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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의 일반적 동향 및
e스포츠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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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 여가경영학과 ․명지대 e스포츠 연구센터

최근 들어 게임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
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게임에 대한 관심 속에 최
근 들어 ‘e스포츠’,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본 논문은 프로게이
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e스포츠에 대한 인식, 프로게이머 생활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프로게이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0분 동안 게임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면시간은 일반인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의 프로게이머들은 우리나라의 e스포츠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시간 모니터를 응시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프로게이머들의 스트레스 수
준과 공격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
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정책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e-Sports협회와 한국여가문화학회 간의 ‘e스포츠 기초연구조사 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27

여가학연구
프로게이머와 프로게임단

Ⅰ. 서론

청소년들에게 e스포츠만큼 인기가 있는

e스포츠의 개념 및 현황

것이 프로게이머이다. 우리나라 프로게이
머는 임요환을 필두로 하여 홍진호, 박정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게임에 대

석, 최연성, 성학승, 오영종 등 다른 스포

한 관심 속에 컴퓨터 게임을 지칭하는 새

츠 스타나 연예인과 비견될 정도의 인기3)

로운 용어로 ‘e스포츠’, ‘프로게이머’라는
용어가

새로이

생겨났다.

를 누리고 있으며, 프로게이머 수는 2001

e스포츠는

년 이후 연평균 16.3%씩 증가하고 있다.

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 국내에서 1999

프로게임단은

년 말에 처음 쓰이기 시작했으며, 널리 쓰

프로게임단

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2월 21세기 프로

98년도

청오정보통신의

SG팀이 최초로 창단되었다.

이전에는 게임을 즐기는 길드로 모이면서

게임협회(현 한국e-Sports협회) 창립 행사

게임대회를 가졌다가 점차 게임대회가 많

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에 언급되어진

아지면서 프로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스포

또한 e스포츠의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한

츠는 일반적의로는 게임대회 및 리그를 뜻

일부 기업들이 스폰서를 하면서 게임단의

하지만,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게임을 활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현재는 11개

용한 대회뿐만 아니라 대회를 만들어내는

의 프로게임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프

방송, 기관, e스포츠와 관련된 직업군 등을

로게임단은 상금과 소속사의 홍보를 목적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의미를 지

으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스폰서를

닌다.1)

해주는 일부 프로게임단과는 달리 영세하

최근 e스포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게 운영되는 프로게임단도 다수이다.

단적으로 보여 준 예가 2004년 부산 광안

현재 프로게이머는 ‘입상과 소속회사의

리에서 벌여졌던 스타크래프트 대회 결승

홍보를 위해 각종 컴퓨터게임 대회에 참

전에 10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사례이다.

가’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4) 이들이 주로

이날 모인 10만 관중의 규모는 1994년 미
국 월드컵이 가지고 있던 역대 월드컵 최

2) 닐슨리서치(시청률 조사기관)에서 2005년
9월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함.
3) 2005년 12월 현재 프로게이머 임요환의
공식팬클럽(http://cafe.daum.net/yohwan
fan) 회원수는 58만 여명이고, 홍진호의
팬클럽(http://cafe.daum.net/ghdwlsgh)의
회원수는 18만여명이다. 반면 프로축구선
수 박지성의 대표 팬클럽(http://cafe.
daum.net/jisungpark21)의 회원수는 5만3
천여명, 가수 보아의 대표 팬클럽(http://
cafe.daum.net/boa54)의 수는 51만여 명임.

