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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1인 게임방송 BJ에 한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시청 충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게임 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1인 게임방송 시청 경험이 있는 485명의 참가자들

을 표본으로 수집하 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완 매개효과를 가정한 연구모형과

부분매개효과를 가정한 안모형을 제시한 뒤 두 모형을 비교하 으며, 변인들 간의 직간 효과를 분석하기 해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BJ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는 시청 충성도의 완 매개효과를 통해 최종 으

로 게임 효능감에도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는 1인 게임방송이 시청자들의 게임 효능감 형성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친다는 을 밝 내어 BJ에 한 정 인식을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1인 게임방송, BJ 숭배, 인지된 동종 선호, 시청 충성도, 게임 효능감, 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the effects of BJ worship and perceived homophily on 

game efficacy through mediating effect of loyalty to viewing. 485 participants who had watched personal game 

broadcasting were collected as a sample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earch model assuming full mediating effect and the alternative model assuming 

partial mediating effect were compared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analyz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BJ worship and perceived homophily had significant effects on game efficacy 

through the full mediated effect of loyalty to viewing. The noteworthy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viewing personal game broadcast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game efficacy and then ultimately 

provide positive perception of BJ. 

Key Words : Personal Game Broadcasting, BJ Worship, Perceived Homophily, Loyalty to Viewing, Game Efficacy, 

Full Mediating Effec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18(HRF-201812-016).

*Corresponding Author : Ghee-Young Noh(gnoh@hallym.ac.kr)

Received December 20, 2018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February 28,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4, pp. 267-278,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4.267



디지털 복합연  제17  제4호268

1. 론

개인방송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구 코리아

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국내 개인방송 채

이 2017년 1,275개로 나타나 2015년 367개에 비해 4배 가

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국내 채 은 1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내 유튜 (YouTube) 채 의 상 100개

반가량이 개인 BJ가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개인방송 시장이 격히 커지고 경쟁이 날로 심화되

면서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포함한 자극 이고 유해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에

한 규제의 필요성이 두되기도 하지만일각에서는 지나

친 규제가 인터넷 상에서의 표 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

니라 규제 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업체들과의 불공정성

으로 인해 국내 신성장 산업의 발 을 가로막는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

게임은 개인방송의 콘텐츠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

하나이다. 국내 아 리카TV(afreecaTV)의 체 트래

픽 65%는 게임이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방송 문

랫폼인 트 치TV(Twitch TV)의 하루 평균 시청자 수는

2018년 101만 8,183명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0배가량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1인 방송 에서도 게

임을 콘텐츠로 한 게임방송에 한 인기는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스포츠의 게이머들은 차 로

스포츠 선수로 우 받고 있으며 방송을 계하는 캐스

터들에 한 인식 역시 정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 이’에서 ‘시청’으로

차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방송과 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방송의 시청에 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이나[4-6]

지속 시청의도의 측[7, 8], 콘텐츠 규제 이슈에 집

해 있는 경향이 있다[9]. 게임방송에 한연구는시청 동

기에 을 두고 있으나[10] 연구가 제한 이다. 무엇보

다도 개인방송의 효과성에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유일하게 안진과 최 은 시청공동체를 형성

하는 개인방송의 정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다[11].

게임방송의 시청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3] 방송 시청으로 인한 향이나 력에 해서

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재는

부분 개인방송에 한 부정 인 측면만이주목받고 있

다. 무분별한 방송 콘텐츠에 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

지만섣부른규제는자칫산업발 의걸림돌이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방송의 효과로 게임 효능감에 집

하고자 한다. 자아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지 못

한 사람들에 비해 더 우수한 작업 수행결과를보이는경

향이 있다[12]. 스스로 게임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게임 수행 결과가 높아질 수 있고 극 으로 게

임에 참여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게임 효능감

향상은 궁극 으로 게임방송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의 가상 경험은 랜드나

제품의 충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13]. 다시 말해, 사

용자의 특정 랜드에 한 가상의 여는 충성도를 높

이거나 구매 의도를 증가 시킨다[14]. 이러한 매커니즘을

개인방송에 용시켜보면 개인방송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경험이나 여는 지속 인 시청을 이끄

