.0 9.3 2.3 7.0 18,233 

20대 (163) 9.8 28.2 25.2 19.0 1.8 16.0 29,129 

30대 이상 (23) - 21.7 34.8 26.1 4.3 13.0 26,087 

관람 종목
LOL (139) 9.4 31.7 28.1 18.0 2.2 10.8 23,446 

배그 (90) 10.0 33.3 17.8 17.8 2.2 18.9 31,922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7.7 28.6 23.1 17.6 2.2 20.9 27,429 

3~9회 (69) 7.2 34.8 30.4 18.8 2.9 5.8 22,522 

10회 이상 (69) 14.5 34.8 18.8 17.4 1.4 13.0 30,174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12.2 32.8 25.2 17.6 2.3 9.9 23,664 

배그 (58) 3.4 34.5 20.7 22.4 1.7 17.2 33,138 

오버워치 (20) 20.0 30.0 15.0 5.0 5.0 25.0 25,350 

기타 (20) - 25.0 35.0 20.0 - 20.0 30,150 

거주 지역
서울 (105) 14.3 37.1 27.6 13.3 1.9 5.7 18,943 

지방 (124) 5.6 28.2 21.0 21.8 2.4 21.0 33,411 



160

첨부자료 - 통계분석테이블 및 실태조사 설문지

[표 Ⅶ-55] B6. 귀하께서는 오늘 관람하신 이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한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229) 0.4 1.3 9.6 51.1 37.6 1.7 9.6 88.6 4.24

성별
남성 (122) 0.8 0.8 6.6 54.9 36.9 1.6 6.6 91.8 4.26

여성 (107) - 1.9 13.1 46.7 38.3 1.9 13.1 85.0 4.21

연령

10대 (43) - - - 46.5 53.5 - - 100.0 4.53

20대 (163) 0.6 1.8 12.3 52.1 33.1 2.5 12.3 85.3 4.15

30대 이상 (23) - - 8.7 52.2 39.1 - 8.7 91.3 4.30

관람 종목
LOL (139) - 0.7 7.9 51.1 40.3 0.7 7.9 91.4 4.31

배그 (90) 1.1 2.2 12.2 51.1 33.3 3.3 12.2 84.4 4.13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1.1 1.1 11.0 49.5 37.4 2.2 11.0 86.8 4.21

3~9회 (69) - - 4.3 60.9 34.8 - 4.3 95.7 4.30

10회 이상 (69) - 2.9 13.0 43.5 40.6 2.9 13.0 84.1 4.22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0.8 - 8.4 50.4 40.5 0.8 8.4 90.8 4.30

배그 (58) - 3.4 15.5 46.6 34.5 3.4 15.5 81.0 4.12

오버워치 (20) - - 5.0 60.0 35.0 - 5.0 95.0 4.30

기타 (20) - 5.0 5.0 60.0 30.0 5.0 5.0 90.0 4.15

거주 지역
서울 (105) 1.0 1.0 9.5 53.3 35.2 1.9 9.5 88.6 4.21

지방 (124) - 1.6 9.7 49.2 39.5 1.6 9.7 88.7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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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6] B6-1. 오늘 관람하신 이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만족하신다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위 : %) 사례수
해설/ 

아나운서 
진행

쾌적한 
경기장 
내 환경

경기장 
화질/ 
음향

경기
내용

적정한 
입장료

주변 
편의
시설

관람객 
대상 

이벤트

적당한 
대기시간

안내 
직원 
친철

전체 (203) 49.8 47.8 38.9 36.9 29.6 21.2 17.2 9.4 8.9

성별
남성 (112) 52.7 51.8 42.0 30.4 28.6 21.4 11.6 7.1 9.8

여성 (91) 46.2 42.9 35.2 45.1 30.8 20.9 24.2 12.1 7.7

연령

10대 (43) 53.5 51.2 39.5 41.9 30.2 23.3 20.9 7.0 14.0

20대 (139) 48.9 46.0 40.3 36.0 28.8 21.6 17.3 10.1 7.2

30대 
이상

(21) 47.6 52.4 28.6 33.3 33.3 14.3 9.5 9.5 9.5

관람 
종목

LOL (127) 53.5 51.2 40.9 33.1 34.6 21.3 3.1 12.6 5.5

배그 (76) 43.4 42.1 35.5 43.4 21.1 21.1 40.8 3.9 14.5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79) 38.0 46.8 36.7 31.6 20.3 21.5 17.7 10.1 13.9

3~9회 (66) 50.0 47.0 34.8 33.3 36.4 19.7 16.7 4.5 6.1

10회 
이상

(58) 65.5 50.0 46.6 48.3 34.5 22.4 17.2 13.8 5.2

주 
플레이 
게임

LOL (119) 50.4 49.6 39.5 34.5 31.9 21.8 5.0 10.9 5.9

배그 (47) 44.7 46.8 40.4 42.6 23.4 19.1 44.7 6.4 17.0

오버
워치

(19) 47.4 42.1 36.8 47.4 21.1 15.8 31.6 5.3 10.5

기타 (18) 61.1 44.4 33.3 27.8 38.9 27.8 11.1 11.1 5.6

거주 
지역

서울 (93) 50.5 53.8 40.9 33.3 36.6 19.4 18.3 9.7 12.9

지방 (110) 49.1 42.7 37.3 40.0 23.6 22.7 16.4 9.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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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7] B6-2. 오늘 관람하신 이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위 : %) 사례수

경기장 내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

관람객 
대상 

이벤트 
부족

관람대기
시간이 
길어서

해설/ 
아나운서 
진행이 

부족해서

경기장 내 
화질/ 
음향이 
좋지 

않아서

경기 
내용이 

기대보다 
못해서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안내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26) 19.2 19.2 15.4 15.4 11.5 11.5 7.7 3.8 30.8 

성별
남성 (10) 20.0 20.0 30.0 10.0 10.0 20.0 10.0 - 30.0 

여성 (16) 18.8 18.8 6.3 18.8 12.5 6.3 6.3 6.3 31.3 

연령

20대 (24) 16.7 20.8 16.7 16.7 8.3 8.3 4.2 4.2 33.3 

30대 
이상

(2) 50.0 - - - 50.0 50.0 50.0 - - 

관람 
종목

LOL (12) 16.7 25.0 16.7 25.0 - 16.7 8.3 - 25.0 

배그 (14) 21.4 14.3 14.3 7.1 21.4 7.1 7.1 7.1 35.7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12) 8.3 33.3 33.3 8.3 8.3 - 8.3 - 25.0 

3~9회 (3) - - - 33.3 - 33.3 - - 66.7 

10회
이상

(11) 36.4 9.1 - 18.2 18.2 18.2 9.1 9.1 27.3 

주 
플레이 
게임

LOL (12) 8.3 25.0 25.0 16.7 8.3 16.7 8.3 - 25.0 

배그 (11) 27.3 18.2 - 9.1 18.2 9.1 9.1 9.1 36.4 

오버 
워치

(1) - - - - - - - - 100.0 

기타 (2) 50.0 - 50.0 50.0 - - - - - 

거주 
지역

서울 (12) 16.7 41.7 25.0 8.3 25.0 8.3 16.7 - - 

지방 (14) 21.4 - 7.1 21.4 - 14.3 - 7.1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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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8] B7. 귀하께서는 향후 다시 이스포츠를 경기장에서 관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기장 관람 의향을 1점(전혀 없다)에서 5점(반드시 관람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관람
의향
전혀
없음
(1)

관람
의향 

없는 편
(2)

보통
(3)

관람
의향 

있는 편
(4)

반드시 
관람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229) 0.9 0.4 3.1 42.8 52.8 1.3 3.1 95.6 4.46

성별
남성 (122) 0.8 0.8 4.1 51.6 42.6 1.6 4.1 94.3 4.34

여성 (107) 0.9 - 1.9 32.7 64.5 0.9 1.9 97.2 4.60

연령

10대 (43) - - 2.3 34.9 62.8 - 2.3 97.7 4.60

20대 (163) 0.6 0.6 3.1 42.9 52.8 1.2 3.1 95.7 4.47

30대 이상 (23) 4.3 - 4.3 56.5 34.8 4.3 4.3 91.3 4.17

관람 종목
LOL (139) - - 2.2 47.5 50.4 - 2.2 97.8 4.48

배그 (90) 2.2 1.1 4.4 35.6 56.7 3.3 4.4 92.2 4.43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1.1 1.1 5.5 56.0 36.3 2.2 5.5 92.3 4.25

3~9회 (69) - - - 46.4 53.6 - - 100.0 4.54

10회 이상 (69) 1.4 - 2.9 21.7 73.9 1.4 2.9 95.7 4.67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0.8 - 2.3 45.8 51.1 0.8 2.3 96.9 4.47

배그 (58) 1.7 1.7 3.4 34.5 58.6 3.4 3.4 93.1 4.47

오버워치 (20) - - - 35.0 65.0 - - 100.0 4.65

기타 (20) - - 10.0 55.0 35.0 - 10.0 90.0 4.25

거주 지역
서울 (105) 1.9 1.0 4.8 39.0 53.3 2.9 4.8 92.4 4.41

지방 (124) - - 1.6 46.0 52.4 - 1.6 98.4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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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9] B8. 귀하께서는 향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스포츠 경기장 관람을 추천하실 거 

같으신가요? 추천 의향에 따라 1점(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5점(반드시 

추천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전혀 
추천
의향 
없음
(1)

추천
의향

없는 편
(2)

보통
(3)

추천
의향 

있는 편
(4)

반드시 
추천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229) 0.4 1.3 8.7 50.2 39.3 1.7 8.7 89.5 4.27

성별
남성 (122) 0.8 0.8 6.6 54.1 37.7 1.6 6.6 91.8 4.27

여성 (107) - 1.9 11.2 45.8 41.1 1.9 11.2 86.9 4.26

연령

10대 (43) - 2.3 7.0 37.2 53.5 2.3 7.0 90.7 4.42

20대 (163) 0.6 1.2 9.8 51.5 36.8 1.8 9.8 88.3 4.23

30대 이상 (23) - - 4.3 65.2 30.4 - 4.3 95.7 4.26

관람 종목
LOL (139) - 0.7 7.2 53.2 38.8 0.7 7.2 92.1 4.30

배그 (90) 1.1 2.2 11.1 45.6 40.0 3.3 11.1 85.6 4.21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1.1 1.1 7.7 54.9 35.2 2.2 7.7 90.1 4.22

3~9회 (69) - - 8.7 55.1 36.2 - 8.7 91.3 4.28

10회 이상 (69) - 2.9 10.1 39.1 47.8 2.9 10.1 87.0 4.32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0.8 0.8 6.9 50.4 41.2 1.5 6.9 91.6 4.31

배그 (58) - 3.4 13.8 41.4 41.4 3.4 13.8 82.8 4.21

오버워치 (20) - - 5.0 45.0 50.0 - 5.0 95.0 4.45

기타 (20) - - 10.0 80.0 10.0 - 10.0 90.0 4.00

거주 지역
서울 (105) 1.0 1.0 8.6 51.4 38.1 1.9 8.6 89.5 4.25

지방 (124) - 1.6 8.9 49.2 40.3 1.6 8.9 89.5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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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0] B9.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경기장 입장료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단위 : %) 사례수
1만원 
미만

1~2
만원 
미만

2~3
만원 
미만

3~4
만원 
미만

4~5
만원 
미만

5~6
만원 
미만

6만원 
이상

평균
(원)

