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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시장의 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참여도는 eSports 참가자들

로 하여금 eSports 내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eSports 미디어 시청은 일반 전통 스포츠를 시청할 때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며 유수의 논

문에서 eSports 시청은 전통스포츠와 비교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보는 동기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밝혀졌다. 실제로, eSports를 보는 시청자는 대부분 실제 eSports에 관여하는 플레

이어이며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동기를 통해 미디어를 시청하고 정보 습득 및 만족감을 

얻는다. 이 연구에서는, eSports 미디어 시청이 eSports 참가자의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플레이어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소비하

는 미디어의 콘텐츠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미디어 콘텐츠 레퍼토리에 따라 경기력 향상

의 정도 차이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탐구 된 eSports 종목은 국내 1위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이며 미디어 콘텐츠의 출처는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OTT 플랫폼인 YouTube

을 통해 조사되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유튜브 시청량 및 스트리밍형 미디어 콘텐츠가 실

제 eSports 미디어 시청자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력 수준에 

따라 소비하는 미디어의 콘텐츠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eSports 미디어 시청이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미디어 시장과 동

시에 참여 시장이 상호간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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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국내에서 이스포츠(eSports)의 약진은 pc방이라는 인프라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결합

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역사는 약 20여년 전인 1997년 12월 한국프로게이머리그가 창설

되며 시작되었다. 이어 2000년 온라인넷, 2001년 MBC게임 등 채널이 등장해 스포츠의 중

요 요소인 관전시대를 열었다. 또한 2001년 한국 eSports협회(KeSPA) 창립 후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었으며 남녀노소 참여하는데 한계가 적은 대중 스포츠로

서 자리를 매김했다. eSports 플레이어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는 2억 3천 5백만 

명으로 추산, 2018년에는 3억 9천 5백만 명에 도달했다. 향후 몇 년 동안, 인기는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전 세계적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eSports 플레이의 시간 및 비

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다. 트위터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게임 관련 게시물이 

전년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트위터에 게시된 게임 관련 게시물은 20억 건 이상이

며, 게임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 계정 수도 49% 증가했다.  

한국의 eSports 유저들은 보통 집과 PC방에서 eSports를 즐긴다. 그리고 PC방 

문화의 산지인 한국은 어디서든 쉽게 PC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eSports 강국

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풀뿌리를 제공했다. 일상속에 스며든 eSports의 확산은 프로 

eSports 선수를 지망하는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현재 적지 않은 수의 프로지망생들

이 eSports 아카데미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정보를 보면 프로 e스포츠 선수(프로게이머)가 수년간 상위권

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생활전반에 퍼진 eSports는 주요 eSports 

참여자인 젊은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티어가 명함’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티어(경기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올리기 위해 고

군분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서울 곳곳에 eSports 교육 전문 학원 

및 eSports 아카데미가 생겨났으며 수강료를 지불하며서 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플레

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eSports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eSports 열기와 높은 수준을 체험하고 학습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eSports유학을 위해 

오는 사례가 생겨났고 일부 외국인 프로 선수들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며 경쟁력을 키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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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eSports 경쟁과 생산은 리그 오브 레

전드(LoL) 세계선수권대회와 도타2의 더 인터내셔널(TI)이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시

애틀의 키 아레나 등 주요 스포츠 경기 시설에서 개최되었던 경기들을 매진 시켰으며 

eSports의 전문화·사업화·스포츠화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Qian, 2019). 

2020년 국내에서는 KeSPA 주최한 2020 e스포츠 대학리그, 성남 아마추어 학교 e

스포츠대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 성남시 직장인 e스포츠 대회와 같

이 다수의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eSports 팀을 개설하여 운영 및 관련 학과를 개설을 통해 eSports에 투자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 eSports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공식 대학 e스포츠 리그를 주관

하는 `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iate ESports)`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렇듯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eSports 대회 및 경쟁이 심화 되고 있기에 경기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진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eSports 사업체인 젠지(Gen.G eSports)와 파트너십

을 체결한 연세대학교 외 KAIST, 중앙대학교 등이 리그오브레전드, PUBG 팀을 구성해 e스

포츠 대학리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에 LG 전자가 젠지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며 e스포츠 산업이 일반 기업 마케팅 시장

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TT(Over the Top)의 발달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포츠계에서 미디어의 전반

적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eSports에서는 주된 소통 창구가 해당 OTT와 같은 

루트가 대부분의 파이를 가지며 OTT가 주된 eSports 미디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Sports 참여자들은 대표적 OTT인 Youtube와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

택하고 시청하며 찾고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추세이다. 

eSports 참여자들은 높아진 eSports의 위상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난 경기력을 가

지게 되고 싶어하며 끊임없이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맥락에서 유수

의 논문에서는 해당 수요는 eSports 미디어 시청을 통해 충족된다 주장한다. 하지만 경기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Youtube를 포함한 

OTT를 통해 유통되는 eSports 미디어 콘텐츠 시청 분석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의 연구는 이루어 지게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eSports 미디어 시청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

은 크게 3가지로 축약이 가능하다. 첫 번째, eSports 시청자들은 대부분이 플레이어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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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청과 플레이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시청이 실제 플레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이 eSports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미디어 콘텐츠가 eSports 소비자들에게 시청만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계속

해서 변화해 나가는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 세 번째, 

eSports 참여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요소 파악이 필요하다. 미디어 시청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연계한 연구, 특히나 

eSports 경기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상기 본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

로 살펴 볼 것이다. 

첫째, eSports 미디어 시청자들은 전통 스포츠 미디어 소비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진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ports 시청자들은 시청하지 않는 "미시청" 

플레이어보다 약 40% 더 많은 참여를 한다고 한다. 지출 측면에서는 eSports 시청자는 비

시청자보다 eSports 내 구매를 할 가능성이 약 50%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Lewis, 

2018). 또한 eSports의 시청자는 보통 비디오 게이머이라는 연구가 있었다(Xiao, 2020). 

eSports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eSports에서 더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시청하는 사람이 실제 eSports에 참여 및 소비를 더 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청을 하는 것이 실제 플레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 어떤 측면에서 eSports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eSports 미디어 시청과 eSports 참여에 대한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

다. 

둘째, 어떠한 미디어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콘텐

츠 제작부터 eSports 미디어 전체 흐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나, eSports는 전통 

스포츠와는 다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eSports의 미디어가 실제 eSports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eSports 미디어계에 유의미한 발견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Sports 자체의 흐름을 담은 정보 전달 및 분석 영상 또한 많은 eSports 유저들이 

찾는 콘텐츠이지만 해당 콘텐츠가 실제 eSport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없

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양한 eSports 콘텐츠들이 실제 eSports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

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실정에서 이 연구는 시의 적절하다. 

셋째, eSports에 있어서 경기력 향상의 동기는 미디어를 시청하는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 스트리밍 된 eSports, eSports 해설 및 프로그래밍은 플레이어 지식을 늘리고 

eSports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육성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Lewis, 2018). 또한 

eSports 소비는 경쟁, 동료 압박, 기술 형성을 위해 실제적으로 플레이 되며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더 빨리 많은 숙련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이와 같이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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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비교하였을 때, eSports 시청 동기 중 유의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경

기력 향상 동기로 볼 수 있다. 또한 eSports 소비 동기중에서 경쟁과 동료 압박은 

eSports 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반해, 기술요소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

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Lee, 2011). eSports를 통해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젊은 층의 사회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완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Castro, 2021). 따

라서, eSports 참가자들은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경기력을 창출 해낼 수 있도록 노력

하며 그를 위한 eSports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Sports 소비자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콘텐츠가 시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 

즉, 어떠한 콘텐츠 소비, 콘텐츠의 내용이 경기력 향상에 효율적인 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청이 실제 플레이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며 파악하는 것은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시청은 플랫폼을 이윤을 창출하는 기초단위가 될 수 있다(김

종호, 2021). 또한 eSports 미디어에 관한 시청자들의 니즈와 소비동향을 확인하는 

eSports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eSports 산업의 마케팅 전략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필

수적이다. GMR eSports 보고서(Rosenberg, 2016)에서는 eSports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다

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로잡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전통 스포츠 시청자와 eSports 시청자의 유의한 차이는 미디어 시청에 

있어서 경기력 향상의 동기 수준이 유의미하게 eSports 시청자의 측면에서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eSports 미디어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가 실제 eSports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가 실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eSports 미디어 환경에서 eSports 참가자들이 시청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플레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eSports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위한 마

케팅 방법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수동적

으로 시청하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비해 eSports 미디어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 소비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Lewis, 2018). 또한 eSports미디

어가 eSports 참여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미디어와 참여 시장의 상호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eSports 참가자들이 어떠한 미디어를 얼마나 소비하는 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경기

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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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eSports의 개념, 양상 및 미디어 

1) eSports의 개념 

① eSports의 정의 

스포트(sport)란 ‘신체적 성취(physical achievement)를 목적(goal)으로 하는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이며, 스포츠(sports)는 스포트의 복수형(sports)이다. 이 정의에서 

‘physical’이란 용어는 수의근 (voluntary muscle)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

적 성취란 신체에 대한 상대적 성취와 주관적 성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성

취란 경쟁상황에서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관적 성취란 개인적

으로 신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강준호, 2005). 이는 유럽에서 스포츠는 목적성

이 있으며 운동, 놀이등 건강을 위한 모든 신체 활동의 개념의 유럽형 Sports와 경쟁, 규

칙, 대근의 움직임이 있는 exercise를 스포츠라고 하는 북미의 Sports와는 다른 방향의 접

근이다. 위 스포츠의 개념에서는 eSports는 스포츠가 되지 않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 다뤄지는 electronic Sports의 줄임말은 eSports로 명명될 것

이다. 

eSports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의하면 "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

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포츠 국가 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는 eSports를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능

력이 필요한 경기이다. 대회 또는 리그와 같은 현장으로의 참여,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중

계의 관전, 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커뮤니티 활동 등의 사이버 문화 전반 또한 eSports활동

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12월 대한eSports협회(KeSPA)가 대한체육회

(KOC) 준회원 가입이 승인이 되며 eSports가 스포츠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강

남스타일 신드롬으로 인해 한류를 이끄는 주문화는 K-POP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2016년 한국의 eSports 수출액은 통계적으로 K-Pop보다 11배나 많았고, eSports의 경제

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으며 점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Sports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

에 한국 언론들이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을 소개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알려지지 않았다(KeSPA, 2016). 또한 eSports가 비디

오 게임의 순수한 파생물에서 점차 정교하지만 포괄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발전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Funk et al., 2018). 따라서 eSports는 비디오 게임과 전문화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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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차점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스포츠로서의 eSports 

사회적으로 eSports를 스포츠로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까지 eSports의 스포

츠 여부 논란이 있다(Brown et al., 2018).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대근활동여부, 규칙의 유무, 

경쟁적 요소의 유무를 통해 스포츠가 아니냐를 따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호와 황옥철

(2018)은 eSports는 스포츠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5개의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다. 첫째, 

eSports는 제도화된 규칙에 따른다. 둘째, eSports는 경쟁적인 요소를 갖는다. 셋째, 

eSports는 기술과 관련된 몸에 밴(embodied) 신체성(physical)을 전제로 한다. 넷째, 

eSports는 즐거움과 재미의 내적인 자발적인 동기를 갖는다. 다섯째, eSports는 외적인 동

기로 eSports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나 프로 선수로 직업을 갖는다. 이는 대근활동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들을 다 충족하는 것이며 정신 건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표방한다. 