는 시청 충성도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이 지

속 으로 방송을 구독하고 시청해야 방송 콘텐츠는 시청

자들에게 향을 미칠 수있게 된다. 이처럼 시청충성도

는 개인방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해 매우 요한 요

소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1인 게임방송에 한 시청 동기요인

으로 BJ에 을 맞춘 BJ에 한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시청 충성도를 거쳐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게임 효능감으로

인한 정 효과성에 해 고찰하고 1인 게임방송의

정성 강화를 통한 산업발 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2.1 시청 충 도

충성도(loyalty)란 평가 인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로

서, 고객이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랜드에 해 가지는

선호도의 행동 결과물을 의미한다[15]. 고객이 다른

안 인 공 자에게로 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랜드에 해 지속 인 충성도를 보일

경우에만 ‘궁극 인 충성도(ultimate loyalty)’가 존재한

다고 볼 수있다[16]. 고객들은 크게 인지 (cognitive) 방

식, 정서 (affective) 방식, 능동 (conative) 방식의 순

서를 거쳐 충성도를 가지게 되며, 이 3가지 단계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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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형 으로 연 이 있는 것

은 아니다[15, 16].

충성도는 단순히 구매 횟수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특성이나 고객들의무 심으로 인해

공 자들이 고객의 충성도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16].

다시 말해 고객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

이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사업의 카테고리에

따라 충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1인 게임방송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정한 방송에

충성도 있는 상태로 남을 가능성’을 ‘시청 충성도(loyalty

to viewing)’라 정의하고[17], 이에 향을미치는요인을

BJ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인 방송에서는 부분 BJ가 화면 속의 유일한 등장

인물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방송 시청 결정 과정에 있어

서 BJ가 가장 요한 결정 요인일 것이라 가정하고 BJ

숭배(BJ worship)와 BJ에 한 인지된 동종 선호

(perceived homophily)가 시청 충성도(loyalty to viewing)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1인

게임방송에 한 시청 충성도가 시청자들의게임 효능감

(game efficacy)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 으로 검증

한 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게임방송의 시청 충성

도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정 효과성에 해 살펴볼

것이다.

2.2 BJ 숭

유명인 숭배(celebrity worship)란, 자신이 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망상 장애를 일컫는 ‘에로토마니

아(erotomania)’에 토 를 둔 개념으로 개인이 특정 유명

인에게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8]. 에

로토마니아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좋아하는 상이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가 특정 개인방송 BJ에

게 에로토마니아 인 상을 보이는 경우’를 ‘BJ 숭배(BJ

worship)’로 정의하고자 한다.

Maltby와 동료들은 유명인 숭배를 정도에 따라 오락

-사회 수 , 집 -개인 수 , 경계선-병리 수

으로 구분하 다[19]. 먼 , 오락 -사회 수

(entertainment-social level)은 가장 낮은 수 의 숭배

상으로 유명인에 한 동일시나 주의가상 으로 낮은

상태를 일컫는다. 이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에

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 는 등 유명인을 사교

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집 -개인

수 (intense-personal level)은 유명인에게 좀 더 마음이

사로 잡 무의식 으로 유명인에 해 자주 생각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계선-병리 수

(borderline-pathological level)은 가장 심각한 단계의 숭

배 상을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을 해 불법

인 행동도 감행하는 등의 극단 인 생각을 포함하는

상태이다.

유명인 숭배의 정도가 높을수록 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유명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가치만을 요하게

여기게 된다[20]. Reeves와동료들은 유명인 숭배가물질

주의(materialism), 충동구매와 상호 련이 있다고 주장

하 으며, 이 3가지요인들은 낮은 자아 정체성과 연 이

있다고 하 다[21]. 다시 말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을 한 안을 모색하거나 융통성 있게 처하

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아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이 좋아

하는 유명인의 생각이나 가치 을 무조건 으로 추종하

게 되는 것이다. McCutcheon과 동료들은 숭배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정체성이 약하고 인 계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 는데[22], 이는 유명인 숭배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 사람들을 만나 상호작용하는 것 보 보

다 미디어 속 등장인물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의사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선호할 것이라 측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1인 방송은 표 인 소셜 TV(social TV)의 한

종류로서 시청자들은 랫폼의 채 창 기능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방송 에서로 화를 나 수 있을 뿐만아

니라 방송 진행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시청자들은 매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심리 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사회 실재감(social presence)을 느끼게 되며[23], 이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진

