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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스포츠 팬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특성 및 양상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경쟁 구도로 진행되는 e스포츠 경기에서 경기의 결과는 팀

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스포츠 팬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이들

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승패 정보를 접하고 감정과 의견을 공유하는데, 특

히 패배라는 정보를 접했을 때 팬은 불안감과 불편함 같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수

단으로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인지 

부조화에 대한 반응의 파급 양식은 팬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소셜미디어 참여관찰을 통해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e스포츠 팬의 인지 부조화

와 그 해소 과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e스포츠 팬이 경기 결과에 대한 

게시글을 쉽게 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

티 공간인 페이스북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

포츠 리그인 LCK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T1 팀의 팬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스포츠 팬의 인지 부조화 과정과 구체적인 부조화 해소 방식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인지 부조화 이론과 의사결정 후 부조화 감소 전략을 적용하였

다. 또한, 팀 정체성에 따라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행동 참여의 관점에서 팀 정체성을 구분하여 부조화 해소 유형에 차

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LCK를 중심으로 살펴본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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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팀을 선택한 이후, 즉, 팀 선택 결정 과정에서는 ① 자신의 인지를 변경하는 유

형과 ② 패배한 경기를 재해석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유형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한 팀을 바꾸거나 팀에 속해 있기를 거부하는 유형은 상당히 드물었다. 경기 시

청 결정 과정에서는 경기 시청 취소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유형 또한 극소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집단 소통 과정(사회적 의견 불일치)에서 다른 의견

을 무시하는 부조화 해소 유형이 있었다. 셋째,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은 패배라는 경

기 결과를 접했을 때, 인지 부조화를 경험해도 쉽게 팀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는 CORFing과 BIRFing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팀 정체성

이 높은 팬은 팀의 패배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부조화를 해소

하려는 CORFing을 행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팀이 패배해도 팀에 대한 지지를 지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BIRFing을 통해 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장점을 새롭게 찾거나 기존의 장점을 강조하

는 방식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인지부조화를 해소했다. 즉, 자신의 인지

를 바꾸거나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부조화를 해소했다. 반면, 팀 정체성이 

낮은 팬은 부분적으로 응원하는 팀을 옮기거나 경기 시청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

조화를 해소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e스포츠 팬덤 내부에서 나타나는 인지 부조화 경

험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e스

포츠 팬이 경기 결과에 있어서는 프로스포츠와 팀 정체성, 인지 부조화에 관한 연구

에서 예측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조화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e스

포츠 팬덤의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팬 정체성과 관련된 부조화 해소 유형을 분

석한 본 연구가 커뮤니티의 e스포츠 팬 행동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e스포츠,  팬덤,  인지 부조화,  팀 정체성,  의사결정,  사회적 의견 불일치,  상대적 

매력도,  부조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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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0년대 국내에 e스포츠 산업이 자리 잡은 이래로 e스포츠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398.3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2018

년 국내 e스포츠 시장 규모인 1,138.6억 원과 비교해 보면 259.7억 원

(22.8%)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도 이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17.9%에 달한다.1)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성장과 함께 e스포츠 관객 수도 함께 증가해왔는데 2017년 

약 3억 4천만 명 규모였던 글로벌 e스포츠 관객 수는 2019년 약 4억 5천

만 명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2년에는 약 6억 5천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 e스포츠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 산업 중 하나로서 그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스포츠의 성장으로 대중음악, 드라마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

에서의 팬덤 현상이 e스포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3) ‘임요환’, ‘홍진호’, 

‘이상혁(페이커)’ 등 스타 프로게이머의 등장과 그들의 플레이에 열광하

는 팬덤이 형성되면서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청

하는 게임으로 e스포츠의 영역이 확장되었다.4) 2005년 11월 기준, 당시 

팬카페 회원수를 살펴보면, ‘테란의 황제’로 불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

머 임요환 선수는 동방신기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형성하

1) 김영준,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472-473쪽.

2) Newzoo, ｢Newzoo Global Esports Market Report 2019 (Light Version)｣, ESPORTS 

AUDIENCE GROWTH 그래프 참고., 2019, p.23, 

3) 강신규, 채희상, ｢문화적 수행으로서의 e스포츠 팬덤에 관한 연구: 팬 심층인터뷰 분석

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18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7쪽.

4) 권세환, ｢e스포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시장｣, �KB지식비타민 보고서�, KB금융지

주경영연구소, 201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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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5) 이는 e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팬덤이 이미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e스포츠 팬덤의 형성에는 소셜미디어

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저비용으로도 대중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스포츠 

조직과 프로스포츠 팀들은 팬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매체

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왔다.6) 소셜미디어를 통해 e스포츠 팬들은 관심 

있는 e스포츠 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다른 팬들과 의견, 감정을 주

고받는 등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팬덤을 형성한다.

특히 e스포츠 팬덤은 팀 간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여부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에 속해 있던 선수들의 잦은 

이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또는 팀을 둘러싼 환경이 자주 변화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e스포츠는 지역연고제로 진행되지 않기 때

문에 e스포츠 팬은 지역적 감정이 배제된 상태의 팀 정체성을 지니게 되

고, 승패 여부에 집중하여 감정을 표출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이렇듯 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의 승패 여부는 

e스포츠 팬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팀이 승패에 있어 열위의 상태

에 머무르는 경우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팀의 패배라

는 정보를 접함에 따라 느끼는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노

력한다.

한편, 인지 부조화 이론은 Festinger(1957)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사람이 자신의 태도, 신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여 불안함, 불편함 등의 

5) 2005년 11월 기준, 팬카페 회원수 1위는 동방신기로 약 97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며, 

임요환 선수가 약 6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2위를 차지했다. [그때 그시절, “2005년 

임요환의 팬카페 회원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 

No=28903985&volumeNo=9669385, 2017년 9월 19일 업로드. (검색일 2022년 4월 16일).

6) L. Wallas, J. Wilson & K. Miloch, “Sporting Facebook: A content analysis of 

NCAA organizational sport pages and Big 12 conference athletic department 

p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4(4), 2011, pp. 4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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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사람

들은 자신의 신념에 일종의 일관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7) 이

를테면, e스포츠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선택하고 해당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지면 팀에 대한 팬

의 신념은 현실과 충돌하여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인지 부조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부조

화적 관점에서 여행상품 정보탐색과 구매 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8) 소비자연구에서는 가전제품 구입 후 겪는 주부소비자의 인지 

부조화와 준거집단 민감성 및 자민족중심주의가 가전제품 구매의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는 충동구

매 성향과 인지부조화 경험 감소의 관계를 TV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 이처럼 관광, 소비자연구, 마케

팅 등에 이르기까지 인지 부조화가 연구되어 왔지만 e스포츠 산업에서 

소비자로 일컬어지는 팬의 인지 부조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

었다. 

스포츠 조직들과 프로 스포츠팀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와 

7) L. Festinger,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pp. 2-3.

8) 백규리, 유재호, 이계희, ｢여행상품 구매 후 여행소비자의 인지부조화와 조절초점성향

에 따른  정보탐색 및 구매 만족의 차이｣, �관광연구저널�, 제35권(제8호), 한국관광연

구학회, 2021, 141쪽.

9) 황미진, 황용희, 이완수, ｢주부소비자의 준거집단 민감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수입 가

전제품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지부조화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제1호), 한국소비자원, 2015, 91쪽.

10) 문병주, 정성광, 차경천,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에 따른 충동구매 성향의 유형에 

관한 연구: 인지부조화 경험의 감소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제37권(제2호), 한국

마케팅학회, 2022, 24쪽.



76  문화콘텐츠연구 제26호

팬의 관점에서 소셜미디어에서의 스포츠팬 행동, 더 나아가 좋아하는 운

동선수에 대한 스포츠팬들의 관심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

나,11) e스포츠 분야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e스포츠 팬덤의 특성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기존에 진행된 e스포츠 팬덤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정헌목(2009)은 프로스포츠의 주요 구성요소인 생산자(팀 ․기업후

원), 노동자(선수), 소비자(팬) 중 팬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e스포츠

를 즐기는 이유와 향유 방식에 대해 논의하며 스포츠의 관점에서 e스포

츠 팬덤이 갖는 특성을 연구했다.12) 강신규, 채희상(2011)은 e스포츠 팬

덤을 일종의 스포츠 팬덤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며 e스포츠 팬덤만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프로게이머를 둘러싼 팬덤 현상에 주목하여 e스포

츠 팬덤이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려 시도했다.13)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e스포츠 팬덤 전반에 주목하여 e스포츠 팬덤 내부의 세부적 

특성 및 양상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선

행 연구들은 e스포츠 팬과 팬덤을 대상으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으나, 특정 e스포츠 종목이나 e스포츠 팀 내부에서 각기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e스포츠 팬덤 내 구체적인 특성까지 밝히지는 못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e스포츠 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OL Champions Korea, 이하 LCK)를 선정하여 e스

포츠 팬덤 중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태도 변

화와 인지 과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LCK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인기 있는 e스포츠 리그 중 하나로, 팬덤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즉, 

11) 김가영, 김채호, 김유겸, ｢본질적 팬덤과 동일시 및 온라인 구전의도의 관계: 미국 대

학생들의 스포츠팬덤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1권(제1호), 한국스포

츠산업경영학회, 2016, 3-4쪽.

12) 정헌목, ｢스타 게이머 팬클럽을 통해 본 e스포츠 팬덤의 형성과정과 특성｣, �비교문화

연구�, 제15권(제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9, 54-56쪽.

13) 강신규, 채희상, 앞의 글,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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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e스포츠 팬덤에서 팬들의 행동과 감정 등의 반응은 더 다양하게 나

타난다. 따라서 e스포츠의 패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나타

나는 팬들의 반응에 주목하여 팀 정체성을 중심으로 e스포츠 팬덤의 인

지 부조화 과정과 그 해소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e스포츠와 팬덤 문화

팬덤은 광신자, 열정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Fanatic’의 ‘팬(Fan)’과 

영지, 집단 등 특정한 집단의 세력권을 의미하는 ‘덤(-dom)’의 합성어

로, 특정한 대중음악 스타 혹은 특정 문화 산물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14)15) 팬들은 사소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이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팬덤은 일반적

으로 어떤 주제에 매료된 사람들의 집단에 적용되지만 본래는 스포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팬덤은 ‘개개인의 상호 연결

된 소셜 네트워크’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6) 인터넷의 발

달로 인해 인터넷 중심의 팬덤 규모가 확대되었고 팬덤을 이루는 구성원

도 더욱 다양해졌다. 누구나 팬덤의 구성원으로서 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지와 애호 중심의 전통적 팬과 더불어 열성적인 팬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팬이라고 여기는 사람부터 팬덤 활

동에 참여하지만 스스로를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까지 대상에 대

한 관심, 활동의 동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팬덤의 층이 형성되었다. 이는 

14) 박현길, ｢소셜 팬덤｣, �마케팅 2021�, 제55권(제4호), 한국마케팅연구원, 2021, 40쪽.

15) 임재민, 김대현, ｢팬덤 문화의 생산과 수용방식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42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6, 319쪽.

16) 팬덤, https://ko.wikipedia.org/wiki/%ED%8C%AC%EB%8D%A4 (검색일자: 2022

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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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활동이 더 이상 소수 열성팬 중심의 비주류 문화가 아님을 의미하

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참여 문화적 콘텐츠 소비 및 생산 양식으로 자

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17)

e스포츠 경기는 경쟁 구도도 진행되기 때문에 e스포츠 팬덤은 경기의 

승패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패배했을 때,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이적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

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e스포츠 팬은 이적하는 선수를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적한 선수와 상관없이 팀에 잔류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또는 팀을 둘러싼 환경

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e스포츠 팬들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

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e스포츠 팬덤의 특징은 프로스포츠 팬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프로스포츠 또한 경쟁 구도의 팀 또는 선수가 존재하며, 선수의 이

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스포츠 팬덤과 e스포츠 팬덤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지지 없

이 존속하기 힘들며 구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연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18) 지역연고제 기반의 프로스

포츠는 지역적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대중의 소속 본능과 지역적 연대

감을 충족시켜주고 사회를 결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9) 따라서 

프로스포츠 팀 내 선수들의 이적은 지역을 기반으로 결속된 팬들에게 쉽

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이는 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기

존의 스포츠 팬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팬의 소비 행동에 대한 주요 선행 

요인으로 밝혀진 팀 정체성은 좋아하는 팀에 대해 지니는 소속감 또는 심

17) 최순욱, 최성인, 이재현, ｢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팬덤 분석 - BTS M/V의 시청, 댓글 

상호작용, 밈 영상 제작｣, �한국언론학보�, 제64권(제1호), 한국언론학회, 2020, 18쪽. 

18) 최명수, 김장환, 이효경,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연고 프로스포츠팀 동일시와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0권(제1호), 한국사회체육학회, 2010, 269쪽.

19) 임번장, �스포츠사회학개론�, 레인보우북스, 2010,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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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연결에서 나타나며, 팬의 소비 행동을 예측 및 촉진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20)21)22) 이러한 스포츠 팀 정체성에 대한 연구 중 지역

사회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스포츠 팀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는 프로스포츠에 있어 지역 연고가 팬들에게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3)24) 즉, 프로스포츠 팬들은 팀이 대표

하는 연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스

포츠 팬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연고에 기반한 감정적 변화와 

의견 교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스포츠의 경우, 온라인을 중심

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LCK e스포츠 팀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지역을 기반으로 팀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게임 플레이 실력

을 갖춘 길드 또는 클랜에서 e스포츠 팀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프로스

포츠와는 달리 지역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e스포츠 팬들은 

지역적 감정은 배제된 채 주로 온라인을 통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즉, 

e스포츠 팬들은 온라인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커뮤

니티를 중심으로 경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드러낸다.

이처럼 e스포츠 팬은 지역적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온라인을 중심으

로 소통하지만, 승패 여부에 집중하여 감정을 표출하고 의견을 제안한다

는 점에서는 프로스포츠 팬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승패에서 열

위의 상태에 머무는 것과 같은 팀의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적 

20) H. Kwon, G. T. Trail & D. Anderson, “Points of attachment (identification) and 

licensed merchandise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Management, 

7, 2006, pp.347-360.

21) D. Funk & J. James, “The psychological continuum model: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connection to sport”, Sport 

Management Review, 4(2), 2001, pp.119-131.

22) 이용재, 강준호, 김유겸, ｢지역사회정체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스포츠팀 정체성에 미치

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제20(제3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09, 568쪽.

23) 위의 글, 579-580쪽.

