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업계 노동자의 84.2%가 크런치 모드 경험

- 크런치 모드, 하루 평균 14.4시간 근무, 평상시에도 일주일 평균 50.8시간 근무

- 자살시도 경험, 일반 인구에 비해 5배나 높아. 우울증 의심 비율도 3~5배 이상   

  높아

- 4명 중 1명은 폭언에 시달려. 위협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 등 작업장 폭력 매우  

  심각

-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자살생각 위험비율 높아져

정의당 IT노동상담센터(디버그)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게임개발자연대, 노

동시간센터, 노동자의미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4

월에 걸쳐 총 621 명이 참여한 ‘2017 게임산업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크런치 모드와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장시간 저임금체계하

에서 우울증과 자살생각 위험비율이 높았으며 작업장 폭력 또한 심각한 상

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IT

노동업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자 한다.

1. 게임업계 노동자의 84.2%가 크런치 모드를 경험. 1년 중 70일을 크런치 모드로 

   근무

․10명 중 8~9명은 크런치 모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크런치 모드 경험 차이는 
 없었음.(남성 84.8%, 여성 83.2%) 
* 크런치 모드란 게임 출시 및 각종 이벤트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의당 노동선본

담  당  정의당 노동부 사무국장 최강연(010-9448-1055)

날  짜  2017. 05. 25. 목  

보 도 자 료

2017 게임산업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열정페이, 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 부당거래와 크런치 모드 게임 

산업 노동환경, 지금 당장 규제해야 한다”



․1년 중 평균 70일을 크런치 모드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영업일(250일) 기준 
28%를 크런치 모드로 일한 것으로, 주 5일 근무자라면 하루 이상을 크런치 모드로 일하고 있
었던 셈. 크런치 모드가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근무가 아니라 상당히 일반화된 근무 형태
임을 알 수 있음. 

2. 크런치 모드, 하루 평균 14.4시간 근무, 평상시에도 일주일 평균 50.8시간 근무

․크런치 모드 기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4.4시간으로(남성 14.4시간, 여성 14.2시간) 하루 
 17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응답 비율도 19.7%나 됨.
․24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9.0%나 됨.
․평상시 근무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일주일 평균 50.8시간을 일하고, 한 달 평균 1회 이
 상 주말(46.6%)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음. 

3. 자살시도 경험, 일반 인구에 비해 5배나 높고 우울증 의심 비율도 3~5배 이상 

높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나 됨.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도 3.5%나 되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
 나 됨. 자살 시도 비율은 일반인구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0.4%)
․우울증 의심비율도 39.4%(여성은 51.8%)로,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 
 3~5배 높은 수치. 
․특히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의심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 인구 중 20대의 우울
 증 비율은 10.1%인데 비해 게임산업 노동자들은 41.9%가, 30대는 8.1%가 우울증인데 비해 
 게임산업 노동자들은 39.5%가 우울증으로 의심되었기 때문. 

※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8%나 되는데, 이는 2014년 직
  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우울증 조사’ 당시 우울증으로 진단받
  은 비율 7%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

4. 4명 중 1명은 폭언에 시달려. 위협 및 신체적 폭력, 성희롱 등 작업장 폭력 매

  우 심각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한 달 사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의 경우 4명 중 1명 (25.5%), 여성의 경우 5명 중 2명 (39.5%)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는 일반 인구에 비해 4~6배 높은 수치.
․위협 및 굴욕적 행동은 더 심각한데, 지난 한 달 사이 위협 및 굴욕적 행동을 당했다고 응
답한 비율도 남성 24.0%, 여성 31.4%나 되었던 것. 이는 일반 인구에 비해 16~24배 높은 
수치.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2.8%, 여
성 1.4%나 되고, 지난 1년간 왕따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 9.5%, 여성 
19.1%나 되어 그 어떤 직업군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보임. 지난 1년간 성희롱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무려 26.8%가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 \



