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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how women become game streamers, how they build their identity as
streamers, and how those practices are shaped by the social-technical affordances of streaming
platforms and gendered culture. For this investig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women game streamers. The findings show that platforms’ affordances, in conjunction with existing
gendered conventions, affect the ways in which women game streamers present themselves and have
relationships with their viewers. Webcam’s visualism induces women to be concerned about their
looks and femininity, and platforms’ social affordances facilitate their performativity to vie for viewers’
attention, which tends to make them vulnerable to gender discriminatory and toxic culture. In
addition, women game streamers constantly negotiate with the revenue affordances of platforms that
allow their affective labor to be monetized, and try to pave their way for self-employed
entrepreneurism, but only with short-term vision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 study shows that
women game streamers have limited autonomy and that their entrepreneurial practic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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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ed by the given social-technological afford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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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의 하나로 201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864억 9,100만 달러 규모를 갖는 거대 산업이다. 한국의 게임 시장도 2010년부터 2019년까
지 연평균 9%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다. 콘솔 중심의 비디오 게임에서 PC, 모바일 등
기기 다양화와 트위치, 유튜브와 같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대중화로 게임은 이전보다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 이러한 게임의 대중화는 10대, 20대 청년 남성 중심으로
인식되던 ‘게이머’의 범위 또한 넓혀 왔다.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73.6%, 여성 응답자의 67.3%가 게임을 한다고 답해 성별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콘텐츠진흥원, 2020).
게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게임 보기’ 또한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강신규·원용진·채
다희, 2019; 정서현·박주연, 2019). 한국에서는 프로게이머들의 전략적인 게임플레이를 스펙터
클로 매개하는 e스포츠 산업이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이수엽·채다희·박근서,
2016) 아프리카 TV를 비롯해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유튜브 등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주요 콘텐츠 또한 ‘게임’이다(심성우, 2014). 트위치(TwitchTV)의 경우 2007년 시작된
저스틴 티브이(Justin.tv)에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특화한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는데, 2014
년 아마존의 자회사가 된 이래 2021년 현재 매달 평균 930만 명의 스트리머가 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대중화와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진 기술적 조건은
보통 사람들의 게임플레이를 ‘함께 보는’ 문화로 확산해 왔으며(Taylor, 2018), 게임 문화가 청
(소)년 남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시화한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빠른 성장과 함께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 또한 증
가해 왔다. 트위치의 경우 이용자의 45%가량이 여성이며,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여성의 비율도
약 35%로 나타난다.1) 남성 게이머를 주류 집단으로 전제하는 전통적인 게임 공간이 여성 게이
머에게 매우 남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간으로 지적되어 왔다면(김지윤, 2020; 석승혜·이지
영, 2007; 전경란, 2007; 이현준·박지훈, 2021; Cote, 2020; Gray et al., 2017). 게임 스
트리밍의 공간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가시적 증가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젠더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트위치 등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2)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게임 스

1) https://twitchtracker.com/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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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머들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게임 스트리밍을 수행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적 구조와 젠더 문화라는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게임 스트리밍 플
랫폼의 기술적 구조와 젠더화된 게임문화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 여성 게임 스트리머
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과 정동 노동
스트리밍은 기술적으로 “원격 서버에 저장 및 처리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과 검색”을 가능하
게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유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Spilker & Colbjørnsen, 2020, p. 1211). 기술 및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함
께 진화해온 스트리밍은 단순히 데이터 전송의 기술적 해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 미
디어 문화적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스필커와 콜비욘슨(Spilker & Colbjørnsen,
2020)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화하는 과정에 다섯 차원의 스트리밍 형태, 즉 전문가나 이용자
제작 스트리밍, 법적 혹은 불법적 스트리밍, 온-디맨드나 라이브 스트리밍, 집중적 혹은 다중적
목적의 플랫폼 스트리밍, 특정 수용자(niche audience)나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리밍
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게임 스트리밍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라
이브 스트리밍 차원과 이용자 제작 스트리밍 차원이 특정 수용자를 소구하는 비디오 게임 문화와
결합해 형성된 스트리밍으로서, 현재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국내외 디지털 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플랫폼은 “소비자, 광고업자, 서비스제공자, 제작자, 공급자, 심지어 물리적 객체까지 서로

2) 트위치와 같이 e스포츠 대회나 개인의 게임플레이, 게임 관련 토크쇼 등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스트리밍하
기 위해 시작되었던 플랫폼조차 현재는 채팅, 예술, 먹방, 음악, 뷰티, 과학, 여행 등 게임 외 콘텐츠를 포괄하고 있어 게
임 스트리밍만을 위한 플랫폼으로 규정되기 어렵다. 트위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었지만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사람
과 이용자 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상호작용하며 ‘공동 대본(co-scription)’을 만들어가면서 스트리밍 플랫폼의 외연이 확
장되었고 좀 더 일반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해왔다(Ask et al., 2019). 따라서 이 글에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용
어는 게임 스트리밍만을 다루며 이에 특화된 플랫폼이라는 의미보다는 게임 스트리밍을 주요 콘텐츠로 다루는 플랫폼이
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이 글은 게임 관련 주제로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거나 게임 스트리머들이 활동하는 플랫폼과 이 공
간에서의 문화적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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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자”로서, “몇 가지 사용자 도구를 제공해 그들 스스로 제품, 서비
스, 시장을 구축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조라고 할 수 있다(Srnicek, 2017/2020, pp.
49-50). 여기서 “사용자 도구”는 단순한 기술적 연장이 아닌 사회기술적 어포던스
(socio-technical affordances)로, 즉 이용자 스스로 생산과 소비 혹은 서비스와 시장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효력을 갖게 하거나 형성하게 해주는(potentiating or shaping)” 기술적 구조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Postigo, 2016, p.4). 사회기술적 어포던스 개념은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와 교차되는 기술적 형식이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조건들과 여기서 구현되는 행위를 살펴보
게 한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어포던스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용자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
폼 특유의 기술 환경적 조건과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게임 스트리밍 문화의 동학을 살
펴볼 수 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것의 다면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게임플레이를 재매개하면서 이용자의 커뮤
니케이션 실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특정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어포던스”와 상업적
수익 활동이나 경제적 보상 체계를 구성해주는 “수익 어포던스”의 측면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유
기적 관계가 구성하는 사회기술적 어포던스의 특성을 이해해볼 수 있다(Sjöblom et al.,
2019).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적 어포던스와 수익 어포던스는 이용자들이 게임플레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시간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거나 소비하는 과정과 이들의 실천이 시장과 연결
되는 과정의 구조적 여건을 구성하면서 스트리머 문화의 동학이 형성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적 어포던스는 이용자가 게임과 관련된 스트리밍을 하거나 시
청하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인 트위치는 개인 이용자가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게임을 하며 자신의 게임플레이
하는 모습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을 연결해준다. 스
트리머 채널에는 스트리머의 게임플레이 화면에 스트리머를 보여주는 웹캠이 배치되고, 시청자
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팅 상자, 스트리머 관련 정보와 소셜 미디어 계정 링크, 구독 및 후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진행 중인 게임플레이 장면뿐만 아니라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의 현존
및 반응이 실시간 가시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 스트리머는 자기의 게임플레이 모습을 공적으로
방송하며 오락적 시청 대상으로 만들 수 있고(Taylor, 2018), 시청자들은 게임플레이를 보는
관중일 뿐만 아니라 채팅이나 영상, 음성, 그래픽 형식의 후원 및 구독 메시지 등을 통해 피드백
을 주는 수행자로서 스트리밍 콘텐츠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트위치와 같은 게임 스트리밍 플
랫폼의 소셜 어포던스는 스트리밍의 잠재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게임플레이를 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행성”,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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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실시간 같이 일어나는 “동시성(synchrony)” 등을 가능하게 하며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협
력적으로’ 스트리밍 경험을 구성해갈 수 있게 해준다(Lin et al., 2019).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 TV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스트리머인 ‘BJ(Broadcasting Jockey)’와 시
청자들이 실시간 상호작용하며 사적인 대화의 맥락에서부터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가질 수 있고 게임플레이에 기반한 “장소 초월적 커뮤니티”(Drucker &
Gumpert, 2013, p.5)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실시간 중심 스트리밍 플랫폼의
소셜 어포던스는 사회적 요소를 강화하면서 스트리머와 시청자 사이에 “새로운 직접성과 (인지
된) 친밀성”(Johnson & Woodcock, 2019a, p. 342), 그리고 협력적 공(共)구성자로서의 관
계를 가능하게 한다. 플랫폼을 통해 서로 모르는 낯선 이들이 디지털적으로 공존하며 접촉하는
사회적 삶의 새로운 ‘상황적 지형’이 만들어지면서(Meyrowitz, 1986/2018), 스트리머와 시청
자들은 의미를 공유하고 사회적 애착을 만드는 “상호작용의 의례”(Jodén & Strandell, 2021)
를 만들어가고, 비공식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상적 제3의 장소’(Hamilton et al., 2014)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청 양식은 주로 녹화 편집된 비
디오 콘텐츠가 게시되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비동기적 시청 양식이나 케이블 텔
레비전과 같은 전통적 매체를 통한 e스포츠 방송의 시청 양식보다 참여적이고 서로의 사회적 반
응에 민감하며 표현적이다(Spilker, et al., 2020).
한편, 게임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 어포던스는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적 수행 과정을 상품화
하며 스트리밍이 경제적 이익 창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개인 스트리머는 자신의
실시간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이들의 구독이나 후원 혹은 광고나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트위치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채널 정기구독이나 자체 후원 기능, 트윕과 투네이션이라는 외부 시스템을 이용한 후원, 그리고
채널에 재생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하고, 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이라는 후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스폰서, 정기구독, 광고 등을 통해 BJ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
한 수익 어포던스는 사회적 어포던스와 긴밀하게 연결된 보상 체계를 구축하면서, 스트리밍 활동
을 수익 창출을 위한 ‘정동 노동(affective labor)’으로 전환하게 한다(Johnson & Woodcock,
2019a). 게임플레이는 즐거움 추구 활동일뿐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에서 주목을 중심으로 가치
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핵심적 원료가 되는 활동으로(신현우, 2019),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은 누
구나 스트리밍 채널을 열 수 있게 해주지만, 스트리머의 전문성이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예
를 들어, 방송 시간, 방송일수, 평균 시청자 수)을 제시하며 등급을 나누고, 특정 등급에 속한 스
트리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트위치는 제휴 스트리머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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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아프리카 TV는 베스트와 파트너 BJ 등의 등급 체계를 통해, 더 많은 시청자를 대상
으로 꾸준히 스트리밍하는 스트리머가 더 많은 기술적 혜택(예. 맞춤 배지와 이모티콘, VOD 보
관 기간 연장, 재방송과 최신 동영상 공개, 채널의 화질 옵션 우선 선택권, 생방송 지연 서비스
등)과 금전적 혜택(예. 광고, 구독, 후원 수익 등)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3) 이러한 수익 어포던
스는 놀이와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플레이와 대화를 경제적 교환 가치를 생산하는 정동 노동으
로 만든다.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게임플레이 능력과 개성을 기반으로 시청자를 소구하는 감정적 전시
와 표현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시청자의 호응을 유도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적으로 능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반응적인” 정동 노동을 하게 된다
(Woodcock & Johnson, 2019, p. 820). 이들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실천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되고 환원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수익과 직결된 시청자의 정서적 관여와 후원을 유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시청자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Johnson &
Woodcock, 2019b). 소셜 미디어의 미시 유명인들(micro-celebrities)이 자신의 상품성을 높
이기 위해 수용자들에게 서로 친숙하고 가깝게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갖게 하는 ‘친밀성 노동’을
수행하는 것처럼(Abidin, 2016), 스트리머는 실제 관계 같은 편안함과 친밀성을 주기 위해 “받
아들여질 만하고, 재미있으며, 호감이 가고, 개성이 있는 존재가 되는 노동”을 하게 된다(이동후·
이설희, 2017; 임명빈·김수정, 2018; Woodcock & Johnson, 2019, p. 820). 대부분의 스트
리머들은 성공하기 전까지 비가시적이고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들의 정동 노동은 미래지향적이
고 기업가적인 수행을 하는 ‘출세 지향적(aspirational labor)’ 노동의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
(Duffy, 2016; Johnson et al., 2019). 이들은 이용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3) 트위치의 경우, 제휴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 50명과 최근 30일간 방송 시간 8시간, 방송일수 7일, 평균
동시 시청자수 3명을 달성해야 하고,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0일간 방송 시간 25시간, 방송일수 12일,
평균 동시 시청자수 75명을 달성해야 한다. 파트너 스트리머는 일반 스트리머나 제휴 스트리머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맞춤 채팅 배지와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고, 제휴 스트리머가 16일간 할 수 있는 VOD 저
장을 60일간 할 수 있으며, 항상 최우선으로 채널의 화질 옵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생방송을 최대 15분간 지연
시킬 수 있으며, 더 유리한 구독 수익분할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베스트BJ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시
간 500시간 이상, 애청자 1000명 이상, 최근 3개월 내 방송일수 60일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최근 3개월 내 정지 기록
이 없으며, 아프리카TV BJ교육 5개 이상 수강해야 한다. 또한, 베스트 BJ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달 5일 15시간
이상 방송을 해야 한다. 베스트 BJ의 자격을 얻으면, 별풍선 환전 우대, 퀵뷰 30일 선물권, 시그니처 풍선 기본 3개 등
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아프리카TV는 개별 협의를 통해 계약을 맺는 파트너BJ를 둔다. 파트너BJ는 타플랫폼
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지만, 베스트BJ에 비해 별풍선 환전 시 약간의 우대를 받으며, 스톡옵션 등의 혜택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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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속적 정동 노동이 자신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언젠가 미래에 많은 이의 주목을 받게
되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소수의 유명 스트리
머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는 많은 스트리머들에게
유명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고 이를 삶의 기획으로 삼게 유도한다.