또한 건강의 측면에서도 eSports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

강개념을 주목하면,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한

다 이러한 건강개념을 전인적 건강이라고 한다 전인적 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을 지칭한다. 따라서, 건강을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의 개념에서 보면 

eSports는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점에서 eSports가 건강에 해롭

다는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eSports는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은 신체적 건강에 국한된 주

장이라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이학준외, 2020) 이를 통해 eSports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eSports 세계의 성장과 동시에 프로스

포츠적 참가자들을 특정 콘텐츠로 끌어들이는 잠재적인 뉘앙스 동기를 살펴보고 전통적인 

스포츠와 다른 eSports로 시청자들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③ eSports와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임을 칭한다. eSports는 온라인 게임

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모든 온라인 게임을 eSports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 eSports는 

경쟁적 요소 및 지속적 노력을 통한 기술 습득이 요구되는 온라인 게임 장르의 개념이다

(그림1). 온라인 게임 중, 앞서 설명된 eSports의 개념과 eSports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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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만을 eSports로 간주할 수 있다. 간략히, Hamari(2016)가 정의한 eSports의 기준인 

경쟁비디오 게임(인터넷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eSports로 일컬어지는 온

라인 게임 종목들은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혹은 플레이어가 

인공지능(AI)에 대항하여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와만 상호작용하는 노이스포츠 

비디오 게임(NPC; Seo & Jung, 2016) 종목과 같은 유형의 비디오 게임과는 본질적으로 다

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eSports는 대부분 현대 스포츠의 경쟁 구조를 가진 정

형화된 스포츠 리그, 라이브 방송, 글로벌 제도화(Funk at el., 2018)와 같은 두드러진 특징

을 이용하여 형성된 프로 스포츠에서 주로 파생된다고 주장한다(Qian, 2019). 이러한 맥락

에서 황성연(2012)이 “AOS1장르의 대표적인 게임 League of Legends는 세계 여러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경쟁게임조차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eSports 대표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 추가

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AOS장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단어이다. 국제적으로 리그 오브 레

전드 및 도타2를 지칭하는 eSports 장르는 MOBA
2
라고 불린다. 이러한 eSports 종목의 

선수들을 모으고 팀을 구성하여 리그에 참여하고 해당 리그가 성장하며 탄탄한 구조를 가

지게 되는 온라인 게임 종목들을 eSports라고 한다. 또한 크게 성장한 프로 eSports 리그

에 국내 대기업들이 e스포츠 프로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도 안정화가 이루어지며 프로선수에 대한 대우와 그들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시즌 한국 프로야구리그와 같이 프랜차이즈화가 되며 성공적으로 

프로 리그에 정착한 eSports 리그인 LCK(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가 있다. 

프랜차이즈되는 팀과 스폰서십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기아, SKT, KT, 한화생

명 등이 있다. 

 

1 AOS : Aeon of Strife의 약자. MOBA게임의 시초가 되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유저가 제작한 게임 

을 나타내는 단어다. 해당 유즈맵(유저가 만든 맵)이 현재 Dota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효시가 되

었기에 한국에서는 AOS장르라고 불린다. 

2 MOBA :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의 약자. 다수의 플레이어가 한 경기장에서 각자 플레이

하게 되는 eSports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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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라인게임과 eSports 구분 도식 

 

2) eSports 참여 시장 

eSports는 플레이는 자발적인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레져 활동이다. (Lee, 2011)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자기 결정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eSports와 전통 스포츠 

소비 집단 간 비교 결과,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eSports종목에 대한 동기의 수준이 높게 나

타나고, 소비하는 종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eSports 참여 시장

은 전체 스포츠 범주에서 특징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 수용 모델, 사용 및 만족도(U&G) 이론과 같은 많은 이론적 관점에서 eSports

을 하는 행동을 조사한 결과 eSports 플레이와 eSports를 시청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

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활동인 것은 eSports하는 것이 더 활동적인 행동인 반면, 

eSports 시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같은 더 수동적인 행동(Xiao, 2020)이라고 

하며 참여 시장과 미디어 시장을 구분이 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eSports를 2003년부터 스포츠로 간주하며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종목적인 측면에서 eSports는 2017년 아시안 실내 경기 종목으로 채택, 2018 자카르타-팔

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22년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

안 게임 정식종목이 된다. 미국에서도 eSports 선수들은 2013년부터 프로 선수로 간주되

어 왔다. 

수치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게임 시장 분석 기업인 Newzoo(2021)에 따르면,전 

세계 e스포츠 수입은 2020년 9억4710만 달러에서 2021년 10억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5%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그림2). 또한 프로 eSports 선수들은, 스폰서들의 출연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 eSports 단체와 구단이 계약하고 있다. 선수 계약, 트레이드 기간, 

바이아웃의 존재는 전통적인 스포츠에서 매우 잘 알려진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파리 생

제르맹, 맨체스터 시티, 아약스 암스테르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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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와 같은 프로 스포츠 클럽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스포츠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Nagorsky, 2020). 국내에서도 eSports 프로팀에 참여한 전

통 스포츠팀들이 다수있다. 프로 축구 구단으로서 가장 먼저 eSports팀을 창설하여 운영하

였던 성남FC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K리그 연맹에서는 eK리그를 창설하여 전 구단이 

eSports팀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수단 및 코치진의 1/3이상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친한적 성향이 짙은 PSG Talon이라는 홍콩 소속 eSports 팀 또한 파리 생제르망(PSG)과 

스폰서쉽을 맺은 eSports팀이다. 이 팀은 리그 오브 레전드등 축구와 관련되지 않는 

eSports 종목의 프로 팀이지만 PSG의 이름을 달고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Worlds 대회

에 참가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를 공급하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2020년 매출 3,747억 원을 기록했고 회사 매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746억원, 영

업이익은 9.2% 증가한 1,678억원, 순이익은 5% 증가한 1,221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순

이익률은 32.6%이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게임으로만 지난해 3,594억 원을 벌었다. 굿

즈와 같은 상품매출액은 8억 4천만 원, 기타수익은 143억 원으로 나타났다. 

eSports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 게임은 수없이 존재하며 새로 생겨나고 없

어지고 반복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여성인 반

면, 그들은 eSports의 소수라는 연구가 있다. 이는 eSports 참여 시장이 남성 참가자만이 

주로 실제 플레이어라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더 넓은 범위의 참가자와 관중을 포함하기 

위해 eSports 문화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Wood, 2019). 이 맥락에서, 여성 eSports 플레

이어들이 국내에서 eSports를 플레이할 때, 당하는 차별 및 젠더 갈등을 겪는 중이며 현재 

eSports계에서 소수이며 약자로 대변된다. 여기서 eSports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경기

력적인 요소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차별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기력적 

부진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력적인 요소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eSports 문화를 개발하는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젠더적으로 편향적인 

양상을 보이는 eSports 참여 시장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력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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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Sports Revenue Streams & Audience Growth (Newzo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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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ports 미디어 시장  

현재 eSports의 경제 규모는 스포츠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스폰서, 광고, 

미디어 권리가 업계 3대 수익원이 되면서, eSports는 프로 선수, 코치, 팀, 리그, 대회와 같

은 전통적인 스포츠와 주요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BII)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총 eSports 시청률은 2019년 4억5400만 명에서 2019~2023년 

연평균 9%의 복합성장률(CAGR)에 기반하여 2023년 6억4600만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즉, 2017년 관객 수가 3억3천5백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6년 동안 관객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다. 

Newzoo(2021)에 따르면, eSports 경기의 2019년의 누적 시청 수는 3억978백만회, 

2020년 4억 359백만회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4억 740백만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

으며, 2024년까지 5억 772백만회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그림2). 이처럼 세계 

eSports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eSports 미디어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1년에는 전체 시장의 75%가 넘는 8억 3,360만 달러의 수익이 미디어 권

리 및 후원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eSports 시장에서 미디어 시장이 차지하

는 비율이 3/4이 넘기에 eSports 마케팅에서 미디어 시장은 최우선적으로 타게팅 되어야 

한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시즌 인

비테이셔널(MSI) 2016은 하루 평균 약 1만 3000명, 경기가 열린 8일간 10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롤드컵이라고도 불리는 리그 오브 레

전드 월드 챔피언십(Worlds)의 2015년 전 세계 누적 시청자 수가 3억 3400만 명을 기록했

다. 그리고 2018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은 30개의 플랫폼으로 19개의 언어로 

중계되었고 9천 960만명이 경기를 시청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 야구 결승시리즈 시청자수 

3,200만명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슈퍼볼 시청자수 인 1억 2,400만명에 필적

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8년 전통스포츠와 비슷한 규모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하이에서 열린 10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 대

회인 Worlds에서는 총 38번의 Play-in Stage3 동안 총 1억6092만 시간(1억6092만 시간)이 

누적되었으며 누적관중은 평균 360만 명이었다. 이는 2019 Worlds와 비교했을 때 61.76% 

증가한 수치이며 분당 평균 시청자 수는 작년보다 87.18% 증가한 수치이다. Play-off 

Stage 4 까지 포함한다면 총 114경기에서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인 10억 시간 이상

 

3 Play-in Stage : 2020 Worlds에서 본선으로 간주되는 스테이지. 16개팀의 리그전을 치루는 경기들 

4 Play-off Stage : 2020 Worlds에서 Play-in Stage에 남은 4개의 시드를 놓고 펼쳐지는 리그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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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871,885)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4개사가 늘어난 총 12개 글로

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결승은 16개국 언어로 21개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방

송되었다. 분당 평균 시청자 수는 2304만 명이며, 동시 시청자가 가장 높은 기록은 4595만 

명이다. 위에서 언급한 Worlds같은 eSports계 최고 대회들은 전통적인 스포츠 경기와 경

쟁을 하며 관중들과 미디어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eSports는 주요 이벤트 및 대회 방송외에도 일상적이고 일상적인 플레이를 정기적

으로 시청자들에게 방송하는 개인 스트리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트리머가 만들어내는 

솔로 체험은 플레이 스타일, 방송형 성격, 코미디 레퍼토리 등에 얽매인 개인 정체성과 팔

로우를 개발할 수 있고, 시청자와 타인, 타인 등과의 인연을 통해 커뮤니티를 동시에 구축

할 수 있어 일반 이벤트 방송에서 제작하는 체험과 차별된다(Qian, 2019). 

향상된 인터넷 액세스와 향상된 모바일 미디어 옵션은 관객 엔터테인먼트로 급성장

하고 있는 eSports 산업의 확장을 크게 가속화 시켰다(Brown et al., 2018). 젊은 세대의 

전통적인 스포츠 소비 감소에 따라 스포츠 행사 참석자 감소와 스포츠 TV 시청자의 고령

화가 반영된 결과, 학계와 업계 전문가 모두가 온라인으로 스포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현실이다. 이러한 스포츠 흐름에서 eSports는 젊고, 글로벌하

며, 높은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 인구 집단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Mitchell, 2018). 특히, 학자들은 고도로 상호작용적이고 몰입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eSports 팬의 필요성과 욕구 탐구의 필요성은 제기한다. (Qian, 2019). 

 

2. eSports 미디어 선행연구 및 분류, 소비동기 

1) 스포츠 미디어 관련 선행 연구 

소비자가 어떻게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매개로 

제작된 미디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체가 담고 있는 메시

지에 따라 사용자의 태도, 인식, 행동은 변화하며 그로 인한 사용자의 태도, 인식, 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매체에 담긴 메시지와 소비자의 반

응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또한, 매체와 수용환경의 변

화에 따라 수용자가 수동적이었던 시대에서 수용자가 찾아서 시청하는 능동적인 시대로의 

변화가 있었으며 해당 변화는 미디어 소비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흐름에서, 

스포츠 미디어 소비가 실제 참여와 관람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다양한 

 

너먼트 스테이지 



13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 되고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제 참여에 관련된 연구는 소비하

는 종목, 매체,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eSports 범주 안에서도 종목이 다양하고 같은 장르라고 해도 종목별 소비 동기와 참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 미디어 시청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관관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당 미디어가 다루는 콘텐츠에 따라서도 시청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다

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콘텐츠 관련 연구 측면에서는 콘텐츠 유형과 종목은 수용자

의 시청 반응 및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야한다. 그러나 

콘텐츠 장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욕구, 내재적 동기, 매체

의 변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용자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스포츠 미

디어 콘텐츠들은 종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콘텐츠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시청 만족을 경험한다(Arpan, 2003). 수용자들은 

경험적으로 종목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콘텐

츠를 소비할 때 각자의 동기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eSports를 시청하는 태

도는 스포츠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과 같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Xiao, 

2020).  