다 한 경기 평균 관람객 수가 6만 8,911명
이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평균

관중수가 4만 2,269명이었다는 사실과 비
교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김종,
2002). 또한, 현재 e스포츠를 중계하는 온
게임넷은 전체 케이블 TV시청률 8위에 올
라있다2).
1) http://www.e-sport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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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스포츠 프로게임단 현황 (2006.02 기준)
프로게임단

종목 및 선수(수)

기업게임단 / 비기업게임단5)

삼성전자 칸

스타크래프트(16))

기업게임단

팬택&큐리텔 큐리어스

스타크래프트(8)

기업게임단

한빛 스타즈

스타크래프트(14),워크래프트3(3)

기업게임단

KTF Magicⓝs

스타크래프트(15)

기업게임단

SK Telecom T1

스타크래프트(10)

기업게임단

이고시스 P.O.S

스타크래프트(13)

비기업게임단

eNature Top Team

스타크래프트(11)

비기업게임단

Greatest One

스타크래프트(9)

비기업게임단

KOR

스타크래프트(14)

비기업게임단

PLUS

스타크래프트(9)

비기업게임단

SouL

스타크래프트(13)

비기업게임단

하는 일은 첫째, 전략시뮬레이션, 롤플레

새로운 문화코드로서의 e스포츠

잉, 1인칭 액션게임, 온라인게임 등의 컴퓨
터게임에 대한 기술 및 전략을 익히고 연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과 더불어 e스

습하여 각종 컴퓨터게임대회에 참가한다.

포츠를 중심으로 한 게임은 젊은이들의 새

둘째, 소속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

로운 문화코드로서 자리 잡고 주요한 여가

어에 대한 베타테스트를 한다. 셋째, 게임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10, 20대를 중

소프트웨어의 출시에 따른 시연회 및 홍보

심으로 한 e스포츠 인구는 현재 1700만 명

를 한다. 넷째, 그밖에 게임방송에 출연하

으로 추산되고 있다. 80, 90년대 대학가에

여 게임을 하거나 게임해설을 하기도 하

서 주요한 여가공간이던 당구장, 탁구장,

고, 각종 이벤트에 참가하여 일반인들과

만화방, 오락실이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기도 한다.

pc방이나

플스방(플레이스테이션방의

약

칭)으로 대치되고 있다.
또한 e스포츠는 현재 우리나라의 독보

4) http://www.work.go.kr/wnwiJobMain/
5) 프로게임단의 운영방식은 크게 기업팀의
스폰스를 받는 게임단과 스폰스 없이 자
체 운영하는 팀으로 나뉜다. 여기서 표현
된 ‘기업게임단’은 특정한 기업의 스폰스
를 받는 게임단을 지칭하며, ‘비기업게임
단’은 특정 기업의 스폰스를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임단을 의미한다.

적인 문화콘텐츠의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e스포
츠란 단어를 언급했던 것을 필두로 현재 e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고유명사가 되었
으며, 이러한 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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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주국으로써 지위를 세계적으

및 기타 인프라시설을 합산한다면 그 규모

로 인정받고 있다. 실력이 높고 낮음을 의

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하는 ‘고수(Gosu)’, ‘하수(Hasu)’ 등 일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e스포츠에 대

한국의 단어는 이미 세계 e스포츠팬 사이

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새로운

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통하고 있다. 대중

문화현상으로서의 e스포츠, 21세기 유망

적인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급 게이머와

성장 동력으로서의 e스포츠가 갖는 위상의

게임단, 이들이 정기적으로 게임을 진행하

제고와 더불어 최근 들어, 인터넷 게임과

는 게임리그, 게임전문방송과 관련내용을

e스포츠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

보도하는 웹진 등의 요소는 해외에서 벤치

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해진 게임

마킹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로 각광받고

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

있다.