2) 게임 스트리밍 문화와 젠더
오늘날 게임은 일상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하는 개인의 사적 일상이 가시화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공간의 적극적인 개척자들 다수가 게이머였다. 이러한 사실은 트위치와 같은 스
트리밍 플랫폼이 게임을 통해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게임 문화는 미디
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사회적 정체성 및 규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
었고, 게임 문화를 흡수한 스트리밍 공간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게임 스트리밍 공간에
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 경험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
존 게임 문화의 남성중심주의와 라이브 스트리밍의 특성이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임은 오랫동안 남성 놀이 문화로 인식되어왔다. 비디오 게임은 그 부상에서부터 소년의
놀이 문화로 그 정체성이 부여되었으며(Kocurek, 2015), 배타적인 남성적 문화 공간에서 여성
게이머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전략4)으로 생존해 왔다(Cote, 2020). 여성 게이머의 증가와 페
미니스트들의 활동으로 게임 문화에 여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소녀 게임 개발(Green &
Adam, 1998)도 이뤄졌으나, 이러한 ‘여성용’, ‘핑크’ 게임의 개발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
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여성에게는 게임 문화의 주변부 자리만 허용되는 한계를 가
져왔다(Paul, 2018; Shaw, 2014).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ICT 및 게임 문화에 성별 차이가
거의 없고 게임 문화가 대중화된 현실은 여성 게이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도 공격적, 폭력적 성향의 소위 ‘주류 게임(core
game)’을 주도적으로 몰입하여 플레이하고 승리를 열망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고레벨을 달성
하고자 하며(전경란, 2007), 남성형 게임으로 알려진 1인칭 슈팅 게임(FPS)이나 롤플레잉게임
(RPG)을 플레이하면서 다양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김지윤, 2020). 하지만 게임 산업은 여전
히 남성을 게임의 주류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어 여성들은 캐릭터 선택이나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

4) 코트(Cote, 2020)는 여성이 게이머로 정체화하기 위해, 남성 주체 위치를 체화하거나 남성에 비해 수동적이고 공손
한 여성 주체 위치의 선택, 또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여성 페르소나를 선택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
고 있다.

게임 스트리밍 공간의 여성 스트리머 경험 연구 53

라(김지윤, 2020; 전경란, 2007) 자신들을 향한 독성문화(toxic culture)에 대한 대응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경험한다(맹욱재 외, 2018). 남성 중심의 게임 공간에서 게임 문화와 잘 맞지 않
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조롱, 배제하는 독성문화는 특히 네트워크화된 게임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이나 성희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 괴롭힘 등의 형태로 만
연해져 왔다(김지연, 2019; 김지윤, 2020; 범유경 외, 2017; 송두헌 외, 2017; 이현준·박훈,
2021). 독성문화는 남성성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한 게임 생산, 게임 기술, 게임과 게이머의 문
화적 위치짓기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명백한(overt) 혹은 암시적인
(inferential) 성차별주의를 통해 유지되어왔다(Cote, 2020, p.57).5)
게임 문화의 남성중심주의는 공정성이나 실력에 관한 능력주의 서사와도 결합해 왔다.
1958년 마이클 영에 의해 제시된 능력주의(meritocracy) 담론은 재능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
람이 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서사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가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
인의 것으로 치환한다는 비판과도 관련된다(Young, 1958/2020). 이러한 능력주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보상을 받도록 기획되는 게임의 경쟁 시스템에서 게임 실력을 당연한 보상 체
계로 인식하게 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경쟁 모드는 그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비난과 반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독성이라는 부산물을 낳는다(Paul,
2018). 팀 게임에서 게임 못하는 팀원을 여성으로 전제해 비난하거나 여성으로 드러난 팀원에
대한 비난이 대표적인 사례다.6) 게임상 부정적 행위나 적대적 언어는 ‘공정하게’ 게임하는 남성
(성)을 기준으로 ‘자격 없는’, ‘가짜의(fake)’ 여성 게이머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다시 말해 능력
주의 서사는 오랜 시간 노력과 실력을 키워왔다고 믿어지는 게임하는 남성에게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해 왔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게임을 더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며, 여
성의 성과가 게임 실력이 아닌 외모나 성적 매력 등을 통해 남성에게 기대어 얻어진 것이라고 여
기게 한다. 이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 게이머 전반에 대한 혐오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