전체 (229) 10.9 44.1 25.3 9.2 0.9 6.1 3.5 20,843

성별
남성 (122) 9.8 45.1 24.6 10.7 - 7.4 2.5 19,934

여성 (107) 12.1 43.0 26.2 7.5 1.9 4.7 4.7 21,879

연령

10대 (43) 11.6 39.5 27.9 9.3 2.3 2.3 7.0 23,535

20대 (163) 10.4 45.4 25.2 9.8 .6 5.5 3.1 20,282

30대 이상 (23) 13.0 43.5 21.7 4.3 - 17.4 - 19,783

관람 종목
LOL (139) 14.4 40.3 23.7 11.5 1.4 6.5 2.2 19,122

배그 (90) 5.6 50.0 27.8 5.6 - 5.6 5.6 23,500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5.5 44.0 30.8 8.8 1.1 5.5 4.4 22,901

3~9회 (69) 10.1 47.8 21.7 10.1 1.4 5.8 2.9 20,159

10회 이상 (69) 18.8 40.6 21.7 8.7 - 7.2 2.9 18,812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15.3 40.5 22.1 11.5 1.5 6.1 3.1 19,893

배그 (58) 6.9 41.4 34.5 8.6 - 6.9 1.7 20,207

오버워치 (20) - 70.0 10.0 5.0 - 5.0 10.0 30,500

기타 (20) 5.0 50.0 35.0 - - 5.0 5.0 19,250

거주 지역
서울 (105) 13.3 45.7 22.9 8.6 - 7.6 1.9 18,600

지방 (124) 8.9 42.7 27.4 9.7 1.6 4.8 4.8 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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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1] B10.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굿즈(유니폼, 텀블러 등) 구입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위 : 회)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29) 39.7 60.3

성별
남성 (122) 23.8 76.2

여성 (107) 57.9 42.1

연령

10대 (43) 34.9 65.1

20대 (163) 41.7 58.3

30대 이상 (23) 34.8 65.2

관람 종목
LOL (139) 31.7 68.3

배그 (90) 52.2 47.8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17.6 82.4

3~9회 (69) 36.2 63.8

10회 이상 (69) 72.5 27.5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36.6 63.4

배그 (58) 43.1 56.9

오버워치 (20) 55.0 45.0

기타 (20) 35.0 65.0

거주 지역
서울 (105) 43.8 56.2

지방 (124) 36.3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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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2] B10-1. 구입 굿즈는 무엇이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단위 : %) 사례수 유니폼 에코백 텀블러 기타

전체 (91) 69.2 22.0 18.7 36.3 

성별
남성 (29) 51.7 31.0 31.0 24.1 

여성 (62) 77.4 17.7 12.9 41.9 

연령

10대 (15) 66.7 26.7 13.3 33.3 

20대 (68) 70.6 20.6 19.1 39.7 

30대 이상 (8) 62.5 25.0 25.0 12.5 

관람 종목
LOL (44) 75.0 18.2 13.6 38.6 

배그 (47) 63.8 25.5 23.4 34.0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16) 43.8 25.0 18.8 50.0 

3~9회 (25) 60.0 20.0 16.0 24.0 

10회 이상 (50) 82.0 22.0 20.0 38.0 

주 플레이 
게임

LOL (48) 64.6 22.9 20.8 37.5 

배그 (25) 68.0 20.0 16.0 36.0 

오버워치 (11) 81.8 18.2 18.2 36.4 

기타 (7) 85.7 28.6 14.3 28.6 

거주 지역
서울 (46) 67.4 26.1 23.9 39.1 

지방 (45) 71.1 17.8 13.3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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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3] C1. 최근 1년 동안(2017년 8월 ~ 2018년 8월) 이스포츠 외에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단위 : %) 사례수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기타 경험 없음

전체 (229) 35.4 12.7 7.9 4.4 0.9 56.8

성별
남성 (122) 42.6 15.6 10.7 4.1 - 49.2

여성 (107) 27.1 9.3 4.7 4.7 1.9 65.4

연령

10대 (43) 23.3 9.3 7.0 4.7 - 69.8

20대 (163) 37.4 11.7 8.0 3.1 1.2 55.2

30대 이상 (23) 43.5 26.1 8.7 13.0 - 43.5

관람 종목
LOL (139) 38.1 14.4 7.2 4.3 - 55.4

배그 (90) 31.1 10.0 8.9 4.4 2.2 58.9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35.2 12.1 6.6 2.2 2.2 56.0

3~9회 (69) 42.0 17.4 13.0 8.7 - 50.7

10회 이상 (69) 29.0 8.7 4.3 2.9 - 63.8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36.6 14.5 9.2 4.6 - 55.0

배그 (58) 32.8 8.6 8.6 5.2 3.4 58.6

오버워치 (20) 40.0 10.0 5.0 5.0 - 60.0

기타 (20) 30.0 15.0 - - - 60.0

거주 지역
서울 (105) 38.1 15.2 9.5 4.8 1.9 53.3

지방 (124) 33.1 10.5 6.5 4.0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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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4] C2. 귀하께서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

크래프트
2

스타
크래프트

1
리마스터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레인보우 
식스
시즈

기타

전체 (229) 57.2 25.3 8.7 1.3 0.4 0.4 0.4 0.4 5.7

성별
남성 (122) 73.0 14.8 2.5 2.5 0.8 0.8 - 0.8 4.9

여성 (107) 39.3 37.4 15.9 - - - 0.9 - 6.5

연령

10대 (43) 58.1 30.2 11.6 - - - - - -

20대 (163) 59.5 22.1 9.2 0.6 - 0.6 0.6 0.6 6.7

30대 이상 (23) 39.1 39.1 - 8.7 4.3 - - - 8.7

관람 종목
LOL (139) 86.3 3.6 2.2 - - 0.7 - - 7.2

배그 (90) 12.2 58.9 18.9 3.3 1.1 - 1.1 1.1 3.3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58.2 23.1 8.8 2.2 1.1 1.1 - - 5.5

3~9회 (69) 62.3 21.7 7.2 - - - 1.4 1.4 5.8

10회 이상 (69) 50.7 31.9 10.1 1.4 - - - - 5.8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100.0 - - - - - - - -

배그 (58) - 100.0 - - - - - - -

오버워치 (20) - - 100.0 - - - - - -

기타 (20) - - - 15.0 5.0 5.0 5.0 5.0 65.0

거주 지역
서울 (105) 56.2 27.6 6.7 1.0 1.0 1.0 1.0 - 5.7

지방 (124) 58.1 23.4 10.5 1.6 - - - 0.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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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5] C2. 귀하께서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2순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

크래프트
2

스타
크래프트

1
리마스터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레인보우
식스
시즈

기타

전체 (229) 64.6 49.8 30.1 3.9 4.4 4.8 1.7 1.7 20.1 

성별
남성 (122) 80.3 41.8 13.9 5.7 8.2 8.2 2.5 3.3 18.0 

여성 (107) 46.7 58.9 48.6 1.9 - 0.9 0.9 - 22.4 

연령

10대 (43) 62.8 48.8 39.5 2.3 - 4.7 - 2.3 18.6 

20대 (163) 66.9 49.1 31.3 3.1 3.7 4.9 2.5 1.8 19.6 

30대 이상 (23) 52.2 56.5 4.3 13.0 17.4 4.3 - - 26.1 

관람 종목
LOL (139) 95.0 25.2 11.5 3.6 5.8 7.2 2.2 0.7 24.5 

배그 (90) 17.8 87.8 58.9 4.4 2.2 1.1 1.1 3.3 13.3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67.0 53.8 27.5 3.3 6.6 6.6 1.1 2.2 14.3 

3~9회 (69) 69.6 39.1 29.0 2.9 4.3 2.9 4.3 1.4 26.1 

10회 이상 (69) 56.5 55.1 34.8 5.8 1.4 4.3 - 1.4 21.7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100.0 28.2 10.7 3.1 6.1 6.9 2.3 1.5 19.1 

배그 (58) 12.1 100.0 58.6 1.7 - - - 1.7 12.1 

오버워치 (20) 20.0 70.0 100.0 - - 5.0 - - 5.0 

기타 (20) 30.0 25.0 5.0 20.0 10.0 5.0 5.0 5.0 65.0 

거주 지역
서울 (105) 63.8 52.4 26.7 4.8 5.7 4.8 1.9 1.0 21.0 

지방 (124) 65.3 47.6 33.1 3.2 3.2 4.8 1.6 2.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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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6] C3.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순서에 따라 1, 2, 3순위 취미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게임 인터넷 SNS
TV시청
(스포츠)

이스포츠 
시청

친구만남
이스포츠

관람
(현장)

전체 (229) 33.2 13.1 11.4 10.0 9.6 3.9 3.1

성별
남성 (122) 41.0 14.8 3.3 12.3 9.0 4.1 1.6

여성 (107) 24.3 11.2 20.6 7.5 10.3 3.7 4.7

연령

10대 (43) 44.2 4.7 16.3 4.7 2.3 9.3 2.3

20대 (163) 30.7 16.0 11.7 10.4 11.0 3.1 3.7

30대 이상 (23) 30.4 8.7 - 17.4 13.0 - -

관람 종목
LOL (139) 34.5 11.5 7.9 12.2 9.4 4.3 3.6

배그 (90) 31.1 15.6 16.7 6.7 10.0 3.3 2.2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49.5 12.1 7.7 8.8 3.3 4.4 -

3~9회 (69) 21.7 10.1 15.9 14.5 14.5 5.8 -

10회 이상 (69) 23.2 17.4 11.6 7.2 13.0 1.4 10.1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39.7 10.7 7.6 11.5 6.9 5.3 3.1

배그 (58) 29.3 13.8 19.0 10.3 8.6 1.7 3.4

오버워치 (20) 20.0 5.0 20.0 5.0 20.0 5.0 -

기타 (20) 15.0 35.0 5.0 5.0 20.0 - 5.0

거주 지역
서울 (105) 33.3 11.4 9.5 13.3 11.4 1.9 4.8

지방 (124) 33.1 14.5 12.9 7.3 8.1 5.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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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7] C3.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순서에 따라 1, 2, 3순위 취미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1+2+3순위)

1+2+3순위
(단위 : %)

사례수 게임 인터넷 SNS
TV시청
(스포츠)

이
스포츠 
시청

친구
만남

이스포츠
관람

(현장)