스포츠 미디어가 취향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포츠 수용자는 일반 수

용자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수용자라 볼 수 있다. 스포츠 관련 정보와 같은 콘텐

츠를 소비하는 데에 있어 수용자들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떤 스포츠를 

소비할 것인지와 같은 요인들이 얽혀 수많은 선택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이에 맞추

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비 감정을 표현하고 관련 미디어를 소비하는 스포츠 팬덤 현

상은 이미 스포츠 미디어 수용자 행동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능동적인 시청자로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스포츠 미디어

계에서 OTT의 등장과 대중적인 보급에서 찾을 수 있다. OTT(Over the top)는 미디어 시대

의 대표적인 콘텐츠 유통 및 소비 서비스 형태를 정의하는 용어이다. 인터넷을 통해 콘텐

츠를 소비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의미하는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범용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점을 콘텐츠 유통과 소비

의 접근성과 진입장벽을 허물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최초에 OTT라는 용어가 통용될 때에 ‘TOP’은 셋탑 박스를 의미하는 용어였지만, 오늘날은 

셋탑 박스(set top box)의 개념은 사라지고 인터넷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모두를 의미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 OTT서비스는 인터넷의 보급과, 인터넷 속도의 향상 그리

고 1인화된 미디어 기기의 보급의 성공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기

기에서 언제나 접근가능 한 서비스의 개방성은 독특한 형태의 소비환경을 조성하였다(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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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21). 

유튜브는 ‘you’와 텔레비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tube’를 합친 단어로 동영상 콘텐

츠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온라인 기반으로 PC, 모바

일, IPTV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글을 기반으로 한 강력

한 검색 기능과 자체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기능, 그리고 구독과 친구 맺기 기능을 통한 소

셜 네트워킹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는 다양하고 전 세계적이며, 매우 광

범위한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다(Xu, 2016). 또한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형태이며 사용자 간 상호 작용과 토론을 더욱 장려할 수 있다. 

UGC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개인적 기여도가 특징

이다. 이러한 UGC들은 새로운 시청 레퍼토리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고 사용자의 창의

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개발한다 (Cha et al., 2007). 또한 유튜브 내에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는 UGC, PGC, MGC
5
로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스포츠적 관점

에서도 연구가 되었고 나아가 eSports의 관점에서도 연구 및 적용이 필요하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의 창의적 콘텐츠인 UGC(User Generated Contents)기반으로 

서비스를 게시한 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작 출처는 UGC와 PGC로 

구분되어 다수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연구 대상을 특정 내용에 기준을 

둔 경우에는 내재적 특성의 기준을 다중으로 적용하여 세부유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이후 UGC보다는 PGC의 업로드가 유의미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UGC가 PGC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현황에 주목한다(김종호, 

2021). 현재 eSports 미디어 콘텐츠 관점에서는, 대회 및 경기 영상에 관련된 PGC를 제외

하고는 UGC의 형태로 유저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2) 미디어 콘텐츠 소비 동기 

①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소비 동기 

동기(Motive)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이다. 또한 동기는 필요에 의해 발생하

기 때문에 충족을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요와 충족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스포츠 미디어 소비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5 UGC : User Generated Contents. PGC : 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 MGC : Marketer 

Generat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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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을 스포츠 미디어 소비 동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미디어 소비 맥락에서의 수용

자의 필요와 충족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스포츠 미디어 소비를 통해

서 무엇을 충족시키고자 하는지, 어떤 유형의 충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는 필요와 충족 이론(U&G 이론)을 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제안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적극적

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선택권이 있기 때

문에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디어 소스(콘텐츠)를 찾는다. 더군다나, 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사람마다의 의사소통 행동이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미

디어를 사용할 때 개인의 필요와 관심의 충족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스포츠 미디어 시청 동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스포츠 콘텐츠 시청

동기 연구에서 간츠(Gantz, 1981)는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

다. 첫째는 ‘대리만족 동기’이다. 이는 경쟁에서 느낀 흥미와 경쟁에서 이긴 승리자와 자신

을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자하는 욕구를 대변한다. 둘째는 ‘학습동기’로 

팀이나 선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셋째는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 전환을 위한 동기’이다. 넷째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한 스포츠 콘텐츠 이용 동기’로 

가족이나 친구 혹은 타인과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시

간 보내기 동기’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TV를 통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 동기로 사회적 동기, 

시간소비 동기, 스트리밍 동기, 대리만족 동기, 정보 동기 총 5개의 동기를 확인하였다(김

한, 2009). ‘학습 동기’에 집중하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에서는 이미 관찰을 통한 

학습, 특히 비디오 시청을 통한 학습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 또한 이

후 eSports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할 예정이지만, eSports 미디어 시청은 전통 스포츠

에 비해 경기력 향상의 동기 및 지식 습득의 동기가 크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경기력 향상

의 동기는 비디오 시청을 하게 만들고 해당 행동은 실제 경기력 향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Guadagnoli(2002)에 따르면 골프 스윙의 능력 향상에서도 비

디오를 활용한 그룹의 경기력 향상이 가장 잘 수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비

디오 시청이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실천 수단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관

찰을 통한 학습은 "자신의 관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 신념, 태도 및 행동을 의식적으로 또

는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Law et al., 2018). 또한 미디어 시청은 영상 능

력 향상으로 입증되었듯이 다른 정신 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Wright et al., 2015). 

부가적으로, 스포츠 시청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의 스포츠 시청 형

태 또한 그들 삶의 다른 측면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ppelbaum et al., 2012). 이와 

같은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후에 이어질 eSports 미디어 소비 또한 학습의 동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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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② eSports 미디어 콘텐츠 소비 동기 

eSports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지만, 이론적인 측면의 이해는 제한적이

다. 따라서 eSports 관람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통 스포츠로부터 기인

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스포츠 관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와 제약

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추가적으로, 스포츠 시청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연관

되어 있으며, 개인의 스포츠 시청 습관은 또한 그들 삶의 다른 측면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Macey, 2020). eSports 프로 대회는 전통적인 프로 스포츠의 원리를 따른다. 하지만 

전체적인 미디어 소비 동기는 전통적인 스포츠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e스포츠 콘텐

츠 라이브 스트리밍의 고유한 기능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e스포츠 방송과 기존의 스포츠 

방송 모두와 다르며(Jang, 2021) 전통적인 스포츠에서는 많은 팬들이 스포츠 경기만 시청하

지만 eSports 장르에 따라 74%에서 86%의 eSports 관객은 시청과 참여를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Jang(2020)에 따르면 eSports 참가와 eSports 미디어 이벤트 소비 사이

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다양한 eSports의 참여와 e스포츠 이벤트 미디어 

소비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Anthony(2018)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이 전통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유사한 eSports 이벤트를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앞서 언

급된 간츠가 제시했던 5가지의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eSports에서

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전통적인 스포츠와 eSports

에서 다르게 나타는 특성들이 eSports 미디어를 특징적이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이

라는 eSports 특유의 특성은 eSports 미디어 소비 동기와 전통 스포츠 미디어 소비에 차

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트위치, 히트박스, 아즈부,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본 콘

텐츠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다른 서비스 설계를 가질 수 있다. 특정 서비스의 사용

자 행동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형성되어 해당 서비스와 구별되는 문화를 형성하므로, 이는 

eSports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 간의 실제 기능 차이보다 사용자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튜브와 같이 사전 녹화된 형식으로 eSports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용자 행동과 동기 부여에 있어 스트리밍되는 eSports 콘텐츠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Hamari, 2016). 플랫폼 이외에도 채팅방, 스트리머 특성, 스트림 품질, 가상 보상

과 같은 전통적인 관중 스포츠 소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수요 요인들이 eSports 미디어 소

비자의 인지 및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차원(채팅방, 스트리머 특성, 가

상 보상 및 스트림 품질)은 eSports의 고유한 특징으로 확인되었으며, eSports 온라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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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요가 기존 스포츠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채팅방과 스트리머 특성은 새로운 미

디어 문화의 참여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Raney, 2006) 여기서 주목 할 만한 

요소로는, eSports 지식 습득(H6, 0.154**)의 동기가 시청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며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Hamari, 2016). 즉, eSports 미디어 시청동기는 

전통 스포츠에 비교하면, 스트리밍추구와 지식 습득의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eSports 참여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게임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

인화된 콘텐츠를 만든 스트리머들을 즐기기 때문에 시청은 끊지 않는 경우가 있다(Qian, 

2019)고 하며 이는 eSports 미디어 소비를 정서적 동기 중 전통스포츠 미디어 소비와 비

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예시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통 스포츠 미디어 시청과 eSports 미디어 시청 동기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크

게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두 종목 참여 집단과 eSports 참여 집단 간 ‘스포츠 참

여동기’는 두 종목 참여 집단에서 ‘공격성’과 ‘경쟁’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종목 참여 집단과 스포츠 참여 집단 간 ‘스포츠 참여 동기’는 공격성, 경쟁, 위험감수, 

사회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eSports 참여 집단과 스포츠 참여 집단 간 

‘스포츠 참여동기’는 ‘공격성’, ‘경쟁’, ‘위험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두 종목 시청 집단과 eSports 시청 집단간 eSports 시청동기는 ‘스트리밍추구’만이 

eSports 시청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종목 참여 집단과 스포츠 참여 집단 간 

스포츠 태도는 ‘심리적 가치에 대한 태도’, ‘개인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 스포츠만 참여하

는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종목 시청 집단과 eSports 시청 집단 

간 스포츠 태도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 심리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 두 종목 시청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두 종목 시청 집단과 스포츠 시청 집단 간 스포츠 태도는 사회적 가치에 대

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 가치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가치에 대한 태도

는 스포츠 시청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Sports 시청과 참여는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방식이라는 실무 

지향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대 환경의 특정 맥락 내에서 소비자 행동임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eSports 환경에서는 연습을 위해서(경기력 향상을 위해) 미디어 시청을 

하는 것이(eSports 참여자에게) 메인 루트로 나타났다(Macey, 2020). 또한  e스포츠 시청과 

게임을 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 사이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Törhönen et al., 2019). 시청자들은 eSports 경기에서는 선수가 본인의 캐릭터에 대한 기

술 콤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혹은 전체 아레나를 돌며 경기하는 동안 그들의 영향을 최적

화하는 방법을 지켜본다. Macey (2020)에 따르면 지식 습득의 동기, 가족과 친구의 요소 및 

도피감과 관련 된 동기는 eSports 경기 관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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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ne, Keith, Schuetzler, 와 Giboney(2017)는 시청자들이 전문적인 eSports 강사 

아래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덜 전문적이고 초보적인 eSports 스트리머 아래에서 비디오 게

임 내 전략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라이

브 스트리밍은 프로 eSports 선수들이 eSports 경기전 eSports 레크리에이션 게임 참여

자에게 교육적인 컨텐츠를 포함하기 때문에, eSports 경기 스트리밍을 보는 것은 초보 관

중들이 eSports 경기 중계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Jang, 2021).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와 초보 플레이어는 eSports 미디어 소비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와 초보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미디어 시청 레퍼토리을 제시할 수 있는 배경

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회 경기와 스트리밍을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 구분되게 만든다. 오히

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스트리밍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e스포

츠 라이브 스트리밍은 e스포츠 이벤트 방송보다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 

공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포츠 실시간 스트리밍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게임 플레이와 스포츠 이벤트 방송 사이의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스포

츠 레크리에이션 게임, 스포츠 컨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및 스포츠 이벤트 방송 간의 관계

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eSports 미디어 시청 동기들을 종합해보면, eSports 미디어 콘텐

츠들은 높은 퍼포먼스의 다이나믹한 감각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eSports 플레

이 스타일과 전략을 그들의 몸에 길들이기 위해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감도를 개발하기 위

한 주된 루트가 된다. 전통적인 스포츠에서의 기술과 비슷한 리플레이, 코멘터리, 분석 및 

통계를 통해 개발이 될 수 있다(Egliston, 2020)는 것이다. 즉, eSports 시청자들은 시청을 

하며 자기 몸에 그 기술과 플레이 스타일을 몸에 이해시키고 발전시키며 길들인다는 것이

다. 따라서, eSports의 인기를 유지하고, 팬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작사, 스폰서, 이벤트 주최자, 그리고 전문 eSports 클럽들이 전통적인 스포

츠와 같은 홍보 외에도 새롭게 확인된 수요 요인들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

의하다. 본질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eSports 온라인 관중의 수요 요인을 이해함으로

써 eSports 소비자의 고유한 선호에 맞춘 적절한 프로모션, 캠페인 및 이니셔티브를 계획

하고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미디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Qian, 2019). 