5. 노동시간이 길수록(크런치 모드일 때는 일일노동시간) 우울증, 자살생각 위험 비

   율 높아져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회사에 가장 길게 머문 시간이 길수록, 크런치 모드 시
기의 하루 노동시간 등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상, 자살생각 위험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남. (이는 성별, 교육수준, 나이, 월 급여, 결혼여부, 고위험 음주 여부 등을 모두 보정한 결
과)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경우 우울증상 위험도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보다 2
배 이상(2.3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크런치 기간에는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
게서  2배 이상(2.06배) 높게 나타남. 
․자살생각 위험도도 마찬가지. 일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거의 3배(2.82)
에 가깝게 높아졌던 것. 크런치 모드 기간 13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나, 회사에 24시간 이상 
머무른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2배 이상(각각 2.37, 2.2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자살 생각
에는 일상적인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집중적인 초장시간 노동이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6. 2016년 게임산업 노동자 4명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 결코 우연이 아님.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요인들 규제해야 함. 5번째 희생자를 막기 위한 노력 절실

․2016년 게임업계 정상을 다투는 넷마블에서 2명이 돌연사하고 1명이 자살함. 엔씨소프트에서
도 1명이 자살함.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
음.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크런
치 모드 기간의 경우 12시간을 넘기는 경우 우울증 유병율 및 자살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
진다는 점임. 
․게임산업은 포괄임금계약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노동문화, 플랫폼 및 퍼블리셔 업체의 과잉



착취 등으로 간헐적․집중적 초장시간 노동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음. 이를 규제하
지 않는 이상 게임산업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 게임산업에서 과로사 
및 과로자살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머리를 맞대야 함. 포괄임금제 폐지는 물론 장시
간 근로를 규제하려는 노력, 과로사 및 과로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당장 현실화되어
야 함. 
․아울러 게임산업에서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청년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이번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조사 내용 중 일부만 급히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임. 빠른 시일 
내에 게임산업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언론과 학계,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심층 분석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자리를 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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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2017 게임산업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조사
<설문주관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게임개발자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자의미래, 정의당 IT 

노동자 노동상담센터 디버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아파도 참고 출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게임산업 청년 노동자들
30대 우울증, 일반인구의 4.5배

서울 평균보다 낮은 혼인율
노동시간 증가할수록 우울증, 자살 생각 높아져

6.6%만이 지금 하는 일을 60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
청년 노동자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장시간 노동 근절해야

최민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1. 조사 배경과 방법

2016년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업체에서 과로 자살, 과로사로 추정되는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
이 잇따랐다. 2016년 11월 넷마블에서의 세 번째 죽음이 알려진 후 넷마블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급히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설문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은 평균 257.8 시간으로 5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 170여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시행한 게임개발 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결과 역
시 월 평균 205.7시간으로 게임개발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6%가 퇴근하지 못하고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이 3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주로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 자체의 실태와 최근의 게임 산업 
노동환경의 변화를 밝히는 데 집중했기에,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노동
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사회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장시
간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제안되었다. 

○ 방법
후속 연구는 후속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신체활동량과 활동 중 혈압 측정, 게임산업 변화 
연구, 포괄임금제와 노동시간의 총 5개 영역으로 진행 중이며, 이 중 후속 설문조사만 먼저 
완료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중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매우 우려스
러워, 설문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간 및 대상
설문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총 621 명이 설문 조
사에 참여했다. 성별 정보가 없는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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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1) 조사 대상의 특성

설문 참여자 중 남성이 400명, 여성이 220명이었다.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대졸 이상 학
력자가 2/3 가량 되었다. 기혼자가 28%로 적었다. 통계청 제공 2015년 연령 및 성, 혼인상태
별 인구와 비교해보니,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평균 뿐 아니라, 서울의 연령별 혼인상태와 비
교해도 미혼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미혼율이 전국/ 서울의 미혼율보
다 훨씬 높았다.