전체 (229) 62.4 33.6 27.1 24.0 33.6 15.7 20.1

성별
남성 (122) 68.0 35.2 13.9 31.1 32.0 16.4 15.6

여성 (107) 56.1 31.8 42.1 15.9 35.5 15.0 25.2

연령

10대 (43) 62.8 32.6 32.6 18.6 37.2 23.3 27.9

20대 (163) 64.4 33.7 28.8 25.2 32.5 14.1 18.4

30대 이상 (23) 47.8 34.8 4.3 26.1 34.8 13.0 17.4

관람 종목
LOL (139) 64.7 30.2 23.0 28.8 33.1 16.5 20.1

배그 (90) 58.9 38.9 33.3 16.7 34.4 14.4 20.0

연 관람 
빈도

2회 이하 (91) 71.4 33.0 20.9 24.2 23.1 23.1 8.8

3~9회 (69) 55.1 33.3 27.5 34.8 37.7 14.5 15.9

10회 이상 (69) 58.0 34.8 34.8 13.0 43.5 7.2 39.1

주 플레이 
게임

LOL (131) 68.7 29.0 20.6 26.7 32.1 18.3 20.6

배그 (58) 60.3 37.9 34.5 22.4 31.0 10.3 17.2

오버워치 (20) 50.0 30.0 55.0 15.0 50.0 10.0 20.0

기타 (20) 40.0 55.0 20.0 20.0 35.0 20.0 25.0

거주 지역
서울 (105) 62.9 35.2 21.0 24.8 36.2 12.4 21.9

지방 (124) 62.1 32.3 32.3 23.4 31.5 18.5 18.5



173

첨부자료

통
계
분
석
테
이
블

및

실
태
조
사

설
문
지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Ⅳ. 시청자

[표 Ⅶ-68] 응답자 일반 사항

(단위 : %) 사례수 비율

전체 (500) 100.0

성별
남성 (350) 70.0

여성 (150) 30.0

연령

10대 (150) 30.0

20대 (150) 30.0

30대 (150) 30.0

40대 (50) 10.0

주 시청 종목

LOL (134) 26.8

배그 (114) 22.8

오버워치 (70) 14.0

스타1 (55) 11.0

기타 (127) 25.4

시청 시간(일)

2시간 이상 (174) 34.8

1~2시간 미만 (216) 43.2

1시간 미만 (110) 22.0

시청 기기

TV (131) 26.2

PC (116) 23.2

모바일 (253) 50.6

거주 지역
서울 (205) 41.0

지방 (295)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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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9] B1. 귀하께서 이스포츠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전체 (500) 11.2 24.8 36.0 18.2 9.8 

성별
남성 (350) 13.4 26.9 36.0 15.4 8.3 

여성 (150) 6.0 20.0 36.0 24.7 13.3 

연령

10대 (150) 6.0 21.3 30.7 26.7 15.3 

20대 (150) 11.3 30.7 36.0 17.3 4.7 

30대 (150) 16.0 25.3 40.7 10.0 8.0 

40대 (50) 12.0 16.0 38.0 20.0 14.0 

주 시청 
종목

LOL (134) 11.9 30.6 31.3 17.9 8.2 

배그 (114) 9.6 22.8 36.8 20.2 10.5 

오버워치 (70) 8.6 18.6 38.6 22.9 11.4 

스타1 (55) 12.7 20.0 45.5 12.7 9.1 

기타 (127) 12.6 26.0 34.6 16.5 10.2 

시청 
시간(일)

2시간 이상 (174) 23.6 38.5 27.6 9.2 1.1 

1~2시간 미만 (216) 6.5 24.1 48.1 15.7 5.6 

1시간 미만 (110) 0.9 4.5 25.5 37.3 31.8 

시청 기기

TV (131) 15.3 24.4 35.1 16.8 8.4 

PC (116) 16.4 21.6 40.5 15.5 6.0 

모바일 (253) 6.7 26.5 34.4 20.2 12.3 

거주 지역
서울 (205) 17.1 27.3 33.2 13.7 8.8 

지방 (295) 7.1 23.1 38.0 21.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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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0] B2. 귀하께서 하루 평균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시청하는 시간을 적어주세요.(주중)

주중
(단위 : %)

사례수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500) 20.4 41.0 24.0 8.6 2.2 3.8 1.7

성별
남성 (350) 19.4 42.9 22.9 8.6 1.7 4.6 1.7

여성 (150) 22.7 36.7 26.7 8.7 3.3 2.0 1.7

연령

10대 (150) 32.7 39.3 16.7 6.0 3.3 2.0 1.4

20대 (150) 16.0 40.0 29.3 9.3 2.0 3.3 1.7

30대 (150) 12.7 40.7 28.0 10.7 2.0 6.0 2.0

40대 (50) 20.0 50.0 18.0 8.0 - 4.0 1.6

주
시청 
종목

LOL (134) 20.9 39.6 23.1 9.7 3.0 3.7 1.7

배그 (114) 22.8 36.0 24.6 8.8 1.8 6.1 1.8

오버워치 (70) 21.4 47.1 22.9 4.3 1.4 2.9 1.6

스타1 (55) 14.5 56.4 21.8 1.8 1.8 3.6 1.5

기타 (127) 19.7 37.0 26.0 12.6 2.4 2.4 1.7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 0.6 57.5 24.7 6.3 10.9 3.0

1~2시간 미만 (216) 0.9 89.8 9.3 - - - 1.3

1시간 미만 (110) 90.9 9.1 - - - - 0.5

시청 
기기

TV (131) 18.3 40.5 26.0 8.4 2.3 4.6 1.8

PC (116) 15.5 41.4 27.6 11.2 0.9 3.4 1.8

모바일 (253) 23.7 41.1 21.3 7.5 2.8 3.6 1.6

거주 
지역

서울 (205) 13.2 42.0 27.3 12.7 1.0 3.9 1.9

지방 (295) 25.4 40.3 21.7 5.8 3.1 3.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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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1] B2. 귀하께서 하루 평균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시청하는 시간을 적어주세요.(주말)

주말
(단위 : %)

사례수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500) 18.2 34.8 26.4 12.0 3.8 4.8 1.8

성별
남성 (350) 16.9 36.3 26.3 11.7 3.4 5.4 1.8

여성 (150) 21.3 31.3 26.7 12.7 4.7 3.3 1.8

연령

10대 (150) 24.7 39.3 22.7 8.0 1.3 4.0 1.5

20대 (150) 16.7 27.3 28.7 14.7 7.3 5.3 2.0

30대 (150) 14.7 35.3 24.7 16.0 3.3 6.0 2.0

40대 (50) 14.0 42.0 36.0 4.0 2.0 2.0 1.7

주
시청 
종목

LOL (134) 16.4 32.1 29.1 12.7 3.7 6.0 1.9

배그 (114) 21.1 33.3 24.6 14.0 1.8 5.3 1.8

오버워치 (70) 18.6 38.6 27.1 8.6 5.7 1.4 1.7

스타1 (55) 20.0 34.5 36.4 5.5 - 3.6 1.7

기타 (127) 16.5 37.0 20.5 14.2 6.3 5.5 2.0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 8.6 38.5 28.2 10.9 13.8 3.0

1~2시간 미만 (216) 5.1 60.6 29.2 5.1 - - 1.5

1시간 미만 (110) 72.7 25.5 1.8 - - - 0.6

시청 
기기

TV (131) 15.3 35.1 25.2 13.7 3.8 6.9 2.0

PC (116) 14.7 35.3 27.6 12.1 6.9 3.4 1.9

모바일 (253) 21.3 34.4 26.5 11.1 2.4 4.3 1.7

거주 
지역

서울 (205) 13.7 34.1 27.3 11.7 6.8 6.3 2.0

지방 (295) 21.4 35.3 25.8 12.2 1.7 3.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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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2] B2-1. 귀하께서 주로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적어주세요.(주중)

주중
(단위 : %)

사례수
오전 

6~9시 
이전

오전 
9~12시 

이전

오후 
12~ 
3시 
이전

오후 
3~6시 
이전

오후 
6~9시 
이전

저녁 
9~ 

12시 
이전

밤 
12~3시 

이전

새벽 
3~6시 
이전

평일에는 
시청하지 

않음

전체 (500) 1.0 0.8 1.8 6.8 22.6 55.2 10.0 0.4 1.4

성별
남성 (350) 0.6 1.1 2.0 6.9 24.6 54.3 9.1 0.3 1.1

여성 (150) 2.0 - 1.3 6.7 18.0 57.3 12.0 0.7 2.0

연령

10대 (150) - - - 8.0 24.0 54.7 10.0 - 3.3

20대 (150) - 1.3 4.0 6.0 27.3 48.0 11.3 1.3 0.7

30대 (150) 1.3 0.7 2.0 6.7 22.0 59.3 7.3 - 0.7

40대 (50) 6.0 2.0 - 6.0 6.0 66.0 14.0 - -

주
시청 
종목

LOL (134) 0.7 - 3.0 5.2 30.6 46.3 11.2 0.7 2.2

배그 (114) 0.9 1.8 - 7.9 18.4 59.6 10.5 0.9 -

오버워치 (70) - 1.4 4.3 11.4 17.1 55.7 7.1 - 2.9

스타1 (55) - - 1.8 5.5 20.0 65.5 7.3 - -

기타 (127) 2.4 0.8 0.8 5.5 22.0 55.9 11.0 - 1.6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1.7 1.7 1.7 6.9 28.2 49.4 9.2 1.1 -

1~2시간 미만 (216) - 0.5 0.9 6.5 22.2 58.3 11.6 - -

1시간 미만 (110) 1.8 - 3.6 7.3 14.5 58.2 8.2 - 6.4

시청 
기기

TV (131) 2.3 - 1.5 6.9 23.7 56.5 9.2 - -

PC (116) - 2.6 1.7 9.5 22.4 57.8 4.3 - 1.7

모바일 (253) 0.8 0.4 2.0 5.5 22.1 53.4 13.0 0.8 2.0

거주 
지역

서울 (205) 2.0 0.5 1.5 5.9 20.5 60.0 7.8 1.0 1.0

지방 (295) 0.3 1.0 2.0 7.5 24.1 51.9 11.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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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3] B2-1. 귀하께서 주로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적어주세요.(주말)

주말 
(단위 : %)

사례수
오전 

6~9시 
이전

오전 
9~12시 

이전

오후 
12~ 
3시 
이전

오후 
3~6시 
이전

오후 
6~9시 
이전

저녁 
9~ 

12시 
이전

밤 
12~3시 

이전

새벽 
3~6시 
이전

주말에는 
시청하지 

않음

전체 (500) 0.4 3.6 5.4 11.0 22.6 38.8 14.6 0.8 2.8

성별
남성 (350) - 3.7 3.7 11.4 24.0 38.9 14.3 0.9 3.1

여성 (150) 1.3 3.3 9.3 10.0 19.3 38.7 15.3 0.7 2.0

연령

10대 (150) - 4.7 6.0 8.7 26.0 39.3 11.3 - 4.0

20대 (150) - 2.7 4.0 10.0 30.0 32.0 14.7 1.3 5.3

30대 (150) - 4.7 6.7 12.7 17.3 40.7 16.7 1.3 -

40대 (50) 4.0 - 4.0 16.0 6.0 52.0 18.0 - -

주
시청 
종목

LOL (134) 0.7 1.5 3.0 11.2 32.1 35.8 10.4 - 5.2

배그 (114) - 5.3 3.5 10.5 15.8 43.0 19.3 0.9 1.8

오버워치 (70) - 5.7 10.0 10.0 22.9 35.7 11.4 1.4 2.9

스타1 (55) - 3.6 5.5 16.4 21.8 40.0 9.1 1.8 1.8

기타 (127) 0.8 3.1 7.1 9.4 18.9 39.4 18.9 0.8 1.6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1.1 2.3 3.4 9.8 33.3 32.2 16.7 1.1 -

1~2시간 미만 (216) - 4.6 6.0 12.5 17.6 43.1 13.9 0.9 1.4

1시간 미만 (110) - 3.6 7.3 10.0 15.5 40.9 12.7 - 10.0

시청 
기기

TV (131) 1.5 2.3 6.9 17.6 17.6 39.7 12.2 - 2.3

PC (116) - 3.4 4.3 9.5 25.9 37.9 17.2 0.9 0.9

모바일 (253) - 4.3 5.1 8.3 23.7 38.7 14.6 1.2 4.0

거주 
지역

서울 (205) 1.0 3.9 3.9 8.8 25.4 38.5 15.1 2.0 1.5

지방 (295) - 3.4 6.4 12.5 20.7 39.0 14.2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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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4] B3.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를 주로 시청하는 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유투브
케이블