지식 습득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eSports를 보고 얻어야 하는 지식의 종류는 전통적

인 스포츠를 보는 그들의 정보적 욕구와 매우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스포츠와 eSports 미디어 시청의 동기 중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연

구하는 것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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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ports 미디어 콘텐츠 분류 

조회수 및 피드백 측면에서 콘텐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콘텐츠의 주

제, 콘텐츠를 생성하는 소스, 추천 수 등으로 제시가 가능하다(CC, 2015). 또한 Berthon, 

Pitt와 Campbell (2008)에 따르면 온라인 컨텐츠의 주제는 비디오, 광고 등의 성공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를 잘 분류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전반적인 eSports 

미디어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또한 학습자가 선택한 비디오의 종류는 스포츠 학습 상

황에서 학습 촉진 요소로서 동기 부여와 태도가 기반이 되어 스포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Yura, 2021). 이에 따라,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 학습

의 효율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eSports 미디어 콘

텐츠는 해당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과 그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를 한다. 

 

①  정보 전달 및 교육형 미디어 콘텐츠 

프로무대에서 원래 위치로부터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eSports 선수들과 팀들의 기술과 전

략은 eSports 관중들에 의해 같은 게임의 일상 플레이에서 모방되며 eSports에서는 이와 

같은 콘텐츠들이 전통스포츠에 비해 전문적이게 제작되며 소비되어진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eSports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한달에 2번꼴로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의 주도하에 약 2주 간격으로 패치가 이루어진다. 2021시즌에는 11.24패치까지 총 

24번의 패치가 12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매 패치마다 라이엇 게임즈는 챔피언, 아이템 

밸런스등을 조정하며 실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게 변화를 준다. 중간중간 새로운 챔피언

의 출시 및 기존에 있던 챔피언의 조정도 있으며 이는 eSports 그 자체에 있어서도 큰 변

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스레 정보 전달형 미디어 콘텐츠가 생성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정보 전달 미디어 콘텐츠는 유튜브 및 OTT에서 UGC의 형태를 통해 활발히 유통되

며 eSports 소비자들로부터 소비되어오고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2021시즌부터 제작사 라

이엇 게임즈의 주도하에 MGC의 형태로도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정

보전달에서 더 나아가 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미디어 콘텐츠는 

전통스포츠애서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eSports 분야에서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으며 

대부분 UGC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프로 

레벨 및 마케터 수준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 교육적 및 분석 미디어 콘텐츠는 OTT 와 유튜브 플랫폼으로 

주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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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회 및 경기 관련 미디어 콘텐츠 

대회 및 경기 관련 미디어 콘텐츠는 PGC로 볼 수 있다. PGC란 각주5에서도 확인 할 수 있

듯 Professional Generated Contents의 약자로 프로 스포츠 레벨에서 제작되어 방영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룰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의 대회 및 경기 관련 

미디어 콘텐츠의 예로는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스포츠리그인 LCK(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의 풀영상 및 하이라이트, 그리고 해외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리그(e.g LPL, LCS, LEC 등등)와 Riot Games가 주최하는 세계대회인 MSI(Mid-Season 

Invitaional), Worlds, All-star전등 프로스포츠 레벨에서의 경기 영상 및 하이라이트를 의

미한다. 여기서 시청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전통 스포츠 미디어 시청률과 비

슷한 양상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경기의 중요도, 스타플레이어의 유무, 경기의 불확실성, 

해설자의 유형과 공신력, 경기 내용 요인, 접근성, 매력성, 실용성이 있다.  

 

③  스트리밍형 콘텐츠 

eSports 미디어 콘텐츠 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스트리밍형 콘텐츠는 eSports 

종목을 매개로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엔터테인먼트 요소 충족 및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eSports 유저의 플레이 영상, 프로 선수 및 일반인의 eSports 하이

라이트 모음집(일명, 매드무비
6
), 그리고 아마추어 대회 영상이 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

드에서는 eSports 플레이이외에도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스트리밍형 

콘텐츠, 유튜버 혹은 스트리머가 개최하는 대회 콘텐츠, 챔피언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콘텐

츠, eSports 내의 여러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콘텐츠, eSports내 이벤트를 다룬 콘텐

츠, 그리고 과금을 통한 대리만족의 콘텐츠등 시청자의 흥미를 돋구거나 일탈감을 주는 여

러 콘텐츠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생겨나고 없어 지고를 반복하며 eSports가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들의 기반은 스트리밍은 팬들에게 플레이와 다른 경

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Sports의 성공을 촉진한 주요한 콘텐츠이다(Jenny et al., 

2016). 

 

4) 미디어 콘텐츠 소비 레퍼토리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정보 전달 및 교육형 콘텐츠의 

 

6 매드 무비 : Mad Movie. 미디어로 기록된 eSports 플레이 중 미학적으로 뛰어난 플레이 혹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플레이를 모아 편집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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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PS관전러’의 콘텐츠의 조회수는 10~15만회, 대회 및 경기 영상 

콘텐츠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LCK의 콘텐츠인 2021년 LCK Spring Split 조회수는 6만 ~ 

30만회, 스트리밍형 콘텐츠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위 채널인 ‘감스트’의 리그 오브 레

전드 콘텐츠 조회수는 80만회 ~ 200만회를 상회한다. 모든 유형의 콘텐츠는 해당 영상의 

출연자, 내용, 게시기간에 따라 조회수 차이가 크게 나며 전반적으로 스트리밍형 콘텐츠, 

경기 및 대회영상, 정보 전달 및 교육형 콘텐츠의 순으로 조회수 순위가 기록된다. 조회수

의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소비자들은 콘텐츠별로 상이한 소비동기가 있으며 그 시청 비율도 

다르다. 그러나 eSports 미디어 소비자들은 위 3가지 콘텐츠를 단편적으로만 소비하지 않

으며 교육형, 경기영상, 스트리밍형 콘텐츠를 각자 다른 비율로 소비하는 양상을 보인다. 3

가지로 분류된 콘텐츠를 모두 소비하는 시청자가 있으며 스트리밍형 콘텐츠만 소비하는 시

청자가 있다. 또한 교육형과 경기관련 콘텐츠만 소비하는 시청자가 있다. 2개 이상의 콘텐

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별로 콘텐츠별 소비 시간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이, 콘텐츠에 따라 

다른 비율로 시청하는 것 비율을 통틀어 eSports 미디어 콘텐츠 소비 레퍼토리이라 정의한

다. 이는 각 시청자의 소비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어떤 레퍼토리(어떤 

비율)으로 소비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eSports 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며 

경기력 향상의 정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레퍼토리이 경기력 향상

에 가장 유의한지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에서 유의미 할 것이다. 

 

3. eSports 경기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 

경기력을 나타내는 지표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해당 경기력에 대한 지표와 구성요소가 정의된 바가 없고 정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전통스

포츠와 eSports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전통 스포츠 요소에서 상응하여 

eSports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측면에서, Larsen (2020)은 스킬이라

는 부정확한 개념에 직면하여 스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들 중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으며 스

킬을 역량 또는 숙련도로 요약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과 

동일한 영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서 스킬을 구성하는 요소는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여기서 Lasren (2020)

의 스킬을 구성하는 요소는 6가지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경기력에 기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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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시적 수준에서의 경기력 구성요소 

Larsen은 1) 게임 자체에 대한 지식, 2) 게임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 3) 메타의 이해, 4)상대

방 읽기, 5) 감정 훈련(멘탈 트레이닝), 6)팀 정합성(팀 케미)로 6개의 항목을 통해 경기력의 

요소를 구성했다. 위 항목들은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시적 수준에서의 경기력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 맥락에서 eSports 미디

어 콘텐츠 중 인지적 동기를 자극하는 정보 전달 및 교육형 영상에서는 위 요소들을 개별

적 혹은 통합적으로 교육을 한다. eSports 장르에 따라 6가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

기 때문에 Larsen은 각 장르별로 분류하여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eSports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한 종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MOBA 장르를 설명한 부분을 

주로 주목한다. 

①  게임 자체에 대한 지식 – 2021 시즌 기준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150여개의 서

로 다른 챔피언이 있으며 모든 챔피언은 서로 구별되는 특정한 특성, 행동, 관

계,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의 주도로 계속해

서 밸런스 패치를 통해 매 패치마다 그 특성들이 달라진다. 이를 잘 숙지하며 

변화에 대해 잘 따라가는 것도 경기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방향

으로 움직일지, 포인트 분배, 재화 소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② 게임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 –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수 백여개의 게임 내 객

체와 수집 가능한 게임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챔피언이 사

용할 수 있다. 모든 게임 객체는 챔피언과 영웅의 특성, 행동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챔피언의 업그레이드 경로, 게임 객체 등을 추적하려면 플레이 중

에 구입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활

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도 1)에서도 언급했던 

제작사의 밸런스 패치 또한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게임 시스템은 빌드라고 일컬어지는 이론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론 제작은 합리화된 놀이에 관한 것으로, 플

레이어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게임 객체 뒤에 있는 값(숫자)을 조사하여 최적

의 전략을 찾고 그러므로 이론 제작은 A가 상대 B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슈팅 무기를 발사해야 하는지, 또는 타워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히트

를 치는지 알기 위해 게임 물체의 정확한 값(숫자)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이 틀리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된다. 플레이어가 피조물을 죽여 금을 만들

어내고, 금은 게임 내 게임물 구매에 사용되는 LOL 합리화 농사에도 같은 논리

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 행동 및 관계를 정확한 값(수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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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과 함께 아는 것은 플레이어의 성공 속도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게임 물

체에 대한 지식은 이 기사에서 제시된 eSports의 경기력의 구성요소의 기반이 

된다. 

③  메타
7
  이해 – 메타를 만드는 것은 게임 외 소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부 

사이트와 스트리밍 채널 및 유튜브가 외부 소스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 게임의 

웹사이트들은 종종 게임 객체와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유튜브에서 플레이어는 이전에 기록된 세션에서 특정한 메타 게임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메타의 맥락에서 eSports는 가장 효과적인 

챔피언의 조합을 찾고 그 챔피언의 빌드와 같은 전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크게 준다. 

④  상대 마음 읽기 -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다. eSports 플레이를 하며 

플레이어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 노력한다. 이는 

두 사람 이상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의 플레이와 

그 의도를 ‘읽어’가며 게임 맥락을 읽는다면 해당 지식은 경기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⑤  멘탈 – 집중 / 도전이 너무 쉬우면, 선수는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

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도전을 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균형을 맞

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특히, 이러한 긴장이 참가자의 플레이에 깊은 

관여를 하며 상대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며 ‘상대를 읽는다’면 의해 복합될 

때 경기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멘탈적(심리적)인 능력에 따라 경기력의 고저가 결정 될 것이다. 

승부의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 별 상황을 평가하면서 감정을 제약하는 이 능력

은 eSports의 기술 이론으로 향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닥이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플레이어는 종종 손실을 초래하는 급격한 약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 반응할 것이다. 흔히, 멘탈이 부서졌다고하며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

한다. 

⑥ 팀 정합성(팀케미) - 팀 정합성은 흔히 팀 케미스트리(team chemistry)라고 불

리는데, 이는 팀 구성원 간의 게임 컨텍스트 내/외부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다. 

다른 말로, 팀 전체에 다른 선수 역할을 결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해당 

 

7 Meta : Most Effective Tactic Available 가장 효과적인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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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MOBA게임에서 더더욱 중요한 경기력 구성요

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플레이어의 역할은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의 플레이 스

타일을 형성 및 실행하는 것이다. 팀들은 게임의 대상, 게임 시스템의 AI에 대

한 지식과 현재의 메타게임 설정과 상대방을 '읽고' 연습한 전술을 실행하는 능

력과 관련하여 서로 동기화하기 위해 고도의 협력을 향해 노력한다. 만약 선수

들이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케미가 좋지 않다면), 그들은 산만해지고 동료

들의 의사 결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경기장에서의 동료들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동료들이 상대의 플레이스타일과 메타게임의 

선택을 정확하게 해독했는지 자문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집중력을 뒤엎

고, 의사결정을 약화시키고, 물리적 응답 속도를 감소시키며, 전술적 개요를 저

해하는 등 놀이 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렇게 붕괴된 팀

의 케미는 팀의 준비된 전략들은 상대의 공격과 전략에 대응하는 능력과 함께 

방해 받으며 경기력을 평가하는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팀케미가 좋다면 플레이 중 개개인의 인지 속도 및 반응속도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커버하며 승리를 하며 경기력이 좋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거시적 수준에서의 경기력 구성요소 

eSports를 시청한 조사 대상자의 52%가 게임플레이 성능 향상을 위한 전략을 학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야기된 6가지 구성요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미시적인 접근에 해

당될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수준 높은 선수들의 스타일을 모방이 경기력의 가장 큰 구

성요소가 될 수 있다. eSports 미디어 시청자임과 동시에 플레이어들은 모방을 하며 다양

한 게임 내 프로세스를 훨씬 더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더욱이, 더 넓은 플레이 스타일을 

개발함으로써, 플레이어는 주어진 상황에서 더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행할 수 있다(Egliston, 

2019). 즉, eSports 참가자들은 그들이 시청하는 eSports 미디어 모방을 통해 일반 플레이

어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한다. 시청하며 모방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력의 향상이 있다. 