계

성별 남성 400 64.5%
여성 220 35.5%

연 령 ( 평 균 
31세)

20~24세 28 4.5%
25~29세 194 31.3%
30~34세 239 38.5%
35~39세 118 19.0%
40~44세 41 6.6%

결혼여부
미혼 443 71.5%
기혼 175 28.2%
기타 2 0.3%

학력
고졸 이하 82 13.3%
전문대 126 20.3%
대졸 386 62.3%
대학원 26 4.2%

회사위치
구로 금천 96 15.5%
강남 서초 145 23.4%
성남 판교 316 51.0%
기타 63 10.2%

주 직무

기획 142 22.9%
프로그래머 135 21.8%
아티스트 232 37.4%
QA, 운영, CS 52 8.4%
인사, 총무, 마케팅 등 사업부 34 5.5%
관리직(개발관리) 25 4.0%

회사의 주
요 생산품

PC/ 온라인게임개발 182 29.4%
모바일게임개발 336 54.3%
기타 42 6.8%
PC/ 온라인게임 퍼블리시 27 4.4%
모바일게임 퍼블리시 32 5.2%

1. 표 1 설문 분석 대상자 기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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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특성

크런치 모드가 아닌 경우, 즉 일상적인 경우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중위수는 
50시간, 평균도 유사해서 50.8시간이었다. 40시간 포함하여 그 이내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20% 가량이었고, 40~48시간 이내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24% 정도 됐다.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과로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
과하여 일한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10% 정도에 해당했다. 특별히 크런치 모드가 아니라 해
도, 일상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노동 환경으로 자리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런치 모드가 아닐 때 한 달에 주말근무 하는 회수를 물어보았다. 크런치 모드가 아니면 주
말 출근이 없다는 응답이 50%가 넘었지만, 역시 절반 정도는 일상적으로 한달에 1번 이상 주
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남성 여성 계
크런치 모
드가 아닐 
때 주당 
노동시간

40 시간 이하 73 34 107
21.7% 19.1% 20.8%

40~48시간 이하 70 52 122
20.8% 29.2% 23.7%

48~52시간 이하 72 35 107
21.4% 19.7% 20.8%

52~60시간 이하 84 39 123
24.9% 21.9% 23.9%

60시간 초과 38 18 56
11.3% 10.1% 10.9%

크런치 모
드가 아닐 
때 주말 
근무 회수

없음 200 119 319
52.4% 55.3% 53.4%

1~2회 122 73 195
31.9% 34.0% 32.7%

3~4회 41 19 60
10.7% 8.8% 10.1%

5회 이상 19 4 23
5.0% 1.9% 3.9%

2. 표 2 크런치 모드가 아닐 때, 노동시간

지난 1년간 크런치 모드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은 98명으로 16%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크런치 모드를 경혐했다는 84%의 응답자는 1년에 평균 5회, 1회당 24일의 크런
치 모드 시기를 보낸다고 답했다. 이들이 표시한 크런치 모드 회수와 1회당 크런치 모드 날짜 
수를 곱하면, 크런치 모드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게임산업 노동자들은 1년에 평균 70일을 크
런치 모드로 보낸다1). 이 크런치 모드 기간의 하루 근무 시간은 평균 14.35시간이었다. 크런
치 모드 시기 하루 노동시간이 17시간이 넘는다는 응답도 19.7%나 됐다. 

1) 365일 내내 크런치 모드라는 응답자도 6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답변을 제외하면 1년에 평균 67일
을 크런치 모드로 일하게 된다. 1년 365일 내내 크런치 모드라는 응답자들의 경우, ‘크런치 모드가 
아닌 때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평균 67.5시간이라고 응답하여, 1년 내내 
크런치 모드라는 응답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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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남성 여성 계
크런치 모
드가 있었
나?

예 339 183 522
84.8% 83.2% 84.2%

아니오 61 37 98
15.3% 16.8% 15.8%

크런치 빈
도

1~2회 125 75 200
37.0% 41.0% 38.4%

3~4회 94 51 145
27.8% 27.9% 27.8%

5~6회 52 18 70
15.4% 9.8% 13.4%

7~12회 50 28 78
14.8% 15.3% 15.0%

13회 이상 17 11 28
5.0% 6.0% 5.4%

크런치 1
회의 기간

1~3일 70 37 107
20.8% 20.2% 20.6%

4~7일 57 27 84
16.9% 14.8% 16.2%

8~14일 63 26 89
18.7% 14.2% 17.1%

15~30일 101 71 172
30.0% 38.8% 33.1%

30일 초과 46 22 68
13.6% 12.0% 13.1%

크런치 기
간 중 하
루 노동시
간

9~10시간 18 12 30
5.4% 6.7% 5.8%

11~12시간 111 64 175
33.3% 35.6% 34.1%

13~14시간 87 46 133
26.1% 25.6% 25.9%

15~16시간 48 26 74
14.4% 14.4% 14.4%

17시간 이상 69 32 101
20.7% 17.8% 19.7%

3. 표 3 크런치 모드 여부와 빈도, 노동시간



- 11 -

지난 1년간　 남성
(평균 71.4
일)