TV
아프리카

TV
네이버

트위치
TV

페이스북
카카오

TV

전체 (500) 42.8 17.0 14.0 10.4 7.4 5.6 2.8

성별
남성 (350) 41.7 16.0 16.3 9.7 8.3 5.7 2.3

여성 (150) 45.3 19.3 8.7 12.0 5.3 5.3 4.0

연령

10대 (150) 56.7 7.3 9.3 6.7 8.0 8.7 3.3

20대 (150) 45.3 8.7 20.7 12.0 8.7 3.3 1.3

30대 (150) 27.3 28.7 14.0 14.0 6.7 6.7 2.7

40대 (50) 40.0 36.0 8.0 6.0 4.0 - 6.0

주
시청 
종목

LOL (134) 38.1 11.2 18.7 13.4 10.4 7.5 0.7

배그 (114) 43.0 19.3 15.8 6.1 5.3 7.0 3.5

오버워치 (70) 52.9 17.1 7.1 11.4 10.0 1.4 -

스타1 (55) 41.8 27.3 20.0 5.5 - 3.6 1.8

기타 (127) 42.5 16.5 8.7 12.6 7.9 5.5 6.3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35.6 14.9 18.4 12.1 12.1 3.4 3.4

1~2시간 미만 (216) 48.6 17.1 12.0 8.3 4.2 6.0 3.7

1시간 미만 (110) 42.7 20.0 10.9 11.8 6.4 8.2 -

시청 
기기

TV (131) 22.1 47.3 6.9 8.4 4.6 6.1 4.6

PC (116) 38.8 10.3 12.1 18.1 14.7 3.4 2.6

모바일 (253) 55.3 4.3 18.6 7.9 5.5 6.3 2.0

거주 
지역

서울 (205) 39.0 18.0 14.1 14.1 6.8 4.9 2.9

지방 (295) 45.4 16.3 13.9 7.8 7.8 6.1 2.7



180

첨부자료 - 통계분석테이블 및 실태조사 설문지

[표 Ⅶ-75] B3.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를 주로 시청하는 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2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유투브
케이블

TV
아프리카

TV
네이버

트위치
TV

페이스북
카카오

TV

전체 (500) 71.8 30.2 31.6 26.8 17.8 14.2 6.8

성별
남성 (350) 74.0 27.1 35.7 24.6 17.4 14.3 6.0

여성 (150) 66.7 37.3 22.0 32.0 18.7 14.0 8.7

연령

10대 (150) 87.3 17.3 25.3 20.7 22.7 19.3 7.3

20대 (150) 70.0 19.3 40.0 28.7 21.3 14.0 5.3

30대 (150) 57.3 45.3 34.7 30.0 13.3 11.3 6.7

40대 (50) 74.0 56.0 16.0 30.0 6.0 8.0 10.0

주
시청 
종목

LOL (134) 67.9 22.4 39.6 31.3 21.6 14.2 2.2

배그 (114) 76.3 31.6 27.2 21.9 20.2 15.8 7.0

오버워치 (70) 80.0 25.7 22.9 25.7 28.6 12.9 2.9

스타1 (55) 70.9 41.8 50.9 16.4 3.6 9.1 5.5

기타 (127) 67.7 34.6 23.6 31.5 11.8 15.7 14.2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64.4 26.4 36.8 26.4 26.4 11.5 7.5

1~2시간 미만 (216) 75.0 32.9 31.0 24.1 13.4 14.8 7.4

1시간 미만 (110) 77.3 30.9 24.5 32.7 12.7 17.3 4.5

시청 
기기

TV (131) 55.7 66.4 17.6 30.5 9.2 12.2 6.9

PC (116) 64.7 25.9 27.6 30.2 28.4 14.7 8.6

모바일 (253) 83.4 13.4 40.7 23.3 17.4 15.0 5.9

거주 
지역

서울 (205) 64.9 30.2 36.1 30.2 16.6 12.2 8.8

지방 (295) 76.6 30.2 28.5 24.4 18.6 15.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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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6] B4. 귀하께서 이스포츠를 주로 시청하는 기기는 무엇인가요?

(단위 : %) 사례수 모바일 TV PC

전체 (500) 50.6 26.2 23.2

성별
남성 (350) 50.3 23.4 26.3

여성 (150) 51.3 32.7 16.0

연령

10대 (150) 69.3 11.3 19.3

20대 (150) 54.0 20.7 25.3

30대 (150) 32.7 39.3 28.0

40대 (50) 38.0 48.0 14.0

주
시청 
종목

LOL (134) 60.4 18.7 20.9

배그 (114) 54.4 23.7 21.9

오버워치 (70) 42.9 28.6 28.6

스타1 (55) 49.1 32.7 18.2

기타 (127) 41.7 32.3 26.0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44.3 29.3 26.4

1~2시간 미만 (216) 52.3 24.5 23.1

1시간 미만 (110) 57.3 24.5 18.2

시청 
기기

TV (131) - 100.0 -

PC (116) - - 100.0

모바일 (253) 100.0 - -

거주 
지역

서울 (205) 42.4 29.3 28.3

지방 (295) 56.3 24.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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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7] B5.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 시청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단위 : %) 사례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스포츠 
커뮤니티

1인 방송
/

스트리밍

친구 및 
주변지인

소셜
미디어
(SNS)

인터넷
블로그

전체 (500) 46.8 37.8 33.2 25.8 23.8 14.8

성별
남성 (350) 47.7 41.4 34.9 22.9 23.1 15.7

여성 (150) 44.7 29.3 29.3 32.7 25.3 12.7

연령

10대 (150) 41.3 29.3 42.0 29.3 29.3 10.0

20대 (150) 43.3 36.7 39.3 22.7 28.0 12.0

30대 (150) 54.7 47.3 26.7 25.3 18.0 22.0

40대 (50) 50.0 38.0 8.0 26.0 12.0 16.0

주
시청 
종목

LOL (134) 54.5 48.5 31.3 20.9 22.4 9.7

배그 (114) 46.5 33.3 41.2 21.1 28.1 13.2

오버워치 (70) 35.7 27.1 40.0 31.4 27.1 11.4

스타1 (55) 47.3 38.2 32.7 20.0 18.2 20.0

기타 (127) 44.9 36.2 24.4 34.6 22.0 21.3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46.6 48.9 40.2 27.0 30.5 16.7

1~2시간 미만 (216) 46.8 37.0 30.1 25.0 20.8 16.7

1시간 미만 (110) 47.3 21.8 28.2 25.5 19.1 8.2

시청 
기기

TV (131) 51.9 38.2 17.6 31.3 17.6 13.7

PC (116) 47.4 47.4 27.6 16.4 20.7 22.4

모바일 (253) 43.9 33.2 43.9 27.3 28.5 11.9

거주 
지역

서울 (205) 51.7 44.9 29.8 26.8 24.4 19.0

지방 (295) 43.4 32.9 35.6 25.1 23.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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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8] B6. 귀하께서 주로 시청하시는 이스포츠 종목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
크래프트

1
리마스터

스타
크래프트

2

피파
온라인

3

클래시
로얄

워
크래프트

3

전체 (500) 26.8 22.8 14.0 11.0 6.6 4.8 4.2 2.4

성별
남성 (350) 31.1 22.0 10.3 14.0 5.7 5.7 3.1 2.0

여성 (150) 16.7 24.7 22.7 4.0 8.7 2.7 6.7 3.3

연령

10대 (150) 41.3 21.3 15.3 4.7 4.0 3.3 4.0 0.7

20대 (150) 28.7 25.3 15.3 10.7 5.3 4.7 3.3 1.3

30대 (150) 16.7 22.0 12.0 16.0 7.3 6.7 3.3 3.3

40대 (50) 8.0 22.0 12.0 16.0 16.0 4.0 10.0 8.0

주
시청 
종목

LOL (134) 100.0 - - - - - - -

배그 (114) - 100.0 - - - - - -

오버워치 (70) - - 100.0 - - - - -

스타1 (55) - - - 100.0 - - - -

기타 (127) - - - - 26.0 18.9 16.5 9.4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27.0 25.3 10.9 8.0 5.7 3.4 2.3 2.9

1~2시간 미만 (216) 26.9 19.4 15.7 13.9 8.8 4.2 4.2 1.9

1시간 미만 (110) 26.4 25.5 15.5 10.0 3.6 8.2 7.3 2.7

시청 
기기

TV (131) 19.1 20.6 15.3 13.7 9.9 4.6 4.6 2.3

PC (116) 24.1 21.6 17.2 8.6 6.0 6.0 3.4 2.6

모바일 (253) 32.0 24.5 11.9 10.7 5.1 4.3 4.3 2.4

거주 
지역

서울 (205) 26.3 19.0 12.2 10.7 9.8 6.3 5.9 2.0

지방 (295) 27.1 25.4 15.3 11.2 4.4 3.7 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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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9] B6. 귀하께서 주로 시청하시는 이스포츠 종목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2순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리그오브
레전드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스타
크래프트

1
리마스터

스타
크래프트

2

피파
온라인

3

클래시
로얄

워
크래프트

3

전체 (500) 40.4 44.6 33.4 19.4 16.8 11.4 8.4 5.8

성별
남성 (350) 44.9 43.7 26.6 24.9 16.6 13.1 7.1 4.6

여성 (150) 30.0 46.7 49.3 6.7 17.3 7.3 11.3 8.7

연령

10대 (150) 55.3 50.7 40.0 7.3 8.7 6.0 10.0 2.0

20대 (150) 43.3 46.0 36.0 22.0 10.7 16.0 4.7 2.0

30대 (150) 29.3 37.3 26.7 26.7 26.7 13.3 7.3 9.3

40대 (50) 20.0 44.0 26.0 26.0 30.0 8.0 18.0 18.0

주
시청 
종목

LOL (134) 100.0 33.6 24.6 13.4 9.0 3.7 3.0 0.7

배그 (114) 27.2 100.0 34.2 5.3 6.1 7.0 6.1 3.5

오버워치 (70) 18.6 45.7 100.0 8.6 8.6 2.9 1.4 -

스타1 (55) 18.2 16.4 16.4 100.0 25.5 12.7 1.8 1.8

기타 (127) 11.0 18.1 12.6 9.4 35.4 27.6 22.8 18.1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38.5 46.6 28.2 15.5 17.2 10.3 8.0 6.9

1~2시간 미만 (216) 40.3 43.5 34.3 23.1 18.5 12.0 7.4 5.6

1시간 미만 (110) 43.6 43.6 40.0 18.2 12.7 11.8 10.9 4.5

시청 
기기

TV (131) 32.1 35.1 35.9 20.6 30.5 11.5 8.4 7.6

PC (116) 34.5 44.0 33.6 20.7 12.9 12.1 11.2 5.2

모바일 (253) 47.4 49.8 32.0 18.2 11.5 11.1 7.1 5.1

거주 
지역

서울 (205) 40.0 40.0 27.8 20.0 21.0 14.6 9.8 7.3

지방 (295) 40.7 47.8 37.3 19.0 13.9 9.2 7.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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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0] B7.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팀/선수 종목/대회 방송사/해설자

