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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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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noted that as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 has recently expanded 

to mobile and social networks, online fashion retailers started to focus on real-

time interactive interaction services as an emerging marketing t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sumer’ shopping experience based on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s(SLSS) in SNS to investigate consumer’s response behavior 

and effects through perceived service quality.  

Based on the prior studi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derived as follows: (1) 

What is the impact of co-experience(participation, cognitive communion, 

emotional contagion) acknowledged by perceived SLSS service 

quality(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tiveness, playfulness, system 

availability)?; (2) what is the impact of perceived SLSS service quality on the 

seller’s trust?; (3) how trust in sellers affects consumer’s purchase intensioin?; (4) 

is there any differences in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trust on sellers depending 



on whether consumers have purchasing experience from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s? 

In order to empirically identify the research ques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 servey method was used and the questionnaires based on consumers’ recall were 

used to derive the results and consumer panel recruitment and survey execution 

was commissioned by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s.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have witnessed selling or promoting fashion products through Instagram 

'Live', which is a SLSS applied social networking service, or who have 

experience of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this platform were recruited 

for the samples. A total of 200 samples was collected, and 186 respons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SPSS 23.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e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co-experience (participation, 

cognitive communion, emotional contagion) on perceived SLSS quality 

(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tiveness, playfulness, system avail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articipation and cognitive communion excluding the 

emotional contagion of co-exper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responsiveness of SLSS. In addition, only cognitive communion of co-

exper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content 

informativeness. Participation and cognitive communion of co-experien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playfulness of SLSS, and only 

the cognitive commun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system availability. In other words, it is confirmed that all SLSS service quality 

factor increases when cognitive communion is high among co-experiences.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whether SLSS 

service quality affects trust to seller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SLSS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tiveness, and playful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rust for sellers, but system availability did not 

affect on trust to seller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perceived 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tiveness, and playfulness of SLSS 

quality, the higher the trust to the seller.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trust on sellers on purchase intention. As a result, trust on the selle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trust of the seller, the higher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Lastly, the stud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s purchasing 

experience through SLSS on service quality and seller trust.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 of cognitive communion of co-experience was 

found to increase the responsiveness and playfulness perception of SLSS service 

quality more as consumers have purchasing experience. Furthermore, if the 

consumers have purchasing experience, the effect of system availability of SLSS 

service quality on trust in sellers becomes significant. In other words, consumers' 

SLSS purchasing exper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on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seller trust. 

Recently, as shopping platforms focus on providing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 and continues to develop,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on new 

shopping channels is increasing in related academic fields.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 as a practical fashion marketing tool and examined 

the perceived SLSS service quality from consumers' co-experience. Based on this, 

the study provides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consumers' reactions and 

behaviors through real-time live streaming service in SNS and provide different 

academic implications from existing SLSS related research.In addition, many 



retailers utilize video contents to communicate with consumers in a real-time 

interaction-oriented manner as a marketing strategy. This study provided a 

managerial implication not only to fashion marketing fields but also to various 

marketing fields by identifying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 platform and 

academic consideration from consumer shopping experience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enhancing consumer’s 

cognitive communion among co-experiences during SLS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perceived SLSS service quality. In addition, 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tiveness and playfulness of SLSS service quality are key 

variables to build trust in sellers and effect of system availability and it is 

confirmed as a necessary variable for the consumers with purchasing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study has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trust in sellers, and purchase 

intention when promoting brand and product through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 to fashion brand and product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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