24)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2 :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인물과 사상사, 

2003, 104-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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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이처럼 팀의 실패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해

소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 대한 반응의 파급양식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팬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e스포

츠 팬덤 내부에서 팬들의 인지 부조화와 그 해소 방식의 차이에 따라 팬

덤의 유지, 소멸 또는 확대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조

화한 인지를 해소하려는 e스포츠 팬의 전략적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발생 과정

페스팅거(1957)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두 가지 모순되는 인지 요소를 가

질 때 나타나는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로 정의했다.25) 특히,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부조화(Dissonance)는 개

인이 경감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긴장상태로 인지 부조화는 인지, 행동 

혹은 환경적 요소들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26) 이러한 

인지 부조화 상태는 심리적 불편함과 긴장을 유발하는데 사회심리학자들

은 사람들이 조화를 찾음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이처럼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일관성을 지키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밝혀왔다.27)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 태도 혹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조화에 의한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스포츠 팬을 예로 들자면, 부조화를 겪은 스포

츠 팬은 경기 결과에 있어 ‘심판, 팀 관리자 혹은 자신을 탓함’으로써 부

25) L. Festinger, ibid, pp.2-3.

26) V. A. Harris, H. Tamler, “Reinstatement of initial attitude and forced-compliance 

attitude chang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4(1), 1971, pp.127–134.

27) 주혜진, ｢수퍼우먼의 비애: 소수자들의 인지부조화 경험과 상징적 자기-완성｣, �한국

사회학�, 제48집(제5호), 한국사회학회, 2014,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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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해소할 수 있다.28)

부조화 이론은 스포츠 분야에서 실적이 저조한 팀을 수년간 지원하면 

과거 행동과 팀에 대한 현재 관점 사이의 인지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성공하지 못한 팀의 팬은 팀이 지는 것을 지켜보는 불편한 경

험을 포함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합리화해야 하기 때문이다.29) 

특히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 전반에 걸쳐 팀에 감정적, 시간적, 재정적 투

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30) 하지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에 채택

하거나 거절하려고 한 결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전의 결정을 내

린 후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이미 했을 것이며, 상당한 비용을 들였을 것이

기 때문이다.31) 따라서 투자한 노력이 클수록 해당 가치를 높게 평가하

게 되고 투자한 노력을 정당화하려는 매몰 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

를 범하게 된다.32)

이러한 특징은 e스포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e스포츠 팬은 온라

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는 데 시간을 소비

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거나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자 한다. 오프라인 경기 관

람의 경우에는 경기장까지의 이동, 티켓 구매 등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28) S. Pradhan, “Say What?: An Overview and Proposition of the Dissonance- 

Threat Model of Fa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 Society, 

10(4), 2019, pp.1-2.

29) M. Newson, M. Buhrmester & H. Whitehouse, “United in defeat: shared suffering 

and group bonding among football fans”, Managing Sport and Leisure, 2021, 

pp.1-18.

30) S. Reysen, N. R. Branscombe, “Fanship and fandom: Comparisons between 

sport fans and non-sport fans”, Journal of Sport Behavior, 33(2), 2022, pp. 

179-181.

31) 에버렛 M. 로저스, (Diffusion of Innovations), 김영석, 강내원, 박현구 옮김, �개혁

의 확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00쪽. 

32)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 (Psycho? Logisch!: Nützliche Erkenntnisse der Alltagspsychologie), 

김희상 옮김, �마음의 법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포레스트북스, 

2022, 69-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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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e스포츠 팬은 팀을 응원하고 팀의 팬덤

에 속해 있는 과정에서 팀이 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는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스포츠 팬

은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부조화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

기 위한 행동을 행할 수 있다.

3. 팬덤 내 부조화 감소 방법 : 의사결정 후 부조화 감소

부조화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부조화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압력

을 받으며,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 e스

포츠 팬덤 내에서도 이처럼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으

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페스팅거(1957)는 그의 저서 인

지 부조화 이론(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에서 부조화가 발

생하는 원인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인지 부조화 감소 방법을 제시하고 있

으며, 그 중 e스포츠 팬덤 내 팬들이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의사결정 후 부조화 감소 방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페스팅거에 의해 제

시된 의사결정 후 3가지 인지 부조화 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33) (1) 의

사결정 변경 또는 취소, (2) 선택지에 대한 인지 변경, (3) 선택지들 간 

인지적 중첩 형성이다.

사람들은 조화에서 오는 편안함보다 부조화로 인한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의사결정 변경 또는 취

소’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거나 다시 결정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의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자신을 두는 방법이다. 하지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반드

시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결정의 번복이 부조화를 

33) 레온 페스팅거,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김창대 옮김, �인지부조화 이론�, 나남, 

2016, 5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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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결정 이후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은 ‘선택지에 대한 

인지 변경’이다. 의사결정 이후의 부조화는 선택되지 않는 선택지의 매력

적 특성과 선택된 선택지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인지요소들 때문에 발생

한다. 이러한 경우, 인지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선택된 선택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선택한 선택지에 대한 

장점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것, (2) 선택한 선택지의 새로운 장점을 생각

해내는 것, (3)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보 발견 또는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선택지와 관련된 인지요소들이 비슷할

수록 부조화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선택지들 간 인지적 중첩을 형성’

하면 의사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인지적 중

첩(cognitive overlap)은 자신이 선택한 선택지에서 선택하지 않은 선

택지의 긍정적 요소와 동일한 요소를 발견하거나 그 요소를 새로 만듦으

로써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항상 성공

하는 것은 아니며,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부조화가 줄어드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상황과 환경, 과거 경험 등에 따라 부조화

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부조

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부조화 감소 방법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

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또는 변화된 부조화 감소 방법을 시도

할 수 있다.

4. 팀 정체성과 인지 부조화의 감소

팀 정체성(Team Identification)은 팬이 좋아하는 팀에 대해 지니는 

개인의 소속감 또는 심리적인 연결에서 나타나며, 팀 정체성이 높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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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자아를 팀으로 확장하여 팀에 대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34)35)36) 이러한 팀 정체성을 지닌 팬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

는 팀에 대한 메시지, 정보를 접할 때 이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된다. 자신의 인지, 믿음,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메

시지에 노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적 부조화는 불편한 상태로 간주되

기 때문에 팬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37)38)

특히 관전 스포츠의 경우,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

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하는 것처럼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는 메시

지에 노출되어도 쉽게 팀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그들은 좋아하는 팀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거나 부정적 감

정을 느끼거나 메시지의 출처를 깎아내리는 형태로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한다.39) 반면, 팀 정체성이 낮은 팬은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

로 팀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는 e스포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e스포츠 팬의 팀 정체성에는 스포츠와 달리 지역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소속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정

적 메시지나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팀 정체성을 지닌 e스포츠 

34) Funk & James, ibid, pp.119-131.

35) Edward R. Hirt, “Costs and benefits of Allegiance: Changes in Fans’ Self- 

Ascribed Competencies After Team Victory Versus Def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5), 1992, p.725.

36) W. E. Schafer, “Some Social Sources and Consequences of Interscholastic 

Athletics: The Case of Participation and Delinquency”,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1), 1969, pp.63-79.

37) C. E. Osgood & P. H. Tennenbaum, “The principle of congruity in the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Review, 62, 1955, pp.42–55.

38) D. J. O’Keefe, Persuasion: Theory and research, Thousand Oaks, 2002, pp. 

77-79.

39) D. H. Kwak, Y. K. Kim, M. H. Zimmerman, “User-versus mainstream-media- 

generated content: Media source, message valence, and team identification and 

sport consumers’ respons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3(4), 2010,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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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의 부조화 과정과 감소 전략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조화한 인지 처리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팀 정체성이 높은 팬과 낮은 팬이 자신의 

인지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부조화 감소 전

략은 스포츠와 e스포츠가 유사하다. 팀 정체성이 낮은 e스포츠 팬은 부

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프로

스포츠처럼 선수들의 계약기간이 짧아 이적이 잦은 e스포츠 환경에서는 

더 쉽게 팀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1. 소셜미디어 참여관찰

e스포츠 팬은 하나의 팀을 선택하여 응원함으로써 자신이 응원하는 팀

이 승리하기를 바라게 되고 이에 팀이 패배를 했을 경우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팀의 승리를 소망하는 팬들은 경기 관람 이후 패배라

는 모순된 상황에 심리적으로 불편함, 분노,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

을 느끼게 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다른 팬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인지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감

정을 공유하고,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한다.

Johnson & Kaye(2004)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는 

블로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고,40) 이에 대한 근거

는 신뢰도가 낮은 출처가 신뢰도가 높은 출처보다 때때로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입증된 기존의 연구에 근거한다.41)4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40) T. J. Johnson & B. K. Kaye, “Wag the blog: How reliance on traditional media 

and the Internet influence credibility perceptions of weblogs among blog 

use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3), 2004, pp.6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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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로 이해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즉,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팬을 

연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e스포츠 경기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타 스포츠에 비해 e스포츠 팬들의 주 활동 공간은 온라인 커뮤

니티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e스포츠 팬의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연

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러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페이스북(Facebook)은 가장 빠르게 성장

해왔으며 다양한 사용자층을 이루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페이스북은 

27억 9,700만 명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를 기록했으며,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다음으로 많

이 이용되는 소셜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43) 2022년을 기준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1부 리그인 LCK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팀 모두 팬과 소통

하기 위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들과 경기

에 대한 콘텐츠가 팬들에게 자주 공유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또한 LCK 

10개 팀 모두 계정이 있으나 경기의 승패여부를 공유하고 있진 않으며, 

인스타그램 특성상 주로 선수들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 위주로 많이 업로

드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기에 따른 팬들의 반응을 살피

기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팬들은 공식 계정에 올라

오는 경기 승패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를 접하며 ‘좋아요(like)’, 댓글 등

으로 자유롭게 감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 또

41) T. Hill, N. D. Smith & M. F. Mann, “Communicating innovations: Convincing 

computer phobics to adopt innovative technolog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U. S.), 13, 1986, pp.419–422.

42) P. M. Homer & L. R. Kahle, “Source expertise, time of source identification, 

and involvement in persuasion: An elaborative 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Advertising, 19(1), 1990, pp.30–39.

43) ｢2021 소셜 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보고서｣, �한국사회학�, 디엠씨리포트(DMCREPORT), 

트렌드브리프: 기획보고서, 202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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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공식 페이지에 대한 팔로우 및 ‘좋아요’를 

통해 자신이 해당 팀의 팬임을 드러낼 수 있고, 페이스북 ‘우수 팬 배지’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성도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시즌과 2021년 6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시즌에 업로드된 패배한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 내용을 참

여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임단 T1의 팬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

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는 라이엇 게임즈

(Riot Games)에서 2009년에 출시한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게임으로, 대표적인 e스포츠 종목이다. 2012년 온게임넷(OGN)

에서 주최한 첫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리그인 ‘LOL 인비테이셔

널’에 이어 ‘LOL 챔피언스’를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지역 리그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국제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

피언십이 열리는 가을을 제외하고 1년에 총 3번의 대회(Spring, Summer, 

Winter)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Kespa(한국e스포츠협회)에

서 2015 시즌 e스포츠 리그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2015년부터 대회명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로 변경되었으며, 대회 형식

이 기존의 토너먼트 방식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바뀌었다. 1년에 3번 개

최되던 이전과 비교하여 1년에 Spring, Summer 시즌 2번만 개최하며, 

2015년 Summer 시즌부터는 10팀으로 리그를 확장하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는 3개의 국제 대회와 12개의 지역 리그

로 이루어져 있으며,44) 4대 메이저 지역 리그 중 하나인 한국의 LCK는 

국내에서 가장 큰 e스포츠 리그로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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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e스포츠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가장 큰 규모의 국내 

리그인 LCK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2년 창단 이래 SK telecom T1(2014~2019), T1(2019~)의 이름으

로 오랫동안 LCK에서 활동하며 LCK 최다 우승 기록과 가장 큰 규모의 

팬덤을 보유한 T1 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도 다수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의 ‘T1 League of Legends/T1 

리그오브레전드’ 공식 페이지는 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

다.45)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기인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에서 최다 우승을 기록하여 많은 팬들이 T1 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

고 있다. T1 팀 페이스북 페이지의 팔로워 수가 많은 만큼 경기 종료 후

에 업로드되는 공식 게시글에서 팬들의 댓글 반응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2020년 LCK 서머 시즌 우승과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이루어 

낸 DK 팀46)은 2021년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팀의 체급

도 향상된 경향이 있었으나, T1 팀은 신인 선수들의 합류로 라인업이 확

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2021년 경기 성적은 비교적 아쉬운 결과를 보

44) 2022년 기준, 3개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hip)’,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The Mid-Season 

Invitational)’, ‘올스타전(League of Legends All-Star Event)’이며, 12개의 지역 

리그는 한국(LCK), 북미(LCS), 유럽(LEC), 중국(LPL) 4개의 메이저 리그와 브라질

(CBLOL), 일본(LJL), 베트남(VCS), 튀르키예(TCL), 오세아니아(LCO), 태평양 연안

(PCS), 오세아니아(LCO), 독립국가연합(LCL) 8개의 마이너 리그로 구성된다.

45) 2022년 기준으로 LCK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 중 한화생명 e스포츠(Hanwha Life 

Esports) 페이지가 약 44만 명, kt롤스터 페이지가 약 5.3만 명, 담원 기아(DWG KIA) 

페이지가 약 3.7만 명, Gen.G LOL 페이지가 약 3.5만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하

고 있으므로 T1 팀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타 팀들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나, T1 팀의 경우 상당히 많은 해외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국내 팔로워들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6) 2020년 12월 전까지 ‘담원 게이밍’이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했으나, 2020년 12월 22일 

기아가 네이밍 스폰서로 확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담원 기아(DWG KIA, DK)로 활동

했다. 담원 기아 팀은 일반적으로는 담원이라 불리지만 본 논문에서는 DK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다른 팀 또한 영문 약자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DWG KIA], https://ko. 

wikipedia.org/wiki/DWG_KIA (검색일 2022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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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대감을 가지고 T1 팀을 지지하던 팬들의 

인지 부조화는 2021년 LCK 스프링 및 서머 시즌의 패배한 경기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T1 팀의 팬들을 기반으로 e스포츠 팬덤

에서 나타나는 인지 부조화의 과정과 해소 유형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파

악할 수 있다.

3. 자료 추출 방법 및 규모

패배한 경기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T1 팀의 리그오브레전드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댓글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쳤다. 

먼저, T1 팀의 패배한 경기 정보를 전달하는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 중 페

이스북 AI 시스템에 의해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된 

양질의 댓글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관련성이 낮으며 지나친 욕설로 

필터링된 댓글은 제외되었다. 페이스북에서 관련성이 높은 댓글은 인증

된 프로필 및 페이지의 댓글, 좋아요와 답글이 가장 많은 댓글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추출된 댓글의 수는 스프링 시즌 총 4777개(약 62.2%), 

서머 시즌은 2906개(약 37.8%)로, 총 7683개이다.47) 추출된 댓글들 중 

외국어로 작성된 댓글과 의미 없는 짧은 단어 위주로 작성된 댓글은 제외

하였다. 게시글과의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된 댓글 중 상위의 댓글

을 기준으로 평균 약 42개의 댓글을 선정하였고, 댓글의 수가 1.5~2배 

많은 게시글에서는 댓글을 1.5~2배 더 추출함에 따라 총 622개의 댓글

이 분석되었다.