5) 코트(2020, p.67)는 스튜어트 홀의 명백한/암시적 인종주의 개념을 적용해 남성적 게임 문화에서 명백한/암시적 성
차별주의를 구분한다. 전자는 여성 캐릭터 수의 부족, 여성 캐릭터의 초성애화, 여성 플레이어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후자 역시 여성 게이머에게 좌절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이는 게임과 컴퓨터 기술을 남성
(성)과 등치시켜 여성(성)을 보조적인 역할 혹은 관객으로 제한시키는 식으로 자연화되어 왔으며, 게임 공간에서 여성들
이 더 많은 지식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모순적인 주체 위치를 수용하게 하며, ‘피함의 정서(a mentality of
avoidance)’를 발전시키도록 해 왔다.
6) 폴(Paul, 2018)은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 RPG 게임에서 팀 중심의 협력 플레이와 팀
캐릭터의 레벨업을 목표로 패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팀원을 비난하는 ‘독성(toxcity)’ 문화가 형성돼 왔다고
언급한다. 신고로 특정 계정에 대한 일시 및 영구정지, 채팅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문제를 근절할
수 없는 단편적 해결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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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김지윤, 2020; 석승혜·이지영, 2007; 이현준·박지훈, 2021).
이러한 독성문화는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공간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방
송 공간에서 젠더 차별적 혐오 발언이 개인 방송인의 수익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정도로(김지수,
윤석민, 2019) ‘놀이’를 가장한 독성문화는 개인방송 시장에 만연해 있다(김수진, 2017). 게임 라
이브 스트리밍 공간에서도 독성문화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및 폭력적, 성적 위협, 증오 표현, 개
인정보 공개, 플레이밍(flaming)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은 비디오 게
임 역사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역사를 통틀어 문제가 되어왔다(Gray, Buyukozturk &
Hill, 2017; Roberg, Cullen & Brewster, 2019).
게임에서의 능력주의와 젠더 역학은 가시성(visi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라이브 스트
리밍 고유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Ruberg, Cullen & Brewster, 2019). 자신을 상품화하게
되는 스트리머는 플랫폼의 보상 체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팬덤과 친밀함에 기반한 정동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공간에서 남성중심적 사고는 이러한 보상 체계와 여성적 특성
을 깊이 연결시킨다. 여성 스트리머에게 부여되는 모욕적인 용어들(‘여캠’, cam girl, boobie
streamer, thot, titty streamer 등)(Alexander, 2018.06.27.; Hernandez, 2013.02.06.;
Ruberg et al., 2019), 2014년 트위치 스트리머 복장 규정을 둘러싼 논쟁 등(Taylor, 2018,
p.233)7)은 이 공간에 자연화되어 있는 성차별적 인식을 확인하게 하고 정체성과 얼굴을 드러내
는 여성 스트리머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다. 여성 게임 스트리머와 관련하여 ‘몸을 상품화하는’,
‘여성임을 드러내고 이용하는’, ‘쉽게 돈 버는’, ‘게임 못 하지만 예쁜’, ‘남성에 기생하는’ 등의 인
식은 게임 스트리밍 공간에서 파생되었다. 여기서 활동하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게는 게임 실력
보다 외모, 개성 등이 중요시된다(Ruberg et al., 2019; Taylor, 2018). 고정/재방문 시청자
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 연결 속에서 자신의 인상을 관
리하는 실천의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방식은 개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남성) 시청자 집단의
주목과 독성 문화 내에서의 성희롱, 성애화의 대상으로서 원치 않는 주목 사이에서의 신중한 관
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인상 관리의 어려움 속에서 문화 취향을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7) 메그 터니(Meg Turney)라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는 비키니 탑과 반바지 차림의 프로필을 1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채널이 정지된다는 공지를 트위치 측에서 받았다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러한 복장 규정은 트위치 상에서 플레이되는
성적인 주제 게임이나 성폭력 재현 장면이 등장하는 게임 규제보다도 주로 ‘여성’ 스트리머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방식이
라는 점에서 비판받았다(Mitchell, 2014). 또, 트위치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를 게임 공간에서의 순수성
을 해치는 “fake gamer girl”로 보는 담론은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이득을 본다는 오랜 인식과 연관된다(Taylo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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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SNS상의 유명인처럼 “상품 소비적 여성성”(김애라, 2016, p.98)을 체화
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해 게임 문화의 남성 중심성과 능력주의 서사, 그리고 이에 따른
독성문화가 스트리밍 공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플랫폼 공간에
서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의 문제임을 알려준다. 이 연구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
의 증가와 스트리밍 플랫폼의 진화 및 대중화 상황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들의 경험은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에
의해 가능해진 경험의 기회와 기존 게임 스트리밍의 젠더 문화가 결합하면서 나온 산물이자 현재
의 게임 스트리밍 문화를 구성하는 행위성을 갖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가 구체화되는 과정, 즉 여성 스트리머들이 이것의 기술적 실체의 가능성
을 지각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용 및 실천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문화와의
긴장 관계를 주목해보고자 한다.8)

3. 연구 문제 및 방법
이 연구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인식하고 수행해가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기술
적 어포던스는 사회적 어포던스와 수익 어포던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것으로 여성들
이 게임 스트리머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트리밍 공간에서의 젠더 문화
와 교차한다. 이 연구는 사회기술적 어포던스의 이중적 측면이 어떻게 젠더 문화와 결합하며 여
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행성에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
번째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사회적 어포던스를 수용하면서 스트리머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수익 어포던스가 이들의 스트리밍 수행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구체
화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오늘날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구조와 젠더 문화의 동학 속에 여

8) 내기와 네프(Nagy & Neff, 2015)는 이러한 구체화 과정을 ‘상상된 어포던스(imagined affordances)’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기대하는 정서적인 과
정을 거쳐 실제 이용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여성 스트리머들이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를 받아들이면
서 어떻게 기술의 잠재력과 효과를 의식하고 적응하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실천을 특정 방식으로 구성해가는지를 주목
하고자 한다.

56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2021년 10월)

성 게임 스트리머들의 경험과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이러한 수행과정이
갖는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대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와 아프리카 TV에서 ‘게임’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중·후반의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지인의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확장하였으나, 연결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메일을 통한 자원자 모집 방법을 추가하여 인터뷰 참여자를 모
집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2명의 여성 게임 스트리머를 대상으
로 수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인터뷰의 어려움과 인터뷰 참여자들의 시간적, 심리적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뷰는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
3명(F, G, L)은 얼굴 노출을 꺼려 음성만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시간~2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를 위해 반(半)구조화된 질
문지를 작성하였지만, 인터뷰는 대화 중심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20대 이후 게임을 시작했다고 대답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터뷰 참여자들은 어릴 때
부터 남성 가족 혹은 친구에 의해 게임 문화에 노출되었고 일상에서 게임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
아들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중상 이상의 게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게임하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e스포츠 등을 통한 ‘게임보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의 스트리밍 시작 계기는 게임에 대한 관
심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주변의 권유였지만, 게임 그 자체보다 방송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경
우도 있었다(I, H). 이들의 게임 스트리머 경력은 1년 미만에서 8년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구독
자 수, 팔로워 수, 조회 수 등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10명 미만에서 10
만 명 이상까지 다양했다. 게임 및 게임 스트리밍 시작과 계기, 플랫폼 및 (여성) 스트리머에 대
한 인식, 게임 스트리밍 과정에서의 여성으로서의 경험, 스트리밍 수행과정, 직업으로서의 스트
리머의 미래 전망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공유된 경험과 차이들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재현 및 담론 연구에 국한된 게임과 젠더 관련 연구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이들의 구체적이고 생
생한 경험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 기술적 맥락, 젠더 문화, 그리고 스트리머 수행성과의 상호적
관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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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Interview Participants
Age

Streaming Career

When one started gaming

Platforms

A

26

more than 8 years

in middle school

AfreecaTV, Twitch

B

29

4 years

in middle school

Twitch, AfreecaTV
Twitch, AfreecaTV

C

25

less than 1 year

after 20s

D

26

less than 1 year

before elementary school

Twitch

E

27

3 years

in middle school

Twitch
Twitch

F

26

2 years

in elementary school

G

25

less than 1 year

before elementary school

Twitch

H

29

3 years

after 20s

AfreecaTV
AfreecaTV

I

26

less than 1 year

in elementary school

J

26

2 years

in elementary school

Twitch

K

28

8 years

before elementary school

AfreecaTV, Twitch

L

26

3 years

in elementary school

Twitch

4. 사회적 어포던스와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행
1) 게이머에서 게임스트리머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적 어포던스는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통해 스트리머가 자신의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며 시청자와 실시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한
다. 스트리머는 플랫폼의 사회적 어포던스가 갖는 잠재력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활용해나가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사회적 자아를 만들기 위한 자아 연출을 수행해가고자 한다. 대부분의 인
터뷰 참여자들은 게임하기의 연장선에서 게임 스트리밍을 고려하였고 따라서 스트리밍 시작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꼈다. 이들은 평소 즐기던 익숙한 놀이가 게임이었기 때문에 게임 스
트리밍이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았다. 또 게임 자체가 스트리밍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이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플레이를 중심
으로 모이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자신이 즐겁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C, F), 캠을 켰을 때 시청자가 없더라도 혼자 게임을 하며 시간을 채울 수 있으며, 시청자가 있
으면 함께 게임을 하는 것도 방송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I). 또 새로운 게임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방송 소재가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점도 게임 스트리밍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
게 해주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게임 스트리밍이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임플레이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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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재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게임 스트리밍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 진행”이라는 점, 시청자의 유입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방송 보
는 사람들의 심리”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게임플레이
스크린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결합된 방식으로 재매개되면서 이들은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연출, 시청자와의 상호작용, 오락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시청자를 염
두에 둔 게임플레이의 선택과 진행을 해나가게 된다.9)
게임에서는 게임 실력이 요구되고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가 우대를 받는다면, 게임 스트리
밍에서는 본인의 게임 수준 그 자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의 서툴고
어설픈 모습이 방송 재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즐기는 정도의 게임 실력 수준에 맞는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 특정 게임에서 높은 실력을 갖추고도 새로운 게임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
가 방송 소재가 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존의 ‘실력’ 중심 게임 문화를 개인적으로 전유
하면서 게임플레이를 전시하는 과정에 자기 연출의 가능성과 스트리머로서의 브랜드성을 보게
된다.