용 실태(김라영, 2003; 최병호, 2004 등),
인터넷 게임 이용실태(송원임, 2001; 이성

문화산업으로서의 e스포츠

민, 2004; 이종원, 2003 등),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오익수, 김현희, 2004; 유승호,

비단 e스포츠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뿐

신영철, 2001; 이소영, 2000; 장재홍, 이은

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각

경, 장미경, 2004; 조미헌, 신경선, 2004; 황

광받고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은 21

상민 2003 등) 등이 주로 이루고 있어, 대

세기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으며 국가

부분의 연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게임을

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많은

즐기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게임은 문화콘

바, 직접적으로 e스포츠와 관련하여 이루

텐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어진 연구는 그 수가 극히 일부(고창희,

기록하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문

2005; 김한얼, 2005; 송해룡, 2005; 안명주,

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발간한

2005; 최현정, 2004 등)에 불과하다. 그나

게임백서(2004)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마 김한얼(2005) 등 일부의 연구를 제외한

게임시장은 2001년 3조 원대를 넘어 2003

대부분 e스포츠와 관련한 연구들은 e스포

년에는 4조원 가량을 기록하였고 2004년에

츠의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는 4조5천억 원대를 기록하는 엄청난 성장

e스포츠와 관련한 문화적 측면, e스포츠

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활동을 직접 하거나 관람하는 사람들의 심

(2005)에 따르면, e스포츠로 인한 경제유발

리적인 측면 등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미

효과는 2005년 400억 원으로 추산 되며,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스포

이 규모는 2010년 1200억 원으로 확대될

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산은

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심리적,

주로 프로게임단과 리그를 중심으로 추산

신체적 상태,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e스

하였기 때문에 아마추어 활동 및 네트워크

포츠에 대한 인식 등 프로게이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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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e스포츠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프로게이머

인식, 프로게이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정책방안 등을

만족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질
문한 내용들이다.
가. 프로게이머의 생활실태

Ⅱ. 방 법

○ 하루 평균 연습게임 횟수 및 연습 시간
○ 하루 평균 수면시간

조사 대상자

○ 팬 사이트 유무 및 팬 사이트 수
○ 팬 사이트 회원 수

본 연구는 80명의 현역 프로게이머를

○ 수입 규모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된 결과이다.

○ 평소의 여가활동

설문에 응답한 80명 프로게이머의 평균 나
이는 만 20.5세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

나. 프로게이머의 e스포츠에 대한 인식

자가 78명(97.5%), 여자가 2명(2.5%)으로

○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남자 게이머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

○ 직업으로서의 비전

하였다.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로게

○ 프로게이머로서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머의 절대 다수가 남자인 현실을 반영한

○ 은퇴 후 희망 직업

결과라 할 수 있다. 프로게이머들의 학력

○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별 분포를 보면 대학교 재학생이 전체의

○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31.3%를 차지하였다.

다. 프로게이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게이머로서의 경력은 평균 3.0년으로

○ 프로게이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나타났다. 끝으로 병역 상태를 보면, 여자

○ 수입에 대한 만족도

프로게이머 2명을 제외한 78명 중 군 미필

○ 프로게이머 대우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자가 전체의 87.2%를 차지하였으며 군필

○ 개인 사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는 전체의 6.4%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 기업/비기업 게임단 소속에 따른 만족도
비교

남자 프로게이머가 현재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프로게이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상태
○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과 건강정도 비교

조사 내용

○ 현재 겪고 있는 질병
○ 스트레스 수준

본 연구에서는 현역 프로게이머들을 대

○ 공격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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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신체적 에너지의 소모가 있을 것으

○ 기업/비기업 프로게임단 소속에 따른 스
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

로 예상된다.
2) 하루 평균 수면시간

Ⅲ.

결 과
프로게이머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1. 프로게이머의 생활실태

조사한 결과, 경기기간 동안은 하루 평균
7시간 반 정도를 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하루 평균 연습게임 횟수 및 연습 시간

경기가 없는 평소에는 하루 평균 8시간을
조금 넘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게이머의 하루 평균 연습게임 횟수

경기기간과 비경기기간의 수면 시간은 큰

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게이

29.9 게임의 연습경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

머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일반인들과

났다. 또한 이들은 하루 평균 약 9시간 30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 동안 게임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3) 팬 사이트 유무 및 팬 사이트 수

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연습한다
고 응답한 게이머도 17.1%나 있었다. 하루
평균 9시간 30분 동안 30게임 가까이를 치