전체 (500) 40.6 37.8 21.6

성별
남성 (350) 42.9 37.4 19.7

여성 (150) 35.3 38.7 26.0

연령

10대 (150) 40.7 38.7 20.7

20대 (150) 48.7 36.7 14.7

30대 (150) 36.7 34.0 29.3

40대 (50) 28.0 50.0 22.0

주
시청 종목

LOL (134) 50.7 36.6 12.7

배그 (114) 36.0 36.8 27.2

오버워치 (70) 38.6 45.7 15.7

스타1 (55) 49.1 32.7 18.2

기타 (127) 31.5 37.8 30.7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40.6 32.8 26.7

1~2시간 미만 (216) 45.6 33.3 21.1

1시간 미만 (110) 34.3 50.0 15.7

시청 기기

TV (131) 32.8 40.5 26.7

PC (116) 41.4 39.7 19.0

모바일 (253) 44.3 35.6 20.2

거주 지역
서울 (205) 39.0 35.6 25.4

지방 (295) 41.7 39.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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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1] B7.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2순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팀/선수 종목/대회 방송사/해설자

전체 (500) 81.0 72.8 46.2

성별
남성 (350) 83.4 74.0 42.6

여성 (150) 75.3 70.0 54.7

연령

10대 (150) 84.7 77.3 38.0

20대 (150) 86.7 71.3 42.0

30대 (150) 74.7 66.7 58.7

40대 (50) 72.0 82.0 46.0

주
시청 종목

LOL (134) 83.6 73.9 42.5

배그 (114) 83.3 70.2 46.5

오버워치 (70) 85.7 75.7 38.6

스타1 (55) 83.6 80.0 36.4

기타 (127) 72.4 69.3 58.3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77.0 69.0 54.0

1~2시간 미만 (216) 81.9 76.4 41.7

1시간 미만 (110) 85.5 71.8 42.7

시청 기기

TV (131) 74.0 74.8 51.1

PC (116) 80.2 69.8 50.0

모바일 (253) 85.0 73.1 41.9

거주 지역
서울 (205) 78.0 68.8 53.2

지방 (295) 83.1 75.6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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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2] B8. 귀하께서 이스포츠를 시청하시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단위 : %) 사례수

주요
장면만

정리한 방송 
시청

(하이라이트)

생방송을 다른 
방송과 병행

하면서 
중간중간 시청

생방송을 
끝까지 

연속해서 시청

녹화
방송의 주요
방송을 스킵
하면서 시청

녹화
방송을 끝까지 
연속해서 시청

기타

전체 (500) 28.4 22.2 19.6 18.8 10.8 0.2

성별
남성 (350) 25.7 22.6 22.9 17.4 11.1 0.3

여성 (150) 34.7 21.3 12.0 22.0 10.0 -

연령

10대 (150) 37.3 12.7 23.3 13.3 12.7 0.7

20대 (150) 26.7 24.7 18.0 18.0 12.7 -

30대 (150) 20.7 31.3 18.7 21.3 8.0 -

40대 (50) 30.0 16.0 16.0 30.0 8.0 -

주
시청 
종목

LOL (134) 22.4 20.1 28.4 14.9 14.2 -

배그 (114) 32.5 17.5 16.7 21.9 10.5 0.9

오버워치 (70) 37.1 21.4 12.9 21.4 7.1 -

스타1 (55) 23.6 27.3 23.6 18.2 7.3 -

기타 (127) 28.3 26.8 15.0 18.9 11.0 -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17.8 23.6 29.9 15.5 12.6 0.6

1~2시간 미만 (216) 27.8 24.1 15.7 20.4 12.0 -

1시간 미만 (110) 46.4 16.4 10.9 20.9 5.5 -

시청 
기기

TV (131) 22.9 27.5 22.1 19.1 8.4 -

PC (116) 22.4 27.6 19.0 20.7 10.3 -

모바일 (253) 34.0 17.0 18.6 17.8 12.3 0.4

거주 
지역

서울 (205) 19.5 30.7 21.0 20.0 8.8 -

지방 (295) 34.6 16.3 18.6 18.0 1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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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3] B9. 귀하께서는 이스포츠를 시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순위)

1순위
(단위 : %)

사례수
게임

자체가 재미
있어서

심심해서/
무료해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친구/
동료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체 (500) 42.2 16.0 13.2 13.2 8.2 7.2

성별
남성 (350) 44.6 16.3 12.9 13.1 6.6 6.6

여성 (150) 36.7 15.3 14.0 13.3 12.0 8.7

연령

10대 (150) 41.3 20.7 14.7 8.0 8.7 6.7

20대 (150) 45.3 15.3 15.3 14.0 8.0 2.0

30대 (150) 43.3 12.7 10.0 15.3 8.7 10.0

40대 (50) 32.0 14.0 12.0 20.0 6.0 16.0

주
시청 
종목

LOL (134) 51.5 14.2 9.0 10.4 10.4 4.5

배그 (114) 43.0 14.9 16.7 13.2 6.1 6.1

오버워치 (70) 45.7 12.9 11.4 10.0 10.0 10.0

스타1 (55) 43.6 25.5 9.1 12.7 3.6 5.5

기타 (127) 29.1 16.5 17.3 18.1 8.7 10.2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44.8 9.8 14.4 12.6 12.1 6.3

1~2시간 미만 (216) 42.1 13.4 12.5 17.1 6.5 8.3

1시간 미만 (110) 38.2 30.9 12.7 6.4 5.5 6.4

시청 
기기

TV (131) 38.9 17.6 9.9 13.7 10.7 9.2

PC (116) 48.3 12.9 14.7 13.8 4.3 6.0

모바일 (253) 41.1 16.6 14.2 12.6 8.7 6.7

거주 
지역

서울 (205) 39.0 14.1 15.6 15.6 6.3 9.3

지방 (295) 44.4 17.3 11.5 11.5 9.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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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4] B9. 귀하께서는 이스포츠를 시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1+2순위)

1+2순위
(단위 : %)

사례수
게임

자체가
재미 있어서

심심해서/
무료해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친구/
동료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체 (500) 64.2 32.8 36.8 29.4 17.8 19.0

성별
남성 (350) 64.9 33.7 36.9 27.7 17.1 19.7

여성 (150) 62.7 30.7 36.7 33.3 19.3 17.3

연령

10대 (150) 66.7 38.0 38.7 16.0 20.0 20.7

20대 (150) 68.7 34.7 40.7 28.0 21.3 6.7

30대 (150) 61.3 26.7 32.0 40.7 13.3 26.0

40대 (50) 52.0 30.0 34.0 40.0 14.0 30.0

주
시청 
종목

LOL (134) 75.4 32.8 36.6 19.4 26.9 9.0

배그 (114) 57.9 32.5 43.9 31.6 10.5 23.7

오버워치 (70) 71.4 21.4 41.4 31.4 17.1 17.1

스타1 (55) 70.9 41.8 29.1 27.3 12.7 18.2

기타 (127) 51.2 35.4 31.5 37.8 17.3 26.8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64.9 25.3 39.7 29.3 23.0 17.8

1~2시간 미만 (216) 64.8 30.6 35.6 34.7 15.3 19.0

1시간 미만 (110) 61.8 49.1 34.5 19.1 14.5 20.9

시청 
기기

TV (131) 64.1 32.8 32.1 29.0 18.3 23.7

PC (116) 66.4 25.9 38.8 32.8 18.1 18.1

모바일 (253) 63.2 36.0 38.3 28.1 17.4 17.0

거주 
지역

서울 (205) 63.9 30.7 36.6 32.7 15.1 21.0

지방 (295) 64.4 34.2 36.9 27.1 19.7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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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5] B10. 귀하께서 주로 시청하시는 [프로그래밍 : B6. 1순위 응답 내용] 을 직접 

플레이도 하시나요? 직접 플레이하는 경우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단위 : %) 사례수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거의 하지 
않음

전체 (500) 13.2 21.6 32.6 15.0 7.4 10.2

성별
남성 (350) 14.3 24.6 33.1 14.9 5.1 8.0

여성 (150) 10.7 14.7 31.3 15.3 12.7 15.3

연령

10대 (150) 14.0 23.3 26.0 17.3 8.0 11.3

20대 (150) 15.3 24.0 31.3 14.0 8.0 7.3

30대 (150) 10.7 20.0 40.0 12.7 5.3 11.3

40대 (50) 12.0 14.0 34.0 18.0 10.0 12.0

주
시청 
종목

LOL (134) 19.4 23.1 28.4 9.7 8.2 11.2

배그 (114) 11.4 28.9 33.3 14.9 3.5 7.9

오버워치 (70) 8.6 24.3 35.7 15.7 5.7 10.0

스타1 (55) 3.6 12.7 40.0 20.0 9.1 14.5

기타 (127) 15.0 15.7 31.5 18.1 10.2 9.4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19.0 25.9 29.3 14.4 5.7 5.7

1~2시간 미만 (216) 10.6 23.1 38.4 14.4 4.6 8.8

1시간 미만 (110) 9.1 11.8 26.4 17.3 15.5 20.0

시청 
기기

TV (131) 12.2 18.3 36.6 13.7 8.4 10.7

PC (116) 17.2 23.3 32.8 15.5 6.9 4.3

모바일 (253) 11.9 22.5 30.4 15.4 7.1 12.6

거주 
지역

서울 (205) 14.6 22.9 34.1 13.7 6.3 8.3

지방 (295) 12.2 20.7 31.5 15.9 8.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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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6] B1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방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한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00) 0.2 0.6 31.2 54.8 13.2 0.8 31.2 68.0 3.80

성별
남성 (350) 0.3 0.9 28.0 56.9 14.0 1.1 28.0 70.9 3.83

여성 (150) - - 38.7 50.0 11.3 - 38.7 61.3 3.73

연령

10대 (150) - - 24.0 56.7 19.3 - 24.0 76.0 3.95

20대 (150) 0.7 - 24.7 60.0 14.7 0.7 24.7 74.7 3.88

30대 (150) - 2.0 41.3 50.0 6.7 2.0 41.3 56.7 3.61

40대 (50) - - 42.0 48.0 10.0 - 42.0 58.0 3.68

주
시청 
종목

LOL (134) - - 25.4 54.5 20.1 - 25.4 74.6 3.95

배그 (114) 0.9 0.9 22.8 65.8 9.6 1.8 22.8 75.4 3.82

오버워치 (70) - 1.4 27.1 55.7 15.7 1.4 27.1 71.4 3.86

스타1 (55) - 1.8 38.2 49.1 10.9 1.8 38.2 60.0 3.69

기타 (127) - - 44.1 47.2 8.7 - 44.1 55.9 3.65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 1.1 20.7 59.8 18.4 1.1 20.7 78.2 3.95

1~2시간 미만 (216) 0.5 0.5 35.2 51.4 12.5 0.9 35.2 63.9 3.75

1시간 미만 (110) - - 40.0 53.6 6.4 - 40.0 60.0 3.66

시청 
기기

TV (131) - 0.8 35.9 54.2 9.2 0.8 35.9 63.4 3.72

PC (116) - 0.9 31.9 58.6 8.6 0.9 31.9 67.2 3.75

모바일 (253) 0.4 0.4 28.5 53.4 17.4 0.8 28.5 70.8 3.87

거주 
지역

서울 (205) - 1.5 35.6 52.2 10.7 1.5 35.6 62.9 3.72

지방 (295) 0.3 - 28.1 56.6 14.9 0.3 28.1 71.5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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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7] B12. 귀하께서는 향후 이스포츠 시청 시간에 변화가 있을 거 같으신가요? 시청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 1점(지금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에서 5점(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대폭
감소
(1)