여성
(평균 69.8
일)

계

크런치 모
드로 일한 
날 수

1~14일 70 33 103
20.8% 18.0% 19.8%

15~30일 69 40 109
20.5% 21.9% 21.0%

31~60일 70 44 114
20.8% 24.0% 21.9%

61~90일 47 25 72
13.9% 13.7% 13.8%

90일 초과 81 41 122
24.0% 22.4% 23.5%

4. 표 4 지난 1년 중 크런치 모드로 일한 날 수

지난 1년 동안, 출근 후 퇴근까지의 시간이 12이 넘는 초장시간 근무 경험을 물었을 때, 12시
간 이상 회사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6%, 24시간 이상 머문 경험이 있는 응답
자는 39.0%나 됐다. 심지어 36시간 이상 머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7.9%, 48시간 이상 머
물러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7명으로 9.2%나 됐다.

　 남성 여성 계
출근 후 퇴근까지 
12시간 이상 머물
렀던 경험

1 2 시 간 이
상

357 186 543

89.3% 84.5% 87.6%
2 4 시 간 이
상

172 70 242

43.0% 31.8% 39.0%
3 6 시 간 이
상

80 31 111

20.0% 14.1% 17.9%
4 8 시 간 이
상

42 15 57

10.5% 6.8% 9.2%

5. 표 5 출근 후 퇴근까지 머물렀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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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년간 건강 문제 경험율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거나, 1년간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건강 문제로 결근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4.6%,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한 
경험이 71.6%에 달했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4
차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대 게임개발 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 비해 1년
간 건강 문제로 결근한 비율은 3.75배,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한 경험은 4.02배나 높다.

　 남성 여성 계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결근 여부

없음 173 46 219
43.4% 20.9% 35.4%

있음 226 174 400
56.6% 79.1% 64.6%

지난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
한 경험

없음 137 39 176
34.3% 17.7% 28.4%

있음 263 181 444
65.8% 82.3% 71.6%

6. 표 6 건강문제로 결근이나 참고 일한 경험

게임 노동자, N(%) 4차 근로환경조사 (%)

연령 1년간 건강 문
제로 결근

1년간 아플 때 
일한 경험

1년간 건강 문
제로 결근

1년간 아플 때 
일한 경험

20대 135 (60.8%) 166 (74.8%) 16.2% 18.6%

30대 243 (68.1%) 250 (70.0%) 17.0% 23.3%

40대 22 (55.0%) 28 (68.3%) 19.0% 27.1%

7. 표 7 건강문제로 결근이나 참고 일한 경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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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 및 자살생각 

우울증이 유력하게 의심되는 비율이 남성 32.5%, 여성 5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죽고 싶
다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도 남녀 각각 2.8%, 5.0%에 달했다. 자살 시도 경험도 
2.1%였다. 우울증 의심 비율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고, 자살 시도 경험 역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0.4%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남성 여성 계
우울증 * 정상 209 81 290

52.3% 36.8% 46.8%
우울증 의심 61 25 86

15.3% 11.4% 13.9%
우울증 확실 130 114 244

32.5% 51.8% 39.4%

8. 표 8 게임산업 노동자의 우울증상 유병율
9.
*우울증 : CES-D 10, 10점 이상 우울증 의심, 12.5 이상 우울증 확실

　 남성 여성 계
자살 생각 전혀 없음 207 69 276

51.8% 31.4% 44.5%
있음 193 151 344

48.3% 68.6% 55.5%
죽고 싶다는 생각의 
정도

1 (전혀 없음) 207 69 276
51.8% 31.4% 44.5%

2 85 56 141
21.3% 25.5% 22.7%

3 60 37 97
15.0% 16.8% 15.6%

4 37 47 84
9.3% 21.4% 13.5%

5 (거의 매일) 11 11 22
2.8% 5.0% 3.5%

자살 시도 경험 있음 8 5 13
2.0% 2.3% 2.1%

없음 392 215 607
98.0% 97.7% 97.9%

10. 표 9 게임산업 노동자의 자살 생각 및 시도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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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노동자, N(%)) 일반인구, N(%)

