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3

게임 법제도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21 Aug; 21(4): 13-24

http://dx.doi.org/10.7583/JKGS.2021.21.4.1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

이진우, 김호철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변호사

{asd98079, gadsby7}@naver.com

Evaluation of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Jin-Woo Rhee, Ho-Chul Ki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Kyung Hee University, 

Attorney at Korean Law

요  약

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근성, 종

목 불안정, 낮은 직업안정성, 치열한 경쟁, 정책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

을 분석하 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 정책 시행을 한 행정력에 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 인 내용을 담

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상 확 ,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도 도입, 사문화된 규정 시행,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 다. 

ABSTRACT

Recently, amendments to the e-Sports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o evaluate the amendments, this study provided five factors of the e-sports 

industry: the high accessibility, the instability of the game, the difficulty of professional 

e-sports players, the fierce competition, and the lack of government policy. Based on 

these factor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in which the e-Sports Act should 

proceed for professional e-sports players, e-sports teams, and e-sports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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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인이 한국에 하여 떠올리는 모습  하나

는 이스포츠 강국이다. 한국 이스포츠 선수가 국제

회에서 좋은 성 을 거둔 소식을 매일 같이 

할 수 있다. 한국은 2018년 세계 이스포츠산업에서 

15.1%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스포츠에 한 

주요 이슈가 이스포츠산업의 규모와 성장이라는 

을 고려할 때[1], 이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이 요

한 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은 정 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스포츠 제도에 해서 선진

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스포츠산업이 성장하

고 다양한 이해 계가 얽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포츠에 한 법  문제가 두되었고[2]. 각국

은 게임 독이나 도박 등 이스포츠의 부작용을 규

제하 다[3]. 한국은 더 나아가 이스포츠에 한 

법  정의와 이스포츠산업의 발 에 한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러한 취지로 세계 최 로 제

정된 법이「이스포츠( 자스포츠) 진흥에 한 법

률」(이하, ‘이스포츠법’이라고 함)이다.  

재 국회에서 2개의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계류 

이다. 이스포츠법은 이스포츠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스포츠법의 개정은 이

스포츠산업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 그럼에

도 이스포츠법과 이스포츠산업에 한 연구는 부족

하 다. 선행연구로 이뢰·조용찬은 공공 /산업  

요인과 개인 /경험  요인으로 나 어 한국과 

국 이스포츠 람객의 람동기 분석하며 이스포츠

산업을 연구하 고[4], 정두식·정호일은 이스포츠 

육성에 미치는 문화 , 경제  향 요인을 조사하

고[5], 이경진·김창수는 정책  성공요인, 리  

성공요인, 기술  성공요인, 이용효과 요인이 이스

포츠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임을 분석하 다[6].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과 이스포츠법

의 목 을 고려하여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평가하

고, 이스포츠법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이스포츠 실

태조사와 선행연구를 토 로 이스포츠산업의 특성

을 논의하 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논의를 바탕

으로 재 국회에 계류 인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평가하 다. 제4장에서는 개선 방안 4가지를 제시

하 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 과 향후 이

스포츠에 한 연구 과제에 하여 논의하 다.

2. 이스포츠산업의 특성

2.1 이스포츠산업의 구성

이스포츠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스포츠산업을 

“이스포츠와 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

포츠산업을 이루는 구성에 해 남기덕은 이스포츠

라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임과 스포츠, 이를 향유

하는 소비자로 분류하 다[7]. 

본 연구는 이스포츠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이스포츠법 제2조를 반 하여 게임물로서 ‘이스포

츠 종목’, 해당 종목이 겨 지는 ‘이스포츠 회’ 

 ‘이스포츠 리그’, 회에 참가하는 ‘이스포츠 선

수’, 이스포츠 선수가 소속된 ‘이스포츠단’, 이스포

츠를 지원하는 ‘정부  단체’, 종목을 제작하는 

‘이스포츠 종목사’(게임제작사), 그리고 이를 즐기

는 국민을 ‘이스포츠 이용자’로 하여 이스포츠산업

의 구성을 설정하 다. 