소폭 
감소
(2)

보통
(3)

소폭
증가
(4)

대폭
증가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00) 1.0 6.4 50.6 30.6 11.4 7.4 50.6 42.0 3.45

성별
남성 (350) 1.4 6.9 50.3 28.6 12.9 8.3 50.3 41.4 3.45

여성 (150) - 5.3 51.3 35.3 8.0 5.3 51.3 43.3 3.46

연령

10대 (150) 1.3 10.7 50.7 24.0 13.3 12.0 50.7 37.3 3.37

20대 (150) 1.3 4.0 50.0 32.7 12.0 5.3 50.0 44.7 3.50

30대 (150) - 6.0 49.3 35.3 9.3 6.0 49.3 44.7 3.48

40대 (50) 2.0 2.0 56.0 30.0 10.0 4.0 56.0 40.0 3.44

주
시청 
종목

LOL (134) - 8.2 54.5 21.6 15.7 8.2 54.5 37.3 3.45

배그 (114) 0.9 6.1 43.0 42.1 7.9 7.0 43.0 50.0 3.50

오버워치 (70) 2.9 5.7 55.7 25.7 10.0 8.6 55.7 35.7 3.34

스타1 (55) 1.8 5.5 52.7 27.3 12.7 7.3 52.7 40.0 3.44

기타 (127) 0.8 5.5 49.6 33.9 10.2 6.3 49.6 44.1 3.47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 6.3 42.5 36.2 14.9 6.3 42.5 51.1 3.60

1~2시간 미만 (216) 0.9 5.6 55.1 28.7 9.7 6.5 55.1 38.4 3.41

1시간 미만 (110) 2.7 8.2 54.5 25.5 9.1 10.9 54.5 34.5 3.30

시청 
기기

TV (131) 0.8 6.1 49.6 33.6 9.9 6.9 49.6 43.5 3.46

PC (116) - 6.0 56.0 31.9 6.0 6.0 56.0 37.9 3.38

모바일 (253) 1.6 6.7 48.6 28.5 14.6 8.3 48.6 43.1 3.48

거주 
지역

서울 (205) - 7.3 50.2 32.2 10.2 7.3 50.2 42.4 3.45

지방 (295) 1.7 5.8 50.8 29.5 12.2 7.5 50.8 41.7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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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88] B13. 귀하께서는 향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스포츠 시청을 추천하실 거 같으신가요? 

추천 의향에 따라 1점(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5점(반드시 추천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위 : %) 사례수

전혀
추천
의향
없음
(1)

추천
의향

없는 편
(2)

보통
(3)

추천
의향 

있는 편
(4)

반드시
추천
(5)

종합

평균
(점)Bot2

(1+2)
Mid
(3)

Top2
(4+5)

전체 (500) 0.6 5.6 42.2 41.4 10.2 6.2 42.2 51.6 3.55

성별
남성 (350) 0.9 5.4 44.0 39.1 10.6 6.3 44.0 49.7 3.53

여성 (150) - 6.0 38.0 46.7 9.3 6.0 38.0 56.0 3.59

연령

10대 (150) 1.3 6.7 38.0 39.3 14.7 8.0 38.0 54.0 3.59

20대 (150) 0.7 2.7 41.3 44.7 10.7 3.3 41.3 55.3 3.62

30대 (150) - 8.0 44.7 40.7 6.7 8.0 44.7 47.3 3.46

40대 (50) - 4.0 50.0 40.0 6.0 4.0 50.0 46.0 3.48

주
시청 
종목

LOL (134) - 6.0 41.8 39.6 12.7 6.0 41.8 52.2 3.59

배그 (114) 1.8 4.4 34.2 48.2 11.4 6.1 34.2 59.6 3.63

오버워치 (70) - 5.7 38.6 47.1 8.6 5.7 38.6 55.7 3.59

스타1 (55) - 7.3 60.0 27.3 5.5 7.3 60.0 32.7 3.31

기타 (127) 0.8 5.5 44.1 40.2 9.4 6.3 44.1 49.6 3.52

시청 
시간
(일)

2시간 이상 (174) 0.6 6.3 26.4 51.1 15.5 6.9 26.4 66.7 3.75

1~2시간 미만 (216) 0.5 3.2 49.1 38.0 9.3 3.7 49.1 47.2 3.52

1시간 미만 (110) 0.9 9.1 53.6 32.7 3.6 10.0 53.6 36.4 3.29

시청 
기기

TV (131) 0.8 6.1 38.2 46.6 8.4 6.9 38.2 55.0 3.56

PC (116) - 5.2 44.8 42.2 7.8 5.2 44.8 50.0 3.53

모바일 (253) 0.8 5.5 43.1 38.3 12.3 6.3 43.1 50.6 3.56

거주 
지역

서울 (205) - 6.8 40.5 43.4 9.3 6.8 40.5 52.7 3.55

지방 (295) 1.0 4.7 43.4 40.0 10.8 5.8 43.4 50.8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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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프로게임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프로게임단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게임단의 예산 규모와 부대 활동을 조사하여 보다 발

전적인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인터뷰 정보※

“설문 시작 전, 안내 사항”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프로게임단”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코리아(LCK)'에 참여하는 게임단을 의미
합니다. 

2. 본 설문에서 특별한 연도를 표시하지 않는 질문은 2018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설문에서 “후원사”는 현금/현물 후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사 날짜 2018년 ____________월  ____________일 

조사 시간 시작 시간:           시        분 종료 시간:           시        분 

응답자 이름 및 직위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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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A. 기본 정보

 

A1. 게임단명

A2. 스텝 현황
프런트 코치진 지원인원

명 명 명  

A3. 선수 현황
1군 2군 신규선수수급시스템

명 명

A4. 인프라 현황
숙소 (면적) 연습실(면적) 차량(댓수) 기타

B. 예산 규모

B1. 2018년 총 예산 만원

  B1-1. 자체 확보(후원 등) 예산 비율 %

  B1-2. 종목사 지원금 비율 %

  B1-3. 전체 예산 중 선수 연봉비율 %

B2. 2017년 대비 예산 증감 %

B3. 2018년 현재 기준

후원사 여부 및 후원내역

네이밍 후원 내역

일반 후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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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대 활동 및 응답자 정보

 

C1. 귀 게임단에서 스트리밍 활동이 있다면 기입해 주세요.  

 예) 국내외 채널보유여부 / 구독자현황 / 활동(정기/부정기: 팀/개인)현황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채널 보유여부 구독자/애청자 방송활동 방송시간

유튜브 유/무 명 정기/부정기                시간/주

아프리카TV 유/무 명 정기/부정기                시간/주

트위치TV 유/무 명 정기/부정기                시간/주

페이스북 유/무 명 정기/부정기                시간/주

기타1(         ) 유/무 명 정기/부정기                시간/주

기타2(         ) 유/무 명 정기/부정기                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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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이스포츠 경기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경기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경기장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여 보다 발전

적인 이스포츠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설문 시작 전, 꼭 읽어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경기장”은 이스포츠 경기할 수 있는 설비와 관람석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전담인력”은 이스포츠경기장에 상시적으로 소속된 인원을 의미합니다. 

3. 본 설문에서 “외부대관”은 외부의 기관에게 경기장의 사용을 허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정보

조사 날짜 2018년 ____________월  ____________일 

조사 시간 시작 시간:           시        분 종료 시간:           시        분 

응답자 이름 
및 직위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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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정보

A1. 경기장명

A2. 이스포츠 

전담 인력 규모

구분 소속인원

경기장 소속 인력(관리 포함) 명  

A3. 2017년 개최

이스포츠 종목

 1) 리그 오브 레전드    2) 오버워치      3)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4) 스타크래프트2     5) 하스스톤       6)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7) 배틀그라운드     8) 클래시 로얄      9) 펜타스톰 

10) 카운터 스트라이크  11) 워크래프트3     12) 블랙스쿼드

13) 철권7    14) 블레이드 앤 소울 15) 피파 온라인3

16) 카트라이더    17) 던전 앤 파이터   18) 사이퍼즈

19) 서든 어택    20) 기타(                       )

 

B. 운영 현황

B1. 2017년 대회 개최 일수  (      )일 / 365일

B2. 2017년 누적입장객수 명

B3. 주요 경기 해외 관람객 비율 %

   B3-1. 해외 관람객 편의시설 통역(기): 유/무 외국어 해설: 유/무

B4. 외부 대관 이스포츠 관련 대관:(   )일 非이스포츠 대관:(    )일

B5. 입장료 현황 입장료 유/무

   B5-1. 주요 종목 입장료

종목:                입장료:            원/회

종목:                입장료:            원/회

종목:                입장료:            원/회

종목:                입장료:            원/회

종목:                입장료:            원/회

종목:                입장료:            원/회

종목:                입장료:            원/회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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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종목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

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종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종목사의 투자 규모와 향후 계획을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

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설문 시작 전, 꼭 읽어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종목사”는 이스포츠 경기 종목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전담부서/인력”은 ‘이스포츠 경기 및 부대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조직에 속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3.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투자총액”은 2017년 1년 동안 이스포츠 대회, 선수/게임단 및 
인프라 확충/유지 등에 투자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정보※
조사 날짜 2018년 ______월  _____일 (e-mail 회신 혹은 전화 및 면대면조사 시간)

조사 시간 시작 시간:       시        분 종료 시간:        시     분 

응답자 이름 및 
직위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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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은 귀 사의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A1. 회사명

A2. 이스포츠 종목

A3. 이스포츠 

전담 부서 유무
        유 / 무 

A3-1. (A3에서 Y에 

응답한 경우) 

이스포츠 전담 인력 

규모

부서명 소속인원

명

명

명

명

명
 

B. 다음은 귀사의 2017년 이스포츠 투자 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2017 이스포츠 산업규모 산출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은 전체규모를 합산하는 

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개별 회사의 응답내용은 법률에 의거 보호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B1. 귀사의 2017년 이스포츠 투자총액 만원

  B1-1. 방송/대회 투자 비율 %

  B1-2. (B1-1.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게임단 투자 비율
%

  B1-3. 기타(인프라 투자 등) 비율 %

B2. 2016년 대비 투자 규모 증감 %

B2. 귀사의 2018년 혹은 이후 이스포츠 투자 전망은 어떠십니까?

   1) 전년대비 감소    2) 비슷한 수준    3) 전년대비 증가     4) 전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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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C. 현재 귀사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리그 개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사가 2018년 현재 운영/지원하는 리그 및 참여게임단의 개요를 적어주십시오.