CES-D CES-D*

연령 유력우울증
(10/30 이상)

확실우울증
(12.5/30 이상)

유력우울증
(16/60점 이상)

확실우울증
(25/60점 이상)

20대 129/222
(58.1%)

93/222
(41.9%) 31.0% 10.1%

30대 185/357
(51.8)

141/357
(39.5%) 22.3% 8.1%

40대 16/41
(39.0%)

10/41
(24.4%) 20.9% 7.6%

11. 표 10 일반인구집단과 연령별 우울 증상 유병율 비교
12. *Cho MJ, Nam JJ. Suh GH. Prevalence of symptoms of depression in a 

nationwide sample of Korean adults. Psychiatry research, 1998;81.3:341-352.

우울증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역시 전체 620명 중 104명(16.8%),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25명(4.0%, 진단 받은 사람 중 비율은 24.0%)으로 높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014년 직장인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우울증 조사’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비율 7%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
다. 

5) 일반인구보다 10배 이상 높은 작업장 폭력

지난 1개월 간 언어 폭력 경험은 일반 노동자보다 남성은 3.6배, 여성은 6.1배 높게 나타났
고,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은 남성 24.3배, 여성 16.3배로 나타났고,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역
시 남성 12.6배 여성 17.4배로 높았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신체적 폭력 경험, 왕따/괴롭힘 경험,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근로
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두 4~30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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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노동자, N(%)) 4차 근로환경조사

연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언어폭력 102 (25.5%) 87(39.5%) 7.0% 6.5%

원치 않는 성적 관심 29 (7.3%) 61(27.7%) 0.3% 1.7%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96 (24.0%) 69(31.4%) 1.9% 1.8%

13. 표 11 1개월 내 회사내 폭력 경험 비교
14.

게임 노동자, N(%)) 4차 근로환경조사

연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신체적 폭력 11(2.8%) 3(1.4%) 0.7% 0.3%

왕따/괴롭힘 38(9.5%) 42(19.1%) 0.1% 0.1%

성희롱 12(3.0%) 59(26.8%) 0.1% 0.7%

15. 표 12 12개월 내 회사내 폭력 경험 비교
16.

6)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 유병율 및 자살생각 위험, 일자리 지속성 인식

주당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지난 1년 중 한번 출근해서 회사에 가장 길게 머문 시간, 크런
치 모드 시기 하루 노동시간 등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상, 자살생각 위험이 모두 증가했다. 성
별, 교육수준, 나이, 월 급여, 결혼여부, 고위험 음주 여부 등을 모두 보정한 결과다. 
특히 자살 생각은 일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거의 3배(2.82)에 가깝게 
높아졌다. 크런치 모드 기간 13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2배 이상(2.37), 회사에 
24시간 이상 머무른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2배 이상(2.2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자살 생
각에는 일상적인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집중적인 초장시간 노동이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것임.
또한,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본인이 60세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자리 지속성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비례하
여 증가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크런치 모드 시 하루 노동시간, 한번 출근해서 회
사에 가장 길게 머문 시간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게임산업 장시간 노동이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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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성　 N 우 울 증 상 
위험도*

신뢰구간

크런치 모드가 아닐 
때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하 107 1
40~48시간 이하 122 1.41 (0.80,2.4

9)
48~52시간 이하 107 1.66 (0.92,2,9

8)
52~60시간 이하 123 2.39 (1.33,4.2

9)
60시간 초과 56 2.33 (1.13,4.7

8)
지난 1년간 회사에 
가장 오래 머문 시
간 

12시간 미만 72 1
12~24시간 미만 437 1.52 ( 0 . 8 8 , 

2.61)
24시간 이상 111 1.87 ( 0 . 9 9 , 

3.54)
크런치 시기 하루 
노동시간

크런치 없음 98 1
9~12시간 205 1.45 (0.86,2.4

4)
13시간 이상 308 2.06 (1.26,3.3

8)
17. 표 13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 유병율
18. *성별, 교육수준, 나이, 월 급여, 결혼여부, 고위험 음주 여부 보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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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성　 N 자 살 생 각 
위험도*