하는 요인이 된다. Lim과 동료들은 소셜 TV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실재감이 높을수록 특정 방송 채 에

한 애착(commitment)이 높아지고 이는 마침내 채 충

성도의증가로이어진다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2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1인 게임방송에 용시켜 보면,

BJ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게임방송 랫폼의 커뮤니 이

션 기능을 통해 BJ와 의사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BJ를 더 많이 숭배할수록

BJ에 한 사회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는 방송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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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가 높아질것이라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BJ 숭배가 높을수록 시청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라 가

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BJ 숭배는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3 지  동종 호

인지된 동종 선호(perceived homophily)란, 상호작용

을 하는 사람들이 신념, 교육 정도, 사회 지 등의 다

양한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동종 선호’를 1인 게임방송에

용하여 ‘BJ와 자신이 서로 유사하다고 느끼는정도’로 정

의하고자 한다. 인지된 동종 선호는 커뮤니 이션의 선

행 요인인 동시에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25], 자신과 상

가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속 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 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기도 한다[26]. 1인

게임방송의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 창 기능을 이용하여

BJ와 수월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향

통 미디어와 비교 했을 때, 미디어 속 등장인물에 한

인지된 동종 선호가 상 으로 높은 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따르면, 사

람들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상에 더 많은 주

의를 기울이며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27]. 한 시청

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이나 믿음을 화면 속 등

장인물에 의해 타당화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유사성이

높은 등장인물이 그들의 신념이나 생각의타당성을 확신

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8].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동종 선호가 클수록등장인물의

을 공유하고 등장인물을 신해서 경험에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를 겪기도 한다[25, 29].

이처럼 시청자들은 등장인물과 자신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향을 받게 된다.

Horton과 Wohl은 등장인물과의 의사 상호작용이 유

사성의 정도와 불확실성의 감소에 기반을둔다고 주장하

다[30]. 즉,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겨질수록 상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31]. 사람들은 유사성이 많은 타인이 개인 으로 나와

연 이 있는 정보를 달한다고 느끼며 그에 한 보상

으로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들에

한 호감이나 매력으로 이어지게 된다[32]. 한 등장인

물과의 유사성은 화면을 통해 묘사된 사건이나 등장인물

에 한 단기 이거나 장기 인 감정 반응을 재하기

도 하는데[28], 만약 유사성이 정 인 감정 반응과

연결된다면 등장인물과의 인지된 동종 선호는 시청자들

의 시청 의사결정이나 지속 인 시청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들을 1인 게임방송에 용시켜 생각해보

면 시청자들은 BJ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경우 BJ

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것이며, BJ를 매력 이라고 생

각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된 동종 선호는 게임방송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인지된 동종 선호는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게  효능감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기능(functioning)의 수 이나 그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건에 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

는 자신들의 능력에 한 신념을 의미한다[33]. 자아 효

능감이 높게 지각되면 행동을 보다 빈번하게 선택하고

지속하는 경향이있으며, 동기 수 도함께 높아진다[34].

자아 효능감은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 자아

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이나 인터넷 자아 효능감

(Internet self-efficacy)과 같이 다양한 개념들로 용되

어 사용되어 왔으며, 각각의 효능감들은 컴퓨터 사용이

나[35] 인터넷 사용에[36]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 본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을 게임에

용시켜 ‘자신의게임 수행 능력 통제력에 한 개인

신념’을 ‘게임 효능감(game efficacy)’이라 정의하고, 게

임 효능감이 1인 게임방송 시청과 련하여 어떤 요인들

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 인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디어 속 등장인

물과 같은 타인들의 행동을 찰함으로써 자신의 후속

인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한 규칙을 발 시키게

된다[37]. 다시 말해 미디어 속의 등장인물을 포함하여

타인을 찰한 결과로서 지식을 습득하고 행동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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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시청자들의 행동에 정 인

향을 주고자 한다면 먼 시청자들이 련된 행 를 보

여주는 매력 인 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 정 인 행동’을 묘사할 경우 등장인물의 행동

은 ‘ 정 인 방식’으로, ‘부정 인 행동’을 묘사할 경우에

는 ‘부정 인 방식’으로 강화되어야만 한다[38].