한편, B. Heere & JD. James(2007)가 제시한 팀 정체성 척도의 하

위요인 중 팬으로서 팀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판단하는 

행동 참여(Behavioural Involvement)의 관점에서 팀 정체성이 높은 팬

47) 해당 댓글 수는 자료를 추출할 당시(2021년 12월)의 개수이며, 기간에 따라 페이스북

의 필터링 시스템 및 댓글 작성자 개인의 권한으로 인해 총 댓글 수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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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낮은 팬을 구분하고자 했다.48) 즉, T1 팀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팬의 팀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서 가시적으로 팬의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인 ‘우

수 팬 배지’ 여부, 페이지 ‘좋아요’ 여부, 댓글 작성 빈도로 팬의 팀 정체

성을 파악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2021년 우수 팬 배지가 있었는가’, 

‘2022년 우수 팬 배지가 있는가’, ‘T1 리그오브레전드 페이지를 ‘좋아요’

하고 있는가’, ‘2021년 경기 결과에 대한 게시글에 3번 이상 댓글을 작성

했는가’로 구성되었다. ‘우수 팬 배지’의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프

로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배지로, 매주 업데이

트되므로 2021년에 이은 2022년의 배지 여부도 파악했다. 위 항목 중 2

개 이상에 해당되는 팬은 지속적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팀 정체성이 높은 팬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

에 따라 댓글을 분류하였을 때,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의 댓글 수는 293개

(약 47%), 팀 정체성이 낮은 팬의 댓글 수는 329개(약 53%)로 나타났다. 

해당 댓글들 중에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지속적으로 드러내어 부조화 해소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댓글을 각각 

244개, 197개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인지 부조화 과정

과 해소 유형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된 댓글 수는 총 42개이다.

일반적으로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에 대한 연구는 설문조사 또는 인

터뷰 조사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팀 정체성과 인지 부

조화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댓글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댓글 수

는 답글을 제외한 순수 댓글에 대해서 카운팅했으며, 답글은 3번 이상 의

견 교환이 이루어진 답글에 대해서만 추출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분석

에 활용된 총 답글 수는 22개이다.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전체 42개

의 댓글과 22개 답글의 평균 글자 수는 공백 포함 약 160자, 공백 제외 

48) B. Heere & J. D. James, “Stepping Outside the Lines: Developing a Multi- 

dimensional Team Identity Scale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Sport Management 

Review, 10(1), 2007,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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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4자로 나타났으며, 2020년 네이버 댓글 시스템 개편 이후 댓글의 

평균 글자 수가 약 58.7자였던 것과49) T1 팀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평균 

한글 글자 수가 100자 내외인 것을 살펴보면 분석에 사용된 댓글은 팬의 

심리적 상태와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IV.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 유형

1. e스포츠 팬덤 내 인지 부조화 과정

1)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 : 팀 선택의 과정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해보

는 등 일련의 의사결정을 거친 후 상품을 선택하듯이 e스포츠 팬들도 처

음에는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선택

하게 된다. 다양한 팀들의 경기를 보거나 팀 또는 소속 선수들에 대해 정

보를 찾아보는 등의 행동을 통해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응원하고자 하

는 팀을 결정하게 된다. 응원하고자 하는 팀을 선택한 팬은 해당 팀의 경

기를 자주 보게 되고 팀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 등을 자주 교환하고 접하

게 된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팀이 우수한 성적과 만족할 만한 높은 수

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선택한 팀보다 다른 팀들이 

더 우수한 성적과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을 경우 다른 팀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팀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는 감소함

으로써 더 큰 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상

대적 매력도(relative attractiveness of the unchosen alternative)’

에 의해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 과정으로, 선택되지 않은 것의 상대적 매

49) ｢“댓글쓰기 부담됐나”…네이버 ‘댓글 개편’ 후 댓글 수 41% 줄었다｣, �서울경제�, 2020

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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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가 클수록 부조화는 커지며, 반대로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상대적 

매력도가 감소하면 그에 따른 부조화의 크기도 감소한다.50) 즉, e스포츠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경기에서 저조한 성적과 만족스럽지 못한 

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을 경우 팀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감소하여 부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표 1> 팀 선택 과정에서의 부조화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51)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1.15 1:2로 T1 패

2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6.11 1:2로 T1 패

3 Summer 정규시즌 2Round T1 vs HLE52) 2021.08.15 0:2로 T1 패

4 Summer Finals T1 vs DK 2021.08.28 1:3으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2021 LCK Summer 시즌 T1 팀이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을 때, 팬들의 댓글 반응을 통해 선택되지 않은 선

택지의 상대적 매력도에 의한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T1 팀의 팬들은 T1 팀이 DK 팀과의 경기에서 비교적 자주 패

배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과 경기력을 보였던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

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과 높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 왔던 

DK 팀에 대한 기존의 높은 상대적 매력도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T1 팀

의 상대적 매력도는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조화로, T1이라는 팀을 지

지하기로 선택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인지 부조화 과정이다.

50) 레온 페스팅거, 앞의 책, 59-76쪽.

51)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일정 2021년 1-9월 참고, https:// 

game.naver.com/esports/League_of_Legends/schedule/lck?date=2021-01

52) 한화생명 e스포츠(Hanwha Life Esports) 팀은 영문 약자인 HLE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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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담원만 만나면 왜이럼? 진짜 갑자기 경기중에 개못해짐. 담원만 만

나면 진짜 갑자기 솔직히 팬들 위한다고 더 드라이브 이거나 하지말고 담원 

이길 방법만 좀 연구좀 했으면 좋겠다 난 진짜 이기는게 팬들 위하는것 같

다”53) <표 1, 2번 경기 댓글>

하지만 2021 LCK Spring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는 T1 팀이 DK 팀에

게 패배했음에도 팬들의 부정적 반응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 기쁨, 감탄, 고마움과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

였다. Summer 시즌 결승에서도 DK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강

팀을 상대로 희망을 가졌음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즉, 해당 경기에

서는 팬들이 DK 팀의 상대적 매력도에 의한 인지 부조화를 크게 경험하

지 못했는데, 이는 e스포츠 팬이 느끼는 팀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각 

팀의 상황과 성적, 경기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021 

LCK Spring 시즌 초반 T1 팀은 신인 선수들이 합류함에 따라 새로운 선

수들과 팀워크 및 경험을 쌓을 기간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으며, DK 팀은 

2020 LCK Summer 우승 및 2020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이루어낸 강팀

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T1 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T1 팀이 

DK 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팬들의 예상을 뛰

어넘는 높은 경기력으로 T1 팀의 상대적 매력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

고, T1 팀의 팬들은 인지 부조화를 적게 경험하거나 쉽게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e스포츠 팬이 경험하는 상대적 매력도에 의한 

인지 부조화는 각 팀의 상황과 성적, 경기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잠 못 자고 경기봤는데, 엄청 짜릿한 경기 보여준 선수분들께 

감사해요. 오늘 경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다 달아났어요. 엘림선수 마지

53) 모든 댓글은 데이터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분석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 및 해소와 관련된 댓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댓글의 원

본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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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 표정이 안좋아 보였는데, 너무 낙망하지말고, 앞으로 더 좋은 경기 계

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담원 상대로 이정

도면 진짜 잘한거다 다만 조이는 좀...” <표 1, 1번 경기 댓글>

“담원은 역시 세다 머리로는 담원이 이기겠지... 하지만 마음으론 제발 티

원을 외쳤고, 3세트와 4세트 초반에 설마를 외치고 희망을 가진걸로 됐습니

다... 꼭 열심히 준비해서 선발전 이기고 3시드로 가고 롤드컵에서 꼭 좋은 

경기력 보여줘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표 1, 4번 경기 댓글>

두 번째로, HLE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경우에는 DK 팀과의 경기에

서 패배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규시즌 2Round가 시작

되면서 1승 7패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던 HLE 팀에게 패배한 T1 팀

에 대해 팬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나, DK 팀과는 반대로 

HLE 팀의 앞선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자신이 응원하는 T1 팀의 승리를 

더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T1 팀이 경기에서 패배함에 따라 HLE 팀의 순

간적인 상대적 매력도는 증가하게 되고 T1 팀의 팬들은 부조화를 경험하

게 된다.

“오늘은 한화가 잘한게 아니라 티원이 너무 못해서 졌어요. 말도 안나올정

도로 못해서 진거라 팬들도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화나지만 그래도 응원합니

다 플옵에서 잘하길” <표 1, 3번 경기 댓글>

2)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 : 경기 시청 결정의 과정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팀을 선택한 팬은 해당 팀의 경기를 

시청함으로써 팀이 승리하고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길 기대하며 투자 또

는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존재’에 의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 시청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를 보는 

동안 또는 경기를 본 후 감정을 소비하게 되고, 다른 활동이나 행동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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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결정 과정에서의 부조화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NS 2021.06.24 0:2로 T1 패

2 T1 vs AF 2021.07.03 1:2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자할 수 있는 시간을 경기를 시청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나 

소비는 경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에 

따른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나, 팀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감정은 경기 결과와 모순되게 되고 부조화를 경험

하게 된다. 이는 시간과 감정을 다른 선택지에 투자함으로써 시간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더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선택

되지 않은 선택지의 존재에 의한 부조화 과정으로, 특히 의사결정과 연

관된 다른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경우 더 큰 부조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54). 이러한 부조화 과정은 특히 현대에 온라인 여가활

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보인다. e스포

츠 경기 시청이라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여가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발달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

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및 음악 감상, TV 및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같은 오프라인 여가활동들이 온라인에서 실현되며 온라인 여가활

동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되었고55), 게임, 쇼핑, SNS 활동 등 감정이

나 시간,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가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시청 

결정 후 팀의 ‘패배’라는 경기 결과는 팬에게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

54) 같은 책, 59-76쪽.

55) 김성혁, 권상미, 김용일, ｢오락을 목적으로 한 대학생들의 온라인 여가활동 유형별 인

터넷 자기효능감, 즐거움 및 고독감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3권(제1

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1,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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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은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로서 존재할 수 있다.

2021 LCK Summer 시즌 T1 팀이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팬들이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조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약 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경기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함으로써 경기 시청에 투자한 시간

과 경기 결과 사이의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다.56) 특히 직관57)으

로 경기를 보러 간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보이고 있으며, 오프라인 경기

를 관람한 적 있는 팬은 오프라인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경우 더 많은 시

간과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함을 이미 알기에 직관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

하며 연민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쯤되면 질때 뭐라고 게시글 올려야할지 그것도 머리 잘굴려야겠다 트위

치로 보는 우리는 그렇다쳐도 직관가서 본분들은 무슨일이냐 첫세트는 1시간

을 가고 두번째세트는 재미없게 지고 차라리 질꺼면 시원하게 지세요 … ”  

<표 2, 1번 경기 댓글>

“ … 진짜 답답해서 할말 지금도 드럽게 많은데 내가 이팀 진짜 응원해서 

카드도 나온다고해서 바로 신청하고 매일매일 응원하는데 이런모습 보여주

면 직관간분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대단하다! T1!” <표 2, 2번 경기 댓글>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기를 보기 위해 투자한 시간을 언급

56) 전 세계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임단의 경기 통계치를 제공해주는 Games of Legends 

(Gol)에 따르면, 2021 LCK Summer 시즌(플레이오프 제외)에 진행한 226 경기에 대

한 평균 게임 진행 시간은 약 33분이며, 2021년 6월 24일에 진행된 T1과 NS의 경기는 

약 70분으로 해당 시즌에서 가장 긴 경기 시간을 기록했다. LCK Summer 2021 stats,  

https://gol.gg/tournament/tournament-stats/LCK%20Summer%202021/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57) e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으로 직접 시청하러 가는 행동인 ‘직접 관람’을 줄여 

일반적으로 ‘직관’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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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자신이 응원

하는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투자한 시간을 승리 또는 긍정적 감정을 경

험하는 형태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지와 경기 결과 패배라는 현

실의 정보가 충돌하여 경험하는 부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부조화 과정에서 팬은 팀의 경기를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선

택할 수 있었으나 경기 시청을 결정했고,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자 댓글을 통해 스스로 경기 시청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을 직접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팬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3시간 투자하고 응원하는게 웃기나요? 승 패를 

떠나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고 더 퇴보하네요. … ” <표 2, 2번 경기 댓글>

결과적으로 팬들은 경기 시청을 결정함에 따라 감정, 시간, 재정적 투

자를 하게 되고 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갖지만, 투자를 더 가치 있게 사

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가진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존재와 기존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패배’라는 경기 결과로 인해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3) 사회적 의견 불일치 : e스포츠 SNS 커뮤니티 의견 불일치 과정

집단 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으면 결속력

으로 인한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결속력

(cohesiveness)은 구성원들을 끌어들여 집단에 속하도록 만드는 총체적 

매력으로, 이러한 결속력이 부조화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스포츠 팬덤

은 e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으로서 결속력을 갖게 

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과 다른 의

견을 냈을 때, 만약 그 의견이 중요하거나 매력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

각하면 자신의 의견과 이에 상충하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부조

화가 발생할 수 있다.58)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스포츠 팬들은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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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

른 의견 또한 자주 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의견 불일치 과정이 발생한다.