이 맥락에서, 인기 있는 전략을 지속해서 시청하며 익숙해지면 플레이어들이 특정 지점에

서 적이 게임맵에 있을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능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eSports 기술을 습득하고 사용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

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 플레이어의 MMR8을 증가시켰다(Egliston, 2019). 이와 같이, 아마

 

8 MMR : Match Making Rating을 의미하며 게임을 매칭할 때 이용되는 지표. MMR이 높으면 경기

력이 높은 플레이어로 간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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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플레이어들은 eSports 미디어를 통해 보급된 전문가 기술을 채택하고 습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경기력으로 만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와 같이 자신보다 뛰어난 게이머의 플레

이를 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 시키는 ‘모방’을 통해 앞서 언급된 미시적 요소들을 

훈련하며 경기력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로는 특정한 부분만 강조하여 교육하는 콘텐

츠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대회 

및 경기 영상 콘텐츠를 통한 시청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심지어 스

트리밍형 콘텐츠에서도 거시적 경기력 향상 요소가 발현될 수 있기에 경기력에 대한 요소

는 이번 꼭지 전반에 설명된 미시적, 거시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시청에서는 3가지 콘텐츠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

에 이른다. 다른 말로는, 인지적 동기 없이 eSports 미디어를 시청하여도 경기력 향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향상 수준은 인지적 동기를 가지고 미디어를 시청하

며 효율적인 경기력 향상 전략을 취하는 플레이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

으로, 어떠한 시청 방법과 콘텐츠 시청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유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하는 당위성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eSports의 개념 및 양상, 미디어 콘텐츠의 유형과 이용 동기, eSports 미

디어 소비 레퍼토리, 그리고 경기력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2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해 냈으며 탐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4.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도출 배경 

경기력 수준에 따라 앞서 분류된 3가지 eSports 미디어 유형의 소비 레퍼토리가 다를 것

으로 예상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플래티넘 이상의 티어와 그 다

음 단계인 골드, 실버, 그리고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브론즈, 아이언 티어의 미디어 소비 유

형은 각각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보에 대한 실행 능력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

다. 

교육적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기만 해서는 해당 스포츠에 대해서 경기력이 높아지

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태도와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전

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eSports 미디어 시청에서는 학

습을 위한 인지적 동기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 크기 때문에 eSports 참여자의 입장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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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미디어 시청에는 미디어 유형 선택 능력과 적절한 시청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적 시청 능력이 경기력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 유형 선택 능력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콘텐츠 유형과 별개로 스포츠에서는 참여 시간의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eSports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플레이 횟수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게 

설계되었으며 플레이하며 체화된 요소들을 응용하는 구조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미디어 

시청은 하지 않지만 플레이 시간에 따라 경기력향상이 되는 정도를 무시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실제로 콘텐츠별 시청 레퍼토리가 경기력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

떠한 유형의 eSports 미디어가 경기력 상승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지, 게임 플레이 판 수

에 따라 경기력의 변화에 영향은 있을 지 있다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 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2) 세부 연구문제 

① 연구문제 1 (RQ1) 

연구문제 1(RQ1)에서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소, 그중 연령과 

성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Sports 미디어 소비량과 콘텐츠별 시청 비율, 참여 플레이 판

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한달 간의 경기력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선형 

회귀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기법을 통해 경기력 변화와 영향요인의 관계를 고찰 하고자 한

다. 

RQ1 : eSports 플레이의 영향 요인(게임 판수, 유형별 eSports 미디어 소비량 및 비율, 인

구통계학적 요소)은 경기력 변화(티어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② 연구문제 2 (RQ2) : 경기력 수준(티어)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 소비 레퍼토리의 관계 

연구문제 1(RQ1)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내 경기력 수준(티어)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 소

비 레퍼토리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앞서 스포츠 미디어를 소

비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시청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의 형태는 경기력의 수준에 따라 소비되는 레퍼토리가 다를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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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경기력 수준을 상위 0~13%, 상위 13~38%, 상위 38~74%, 상위 74~100%로 4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의 스포츠 미디어 소비 평균을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며 상관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다. 

연구 문제 2. 분류된 eSports 콘텐츠(정보 전달형, 프로 경기형, 스트리밍형)의 시청 레퍼

토리는 경기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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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의 구성 

1) 분석 종목 

eSports 종목의 수는 수없이 많으며 각 학자 및 기관 마다 정의하는 eSports의 기준 및 

충족 요건은 상이하다. Rogers(2020)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기를 NBA 2K와 비교하는 

것은 미식축구를 비치발리볼에 비교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에 eSports의 영역에서 연구는 

일반적으로 eSports가 아닌 특정 게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에서 다룰, eSports는 현재 한국 eSports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

(League of Legends) 한 종목으로 한정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국 PC방 게임전문 리

서치 서비스인 게임트릭스의 표집결과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기준 연속 177주 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PC방 점유율 또한 50% 내외를 항상 유지하며 2~5위 종목들의 

점유율을 합친 퍼센테이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eSports라 함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 eSports는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이 대표 되는 것에 여지가 없기에 해당 종목만 설문하

여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2) 참가자 및 데이터 수집 절차 

종속변수가 한달간 티어(경기력)의 변화이기에 2021 랭크 게임 진행 기간과 대회 경기를 

방영하는 LCK Summer 의 진행기간인 8 월~9 월 동안의 플레이 데이터와 해당 시기까지의 

미디어 시청 기록이 데이터로 수집이 되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산출 근거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선행 연구들 중 데이터의 수가 597 명으로 가장 많았던 

Jang(2021)의 연구에서는 총 데이터의 수가 597 명이었으나  Imagination(224), Physical 

Enactment(195), Sports Simulation Videogame(197)으로 세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연구되었고 단일 eSports 종목으로 연구참여자를 설정하지 않았고 10 개종목을 합친 

Imagination 파트에서는 224 명으로 실제 한종목에서의 수는 모두 100 명을 채 넘기지 못 

하였다. 또한 200 명의 데이터를 가졌던 Zeran(2020)에서도 48 개의 데이터가 탈락하여 총 

152 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추가적으로, Qian(2020)에서도 208 개의 데이터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및 단일 eSports 종목에 

한정하여 150 명의 데이터 수집의 산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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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관련 스포츠 미디어를 시청하며 eSports 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일반화된 게이머들과 비교하여 미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표본들을 수집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google 설문지의 폼으로 

50 여개 가량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추가적인 표본을 위해 설문 대행 전문 사이트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했다. 구글 설문지로 

수집된 50 여개의 데이터 중 조건에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조건에 만족한 17 개의 

데이터만이 사용 되었고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는 7248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조건을 만족한 146 개만이 실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이는 구글 

설문지로 수집당시에는 명확한 타겟에게 직,간접적으로 설문이 전달되었기에 데이터 

이탈율이 적었으나 설문 전문 업체에서는 전국에 있는 무작위 설문 참가자들에게 해당 

설문이 전달되었고 그들에게는 응답을 통한 포인트 적립이 우선시 되어 거짓 데이터를 

작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탈율이 상당히 높았다. 구글 설문지로 답변한 응답자들은 

3000 원 가량의 보상을 받았고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설문을 응답한 참가자들은 2000 원 

가량의 포인트 보상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설문 시작 전에 eSports 에 대한 경험 유무와 인지 수준을 테스트 

받았다. 본 설문을 시작하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을 답변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일주일 평균 유튜브 시청빈도와 시간 답변하였고 추가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의 일주일 평균 시청빈도와 시간을 답변하였다. 종속변수를 위해서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전, 현재의 리그 오브 레전드 솔로 랭크 티어(경기력 지표)를 응답했다. 

 

3) 자료의 구성(변수) 

종속변수로는 한달간 리그오브레전드 티어 변화이다. 해당 종속 변수는 설문에서 참가자의 

응답 데이터가 통계사이트 및 리그 오브 레전드 데이터 베이스내의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

능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증된다. 

미디어 컨텐츠 분류에서 eSports 미디어 분류에 관한 정의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

기때문에 대회 영상, 스트리밍 영상으로 구분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보 전달 및 교육형 미

디어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분류의 콘텐츠 소비량, 동기 및 시청의도가 경기력 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디어 동기, 소비량, 그리고 미디어 시청의도에 관한 설문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콘텐츠별 인지적 소비 비율과 리그오브레전드 유튜브 시청량, 대

회 시청량이 설문이 되어 주요 독립변수로 활용 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로 알아 볼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가계 수입이 설문 되었고 그 중 연령이 종속변수인 경기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변수의 항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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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 

설문지는 eSports 경기력에 대한 일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미디어 시청 관련 설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리커트 유형의 7 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 “매우 그렇다”)가 정제되어 만들어졌다. 또한,  스포츠 소비를 위한 동기 부여 

척도(MSSC; Trail & James 2001)에서 각색된 스포츠 미디어 시청의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동기 각각 3 가지씩, 총 9 개의 질문이 주어졌다. eSports 미디어 콘텐츠별 인지적 소비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Zeran, 2020; Qian, 2020)의 설문을 기반으로 8 개의 질문이 

주어졌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Jang, 2021)의 설문을 기반으로 

5 개의 질문이 주어졌고 eSports 미디어 시청 후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Jang, 2021; Trail & James 2001)의 설문을 참고하여 유형별로 각 5 개, 총 

15 개의 질문이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별 소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통합형 질문이 

각 2 개씩, 총 4 개가 주어졌다. 이후 부가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학력 및 가계소득을 

질문으로 설문지는 끝을 맺었다. 설문지 구성에 대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구성내용 항목 수 

유튜브 이용량 
유튜브 이용량, eSports 

미디어 이용량 및 빈도, 
5 

플레이 판수 플레이 빈도, 실제 판수 3 

eSports 미디어 소비동기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9 

티어 
1 달전 티어 및 포인트, 

현재 티어 및 포인트 
4 

eSports 미디어 시청 
과거, 현재, 미래 eSports 

미디어 시청관련 질문 
7 

콘텐츠별 시청 후 게임의도 
정보형, 대회형, 스트리밍형 

미디어 시청 후 게임의도 
12 

콘텐츠별 인지적 소비 비율 
콘텐츠별 시청 비율, 콘텐츠 

시청 순위 
6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가계소득 4 

총 문항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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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자료처리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한 설문데이터와 설문 위탁 

사이트를 통한 설문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제하였다. 연구결과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료 처리 과정과 수집된 자료들의 기초 통계값을 제시한다. 

 

1) 결측치 및 이상값(Outlier) 처리 

거짓 데이터를 판별하기 위해 본인의 실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닉네임을 응답을 

요구했고 이를 리그 오브 레전드 데이터 베이스 검색 사이트인 op.gg 에 검색 및 판별을 

통해 데이터의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7300 명 가량의 데이터 중 

7100 여개가 탈락하였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판수, 솔로랭크 플레이 판수 또한 

응답하였고 그 중 솔로랭크 플레이 최소 판수인 5 판을 채우지 못 한 데이터 80 여개가 

추가적으로 탈락하여 총 213 개의 데이터가 남았고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51 개가 더 탈락하여 총 162 개의 데이터가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 모집된 설문의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연구결과의 첫 번째 파

트에서는 자료처리 과정과 수집된 기초 통계값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효표본 162

개의 데이터가 SPSS 26.0 Version에서 분석이 되었다. 

