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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성장하는글로벌 e스포츠산업

▪ 국내외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소폭 낮은 성장세 전망
▪ 게임 중계 관련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이 e스포츠 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출처 : 2020, Newzoo

$776.4M

$957.5M

$1598.2M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 추이 글로벌 e스포츠 항목별 매출 비중

Sponsorship, 

$584,100,000 

Media Rights, 

$163,300,000 

Publisher Fees, 

$108,900,000 

Merchandise&Tickets

, $76,200,000 

Digital, 

$21,500,000 
Streaming, 

$19,900,000 

$973.9M
2020 전체 매출
+1.7% YoY

$973.9M

+18.5% +23.3%

+1.7%
+15.5%



급증하는전세계 e스포츠시청자

▪ 국내외 e스포츠 시청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열혈 팬 223백만명으로 증가 예상

출처 : 2020, Newzoo

2018 2019 2020 2023

글로벌 e스포츠 시청자 수 추이 2020년 글로벌 e스포츠 시청자 유형

395M

443M

495M

646M

495Me스포츠
열혈 팬

223M

간혹 e스포츠를
시청하는 사람

272M

+17.9%
+23.3%

+11.7%
+10.4%

CAGR 2018-2023



e스포츠대회우승상금랭킹현황

국가별 e스포츠 대회 상금 랭킹 Top 10

출처 : 2020, Esportsearnings

NO. Country Earning Tournaments

1 미국 $8,388,318 2391

2 중국 $3,506,503 429

3 한국 $2,564,931 600

4 브라질 $2,416,199 533

5 러시아 $2,154,085 554

6 프랑스 $1,820,531 529

7 덴마크 $1,745,324 211

8 영국 $1,492,506 385

9 캐나다 $1,466,153 383

10 독일 $1,457,125 562

팀별 e스포츠 대회 상금 랭킹 Top 3

1위
Spacestation Gaming

$1,153,049

32 Tournaments

2위
Team Secret

$772,938

44 Tournaments

3위
Team Liquid

$745,112

117 Tournaments

선수별 e스포츠 대회 상금 랭킹 Top3

1위
Paulo Damo da Rosa

$300,000

브라질

2위
Sven Magnus Carlsen

$264,420

노르웨이

3위
Troy Jaroslawski

$210,000

캐나다

▪ 국내외 e스포츠 산업 확장에 따라 e스포츠 대회 우승 상금 규모가 점차 확장 추이
▪ 국가, 팀, 선수 별 e스포츠 대회 상금 랭킹 1위는 미국, Spacestation Gaming 팀, Paulo Damo da Rosa 선수



e스포츠시청자이용행태

▪ e스포츠는 주요 시청자는 남성(71%)이며, 16-35세에서 높은 비중 차지
▪ e스포츠 열혈 팬 중 3명 중 1명은 20-25세
▪ e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성별 및 연령 별 e스포츠 이용 비율 e스포츠 종목별 시청 시간 Top 5

* 2019년 e스포츠 종목별 트위치, 유튜브, 믹서 시청시간

출처 : 2019, Globalwebindex

NO. 게임 디바이스 시청 시간

1 리그 오브 레전드 PC 348.8M

2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PC 215.0M

3 도타 2 PC 198.9M

4 오버워치 PC 109.9M

5 하스스톤 PC 37.0M

16-24세, 

38%

25-34세, 

35%

35-44세, 

19%

45-54세, 

6%

55-64세, 

3%

AGE

20-25세
열혈 팬 중
3명 중 1명

남성

71%
여성

29%



e스포츠매체 - Inven Global

▪ 대한민국의 게임 전문 웹진이자 커뮤니티인 Inven을 본부로 하는 글로벌 사이트
▪ 북미 및 유럽 내 인기 E스포츠 웹진으로 북미 약 40% , 유럽지역 약 20%의 인벤 이용 유저에게 효율적인 광고 송출 가능
▪ 인벤 커뮤니티 및 특집페이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게임 프로모션 진행 가능

*상기 이용자 데이터는 인벤 글로벌 내부 통계 수치 참조

43%

17%

18-24세 24-34세

북미&유럽 지역
이용자 비율

60 %

인벤글로벌
특집 페이지 개설

+
관련 콘텐츠 작성

인벤글로벌
커뮤니티 오픈

+
관련 콘텐츠 작성

남성

88%
여성

11%

Inven Global 이용자 데이터 Inven Global 대표상품



e스포츠매체 - Twitch

▪ 전 세계 최대의 게임 중심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게임 관련 관심도가 높은 유저에게 광고 도달 가능
▪ 영상광고 시청을 통해 스트리머를 지원하는 구조로, 유저들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영상광고 100% 시청 유도 가능
▪ 트위치 홈페이지 메인과 게임/채널 탐색 섹션 등 다양한 접점에서 유저에게 리치 가능

*상기 이용자 데이터는 인벤 글로벌 내부 통계 수치 참조

41%

32%

18-24세 24-34세

전 세계
트래픽 & 참여도 순위

33 위

SureStream AD
(Video AD)

Cross Screen AD
(Video AD)

Super Leaderboard
(Display AD)

*Twitch 광고상품은 국가별/상품별 진행 예산이 상이한 점 참고 바랍니다.