G: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시장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서 뭔가 컨셉을 짜야한다

자기만의 캐릭터를 구축한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게임을 켰어요. .... (게임은)
너무 못하지도 너무 잘하지도 않는 정도고. 저는 게임을 할 때 실력으로 남한테 비빈
다, 야 얘가 압도적으로 잘해서 경쟁력이 있다해서 이 방송을 보자 보다는 게임을 풀
어나가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 풀어나갈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보면서 영화처럼 재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재능있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스트리밍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게임 완
전 잘한다. 보고 있으면 대박이다. 이런 거는 아주 멀다 생각합니다. .... 여성 스트리머
분들 중에 롤 하는 분이 많으냐 하면 롤이 연어처럼 새로운 게임이 나와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게임 잠깐 맛봤다가 결국은 롤로 돌아와요. 제일 시장이 커요. 좋아하
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여성분들도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
각해요.

9) 자신이 게임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시작한 게임 스트리밍이 점차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되
는 그 위주”(E)로 진행되거나 게임플레이에 몰두하느라 “방송진행이 안되어서 카드 게임이나 스토리 게임이나 유행하는
공포 게임”(A)과 같은 시청자 중심의 게임 장르로 변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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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돌피(Gandolfi, 2016)는 경쟁적 게임을 다루는 전문적 능력에 집중하는 ‘도전형’, 오락
성과 수행성에 중심을 둔 ‘전시형’, 시청자와의 사회적, 정서적 연결을 우선 고려하는 ‘교류형’ 등
다양한 스타일의 게임 스트리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게임 실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정 게임이나 유형의 스타일보다는 시청자들의 호응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큐레이션을 해나간다. 2000년대 이후 웹캠의 등장과 함께 여성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수행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며 소
위 ‘미시-유명인’이 되는 ‘캠걸(cam girl)’ 현상이 나타나듯이(Senft, 2008), 인터뷰 참여자들은
게임 스트리밍 공간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
로서의 브랜드를 형성해간다. 이들은 미리 짜여진 기획에 따라 자신을 보여주기보다는, 스트리밍
과정에서 시청자를 소구하는 방식을 발견하고, 시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
게 구성해가는 ‘사회적으로 매개된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 즉, 사회기술적 어포던스가 개인 정체
성 수행의 기본 조건으로 작동하면서 개인은 이러한 기술적 조건과 결합한 사회화 과정을 기반으
로 페르소나를 구축해간다. 이들에게 게임 스트리밍 공간은 시청자와 스트리머가 상호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윈-윈”의 공간(G)이자 시청자의 주목을 끄는 자기 연출을 통해 공적 가시성과
미시 유명인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자기 브랜드의 공간(H)으로 체화되고 있었다.

2) 젠더 정체성의 수행
인터뷰 참여자들이 여성 스트리머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수행하는 과정은 기존 스트리밍 문화에
내재된 남성중심적 시선과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어포던스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이들이 스트리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기존에 인식된 ‘여성’ 게이머나 스트리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의식적, 무의식적 참조의 대상으로 깊이 개입했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적으
로 게임하는 여성은 소수이며,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게임 공간에서 여성 게이머는 점점 자
연스러워지고는 있지만(A, H), 여전히 사회적 공간에서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는다(H). 이러
한 소수성은 여성 게이머를 추상화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인터뷰 참여자
모두 이러한 인식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 게임 잘하는 ‘놀라운’ 여성으로 추앙받기도 했으며, ‘버
스’ 타거나10) ‘혜지’라는 비하적 평가를 받으며11)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도 있다.

10) 게임에서의 승리를 위해 남성 이용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이현준·박지훈, 2021, 27쪽).
11) ‘혜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게임 공간에서 여성 게이머들을 비하하는 노골적인 용어로 1) 게임 실력이
뛰어난 남성에게 의존해 쉽게 승리를 얻는 여성 이용자 2) 게임 내에서 아군을 보조하는 역할군의 여성 챔피언(캐릭터)
또는 그런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성 이용자 3) 전투에 적극적이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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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아...그 게임하는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 어디서 느끼냐면 방송할 때는 못 느끼거

든요. 제가 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이게 현실사회에 나가면 느껴요....
막 엄청 독특하고 특이할 거라 생각하고 왜 게임을 좋아하게 됐을까 라는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다들 갖고 저를 바라보고 어...특히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를 되
게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게임 실력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실력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생물학적 특성이 차이를 만든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B),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는 게임이 남성 놀이문화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
다는 점을 성별 실력 차이의 원인으로 연결지었다(A, D, G).
이와 같이 대부분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 게이머에 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게임 문화
가 남성중심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게임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의 여성 스트리머에
대한 인식은 여성 게이머에 대한 것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며, 정체성 형성과 수행에 더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유튜버와 라이브 스트리밍의 ‘성공 담론’은 스트리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에 따라 인터뷰 참여자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적극적 추천을 받
아 스트리밍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트리밍 공간의 선정적, 폭력적 이미지
는 여성 스트리머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 담론’을 확산시키면서 스트리밍 활동을 “괜히 걱정할까
봐” 숨겨야 하는 어떤 일로 만들기도 했으며(D), 여성 게이머 자체가 소수라는 인식은 게임을 소
재로 하는 스트리밍 활동을 “엄청 독특하고 특이”한 일로 보이게끔 했다(H). 이에 따라 인터뷰
참여자들은 게임 스트리밍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갖는 동시에 스트리밍 활동에 대
한 나름의 이유와 변명, 혹은 자기 정당화 논리를 가지기도 한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담론화되는 소위 ‘여캠’
방송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복합적인 해석을 야기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캠’을 “성적으로 어필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G), “홀딱 벗고 방송을
하는”, “야한 걸 강조해서 남자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아프리카 TV의 BJ’(I)라고 정의하고 이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과 차별화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도 ‘여
캠’을 ‘캠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여성’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수용하는 경우도 많았
다(A, I, F).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동종업자의 느낌”으로

태도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여성 이용자로 설명된다(이현준, 박지훈, 202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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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K).

I : 여캠이라 하면 홀딱 벗고 방송을 하는... 너 뭐 여캠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난

게임 BJ...이렇게 다르게...저는 여자이고 BJ지만 나는 스스로 여캠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는 한데요.

K : 사실 저도 여캠을 굉장히 많이 보는 시청자로서. 저는 약간 여성향을 좋아해요. ...그

냥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구나 그냥 같은 동종업자의 느낌? 아, 열심히 잘 살고 계
시는구나. 뭐 고정관념은 딱히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들은 여성 게이머와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인식하고, 기존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게임방송을 시청하거나 벤치마킹해보는 경험을 갖는다. ‘시청 순’이나 ‘트위치 추천
채널’, 혹은 자신과 같이 처음 시작하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채널에 들어가 이들의 활동을 보면
서 이 공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행성은 실천을 위
한 일종의 실전 모델이자 교과서로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들에 대한 리뷰 과정을 통해 스트리
밍 플랫폼 공간에서의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 대한 기대, 소구력 있는 수행의 특성과 범위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게는 실력보다는 여성적 특성이 요구된다고 보았
다. 이는 게임 스트리밍 공간이 남성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서 ‘게임하는 여성’, 특히 실제로 실
력이 좋은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남성에 비해 적기에(A, F), 여성 스트리머에게는 게임보다 ‘여
성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K, I, J). 시청자가 많은 ‘성공한’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경우 외모가 출중할 경우가 많으며, 폭력적이거나 과격하기보다는 ‘순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드러
나는 경향이 있다. 남성에게는 거친 언행이 허용되지만, 여성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시선
으로 일단” 보는 젠더 차별적 규범이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행을 제한하기도 한다(B).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존 여성 게임 스트리머를 돌아보며 성차별이나 성적 대상화와 같은 문제가 일정 정
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은 원래 그런가 보다”(D)라는 언급은 이들이 게임 스트리밍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내면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기존 여성 게임 스트리머 문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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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웹캠의 시각 중심적 어포던스를 고려하면서, 남성 중심의 관습적 시선 양식과 결합된
자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게임플레이를 스트리밍하
는데 집중하는 G, F, L을 제외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비슷한 지향의 군중으로부터 눈에 띄는 것
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웹캠 이미지가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시각 중심적인 이미
지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시 대상으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연출하
는 관습적 방식의 썸네일 이미지를 제시하며 첫 유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자신의 얼굴이나 몸매
를 강조해줄 수 있는 방식의 기술적 이용(화면 보정 등)은 물론 상투적인 노출 방식(예를 들어
어깨를 노출하는 의상 등)을 통해 시각적 현저성을 갖고자 한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시
각적 효과가 높은 고품질의 스트리밍을 위해 고급 사양의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웹캠에 잘 나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조명의 개수를 늘리는 등(B) 소위 ‘캠발’을 갖
추기 위해 노력한다(I). 일상적 화장이 아닌 방송용 ‘진한’ 화장을 하고, 좀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보톡스를 맞기도 한다. 일상적-정기적 방송과 이벤트성-비정기적 방송의 시각적 변주를 위
해 의상에 신경 쓰고, 일종의 시청자 서비스로 코스프레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카메
라가 제공하는 시각적 즐거움의 방식을 구조화하고, 시각적 표면성 자체가 주목을 끄는 콘텐츠
요소가 되게 한다. 웹캠으로 매개되는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 시청자들이 ‘보여지는 걸
보고 들어온다’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면서 외모에 집중하게 되고, 선(先)인지된 시청자들의 기
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이때 시청자들이 주로 남성 시청자일 것이라고 가정되면서 이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모습, 즉 남성중심적 시선과 결합된 시각성을 추구하게 된다.