<표 3> 의견 불일치 과정에서의 부조화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GEN 2021.01.21 1:2로 T1 패

2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6.11 1:2로 T1 패

3 T1 vs LSB 2021.06.20 0:2로 T1 패

4 Summer 정규시즌 2Round T1 vs HLE 2021.08.15 0:2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T1팀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은 팬덤이라는 집단에 속함으로써 결

속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SNS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접하면 그 의견의 중요도와 

매력도에 따라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T1팀이 패배한 경기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상충적 불일치 의견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경기에서 패배한 팀의 선수들과 경기력을 비난 또

는 비판하는 의견이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이라는 기

대감과 상반되는 패배라는 경기 결과를 접함으로써 부조화를 느끼고 패

배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수들과 팀, 경기력에 대해 비난을 하

거나 비판적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ㅋㅋ 잘 커놓고 무리해서 밀다 계속 죽고 이득 못 본 칸나 vs 시야 잡다가 

계속 죽고 먼저 물려서 한타 열리게 하는 엘림 vs 아지르 0인궁으로 던지고 

지게 한 페이커 누가 범인?”59) <표 3, 1번 경기 댓글>

58) 위의 책, 217-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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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0킬 아칼리 새끼한테 게임이 터지냐 그것도 5대0으로 이기고 오브

젝트 다쳐먹던 게임을 진짜 생각없이 플레이했나?”<표 3, 2번 경기 댓글>

“탑: 오늘 패배의 MVP. 존재감은 없고 리신 궁 실수 2번으로 2세트 전체를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 아님

…

총평: 스프링때도 서머에는 롤드컵 우승팀으로 만들겠다는 감코말 믿고 

기다리다가 우승은 커녕 플옵도 못가는 경기력”60) <표 3, 3번 경기 댓글>

“뭘 믿고 지면 안되는 게임을 지는건지 모르겠음

꼬마감독님 지시때는 관리 빡세게 들어가지않았나? 왜 부담안갖고 진지

하게 안한거지? 벤픽,게임설계,한타,오브젝트 모든게 다 실수,헛점투성이였

다 이번경기는”61) <표 3, 4번 경기 댓글>

두 번째는 선수 또는 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팬들을 비

난 또는 비판하는 의견이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팬들은 같은 팬으

로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

한 선수들 또는 감독 ․코치들을 비난하는 팬들의 부정적 의견을 역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9) 칸나, 엘림, 페이커는 T1 소속의 선수를 지칭하며, 이외 제우스, 커즈, 오너, 클로저, 

테디, 구마유시, 케리아가 T1 소속 선수로 활동했다. ‘한타’는 단체 대항 방식의 게임

에서 양측이 모여 게임의 승패를 걸고 싸우는 대규모 전투를 의미한다. ‘아지르’는 리

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등장하는 챔피언, 즉, 게임 캐릭터를 말하며, ‘0인궁’은 게임 

내 궁극기 스킬을 적 누구에게도 맞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60) ‘탑’은 게임 내 포지션을 말하며, ‘리신’은 게임 내 챔피언이다. ‘롤드컵’은 리그 오브 레

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명칭이다. ‘플옵’은 ‘플레이오프’의 줄임말로 

순위결정전을 의미하며,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 정규시즌과 달리 5판 3선승제로 진

행된다.

61) 꼬마 감독은 대한민국의 전 스타크래프트 2,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이자 현 DK 

팀의 감독으로, 2020년 전까지는 T1 팀의 코치, 감독이었다. ‘밴픽’은 본격적으로 게임

을 시작하기에 앞서 플레이할 챔피언을 선택 또는 금지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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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저러니해도 여기에 욕하는 사람들보다 롤 몇배나 잘하는 선수들

인데ㅋㅋㅋㅋ 팬이라는 명목을 가장해서 선수들 비난, 비판하는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선수들 많이 성장한게 보이는데 빠른 피드백으로 오늘 문제점

들 보완해서 우승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 3, 1번 경기 댓글>

“여러분 못할때도 있는겁니다 왜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아쉽게 져서 힘들

고 화나고 짜증 날텐데 굳이 욕을 해야되나요? 오늘은 담원 상대로 잘했습니

다 아쉽지만 선수들에게 욕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

수 보내주세요” <표 3, 2번 경기 댓글>

“얘들아 그렇게 지는게 보기 싫으면 보지마 욕하지말고. 한번 졌다고 욕할

거면 팀 왜 응원하냐 나중에 더 잘하겠지 그때도 실수하면 그때 뭐라해도 늦

지 않아” <표 3, 3번 경기 댓글>

“이긴다 진다로 선수들한테 선넘는 말 좀 하지마라. 암만 그래도 프로 선

수고 오늘 실책들 사옥가서 수도없이 피드백하고 자책하고 그럴텐데 다음에

는 더 화이팅해보자고 말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선수들한테 프로 의식이 없냐

느니, 다음 경기에 도움 1도 안될 말을 하고있냐. … ” <표 3, 4번 경기 댓글>

즉,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함에 따라 선수, 팀, 경기력 등을 비난 

또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과 팬으로서 부정적 의견을 제

시하기보다는 팀과 선수를 위한 응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함으로

써 e스포츠 팬덤 내 사회적 의견 불일치 과정이 발생하며, 상충되는 의견

을 가진 팬들은 서로의 의견에 노출됨에 따라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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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스포츠 팬덤 내 부조화 해소 유형

1) 팀 선택 과정에서의 부조화 해소 유형

(1) 팀 변경 및 탈퇴 유형

e스포츠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팀을 선택한 이후에 

해당 팀의 저조한 경기력 또는 패배라는 경기 결과를 접할 경우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자

신이 선택한 팀을 바꾸거나 팀에 속해 있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표 4> 팀 변경 또는 탈퇴 유형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NS 2021.06.24 0:2로 T1 패

2 Summer Finals T1 vs DK 2021.08.28 1:3으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팀 변경 및 탈퇴 유형을 살펴보면, T1 팀의 패배에 T1 팀을 더 이상 지

지하지 않음으로써 팀에 속해 있는 것을 거부하는 유형과 다른 팀을 선택

하겠다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의 팀을 선택하고 응원하겠다

고 결정한 이후에는 이미 많은 시간적, 감정적, 재정적 투자를 했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팀 선택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팬들이 선택한 팀을 변경하

거나 탈퇴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지

지할 팀을 선택한 지 오래되지 않은 팬의 경우, 팀을 오랫동안 지지해왔

던 다른 팬들에 비해 적은 투자를 하여 선택한 팀을 바꾸거나 탈퇴하겠다

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팀을 선택했음에도 그 기간이 짧은 경우 비

교적 쉽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팀을 오랜 기간 동안 지지



102  문화콘텐츠연구 제26호

<표 5> 팀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1.15 1:2로 T1 패

2 Spring 정규시즌 2Round T1 vs DK 2021.02.27 1:2로 T1 패

3 Spring Playoffs 2Round T1 vs GEN 2021.04.04 0:3으로 T1 패

4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6.11 1:2로 T1 패

5 T1 vs NS 2021.06.24 0:2로 T1 패

6 Summer 정규시즌 2Round T1 vs LSB 2021.07.24 1:2로 패배

7 Summer Finals T1 vs DK 2021.08.28 1:3으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하고 응원해온 팬의 경우, 패배라는 경기 결과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부조화가 증가하게 되고 극도의 부조화 상태에 도달하여 자신의 선택을 

바꿈으로써 부조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정은 번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

조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댓글을 분석했을 때, 팀 선택 과정에서 

팀을 변경하거나 탈퇴함으로써 부조화를 해소하는 유형은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오늘부로 T1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표 4, 1번 경기 댓글>

“T4답네 ㅋㅋㅋㅋ 응원한 내가 바보다 그냥 담원 팬함” <표 4, 2번 경기 댓글>

(2) 팀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

팀 선택 과정에서는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상대적 매력도’에 의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선택한 팀에 대한 인지를 변경하는 방법

으로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는 팀을 선택한 이후 

흔하게 나타나는 부조화 해소 유형이며, 선택한 팀에 대한 장점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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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대하는 유형, 선택한 팀의 새로운 장점을 생각해내는 유형, 자신

의 선택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보 발견 또는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보

를 구하는 유형 3가지가 있다. 팬들의 댓글 반응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은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기보다 상황에 따라 구분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

나는 경우가 많았다.

팀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을 분석한 결과,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T1 

팀이 패배하여 인지 부조화를 겪는 상황에서 T1팀의 잠재력과 가능성, 

높은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경기에서 보여준 T1 팀의 

장점을 분석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패배했으나 

불리한 조합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지난 경기들에 비해 더 발

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경

기에서 패배했으나 선수 개인에게 집중하여 높은 역량을 보여준 선수를 

응원하거나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팀의 모습에 다음 경기 승리를 기

대하는 팬의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자신이 선택한 T1 팀이 가

진 장점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유형 또는 선택한 팀의 새로운 장점을 생각

해내는 유형에 속하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T1 팀의 경기를 지켜봄으로

써 팀의 경기력과 선수들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었던 팬의 경우 선택

한 팀에 대한 장점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유형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존에 T1 팀의 경기력과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경우에는 경기를 

통해 선택한 팀의 새로운 장점을 생각해냄으로써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오늘 경기 아쉬웠지만 정말 엄청났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경기 수준이 매

우 높아서 T1의 잠재적인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LCK 미래의 가능성이 정말 

크게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더욱 성장하여 결승에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맞붙어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했

는데 너무 잘싸웠다 페이커랑 구마유시가 너무 잘해줬다 진짜” <표 5, 1번 경

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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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로 티원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듯 라인전 쎈거잡고 오너의 

적극적인 카정. 클로저 감정적 플레이는 조금만 더 보완하면 슈퍼플레이로 

발전한다 트롤과 슈퍼플레이는 한끗차이니까”,62) “아직 신인인 선수들인만

큼 운영적인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잘한부분

도 분명했습니다 2세트의 T1은 최근에 본 T1중에 가장 공격적이었고 정교했

습니다 … ” <표 5, 2번 경기 댓글>

“ … 아직 시즌 초반이고 제 예상보다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솔직히 

좀 놀란 부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세트 때 그런 조

합을 가지고 이겼던 것은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 “아쉽지만 오늘 담원전 수고했

어요!! DK상대로 이정도까지 보여준건 스프링때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

각해요! 중간중간에 좀 아쉬운 실수들이 나와서 많이 아쉬웠어요... … ”, “오

늘 담원전 수고하셨습니다 DK상대로 이정도까지 보여주신모습이 스프링DK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실수가 있는게 많이 아쉬웠네요 

감코진분들이 하나둘 고쳐주실거라 생각합니다 … ” <표 5, 4번 경기 댓글>

“ … 케리야는 언제나 날아다니지만 이번에는 궁으로 진짜 날아다니더군

요 흡사 리자몽의 지구던지기 같아서 살짝 반했습니다. … ” <표 5, 5번 경기 

댓글>

“그래도 계속 적극적인 시도 하는건 좋습니다. 담주 경기에 다시 이깁시

다” <표 5, 6번 경기 댓글>

T1 팀이 플레이오프 및 결승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에는 다른 패배했던 

경기들보다 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낸 팬들이 특히 많았다. 이

62) ‘카정’은 카운터 정글 또는 카운터 정글링의 줄임말로, 정글 포지션에서 상대 정글러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상대 진영의 정글 몬스터를 처치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

한다. ‘트롤’은 의도적으로 게임을 지는 행위를 포함하여 아군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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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1 팀이 지난 경기들에서 실망스럽거나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었던 것

을 극복하고 플레이오프 또는 결승까지 도달한 것 자체를 T1 팀의 장점

으로서 받아들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팬들은 패배한 경기를 

지켜보는 경험에서 비롯된 인지 부조화로 인해 실망감과 아쉬움 등의 부

정적 감정을 경험해왔으나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플레이오프 또는 결승

에 진출했다는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도 인지 부조화가 상당히 감소하여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신

이 지지하고자 하는 팀을 선택한 대다수의 팬은 팀이 패배함에 따라 인지 

부조화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신이 선택한 

팀에 대한 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키려

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온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들!!”, “정규시즌 망했던 거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 서머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라인업 잘짜서 보기 좋았습니다. 서머때 파

이팅하세요” <표 5, 3번 경기 댓글>

“ … 솔직히 결승까지 기대 안했는데 감독 경질하고 내부 불안한 와중에도 

여기까지 온게 너무 대견하고 특히 테디선수 한달넘어서 플옵 출전했는데도 

너무 잘해줘서 결승까지 올라오게 해준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 ”, “솔직히 

lck섬머 초반에는 결승에 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온것도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솔직히 우승하기를 원했고 바랬지만 못해서 

정말 아쉽고 속상하네요. 물론 선수분들이 더 아쉽고 속상하겠지만요. … ” 

<표 5, 7번 경기 댓글>

(3) 선택한 팀과 선택하지 않은 팀 사이의 인지적 중첩 형성 유형

선택한 팀과 선택하지 않은 팀에 대해 비슷한 인지요소들이 많을수록 

부조화는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한 팀과 선택하지 않은 팀 사이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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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을 형성할 경우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팀의 긍정적 요소

가 자신이 선택한 팀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또는 그러한 요소를 

새로 만들 경우 인지적 중첩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e스포츠는 경쟁을 

기반으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팀과 상대 팀을 인지

적으로 동등하게 바라보기 어렵고,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중심으로 생각

하게 된다. 선택지들 간 동등성(equality)이 높으면 인지 부조화를 해소

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게 되는데,63) 경쟁의 구도에 놓인 두 팀을 동등하

게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인지적 중첩을 형성함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

키려는 시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 팀의 장점을 

인정하고 상대 팀의 긍정적 요소로 인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다

고 인지하는 합리화 형태의 부조화 해소 시도는 일부 나타났다.

즉, 다른 팀에서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으며, 다른 

팀의 긍정적 요소를 발견해도 자신이 선택한 팀에 적용하는 형태로 부조

화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두 

팀 중 승리한 팀은 긍정적 요소를 많이 갖출 가능성이 높고 패배한 팀은 

부정적 요소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팬들은 T1 팀이 패배했을 때 

승리한 상대 팀의 긍정적 요소를 패배한 팀에게서 발견함으로써 부조화

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보다 패배한 T1 팀의 패배요인에 대해 분석하거나 

향후 경기의 승리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행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

추가적으로 T1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한 댓글 반응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난 인지 부조화 해소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미 경기의 승패여부가 드

러난 상황에서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63) J. W. Brehm, “Postdecision changes in the desirability of alternativ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2), 1956, pp.38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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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경기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다음 경기에서는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

다. 결과적으로 현재 팀의 경기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자신이 지지

하는 팀에 대한 미래지향적 새로운 인지를 추가함으로써 부조화를 감소

시킨다. 이는 e스포츠 팬이 팀 선택 이후의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합리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GEN 2021.01.21 1:2로 T1 패

2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NS 2021.06.24 0:2로 T1 패

3 Summer Finals T1 vs DK 2021.08.28 1:3으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아직 합이 완벽히 맞지 않는 시즌 초에 대진이 너무 빡세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그래도 아직 스프링 시즌 초반이고 티원의 목표는 롤드컵이니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T1_Fighting”, “변수픽을 알고도 너무 쉽게 허용한

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감코 및 선수들이 대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벤을 

안한거라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스프링

이고 1라운드니까 잘 분석해서 2라운드 때는 갚아줬음 좋겠네요” <표 6, 1번 

경기 댓글>

“오늘 경기는 이길수있는 순간도 있었고 충분히 역전가능한순간이 있었는

데 일부러 싸움을 피하는 모습이 보여 매우 아쉬웠습니다 다음경기때는 피드

백받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처음 한화전을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

주실거라 믿습니다 #T1win” <표 6, 2번 경기 댓글>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오른 능력이 신인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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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게 좀 아쉽네요. T1은 언제나 전설이지만 담원은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

는 팀입니다. T1의 서사시는 이미 완결났고 담원의 서사시는 흐르는중이죠. 

그 거대한 흐름에 싸우는 건데, 너무 상대를 안일하게 본 게 아닌지(특히 4경

기 역전각을 준 한타 설계 같은 것) 조금 고민하며 본 판이었습니다. T1이 다

시 전설을 찬탈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롤드컵에서도 힘내주

세요. 사랑합니다” <표 6, 3번 경기 댓글>

2)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의 부조화 해소 유형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패배했을 때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자신이 응원하고 지지하

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경기를 시청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감정

이 경기 결과와 모순됨에 따라 e스포츠 팬들은 부조화를 경험한다. 이러

한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e스포츠 팬들은 경기 시청 취소, 경기 시청 

결정에 대한 인지 변경, 선택지들 간 인지적 중첩 형성의 방법을 통해 부

조화를 해소하고자 할 수 있다.