프로게이머와 팬과의 관계는 바늘과 실

른다는 것은 비록 연습게임 일지라도 게임

에 비유할 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자체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할 수 있다. e스포츠라는 특성 상 대부분

가정할 때, 프로게이머들에게는 상당한 정

의 프로게이머들은 온라인상에 자신의 팬

그림 1. 하루 평균 연습게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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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0-24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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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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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9.0%

40-44 게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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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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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루 평균 연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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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팬 사이트 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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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 사이트 회원 수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었다(92.4%).
프로게이머 한 명당 보유하고 있는 팬
사이트 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프로

프로게이머들의 팬 사이트 회원 수를

게이머들(87.7%)은 1인당 1개의 팬 사이트

살펴본 결과, 평균 12,205명인 것으로 조사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되었다. ‘1,000명 ~ 5,000명 미만’의 회원을

의 팬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게

가지고

이머도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8.8%), 10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게이머가

가장

많았으며

있는 프로게이머도 4명이나 있었으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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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진 게이머는 190,000

프로게이머로서 2005년 한 해 동안 벌

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다(설

어들인 총 수입규모를 조사한 결과, 이 부

문에 응답한 프로게이머 기준). 설문에 참

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여하지 않은 프로게이머 중 임요환 선수는

질문인 관계로 전체 조사대상자 80명 중

58만 7천명(2006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

절반이 조금 넘는 41명이 응답에 응하였

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나머지 39명은 수입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아 본 결과에서는 41명의

5) 수입 규모

응답만을 토대로 한 결과이다.

그림 4. 프로게이머의 2005년도 총수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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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습 이외의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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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41명의 2005년 한 해 총

음으로

수입규모는 평균 3045만원으로 나타나, 같

‘운동’(15.8%),

‘음악감상’(14.6%),

영화’(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 연령대의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2. 프로게이머의 e스포츠에 대한 인식

러나 그 실상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을 벌
어들인 프로게이머의 비율이 34.1% 차지

1)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한 반면,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프로게
이머가 전체의 12.2%를 차지하는 등 편차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에

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대한

절반 이상(58.5%)이 2005년 한 해 동안

들은 ‘게임이 좋아서’(40.6%)라고 응답하였

1,500만 원 이하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다음으로 다른 것보다도 ‘게임을 제일

응답으로

가장

많은

프로게이머

잘해서’(23.9%)라고 답하였다. 이는 흔히
6) 평소의 여가활동

하는 표현으로 흥미(게임이 좋아서)와 적
성(게임을 제일 잘해서)에 맞았기 때문에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프로게이머들
에게

여가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

해소

타났다. 다음으로 ‘주위의 권유’(9.7%), ‘수

함으로써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입이 많을 것 같아서’(8.4%)라는 응답이

수 있다. 연습 이외의 여가시간에 이들이

뒤를 이었다.

주로 하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 평소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웹서핑

2) 직업으로서의 비전

및 인터넷’(19.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
그림 6.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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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라는 것이 직업으로서 비전

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기간 동안 선수생활

이 있는가를 물어 본 결과, 직업으로 비전

에 대한 공백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0.7%를

해석된다. 다음으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

차지하였다(‘있다’,

성’(24.1%),

54.4%;

‘매우

있다’,

6.3%). 반면에 직업으로서 비전이 없다고

‘성적부진’(18.4%),

‘낮은

수

입’(10.8%)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9%에 불과하였다
4) 은퇴 후 희망 직업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음). 이러
한 설문 응답 결과를 놓고 볼 때, 대다수
의 현재 프로게이머들은 프로게이머가 직

프로게이머 생활을 은퇴한 이후 갖고

업으로서 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

싶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해설자, 감독

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e스포츠 관련 직업’(43.0%)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3) 프로게이머로서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

다음으로 ‘게임관련 회사’(12.7%), ‘학업지

분

속’(11.4%), ‘군 입대’(11.4%)의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일반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프로게이머들의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