I : 보여지는 걸 처음에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외모적으로도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

던 거 같아요...근데 저는 좀 더 카메라에서 더 이렇게 부하게 나오는 편이니까....계속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거할까 저거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보톡스나 한번 더 맞
자’ 보톡스도 맞고....화장을 더 진하게 하게 되고... 조명도 막 세팅을 하게 되고 막 그
런 식으로 외모, 얼굴이 더 이쁘게 보일까 라는 것과 옷을 좀 어떤 걸 입어야 할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 여성 스트리머에 대한 기존 스테
레오 타입(남초 시청자의 기대감)과 플랫폼의 시각중심성이 결합되고, 이는 다시 자신의 여성 정
체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 드러내고 감출 것인가, 성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등을 결
정하는 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게임 스트리밍 공간에서 스트리머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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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끌 수 있는 상황이기에,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게 자신의 여성성 관리가 정체성 수행에 있어
중요해진다.
물론 인터뷰 참여자들은 게임 스트리밍 공간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화가 요구하는 전형적 여성성에 무조건 순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기존 전형성에 대비
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다시 말해, 이것에 대한 저항이나 전복, 의도적 은폐를 시도하
는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순응하는가가 개인의 개성 혹은 ‘자기 브랜드’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
고 있다.
먼저,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존 전형성에 대한 저항/전복/의도적 은폐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털털한 남자 초딩’, ‘동네 형님’과 같은 태도, 섹시 댄스 대신 망가지는 모습
의 재현, 노출 의상이 아닌 츄리닝과 같은 일상복 입기를 시도한다(A, K, E). 또한 ‘그런 소리
안 듣는’ 정도의 게임 실력을 갖추거나 공인된 직업을 드러내는 등 ‘인정의 공식’을 갖추기도 한다
(H, K, L). 이러한 모습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순응적인 이미지 등 전형적인 여성 이
미지 공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이를 변형하고 전복하려는 시도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게임 플
레이를 할 때 의도적으로 남성 의존적인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거나(G), 웹캠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을 변조하거나 성별 구분이 모호한 목소리만으로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F) 여성에게 가해
지는 부당하고 피곤한 논쟁을 피하는 의도적 은폐를 시도한다. 이는 여성적인 게임 캐릭터나 시
각적 여성 이미지가 여성 정체성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관습을 의도적으로 깨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G : 방송 자체는 아예 그냥 쟤네들이 어차피 내가 여자인 거 아니까 굳이 내가 여자인

걸 가리려고 거칠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씨앗을 안 심는 거죠. 아
예 채팅창이 뭐야? 쟤 여왕벌이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류의 캐릭터들을
플레이하지 않는 정도로 타협을 합니다. 그 정도 하면 채팅창에 여왕벌이나 다른 애
들한테 버스를 타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저항, 전복, 의도적 은폐로 대응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
자들은 앞서 제기했듯이 시각 중심적인 자기 연출을 하고 있다. 웹캠이 매개하는 시각성은 성별
과 관계없이 모든 스트리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젠더화된 공간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힘은 훨
씬 크다. 예를 들어, 노출 의상을 입거나 섹시 댄스를 추는 등 전형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한
특정 이벤트에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전형적 여성성의 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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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게 되고, 가끔씩이라도 연출하게 된다.

D : 레벨이 낮아도 엄청 예쁘거나 말을 엄청 웃기게 잘하거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얼

굴을 보통 공개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는 좀 더 예쁘게 해야겠다 생각을...
그런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이 뭐였냐면...제가 바
다에 갔을 때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제일 많은 시청 수, 뷰를 보이더라
구요...물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 게임인데...

물론 인터뷰 참여자의 여성성 관리는 전형성에의 저항/전복/의도적 은폐나 순응이라는 방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개인에 따른 다양한 분화와 탈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 스
트리머가 게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존 남성 중심 게임 스트리밍 공간의 정경을 바꾸
고 있고 이들의 변주된 여성성 이미지는 기존 전형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
른 여성 스트리머와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미친 텐션’과 같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는가
하면, 기존의 부정적 ‘여캠’의 범주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 수행의 선택도 기본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채널을 차별
화해가는 전략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독성 문화 속 친밀성 관리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는 것은 관심 있는 시청자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의 관여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도전 과제이
기도 하다. 스트리머는 실시간 방송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끊임없이 스트리밍 시장의 동향을 살피며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한
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시청자는 스트리머의 게임플레이를 보는 관람자이자 피드백을 주며 대
인적으로 관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시청자들의 존재(시청자수)만으로 스트리밍 수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이들의 반응이 시청각적 요소로 가시화되면서, 스트리밍 내용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스트리머는 게임 하는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기보다는 시청자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소
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청자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특히 초보 스트리머의 경우
시청자들이 스트리머의 개성을 발견해주거나 방송을 위한 제언을 해주는 등 스트리머로서의 정
체성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F의 경우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감정이입 되
게 잘하신다고 엄청 하이텐션이라고 이야기”해주며 자기 방송의 오락적 요소를 짚어주었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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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웃음 바이러스, 활력소 같은” 스트리밍 진행을 해가면서 더 많은 시청자가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도록 채널의 분위기를 만들고, 시청자들과 정서적
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 스트리머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
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공간은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매개된 현존의 형태로 실시간 상호작용
을 하면서 정서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친밀성을 느끼게 해주며, 이러한 친밀성의 감각은 채널의
(재)방문을 유도하게 된다(이정학 외, 2020). 스트리머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사적 삶의 모습 드러내기와 공감하기다. 사적/공적 삶의 사회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네트
워크의 공간적 특성에 게임에 대한 선호도와 오타쿠적 기질에의 공감대가 더해지고 이 공간의 편
안함이 만들어지면서 스트리머는 자신을 드러내기 쉽게 된다. 방송 중 사적 개인으로서의 스트리
머에 대한 시청자의 실시간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스트리머의 사적인 삶이 드러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누나, 형과 같은 친밀한 호칭의 사용은 서로를 ‘우리’의 범주로 포
함시키고 ‘연기’가 아닌 “제 자신 그대로”의 솔직함으로 진정성을 강조하게 된다(H, G). 이러한
진정성은 방송 이전에 게임하던 모습 그대로를 카메라에 드러내면서 획득되기도 하지만(G), 스
트리밍을 오래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J).

J : 아 네. 저는 제 방송에 정적이 흐르는 걸 되게 싫어해서 진짜 쉬지 않고 말을 해요. ...

사실 맨날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저도 지금 방송을 한 지 3년
정도 돼서 그리고 제가 방송한 3년 동안 살면서 겪어온 모든 재밌었던 일 힘든 일 슬
픈 일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그래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물론 인터뷰 참여자들은 친밀성을 수행하는 사회적 자아가 실제 자아와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응답하는 경우라도 시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자기
연출로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실생활과 다른 과장된 리액션을 하기도 하며, 자기 비하나, 자책,
자뻑 ‘드립’과 같은 자기 희화화의 과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연출된 자아와 실제 자아 간의 차이
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억지 텐션’을 유지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느끼거나(L), “모순된” 정
체성에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다(J).

D : 음... 실생활이랑 다른 게...아...뭐 리액션을 해야하는 거, 뭐 얼마를 받았을 때 리액션

을 하거나...근데 실생활에서 제가 그렇게 막 그런 거 추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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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하고. 아 뭐 제가 막 애교가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거

기서는 손 하트 이런 거 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한편 이러한 친밀성의 수행과정에 스트리밍 공간의 성차별적 독성문화가 결합되면서 친밀
함을 위한 여성 스트리머의 다양한 수행이 언어폭력으로 돌아오거나 사적 관계에 대한 욕망을 부
추기는 행위로 오인받기도 한다. “시청자가 적은 여자 게임 BJ를 노리는 시청자”들은 방송을 이
제 막 시작한 여성 게임 스트리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게임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때 실력
이 담보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바로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
임할 시간에 밥이나 해라”(C)와 같은 성차별적 발언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연락하길 바라면서 방
송 끄고 게임”(I)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익숙해지는 단계’를 가르치
고 ‘여성 게임 스트리머’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남성 시청자들의 ‘권능의 행
사’, ‘맨스플레인(mansplain)’이 자주 일어난다. 신입 스트리머 방에 들어 온 남성 시청자들은
여성 스트리머가 “당연히 준비할”(I) “섹시 댄스”와 같이, (이와) “관련된 요구는 무조건 시작”(H)
한다. 또 여성 스트리머에 대한 “얼굴 평가, 몸매 평가” 역시 “무조건” 이루어진다(H). 그런가 하
면 여성 스트리머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과도한 개입과 요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C). 게임
공간과 유사한 스트리밍 공간의 독성문화에서 여성은 약자이며, “키보드 뒤에 숨어” 관찰하는 시
청자와 사적인 삶을 노출하는 스트리머의 관계에서도 이들은 약자이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여
성 스트리머는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주눅이’ 들거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캠 앞에 서는 것을
불안해하고, 친밀성 수행과정에서 시청자와의 관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H : 음...여성이기 때문에 오는 편견과 선입견은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신규 시청자분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얼굴 평가, 몸매 평가, 관련된 요구...는 무조건 시
작해요. 그거를 일단 깔고 들어 가야 돼요. 그걸 이제 감수하고 들어가요.