<표 7>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의 부조화 해소 유형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GEN 2021.01.21 1:2로 T1 패

2 T1 vs AF 2021.01.31 0:2로 T1 패

3 Spring Playoffs 2Round T1 vs GEN 2021.04.04 0:3으로 T1 패

4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LSB 2021.06.20 0:2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부조화 해소에 대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2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경기를 시청하지 않고 결과만 아는 

상태에서 경기를 시청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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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기를 시청한 이후에 경기 시청을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들

을 시청하며 많은 감정적, 시간적 투자를 했음에도 반복된 패배라는 경

기 결과에 부조화를 경험함으로써 경기 시청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의 부조화 경험이 반영되어 경기 시청을 포기하는 형태로 부조

화 해소를 시도했다. 팬들의 댓글 반응에 따르면 경기 시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시청을 취소하

는 시도는 부조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시청 결정이 아닌 다른 행동을 결정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당 유

형은 선택지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경기를 

시청하는 행동은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며, 경기를 시청하는 행동 

이외 다른 행동은 선택한 선택지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지에 

대한 장점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유형으로, 경기를 시청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선택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거나 이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속한다. 또한, 기존에 경기 시청 결정으로 인

한 부조화 경험이 있었다면, 패배라는 경기 결과가 다른 행동 결정을 지

지하는 새로운 정보의 발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내린 결정

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다른 정

보를 구하는 유형에 속한다.

“이경기 안보고 학원미리가서 단어외운 내가 승자다” <표 7, 1번 경기 댓글>

“오늘 경기 안 본 게 개이득이네.ㅋㅋ 역쉬 티원” <표 7, 2번 경기 댓글>

“안보길 잘했고~” <표 7, 3번 경기 댓글>

두 번째는 경기를 시청한 결과, 시간적, 감정적 투자와 경기 결과에 대

한 모순으로 인해 경기 시청을 포기한다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반응의 경우, 경기를 시청한 이후 경기 시청을 취소했으며, 이는 패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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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기가 팬에게 상당한 부조화를 경험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 

패배라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부조화의 경험이 누적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경기가 직접적으로 경기 시청 취소라는 해소 방법을 선택하

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첫 번째 유형의 팬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

기 시청을 취소함에 따라 위와 같은 댓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경기 시청에 있어 시간적, 감정적 투자와 모순되는 패배라

는 경기 결과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경기 시청 취소라는 부조화 해

소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걍 t1 경기 이제 안봅니다” <표 7, 4번 경기 댓글>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경기 시청 취소 유형 외에 경기 시청 결정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 선택지들 간 인지적 중첩 형성 유형은 댓글에서 나

타나지 않았다. e스포츠 팬들이 경기 시청 취소가 아닌 다른 해소 방법을 

시도했을 수 있으나 댓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시청 결정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의 경우, 자신이 결정한 경기 시청에 대

한 장점을 찾거나 경기 시청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를 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으나 댓글에서는 경기 시청에서의 장점이나 정보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팀에 대한 장점, 정보를 찾음으로써 부조화 해소를 시도

하는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났다. 선택지들 간 인지적 중첩 형성 유형의 

경우, 팀 선택 과정과 달리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는 e스포츠 경기 시

청과 다른 여가활동의 선택지들 간 동등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중첩을 

형성함으로써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댓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댓글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보이는 경기 시

청 결정 과정에서의 부조화 해소 유형은 경기 시청 취소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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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스포츠 SNS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의견 불일치 해소 유형

페스팅거(1957)가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나타난 사회적 의견 불일치

에 기인한 3가지 부조화 감소 방법을 토대로 T1 팀의 e스포츠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통해 발생하는 팬들의 사회적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부조화 해소 유형을 3가지로 분석했다.

앞서 e스포츠 SNS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의견 불일치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듯이 팬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한 팀의 선수들과 경기력을 비난 또는 비판하는 의

견과 두 번째, 선수 또는 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팬들 즉, 

첫 번째 의견을 가진 팬들을 비난 또는 비판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이 두 

의견 차이로 사회적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러한 불일치에서 비롯된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팬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으로, 특히 자신의 의견에 동

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바꾸고 자신의 의견

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도 있으며, 성격, 경험, 동기의 차이가 의견 차이의 원인임을 알리는 

등 상대가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특히 양방

향 의견 교환의 양상이 드러나는 댓글과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분석

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경우보다 세 번째 방법 중 자신과 다

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를 통해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

었다. 결국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으

로써 부조화를 해소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유롭게 의

견을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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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

는 것이 사회적 불일치로 인한 부조화를 해소하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사회적 의견 불일치 해소 유형 분석을 위한 T1 팀이 패배한 경기 목록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1.15 1:2로 T1 패

2 T1 vs GEN 2021.01.21 1:2로 T1 패

3 T1 vs DRX 2021.02.19 1:2로 T1 패

4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LSB 2021.06.20 0:2로 T1 패

5 T1 vs AF 2021.07.03 1:2로 T1 패

6 Summer 정규시즌 2Round T1 vs HLE 2021.08.15 0:2로 T1 패

출처 : NAVER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Spring, Summer 시즌(1-9월)까지의 

T1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됨.

사회적 의견 불일치 해소 유형 분석 결과, T1 팀이 패배한 경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유형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견을 수정시키는 

유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댓글에 대한 답글을 

작성한 팬은 자신의 경기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전달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팬을 설득하여 의견을 수정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댓글을 

작성한 팬은 롤 경기에서 등장한 조이라는 챔피언에 대해 벤할 필요가 없

었다는 반대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벤픽 과정이 아닌 게임 내 다른 요소

에서 경기 패배의 원인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조이 왜 벤 안하는거지”

“그런거 하나하나 따지면 게임못해요ㅋㅋ 결과론적인얘기임”

“조이가 넘 까다로움요 쇼메이커가 잘하기도 하고”

“사실상 조이를 딱히 벤할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페이커도 조이

를 잘 사용할뿐더러 꽝 붙는 한타때는 조이보다 아지르가 훨씬 더 유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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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전 비중보다는 페이커는 한타때 힘을 쓰기 위한 픽을 더 중요시 여기니

까 조이 뽑아도 페지르도 커버가 된다고 판단했던거같아요. … ”

“3세트 진건 일단 바론에서 짤린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이가 

유리하게 겜 잘 굴린 것 같아요 그 후로 조이 대처를 못하니까.. 장로 먹었으

면 이겼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넘 아쉽네요”64)

“신인이 어떻게 보면 4명인 티원이 리그오브레전드 최정상에 도달한 정예

멤버 5명을 상대로 이렇게 분전했다는건 정말 놀랍고 축하해줘야할일인건 

분명합니다. 1황체재였던 lck에 다시금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는것만으로도 

lpl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평을 깨버릴저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졌

지만 너무나도 재밌는경기였고 앞으로도 이런 경기가 나올기대감이 생겨서 

2021 스프링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아쉬워하진말아주세요!”

“오늘 엘림이랑 구마유시 존나 잘했음요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

인거 같은데 져서 아쉬울뿐이져” <표 8, 1번 경기 댓글 및 답글>

반대로, 사회적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며 

설득하고자 하지만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

견을 수정시키는 것에 실패한 모습도 나타났다. 앞서 사회적 의견 불일

치 분석 과정에서 T1팀이 패배한 경기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상충

적 의견 2가지에 대해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경기에서 패배한 팀의 선수들

과 경기력을 비난 또는 비판하는 의견이며, 두 번째는 선수 또는 팀에 대

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팬들을 비난 또는 비판하는 의견이다. 댓

글 및 답글 분석 결과,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는 내용의 댓글 및 답글 내

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

방을 설득하여 의견을 수정시킴으로써 사회적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부조

화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의견을 수정시키고자 하는 시

도가 실패하는 경우,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시

64) ‘조이’는 게임 챔피언(캐릭터)을 말하며, ‘바론’은 정글 몬스터로,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글 몬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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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실력이나 지능을 비하하는 것과 같이 상대가 자신과 비교할 대상

이 아니도록 만드는 형태로 부조화 해소를 시도했다. 다음의 댓글을 작

성한 팬은 경기 상황을 해석하며 작년 급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지만 다른 팬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결국은 우왕좌왕했

으며 유리한 상황에서도 실수를 했음을 지적했다. 이후, 자신의 의견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는 와중에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

이지 말라는 것처럼 설득을 포기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담원전 바롯 상황은 실수에의한 상황으로보는게 짤렸다보는게 맞죠 작년

급의 우왕좌왕은 아니라고 봅니다 티윈팬이라면 울프들먹이지마시고 팩트

를보심이 어떨까요”65)

“작년급 우왕좌왕이 아닌거지 결국은 우왕좌왕 아닌가요 티원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바론 상황에서 어리버리 까다가 지는건 18년시즌 킹존전에도 있

었던 실수라 고질병 수준인데... 그나마 19년도는 강타싸움 잘하고 베테랑만 

있으니까 좋은 상황만 만들어진거지”

“제 말은 곧이곧대로 저 라인전 강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라인전에서 이득

보고 어중간히 굴리면서 이득 못 보다가 항상 바론 상황에서 실수해 역전패

한다” 였고

울프도 오늘 방송에서 “얘네 바론만 가면 불안해진다” 라고 한거 생각나서 

언급한거였는데 굳이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티원이 바론 근처에서 실수한 경기가 좀 많아서 PTSD 있어서 그럽니

다” <표 8, 2번 경기 답글>

다음의 댓글 및 답글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비난 ․비판을 지적하는 의

견이 등장하자, 팬이기에 비판하는 것이며 오히려 잘한다는 칭찬이 극성 

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비난이 아닌 비판은 필요하

65) ‘울프’는 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현재는 T1의 스트리머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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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칭찬도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서로 의견을 조율함

으로써 부조화를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불만있으면 다른팀 응원하던가 ㅋㅋ..못하는팀 봐서 혼자 화내고 

혈압올리고 ㅋㅋ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정 답답하면 다른팀을 응

원하세요;; 잘하는팀들 냅두고 뭐하는거임 ㅋㅋ 그리고 팬이라면 못하든 잘

하든 위로부터해야지 뭐든지 까는거부터 시전하네 ㅋㅋ”

“등수에 관계없이 응원하니까 팬인거고 팬이니까 경기력이 안나오거나 실

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비판하는거에요!! 누가 여기서 선수들 패드립66)하

고 욕하는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좀 고쳐달라고 

요구하는거고요ㅎㅎ

위로는 멘탈코치가 해주겠고요, 이런 불편 사항 없이 잘한다잘한다만 하

는 팬덤이 슼갈로 발전하는겁니다! 깨어있는 팬이 아니라요”

“응원하는 팀이기에 더 혈압이 오르는거죠;; 비난이 아닌 비판은 성장하

기위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잘할때는 칭찬해주고 못할때는 잘못된 점을 

짚으면서 다음엔 바뀌도록 해야지요”

“괜히 세살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있는게 아니죠 , 훈계를 받으며 안 좋

은 버릇은 버리고 고쳐가야 훌륭한 사람 혹은 팀이 될 수 있는겁니다 .” <표 

8, 3번 경기 답글>

다음 3개의 댓글 및 답글에서는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충돌이 강하게 

발생하는데 자신의 의견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댓글 및 답글의 경우, 

설득을 포기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실력을 하찮게 여기는 태

도를 취하여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했다.

66) ‘패드립’은 패륜, 드립 또는 패밀리, 드립의 합성어로,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사용

하는 모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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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유시 제우스 엘림을 진작부터 키워야 했는데 기존선수 팬층도 두터

워서 팬심도 챙기려다보니 기존멤버조합의 밑천이 결국 다들어나버림...”

“음 오래된 조합은 맞죠 근데 그 오래된게 아직 1년이고 스프링때는 실험

한다고 스크림도 제대로 못뛴건 사실이죠... 그만큼 다시 맞춰야되는 시기라

고 보여지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고 피드백 받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올 수 있

죠 저분들도 프로 이전에 사람이고 한결같이 잘할 순 없잖아요..ㅋ 그리구 

젠지보다 결과가 안좋다라 흠... 그래도 티원은 우승도 해봤는데 젠지보다 

결과가 안좋다는건 아니죠....”

“칸커페테가 오래된 조합인지 아시지않습니까...

젠지보다 결과가 시원치 않은데도 고수한다면 문제가 있죠”

“아직 한경기 저렇게 된건데....ㅋㅋ벌써부터 밑천이라는 소리에 팬심이

라는 소리를 하는건지 나원참...ㅋㅋ 스프링에서 여러조합 시험해보고 팀에

서 이렇게 조합을 짠거지 한경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게 당연한건가...ㅋ 

그냥 기다려주고 마지막에 결과가 저러면 그때는 비판을 해도되는거고 따지

고보면 저분들이 님보단 잘하잖아요...ㅋ” <표 8, 4번 경기 답글>

두 번째 댓글 및 답글의 경우, 경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댓글에 대해 

애매하게 아는 척하는 것으로 보여 역겹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논

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보충 설명함으로써 설득을 시도하지만 

결국 상대는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써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했다.

“현재 T1팬들이 아쉬운 이유.

1. 오더, 캐리력의 부재성

현재 팀에서 오더를 누가 한다라고 오피셜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오더가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팀원은 커즈, 페이커, 케리아 정도로 추

측이 되는데, 현재 T1이 추구하는 게임의 방식과 오더의 방향성은 일명 "테

디 키우기"로 보여집니다. 지는 경기나 이기는 경기나 결국 딜링은 테디가 

혼자서 가장 많이 하자는 쪽으로 가는것 같고 패배한 경기들도 줄건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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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며 계속 테디만 키우려다가 상대의 이니쉬에 얻어맞고 터지는 경우가 다

반사였습니다. 다른 라인의 캐리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언제부

턴가 티원은 항상 가드만 올리다가 로우킥 한 대 맞고 가드가 풀어져 맞게 되

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저는 그저 티원을 좋아하는 학생이고 관계자도 뭣도 그 이상도 아닙

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싸지르는 이유는...그저 너무 답답하고 아쉬워서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음주 대진은 젠지-농심입니다. 여러 커

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고 티원팬들도 많이 불안한게 사

실입니다. 이제는 다음에 보여줘가 아니라 진짜 보여줄때입니다..! 다음주 

좋은 피드백으로 경기력 끌어올리고 좋은 모습 보여주어 2연승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더 관련해서는 커즈 선수가 한다고 많이 하시던데...아직 감독님께서 

제대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전제하에 썻습니다.”67)

“애매하게 아는 척 역겹군요”

“저는 롤을 “몰라서” 패배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오더 관련 문제는 감독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문제였고 페이

커와 협상도 7개월이나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이제야 해결이 되었다고, 페이

커가 오더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이게 해결

이 된거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인터뷰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버리

니 참담한 심정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테디키우기라 적었던 이유는 근

래 T1의 경기중 테디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이는 근래 경기를 모두 보셨다면 알텐데요..?