앞서 모아진 데이터들의 총합은 213 개이며 극단치 제거 및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162 개의 데이터만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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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46 90.1 

여자 16 9.9 

연령대 

20 세 미만 44 27.2 

20~24 세 45 27.8 

25~29 세 40 24.7 

30 세 이상 33 20.4 

학력 

중학교 졸업 28 17.3 

고등학교 졸업 30 18.5 

대학교 재학 43 26.5 

대학교 졸업 55 34.0 

대학원 이상 6 3.7 

가계소득 

200 만원 미만 30 18.4 

200 만원 ~ 300 만원 31 19.0 

300 만원 ~ 400 만원 19 11.7 

400 만원 ~ 500 만원 22 13.5 

500 만원 ~ 600 만원 19 11.7 

600 만원 ~ 700 만원 6 3.7 

700 만원 이상 3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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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 통제, 종속변수 기술 통계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 후 설문 되었다. 162명의연구 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이는 <표2>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활용된 

변수들을 기술 통계한 것은 <표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위 독립변수들을 통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실시 되었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명 빈도(명) 평균(D)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성별 162 1.0988 1 2 .29927 

나이 162 24.1667 14 45 6.11307 

가계수입 162 3.7840 1 7 2.17758 

학력 162 2.8827 1 5 2.88276 

판 수 162 41.6790 5 285 46.44781 

주간 롤 대회 

시청량 
162 92.2840 0.00 330.00 74.34112 

주간 롤 

유튜브 시청량 
162 73.6111 0.00 330.00 60.02073 

정보&교육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162 4.7654 1 7 1.51818 

대회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162 4.6543 1 7 1.54968 

스트리밍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162 5.0556 1 7 1.5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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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검증 

1) 경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연령, 학력수준, 가계수입, 플레이 판수 및 주간 리그오브레전드 유튜브 시청량, 주간 리그

오브레전드 대회 시청량 그리고 콘텐츠별(정보 및 대회형 콘텐츠, 대회형 콘텐츠, 스트리밍

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이 경기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

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F=4.662(p< 

0.05)으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adj.   =.170으로 설명

력이 있었으며 주간 리그오브레전드 유튜브 시청량과 스트리밍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이 양의 상관관계, 각각 .526, 11.44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 중 주간 롤 대회 시청량

과 스트리밍 시청 의도가 유의확률 0.05이하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래 <표4>를 통해 

자세한 값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을 위해 독립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회귀계수 추정의 오류가 발

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공차와 분산 팽창 지수를 확인하였다. 공차가 0.1미만이 나

타난 독립변수는 없었다. 분산팽창지수(VIF)또한 10을 넘는 변수는 확인 되지 않았다. 그리

고 상관계수(r)은 0.9이하로 본 회귀모형에 투입된 독립 변수는 다중공선선의 문제가 없다

고 볼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에서 포함됨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계수입이

다. 연령, 성별, 가계 수입은 유의확률이 각각 .552, .280, .553으로 전혀 종속변수인 티어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 수준은 t값이 1.737, 베타 값이 14.763 그리고 유

의확률이 .084로 유의한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흔히들 eSports 실

력을 늘리는데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판수의 경우는 t값이 0.605, 베타 값이 0.092 그리고 

유의확률이 .546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텐츠별(정보 및 대회형 콘텐츠, 대

회형 콘텐츠, 스트리밍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되었고 정보 및 

대회형 콘텐츠의 유의확률은 .257, 대회형 콘텐츠는 .082, 스트리밍형 콘텐츠는 .016으로 

확인되며 스트리밍형 콘텐츠는 종속변수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적으로 대회형 콘텐츠도 t값 -1.751, 베타값 -8.485을 보이며 학력 수준과 같이 유의한 영

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간 평균 리그오브레전드 유튜브 시청량 

및 대회 시청량은 각각 .030, .873의 유의확률을 보이며 유튜브 시청량만이 종속 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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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82.817 42.513  -1.948   

성별 -24.339 22.440 -.080 -1.085 .953 1.049 

연령 -.941 1.577 -.063 -.597 

 

.462 2.164 

학력수준 14.763 8.500 .188 1.737 .438 2.284 

가계수입 1.945 3.114 .046 .624 .934 1.070 

판 수 .092 .152 .047 .605 .868 1.152 

주간 롤 유튜브 시청량 .525 .240 .345 2.186
*
 .207 4.836 

주간 롤 대회 시청량 .030 .189 .025 .160 .218 4.577 

정보&교육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5.948 5.225 .099 1.138 .683 1.464 

대회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8.485 4.845 -.144 -1.751 .762 1.312 

스트리밍형 콘텐츠 

인지적 소비 비율 

11.461 4.697 .198 2.440
*
 .783 1.277 

F(p) 4.318
***

 

adj.𝑅2 .171 

Durbin-Watson 1.972 

표 4. 다중 선형 회귀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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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2 검증 

1) 경기력수준(티어)와 콘텐츠별 미디어 시청 비율의 연관성  

시청자의 티어에 따라 콘텐츠별 시청 비율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검정이 실행 되었다. 이 분석을 위하여 티어를 사전에 4등분을 하였다. 분류된 티어는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의 티어 전체를 4등분한 기준인 브론즈이하, 실버, 골드, 

플레이상으로 구분되었다. <그림3>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현재 리그오브레전드 전체 중 브론

즈 이하의 티어의 비율은 약 20%, 실버는 37.5%, 골드는 31%, 플래티넘 이상은 11.5%이

다. 본 연구에 활용되었던 데이터에서 브론즈이하 데이터 수는 19명, 실버는 55명, 골드는 

62명, 플래티넘 이상은 26명이었다. 이와 같이 4등분으로 나뉜 집단들이 시청하는 콘텐츠 

유형이 다르고 패턴 또한 다를 것이라 예상되어 티어와 해당 소비 래퍼토리의 관계를 측정

했다. 

 

 

그림 3. 리그오브레전드 티어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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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척도) 

전체 

1 2 3 4 5 6 7 

브론즈 

이하 

0 

(0.0) 

2 

(10.5) 

1 

(5.3) 

7 

(36.8) 

3 

(15.8) 

4 

(21.1) 

2 

(10.5) 

19 

(100.0) 

실버 

4 

(7.3) 

1 

(1.8) 

4 

(7.3) 

12 

(21.8) 

12 

(21.8) 

18 

(32.7) 

4 

(7.3) 

55 

(100.0) 

골드 

2 

(3.2) 

2 

(3.2) 

6 

(9.7) 

18 

(29.0) 

15 

(24.2) 

12 

(19.4) 

7 

(11.3) 

62 

(100.0) 

플레이상 

1 

(3.8) 

1 

(3.8) 

3 

(11.5) 

5 

(19.2) 

4 

(15.4) 

6 

(23.1) 

6 

(23.1) 

26 

(100.0) 

(p) 14.740(0.680) 

표 5. 교차 검정표(정보 및 교육형 미디어 시청 인지적 비율x 티어) 

 

티어 레벨과 교육형 미디어 시청 비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4.740, p=0.680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채택, 대립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티어 레벨과 교육

형 미디어 시청 비율간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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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척도) 

전체 

1 2 3 4 5 6 7 

브론즈 

이하 

0 

(0.0) 

0 

(0.0) 

2 

(10.5) 

10 

(52.6) 

4 

(21.1) 

1 

(5.3) 

2 

(10.5) 

19 

(100.0) 

실버 

5 

(9.1) 

4 

(7.3) 

2 

(3.6) 

13 

(23.6) 

14 

(25.5) 

10 

(18.2) 

7 

(12.7) 

55 

(100.0) 

골드 

4 

(6.5) 

3 

(4.8) 

6 

(9.7) 

12 

(19.4) 

19 

(30.6) 

13 

(21.0) 

5 

(8.1) 

62 

(100.0) 

플레이상 

1 

(3.8) 

0 

(0.0) 

1 

(3.8) 

4 

(15.4) 

9 

(34.6) 

8 

(30.8) 

3 

(11.5) 

26 

(100.0) 

(p) 20.741(0.293) 

표 6. 교차 검정표(대회형 미디어 시청 인지적 비율x 티어) 

 

추가적으로, 프로 대회형 미디어는  =20.741, p=0.293 의 값, 스트리밍형 미디어는 

=24.003, p=0.155 의 값을 보였기에 귀무가설이 채택, 대립가설이 기각되어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결과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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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척도) 

전체 

1 2 3 4 5 6 7 

브론즈 

이하 

0 

(0.0) 

1 

(5.3) 

0 

(0.0) 

5 

(26.3) 

8 

(42.1) 

4 

(21.1) 

1 

(5.3) 

19 

(100.0) 

실버 

4 

(7.3) 

4 

(7.3) 

4 

(7.3) 

6 

(10.9) 

16 

(29.1) 

11 

(20.0) 

10 

(18.2) 

55 

(100.0) 

골드 

3 

(4.8) 

2 

(3.2) 

1 

(1.6) 

9 

(14.5) 

18 

(29.0) 

15 

(24.2) 

14 

(22.6) 

62 

(100.0) 

플레이상 

0 

(0.0) 

0 

(0.0) 

5 

(19.2) 

2 

(7.7) 

6 

(23.1) 

6 

(23.1) 

7 

(26.9) 

26 

(100.0) 

(p) 24.003(0.155) 

표 7. 교차 검정표(스트리밍형 미디어 콘텐츠 시청 인지적 비율x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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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eSports 경기력 향상과 eSports 미디어 시청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eSports 미디어 시장과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론적 탐색을 통해 유튜브 내 콘텐츠 구성 및 eSports 미디어 시장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어떠한 요소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과 경기력 수준에 따라서 시청

하는 미디어의 연관성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특히 eSports 미디어를 정보 및 교육형 콘텐츠, 대회형 콘텐츠, 스트리밍형 콘텐츠 

3가지로 분류하고 eSports 소비자의 각 콘텐츠 시청량 및 시청비율을 통해 연구한 것은 

학문적으로 새로운 시도이며 실증적으로 콘텐츠 제작자 및 유통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검증

이 될 수 있기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유의한 정보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실제로 경

기력의 수준이 높은 eSports 플레이어들이 시청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종류와 비율을 교차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파악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는 서로 상이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며 eSports 미디어의 소비지형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였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두 개의 연구문제를 통해 경기력과 관련된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

인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인 eSports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

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ports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주간 평균 리그오브레전드 유튜브 시청량과 스트리밍형 콘텐츠 인지적 시청 비율이 함께 

존재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eSports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졌던 판수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다. 셋째, 대회형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경기력의 수준(티어)에 따른 콘텐츠 시청 래퍼토리의 연관성에 

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가진 플레이어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정보 및 교육형 콘텐츠의 시청 래퍼토리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회형 및 스트리밍형 콘텐츠 시청 래퍼토리 또한 경기력의 

수준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리밍형 콘텐츠 시청 래퍼토리 또한 경기력

의 수준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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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결과 논의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는 eSports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의 유의한 영

향력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1) eSports 미디어 콘텐츠 분류는 정보 및 교육형, 대회형, 

스트리밍형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2) 분류된 미디어 콘텐츠에 따라 경기력에 미치는 영

향력이 상이하며, 3) 각각의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였다. 4) 인구 통계학적 요소

들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5) 플레이 판 수 또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 전달 및 교육형 미디어 콘텐츠가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작자 

입장에서 다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해당 영상들을 보고 경기력의 향상을 보인 

결과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이는 수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만 해서는 온전히 수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방증하듯, 데이터 

중 급격한 경기력 지표가 상승한 경우, 정보전달 및 교육형 미디어의 시청비율이 높았다. 