1인 게임방송의 경우 시청자는 BJ의 행동을 찰하고

학습하게 되며 BJ의 행동의 묘사 방식에 따라 찰 학습

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체로 게임방송 BJ는 게임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시청자들은 BJ의 게임 노하우나

방식 등을 습득하기 해 방송을 시청한다. 이 때 BJ의

게임 이 자체가특정한 행 로 간주될수 있으며, BJ

의 게임 운 방식이나 노하우가 찰된 행동(우수한 게

임 이)을 하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지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BJ의 탁월한 게임 이를 찰하고 학

습할 수 있게 되므로 시청자들은 자신들도 마치 BJ처럼

게임을 잘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게임에 한 효능감을 가

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측해볼 수 있다.

특히 특정BJ나 방송에 해 충성도를가질 경우 빈번

하게 해당 방송을 시청할 확률이높기 때문에 BJ의 게임

이를 찰하는 횟수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한

찰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시청자들의 찰학습의 효율성

역시 증가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시청 충성도가 높을수록 시청자들의 게임 효능감이

높아질것이라가정하고아래와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시청 충성도는 게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  

3.1 데 터 수집  표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 게임 효능감에 향을 미

치는 1인 게임방송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온라

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무작 로 선택된 10,465

명의 패 들에게 설문 참여를 요청하는메일이 발송되었

으며, 참여에 동의한 2,581명 1,500명의응답자가 설문

을 완료하 다. 표본은 성별, 나이, 거주지를 포함하는 인

구학 요인을 토 로 표집 되었으며, 체 1,500명의 설

문 데이터 1인 게임방송 시청경험이 있는 485명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 상자의 연

령 범 는 20세부터 60세까지 으며, 20~30세 185명,

31~40세 130명, 41~50세 95명, 51~60세 75명으로 나타났

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35.46세이며(SD=11.06),

20 와 30 시청자가 체 표본의 64.9%를 차지하여 주

로 은연령층이게임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은 남성 332명(68.5%), 여성 153명(31.5%)로 구

성되어주로 남성이 게임방송시청을하는 것을 알 수있

다 (Table 1 참고).

Measures Items N %

Gender Male 332 68.5

Female 153 31.5

Age
(M=35.46)

20-30 185 38.1

31-40 130 26.8

41-50 95 19.6

51-60 75 15.5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3 0.6

High school 116 23.9

Undergraduate 335 69.1

Graduate 31 6.4

Monthly Income
(1,000 won)

<2,000 173 35.7

2,000-2,999 108 22.3

3,000-3,999 87 17.8

4,000-4,999 60 12.4

≥5,000 57 11.8

Viewing Time
for One Week

less than 30min 138 28.5

30min–59min 80 16.5

1h–1h 59min 114 23.5

2h-2h 59min 58 11.9

more than 3h 95 19.6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N=485)

3.2 정

3.2.1 BJ 숭  

BJ 숭배(BJ worship, BW)는 McCutcheon과 동료들이

고안한 ‘유명인 숭배(celebrity worship)’ 문항을 토 로

재구성한 것으로[18], 1인 게임방송 BJ에 마음이 사로잡

힌 정도를 측정하 다. 설문 문항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BJ에 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가 좋

아하는 BJ에 해 사람들과 이야기 나 는 것을 좋아 한

다’ 등과 같이 본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한뒤 5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 α=.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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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  동종 호 

인지된 동종 선호(perceived homophily, PH)는

McCroskey와 동료들이 고안한 문항을 토 로 재구성한

것으로[39], 자신과 BJ를 비슷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

하 다. 설문 문항은 ‘개인방송 BJ는 나와 비슷하다’, ‘개

인방송 BJ는나와 생각이 비슷하다’ 등과 같이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한 뒤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Cronbach α=.93).

3.2.3 시청 충 도 

시청 충성도(loyalty to viewing, LV)는 McMullan과

Gilmore의 문항[40], Bobâlc 와 동료들이 고안한 문항을

토 로 재구성한 것으로[41], 게임방송에 한 충성도의

정도를 측정하 다. 설문 문항은 ‘나는 내가 보는 게임방

송에 애착이 있다’, ‘나는 내가 보는 게임방송 콘텐츠가

좋아서 계속 시청할 것이다’ 등과 같이 본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한 뒤 5 리커트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

α=.90).