…

마지막으로 응원 관련은 제 전 댓글들 다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계속 응원했고 남들이 다 욕할때도 계속 응원댓글만 남기다 이번 처음 이런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6년도부터 응원하면서 이런 댓글을 쓸 줄은 저

67) ‘오더’는 팀 게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행위이며, 

‘캐리’는 게임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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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몰랐는데 겉으로만 판단하시고 역겹다고 하는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의견을 나누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게 팬인데 이런식으로 팬끼리도 내분이 생

겨버리면 안되잖아요...? 서로 존중하자구여” <표 8, 5번 경기 댓글 및 답글>

세 번째 댓글 및 답글의 경우, 로스터 변경을 비난하는 의견에 대한 비

판과 로스터 변경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머리가 빈 것이라며 지

능을 비하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은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 그렇다쳐도 로스터 바꾸는게 왜 뇌가 빈 수준인지는 이해할수가 없는

데 ㅋㅋㅋ 짜피 로스터 바꾸는 거 반대하는 팬들도 잘 되면 무조건 결과론적

으로 로스터 변경 좋았었다고 할 거잖아요ㅋㅋㅋㅋㅋ”

“로스터 변경은 감독권한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ㅋㅋㅋ

ㅋㅋ 감독이 로스터 바꿔서 잘 되면 박수 칠 일인데 감독이 안바꾼다고 팬들이 

왜 로스터 안바꾸냐 선발 바꿔라 시어머니 짓하는게 머리 빈거지 ㅋㅋㅋㅋ”

“로스터 바꿔라 발광하는 사람은 잘못이 맞는데 내가 좋아하는 팀에 내 생

각 표시는 할 수 있죠 ㅋㅋㅋㅋ 그럼 롤보다가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플레이 

하면 뭐라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인게임 플레이는 선수재량이니???ㅋㅋㅋ

ㅋㅋㅋㅋ” <표 8, 6번 경기 답글>

3. 팀 정체성에 따른 e스포츠 팬덤 내 부조화 해소 유형

앞서 팀 선택 과정에서 팀을 바꾸는 방법으로 부조화 해소를 한 팬과 

경기 시청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부조화 해소를 한 팬들은 부조화 감소 방

법 중 태도를 바꾸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는 이들의 팀 정체성이 낮기 때

문에 사용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의 경우,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거나 인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부조화를 해소할 가

능성이 높다. 이는 댓글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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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팀 정체성이 낮은 팬의 부조화 해소 유형 비율

유형
스프링 시즌 

댓글 수(개)

서머 시즌 

댓글 수(개)

총 

댓글 수(개)
비율

백분율

(%)

1 1 3 4 0.02 2

2 45 21 66 0.33 33

3 19 5 24 0.12 12

4 76 22 98 0.5 50

5 4 1 5 0.03 3

총합 145 52 197 1 100

* 비율의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유형 1 : 팀 변경 및 탈퇴

유형 2 : 팀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 3 : 다른 팀의 장점 인지를 통한 합리화

유형 4 :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 5 :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

<표 10>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의 부조화 해소 유형 비율

유형
스프링 시즌 

댓글 수(개)

서머 시즌 

댓글 수(개)

총 

댓글 수(개)
비율

백분율

(%)

1 0 1 1 0.004 0.4

2 41 23 64 0.262 26.2

3 13 5 18 0.074 7.4

4 89 72 161 0.66 66

5 0 0 0 0 0

총합 143 101 244 1 100

* 비율의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유형 1 : 팀 변경 및 탈퇴

유형 2 : 팀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 3 : 다른 팀의 장점 인지를 통한 합리화

유형 4 :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 5 :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

분석한 댓글들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 2, 3, 4는 인지를 변경

하거나 추가하는 유형에 속하며, 반대로 낮은 비율인 유형 1과 5는 태도

를 변경하는 유형에 속한다. 특히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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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팀 정체성이 높은 팬과 낮은 팬 모두 5개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선택한 팀에 대한 

장점의 중요성을 확대하거나 선택한 팀의 새로운 장점을 생각해내는 ‘팀

에 대한 인지 변경’ 유형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팀의 장점을 인지함

으로써 팀의 패배를 합리화하는 유형도 일부 나타났다. 팀 정체성에 따

라 대비되는 유형은 ‘팀 변경 및 탈퇴’ 유형과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 유

형이었다. 두 유형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유형으

로 극히 드물게 나타났지만 주로 팀 정체성이 낮은 팬에게서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의 댓글은 두 유형의 개수를 합쳐 1

개(0.4%)로 나타난 데 비해 팀 정체성이 낮은 팬의 댓글은 9개(5%)로 나

타났다. 따라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은 태도를 변경하기보다 인지를 변경하거나 인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부조화를 감소하고자 했다. 팀 정체성이 낮은 팬 또한 주로 인지를 변경

하거나 추가하는 부조화 감소 시도를 하지만 팀 정체성이 높은 팬에 비해 

태도를 바꾸는 형태의 부조화 감소 전략을 비교적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정체성이 낮은 팬들과 높은 팬들 사이에서 유형 1과 5처럼 태도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CORFing(Cutting 

Off Reflected Failure)과 BIRFing(Basking In Reflected Failure)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형 2와 4의 감소 전략을 활용한 팀 정체성

이 높은 팬의 비율은 전체의 92.2%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팀 

정체성이 낮은 팬과 비교해 9.2%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점도 

BIRFing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체성 또는 자기 개념, 유지 관리 

관점에서 좋아하는 팀의 성공 및 실패와 관련된 고유한 팬 행동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팬들이 스스로를 성공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

다.68)69) 성공은 바람직한 상태이므로 사람들은 자주 성취와 연결되기를 

68) R. B. Cialdini et al., “Basking in Reflected Glory: Three (Football) Fie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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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자신을 성공과 

연관시키고 성공으로 장식하려는 경향을 BIRGing(Basking In Reflected 

Glory)이라고 부른다.70)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과 연관시키는 경

향이 있는 한편, 실패가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

신을 멀리하려고 한다. 이처럼 부적절함(inadequacy)에서 벗어나려는 현

상은 CORFing(Cutting Off Reflected Failure)이라고 알려져 있다.71) 

이후, BIRFing(Basking In Reflected Failure)과 CORSing(Cutting 

Off Reflected Success)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팬 행동 이론

은 더 확장되었다. BIRFing은 손실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팀의 패배)가 

발생하더라도 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CORSing은 승리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72)

Pradhan(2019)이 제시한 DTMFB(Dissonance-Threat Model of Fan 

Behavior)에서는 부조화가 발생하면 팬들은 CORFing, BIRFing 또는 

CORSing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정했다.73) 이는 팬들이 실패의 결

과로 경험하는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CORFing과 BIRFing 전략을 주

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팀의 패배로부터 발생하는 부조화

에 대한 해소 유형 비율의 차이는 CORFing과 BIRFing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CORFing은 팀의 패배를 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조화 해소 유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3), 1976, p.366.

69) S. Pradhan, ibid, pp.1-17.

70) R. B. Cialdini et al., ibid, p.366.

71) C. R. Snyder, MaryAnne Lassegard & Carol E. Ford, “Distancing After Group 

Success and Failure. Basking in Reflected Glory and Cutting Off Reflecte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1986, pp.382-383.

72) R. Campbell, D. Aiken & A. Kent, “Beyond BIRGing and CORFing: Continuing 

the exploration of fan behavior”, Sport Marketing Quarterly, 13(2), 2004, pp. 

151-154.

73) S. Pradhan, ibid,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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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중 ‘팀 변경 및 탈퇴’와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 유형이 시도하는 전략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팀의 패배’ 또는 ‘지속적인 패배로 인한 팀

의 실패’로부터 벗어나 부조화를 해소하는 유형이다. BIRFing은 ‘팀에 

대한 인지 변경’과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이 시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팀이 패배해도 계속해서 팀을 응원하고 지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BIRFing은 실패에 대한 행동적 반응으로, 충

성도가 높거나 정체성이 높은 팬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체성이 높

은 팬이 정체성이 낮은 팬에 비해 BIRFing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할 것으

로 보인다.74) 또한, 팀에 대한 중간 정도 및 낮은 정체성을 드러낸 팬에 

비해 높은 정체성을 가진 팬은 더 많은 BIRGing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

는 반면, CORFing에 참여할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75) 즉, 

높은 정체성을 가진 팬은 승리와 같은 성공의 경험을 자신과 연관시키려

는 경향이 있는 반면, 팀이 패배한 경우에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

을 결과로부터 멀리하기보다 계속해서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팀 정체성이 높은 팬들과 낮은 팬들 사이에 ‘팀 변경 및 탈퇴’와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 유형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팀 정체성이 높은 팬들은 팀 정체성이 낮은 팬들보다 CORFing 

즉,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부조화 해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으며, BIRFing에 따라 그들의 응원과 지지를 유지하며 부조화를 해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팀 정체성이 높은 팬들과 낮은 팬들 사이에 

‘팀에 대한 인지 변경’과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의 비

율에 차이가 나는 것 또한, BIRFing에 따라 팀 정체성이 높은 팬들은 팀

의 패배라는 부조화 상황에 놓여도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려는 경향을 가

74) ibid, pp.1-17.

75) D. Wann & N. R. Branscombe, “Die-Hard and Fair-Weather Fans: Effects of 

Identification on BIRGing and CORFing Tendencies”,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14(2), 1990,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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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팀 정체성이 높은 팬들은 팀의 장점을 바라보

는 인지 변경 전략과 팀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응원을 

지속하는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e스포츠 리그인 LCK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팬

덤을 보유한 T1 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댓글 반

응을 통해 e스포츠 팬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인지 부조화 팀 정체

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스포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e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팬덤은 이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특히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e스포츠 팬들은 자신

의 감정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팬덤을 형성한다. 특히 e스포츠 팬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다른 팀들과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승패와 같은 

경기의 결과에 있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선수의 이적이 잦아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또는 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자주 접한다는 특

징이 있다. 또한, e스포츠는 지역연고제가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

문에 e스포츠 팬은 지역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배제된 팀 정체성을 지닌

다. 즉, e스포츠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반응과 생각

은 지역 연고에 기반한 감정적 변화와 의견 교환, 지역적 소속감이 포함

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의 반응은 주로 경기 결과와 관련하여 나타

난다. 따라서 e스포츠 팬들이 승패에 집중함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적 불

편함, 즉,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태도 및 인지 변경 전략에 대해 파악

할 필요성이 있다.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통해 댓글을 작성할 경우, 다른 팬들로부터 동

의를 얻음으로써 부조화의 감소를 경험한 팬이 있다면 더 활발히 댓글 활

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

를 획득하여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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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T1 팀의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 중 게시글과의 관

련성 및 외국어 여부에 따라 댓글을 필터링하였고, 심리적 상태나 생각

을 직접 드러내거나 지속적으로 표현해 온 댓글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

했다. 더 나아가 팀 정체성에 따른 부조화 해소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의 팬 활동성을 중심으로 팀 정체성이 높은 팬

과 낮은 팬의 댓글을 구분하였다. 또한,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서 제시된 인지 부조화 과정 중 선택,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

화와 사회적 의견 불일치로 인한 인지 부조화를 바탕으로 e스포츠 팬덤

의 인지 부조화 과정에 접근하였다. 팬들의 인지 부조화 감소 방법은 의

사결정 후 부조화 감소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의사결정 변경 또는 취소’, 

‘선택지에 대한 인지 변경’, ‘선택지들 간 인지적 중첩 형성’ 3가지를 중

심으로 팬들의 해소 유형을 분류 및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팀 선택 과정에서 e스포츠 팬의 인지 부조화는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상대적 매력도’에 의해 발생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선택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인지 부조화 과정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경

기에서 패배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 팀에 대한 상대

적 매력도는 감소하고 상대 팀에 대한 매력도는 증가하여 부조화를 경험

한다.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e스포츠 팬의 인지 부조화는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의 존재’ 및 기존의 기대와 반대되는 ‘패배’라는 경기 결과에 

의해 발생한다. e스포츠 팬은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고 경기 시청에 시간

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패배라는 모순된 경기 결과에 직면하면서 부

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인지 부조화의 과정을 보였다. e스포츠 SNS 커뮤

니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의견 불일치는 팬덤의 집단 결속력에서 비롯

되며,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자신과 다

른 의견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선수

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이 팀의 승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

는 팬들과 응원이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팬들의 의견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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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여 나타났는데, 상충하는 서로의 의견에 노출됨에 따라 인지 부조화

를 경험했다.

두 번째로,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해소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선택한 팀이 패배함에 따라 겪는 부조화를 해소하

는 유형은 4가지로, 자신이 선택한 팀을 바꾸거나 팀에 속해 있기를 거부

하는 유형, 팀의 잠재력, 가능성과 같은 장점을 확대하여 긍정적으로 평

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장점으로 바라보는 유형, 결승 진출과 같은 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도 긍정적 반응을 드러내는 유형, 마지막으로 

팀의 패배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고 피드백하며, 다음 경기에서의 변화를 

기대하는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이 있다. 경기 시청 결정 과정에서

의 부조화 해소 유형은 경기 시청 취소 유형으로, 이 유형의 팬은 경기 시

청에 있어 시간적, 감정적 투자와 모순되는 패배라는 경기 결과를 지속

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경기 시청 취소라는 부조화 해소 방법을 선택했다. 

e스포츠 SNS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의견 불일치 해소 유형에서

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방

식으로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유형이 비교적 많았다. 이는 의견의 불일

치를 줄이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조화 해소 방법

이다.