이 공간의 독성문화는 이들이 ‘피함의 정서’(Cote, 2020, p.67)를 체화하게 한다. 스트리
밍을 할 때 얼굴을 비공개하거나, 최대한 사적인 것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 적극적 대응의
포기 및 무시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독성문화가 조심하는 것만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스토킹에도 플랫폼이나 공적 기관에의 신고로 문제가 해결
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들은 적극적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친밀성을 지향
하는 공간에서 여성혐오적 독성문화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인해 다른 시청자들을 신경 쓰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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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정 소모적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시’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J). 독성문화의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스트리밍의 지속이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5. 플랫폼의 수익 어포던스와 기업가적 자아 구현
1) 게임 스트리밍 공간에 대한 인식
인터뷰 참여자들의 게임 스트리밍 공간에 대한 인식은 이 공간에서 어떤 가능성, 특히 어떤 경제
적 가치를 발견하고 스트리밍 수행을 실천하는지와 관계한다. 이 공간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먼
저 시간-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이들이 보기에
이 공간은 ‘버리는’ 시간을 ‘생산의’ 시간으로 대체해 줄 가능성의 공간이다. 여성 게이머는 자신
의 게이밍에 “방어적”이다(Cote, 2020). 이들은 게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게임에 대한 부
정적인 시선과 규범에 맞서 자신의 취미를 옹호해야 했다. 사회적으로 부정당해왔던 이들의 게임
시간은 캠을 켜는 순간부터 생산적 활동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대체되며,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
면 적극적인 생산적 노동의 시간이 된다.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은 게임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부
정적 시선 아래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시간이 생산/수익 행위로서
의 게임 스트리밍 시간으로 전환되는 데 편안함을 느끼거나 주변의 인정 경험을 하게 된다.

B : 다 취업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PC방에 맨날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좀 안 좋게 보

더라구요. ....게임할 때는 제 나이 말할 건 아니라 상관없는데 게임한다 하면 아직도
게임하냐? 주변에서 묻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나는 방송할 거다 (웃음) 게임
으로 직업할 거다 이런... 그런 친구들도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갖고 처음엔 이해 못
했는데 제가 게임 경기까지 막 보러 다니고 하니까 이제는 이해 잘 해줘요.

둘째, 이 공간은 시간 관리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다. 시작과 끝, 그
리고 스트리밍 지속 기간 등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하루 24시간 중 언제 스트리
밍할지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
지는데, 국내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늦은 밤시간에 방송할 수도 있지만, 낮시간 대에도 게임
방송을 보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있고(B, J, K),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해외유입 팬들의 존
재가 스트리머의 시간 관리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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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와 ‘저기’라는 비동시적인 장소를 동시에 있게 하는 네트워크 연결성의 일상적 실천이 구현
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젠더 차별적 게임 스트리밍 공간이 여성에게는 위험 공
간인 동시에 기회의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남성적 게임문화와 연장선에 있는 게임 스트리밍 공간
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독성 문화가 두드러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여성임을 드러내는 순간부
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지만 게임하는 여성이 소수라고 인식되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
에서 경쟁력이 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불균등한 스트리밍 공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성
별만으로도 출발에서 앞설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들이 인식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특징은 이러한 공간에서 이들이 어떻게 수행해나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송을 하는”(H) 아프리카TV에는 소위
“큰손분들이 몇천만, 몇억”(G)을 쏘기도 하며 “옛날부터 (별풍선) 백개, 이백개는 흔한” “어느 정
도 벌이가 되는 직장인들”(A)이 모여있다. 게다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제도는 후원금액이 “곧
이곧대로 떠”서 “내가 많이 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트위치보다 후원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
되어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A). 따라서 “어리고 게임 좋아하는”(A) 사람들이 모여있는 트
위치에 비해 “아프리카에서 하면 돈을 많이 번다”(D). 그러나 아프리카의 별풍선은 “줬으면 넌
내 말을 들어야”(H)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청자를 후원금액에 따라 차별화하면서 별풍선 금
액에 걸맞은 “리액션을 보”여 주어야 한다(A).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여캠”들이 있어서 “안 좋은
말로 소위 별창”이라는 별칭까지도 스트리머에게 덧씌워져 있다(H). 또한 아프리카는 분위기상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트위치와는 다르다고 인식
했다. 이들은 국내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에 대한 조치가 트위치에 비해
강하다고 인식했다. 강퇴 등의 조치에도 이름을 바꿔서 얼마든지 지속적인 스토킹을 가능하게 하
는 트위치와는 달리 아프리카TV에서는 적어도 몇 개월에서 영구 강퇴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스트리밍을 지속할 플랫폼을 선택한다. 때
로는 “돈 때문에 (아프리카로) 이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I), 지나친 대가성 서비스의 요구나
독성 문화로 트위치를 스트리밍 공간으로 선택하기도 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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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과 수행성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 어포던스는 시청자 수나 이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스트리머에게 경
제적 보상을 해주고, 이는 스트리머들이 스스로 기업가적 자아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스트리머들의 정동 노동은 미래지향적이고 기업가적인 수행을 하는 ‘출세 지향적’
노동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Duffy, 2016; Johnson et al., 2019),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시청
자 수를 확보해야 하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기업가적 능력에 응답하는 자아의 구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스트리머는 시청자들과의 관계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며 이들을 끌어들이
고 ‘고정’ 시청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청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 이들
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반응에 따라 채널의 성격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 C는 자신의 게임에 시청자 참여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시작했지만 시청자 수의 확장에
한계를 느끼면서 시청자들의 추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이 변화는 시청자들의 장비 지원으로
까지 이어지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플레이가 시도된다.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 요인인 플랫폼의 경제적 이익
창출 체계는 서로를 인식하고 기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트리머에게 시청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자(D), 동시에 “밥줄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다(G). 따라서 자신을 정서적,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청자들에게, 특히 수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말 이상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D) 이들이 원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를 느끼게 된다(C). 또한 시청자들이 원하면 “망가지”기도 하며(C), 후원
자들의 “채팅은 웬만하면 읽어”주는 노력을 하게 된다(G).

G : 아무래도 대부분의 스트리머라면, 그렇게 한분 한분이, 특정 몇 분이 내 밥줄을 좌우

한다면 좀 더 신경쓰고 싶고 그런게 있긴 하죠.

D : 뭐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해야하는거 아

니야

인터뷰 참여자들은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유대 방식이 경제적 수익 활동의 가능성을 높
이는 시청자 수의 증가나 실제적 금전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만들
어질 수 있는 순간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전략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플랫폼 공간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플랫폼별 게임 장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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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차이 혹은 시간대에 따른 스트리밍 상황과 채널 경쟁력 등 자신의 채널 운영 및 시청자
확보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파악하거나(F, K), 시청자들이 스트리머를 “놀리는 순간”을 즐기
고(G) 특정한 이벤트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청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등 스트리밍 내에
서의 경험을 반추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좀 더 자신의 스트리밍 스타일에 어울리는 플랫폼에 자리
를 잡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꾸준히 스트리밍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의 관심
유발을 위해 코스프레나 웃음을 유발하는 춤을 선보이기도 하며, 좀 더 자연스럽게 수익과 연결
하는 방식으로 도박성 배팅이나 시청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혹은 제안하는 선택사항을 적은 룰렛
등의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다(B, E).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스트리머는 의도적으로 여성성에 기
댄 이벤트나 룰렛시스템을 만들어 남초 환경에서 시청자들의 환심을 끌고 수익을 추구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에 대한 소구력과 이들의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룰렛 시스템의
구성 내용에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다양한 전략들이 압축되어 있다. 이에는 게임 내기에서부터
여성 스트리머에게만 해당하는 애교, (섹시) 댄스, 애니/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나 비키니 입기까
지 포함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채널 내 시청자들이 결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제공하면
서 반응과 후원을 유도하고 채널에 대한 공동체적 감각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의례를 만든다.
이들은 시청자들의 제언이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주로 남성중심적 시선에서 여성 스트리머
들에게 기대되는 전형적 행위를 포함하게 되고 이를 다시 집단적 참여와 후원을 유도하는 기제로
삼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어포던스와 수익 어포던스가 긴밀하게 연결된 플랫폼의 구조 속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여성 스트리머의 사회적 수행은 상업적 수익의 측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시 말해, 플랫폼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시선과 기준은 여성 수행성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익 창출로도 직결된다.