3.2.4 게  효능감 

게임 효능감(game efficacy, GE)은 Ajzen이 고안한

문항을 토 로 재구성한것으로[42], 게임 이를 포함

한 게임 련 행 에 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 다. 설문 문항은 ‘나는 게임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처음 하는 게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등과 같이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한 뒤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 α=.87).

3.3 데 터 

본연구에서는 게임효능감에 향을미치는 1인게임

방송 요인들의 향력을 검증하기 해 구조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 으며,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

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시청 충성도의 완 매개

효과여부를 살펴보기 해, BJ 숭배와인지된동종 선호

가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

으로 설정하 으며(Fig. 1 참고), BJ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게임 효능감으로 직 이어지는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을 안모형으로 설정하여(Fig. 2 참고) 두

모형을 비교하 다.

Fig. 1. Research Model

Fig. 2. Alternative Model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최 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 으며,

설정한모형들의 합도평가를 하여다양한모형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합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 합지수인 TLI(Tu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함께 고려하

다. 한 경로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 으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 효과가 유의한 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43].

4. 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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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 계   기술통계

상 계분석 결과 BJ 숭배는 인지된 동종 선호

(r=.70), 시청 충성도(r=.71), 게임 효능감(r=.23) 모두와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한 인지된 동종 선호

는 시청 충성도(r=.61), 게임 효능감(r=.23)과 유의한 정

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 충성도와 게임

효능감(r=.30) 역시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3 미만, 7 미만으로 나타나 Finch

와 West가 제안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44]. 추가 으로 모든 변인들의 신뢰도는

.87에서 .94로 나타났다.

BW PH LV GE

BW 1

PH .70** 1

LV .71** .61** 1

GE .23** .23** .30** 1

M 2.41 2.08 2.66 3.07

(SD) (.99) (.86) (.95) (.83)

Skewness .25 .53 -.16 -.26

Kurtosis -.73 -.25 -.60 -.04

Note. BW=BJ Worship, PH=Perceived Homophily, LV=Loyalty to
Viewing, GE=Game Efficacy.
**p<.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4.2 확 적   정 형 적합도

본 연구는 16개의 측정변인들과 4개의 잠재변인들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설계한 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

들을 타당하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먼 ,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우수한 모형 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먼 , SRMR의 경우 합도 단 기 인 .05 보다 작

은 .033으로나타나 우수한 합도를보이는 것으로 단

된다. GFI, TLI, CFI의 경우 합도 단 기 인 .9 보다

모두 높은 값을 보여 우수한 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RMSEA는 .08 보다 작은 값을 보여

정한 수 의 합도를 보인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

서 반 으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우수한 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χ2 df SRMR GFI TLI CFI RMSEA

336.49 98 .033 .916 .957 .965 .071

Table 3. Measurement Model Fit Indices 

집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모

든 측정변인들의요인 부하량이 .7 이상, AVE 값이 .5 이

상,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 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단되었다(Table 4 참고).

한, Fornell과 Larcker가 주장한 검증 방법에 따라

별 타당도를 분석하 다[45]. Table 5에서 각선으로

굵게 표시된 숫자들은 변인들의 AVE 값을 보여주며,

각선 아래의 숫자들은 각 변인들 간의 상 계의 제곱

값을 나타낸다. 모든변인들의 AVE 값이 부 각변인들

간의 상 계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Items F.L. AVE C.R.

BJ
Worship

BW1 .83

.77 .93
BW2 .92

BW3 .94

BW4 .94

Perceived
Homophily

PH1 .91

.79 .94
PH2 .92

PH3 .93

PH4 .87

Loyalty
to Viewing

LV1 .89

.70 .90
LV2 .88

LV3 .90

LV4 .89

Game
Efficacy

GE1 .86

.68 .89
GE2 .86

GE3 .84

GE4 .89

Note. BW=BJ Worship, PH=Perceived Homophily, LV=Loyalty to
Viewing, GE=Game Efficacy, F.L.=Factor Loading,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W PH LV GE

BW .77

PH .53 .79

LV .55 .44 .70

GE .06 .06 .11 .68

Note. BW=BJ Worship, PH=Perceived Homophily, LV=Loyalty to
Viewing, GE=Game Efficacy.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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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 형과 대안 형  비

본연구는BJ 숭배와 인지된 동종선호가 시청충성도

의 완 매개효과를 통해 게임 효능감으로이어지는 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BJ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게임 효능감으로 직 연결되는 경

로를 추가한 안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의 경우

본 연구의 제시된 가설을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안모

형은 본 연구에서 요한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시청 충

성도의 완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제시하 다. 만약 BJ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직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시청 충성도는 이 두 변

인이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완 한 매개효

과를 가진다고 단할 수 있다. 먼 , 두 모형 더 우수

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정하기 해 모형 합도를 비교

해보았다(Table 6 참고).