응답은 2.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프로게

는 ‘병역문제’(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머들은 은퇴 후 대부분 e스포츠 관련 직

이는 현재 대부분의 프로게이머가 남자이

업이나 게임관련 회사와 같이 현재 자신이

며 이들의 대다수가 현재 대학교 재학 중

하고 있는 일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을 갖

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군 입

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대 연령에 해당하며, 여타 스포츠 선수들

과는 향후 정부나 협회, 게임단의 차원에

그림 7. 프로게이머로서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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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서 프로게이머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정책
이나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어떤 부
분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지를 살펴 본
결과, 첫 번째가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

5)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프로게이머들은 향후 e스포츠의 발전을

종목으로의 인정’(34.2%)이었으며

다음으

로

복지증

‘프로게이머의

권익보호

및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

진’(25.8%), ‘프로게이머 은퇴 후 재취업

로

교육지원’(14.2%),

‘프로게이머의

처우

및

병역문제’

‘e스포츠

리그지

(36.3%)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원’(11.6%), ‘전용경기장 건립 및 인프라

‘프로게이머의 기본수입 보장’(20.4%), ‘스

확중’(8.4%),

폰업체 유치’(10.2%), ‘정부의 제도적 지원

원’(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스포츠의

국제화

지

책 미흡’(7.6%)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프로게이머들이 바라는 정부의 지원책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일부 ‘게임종목의 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e스포츠의 ‘정

중’(6.4%),

운영’

식 스포츠 종목으로의 인정’은 병역문제와

(4.5%)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 프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로게이머들은 국내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프로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병역

머들에게는 병역 관련 사항이 가장 핵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

인 이슈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중심의

리그

로 나타났다.
3. 프로게이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8. 은퇴 후 희망 직업
43.0%

e 스포 츠 관 련 직 업
12.7%

게임관 련 회 사 취 직
학업지 속

11.4%

군 입대

11.4%

강사등 교육 계 진 출

3.8%

연예 인

3.8%

P C방 운 영

2.5%

일반회 사 취 직

2.5%

기타

8.9%
0%

5%

10%

15%

20%

37

25%

30%

35%

40%

45%

50%

여가학연구
1) 프로게이머 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
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

현재 프로게이머로서의 생활에 대한 만

(14.3%) 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

족도를 파악해 본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

(53.3%)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답한 비율이 전체의 39.0%로 가장 많았으

결과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며,

응답(29.9%)과 만족하지

프로게이머들의 평균 수입은 낮은 수준은

못하다는 응답(31.2%)이 비슷한 비율로 나

아니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5%)

타났다.

이 2005년 한 해 동안 1,500 만원 이하를

만족한다는

번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수의
프로게이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2) 수입에 대한 만족도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9. 프로게이머 생활 만족도

5.2%

매우 불만족

26.0%

불만족
보통

39.0%

만족

29.9%

매우 만족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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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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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로게이머 수입 만족도

매우 불 만족

16.9%
36.4%

불 만족
32.5%

보통
14.3%

만족
매 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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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연습과 경기 이외의 개인 사생활에 대
해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

3) 프로게이머 대우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본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55.8%)가 ‘보
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개인 사생

프로게이머에 대한 대우 및 지원에 대
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

응답(20.8%)보다

(9.1%)보다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

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29.9%)이 다소

(35.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에

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

가까운 49.4%가 현재 프로게이머에 대한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우 및 지원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중도
5) 기업/비기업 게임단 소속에 따른 만족

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도 비교

4) 개인 사생활에 대한 만족도

기업/비기업 게임단 소속 프로게이머들
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본

2.6점

기업프로게임단

2.3점

비기업프로게임단

그림 12. 수입만족도

그림 11. 생활만족도

3.1점

2.7점

2.7점

기업프로게임단

비기업프로게임단

2.6점

기업프로게임단

비기업프로게임단

그림 14. 개인 사생활 만족도

그림 13. 대우 및 지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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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생활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