2.2 이스포츠산업의 특성

이스포츠의 특성을 분류한 채희상·강신규는   

이스포츠를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스포

츠로 보면서 핵심  특성으로 공정한 경쟁과 시간

제약, 정신과 신체의 응을, 부가  특성으로 사

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과 시청의 재미가 존재한다

고 보았다[8]. 본 연구는 이스포츠 그 자체의 특성

에서 나아가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이

스포츠산업의 황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이스포츠산업의 특성을 분석하 다.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5

― Evaluation of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2.2.1 매체 발 에 따른 이스포츠 소비 변화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스포츠는 더욱 성장하 다. 소규모 경기장(PC방)

에서 치러지던 이스포츠 회는 게임 용 방송 

‘온게임넷’에서 게임 계를 시작한 이래로 경기장을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 나아

가 아 리카TV, 트 치TV 등 개인방송 랫폼, 

유튜  등의 상 랫폼의 등장은 이스포츠에 

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 을 제공하 다. 특히 스

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

서나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9]. 

2.2.2 불안정한 종목 선정

게임물은 다양하나 한국e스포츠 회에서 선정한 

이스포츠 종목은 한정되어 있다. 이스포츠 종목으

로 꾸 히 선정된 게임물도 존재하나 선정 여부가 

매년 바 는 게임물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한 

이스포츠 선수는 인터뷰에서 게임의 수명은 불확실

하고 기복에 민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10].

이스포츠는 게임물을 상으로 하기에 종목이 

불안정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를 포함한 

게임기기가 발 하고 최신 게임이 새롭게 출시된다

[11]. 이에 따라 이스포츠 이용자의 취향과 선호가 

빨리 변화한다. 이스포츠 종목사의 결정도 이스포

츠 종목 불안정성을 높인다. 기본 으로 이스포츠 

종목사는 게임물에 한 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포츠 종목에 한 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12]. 2018. 12. 이스포츠 종목인 ‘히어로즈 오  

더 스톰’의 종목사인 블리자드가 공식 리그를 단

한다고 밝힌 것이 그 이다. 이스포츠 종목에 

한 작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사가 해당 이스포츠 

종목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스포츠 회가 진행될 

수 없다.  사례에서는 이스포츠 이용자들의 자발

인 참여로 리그가 부활했지만,1) 이는 이스포츠 

종목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

2.2.3 이스포츠 선수의 낮은 직업안정성

[Table 1]에는 이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애로사항

이 나타나 있다. 이스포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포츠 선수들은 낮은 직업안정성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Table 1] e-Sports Players’s Difficulties (%) 

이스포츠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 이스포츠 선수활

동을 시작하여 짧은 활동 후 이른 시기에 은퇴한다. 

은퇴 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향후 활동 계획을 갖

고 있지 않은 이스포츠 선수는 불투명한 진로에 

해서 걱정한다. 한 이스포츠 선수는 인터뷰에서 “선

수 생명이 짧고 은퇴 후 미래가 어둡다”고 답했다

[13]. 이스포츠산업에서 핵심 구성인 이스포츠 선수

들의 직업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주요한 특징이다. 

한 이스포츠 선수들은 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균 연 을 조사한 2015 이스포츠 실

태조사에서 이스포츠 선수의 평균 연 이 약 2,487

만 원이라고 한 을 고려하면[14], 이스포츠 선수

들의 연 이 높지 않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2.4 경쟁이 주가 되는 회 내용

이스포츠 이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이스포츠를 소

비한다. 특히 이스포츠 이용자는 흥미와 오락, 성취

감, 극 인 상황, 선수매력 등을 이유로 이스포츠를 

1) 김미희, 블리자드는 포기했지만, 팬들이 되살린 '히오스' 리그, 

게임메카, 2019. 4. 12.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43310 최종접속

일 : 2021. 4. 30.).