결과 으로, 두 모형은 비슷한 모형 합도 지수를 보

으며, 두 모형 모두 우수한 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Bentler와 Bonett의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모형 간의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46]. 연구모형과 안모

형의 χ2의 차이 값은 0.86으로 자유도 차이 2에 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7.68 보다 작아 가설이 수렴되었다(Δ

χ2=0.86 < χ2.05=7.68, Δdf=2, p>.05). 즉, 두 모형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

명한 모형인 연구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라 해석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으로 제시했던 완 매개모

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 다.

Research Model Alternative Model

χ2 337.35 336.49

df 100 98

SRMR .034 .033

GFI .916 .916

TLI .958 .957

CFI .965 .965

RMSEA .070 .071

Table 6. Model Fit of Research Model and Alternative 

Model

4.4 연 형과 대안 형  직접효과 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의

직 효과를 검증하 으며, 시청 충성도의 완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고자 안모형의 직 효과를 검증하 다.

Table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BJ

숭배가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β=.556, t=10.021, p<.001).

이는 시청자가 BJ를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방송에

한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지된 동종 선호가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β

=.256, t=4.735, p<.001). 시청자가 스스로를 BJ와 비슷하

다고 더 많이 느낄수록 방송에 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청 충성도가 게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도 지지되었다(β

=.326, t=6.541, p<.001). 이는 게임 방송에 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게임 이에 한 자신감과 자기 이 능

력에 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ath β t p

H1 BW → LV .556 10.021 ***

H2 PH → LV .256 4.735 ***

H3 LV → GE .326 6.541 ***

Note. BW=BJ Worship, PH=Perceived Homophily, LV=Loyalty to
Viewing, GE=Game Efficacy.
***p<.001

Table 7. Direct Effect of the Research Model

시청 충성도의 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안모

형의 직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8 참고). 경로 검증

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되었던 가설은 모두 지지 되었

다. BJ 숭배는 시청충성도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으며(β=.558, t=10.031, p<.001), 인지된 동종

선호도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4, t=4.694, p<.001). 시청 충성도 역시 게

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02, t=3.709, p<.001).

그러나 BJ 숭배는 게임 효능감에 직 인 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3, t=-.383, p=.701),

인지된 동종 선호 역시 게임 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 졌다(β=.071, t=.926, p=.35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매개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시청 충성

도는 BJ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게임 효능감으로 이

어지는데 있어 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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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 형  간접효과 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 변인인 시청 충성도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크

기를 산출한 뒤 유의성을 검증하 다(Table 9 참고). 최

종모형으로 채택된 완 매개모형인 연구모형에 해

5,000번의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 다.

Path β t p

BW → LV .558 10.031 ***

PH → LV .254 4.694 ***

LV → GE .302 3.709 ***

BW → GE -.033 -.383 .701

PH → GE .071 .926 .355

Note. BW=BJ Worship, PH=Perceived Homophily, LV=Loyalty to
Viewing, GE=Game Efficacy.
***p<.001

Table 8. Direct Effect of the Alternative Model

분석 결과 가설에서 제시되었던 직 효과는 앞서 살

펴본연구모형의 직 효과 검증과 비슷한결과를보 다.

먼 , BJ 숭배는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556, p<.001). 다음으로 인지된 동

종 선호도 시청 충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β=.256, p<.001). 마지막으로 시청 충성도

는 게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26, p<.001).

간 효과의 경우, BJ 숭배는 시청 충성도를 거쳐 간

으로 게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82, p<.001), 인지된 동종 선호

역시 시청 충성도를 거쳐 게임 효능감에 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4, p<.001).