인과 소속 게임단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

역에서 모두 기업게임단에 소속된 프로게
2) 현재 겪고 있는 질병

이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결과 기업/비기업게임단 소속
여부에 따라 수입이 5배 가량 차이가 발생

프로게이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을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결과, ‘눈의 피로 및 안구 건조

의 차이가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의 차이만

증’(31.4%)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큼이나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깨

결림’(21.6%),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14.4%), ‘손목과 손
4. 프로게이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가락 통증 및 손저림 증상’(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러한 증상들

1)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과 건강정도 비교

은 장시간 모니터를 응시하는데서 오는 증
상으로 적당한 휴식과 운동 등 이에 대한

프로게이머가 되기 이전과 현재의 건강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

상태를 질문한 결과, 건강이 나빠졌다고

다고 하겠다.

응답한 비율(63.3%)이 건강이 좋아졌다라
고 응답한 비율(10.1%)에 비해 월등히 높

3) 스트레스 수준

게 나타났다.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많
은 연습과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경기에서의 승패가 자신의 부(富)와 명

이전에 비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성에 직결되어 있으며 승리를 위해서는 고

결과라고 판단이 되나, 이에 대한 선수 개

도의 정신적 집중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직

그림 15. 프로게이머 되기 전과 건강정도 비교

매우 안 좋아졌다

15.2%

안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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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상, 프로게이머들은 평소 많은

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프로게이머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

다는 판단 하에 게이머들의 스트레스 수준

요성이 제기된다.

을 측정해 보았다. 프로게이머들의 스트레
4) 공격성 수준

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인(1997)
과 최해림(1986)이 사용한 척도 중 본 연

e스포츠 게임의 특성상 대부분 상대방

구의 목적에 맞는 일부의 문항을 선택적으

을 공격하고 상대의 건물을 부수는 행동이

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

그러나 결과는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5점

십 번씩 게임을 하게 되는 프로게이머들의

(1점 매우 낮음 - 5점 매우 높음)을 기준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프로

으로 평균 2.59점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게이머들의 공격성 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나타내 보였다. 즉 프로게이머들의 스트레

프로게이머들의 공격성 수준을 측정하기

스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위하여, Buss & Perry(1992)의 공격성 척

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프로게이머들만

도 중 일부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기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프로게이머들의

때문에 비교집단이 없음으로 인해, 위의

공격성 수준은 5점(1점 매우 낮음 - 5점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프로게이머들의

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평균 2.35점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 보였다. 스트레

프로게이머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그림 16. 현재 겪고 있는 질병
눈 의 피 로 및
안 구 건 조 증

3 1 .4 %
2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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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목 과 손 가 락 통 증
및 손 저 림 증 상

1 0 .5 %
7 .2 %

위 장 장 애

3 .9 %

불 면 증
모 니 터 장 시 간 사 용 에
의 한 거 북 목 증 후 군

3 .3 %

인 터 넷 중 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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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울 증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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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는 프로

Ⅴ. 논의 및 결론

게이머들만을 대상으로 공격성 수준을 측
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집단이 없음으로 인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

해, 위의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프로게

적인 보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는 유치

이머들의 공격성 수준이 낮다고 단정 짓기

원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이

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를 이용한 인터넷은 휴대폰만큼이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
품이 되었다. 1994년 13만 명이던 우리나

5) 기업/비기업 프로게임단 소속에 따른

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5년 3,257만 명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

을 넘어 섰으며,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
기업/비기업 프로게임단 소속에 따라

대 인터넷 이용률이 95% 수준을 넘어 섰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정보통신부, 2005). 또한 정보통신부와

살펴본 결과, 기업 프로게임단 소속 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게이머들이 그렇지 않은 게이머에 비해 스