구분
진로 

불투명
군복무

은

보수

부정  

인식

고용불

안정

정부지

원부족

2015년
27.4 17.6 9.8 9.8 0 19.6

24.0 28.0 2.0 10.0 14.0 4.0

2016년 55.0 35.0 15.0 0.04 20.0 15.0

2017년 52.5 29.5 26.2 14.8 18.0 21.3

2019년 56.6 33.3 25.3 17.2 14.1 12.1

출처 : 2015 – 2019 이스포츠 실태조사, 복수응답

주 : 상위 6개 항목, 2015년은 1순위와 2순위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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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는데, 이는 스트 스를 해소하고 만족감을 느

끼기 해서이다[15,16]. 이스포츠가 이러한 만족을 

주기 해서는 이스포츠 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이스포츠 종목사가 이스포츠산업에 한 투

자를 확 하여 향력을 높이면서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고 있다. 이스포츠 종목사는 자사 게임물이 

이스포츠 회 통해 수익을 만들어 내고, 홍보로 인

한 이스포츠 이용자 유입과 해당 게임의 수명 연장 

등을 해 이스포츠산업에 참여한다[17]. 이를 해 

이스포츠 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며, 게임패

치를 통해 게임 진행방법이 고착화되어 이스포츠 

이용자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2) 게임패치

가 이루어지면 이스포츠 선수는 이에 응하기 

해서 연습하며 경쟁을 비하게 된다. 

2.2.5 이스포츠에 한 지원정책 부족

이스포츠 선수들은 이스포츠에 한 국민의 부정

인 인식과 정부의 지원정책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민의 부정  인식은 이스포츠와 게임산업

에 걸쳐 요한 이슈인 셧다운제도에 한 국민의 

의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2020 게임이용자 실

태조사에서 1,243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셧다운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

인 반면, 셧다운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8.4%, 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7% 다

[18]. 여성가족부에서 4  독 법안을 제출하여 게

임을 마약, 술, 담배와 같이 보고, WHO에서 게임

독 질병코드를 지정한 것과 같은 규제가 게임산

업 정책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가져왔다[19]. 게

임에 한 이러한 규제가 이스포츠와 무 하지 않

다는 에서 지원정책 부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이스포츠법 개정안 평가

3.1 이스포츠법 개요

이스포츠법은 2012. 2. 17. 이스포츠가 성장잠재

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근거가 미비하여 장

기 이고 체계 인 이스포츠 진흥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을 해결하고자 제정되었다.3) 

이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지방자치단체

의 이스포츠 시설 조성  이스포츠 단체 설립 지

원, 2) 이스포츠 ․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 수립  시행, 3) 기본계획  실행계획 추진

을 한 자 확보, 4) 이스포츠 실태조사 실시, 5) 

문화체육 부에 이스포츠진흥자문 원회 설치, 6) 

이스포츠 문인력 양성 기   이스포츠산업지원

센터 지정, 7) 국제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를 한 사업에 경비 지원, 8)이스포츠 선수 표 계

약서 마련을 들 수 있다. 이스포츠법은 이스포츠 진

흥을 한 추진체계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이스포츠법 개정안의 내용

재 국회에는 2개의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계류 

이다. 먼  정부발의안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한 

정부 원회를 구성하고 운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

므로 이스포츠법 제9조에서 규정한 문화체육 부

장 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 원회를 폐

지하려는 안이다.4)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표로 발의한 개정안으

로 행 이스포츠법의 정의와 범 가 명확하지 않

으며, 다양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선언 이고 지원방법과 차가 구체 으로 규정되

지 않은 을 개선하고자 한다.5) 주된 내용으로는 

실질 인 자  지원 근거의 마련, 선수 등록제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2) 이재오, [기자수첩] 깨진 밸런스와 메타로, e스포츠 재미 샌다, 

게임메카, 2020. 2. 21.(https://www.gamemeca.com/view.php?g

id=1616548 최종접속일 : 2021. 4. 30.).