B : 요새는 룰렛시스템이라고 룰렛으로 만들어서 확률을 딱 넣어요. 확률을 넣어서 애교

는 10%로 되게 그거를 돈을 주고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그렇게 많이 해요. 거의 다
이제 하니까 해야 할 거 같더라구요. 그냥 게임만 할 순 없으니까...

이들은 리액션이 수익과 연결된다고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 시청자들이 원하거나
수익으로 연결되는 리액션의 정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반추의 과정이 포함된다. 시
청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던 소
구력을 발견하기도 한다(D).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청자에게 최적화된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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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스를 만들어갔다. 이들은 수익 및 시청자 숫자의 확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리액션 및 전략의
수행들이 스트리밍 공간의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이자 자신의 채널을 지원해주는 시청자들에
대한 애정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개인적 보상 행위라고 본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돈에 끌려”
이루어진 계산적 행위거나 일방적으로 요구된 행위라기보다는 상호교류와 정서적 관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면서, 이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나 수위를 넘는 과도한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기도 한다. 스트리밍의 경제적 가치의 형성이 시청자들을 위한 스트리머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플랫폼 구조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수익추구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범위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헤아리게 된다.

B : 뭐라 해야 하지 이제 그...트위치나 아프리카는 그 수익을 바로바로 주잖아요. 시청자

분이. 그럼 이제 요새는 무조건 리액션같은 걸 해주는 게 약간 법칙처럼 됐단 말이에
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위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과하게 하는 사람은 과
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우, 나는 그 정도는 못할 거 같은데

수익의 발생은 임의적이며, 불안정한 플랫폼 구조에서 성공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미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있으면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출발점부터 앞설 수
있다(A, C, K). C는 친구의 스트리밍에 게스트 출연한 경험으로 소수라도 기꺼이 지원해줄 팬
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며, A와 K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또한, 유명인과 연결되거나(A), 기존의 유명 스트리머의 탐방/합방 기회를 얻어 호스팅을
받거나(D, F), 추천 채널로 소개될(L) 경우 채널의 성장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신입 여자 스트리머에게 소수의 시청자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은 어떠
한 방송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조언과 제언, 질적으로 더 나은 영상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면서 스트리머가 채널을 키우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기
회들은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남성 중심적 관습이나 남성 시청자의 지원에 의존하게 하는 것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유명 남성 스트리머가 자신의 시청자들과 함께 신입 여성 게임 스트리머
채널을 “탐방”하는 ‘레이드’12)를 하면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남성 스트리머가 “자기 뷰어를 저
한테 쏘는 기능”으로 시청자 규모를 늘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D, F). 또 여성 스트리머는 자

12) ‘레이드’는 스트리머가 시청자에게 새로운 채널을 소개한 뒤, 자신의 채널에 있는 시청자들을(스트리머 포함) 해당
채널로 옮기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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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남성 게임 스트리머로부터 “합방” 제의를 받으며 채널의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는 주로 인지도 높은 남성 스트리머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여성 스트리머를 대
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성 스트리머들은 남성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 된다.
이러한 도움을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받거나, 남성 스트리머 및 시청자들에 의한 집단적인
희롱, 괴롭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D: (자신과 합방한 남성 스트리머의 채널에서) 쟤 예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아 이런 게 문화구나 여기...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랑
하지 말아야겠다. .... 그래 가지고 (합방 제안이 왔을 때) 저번처럼 내가 충격 먹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욕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인터뷰 참여자들 모두는 스트리머의 직업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르게 나
타난다. 이들은 존슨과 우드콕의 연구 사례처럼(Johnson & Woodcock, 2019a), 스트리밍에
풀타임 전념하면서 소득을 얻는 사람(A, B, C, E, G, H), 파트타임으로 스트리밍하면서 장차
풀타임 스트리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D, J, K, L), 스트리밍 활동을 단지 여가활동으로 여기
며 부가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사람(F, I) 등 다양한 입장을 보여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스트리
밍을 통해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직업으로서의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G),
이를 전업으로 하거나, 앞으로 전업할 생각을 하게 된다(Taylor, 2018). 이들이 스트리머를 직
업으로 삼기 위해 전제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기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시청자에 대한 리액션/이벤트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며
(A,B), 정기적으로 꾸준히 방송을 해야 하는 동시에 방송시간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K, F).
하지만 이들은 이 공간에서의 수입이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아 언제는 요만큼 벌고 언제
는 저만큼 벌고” “보시는 시청자분들 숫자에 상관없이... 큰 손 분이 새로 오시냐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나는”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G). 이들은 스트리밍 공간에서 후원자들의 유입과 퇴장
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할 여력이 있는’ 고정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
이 어렵다고 본다. J의 경우, 처음 스트리밍을 시작했을 때는 후원이 많이 들어왔으나 3년이 지
난 지금은 고정 시청자가 늘어난 데 비해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안 주는 느낌으로” 혹은 “어차
피 방송을 킬 건데 굳이 내가 후원해줘야 하나 이런 느낌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오히려 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스트리밍을 직업으로 고려하면서 이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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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익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스트리머로서의 직업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끊임없는 응대를 하며 독성문화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정동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수입의 불안정성, 끊임없는 정동 노동, 여성으로
서의 취약성 등을 인식하고 취미로서의 게임과 그것의 공유라는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본래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13) 또, 여성성과 외모, 젊음의 시기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직업일 것이라 인식하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스트리밍 외의 본래 직업
이 있고 스트리밍이 주 수입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수익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동 노동에
조금 거리를 두며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14),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동 노동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3) 여성 게임 스트리머 능력의 양가성
전업 스트리머로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 이
상의 반복적 스트리밍과 이용자 관리를 통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즐거움 요소를 자기 방송에 끊임없이 적용하는 노동의 과정이다. 그러나 타자의 시선에
의존하는 스트리밍 공간에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따라서 스트리머들은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이 공간에서의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끝없는 고민을 반복하고 있
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보기에 여성 게임 스트리머로 자리를 잡거나 이를 직업으로 가져가기 위
해서는 우선 ‘꾸준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방송은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시청자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참여자들은 가능한 이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게임 실력’에 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다. 게임 실력은 다양한 시청자 취향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콘텐츠에 능동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게임 잘하는 여성’이라는 희귀성이 수많은 채널 가운데 관심을 끌게 하는 경쟁력을 갖게
한다. 그런데, 인터뷰 참여자들은 더 나은 게임 실력을 갖기를 바라긴 하지만, 게임 실력이 게임

13) F: 처음에는 방송을 내 주 직업으로 삼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대박이 나면 대박이
나고 쪽박차면 쪽박 차는 극과 극인 직업이잖아요...아 이거를 주 직업으로 삼으려 하면 힘들 거 감수하고 틈틈이 알바를
할 거 감수하면서 해야되는 직업이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 직업으로 하기에는 위험도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14) 본 직업이 있는 경우 논란이 될 여지가 있거나 과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액의 후원을 거부하면서 후원 상한선
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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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공간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게임 실력 위주의 스트리밍
을 진행할 때, 여성의 게임 실력을 의문시하는 게임 문화의 성차별적 능력주의 담론에 부딪히게
된다. 게임 문화에서는 능력주의 문화와 남성중심적 성차별적 문화가 결합되면서 실력 있는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폄하나 평가절하가 있어 왔는데,15) 이러한 문화가 게임 스트리밍 공간으로 이어
지며 여성 스트리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처럼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높은 게임 실력을 보여
줬을 때, “여자가 이런 높은 점수?”라는 의심의 시선과 “프로그램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뷰봇” 의
혹도 받아야 했다. 반면, 게임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역시 여자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나 게임에
대한 “시청자의 훈수”를 들어야만 했다. 시청자들로부터 여성 게이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평
가를 받는 것이 두렵고 불편해 컴퓨터를 “끄고 매일 연습”을 하면서 게임 실력을 높이려 하거나,
정작 스트리밍을 켜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C). 또한 스트리밍에서는 ‘버스’나 ‘혜지’와
같은 논쟁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플레이하지 않으며 게임 문화의 성차별적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다(G). 인터뷰 참여자들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게임 스트리밍을 해나
가면서 이것이 단순히 게임플레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스킬”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인지하게 된다.16) 하지만 게임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독설에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게
임 실력에 대한 강박관념을 은연중에 갖게 되고, 여성 게이머 관련 부정적 담론이나 공격에 얽히
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게 된다.

C : 요즘은 제가 방송도 키기가 싫어요. 켜도 제가 게임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못해서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 분들이 살아있는지 만이라도 원하니까 일단 키
고 그냥 떠들다가 끄는데 끄고 매일 연습을 해요. 저도 얼른 게임을 어느 정도 다시
하고 싶은데...그런 거 자존심이 좀 있어서...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더 무서운 거 같
아요. 사람들이 훈수를 많이 둘까봐 좀만 못해도 뭐라 할까봐 좀만 못해도 그게 좀
더 여자라서 괜히 걱정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역시 그렇지 뭐...이런 식으로 말할까
봐 어차피 기대도 안했을까봐.