다만, 해당 양상을 보인 데이터가 소수이기 때문에 평균을 통한 분석인 다중회귀분석에서

는 유의미 하게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회형 미디어 시청량과 콘텐츠 시청 비율은 높

은 수준의 경기를 시청하며 체화 시킨다는 거시적 경기력 향상의 요소를 충족하기에 좋은 

변수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eSports 플레이어들은 시청시간에 비례하여 경

기력 향상을 얻지 못 하였다. 오히려 많은 시간 투자로 인해 베타값과 t값이 음(-)수로 종

속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기에 경기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시청시간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

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트리밍형 미디어 콘텐츠는 앞서 언급된 

대회형 미디어 콘텐츠와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스트리

밍형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을 통해 경기력의 유의한 변화가 평균적으로 있었으며, 해당 변

수의 베타값 및 t값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콘텐츠 시청 비율의 분석 

결과, eSports 미디어 소비자들의 수용하는 자세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스트리밍형 미디어 콘텐츠는 비교적 다른 두개의 콘텐츠와 다르게 즐기며 시청하

기에 eSports 플레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플레이를 즐기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포츠이전의 놀이의 기본 요소인 즐거움이 실제 플레이 지표에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될 수 있다. 반면, 정보 전달 및 교육형 미디어 콘텐츠, 대회형 콘텐츠를 시청하며 학

습하고 활용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경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언급된 4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행동이전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동기화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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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프로 eSports 플레이어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 두가지로 공통

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즐기며 플레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스트리밍형 미디어 콘텐츠가 경기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로는, 플레이 판수를 높여 게임에 대하여 더 적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

석에서는 플레이 판수는 전혀 경기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이는 출시

된 지 오래된 eSports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새롭게 시작하는 플레

이어가 아닌 지속적으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도출된 결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앞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미디어를 시청하며 플레이

하는 소비자의 동기 및 태도가 경기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소 중 성별, 연령, 가계수준은 경기력 변화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되었다. 하지만 학력수준의 경우, 0.5이하이면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의 

확률이 .084로 유의한 요소에 상당히 근접하였다 또한 t값이 1.737, 베타 값이 14.76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배움의 자세와 활용능력에 대한 숙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비자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을 하며 활용을 할 사회학습에 

대한 습관이 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의 의의 및 기여도 

우선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로는 선

행 연구들에서 주로 밝혀졌던 eSports 미디어 시청 동기가 경기력 향상의 동기가 크다는 

특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다른 스포츠 미디어 시청

과 다르게 eSports 미디어는 주로 플레이어로부터 소비한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eSports 미디어 시청에서 사회학습이론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eSports 미디어 

시청과 eSports 플레이의 상관관계, 상호 연관성 및 영향 요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

적으로 접근이 더뎠던 eSports의 특수성에 적합한 연구였음에 의의를 가진다. 이는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eSports 학술계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eSports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여 다양한 콘

텐츠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미디어 시장 전략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

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뉴미디어 시장 점유율 중 높은 수준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된 eSports 콘텐츠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집단

이 실제 플레이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은 해당 시장의 경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

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 및 교육형 미디어 콘텐츠는 경기력 향상의 동기가 



43 

높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이게 작용하기에 eSports 아카데미 혹은 학원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료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유통한다면 유의한 효과를 거둘 것이며 일반적인 

eSports 미디어 시청자를 위해서는 재미가 있는 스트리밍형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이 제

작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시장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형을 재미있게 시청하며 

eSports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며 즐기게 된다면 eSports 경기력 또한 상승

하게 되기에 이와 같은 요소의 홍보를 통한 마케팅 또한 가능 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본 연구는 총 4가지 관점에서 한계점을 가지며, 각각의 한계점에 따른 추후 연구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시청량에 대한 질문과 콘텐츠별 시청 비율에 대한 질문은 설문 응답자 개인 

판단을 통해 작성되었기에 정확한 지표를 통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탁 설문 

알고리즘에서 불성실 답변이 7000여개가 탈락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살아남은 200

개의 데이터도 불성실 답변이었으나 살아남은 데이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에 

이어질 연구에서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의 

형태로 실험이 이어진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형의 미디

어를 각기 다른 비율과 시간으로 시청하게 하고 일정 판수 동안(약 30판)의 경기력(티어)의 

변화를 본다면 경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간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유튜

브 시청량을 확인 하는 것은 주단위로만 가능하기에 해당 제한점이 생겼다. 이를 맞추기 

위하여 종속 변수 또한 일주일간 변화를 본다면 지나치게 좁은 독립변수의 분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되어 평균 시청량을 독립 변수로 두고 종속 변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험연구의 방식을 통하여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eSports 미디어 콘텐츠 분류이다. 선행 연구들 중 대회형 eSports 콘

텐츠와 스트리밍형 eSports 콘텐츠를 구분한 연구가 있으나 이를 변수화하여 분석한 연구

는 없었다. 이에 정보 및 교육형 eSports 콘텐츠를 추가하였기에 기존에 있던 연구들의 설

문지를 활용하는데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ports 미디

어 콘텐츠 분류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데이터가 쌓인다면 해결 될 것으로 보인

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본 연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학습 이론을 통한 eSports 미디어 콘텐츠 시청 효과를 보려고 하

였지만 학습 의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결과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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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미디어 시청 효과를 예측하였지만 이는 실제 참가자들의 의중

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청을 위한 의도를 더 자세히 조

사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참고문헌 

- 강준호(2005). 스포츠 산업의 개념과 분류. 체육과학연구, 2005, 제16권, 제3호, 118～130.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05, Vol. 16, No. 3, 118～130. 

- 김종호. (2021).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요인 분석 (박사학

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김주호. (2020). E-스포츠 소비자의 경기 관람에 대한 만족도 판단 구조 (석사학위, 서울대학

교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학준, 김영선 (2020). eSports는 스포츠이다.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8(1),  

2020.3, 19-30.  

- 주진영, 유창석 (2019), eSports의 동기와 체험경험이 관람만족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

향. 소비자학연구, 30(4), 2019.8, 261-281. 

- 황성연, 김승인, 윤범식 (2013), 온라인 AOS게임의 게임성 연구를 위한 사용성 평가 :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오스온라인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1), 2013.1, 305-314. 

- 이태호 (2016.06.08) [KeSPA 대학생 기자단] 신한류 K-culture의 중심 ‘eSports’를 말하다. 

한국e스포츠협회.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514&aid=0000000087 

- Anthony, D. P., Bradley, J. B., Na, S. W., Lee, M. A., Doohan Kim, & Daniel, C. F. (2018). 

eSports vs. Sport: A Comparison of Spectator Motives. Sport Marketing Quarterly, 27, 

108-123 

- Appelbaum, L. G., Cain, M. S., Darling, E. F., Stanton, S. J., Nguyen, M. T., & Mitroff, S. 

R. (2012). What is the Identity of a Sports Spect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422–427. 

- Arpan, L. M. & Raney, A. A. (200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News Source and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2), 265-281. 

- Berthon, P. L., Pitt, F., Campbell, C. (2008). When customers create the ad.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0(4), 6–31. 

- Brown, K. A., Billings, A. C., Murphy, B., & Puesan, L. (2018). Intersections of Fandom 

in the Age of Interactive Media : eSports Fandom as a Predictor of Traditional Sport 

Fandom. Communication and sport, 6(4), 418-435. 

- Castro, B. (2021). Didactic methodology in professional e-sport training. An 

international experience in Brawl Stars. Retos: Nuevas Perspectivas de Educación 



46 

Física, Deporte y Recreación 2021, 41, 247-256. 

- Cha, M. H., Kwak, P., Rodriguez, Y.Y., & Ahn, S. M. (2007). I tube, you tube, everybody 

tubes: Analyzing the world's largest user generated content video system. Proceedings 

of the 7th ACM SIGCOMM conference on Internet measurement, 1-14. 

- Checchinato, F., Disegna, M., & Gazzola, P. (2015). Content and Feedback Analysis of 

YouTube Videos: Football Clubs and Fans as Brand Communities. Journal of Creative 

Communications. 10 (1), 71-88.  

- Egliston, B. (2020). Seeing isn’t doing : Examining tensions between bodies, videogames 

and technologies ‘beyond’ the game. New Media & Society 2020. Vol. 22(6) 984-1003. 

- Egliston, B. (2019). Watch to win? ESports, broadcast expertise and technicity in Dota 

2. Convergence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2020, Vol. 26(5-6), 1174-1193. 

- Funk, D. C., Pizzo, A. D., & Baker, B. J. (2018). eSport management : Embracing eSport 

education and research opportunities. Sport management review, 21(1), 7-13. 

- Gantz, W. (1981). An exploration of viewing motive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television spor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5(3), 263-275. 

- Guadagnoli, M. (2002). The efficacy of video feedback for learning the golf swing. 

Journal of Sports Sciences, 20(8), 615-623. 

- Hamari, J. & Sjöblom, M. (2016). What is eSports and why do people watch it? Emerald 

Publishing Limited. Internet Research, 27(2), 211-232. 

- Hamilton, W. A., Garretson, O., & Kerne A. (2014). Streaming on Twitch: Fostering 

Participatory Communities of Play within Live Mixed Media, 1315–1324 

- Jang, W., Byon, K. K., Baker III, T. A., & Tsuji, Y. (2021). Mediating effect of eSports 

content live stream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Sports recreational gameplay and 

eSports event broadcast. Emerald insight. Sport, Business and Management, 11(1), 89-

108. 

- Jenny, S.E., Manning, R.D., Keiper, M.C. & Olrich, T.W. (2017). Virtual(ly) athletes: 

where eSports fit within the definition of “sport”. Quest(National Association for 

Kinesiology in Higher Education),69(1), 1-18. 

- Larsen, L. J. (2020). The Play of Champions: Toward a Theory of Skill in eSports. Sport, 

Ethics and Philosophy, 1-23. 



47 

- Law, B., Post, P., & McCullagh, P (2018). Video-based observation in sport : From 

“forgotten” to ubiquitou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in action, 9(4), 260-270. 

- Lee, D. H., & Linda J. S. (2011). Comparison of eSports and Traditional Sports 

Consumption Motives. The ICHPER-SD journal of research in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sport & dance, 6(2), 39–44.  

- Lewis, M. & Jo, W. Y. (2018). ESports Viewership and Customer Engagement: The SMITE 

Case. Emory Marketing Analytics Center. 

- Macey, J., & Kinnunen, J. (2020). The convergence of play : interrelations of social 

casino gaming, gambling, and digital gaming in Finland.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20(3), 414-435.  

- Nagorsky, E., & Wiemeyer, J. (2020). The structure of performance and training in 

eSports. PluS one, 15(8), e0237584. 

- Newzoo. (2021). Newzoo Global ESports and Streaming Market Report 2021. 

- Payne, K., Keith, M. J., Schuetzler, R. M. & Giboney, J. S. (2017). Examining the learning 

effects of live streaming video game instruction over Twitch.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7, 95-109. 

- Qian, T. Y., Zhang, J. J., Wang, J. J., & Hulland, J. (2020). Beyond the Game : Dimensions 

of ESports Online Spectator Demand. Communication & Sport, 8(6), 825-851 

- Qian, T. Y., Wang, J. J., Zhang, J. J., & Lu, L. Z. (2020). It is in the game: dimensions of 

eSports online spectator motivation and development of a scale.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20(4), 458-479. 

- Raney, A. A., & Bryant, J. (2006). Handbook of Sports and Media. Mahwah, N.J. : 

Routledge. 

- Rogers, R., Farquhar, Lee., & Mummert, J. (2020). Motivational Differences Among 

Viewers of Traditional Sports, ESports, and NBA 2K League. Communication & Sport, 

1-20. 

- Rosenberg, D. (2016). eSports Marketing : Start with the Consumer. GMR eSports 

research. www.gmrmarketing.com. 

- Seo, Y., & Jung, S. U. (2016). Beyond solitary play in computer games : The social 

practices of eSport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6(3), 635-655. 

- Teresa, K. N., & Annika S. (2017). Studies of user-generated content : A systematic 



48 

review. SAGE Journalism ,18(10), 1256-1273. 

- Törhönen, M., Hassan, L., Sjöblom, M., & Hamari, J. (2019). Play, playbour or labour?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 of occupational activity and outcomes among 

streamers and YouTubers. In Proceedings of the 52nd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 Trail, G. T., & James, J. D. (2001). The Motivation Scale for Sport Consumption: 

Assessment of the Scale’s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Sport Behavior, 24(1), 

108–127. 

- Wann, D. L., Grieve, F. G., Zapalac, R. K., Partridge, J. A., & Parker, P. M. (2013). NAJP 

An Examination of Predictors of Watching Televised Sport Programming.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5(1), 179-194. 

- Wood, W., Hoeber, O., Snelgrove, R., & Hoeber, L. (2019). Computer science meets 

digital leisure : Multiple perspectives on social media and eSports collabor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0(5), 425-437. 

- Wright, D. J., McCormick, S. A., Birks, S., Loporto, M., & Holmes, P. S. (2015). Action 

observation and imagery training improve the ease with which athletes can generate 

image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7(2), 156–170. 

- Wu, J. H, Wang, S. C., & Tsai, H. H. (2010). Falling in love with online games : The uses 

and gratifications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862-1871. 

- Xiao, M. (2020). Factors Influencing eSports Viewership: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Communication & Sport, 8(1) 92-122. 

- Xu, W. W.,  Park, J. Y., Kim, J. Y., & Park, H. W. (2016). Networked cultural diffusion and 

creation on YouTube: An analysis of YouTube mem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60(1), 104-122. 