3) 허원제 의원 발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1804841, 2009. 

5. 13. 

4) 정부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101042, 2020. 6. 26.

5) 허은아 의원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103490, 2020. 9. 3.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7

― Evaluation of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3.3 이스포츠법 개정안에 한 평가

3.3.1 지역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이스포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높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 행 이

스포츠법에서는 이스포츠 경기장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허은아 의원안에서는 이를 해 자 을 지원

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6) 높은 근성이라

는 이스포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은 다른 각도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경기장이 마련되어도 이스포츠 이용자에게 매

력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산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지자체는 경제 인 이유로 이스포츠 경기

장을 마련하고자 할 수 있으나, 스포츠 경기장 건설

이 일자리 증가, 소득 증 ,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

는 증거가 없다는 이 지 된 바 있다[20]. 따라서 

지역 경제 발 이 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경기장 건설 자 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

렵다. 

단순히 이스포츠 경기장을 마련하여 이스포츠 

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스포츠 이용자에게 더

욱 친화 인 방안이 필요하다[21]. 이러한 을 무

시하고 무분별한 이스포츠 이벤트( 회)를 개최한다

면 행정력과 산이 낭비될 수 있다[22]. 한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하나로 보고 지역 

문화인 라 구축과 더불어 정책당국의 문성  

업무능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시행하여야 효과가 

증 될 수 있다[23]. 즉,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기 이 에 이스포츠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하고, 이스포츠 회를 진행하는 인 라  행정력

을 마련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안은 이러한 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 이스포츠 회를 경기장에서 직  람하는 

것이 다른 매체로 즐기는 것을 압도할 매력이 있어

야 한다. 그러한 매력이 없어 이스포츠 회의 성과

가 낮을 것이라면 지역주민들도 지역 이스포츠 경

기에 참여가 조할 것이다[24]. 재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고 이스포츠 단

체를 설립  등록하는 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다. 

행 이스포츠법과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이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정 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회 

 행사를 운 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은 아쉽다. 

3.3.2 이스포츠 단체 자  지원

허은아 의원안 제9조와 제10조는 이스포츠 단체 

자  지원을 한 부  출자에 한 내용을 구

체 으로 규정하여 지원정책 미흡을 개선하고자 하

다. 다만, 자 지원은 행정계획으로서 이스포츠단

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25].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산업을 

규제할 수단으로 작용할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가 이스포츠산업에 하여 산 등을 지원하

면서 이스포츠산업 종사자나 이스포츠 이용자의 요

청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스포츠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스포츠  게임 산업을 규

제한 선례가 있다. 이스포츠에 한 자  지원도 이

러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로 실정과 맞지 

않는 자  신청 기 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이스포츠 단체를 정부정책에 종속시켜 변화가 

많은 이스포츠산업에 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스포츠 단체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

고 이스포츠 진흥을 해 자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행 이스포

츠법에서 미비한 을 보완하여 극 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산업을 지원하도록 한

다. 한 지원을 한 확실한 법  근거를 마련한 

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26]. 해당 개정안이 지원 

정책 부족을 호소하는 이스포츠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6) 현재 부산, 대전, 광주에 지역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이 구축되어 

있으며, 경기 성남시에도 전용경기장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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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스포츠 선수에 한 보호

 한국에는 세계 최정상 수 의 이스포츠 선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회에서 입상하며 게임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것은 한국 이스포츠산

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27].