15) 예를 들어, 오버와치 리그의 여성 선수 ‘게구리’는 프로 선수권 대회에서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법 프로
그램 이용 의혹을 받고, 블리자드로부터의 확인 과정까지 받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게구리는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인
신모독과 성적모욕도 받아야만 했으며, 이후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과정도 거쳤다(Paul, 2018).
16) 프로게이머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L은 게임 스트리밍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말을 잘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넓은 세상에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좀 약간 부끄럽다, 아직 그런 게 있어” 구독자 확장에 힘
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게임 스트리밍 공간의 여성 스트리머 경험 연구 75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익 메커니즘은 게임 실력을 중심으로 하는 게이머 정체성과는 다
르게 작동한다. 즉 게이머보다는 여성 스트리머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한다. 게임 스
트리밍 공간에서 ‘게임 실력’을 보기 원하는 시청자들은 여성 스트리머보다 남성 스트리머의 채널
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고, 여성 스트리머는 게임 실력‘만’으로는 “잘 안 뜨고” “성장이 잘 안되며”
“사람들이 잘 안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E). 그나마 오랫동안 게임 스트리머를
지속하면서 게임 잘하는 스트리머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게임 실력‘만’으로 방송을 지속하거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17). 여
성 스트리머들이 게임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모두 책임질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는 시청자의 요구에 맞출 필요가 있다. 캠을 켜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의 게임보다는 시청자들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또는 그 시기에 유행하는 게임을 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가 되거나, 게임플
레이 외에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발굴하고 이들의 요구와 타협해가야 한다.

K : (어떤 방송을 할지) 그런 생각을 해야 원래 정상인데 그냥 키고 싶어서 키는 수준이

었어 가지고 아직 오버워치(상위 0.1%까지 찍은)만 하고 있기만 한데.... 제가 지각하
면 벌칙을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각하면 공포게임하는 걸로...그래서 공포게임 몇
번 했었죠 (...) 일단 제가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청
자분들이 원하는 거 피드백 받으면서 천천히 조율해 나가면서 아..뭐 00님 뭐 좀 더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멘트 좀 더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의견수렴하면서
점점 나아가는 거죠. 굳이 딱히 짜여진 거 없어도...

무엇보다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성공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외모를 포함한 여성적 매
력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한다. 이들은 남성중심적 게임스트리밍 공간에서 “캠을 켜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티키타카” 하는 가운데(L), 여성적 매력을 어필하거나 이
와 관련된 시도를 하는 게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경쟁력이라고 본다. 실제 웹캠을 켜지 않은 사
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시각적으로 소구할 만한 ‘웹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장치 구매에서 외모 꾸미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하지만 외모나 여성성을 시청자의

17) 인터뷰 참여자들 중 최상위 게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K(0.1% 최상위권)와 L(프로 게임팀 경력)이었다. 그
런데 이들의 게임 스트리머 수입은 “월세와 관리비 낼 정도” 이하인 것으로 보였고, 둘 다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방
송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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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끄는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자기 모순적 딜레마를 경험
하게 된다. 이들은 게임 실력도 없이 외모로 쉽게 돈 버는 부정적 여캠 이미지와 엮이고 싶지 않
으면서도, 여성의 외모가 스트리머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장 확실한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
는다.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외모와 게임 실력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적어도 외모는 있어야 성
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외모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꾸밈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러한 과정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D). 이들은 스트리밍 공간에 여성성이 소비되는 방식에
늘 신경을 쓰면서 “시청자가 원한다면”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 혹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스
타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입을 수”도 있고 노출 여부도 고민해 본다(E).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시
청자를 소구하는 ‘보여지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는 늘 외모 평가 및 성희롱이 동반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성공은 ‘쉬운 방식’이라고 폄하되곤 한다.18)

A : 게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얼굴로서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나는 얼굴로 온 게 아니라 얼굴‘도’ 왔고 실력으로도 온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서 노력을 많이 해요.

D : (여캠이라는 게) 그게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일하

는 것처럼 시간도 세워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또 노력도 해야 해요.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스트리밍을 위한 정동 노동을 하면서, 특히 전업 스트리머로 전문
화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버티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멘탈 관리’는 쉽지 않다고 느낀다. 스트리밍을 하면서 겪는
모든 정동 노동의 스트레스를 “다 견디면 큰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다 감수하면서” 이 일을 지
속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고 몸도 나빠지고 웬만한 나쁠 수 있는
건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현실이다(A).
그럼에도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은 지금의 일을 현재로서는 지속할 계획이다. 아직은 20

18) 여성은 트위치에서 성별로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오인되고는 하지만, 실제 상위 트위터 중 여성의 수는 매우
적으며,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규범 내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이다(Hatchet, 2017.9.22.)
https://towardsdatascience.com/do-girls-have-it-easier-on-twitch-209f77e080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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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목받고, 수익을 얻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탐색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게임 실력과 외모가 중시되는 스트리
밍 환경에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은 30대
를 넘겨서 이 일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대까지가 마지노선”(A)으로
30대가 넘으면 게임 실력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외
모에는 ‘젊음’이라는 “연예인들처럼 반짝하고 잠깐 타올랐다가 꺼지는”(G) 한정된 기간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젊고 예쁜 게임 잘하는 여성 스트리머’라는 현
재의 상품성을 최대한 높여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 일을 통해 자기 브랜드를 만
들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거나(H, D), 짧은 기간 목돈을 마련해서 자기사업을 시작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A, C, E, G).
여성 스트리머의 젊음과 외모가 단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기 자본이라는 점을 인터뷰
참여자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인 혹은 사업가를 꿈꾸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안정성’은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직업의 ‘지속성’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정도의 자본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율성이다. 이들은 자신의 놀이 혹은 취미를 살려 쉽게 스트리머로 입문하
였으나, 스트리머로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과 신체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플랫
폼 수익화 논리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맞춰가는 모습이다.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적 구조, 게임 스트
리밍 공간의 젠더 문화,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행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에 자신의 수행성을 최적화시켜 가는 과정
에 기존 젠더 문화의 관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웹캠의 시각중심성과
외모 중심의 여성성이 만나면서 젠더정체성에 기반한 친밀성 수행이 나타나고 이 과정은 ‘여성’을
향한 독성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끊임없이 타협하며 자본으로 치환될 수 있는 정동 노동을 수행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자율성은 제한된 선택지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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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과 수행성의 과정에서 여성 스트리머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먼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스트리머는 시각적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취약한데, 스트리머의 외모와 체형
은 끊임없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시청자와의 관계
에서 정보의 노출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취약하다. 웹캠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해
야 하고 이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어떤 식으로
든 쉽게 사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과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남성
적 문화,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젠더 인식하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ICT 기술에’ 혹은 ‘게임에’ 약한 존재로 간주되고 지속적으로 맨스플레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상 남성 문화의 기준에 비춰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반추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자율
성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불안정한 취업 환경도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기술적, 젠더 문
화적 구조의 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이들의 노동과 수행성의 성격을 만드
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기술적, 젠더 문화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힘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방향성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 스트리머의 정동 노동
에 작동하는 구조적 힘은 이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동 노동 과정 전반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플랫폼의 사회기술적인 어포던스와 젠더 체계가 결합되어 정동
노동을 수행하는 기본 조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와의 부딪침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수행을 남성 중심의 시각성과 수익 지향의 플랫
폼 구조 안에서 ‘일반적’이고 ‘당연한’ 선택으로 인식하는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만들었고 경제적
수익을 추구해갔다. 물론 이들의 수행과정은 구조 내에 단순하게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결에서의
저항이나 타협과 같은 복합적인 변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 공식에
저항하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적 정체성을 은폐하면서 전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게임 스트
리밍 공간은 기존의 사회시스템, 게임 문화, 플랫폼의 구조 속에서 여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수행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구조적 조건에서의 취약성이 역설적으로 여성 게
임 스트리머에게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구축하는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이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를 나름대로 이해하며 가치를 창출하려는
수행과정에서 우리는 기술·경제적 구조의 매개화 과정과 동시에 행위성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
들이 수행하는 모습의 진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창의적’ 플랫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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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시되어 왔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창의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의 가능성,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과 같이 놀이문화를 즐기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젊은 세대를 끊임없이 게임 스트리머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수행성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플랫폼 문화의 창발성과 다양성의 비전에 역행되
는 결과를 갖는 부분도 있다. 이들의 선택이 제한된 자율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독성문화를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독성문화와 이로 인한 취약성
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의 제도(예. 강퇴, 신고 등)가 실질적 효력을 갖는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은 무력감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디자인을 비롯한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랫폼 기획이나 제도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 영역에서의 연구,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
완점에 대한 연구, 여성 스트리머 뿐 아니라 (여성) 시청자 문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지점들이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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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게임 스트리밍 공간의 여성 스트리머 경험 연구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동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설희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들에 주목하여, 이들이 게임 스
트리밍을 수행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성 게임 스트리머
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 게임 스트리머가 플랫폼의 사회기술적 어포던스에 자신의 수
행성을 최적화시켜 가는 과정에 기존 젠더 문화의 관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웹캠의 시각중심성과 외모 중심의 여성성이 만나면서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친밀성 수행이 나타나고, 이
과정은 ‘여성’을 향한 독성문화(toxic culture)와의 관계 속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여성 게임 스트리머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끊임없이 협상하며 자본으로 치환될 수 있는 정
동 노동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게임 스트리머의 자율성과 이들의 기업가적 실천은 주어진
사회기술적 어포던스에 의해 제한된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핵심어 :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여성 게임 스트리머, 사회기술적 어포던스, 심층 인터뷰, 능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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