미국
트래픽 & 참여도 순위

14 위남성

65%
여성

35%

Twitch 이용자 데이터 Twitch 대표상품



e스포츠매체 - Reddit

▪ 미국 내 인기 소셜 뉴스 웹사이트로, 다양한 게임 및 E스포츠 관심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광고 노출 가능
▪ upvotes, downvotes 및 댓글 스레드를 포함한 표준 레딧 게시물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여 유저들의 광고 피로도 감소 가능
▪ 레딧 내 특정 주제의 커뮤니티 타겟팅이 가능하여 고관련 유저들에게 광고 리치 가능

*상기 이용자 데이터는 TechJunkie & Alexa 참조

Promoted Post 
&

Video Ad Units
Takeover Ad Units

*Takeover Ad Units 상품은 지면별 예산이 상이한 점 참고 바랍니다.

미국
트래픽 & 참여도 순위

6 위

42%

14%

18-24세 30-49세

전 세계
트래픽 & 참여도 순위

18 위

미국
트래픽 & 참여도 순위

6 위남성

71%
여성

29%

Reddit 이용자 데이터 Reddit 대표상품



게임인플루언서

▪ 게임 스트리밍 인플루언서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 서브 채널로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순으로 활동

* 2020년 8월 11일 기준

Top 5 YouTubers

Top 5 Twitchers

PewDiePie
국가 : 미국

동영상 수 : 4,195

Subscribers

106M
Avg.Views

3.98M

Fernanfloo
국가 : 엘살바도르

동영상 수 : 537 

Subscribers

37.5M
Avg.Views

21.09M

JuegaGerman
국가 : 칠레

동영상 수 : 1,734 

Subscribers

40.7M
Avg.Views

3.17M

elrubiusOMG
국가 : 스페인

동영상 수 : 823 

Subscribers

38.3M
Avg.Views

11.91M

VEGETTA777
국가 : 스페인

동영상 수 : 6,051 

Subscribers

30.6M
Avg.Views

1.18M

출처 : 2020, Noxinfluencer

Ninja
국가 : 미국

Followers

14.68M

Myth
국가 : 미국

Followers

6.49M

Tfue
국가 : 미국

Followers

8.13M

shroud
국가 : 캐나다

Followers

7.05M

summit1g
국가 : 미국

Followers

5.32M

글로벌 주요 인플루언서

https://www.youtube.com/channel/UC-lHJZR3Gqxm24_Vd_AJ5Yw
https://twitter.com/pewdiepiehttps:/twitter.com/pewdiepie
https://instagram.com/pewdiepie
https://www.youtube.com/channel/UCV4xOVpbcV8SdueDCOxLXtQ
https://twitter.com/Fernanfloo
https://www.instagram.com/fernanfloo
https://www.facebook.com/FERNANFL00
https://www.youtube.com/channel/UCYiGq8XF7YQD00x7wAd62Zg
http://instagram.com/germangarmendia
http://facebook.com/germangarmendia
https://www.youtube.com/channel/UCXazgXDIYyWH-yXLAkcrFxw
https://twitter.com/Rubiu5
https://www.facebook.com/ElrubiusOMG-337992166223323
https://www.youtube.com/channel/UCam8T03EOFBsNdR0thrFHdQ
https://twitter.com/vegetta777
http://instagram.com/vegetta777
https://www.facebook.com/Vegetta777paginaoficial
https://www.twitch.tv/ninja
https://www.youtube.com/channel/UCAW-NpUFkMyCNrvRSSGIvDQ
https://www.instagram.com/ninja/
http://twitter.com/Ninja
https://www.twitch.tv/tfue
https://www.youtube.com/user/TTfue
https://www.instagram.com/tfue
https://twitter.com/TTfue
https://www.twitch.tv/shroud
https://www.youtube.com/shroud
https://www.instagram.com/shroud/
https://twitter.com/shroud
https://www.facebook.com/Myth-2040249282874363/?modal
https://www.twitch.tv/Myth
https://www.youtube.com/Myth_YT
https://www.instagram.com/tsm_myth
https://twitter.com/tsm_myth
https://www.twitch.tv/summit1g
https://www.youtube.com/channel/UC9XKrQI5N24RDzZA8fheEjg
https://twitter.com/summit1g


e스포츠마케팅사례

▪ 루이비통, 혼다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새로운 ‘영(Young) 마케팅’으로 부상
▪ 영타겟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시, e스포츠 영역 디지털 마케팅 확장을 통한 고객 경험 확장 가능

출처 : 2020, Competitive.info

2019 LoL 월드 챔피언십을 통해 다양한 제휴 마케팅 진행
‘2019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 트로피 케이스 최초로 제작

이는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영타겟 대상의 마케팅 방안으로
고객 경험 확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

루이비통, e스포츠를 통한 제휴마케팅 활발

2020년 4월 NHL Player Gaming Challenge 진행

경기에 캐릭터가 아닌 각 팀의 실제 선수가 등장하며
TV & 온라인으로 경기 방송 진행

이는 하키 팬에게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E스포츠에서 그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혼다 만의 창의적인 마케팅

혼다, NHL 플레이어 게이밍 챌린지



THANK YOU

더 많은 트렌드/마케팅 자료는
www.jnjinteractiv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