허은아 의원안에서 이스포츠 선수를 등록하게 하

고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이스포츠 선수를 한 층 더 

보호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역시 존재한다. 먼 , 허은아 의원안 제19조에서 이

스포츠 선수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스포츠 선

수 황을 리하여 이스포츠 선수들을 체계 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스포

츠 종목이 자주 바 는 것과 이스포츠 선수의 활동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이스포츠 선수 등록  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차를 원활하게 하

는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인데, 

이에 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를 규정하는 제20조

는 “문화체육 부장 은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건 한 발 을 하여 공

정한 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고 선언 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문제가 

있다. 허은아 의원안에서도 밝혔듯이 행 이스포츠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선언 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상세한 계획 수립과 실제 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다. 최소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이 

무엇인지라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3.4 이스포츠진흥자문 원회 폐지

행 이스포츠법 제9조에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

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발의 개정안은 이

스포츠진흥자문 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별도

의 정부 원회를 구성하고 운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정부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스포츠진

흥자문 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상황이고, 해당 

원회가 이스포츠 진흥에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

지도 알 수 없다. 별도의 원회를 두지 않을 것이

라면 정부 내 어떤 기 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한 

안건을 문 으로 심의할 것인지 안을 마련해두

어야 할 것이다. 이스포츠에 한 기  에는  ‘e

스포츠 공정 원회’가 있으므로  다른 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 공정 원회

는 이스포츠산업 내 부당행 를 문 으로 다루는 

기 이므로 이스포츠 진흥 반에 한 업무를 처

리하지는 못한다. 한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의 규모

를 고려할 때 별도의 원회를 둘 필요성이 낮다고 

하나, 이스포츠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설득력이 낮다. 

4. 이스포츠법 개선 방안에 한 제언 

4.1 분쟁조정 상으로 스폰서 포함 

이스포츠 스폰서는 이스포츠단의 운  자 과 이

스포츠 선수들의 연 을 지 하여 이스포츠 선수의 

활동과 이스포츠 리그의 운 에 향을 미친다. 

이스포츠단, 나아가 이스포츠 리그 체가 자의

든 타이든 기업의 스폰서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게 이스포츠산업의  상황이다[28]. 한국은 

이스포츠단과 스폰서의 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평가받으나[29], 스폰서의 과도한 향력이 이스포

츠산업에 부정 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다. 

허은아 의원안 제22조의 분쟁조정 원회 분쟁조

정 상에는 이스포츠 단체, 이스포츠 선수  이스

포츠 종목사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포츠단  이

스포츠 리그 체와 스폰서 기업의 역학 계를 고

려했을 때 스폰서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스

포츠단이 스폰서 기업의 산하 단체로 보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하

계가 있으므로 립 이고 어느 정도 권 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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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원회에서 스폰서와 생긴 분쟁을 해결하

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4.2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입 

이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법  지 를 확보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30]. 이스포츠가 스포

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 되었으며[31], 오

히려 둘은 경쟁 계에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32].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스포츠산업진흥법」

(이하, ‘스포츠산업법’이라고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제도 에서 이스포츠산업에 용가능한 제도

는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스포츠법과 스포츠산

업법은 법문은 물론 그 특징도 유사하다. 스포츠산

업법은 타법과의 계에서 독립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책임 하에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지원

하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특징은 이스포츠법에서도 

드러난다. 도입할만한 제도의 로, 창업 지원을 규

정하고 있는 스포츠산업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 

해당 제도의 도입은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는 이스

포츠 선수들의 재취업 는 창업을 제도   정책

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3 사문화된 규정에 한 시행필요

이스포츠법은 선언 인 규정이 상당부분 차지하

며, 법률에 근거만 존재하고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은 제도도 존재한다. 이는 이스포츠법의 각 규정

을 사문화하거나 선언  조항에 그치게끔 하여 법

률의 실용성의 원칙을 배한다[34].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이스포츠진흥자문 원회

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 폐지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법문에 근거가 있는 이상 활성화하고 효율 으로 

운 할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다. 한 해당 원

회는 정부와 이스포츠산업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정이었다. 공공정책의 효과성에 한 국민의 인식

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활성화될수록 높다

[35]. 이스포츠 지원 산이 지속 으로 증가했음에

도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정부의 소통부재 탓도 있다. 