세 번째로, 팀 정체성에 따른 인지 부조화 해소 유형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팀 정체성이 높은 팬과 낮은 팬 모두 자신의 인지를 변경하거

나 추가하는 형태로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으나, 팀 정체성

이 낮은 팬의 경우, ‘팀 변경 및 탈퇴’ 또는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와 같

이 결정을 번복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형태의 부조화 해소 전략을 팀 정체

성이 높은 팬에 비해 비교적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팀 정

체성에 따라 부조화 해소 유형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CORFing

과 BIRFing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팀이 패배하여 부조화를 경험

해도 팬이 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BIRFing은 팀 정체

성이 높은 팬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즉, 팀 정체성에 따라 ‘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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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 변경’과 ‘경기 해석 및 미래지향적 인지 추가’ 유형의 비율에 다

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이 그들의 응원과 지지를 

지속하며 부조화를 해소하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

대로 팀 정체성이 높은 팬은 낮은 팬보다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남으

로써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CORFing을 행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팀 

변경 및 탈퇴’와 ‘경기 시청 취소 및 포기’ 유형은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LCK라는 e스포츠 경기에서 T1 팀 팬덤 내부에서 나타나는 

팬들의 인지 부조화 경험을 선택, 결정, 사회적 의견 불일치의 형태로 분

류 및 분석했으며, 팀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부조화 해소 방식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특정 e스포츠 팬덤의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 인

지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팬들의 부조화와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승패에 따른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 방법이 기

존의 프로스포츠 팬덤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e스포츠 팬들은 스포츠 팬과 유사하게 팀에 감정적, 시간적, 재정적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투자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조화 전략

을 사용했다. 즉, e스포츠가 지연 연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포츠 팬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경기 결과와 그에 따른 인

지 부조화 과정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 

프로스포츠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팬 행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짐에 따라 프로스포츠 팬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이나 팬 행동 결정 

요인 등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e스포츠 팬덤의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

는 팬 정체성과 관련된 부조화 해소 유형을 분석한 본 연구가 커뮤니티의 

e스포츠 팬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스포츠 팬덤의 부조화 경험과 해소 방법은 팬덤의 지속가능

성, 즉, 팬덤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e스포츠 팬덤의 반응과 인지 부조화 경험 위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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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기 때문에 팬덤의 인지 부조화와 부조화 해소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팬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지 못했다. 

또한, 다른 e스포츠 팬덤의 경우,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 유형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경험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타 e스포츠 팬덤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연

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LCK 팀들 중에서도 

T1 팀의 팬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추후 다른 팀의 팬덤에서 나타

나는 팬들의 인지와 태도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

른 e스포츠 커뮤니티 채널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분석함으로써 e스포

츠 팬덤에 대한 연구를 보강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팀 정체성에 따른 

팬의 부조화 해소 방식을 해석 수준 이론과 관련함으로써 e스포츠 팬의 

인지 행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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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gnitive Dissonance Process and 

Resolution of E-sports Fandom 

- Focused on T1, LCK -

Choi, Gyu Won･Ryu, Seoung Ho

As the social influence of e-sports fandom increases, the analysis of its 

characteristics and aspects is steadily progressing. In a competitive e-sports 

game, the outcome of the match is important information for e-sports fans. 

Because it affect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team. They mainly encounter 

win/lose information and share emotions and opinions through online 

communities. In particular, when faced with information about defeat, fans 

use social media as a means to resolve dissonance such as anxiety and 

discomfort. The ripple effect of reactions to the cognitive dissonance of fans 

on social media can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the fand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gnitive dissonance of e-sports fans in the community 

and the process of resolving it through social media participation observation. 

To this end, Facebook, a social media online community space, was selected 

where e-sports fans can easily access posts about game results and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For the study, the fandom of T1, which has been 

active for the longest time in the LCK, the largest e-sports league in Korea, 

was chosen as the research subject.

In this study, the cognitive dissonance theory and the dissonance reduction 

strategy after decision-making were applied to understand the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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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nance process of e-sports fans and the specific dissonance resolution 

method.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how the ways of resolving dissonance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eam identification, the team identification 

was divided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involvement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dissonance resolution. Accordingly,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gnitive dissonance process and resolution 

types of e-sports fandom, focused on LCK, are as follows. First, after 

selecting the team to support, that is, in the process of team selection 

decision, ① the type of changing one’s cognition and ② the type of 

interpreting the situation of a losing game and expecting future changes 

were mainly shown. On the other hand, the types who changed their chosen 

team or refused to be part of a team were quite rare. In the process of 

deciding to watch the game, it was possible to check the type of game 

viewing cancellation, but this type was also found to be very few. Second, 

there was a type of dissonance resolution that ignored other opinions in the 

process of group communication (social disagreement). Third, fans with a 

high team identification did not easily change their cheering and supporting 

attitude toward the team even if they experienced cognitive dissonance 

when they encountered the game result of defeat. This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s of CORFing and BIRFing. Fans with the high team 

identification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CORFing to resolve dissonance by 

escaping from negative outcomes such as team defea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rying to reduce dissonance through BIRFing, 

which means continuing support for the team even if the team loses. 

Therefore, they resolved the cognitive dissonance while maintaining a 

cheering attitude by finding new strengths of the team they supported or 

emphasizing the existing strengths. In other words, dissonance was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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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m of changing one’s cognition or reinforcing the existing attitude. 

Fans with a low team identification partially resolved the dissonance by 

moving their favorite team or giving up watching the gam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experience of cognitive 

dissonance that occurs within the e-sports fandom through social media and 

strategic methods to resolve it.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e-sports fans 

reduce dissonance in game outcomes in a manner similar to that predicted 

by studies on professional sports, team identification, and cognitive dissonanc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type of 

dissonance resolution related to fan identification in social media of e-sports 

fandom, can contribute to predicting the behavior of e-sports fans in the 

community.

Key Words : E-sports, Fandom, Cognitive Dissonance, Team 

Identification, Decision-making, Social Disagreement, 

Relative Attractiveness, Dissonanc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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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분석에 활용된 댓글 및 답글 원본 데이터

1번 경기 원본 댓글 및 답글

김OO 담원 상대로 이정도면 진짜 잘한거다 다만 조이는 좀...

김OO

오늘 경기 아쉬웠지만 정말 엄청났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경기 수준이 

매우 높아서 T1의 잠재적인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LCK 미래의 가능성이 

정말 크게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더욱 성장하여 결승에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맞붙어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OO

해외에서 잠 못 자고 경기봤는데, 엄청 짜릿한 경기 보여준 선수분들께 

감사해요. 오늘 경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다 달아났어요. 엘림선수 

마지막에 표정이 안좋아 보였는데, 너무 낙망하지말고, 앞으로 더 좋은 

경기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OO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했는데 너무 잘싸웠다 페이커랑 구마유시가 너무 

잘해줬다 진짜

부  록

<표 11> 2021 LCK Spring, Summer 시즌 경기 일정 및 세트 스코어

번호 경기 대진 날짜 결과

1

Spring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1.15 1:2로 T1 패

2 T1 vs GEN 2021.01.21 1:2로 T1 패

3 T1 vs KT 2021.01.24 1:2로 T1 패

4 T1 vs AF 2021.01.31 0:2로 T1 패

5 T1 vs DRX 2021.02.19 1:2로 T1 패

6
Spring 정규시즌 2Round

T1 vs DK 2021.02.27 1:2로 T1 패

7 T1 vs BRO 2021.03.04 0:2로 T1 패

8 Spring Playoffs 2Round T1 vs GEN 2021.04.04 0:3으로 T1 패

9

Summer 정규시즌 1Round

T1 vs DK 2021.06.11 1:2로 T1 패

10 T1 vs LSB 2021.06.20 0:2로 T1 패

11 T1 vs NS 2021.06.24 0:2로 T1 패

12 T1 vs AF 2021.07.03 1:2로 T1 패

13

Summer 정규시즌 2Round

T1 vs NS 2021.07.11 0:2로 T1 패

14 T1 vs LSB 2021.07.24 1:2로 T1 패

15 T1 vs HLE 2021.08.15 0:2로 T1 패

16 Summer Finals T1 vs DK 2021.08.28 1:3으로 T1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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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조이 왜 벤 안하는거지”

“한O : 그런거 하나하나 따지면 게임못해요ㅋㅋ 결과론적인얘기임”

“김OO : 조이가 넘 까다로움요 쇼메이커가 잘하기도 하고”

“한O : 사실상 조이를 딱히 벤할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페이커도 조이를 

잘 사용할뿐더러 꽝 붙는 한타때는 조이보다 아지르가 훨씬 더 유리하고 라인전 

비중보다는 페이커는 한타때 힘을 쓰기 위한 픽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조이 뽑아도 

페지르도 커버가 된다고 판단했던거같아요. 실제 게임안에서도 초중반까지는 페지르

가 미치는영향이 조이보다 훨씬 강했고요. 그냥 바론에서 물려서 짤린 시점부터 

잠잠하던 조이가 날뛸수있는판이 생겨난거뿐이지 조이 하나로 게임이 처음부터 

흔들리고 힘들었다면 벤했어야했지만 게임이 처음부터 조이로 인해 스노우볼이 

굴러가거나 포킹으로 원딜이나 다수 딜러진들이 짤리면서 4ㄷ5한타가 많이 이뤄지진

않았잖아요. 그냥 운영역량차이로 진게임같아요.”

“김OO : 3세트 진건 일단 바론에서 짤린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이가 

유리하게 겜 잘 굴린 것 같아요 그 후로 조이 대처를 못하니까.. 장로 먹었으면 

이겼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넘 아쉽네요”

“한O : 신인이 어떻게 보면 4명인 티원이 리그오브레전드 최정상에 도달한 정예멤버 

5명을 상대로 이렇게 분전했다는건 정말 놀랍고 축하해줘야할일인건 분명합니다. 

1황체재였던 lck에 다시금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는것만으로도 lpl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평을 깨버릴저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졌지만 너무나도 재밌는경기

였고 앞으로도 이런 경기가 나올기대감이 생겨서 2021 스프링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아쉬워하진말아주세요!”

“김OO : 오늘 엘림이랑 구마유시 존나 잘했음요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거 

같은데 져서 아쉬울뿐이져”

2번 경기 원본 댓글 및 답글

김OO

이러니 저러니해도 여기에 욕하는 사람들보다 롤 몇배나 잘하는 선수들인

데ㅋㅋㅋㅋ 팬이라는 명목을 가장해서 선수들 비난, 비판하는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선수들 많이 성장한게 보이는데 빠른 피드백으로 오늘 문제점들 

보완해서 우승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OO

변수픽을 알고도 너무 쉽게 허용한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감코 및 선수들이 

대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벤을 안한거라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스프링이고 1라운드니까 잘 분석해서 2라운

드 때는 갚아줬음 좋겠네요

이OO

아직 합이 완벽히 맞지 않는 시즌 초에 대진이 너무 빡세지 않았나 생각합니

다. 그래도 아직 스프링 시즌 초반이고 티원의 목표는 롤드컵이니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T1_Fighting

조OO 이경기 안보고 학원미리가서 단어외운 내가 승자다

해O ㅋㅋ 잘 커놓고 무리해서 밀다 계속 죽고 이득 못 본 칸나 vs 시야 잡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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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죽고 먼저 물려서 한타 열리게 하는 엘림 vs 아지르 0인궁으로 

던지고 지게 한 페이커 누가 범인?

“강OO : 담원전 바롯 상황은 실수에의한 상황으로보는게 짤렸다보는게 맞죠 작년급의 

우왕좌왕은 아니라고 봅니다 티윈팬이라면 울프들먹이지마시고 팩트를보심이 어떨

까요”

“유OO : 작년급 우왕좌왕이 아닌거지 결국은 우왕좌왕 아닌가요 티원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바론 상황에서 어리버리 까다가 지는건 18년시즌 킹존전에도 있었던 

실수라 고질병 수준인데... 그나마 19년도는 강타싸움 잘하고 베테랑만 있으니까 

좋은 상황만 만들어진거지”

“유OO : 제 말은 곧이곧대로 저 라인전 강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라인전에서 이득보고 

어중간히 굴리면서 이득 못 보다가 항상 바론 상황에서 실수해 역전패한다” 였고

울프도 오늘 방송에서 “얘네 바론만 가면 불안해진다” 라고 한거 생각나서 언급한거였

는데 굳이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티원이 바론 근처에서 실수한 경기가 좀 많아서 PTSD 있어서 그럽니다”

4번 경기 원본 댓글

FOO OO 오늘 경기 안 본 게 개이득이네.ㅋㅋ 역쉬 티원

5번 경기 원본 댓글 및 답글

“신OO1 : 그렇게 불만있으면 다른팀 응원하던가 ㅋㅋ..못하는팀 봐서 혼자 화내고 

혈압올리고 ㅋㅋ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정 답답하면 다른팀을 응원하세

요;; 잘하는팀들 냅두고 뭐하는거임 ㅋㅋ 그리고 팬이라면 못하든 잘하든 위로부터해

야지 뭐든지 까는거부터 시전하네 ㅋㅋ”

“신OO2 : 등수에 관계없이 응원하니까 팬인거고 팬이니까 경기력이 안나오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비판하는거에요!! 누가 여기서 선수들 패드립하고 욕하는것

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좀 고쳐달라고 요구하는거고요ㅎㅎ

위로는 멘탈코치가 해주겠고요, 이런 불편 사항 없이 잘한다잘한다만 하는 팬덤이 

슼갈로 발전하는겁니다! 깨어있는 팬이 아니라요”

“이OO : 응원하는 팀이기에 더 혈압이 오르는거죠;; 비난이 아닌 비판은 성장하기위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잘할때는 칭찬해주고 못할때는 잘못된 점을 짚으면서 다음엔 

바뀌도록 해야지요”

“양OO : 괜히 세살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있는게 아니죠 , 훈계를 받으며 안 좋은 

버릇은 버리고 고쳐가야 훌륭한 사람 혹은 팀이 될 수 있는겁니다 .”

6번 경기 원본 댓글

박OO

아직 신인인 선수들인만큼 운영적인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잘한부분도 분명했습니다 2세트의 T1은 최근에 본 T1중

에 가장 공격적이었고 정교했습니다 아직은 스프링시즌인만큼 당장의 

성적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에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실거라 믿습니다 T1화이팅!

홍OO 이번 경기로 티원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듯 라인전 쎈거잡고 오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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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카정. 클로저 감정적 플레이는 조금만 더 보완하면 슈퍼플레이로 

발전한다 트롤과 슈퍼플레이는 한끗차이니까

8번 경기 원본 댓글

김OO 정규시즌 망했던 거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 서머 보자

이OO 아쉽지만 여기까지 온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박OO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라인업 잘짜서 보기 좋았습니다. 서머때 

파이팅하세요

홍OO 안보길 잘했고~

9번 경기 원본 댓글

김OO

정말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경기 수준 자체가 매우 높았고 결국 상대가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고 제 예상보다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솔직히 좀 놀란 

부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세트 때 그런 조합을 

가지고 이겼던 것은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즌 초기인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 앞으로를 바라본다면 그래도 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고생 많으셨고 오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OO

여러분 못할때도 있는겁니다 왜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아쉽게 져서 힘들고 

화나고 짜증 날텐데 굳이 욕을 해야되나요? 오늘은 담원 상대로 잘했습니다 

아쉽지만 선수들에게 욕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신OO

오늘 담원전 수고하셨습니다 DK상대로 이정도까지 보여주신모습이 스프

링DK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실수가 있는게 많이 아쉬

웠네요 감코진분들이 하나둘 고쳐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서머시작하고나서 

T1경기기다리는맛에 살아가고있습니다 T1의여름은지금부터 입니다 서머

우승부터 롤드컵까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영O

아쉽지만 오늘 담원전 수고했어요!! DK상대로 이정도까지 보여준건 스프

링때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좀 아쉬운 실수들이 

나와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직 시즌 초기이고 계속계속 피드백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나아간다면 꽤 희망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푹 쉬고 다음 경기 상대는 프레딧 브리온인

데 프레딧 브리온전 잘 준비해서 꼭 이기자구요!! 그리고 우리 한번 2라때는 

DK 함 잡자구요!! 저는 감코진분들과 선수분들을 믿습니다!! 아자아자 

T1 화이팅! T1의 서머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기죽지말자구요!