I.V. D.V. Direct Indirect Total

BW LV .556*** - .556***

PH LV .256*** - .256***

LV GE .326*** - .326***

BW → LV → GE - .182*** .182***

PH → LV → GE - .084*** .084***

Note. Bootstrapping=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BW=BJ
Worship, PH=Perceived Homophily, LV=Loyalty to Viewing,
GE=Game Efficacy, I.V.=Independent Variable, D.V.=Dependent
Variable.
***p<.001

Table 9.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the 

Final Model

5. 결론  논

본 연구는 1인 게임방송 BJ에 한 숭배와 인지된 동

종 선호가 시청 충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게임 효능감

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시청충성도는 BJ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완 매개효과를 보이는

요한 매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이 BJ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BJ와 유사하다고 인식하더라도 특정

BJ가진행하는 방송에 충성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시청자

들이 게임 효능감을 가지는데 아무런 향을 끼치지 못

한다. 즉, 1인 게임방송의 정 효과성의 발 에 있어

서 시청 충성도가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BJ에 한 숭배와 인지된 동종 선호가 1인 게

임방송 시청 충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검증한 것과

이러한 요인들이 시청 충성도의 완 매개효과를 거쳐 게

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학술 인 의의가 있다.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간 경로를 살펴보

면, 먼 BJ에 한 숭배는 시청 충성도의 완 매개효과

를 통해 게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명인 숭배와 련된 기

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

다[18,21]. Cushman은 20세기 이후 격한 산업화, 도시

화, 물질주의등으로 인해 삶의 의미나자존감을 잃고 스

스로 무언가가 늘 부족하다고 느껴 이러한 부족함을 채

우기 해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상을 의미하는 ‘공

허한 자아(Empty Self)’ 이론을 발표하 다[47]. 이를 바

탕으로 Reeves와 동료들은 유명인에 한 숭배가 강한

사람들이 공허한 자아의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

[12]. 다시 말해, 내 으로 공허한 사람일수록 미디어의

소비를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때 미디어 속

유명인이나 등장인물에 해 과도하게 몰입하고 집착하

게 되어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BJ 숭배가 시청 충성도를

거쳐 게임 효능감으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소 주목할 만하다. 내 인 공허함으로 인해 발생한 BJ에

한 숭배가 시청 충성도를 통해 자신이 게임을 잘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효능감으로이어진다는 결과는BJ의

뛰어난 게임 퍼포먼스가 시청자들에게 정 인 믿음과

향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청 충성도가 요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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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 다.

다음으로, BJ에 한 인지된 동종 선호는 시청 충성도

의 완 매개효과를 통해 게임 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사성은 미디어 속 등

장인물의 특징이나 행동을 따라 하고자 하는 욕구와 정

인 연 이 있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25,4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BJ에 한 인지된 동종 선호가 높을수록

시청자들은 BJ처럼 되고 싶어 하고, BJ의 게임 이를

포함한 반 인 행동을 학습하고자 하는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때 시청자들은 게임방송시청을 통해 BJ의 우

수한 게임 이를 찰하고 간 으로 이를 경험

하게 되어BJ에 한 동일시가 높아져 자신도 BJ처럼 게

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지

만 이 경우에도 특정 방송에 한 충성도가 없다면 게임

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방송에 한 애착이 없을 경우 BJ에 한 동일시 동기가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1인 방송이나 BJ를 규제의

상으로만 취 할 것이 아니라 한 교육을 통한 양질

의 BJ 양성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만일 BJ가 시청자들에게 정 이고 발 인 모습을보

인다면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게임 효능감 향상은 물론

이고 다양한 측면으로 정 인 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1인 방송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BJ의 향

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부 한 콘텐츠에 한 법

이나 제도의 규제는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없다. 따라

서 한 교육과자격부여를통한우수한 BJ 양성의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는BJ를 시청자들에게 좋은 향을 미칠 수 있

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로서의 정 인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학술 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를가진다. 하지만 BJ에 한숭배와인지된 동종 선

호가 시청 충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1인 게임방송의 특

징을반 하여정교하게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일방향 통 미디어와 달리 게임방송시청자들은 랫폼

을 통해 BJ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을할 수있다. 이러한

즉각 인상호작용은 1인방송시청결정에큰 향을미

칠 수 있는 동기요인으로 고려될만 하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1인 게임방송

랫폼의 특징을 고려한 요인에 한 향력 검증에

을 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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