한 이스포츠법 제10조에서 이스포츠 문인력 

양성기 을 지정하고 이에 한 경비를 보조할 것

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스포츠 문인력 양성기

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향후 한국 이스포츠의 

발 을 해서는 문인력 양성기 을 지정하고 양

성과정을 비할 필요가 있다.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이스포츠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문제 을 해결하

는데 도움을  수 있다. 선언 인 규정이 많은 

은 특정 분야에 한 기본법으로서 이스포츠법이 

갖고 있는 내재 인 문제이기는 하나, 지속 으로 

심을 가져 최 한 법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4.4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개선

스포츠산업에서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하여 스포

츠 리그와 구단을 홍보하고 있으며, SNS 등 새로

운 매체의 발달로 인해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리그 

는 구단의 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이 되

어가고 있다[36]. 이스포츠산업 역시 수많은 이스포

츠 스타 선수를 낳으며 외연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성공한 이스포츠 스타의 이면에 존재하는 열악한 

이스포츠 선수들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스포츠 선수는 활동 기간은 짧고, 은퇴 이후 

이스포츠산업 내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 경력

이 단 된다[37]. 이스포츠 선수는 계속되는 경쟁과 

직업안정성의 부재의 굴 에 갇  있으며, 이스포츠 

경기가  엘리트 스포츠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다[38]. 높은 강도의 경쟁과 인 

불안정성은 이스포츠 선수들이 승부조작과 같은 스

포츠맨십에 어 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38].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스포츠 선수

들을 한 회 창설이 제시되었는바, 스포츠 선수

들이 선수 회를 만들어 리그와 계약을 할 때 상

력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39]. 

이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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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스포츠 선수 표 계약서가 이스포츠 선수

들을 보호하는 기능(공정한 계약, 근로시간 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검하

고 감독하여야 한다. 스포츠 선수 표 계약서는 이

스포츠 선수의 권리와 련한 문구는 모호한데 이

스포츠단의 권리와 련한 문구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7) 이스포츠선수의 권리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표 계약서에 반 해 직업환경을 향상해야 한다. 

5. 결론

2013년 2월 미국에서는 이스포츠에 한 문

인 기구인 TeSPA(Texas eSports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는 한국e

스포츠 회를 본떠 설립된 것이다[41]. TeSPA의 

사례는 한국이 이스포츠법을 원활히 운 하면 다른 

나라에도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산업을 분석하여 높은 근

성, 종목 불안정, 이스포츠 선수의 어려움, 치열한 

경쟁, 정책  지원 미흡의 5가지 특성을 도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평가하고 

분쟁조정 상 확 ,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

입, 사문회된 규정에 한 시행,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의 개선 방안도 논의하 다. 본 연

구는 이스포츠산업이 발 하고, 여가정책으로서 이

스포츠법이 국민생활의 질 인 향상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다[42].  

본 연구는 지 까지 이스포츠에 한 연구가 이

스포츠의 양  팽창을 해 노력을 기울인 것에 더

하여 이스포츠산업을 이루는 구성원들에 한 지원

이 질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다는 

의의가 있다[43]. 향후 연구과제로는 코칭스텝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에 해서 분석하 으나 

코칭스텝에 한 쟁 은 연구범 에서 상당 부분 

락이 되었다. 2019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스포츠단에 소속된 코칭스텝의 73.1%가 4  사

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4]. 

국제 회에 참가하여 많은 이의 주목을 받는 이스

포츠 선수들을 무  뒤에서 지원하는 코칭스텝 역

시 이스포츠산업의 요한 구성원이다. 코칭스텝이 

이스포츠산업에 미치는 향과 처우 개선에 한 

연구는 이스포츠산업이 질 으로 성장하는  다른 

발 이 되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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