종목 리그명
게임단

수

등록선수

(수)

시즌

(수)

총상금

(원)

우승상금

(원)

최소연봉

보장여부

Y/N

(    )만원

Y/N

(    )만원

Y/N

(    )만원

Y/N

(    )만원

Y/N

(    )만원

Y/N

(    )만원

Y/N

(    )만원

※ 빈칸이 부족하면 다른 양식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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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이스포츠 방송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방송사의 매출 규모와 제작 인력을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

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설문 시작 전, 꼭 읽어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방송사”는 이스포츠 경기 콘텐츠를 직접 제작•송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매출”은 이스포츠 경기 제작 및 직간접적인 콘텐츠유통 등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3.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전문인력”은 이스포츠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인력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정보 

조사 날짜 2018년 _________월  ________일 

조사 시간 시작 시간:       시      분 종료 시간:    시     분 

응답자 이름 및 직위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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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A. 다음은 귀사의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방송사명

A2. 인력 규모
구분 소속인원

이스포츠 전담 인력(제작스텝 포함) 명  

A3. 이스포츠 종목

 1) 리그 오브 레전드    2) 오버워치      3)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4) 스타크래프트2     5) 하스스톤       6)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7) 배틀그라운드     8) 클래시 로얄      9) 펜타스톰 

10) 카운터 스트라이크  11) 워크래프트3     12) 블랙스쿼드

13) 철권7    14) 블레이드 앤 소울 15) 피파 온라인3

16) 카트라이더    17) 던전 앤 파이터   18) 사이퍼즈

19) 서든 어택    20) 기타(                       )

 

B. 다음은 귀 사의 2017년 이스포츠 매출 규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다음 질문 내용은 2017년 대한민국 이스포츠산업규모 산출을 위한 자료입니다. 응답 

내용은 전체규모를 합산하는 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개별 회사의 응답내용은 

법률에 의거 보호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B1. 2017년 이스포츠 매출 만원

  B1-1. 종목사 제작지원 비율 %

  B1-2. 방송사 자체활동매출(후원,

광고, 방송판매 등) 비율
%

B2. 2016 대비 매출 규모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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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스포츠 제작 인력 세부 조사

 

C1. 2017년 기준 귀 사에서 활동했던 이스포츠 전문 인력의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소속 직원 프리랜서

총계(명)
인원수 인원수

캐스터 명 명

해설자 명 명

옵저버(연출) 명 명

심판 명 명

기타(             ) 명 명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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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지원기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지원기관의 예산 규모와 지원 현황을 조사

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인터뷰 정보 

“설문 시작 전, 꼭 읽어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지원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이스포츠협회(KeSPA)' 등 
전국단위 기관과 각급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스포츠관련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전담부서/전담인력”은 이스포츠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및 부서에 소속된 인원을 의미합니다. 

3.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총 예산”은 이스포츠대회 및 부대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스포츠대회가 다른 행사(예: 지역행사)의 부대행사 성격으로 개최된 경우 
다른 행사의 비용은 이스포츠 총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날짜 2018년 ____________월  ____________일 

조사 시간 시작 시간:           시        분 종료 시간:           시        분 

응답자 이름 및 
직위   이름: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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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관 기본 정보

 

A1. 기관명

A2. 이스포츠 

전담 부서 유무
        유   /   무

A3. 이스포츠 

전담 인력 규모

년도 구분 소속인원

2018년 명

2017년  명  

B. 예산 규모

 

B1. 2018년도 이스포츠 사업 총 예산 백만원

B2. 2017년도 이스포츠 사업 총 예산 백만원

C. 주요 사업 현황

 

C1. (B1에서 적어주신) 2018년 이스포츠 예산 투입 주요 사업을 기입해 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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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프로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

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CK에서 활약하는 이스포츠 프로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프로선수의 선수 활동과 향후 

계획을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선수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

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면접조사 시작 전, 꼭 안내해 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프로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1군 경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응답기간(예: ‘2017년 1년 동안’)을 명시하지 않은 질문은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정보

조사 날짜 2018년 ____________월  ____________일 

조사 시간 시작 시간:           시        분 종료 시간:           시        분 

게임단명

게이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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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은 선수의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A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              ) 세 

A2. 귀하의 이스포츠 종목 티어(등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1) 챌린저

2) 마스터

3) 다이아 

4) 플래티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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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B. 다음은 선수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하가 이스포츠 프로(LCK)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약 (              ) 년

B2. 귀하의 금년(2018년)도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금, 광고 등의 수입은 제외하고 소
속팀에서 받으시는 연봉만 말씀해주세요.

1) 연 2천만원 미만
2) 연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 연 5천만원 ~ 1억원 미만
4) 연 1억원 ~ 2억원 미만
5) 연 2억원 ~ 5억원 미만
6) 연 5억원 이상 

B2-1. (B1. 1년 이상의 응답자) 귀하의 금년도 연봉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
나요?

1) 증가했다 2) 동일하다 3) 감소했다

B2-2. (B1. 1년 이상의 응답자) 귀하께서는 작년(2017년)에 소속팀에서 받으시는 연봉 이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으셨나요? 작년에 발생한 수입원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복수선택) 

1) 대회 상금  
2) 스트리밍 수입 
3) 광고
4) 개인 후원  
5) 기타-방송 출연, 행사 등(직접 적어주세요:                    )
6) 연봉 이외에 수입 없음 

B2-3. 작년(2017년)에 연봉 이외의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 연 2천만원 미만
2) 연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 연 5천만원 ~ 1억원 미만
4) 연 1억원 ~ 2억원 미만
5) 연 2억원 ~ 5억원 미만
6) 연 5억원 이상 

B3. 귀하께서는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1) 예 → B3-1로 이동
2) 아니오 → B4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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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그렇다면, 스트리밍 방송은 어디에서 하시나요?(복수 응답)

1) 유튜브
2) 아프리카TV
3) 트위치TV
4) 페이스북
5) 기타( )

B4. 향후 국내 이스포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1점(매우 부정적이다)에서 5점(매우 긍정적이다)으로 말씀해주세요.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유사할 것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B4-1. 향후 이스포츠 프로선수로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미래를 1점(매우 부정적이다)에서 5점(매우 긍정적이다)으로 말씀해주세요.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유사할 것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선수로서 해외 진출 의사가 있으신가요?　

1) 있다 è C1-1로 이동 

2) 없다 è C2로 이동 

C1-1. 해외 진출 의사가 있으신 경우, 어느 지역으로 진출을 가장 희망하시나요?

(단수 응답)

1) 중국

2) 유럽

3) 북미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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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귀하께서는 향후 은퇴시기를 언제 정도로 고려하고 있으신가요?(단수 응답) 　

1) 본인의 경기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
2) 소속팀 혹은 타 팀과의 계약이 어려워지는 시기
3) 군대 입대 시기
4) 아직 생각해본 적 없음 
5) 기타( )

C2-1. 귀하가 이스포츠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향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약 (              ) 년

C3. 귀하께서는 은퇴 이후의 활동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단수 응답)

1) 이스포츠 코치/감독 등 코칭 스태프 활동 
2) 이스포츠 해설/캐스터 등 방송 활동
3)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의 개인 방송 활동
4) 이스포츠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
5) 학업
6) 아직 생각해본 적 없음 
7) 기타 ( )

D. 다음은 기타 이슈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D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선수가 인성문제로 제재(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정신장애로 포함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 D2-1로 이동

      2) 아니오 → 게임장애 설명 Box를 설명한 후 D2-1로 이동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도박중

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WHO의 게임장애의 진단기

준은 1)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2) 게임과 여타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3)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4) 12개월 이상 위의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게임장

애’라는 이름의 정신장애로 판정됩니다. 

D2-1. 귀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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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영향이 없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13

첨부자료

통
계
분
석
테
이
블

및

실
태
조
사

설
문
지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설문 시작 전, 꼭 읽어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아마추어선수”는 2017년도에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3부 
리그 이상의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LCK"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리그를 의미합니다.  

3. 본 설문에서 기간(예: ‘2017년 1년 동안’)이 명시되지 않은 질문은 2018년 응답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ID 2018 스포츠 실태조사 : 아마추어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3부 리그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이스포츠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아마추어 선수의 선수 활동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선수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가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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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은 선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A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              ) 세 

A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1) 남성

2) 여성

A3. 귀하의 리그오브레전드 티어(등급)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1) 챌린저

2) 마스터

3) 다이아 

4) 플래티넘 이하

A4. 다음 중 귀하의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 선수로서 경험하신 수준을 선택해주세요.

1) LCK 로스터 경험

2) LCK팀 연습생 경험

3) 챌린저 리그 활동 경험

4) 팀 배틀(대학생 배틀, 레이디 배틀 포함) 활동 경험 

5) 해당 사항 없음 è 설문중단

A5. 귀하의 아마추어 선수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       ) 년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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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아마추어 이스포츠 선수 활동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하는 프로게이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수 응답)

1) 예

2) 아니오

3)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 )

B2 귀하는 평소 아마추어 선수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평균 몇 일 연습을 하시나요?
개인 연습 횟수와 팀 연습 횟수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일주일 평균 연습 일 

개인 연습 일

팀 연습 
일

99) 소속 팀 없음  

B2-1. 그렇다면, 연습이 있는 날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나요?
개인 연습 시간과 팀 연습 시간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1일 연습 시 평균 시간 

개인 연습 시간

팀 연습 
시간

99) 소속 팀 없음  

B3. 귀하께서는 작년(2017년) 1년 동안 참가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는 총 몇 건인가요?

(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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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 B3에서 0회 응답 시 B4. Skip]

B4. 귀하께서 작년(2017년) 1년 동안 참가하신 대회 중 최고 성적은 무엇인가요?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2017년 최고 성적

개인 성적

1) 우승

2) 준우승

3) 4강

4) 8강

5) 16강 

6) 그 이하

팀 성적

1) 우승

2) 준우승

3) 4강

4) 8강

5) 16강 

6) 그 이하 

99) 소속 팀 없음 

B5. 귀하께서 작년(2017년) 1년 동안 이스포츠 선수 활동으로 얻은 수입(대회 상금 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 수익과 팀 전체 수입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2017년 수입

개인 수입

1) 전혀 없음 
2) 연 200만원 미만
3) 연 200~400만원 미만
4) 연 400~600원 미만
5) 연 600~800만원 미만
6) 연 800~1,000만원 미만
7) 연 1,000만원 이상

팀 전체 수입

1) 전혀 없음 
2) 연 1,000만원 미만
3) 연 1,000~2,000만원 미만
4) 연 2,000~5,000만원 미만
5) 연 5,000~1억원 미만
6) 연 1억원~5억원 미만
7) 연 5억원 이상
99) 소속 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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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귀하께서는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1) 예 → B7-1로 이동

2) 아니오 → C1로 이동

B6-1. 그렇다면, 스트리밍 방송은 어디에서 하시나요?(복수 응답)

1) 유튜브 
2) 아프리카TV
3) 트위치TV
4) 페이스북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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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은 이스포츠 아마추어 선수로서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께서는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선수생활 전반에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정도를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C2.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아마추어선수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열악한 훈련환경
2) 정부 지원정책 부족
3) 이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후원 관련 문제
5) 불투명한 향후 진로 
6) 군 복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7) 팬들의 과도한 비난이나 욕설 
8) 기타 ( ) 

C3. 귀하께서는 아마추어 선수로서 활동을 몇 년 정도 더 고려하시고 있으신가요?  

향후 아마추어 선수 활동 기간
향후 (                   )년

99)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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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음은 이스포츠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 및 사례지급을 위한 정보입니다

D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선수가 인성문제로 제재(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정신장애로 포함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 D2-1로 이동                2) 아니오 → 게임장애 설명 Box로 이동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도박중

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유형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WHO의 게임장애의 진단기

준은 1)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2) 게임과 여타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3)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4) 12개월 이상 위의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게임장

애’라는 이름의 정신장애로 판정됩니다. 