따르면, 심지어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인

트레스 수준과 공격성 수준 모두가 높은

터넷 이용률이 47.9%에 이르며, 만 5세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프로게임단에

경우는 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이 만

소속된 프로게이머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

9세에서 39세까지의 3,000명을 대상으로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정보 검색
그림 17. 기업/비기업 프로게임단 소속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

2.4점

2.2점

기업프로게임단

스트레스

비기업프로게임단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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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각 복수응답), 게임(57.0%), 메신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수입을

저/채팅(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실상

만 9세에서 12세 청소년들의 경우 76.5%

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인 프로

가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게이머의 비율이 34.1% 차지한 반면, 1억

응답하였다. 또한 만 9세부터 49세까지의

원 이상을 벌어들인 프로게이머가 전체의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문화관광

12.2%를 차지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에서는 컴퓨

나타났다.

터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정보검색(25.5%,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은 우리나라의 e

각 복수응답), 이메일(20.6%), 게임(19.1%)

스포츠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들의 가

이처럼 게임은 비단 청소년들에게 뿐만

장 큰 고민은 병역문제와 불확실한 장래에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

대한 염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퇴 후

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

이들은 대부분 e스포츠 관련 직업이나 게

터넷의 사용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내에서

임관련 회사와 같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

90년대 이후 PC방을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는 일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을 갖기를 원

단순히 청소년의 놀이수단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게이머들은 향

사회영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

후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 사회 청소년문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프로게이머에 대

화를 특징짓는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

한 처우 및 병역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으

아가고 있다(이종원, 2003).

며, 다음으로 기본적인 수입 보장을 지적
하였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게임에 대한 관
심 속에 최근 들어 ‘e스포츠’,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본 논문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응시해야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

하는 직업 특성상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프

와 e스포츠에 대한 인식, 프로게이머 생활

로게이머가 된 이후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신체적/정신적

나타났다. 승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집중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직업의 특성상,

였다.

프로게이머들은 평소 많은 정신적인 스트

프로게이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0분

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동안 게임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게이머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그리 높지 않

며, 수면시간은 일반인들과 비교해 큰 차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스포츠 게임의

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

특성상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의

답한 41명의 2005년 한 해 총 수입규모는

건물을 부수는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평균 3045만원으로 나타나, 같은 연령대의

관계로 인해 프로게이머들의 공격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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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격성 수준을 측

문화관광부,

정해 보았으나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2004 대한민국 게임백서.

타났다.

송원임 (2001). 컴퓨터게임 문화가 초등학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프로

생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협회 차원에서의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소양 교육이나 정부의 e스포츠 관련 정책

송해룡 (2005). e스포츠의 성장과 기업커뮤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사

니케이션 전략. 게임산업저널, 여름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서두

호, 58-81.

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전체 프

안명주 (2005). 프로게임단 후원이 기업이

로게이머들 중 현역 프로게이머 80명을 대

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이기에 여기서 나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

온 결과가 전체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사학위 논문.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오익수, 김현희 (2004). 초등학생 인터넷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중독 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5(1), 177-189.
유승호, 신영철 (2001). 게임몰입증(게임중
독)의 현황과 대처방안.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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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games have become one of the main purposes for using the internet not only for
youths but also for adults. In the interest surrounding games for youths, new terminology
such as ‘e-sports’ and ‘progamer’ have been coined. In this study, with progamers as the
subjects of study, a research pertaining to their living conditions, perception on e-sports,
their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progamer, and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was conducted. It was found that progamers practice games for
an average of 9 hours and 30 minutes every day,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sleep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Most progamers evaluate highly
the possibility of e-sports developing in Korea, and found that their greatest concern was
their obligation to fulfill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 duties. Because progamers are in
a fixed position for an extended period in front of the monitor, general physical condition
of progamers was found to less than satisfactory.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stress level and aggression level of progamers not found to be high.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found through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future as basic information in
establishing education programs or policies for progamers.
Key Words : e-sports, progamer, gam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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