- Yura, H. & Ishikura, T. (2021). Effects of learners' choice of video self-modeling on 

performance accuracy and perceived cognitive consistenc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Sport, 21(3), 1284-1294. 

- Zeran, J., & Hanna, R. C. (2020). Gamers First – How Consumer Preferences Impact 

eSports Media Offerings. International journal on media management, 22(1), 13-29. 

 

  



49 

APPENDIX. 설문지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만 14세 이상 조사 진행]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3~5만 조사 진행] 

SQ3. 귀하께서는 평소 컴퓨터 게임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 

     

 

[4=1만 조사 진행]  

[1~10 OR 1~11 모두 선택시 조사 대상자 OUT] 

SQ4.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하신 게임이 있으십니까? 

1) 리그 오브 레전드 

2) 서든어택 

3) 배틀그라운드 

4) 피파온라인 4 

5) 로스트야크 

6) 오버워치 

7)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8) 리니지 

9) 메이플스토리 

10) 던전앤파이터 

11) 기타(     ) 

12) 이 중에 없음 

 

[SQ4=1(리그오브레전드)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1) 경우에만 조사 진행]  

SQ5. 귀하께서는 해당 게임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한달에 

1~3번 

일년에 

몇번 

일년에 한번 

또는 그 이하 

SQ4_1 응답값 PIPING     

SQ4_2 응답값 PIPING     

SQ4_3 응답값 PI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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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미디어 소비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eSports의 대표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의 경기력 향상에 있어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 내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제시된 응답 요령을 주의 깊게 읽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설문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권 오 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석사과정 

dhgus1958@snu.ac.kr / 010-9130-1958) 

 

[0시간 0분 입력시 조사 대상자 OUT] 

Q1.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주관식] 

(유튜브 소비량 확인 방법 (모바일 --> 유튜브 어플 우측 상단의 프로필 클릭 - 시청시간 클릭) 

(  )시간 (  )분 

 

[Q1 응답값 이하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정]  

Q2. 하루 평균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유튜브 이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주관식] 

(위 답변을 참고하여 본인이 판단하는 유튜브 이용량) 

(  )시간 ( )분 

 

Q3.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1개 선택] 

1) 매일 시청함 

2) 일주일에 6회 

3) 일주일에 5회 

4) 일주일에 4회 

5) 일주일에 3회 

6) 일주일에 2회 

7) 일주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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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혀 시청하지 않음 

 

Q4. 하루 평균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eSports 대회 미디어 이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주관식]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 )시간 ( )분 

 

 

 

Q5.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대회 영상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1개 선택]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1) 매일 시청함 

2) 일주일에 6회 

3) 일주일에 5회 

4) 일주일에 4회 

5) 일주일에 3회 

6) 일주일에 2회 

7) 일주일에 1회 

8) 전혀 시청하지 않음 

 

Q6.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개 선택] 

1) 매일 플레이함 

2) 일주일에 6회 

3) 일주일에 5회 

4) 일주일에 4회 

5) 일주일에 3회 

6) 일주일에 2회 

7) 일주일에 1회 

8) 전혀 플레이 하지 않음 

 

Q7. 리그 오브 레전드 솔로 랭크 게임(개인/ 2인 랭크게임) 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개 선택] 

1) 매일 플레이함 

2) 일주일에 6회 

3) 일주일에 5회 

4) 일주일에 4회 

5) 일주일에 3회 

6) 일주일에 2회 

7) 일주일에 1회 

8) 전혀 플레이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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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귀하의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가장 플레이 많이한 계정의 닉네임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관식] 

(                  )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귀하의 한달간 티어 변화와 판수를 체크하기 위한 문항들이 등장합니다. 

다음 지시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Q9-1-1. 본인 계정의 한달 전 '솔로랭크 티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단 안내문-5번 항목 참고] 

[1개 선택] 

2) I 4 

3) I 3 

4) I 2 

5)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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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 4 

7) B 3 

8) B 2 

9) B 1 

 

10) S 4 

11) S 3 

12) S 2 

13) S 1 

 

14) G 4 

15) G 3 

16) G 2 

17) G 1 

 

18) P 4 

19) P 3 

20) P 2 

21) P 1 

 

22) D 4 

23) D 3 

24) D 2 

25) D 1 

 

26) M 

 

27) GM 

 

Q9-1-2. 본인 계정의 한달 전 '솔로랭크 티어'의 포인트(LP)는 어떻게 되십니까? (ex. G2, 37 OR 

골드1 37포인트) [주관식] 

(        )포인트 

 

Q9-2-1. 본인 계정의 가장 최근 '솔로랭크 티어'를 적어주세요. [하단 안내문-6번 항목 참고] [1개 

선택]  

2) I 4 

3) I 3 

4) I 2 

5)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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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 4 

7) B 3 

8) B 2 

9) B 1 

 

10) S 4 

11) S 3 

12) S 2 

13) S 1 

 

14) G 4 

15) G 3 

16) G 2 

17) G 1 

 

18) P 4 

19) P 3 

20) P 2 

21) P 1 

 

22) D 4 

23) D 3 

24) D 2 

25) D 1 

 

26) M 

 

27) GM 

 

Q9-2-2. 본인 계정의 가장 최근 '솔로랭크 티어'의 포인트(LP)는 어떻게 되십니까? (ex. G1, 82 or 

골드1 82포인트) [주관식] 

(        )포인트 

 

[0 입력시 조사 대상자 OUT] 

Q9-3. 계정의 한달 간 총 플레이한 솔로랭크 '판수'를 적어주세요. [주관식] 

[ 판수 체크 방법 ] 

티어 확인과 동일하게 대전기록에서 솔로랭크 클릭 후 한달 전 게임까지 더보기 클릭 후 숫자 

카운팅 

(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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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다음은 eSports 미디어 소비동기(유튜브에서 eSports를 소재로 한 콘텐츠, eSports 대회 

중계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나는 eSports 시청이 eSports 자체에 대한 

지식 습득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메타에 대한 이해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팀 케미를 맞추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인간관계형성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사회적응력향상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또래 집단 및 

지인과의 관계유지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시간 보내기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eSports 시청이 삶의 만족도향상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Q11. 다음은 미디어 시청 의도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 시청 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가능하다면,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기들을 미디어로 볼 생각이다 

       

나는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 시청했던 

것만큼 미래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 

시청할 것이라 예상한다 

       

6월에 시청한 만큼 7월에도 리그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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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미디어를 소비했다 

7월달에 시청한 만큼 8월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예정이다 

       

6월달은 7월에 비해 더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소비를 더 많이 했다 (6월 시청량 > 

7월 시청량) 

       

8월은 7월에 비해 더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소비를 더 많이 할 예정이다 (7월 

시청량 < 8월 시청량)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벤트와 관련된 

뉴스 혹은 정보를 찾아 보려고 한다 

       

 

Q12-1.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의도 (교육 및 정보 전달형 콘텐츠, 프로 및 

대회 콘텐츠,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매우 

적은 

비율 

1 

 

 

 

2 

 

 

 

3 

중간 

 

 

4 

 

 

 

5 

 

 

 

6 

매우 

큰 

비율 

7 

전체 eSports 미디어 소비 분량 중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통계 및 교육 콘텐츠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PS관전러, 롤해도리, LOL패치노트 등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교육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전체 eSports 미디어 소비 분량 중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관련 콘텐츠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전체 eSports 미디어 소비 분량 중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게임 스트리밍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감스트, 뜨뜨뜨뜨, 

괴물쥐, 과로사 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아프리카 

방송) 

       

 

Q12-1.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의도 (교육 및 정보 전달형 콘텐츠, 프로 및 

대회 콘텐츠,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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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나는 계속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통계 

및 교육 콘텐츠를 볼 의향이 있다 

(PS관전러, 롤해도리, LOL패치노트 등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교육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난 6월보다 7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통계 및 교육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했다 

(PS관전러, 롤해도리, LOL패치노트 등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교육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6월 시청량 < 7월 시청량}) 

       

전체 eSports미디어 소비 중 나는 

지단달보다 이번 달에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통계 및 교육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했다. 

(PS관전러, 롤해도리, LOL패치노트 등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교육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통계 및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면, 실제 플레이를 하며 

따라하고 싶다 

(PS관전러, 롤해도리, LOL패치노트 등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교육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Q12-2.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의도 (교육 및 정보 전달형 콘텐츠, 프로 및 

대회 콘텐츠,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난 6월보다 7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관련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했다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6월 시청량 

< 7월 시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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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계속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관련 

콘텐츠를 볼 의향이 있다.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전체 eSports미디어 소비 중 나는 지단 달 

보다 이번 달에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관련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했다.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면 실제 플레이를 하며 따라하고 

싶다. 

(LCK, LPL, MSI, 롤드컵(Worlds)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방송{네이버 포함}) 

       

  

Q12-3.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의도 (교육 및 정보 전달형 콘텐츠, 프로 및 

대회 콘텐츠,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난 6월보다 7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했다 

(감스트, 뜨뜨뜨뜨, 괴물쥐, 과로사 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아프리카 방송 [6월 시청량 < 

7월 시청량]{6월 시청량 < 7월 시청량}) 

       

나는 계속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를 볼 의향이 있다. 

(감스트, 뜨뜨뜨뜨, 괴물쥐, 과로사 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아프리카 방송) 

       

전체 eSports미디어 소비 중 지단달보다 

이번 달에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했다. 

(감스트, 뜨뜨뜨뜨, 괴물쥐, 과로사 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아프리카 방송)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하면 실제 플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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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따라하고 싶다 

(감스트, 뜨뜨뜨뜨, 괴물쥐, 과로사 등의 유튜브 

콘텐츠 및 트위치, 아프리카 방송) 

 

Q13.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레퍼토리 (교육 및 정보 전달형 콘텐츠[I], 

프로 및 대회 콘텐츠[P],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E])에 대한 질문입니다.  

 

Q13-1. 앞서 구분된 리그오브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빈도의 순위를 기입해 주세요. [3순위 

필수] 

(얼마나 자주 보는지, 각 콘텐츠별 시청 순위) 

1)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e) 

2) 대회 및 경기 콘텐츠(P) 

3) 교육형 콘텐츠(I) 

 

Q13-2. 앞서 구분된 리그오브레전드 미디어 콘텐츠별 시청 시간의 순위를 기입해 주세요. [3순위 

필수] 

(얼마나 오래 보는지, 각 콘텐츠별 시청 순위) 

1)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콘텐츠(e) 

2) 대회 및 경기 콘텐츠(P) 

3) 교육형 콘텐츠(I) 

 

 

Q14. 다음은 각 콘텐츠 별 시청 비율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3개의 질문은 합쳐서 100%가 

되어야합니다. [행별 1개씩 입력] 

교육 및 정보 전달형 리그오브레전드 

미디어 콘텐츠 
[ (0-100) ] % 

대회 및 경기 리그오브레전드 미디어 

콘텐츠 
[ (0-100) ] % 

게임 스트리밍 리그오브레전드 미디어 

콘텐츠 
[ (0-100) ] % 

합계 100%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재학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재학 

6)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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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2. 귀하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1) 200만원 미만 

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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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Watching eSports Media  

and repertory on Performance 

 

Oh-Hyeon Kwon 

Dept.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ong with the increase in eSports consumption due to the growth of the market,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make a desire for eSports participants to have a high level of 

performance within eSports. eSports media watching purpose is different compare to 

watching general traditional sports. In prior researches, eSports watching has a 

significant motivation to improve performance compared to traditional sports. In fact, 

most of the viewers who watch eSports media are players  involved in actual eSports. 

They can satisfy and acquire information through watching eSports media contents 

from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motivation.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influence eSports media watching in terms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eSports 

participant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media consumed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player's performance level(Tier), so we explored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erformanc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media 

content repertoire. The eSports event explored in this study is League of Legends, the 

No. 1 event in Korea, and the source of media contents were investigated through 

YouTube, the most active OTT platform in Korea. League of Legends YouTube 

watching time and streaming media content have been found to affect the 

performance of actual eSports media viewe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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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nection between the content of the media consum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cademic significance in terms of 

grasping the impact of the media market and the participating market on each other 

at the same time by understanding how eSports media viewing affects performance. 

 

Keywords : eSports Media Contents, eSports Media Watching, eSports Performance, 

Contents Consuming Repertory 

Student Number : 2020-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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