D2-1. 귀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과거 ’게임중독‘으로 불렸음)’의 
국제질병분류 시도가 이스포츠 선수 양성 및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시나요?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영향이 없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의 정보는 ‘사례 지급(3천원 상당 편의점 기프티콘)’ 절차로만 활용됩니다. 정확히 기입 
부탁드립니다.

1) 응답자 이름

2) 응답자 휴대전화 번호    

3) 응답자 메일주소 @

4) 개인정보제공 동의  □ 동의              □ 비동의

※ 상기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사례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사례지급 완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즉각 
폐기됩니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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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 이스포츠 관람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

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관람객의 관람 행태를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환경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설문 시작 전, 꼭 읽어주십시오”  

1. 본 설문에서 “이스포츠 관람객”은 이스포츠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기 위해 이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본 설문에서 “최근 1년”은 2018년 현재 관람시점부터 과거 1년간(2018년 8월~2017년 
8월)을 의미합니다. 

A. 다음은 관람객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A1. 귀하께서는 오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기 위해 오셨나요? 

  

1) 예 2) 아니오 è 설문중단

A2. (A1에서 1)예 응답자) 오늘 관람하신 종목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 리그오브레전드    2)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3)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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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이스포츠 경기 관람 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복수 응답)
1) 인터넷 포털사이트
2) 이스포츠 커뮤니티
3) 소셜 미디어(SNS)
4) 1인 방송/스트리밍
5) 인터넷 블로그
6) 친구 및 주변 지인
7) 기타 ( )

B2.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
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
2) 현장감이 있어서
3)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어서
4)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5)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6) 응원문화가 재미있어서 
7) 친구/동료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8)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9) 기타( )

B3.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2017년 8월 ~ 2018년 8월)에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관람한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1년간 관람 횟수(오늘 포함) 총                회

B3-1. (B3. 2회 이상 응답자 질문) 아래 이스포츠 경기장 중 어느 경기장에서 관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상암 이스포츠 스타디움 ② 삼성동 프릭업 스튜디오  
③ 강남 넥슨아레나 ④ 기타(직접기입 :           )

 
B3-2. (B3. 2회 이상 응답자 질문) 귀하께서는 어떤 종목을 현장에서 관람하셨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리그오브레전드 ② 오버워치 ③ 스타크래프트1리마스터

④ 스타크래프트2  ⑤ 하스스톤 ⑥ 히어로즈오브더스톰
⑦ 배틀그라운드 ⑧ 피파온라인 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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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오늘 이스포츠 경기 관람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B4. 오늘 이스포츠 경기 관람 시 본인 포함 몇 명이 함께 오셨나요?
동반자 없이 혼자 오신 경우라면 1명이라고 적어주세요 

본인 포함 동반자 수 총                명

B5.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지출하시는 비용이 1회 평균 얼마정도인가요? 
입장료, 간식,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1회 평균                 원

B6. 귀하께서는 오늘 관람하신 이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한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B6에서 4 또는 5 응답자 질문]

B6-1. 오늘 관람하신 이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만족하신다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복수응답)

 1) 주변 편의 시설이 충분해서 
 2) 경기장 내 환경(관람석, 소음, 온도 등)이 쾌적해서 
 3) 경기장 내 스크린 화질/음향이 좋아서 
 4) 관람 대기 시간이 적당해서 
 5) 경기장 내 안내 직원이 친절해서 
 6) 입장료가 적정해서 
 7) 선수의 경기내용이 좋아서 
 8) 해설/아나운서 진행(현장감, 이해도움)이 좋아서 
 9) 관람객 대상 이벤트가 좋아서 

. 1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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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에서 1, 2 또는 3 응답자 질문]

B6-2. 오늘 관람하신 이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응답)

 1)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2) 경기장 내 환경(관람석, 소음, 온도 등)이 쾌적하지 않아서 
 3) 경기장 내 스크린 화질/음향이 좋지 않아서 
 4) 관람 대기 시간이 길어서 
 5) 경기장 내 안내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서 
 6) 입장료가 비싸서 
 7) 선수의 경기내용이 기대보다 못해서  
 8) 해설/아나운서 진행(현장감, 이해도움)이 부족해서 
 9) 관람객 대상 이벤트가 부족해서 

. 10) 기타( )

B7. 귀하께서는 향후 다시 이스포츠를 경기장에서 관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기장 관람 의향을 1점(전혀 없다)에서 5점(반드시 관람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관람 의향이
전혀 없다

관람 의향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관람 의향이 
있는 편이다

반드시 관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8. 귀하께서는 향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스포츠 경기장 관람을 추천하실 거 같으신가요? 
추천 의향에 따라 1점(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5점(반드시 추천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추천할 것이다 반드시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9.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경기장 입장료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최대 지불의향 입장료                 원

B10.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굿즈(유니폼, 텀블러 등) 구입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B10-1. (B10.에서 ‘1) 예’ 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입 굿즈는 무엇이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1) 유니폼 2) 텀블러 3)에코백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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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은 관람객 배경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C1. 최근 1년 동안(2017년 8월 ~ 2018년 8월) 이스포츠 외에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복수 응답)

1) 야구
2) 축구
3) 농구
4) 배구
5) 기타 ( )
99) 경험 없음 

C2. 귀하께서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리그오브레전드  2) 오버워치  3) 스타크래프트1리마스터
 4) 스타크래프트2     5) 하스스톤  6) 히어로즈오브더스톰
 7) 배틀그라운드  8) 클래시로얄  9) 도타2 
10) 카운터스트라이크 11) 워크래프트3 12) 레인보우식스 시즈
13) 철권7 14) 피파온라인3 15) 기타(                       )
99) 플레이 하지 않음 

C3.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순서에 따라 1, 2, 3순위 취미활동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 _______ 2순위 : _______ 3순위 : _______
 

① TV 시청 (야구, 축구 등 스포츠) ② TV 시청 (드라마, 예능, 시사 등)

③ 휴식/산책 (별도 여가활동 없음) ④ 인터넷 검색/동영상 시청

⑤ 쇼핑/외식 ⑥ 친구만남/동호회 활동

⑦ SNS/통화 ⑧ 음주

⑨ 운동 (구기종목, 테니스, 조깅, 헬스 등) ⑩ 영화/공연 관람 (극장) 

⑪ 게임하기(컴퓨터/모바일/콘솔) ⑫ 이스포츠 관람 (TV, 인터넷 매체)

⑬ 이스포츠 관람 (현장관람) ⑭ 스포츠 관람 (야구장, 축구장 등 현장) 

⑮ 창작적 취미활동 (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⑯ 종교활동

⑰ 기타(직접기입:                             )

C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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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  2) 여

C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이신가요?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도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해외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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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8 스포츠 실태조사 :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사는 시청자의 시청 행태를 조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스포츠 방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의 취지를 상기하시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제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가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 7월   

▣ 조사수행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010-5351-8195 / zzaza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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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은 설문응답에 적합성 여부와 관련된 선정질문입니다

A1. 최근 1년 동안 귀하께서 시청하신 스포츠 방송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응답)

    

종목 응답

1) 야구 1

2) 축구 2

3) 농구 3

4) 배구 4

5) 이스포츠 5 

99) 보기 중에 없음 99

[프로그래밍 : (5) 이스포츠 응답되지 않은 경우 면접 중단] 

 

A2. 귀하께서는 다음의 이스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이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하여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

1) 이스포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è 면접 중단

2) 이스포츠에 대해 들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다

3) 이스포츠에 대해 들어봤고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A3. [Quota 체크]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 세

    

1. 만 10세 미만 è 면접 중단

2. 만 10~49세

3. 만 50세 이상 è 면접 중단

A4. [Quota 체크]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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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이스포츠 시청 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시나요?

1) 주 5회 이상

2) 주 3~4회

3) 주 1~2회

4) 월 2~3회

5) 월 1회 이하 

6) 시청하지 않음 

B2. 귀하께서 하루 평균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시청하는 시간을 아래의 표에 직접 적어주세요.

B2-1. 귀하께서 주로 이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아래의 표에 직접 적어주세요.

구분 B2. 1일 평균 시청 시간 B2-1. 주요 시청 시간대

주중(월~금) (          )시간

1) 오전 6시~오전 9시 이전

2) 오전 9시~오전 12시 이전

3) 오후 12시~오후 3시 이전

4) 오후 3시~오후 6시 이전

5) 오후 6시~저녁 9시 이전

6) 저녁 9시~밤 12시 이전

7) 밤 12시~새벽 3시 이전 

8) 새벽 3시~새벽 6시 이전

주말(토~일) (          )시간

1) 오전 6시~오전 9시 이전

2) 오전 9시~오전 12시 이전

3) 오후 12시~오후 3시 이전

4) 오후 3시~오후 6시 이전

5) 오후 6시~저녁 9시 이전

6) 저녁 9시~밤 12시 이전

7) 밤 12시~새벽 3시 이전 

8) 새벽 3시~새벽 6시 이전

B3.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를 주로 시청하는 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유튜브 2) 아프리카TV 3) 트위치TV

4) 카카오TV 5) 케이블TV 6) 네이버

7) 페이스북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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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귀하께서 이스포츠를 주로 시청하는 기기는 무엇인가요?(단수 응답)

1) TV

2) PC

3) 모바일 

4) 기타( )

B5. 귀하께서 이스포츠 경기 시청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복수 응답)

1) 인터넷 포털사이트

2) 이스포츠 커뮤니티

3) 소셜 미디어(SNS)

4) 1인 방송/스트리밍

5) 인터넷 블로그

6) 친구 및 주변 지인

7) 기타 ( )

B6. 귀하께서 주로 시청하시는 이스포츠 종목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리그오브레전드          2) 오버워치  3) 스타크래프트1리마스터

 4) 스타크래프트2           5) 하스스톤  6) 히어로즈오브더스톰

 7) 배틀그라운드  8) 클래시로얄  9) 도타2 

10) 카운터스트라이크 11) 워크래프트3 12) 레인보우식스 시즈

13) 철권7 14) 피파온라인3 15) 기타(               )

B7.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종목 / 대회

2) 팀 / 선수 

3) 방송사 / 해설자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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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귀하께서 이스포츠를 시청하시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단수 응답)

1) 생방송을 끝까지 연속해서 시청 

2) 생방송을 다른 방송과 함께 병행 시청하면서 중간중간 시청

3) 녹화방송을 끝까지 연속해서 시청

4) 녹화방송의 주요방송을 스킵하면서 중간중간 시청 

5) 주요 장면만 정리한 방송(하이라이트 방송)을 시청 

6) 기타( )

B9. 귀하께서는 이스포츠를 시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

2)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어서

3)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4)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5) 심심해서/무료해서

6) 친구/동료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7) 기타( )

B10. 귀하께서 주로 시청하시는 [프로그래밍 : B6. 1순위 응답 내용]을 직접 플레이도 하시나요? 
직접 플레이하는 경우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1) 주 5회 이상

2) 주 3~4회

3) 주 1~2회

4) 월 2~3회

5) 월 1회 이하 

6) 플레이 하지 않음   

B11. 귀하께서는 이스포츠 방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한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해주세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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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귀하께서는 향후 이스포츠 시청 시간에 변화가 있을 거 같으신가요? 

시청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 1점(지금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에서 5점(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지금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비슷하다

지금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13. 귀하께서는 향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스포츠 시청을 추천하실 거 같으신가요? 

추천 의향에 따라 1점(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5점(반드시 추천할 것이다)으로 

응답해주세요. 

   

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추천할 것이다
반드시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배경질문

C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도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해외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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