신뢰구간

크런치 모드가 아닐 
때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하 107 1
40~48시간 이하 122 0.93 ( 0 . 5 3 , 

1.64)
48~52시간 이하 107 1.34 ( 0 . 7 5 , 

2.40)
52~60시간 이하 123 1.33 ( 0 . 7 5 , 

2.35)
60시간 초과 56 2.82 (1.33,5.9

9)
지난 1년간 회사에 
가장 오래 머문 시
간

12시간 미만 72 1
12~24시간 미만 437 1.24 ( 0 . 7 2 , 

2.12)
24시간 이상 111 2.29 ( 1 . 2 0 , 

4.38)
크런치 시기 하루 
노동시간

크런치 없음 98 1
9~12시간 205 1.75 ( 1 . 0 4 , 

2.96)
13시간 이상 308 2.37 ( 1 . 4 4 , 

3.89)
19. 표 14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위험
20. *성별, 교육수준, 나이, 월 급여, 결혼여부, 흡연 여부 보정한 결과임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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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성　 N 일자리 지
속성 인식*

신뢰구간

크런치 모드가 아닐 
때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하 107 1
40~48시간 이하 122 1.96 (0.95,4.0

5)
48~52시간 이하 107 3.52 (1.53,8.0

9)
52~60시간 이하 123 4.09 ( 1 . 7 8 , 

9.38)
60시간 초과 56 5.78 ( 1 . 7 5 , 

19.08)
지난 1년간 회사에 
가장 오래 머문 시
간

12시간 미만 72 1
12~24시간 미만 437 3.50 ( 1 . 8 5 , 

6.66)
24시간 이상 111 4.47 ( 1 . 8 8 , 

10.65)
크런치 시기 하루 
노동시간

크런치 없음 98 1
9~12시간 205 1.77 (0.92,3.3

9)
13시간 이상 308 3.30 ( 1 . 7 1 , 

6.36)
23. 표 15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일자리 지속성 인식
24. *성별, 교육수준, 나이, 월 급여, 결혼여부, 고위험 음주 여부 보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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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고, 건강과 노동조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게임산업 노동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6년 실시된 
서로 다른 2개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직종이나 연령 분포가 유사했다. 

이전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런치 모드가 아닌 경우에도 주 60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10.9%였다. 지난 1년
간 크런치 모드가 있었다는 응답이 84%였는데, 이런 크런치 모드 기간 중 하루 노동시간은 
14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1/3을 차지했다. 크런치 모드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답한 노
동자들의 경우 1년 중 평균 70일을 이런 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보낸다. 회사에서 최대로 길
게 머물렀던 시간이 24시간이 넘는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70%의 응답자들이 온라인 게임
시절보다 모바일 게임개발 환경에서 크런치 모드의 빈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개발기간이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74.6%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3%를 상회했다. 

사업장 내 폭력 경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신체적 폭력 경험, 왕따/괴
롭힘 경험,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두 4~30배 높
았다.

그 결과는 나쁜 건강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산업 청년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
에 비해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경우가 4배 많았고, 우울증 의심 비율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
았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 시도 경험 역시 2012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0.4%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크런치 모드 시 하루 노동시간이 길수록, 한번 
출근해서 회사에 최대로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 길수록 그 위험이 증가했다. 게임산업 노동자
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간헐적 집중적 초장시간 노동이 줄어야 한다.

또, 게임산업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현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
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시간이 길수록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커졌다. 회사에서 24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본인이 60세에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
는다는 응답이, 한번 출근해서 회사에 가장 길게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노동자에 비해 4
배나 많았다. 현재의 게임산업 장시간 노동이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일자리 지속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게임산업 청년 노동자들의 혼인율은 전
국 평균 뿐 아니라 서울 평균보다 낮다. 

현재 지속 중인 신체활동량과 활동 중 혈압 측정 연구가 마무리되면,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
향을 생체 지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역시 진행 중인 심층 면접조사 분석, 게
임산업 자본 변화 연구, 포괄임금제와 노동시간 연구가 완료되면 게임산업 노동자들의 이런 
불건강한 상황이 어떤 배경 하에 초래되었는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