이OO
진짜 담원만 만나면 왜이럼? 진짜 갑자기 경기중에 개못해짐. 담원만 

만나면 진짜 갑자기 솔직히 팬들 위한다고 더 드라이브 이거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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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원 이길 방법만 좀 연구좀 했으면 좋겠다 난 진짜 이기는게 팬들 위하는것 

같다

정OO
어케 0킬 아칼리 새끼한테 게임이 터지냐 그것도 5대0으로 이기고 오브젝

트 다쳐먹던 게임을 진짜 생각없이 플레이했나?

10번 경기 원본 댓글 및 답글

성O 걍 t1 경기 이제 안봅니다

션O

얘들아 그렇게 지는게 보기 싫으면 보지마 욕하지말고. 한번 졌다고 욕할거

면 팀 왜 응원하냐 나중에 더 잘하겠지 그때도 실수하면 그때 뭐라해도 

늦지 않아

임OO

탑: 오늘 패배의 MVP. 존재감은 없고 리신 궁 실수 2번으로 2세트 전체를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 아님

정글: 무색무취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오브젝트 관리차이 심함

미드: 미드 지박령+정글 탑 판단미스한거 따라들어가버리기

원딜: 굳이 세나? 차라리 세나못한다고 딴거할때가 그리울지경

서폿: 그나마 리신은 잘함

총평: 스프링때도 서머에는 롤드컵 우승팀으로 만들겠다는 감코말 믿고 

기다리다가 우승은 커녕 플옵도 못가는 경기력

“최OO : 구마유시 제우스 엘림을 진작부터 키워야 했는데 기존선수 팬층도 두터워서 

팬심도 챙기려다보니 기존멤버조합의 밑천이 결국 다들어나버림...”

“김OO : 음 오래된 조합은 맞죠 근데 그 오래된게 아직 1년이고 스프링때는 실험한다고 

스크림도 제대로 못뛴건 사실이죠... 그만큼 다시 맞춰야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고 피드백 받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올 수 있죠 저분들도 프로 

이전에 사람이고 한결같이 잘할 순 없잖아요..ㅋ 그리구 젠지보다 결과가 안좋다라 

흠... 그래도 티원은 우승도 해봤는데 젠지보다 결과가 안좋다는건 아니죠....”

“최OO : 칸커페테가 오래된 조합인지 아시지않습니까...

젠지보다 결과가 시원치 않은데도 고수한다면 문제가 있죠”

“김OO : 아직 한경기 저렇게 된건데....ㅋㅋ벌써부터 밑천이라는 소리에 팬심이라는 

소리를 하는건지 나원참...ㅋㅋ 스프링에서 여러조합 시험해보고 팀에서 이렇게 

조합을 짠거지 한경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게 당연한건가...ㅋ 그냥 기다려주고 

마지막에 결과가 저러면 그때는 비판을 해도되는거고 따지고보면 저분들이 님보단 

잘하잖아요...ㅋ”

11번 경기 원본 댓글

민O

고생하셨습니다. 실수는 다른 분들이 얘기해주실테니 말안하겠습니다.

70분 경기, 1세트 패배하고나서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졌구나. 혼신의 힘이란 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꺾였을 때의 

상실감은 쉽지 않을테니까요.

넛신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케리야는 언제나 날아다니지만 이번에는 

궁으로 진짜 날아다니더군요 흡사 리자몽의 지구던지기 같아서 살짝 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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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JIN AIR TEDDY가 T1 TEDDY가 되어서 그런건지, 그 당시에 보여주던 

넥서스의 면모가 빛바랜 것 같더군요. 그것이 유복함에서 나오는 안주함이

라면 절실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T1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없던 T1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LCK 방송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광고의 주측은 T1입니다. 

근데 그 중심인 정가운데는 커녕,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는 걸 보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늘 응원합니다. 다음 경기 힘내주세

요.

신OO

오늘 경기는 이길수있는 순간도 있었고 충분히 역전가능한순간이 있었는

데 일부러 싸움을 피하는 모습이 보여 매우 아쉬웠습니다 다음경기때는 

피드백받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처음 한화전을 뛰어넘는 경기력

을 보여주실거라 믿습니다 #T1win

이OO 오늘부로 T1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정OO

이쯤되면 질때 뭐라고 게시글 올려야할지 그것도 머리 잘굴려야겠다 트위

치로 보는 우리는 그렇다쳐도 직관가서 본분들은 무슨일이냐 첫세트는 

1시간을 가고 두번째세트는 재미없게 지고 차라리 질꺼면 시원하게 지세요 

눕는경기 해설위원,관중들도 안원해요 진짜 왜 이러나 모르겠네 나도 

대깨슼이지만 이번껀 진짜 힘들다

12번 경기 원본 댓글 및 답글

송OO

팬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3시간 투자하고 응원하는게 웃기나요? 승 패를 

떠나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고 더 퇴보하네요. 언제적 줄건줘 가드올리기식

가요? 팬들 고구마만 맥이다가 목맥혀 죽이시네. 스트리밍 때려치고 연습

이나 하세요

정OO

다줘 그냥 다 퍼줘 운영도 안해 싸우지도 않아 ㅈ같이 킬각도 못봐 케리아 

없으면 킬도 못먹어 이게 내가 9년째 응원하는 팀이 맞냐? 진짜 운영능력보

니까 내가 오더는 더 잘하겠네 커즈 뭐때문인지는 몰라도 용 하나도 못챙겨

가고 페이커는 미드에서 존재감도 없고 칸나는 탑에서 불안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이런 모습 계속 이어지면 롤드컵은 개나 주고 풀옵권도 못간다 

진짜 답답해서 할말 지금도 드럽게 많은데 내가 이팀 진짜 응원해서 카드도 

나온다고해서 바로 신청하고 매일매일 응원하는데 이런모습 보여주면 

직관간분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대단하다! T1!”

“조OO : 현재 T1팬들이 아쉬운 이유.

1. 오더, 캐리력의 부재성

현재 팀에서 오더를 누가 한다라고 오피셜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오더가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팀원은 커즈, 페이커, 케리아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현재 T1이 추구하는 게임의 방식과 오더의 방향성은 일명 “테디 키우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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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기나 이기는 경기나 결국 딜링은 테디가 혼자서 가장 많이 하자는 쪽으로 

가는것 같고 패배한 경기들도 줄건줘를 시전하며 계속 테디만 키우려다가 상대의 

이니쉬에 얻어맞고 터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다른 라인의 캐리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언제부턴가 티원은 항상 가드만 올리다가 로우킥 한 대 

맞고 가드가 풀어져 맞게 되는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밴 픽의 의문성

T1의 경우는 정석적인 픽을 가져오려다가 꼭 한가지씩 이상한 픽을 뽑는데에서 

승률이 급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전에서도 커즈의 니달리가 그런 

느낌이었죠... 가끔 나오는 테디의 세나도 함정픽에 해당이 되고요. 테디는 예전부터 

바루스, 이즈 등 예전부터 이어오던 전통 원딜에 강함을 보였고, 커즈의 경우는 

렉사이나 그라가스 등이 있지만 현재는 메타 때문에 쓰이지 않았음에도 럼블, 다이애

나 등의 한타의 판을 깔아주는 챔들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밴 픽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는 마인드가 아닌 한 번 해보자는 마인드로 픽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히 들었습니다...

3. 폼 저하

선수들이 지친건지 아니면 멘탈적이나 심적으로 흔들리시는건지 1세트 라인전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2,3세트를 가면 갈 수록 라인전이 힘들어진다

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칸나와 테디의 기복이 너무 심해보이고요...이에 대해서

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심정이고 그저 폼 회복과 멘탈 케어가 가장 중요해보이

고 응원해주는 수 밖에 없겠네요...모든 선수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저 티원을 좋아하는 학생이고 관계자도 뭣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싸지르는 이유는...그저 너무 답답하고 아쉬워서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음주 대진은 젠지-농심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고 티원팬들도 많이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음에 

보여줘가 아니라 진짜 보여줄때입니다..! 다음주 좋은 피드백으로 경기력 끌어올리고 

좋은 모습 보여주어 2연승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더 관련해서는 커즈 선수가 한다고 많이 하시던데...아직 감독님께서 제대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전제하에 썻습니다.”

“김OO : 애매하게 아는 척 역겹군요”

“조OO : 저는 롤을 “몰라서” 패배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오더 관련 문제는 감독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문제였고 페이커와 협상도 

7개월이나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이제야 해결이 되었다고, 페이커가 오더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이게 해결이 된거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인터뷰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버리니 참담한 심정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테디키우기라 적었던 이유는 근래 T1의 경기중 테디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래 경기를 모두 보셨다면 알텐데요..?

두번째 밴픽 관련 문제는 저희가 감코진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고 제가 언급했던 

것 처럼 감코진이 훨씬 전문가고 메타나 팀적인 방향성도 저희가 모른다고 했었습니

다. 저는 귀중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느낌이니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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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픽을 기용하자라는 뜻이었는데 이가 다르게 들렸나요..? 다르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관련은 제 전 댓글들 다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계속 

응원했고 남들이 다 욕할때도 계속 응원댓글만 남기다 이번 처음 이런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6년도부터 응원하면서 이런 댓글을 쓸 줄은 저도 몰랐는데 겉으로만 

판단하시고 역겹다고 하는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의견을 나누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게 팬인데 이런식으로 팬끼리도 내분이 생겨버리면 안되잖아요...? 서로 존중하

자구여”

“조OO : 그렇게 단답식으로 남기시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남기시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14번 경기 원본 댓글

최OO 그래도 계속 적극적인 시도 하는건 좋습니다. 담주 경기에 다시 이깁시다

15번 경기 원본 댓글 및 답글

박OO

이긴다 진다로 선수들한테 선넘는 말 좀 하지마라. 암만 그래도 프로 

선수고 오늘 실책들 사옥가서 수도없이 피드백하고 자책하고 그럴텐데 

다음에는 더 화이팅해보자고 말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선수들한테 프로 

의식이 없냐느니, 다음 경기에 도움 1도 안될 말을 하고있냐. 언제나 

노력해왔고 극복한게 수도 없이 많은데 아직도 선수들을 못믿어? 응원만해 

좀 응원만. 아근데 감코랑 개론트 욕은 해도됨^^ 선수들 욕은 하지말자 

진짜.

정OO

뭘 믿고 지면 안되는 게임을 지는건지 모르겠음

꼬마감독님 지시때는 관리 빡세게 들어가지않았나? 왜 부담안갖고 진지하

게 안한거지? 벤픽,게임설계,한타,오브젝트 모든게 다 실수,헛점투성이

였다 이번경기는

현OO

오늘은 한화가 잘한게 아니라 티원이 너무 못해서 졌어요. 말도 안나올정도

로 못해서 진거라 팬들도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화나지만 그래도 응원합니

다 플옵에서 잘하길

“강O : 로스터 바꾸자고 하는 사람 2할도 안 돼 보이는데?”

“류OO : 2할이면 ㅈㄴ 많은거 아닌가”

“강O : 받아쓰기 20점 맞고 ㅈㄴ 좋아하는 소리하시네요”

“류OO : 정상이 아닌 팬이 20퍼센트 가까이 된다는건 결코 무시할 수치는 아닌데요 

ㅋㅋㅋ 티원 팬 다섯명 중 하나는 뇌가 빈거 아니야”

“강O : 뭐 그렇다쳐도 로스터 바꾸는게 왜 뇌가 빈 수준인지는 이해할수가 없는데 

ㅋㅋㅋ 짜피 로스터 바꾸는 거 반대하는 팬들도 잘 되면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로스터 

변경 좋았었다고 할 거잖아요ㅋㅋㅋㅋㅋ”

“류OO : 로스터 변경은 감독권한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ㅋㅋㅋㅋㅋ 

감독이 로스터 바꿔서 잘 되면 박수 칠 일인데 감독이 안바꾼다고 팬들이 왜 로스터 

안바꾸냐 선발 바꿔라 시어머니 짓하는게 머리 빈거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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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 : 로스터 바꿔라 발광하는 사람은 잘못이 맞는데 내가 좋아하는 팀에 내 생각 

표시는 할 수 있죠 ㅋㅋㅋㅋ 그럼 롤보다가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플레이 하면 뭐라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인게임 플레이는 선수재량이니???ㅋㅋㅋㅋㅋㅋㅋ”

16번 경기 원본 댓글

COO OO

담원이나 g2한테 항상 지는게 초반에 유리한데 그걸 못굴리고 항상 조급히

하다가 결국 짤려먹고 그러다지는거임 자신감 좀 가지고 침착하게 했음 

좋겟네요...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결승까지 기대 안했는데 감독 

경질하고 내부 불안한 와중에도 여기까지 온게 너무 대견하고 특히 테디선

수 한달넘어서 플옵 출전했는데도 너무 잘해줘서 결승까지 올라오게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우리혁 텔위치는 피드백받자ㅜ 잘하는데 

왜 매번 짤려서 유리한거 다말아먹는 주역이되니ㅜㅜ 맘아프다증말

고OO

솔직히 lck섬머 초반에는 결승에 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까

지 온것도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솔직히 우승하기를 원했고 바랬지

만 못해서 정말 아쉽고 속상하네요. 물론 선수분들이 더 아쉽고 속상하겠지

만요. 하지만 아직 시드 결정전과 롤드컵이 남았습니다. 저는 당연컨데 

T1이 보여줄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발

전과 롤드컵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T1의 모든 선수분들, 

감코진분들 그리고 관계자 분들 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하겠

습니다. #T1WIN #T1Fighting #OneT1

김OO

담원은 역시 세다 머리로는 담원이 이기겠지... 하지만 마음으론 제발 

티원을 외쳤고, 3세트와 4세트 초반에 설마를 외치고 희망을 가진걸로 

됐습니다... 꼭 열심히 준비해서 선발전 이기고 3시드로 가고 롤드컵에서 

꼭 좋은 경기력 보여줘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민O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오른 능력이 신인들의 

힘이란 게 좀 아쉽네요. T1은 언제나 전설이지만 담원은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팀입니다. T1의 서사시는 이미 완결났고 담원의 서사시는 흐르는중이

죠. 그 거대한 흐름에 싸우는 건데, 너무 상대를 안일하게 본 게 아닌지(특히 

4경기 역전각을 준 한타 설계 같은 것) 조금 고민하며 본 판이었습니다. 

T1이 다시 전설을 찬탈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롤드컵에서

도 힘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영O T4답네 ㅋㅋㅋㅋ 응원한 내가 바보다 그냥 담원 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